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와 3위였다. 심혈관질환의 유병률도 많이

증가하여 30세 이상의성인남자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지난 10년동안 2

배로증가된것으로보고되었다[1,2]. 미국의사망원인역

시심혈관질환이 1위였다. 2010년 사망률을바탕으로추

정할때매일 2150명의환자가심혈관질환으로사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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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Framingham risk score (FRS)를 이용하여 연령군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국민건강영양조사제 6기(2013-2015) 자료 중 30-74세 남성 5211명의자료를분석한서술적횡단연이다.

연령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 심혈관질환은 정상군에 비해 비만군이 2.5배(OR=2.51, 95% CI=2.05-3.07),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이 1.7배 (OR=1.71, 95% CI=1.39-2.10), 과음하는 군이 1.3배 (OR=1.33, 95% CI=1.09-1.62) 높게 나타났고 식이섬유

섭취량이적을수록(OR=0.99, 95% CI=0.98-0.99) 심혈관질환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비만은청년및중년남성

의중요한예측요인으로분석되어향후본연구결과는심혈관질환의잠재적위험군인청년및중년남성을대상으로체중감

소, 신체활동증가와 같은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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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CVD) among age groups using 
the Framingham risk score (FRS). The research design used was a cross sectional descriptive study using the Six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rom 2013-2015. Data from 5211 men, between the ages 
of 30-74 was analyzed. After adjusting for age,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besity 
(OR=2.51 95% CI=2.05-3.07), physical inactivity (OR=1.71, 95% CI=1.39-2.10), heavy alcohol drinking (OR=1.33, 
95% CI=1.09-1.62), and dietary fiber intake (OR=0.99, 95% CI=0.98-0.99) were presented as predictors of CVD. 
Obesity was considered to be a particularly important predictor of CVD for young and middle-aged men. This result 
will be used for developing intervention relating to lifestyle modification for young and middle-ag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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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매 40초 마다한명씩심혈관질환으로사망했음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사망자 중 150,000명이 65세 이하였

다[3,4]. 심혈관질환의유병률은나이와성에따라차이가

있는데 한국 성인남성의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률은 노인층이 청년 및 중년층에 비해 높았으며 미

국과 유럽에서도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5].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은 나

이가들면서증가하는것이일반적인데심혈관질환의위

험요인은연령대별로차이가있다[6]. 심혈관질환의주요

위험요인은나이, 성, 가족력과같이중재가가능하지않

은위험요인과생활습관과같이중재가가능한위험요인

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재가 가능한 대표적인 위험요

인인생활습관요인은비만, 신체적인활동부족, 음주, 흡

연, 건강하지못한식습관등이있다. 청년층의심혈관질

환 유병률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은 이유는 청년들의

지질대사나 혈관상태와 같은 생리적 위험요인들이 아직

심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중년층

의심혈관질환위험요인의특징은청년층에비해생리적

인 위험요인이 점차 영향을 주고 있지만 확연히 나빠지

는 데는 시간이 걸려 중년층은 심혈관질환의 잠재적 위

험군으로 분류될 뿐 실제적인 위험군인 노인에 비해 큰

관심을받고있지못하다[6]. 따라서현재잠재적위험군

인 중년층이 젊은 시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강하지 않

는생활양식을계속가지고있다면노인이되었을때고

위험군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6,7].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 중재프로그램은 폐경기 중년

여성을위한프로그램과[8,9] 노인을위한금연이나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재들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10,11] 청년 및 중년층은 혈압이나 혈청 지질등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7] 이들을 위한 심혈관질

환의 예방 교육이나 중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청년 및 중년층이 노인에 비해

흡연, 과음율이 높고 운동 실천율이 낮아 이들을 대상으

로 한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과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

함을 보고하고 있다[7,12]. 특히 비만, 흡연, 과음과 같은

위험요인은 조기 교육을 통한 중재 시 심혈관질환의 생

존율을 증가시키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중재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청년 및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혈관질

환 예방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13-16]. 또한 심혈관질환 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

력으로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을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만[5] 젊은 시기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의료

비용과유병률을낮추고, 생존율및삶의질을높이는데

기여하므로건강한생활습관에대한교육은젊은시기부

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13].

Framingham 심장연구에서밝히는 Framingham Risk

Score(FRS)를 계산하는목적은즉각적인관심과중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줄이는 치

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며, 전체적인 위

험요인의평가를바탕으로위험요인을줄이는노력을유

도하기 위함이다[6]. FRS는 대상자의 10년 후 심혈관질

환발병확률이 20%를 초과할것을 예측하는 절대적위

험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노출된 군에서의 심혈관질

환 발생률을 비노출군의 발생률로 나눈 비인 상대적 위

험도를 계산할 수 있다. 상대적 위험도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을 장기적으로 동반하는 특성을 갖는 젊은 성

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데 특히 유용하

다. 상대적 위험도는 심혈관질환의 평균 이하 위험을 갖

는 군, 평균 정도의 위험을 갖는 군,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갖는군그리고고위험군으로분류할수있는데평균이

상의위험을갖는군은평균이하위험을갖는군에비해

3배의 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고 고위

험군(high risk group)은 심혈관질환 발병의 위험이 4배

이상 높음을 의미한다[6].

따라서 본 연구는 FRS를 바탕으로 상대적 위험군을

분류하고 연령군별 위험군의 분포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연령군별로심혈관질환의예방전략을개발하기위

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요인을 규명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연구의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같다. 대상자의인

구사회학적특성, 심혈관질환의생리적인위험요인, 생활

습관요인, 식습관요인을파악한다. FRS를 바탕으로상

대적 위험군을 분류한다.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에 따

른 연령군별 차이를 파악한다.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고 연령군별 예측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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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남성의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한 이

차 자료분석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

여목표모집단인대한민국에거주하는만 1세이상국민

에 대해서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를 이용하여 대표성

있는표본을추출한자료이다[17]. 본 연구는제 6기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411명의 남자 중 심혈관질환

위험도(FRS-CVD)를 계산하기 위하여 30세 이상과 74

세이하 6,128명의자료를추출하였고이들중주요변수

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하고 5211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가구원 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통해조사자료를수집하였는데교

육, 가구소득과같은문항은면접조사를통해서, 흡연, 음

주, 신체활동은 자기기입식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고 신체계측,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등은 이동검진

센터를 통한 검진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영양조사는

식생활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 조사 1일전 섭취 음식을

회상하여섭취식품의종류와섭취량을조사하는식품섭

취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17].

2.3 연구 도구 
2.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인구사회적특성으로연령, 교육수준이조사

되었고 경제적 수준은 개인 소득에 따라 상, 중상, 중하,

하로 나눠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심혈관질환의 생리적

위험 요인으로 대상자의 체질량 지수, 수축기 혈압과 이

완기 혈압, 공복 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대상자의생활습관요인으로흡연자는현재흡연자, 과

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분류하였고 음주는 과음 유무를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의 알콜중독관리기관에서 제

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맥주 12온스(340 cc)를 표준 한

잔으로 규정하여 하루에 4잔 이상또는 주 당 14잔 이상

을 과음으로 정의하고 변수를 생성하였다[18]. 신체적인

활동상태를평가하기위해걷기지속시간과 1주일간근

력운동 여부를 분석에 포함시켰고 좌식생활습관을 평가

하기위해서평소하루앉아서보내는시간을분석에포

함시켰다.

대상자의 식습관 요인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한하루동안섭취한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

화물, 나트륨,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2.3.2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평가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별, 나이,

혈중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측정치, 수축기 혈

압, 흡연유무, 당뇨병유무를통해 FRS를계산하였고상

대적위험군을분류하였다[6]. 본 연구에서는평균이상의

위험도를 갖는 군과 고위험군을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

으로 정의하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심혈관질환의생리적인위험요

인, 생활습관요인, 식습관요인은실수와백분율을산출

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따른 연령군별 차이는

Chi-square 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으

로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따른 위험군별 차이는 Chi-square test와 t-test를 사용

하였다.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 요인을 확인하고 연령

군별 예측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혈관질환의 위

험요인과 Framingham risk score(FRS)  
본 연구 대상자 5211명의 평균연령은 51.9(±12.35)였

고 30-44세 대상자 1728명(33.1%), 45-60세 1843명

(35.4%), 60-74세 1640명(31.5%)였다. FRS를 바탕으로

계산된 10년 후 심혈관질환 발병 확률이 20%를 초과할

것을 예측하는 절대적 위험에 속한 대상자는 537명

(10.3%)였다(Table 1 참고).

3.2 Framingham risk score(FRS) 점수에 의한 
심혈관질환 상대적 위험군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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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를 바탕으로분류된심혈관질환의상대적위험군

은심혈관질환의평균이하위험을갖는군에속한대상

자는 3998명(76.7%), 평균정도의위험을갖는군에속한

대상자는 620명(11.9%), 평균 이상의 위험을 갖는 군에

속한 대상자는 476명(9.1%),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자는

117명(2.3%)였다(Fig. 1 참고).

Characteristics Categories n(%)/M±SD
Age (year) Range : 30-74 51.9±12.35

30-44 1728 (33.1)
45-60 1843 (35.4)
60-74 1640 (31.5)

Education ≤ Elementary 751 (14.4)
Middle school 566 (10.9)
High school 1572 (30.2)
≥ College 1860 (35.7)
Missing 462 (8.8)

Level of income Low 1251 (24.0)
Low-middle 1329 (25.5)
Middle-high 1302 (25.0)
High 1298 (24.9)
Missing 31 (0.6)

Physiological risk factors
Body mass index
(kg/m²)

Range : 15-44 24.4±3.16

Obesity
(≥25 kg/m2 )

2110(40.3)

Systolic blood
pressure(mmHg)

Range : 83-209 121.0±15.37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Range : 27-137 78.7±10.33

Fasting blood
sugar(mg/dL)

Range : 48-364 104.6±24.82

Total
cholesterol(mg/dL)

Range : 72-525 189.8±35.33

HDL(mg/dL) Range : 20-113 47.0±11.16
TG (mg/dL) Range : 22-1868 169.8±137.42
LDL (mg/dL) Range : 20-245 113.8±32.69

Lifestyle
Heavy alcohol drinking 2369 (45.5)
Smoking Current smoker 1946 (37.3)
Hours for walking Range : 0-12 0.9±1.36
Muscle strength exercise No 3097 (59.4)
Hours of sedentary lifestyle Range : 0-20 14.6±24.82
Dietary factors
Carbohydrate
intake(g)

Range : 0-1300 305.0±178.37

Protein intake(g) Range : 0-577 71.4±58.56
Fat intake(g) Range : 0-912 42.7±40.87
Saturated fatty acid intake(g) Range : 0-230 12.1±12.47
Cholesterol intake (mg) Range : 0-3883 240.2±294.05
Sodium intake (g) Range : 0-34.5 4.0±3.16
Dietary fiber intake(g) Range : 0-169 23.8±16.87

Framingham risk score >
20%

537(10.3)

HDL=high-density lipoprotein;
TG=triglyceride;
LDL=low-density lipoprotein

Table 1. Samples' Characteristics            (N = 5211)

대상자의연령군을 30-44세, 45-59세, 60-74세의세그

룹으로분류한후각연령군별심혈관질환상대적위험

군의 분포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

자는 60-74세의 연령군에서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평

균이상의위험을갖는군에속한대상자는 30-44세 연령

군에서 326명으로 가장 많았다(Fig. 1 참고).

Fig. 1.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subjects who 
belong to relative risk group of cardiovascular 
disease 

3.3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에 따른 연령군별 차이
대상자의연령군을 30-44세, 45-59세, 60-74세의세그

룹으로분류한후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에따른연령

군별차이를분석한결과생리적인요인중수축기혈압

(F=128.5, p<.001), 혈당(F=72.1, p<.001)은 30-44세군이

가장 낮았고 60-74세군이 가장 높았다. 총 콜레스테롤

(F=60.05, p<.001)에서는 30-44세군과 45-59세군이

60-74세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HDL (F=0.5, p=.578)은

세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생활습관 요인에서는 과음(χ
2=317.4, p<.001), 흡연(χ2=166.6, p<.001), 비만(F=50.1,

p<.001)이 유의수준 p<.001에서세군간의차이를나타냈

고 신체활동(χ2=0.1, p=.935)에서는 세군 간의 차이가 없

었다. 식습관 요인에서는 단백질(F=16.7), 지방(F=11.5),

포화지방산(F=122.6)의 섭취가 30-44세군이가장높았고

60-74세군이 가장 낮았으나 식이섬유(F=40.4)의 섭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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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30-44세군이가장낮았고 60-74세군이가장높아

유의수준 p<.001에서세군간의차이를보였다[Fig 2]. 따

라서 60-74세군에서는 수축기혈압, 혈당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생리적인 위험요인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과음,

흡연, 비만, 지방및단백질섭취량와같은심혈관질환의

생활습관및 식습관위험요인은 30-44세, 45-59세의 연

령군에서 증가하였다.

Fig. 2. Distribution for mean values or frequency of 
physiological, dietary factors, and healthy 
lifestyle factors of the subjects by age 
group

Variables

High risk
group

n(%)/M±SD
(n=593)

Low risk
group

n(%)/M±SD
(n=4618)

χ2/ t

Physiological risk factors
Metabolic
syndrome

300(24.7) 9147(5.3) 278.94***

Body mass
index(kg/m²)

26.0±3.38 24.2±3.08 -11.87***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7.8±19.01 120.2±14.61 -9.4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3.5±12.63 78.1±9.83 -9.99***

Fasting
blood
sugar(mg/dL)

111.4±33.04 103.2±22.89 -5.88***

Total
cholesterol
(mg/dL)

220.6±38.67 185.8±32.85 -20.97***

HDL(mg/dL) 41.1±7.88 47.7±11.29 18.32***

TG (mg/dL) 285.6±231.96 154.9±111.65 -13.52***

LDL (mg/dL) 134.5±35.04 110.0±30.78 -13.12***

Lifestyle behavior factors
Heavy
alcohol
drinking

358(15.1) 2011(84.9) 59.99***

Current
smoker

508(26.1) 1438(73.9) 667.77***

Walking
hours

0.9±1.42 0.9±1.36 0.48

Do not
exercise
muscle
strength

407(13.1) 2690(86.9) 23.50***

Hours for
sedentary life

14.8±25.20 13.3±21.59 1.23

Dietary factors
Protein
intake(g)

73.8±60.66 71.1±58.28 -1.03

Fat intake(g) 46.3±45.39 42.2±40.24 -2.11**

Saturated
fatty acid intake(g)

13.1±13.49 11.9±12.33 -1.98*

Cholesterol
intake (mg)

278.5±335.69 235.3±287.94 -1.56**

Carbohydrate
intake(g)

289.0±178.26 307.1±178.30 -2.99*

Sodium intake (g) 4.1±3.48 4.07±4.039 2.32
Dietary fiber
intake(g)

21.0±16.23 24.1±16.92 -0.59***

HDL=high-density lipoprotein;
TG=triglyceride;
LDL=low-density lipoprotein
*p<.05, **p<.01, ***p<.001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Cardiovascular Risk Groups  

(N = 5211)

3.4 연령군별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 요인
대상자의심혈관질환위험의예측요인을확인하기위

해서문헌과단변량분석에서확인된변수들을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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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2 참고). 연령을

통제하고비만, 신체활동여부, 과음여부, 식이섬유섭취

량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비만이 있는

군이정상체질량지수를갖는군에비해 2.5배(OR=2.51,

95% CI=2.05-3.07),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군(OR=1.71,

95% CI=1.39-2.10), 과음하는 군(OR=1.33, 95%

CI=1.09-1.62)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고 식

이섬유 섭취량이 적을수록(OR=0.99, 95% CI=0.98-0.99)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

혈관질환 위험의 예측요인은 연령군별로 다르게 나타났

는데비만이있는군은정상체질량지수를갖는군에비해

30-44세 연령군에서 는 4.2배(95% CI=3.12-5.73), 45-59

세 연령군에서는 1.6배(OR=1.66, 95% CI=1.14-2.43) 심혈

관질환위험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Table 3 참고).

4. 논의 
본연구결과 FRS를바탕으로계산된 10년후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20%를 초과할 것을 예측하는 절대적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는 537명(10.3%)였다(Table 1 참

고). 이것은 절대적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가 9.1%와

10.8%라고보고한다른연구들의결과와유사하여본연

구결과를 지지하였다[19.20].

본 연구결과 연령군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생리적인

위험요인인수축기혈압과혈당수치는연령증가에따라

증가하여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연령에 따른 생리적 위

험인자의 증가양상과 일치하였다[19,21]. 또한 콜레스테

롤수치는청년및중년연령군에서높게분포되어타연

구결과와일치하였다[22]. 연령군에따른생활습관요인

과식습관요인의분포에서청년및중년연령군에서과

음율, 흡연율이 노인 연령군에 비해 증가해 있었고 신체

적 활동은 감소해 있었다.

이것은 식습관에서도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높았고

식이섬유에대한섭취가낮았는데이것은타연구결과와

같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21,22].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보고서[21]에 따르면

60대의 고위험 음주율은 2005년 24.2%에서 2010년

18.5%로 감소한 것에 반해 30대에서는 2005년 20.7%에

서 2010년 29.4%로 증가하였고청년및중년층의흡연율

도 노인층보다 높아서 2001년 청년 및 중년층의 흡연율

은 55-67%에서 2010년 81-85%로증가하는추세였다. 흡

연율뿐만아니라흡연량역시 2001년 청년및중년층의

17.5개비에서 2010년 19.5개비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청

년및중년층이노인에비해고위험음주및흡연율과흡

연량이높았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 5년동안크게증

가했음을 볼 때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금주와

금연에 대한 교육 및 중재가 청년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신체적 활동과 비만율의 경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청년 및 중년층이 60대 이상의 노인층보다 높

았으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005년 청년 및

중년층에서 36-38%에서 2010년 23-26%로 5년 동안 전

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질량 지수로

표현되는 비만율은 노인에 비해 청년 및 중년층에서 월

등히 높았는데 2001년 32-39%가 10년 후 2010년에는

40% 이상으로전반적으로증가됨을알수있었다. Liu등

[13]의 연구결과에따르면청년층의비만, 흡연, 음주, 신

체적 활동, 식습관의 5개 생활습관 중 현재 실천하고 있

는건강한생활습관의개수가낮은심혈관질환위험과연

Variables High Risk Group

Adjusted OR (95% CI)

All (n=593) 30-44 years (n=349) 45-59 years (n=137) 60-74 years (n=109)

Age 0.96*** (0.95-0.96) 0.96** (0.93-0.99) 0.99 (0.95-1.04) 0.98 (0.93-1.03)

Obesity 2.51*** (2.05-3.07) 4.23*** (3.12-5.73) 1.66** (1.14-2.43) 1.33 (0.86-2.05)

Physical inactivity 1.71*** (1.39-2.10) 1.74*** (1.21-2.05) 1.67** (1.01-2.50) 1.48 (0.88-2.05)

Heavy alcohol drinking 1.33** (1.09-1.62) 1.44** (1.08-1.91) 1.03 (0.71-1.50) 1.72** (0.93-2.35)

Dietary fiber intake 0.99** (0.98-0.99) 0.99 (0.98-1.01) 0.99 (0.98-1.00) 0.97** (0.96-0.99)

CVD=cardiovascular disease;
OR=odds ratio; CI=confidential interval
*p<.05, **p<.01, ***p<.001

Table 3. Predictors on High Risk for CVD vs Low Risk among Subjects                                (N=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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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고 특히 청년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은 심혈관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평균수

명을연장시키며더나아가노년기의의료비용을감소시

키고높은삶의질을유지하는것과관련이있다고보고

하였다. 그리고생활습관은젊은성인기부터실행해오던

습관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젊

은성인기부터건강한생활습관을시작하고유지해나가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3].

연령군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예측 요인에서

비만은 30-44세 연령군에서 4.2배, 45-59세 연령군에서

1.6배로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으

나 60-74세 연령군에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신체적활동 부족 역시 30-44세 연령군과 45-59

세 연령군에서 1.7배로심혈관질환위험의예측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60-74세 연령군에서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는 비만과 신체적 활동 부족이 노인

층보다는청년및중년층에서심혈관질환의주요위험요

인이라고 보고한 타 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14,15,23]. 따라서운동은청년및중년남성에서비만조

절에 효과적인 중재방법 중의 하나이고 가장 중재 가능

한위험요인임을고려할때청년및중년남성을대상으

로한심혈관질환예방을위한운동프로그램을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24].

연령군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예측 요인에서

음주는 30-44세 연령군에서 과음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1.4배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증가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와 심혈관질환의 관계에 대

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적은 양의 음주는 심혈관질환

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반해[25] 과음이 심혈관

질환의발병위험을높힌다는반대의결과도있으므로[7,

26] 알콜과 심혈관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Framingham risk 평가에서 절대적 위험도는 나이가

증가함에따라심혈관질환이증가하는경향이있는노인

층에서 약물치료와 같이 즉각적이고 엄격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전략을개발하는데활용된다. 반대로상대적

위험도는젊은성인에서더큰의의를갖는데이것은젊

은 성인은 노인에 비해 위험요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즉각적인 중재보다는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감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청년 및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위험요인을관리하는전략개발에활용될것이

다.

본연구는프레밍엄모형이미국및유럽인의역학자

료를 토대로 개발된 모형이므로 아시아나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심장질환의위험도를추정할때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27]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예

측할 때 인구사회학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한점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자료

를 이용하여 한국남성의 심혈관질환 위험의 예측요인을

확인한 연구로 수축기 혈압, 혈당과 같은 생리적 위험요

인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생활

습관요인인과음, 흡연, 신체적인활동감소, 비만은청년

및 중년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연령군

별 심혈관질환의 예측 요인에서도 30-44세, 45-59세의

대상자에서비만과신체적활동감소가주요예측요인으

로 분석되어 장기적으로 미래의 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을

낮추기위해잠재적위험군인건강하지못한생활습관을

갖는청년및중년남성의심혈관질환예방및관리를위

해 적극적으로 비만과 신체적 활동 감소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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