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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bolic syndrome is a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and type 2 diabet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evance between nutrition intake, meal quality, and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n Koreans with metabolic syndrome. 
The 2,536 subjects, aged 19~64, who participated in 2015 National Nutrition Survey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24-hour 
recall method was employed to analyze nutrition intake and dietary quality. Subjects were grouped into either the 
non-metabolic syndrome group (n=1,938) or the metabolic syndrome group (n=598). Total males and female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level to study its relationship to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including odds ratio (OR) and confidence interval (CI). Results showed the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value was higher in the metabolic syndrome group (3.37) than non-metabolic syndrome 
group (1.57) (p<0.001). In the Index of Nutrition Quality, males in the non-metabolic syndrome group showed higher niacin 
(p<0.05) than males in metabolic syndrome group. Females in the non-metabolic syndrome group had higher vitamin B1 
(p<0.01), vitamin B2 (p<0.001), niacin (p<0.05), calcium (p<0.001), and phosphate (p<0.01). Female in the high hs-CRP group 
showed high OR in blood glucose component (OR 2.488, 95% CI: 1.269~4.879) and metabolic syndrome risk (OR 2.856, 95% 
CI: 1.292~6.314). Females in the middle hs-CRP group had high triglycerides component (OR 2.956, 95% CI: 1.920~4.551), 
compared to the low hs-CRP group. The study showed females with higher hs-CRP had a higher risk of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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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내당능 장애, 혈압 상승, 이상지질혈

증,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뇌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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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Grundy 등 

2005), 국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

향이 나타나고 있다(Lim 등 2011).
대사증후군의 관련 요인들인 비만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을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비만 유병률과 만성

질환 유병률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39.7%에서 42.3%, 여성 26%에

서 26.4%로 증가되었으며, 당뇨병 유병률도 남성 11%에서 

12.9%, 여성 8.0%에서 9.6%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지질혈증 유병률도 남성 19.1%에서 19.3%, 여성 16.5%에

서 20.2%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대사증후군은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콜레

스테롤을 기준으로 5가지 구성요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

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을 한다(Grundy 등 2005). 이러한 대

사증후군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대사증후군과 직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Kim 등 2017). 또한,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도가 높으며(Engelen 등 2017), 과량의 알코올 섭취

는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un 등 2014). 대사증후군은 식품의 섭취량, 식품의 종류, 개
별 영양소 섭취 상태 등이 관련이 있으며(Her ES 2017; Her 
ES 2016; Sokol 등 2016), 그중 영양소 관련 요인으로는 베타

카로틴과 비타민 C의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Czernichow 등 2009).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은 간에서 생성되는 전신성 염증을 나타내는 급성 반

응 물질로 심혈관질환, 인슐린저항성,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Pannacciulli 등 2001; Jiménez 
등 2015; Mirhafez 등 2016). 미국 심장학회(American Heart As-
sociation: AHA)와 질병 통제 예방센터(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hs-CRP에 대하여 혈관질

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발표하였으며, 그 농도가 

1 mg/L는 저 위험, 1~3 mg/L는 중증도 위험, 3 mg/L 이상은 

고위험으로 제시하였다(Pearson 등 2003). 대사증후군과 혈중 

hs-CRP와 관련 연구에서는 hs-CRP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의 판정지표인 혈압, 중성지방, 허리둘레의 판정지표들의 수

치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leki 등 2014), 또한 

대사증후군의 판정하는 지표의 수가 증가할수록 hs-CRP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여(Mirhafez 등 2016) 대사증

후군의 유무와 함께 각각의 판정지표들 간의 관련성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

용하여 한국 성인 남성과 여성 대사증후군 집단의 영양소 섭

취 상태와 식사의 질을 평가 후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들과 

혈중 hs-CRP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5년도 원시자료(제6기 3

차년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조사대상자 총 7,380
명 중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

자 중 만 19~64세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양조사

결과에서 섭취한 열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 이상

인 자와 식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2,536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일반사항과 신체계측, 생화학 지표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현재

흡연 유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수집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점수(Alcohol Use Disorders Iden-
tification Test Score Category: AUDIT)와 폐경 유무 변수는 본

문에 표시하지 않았으나, 분석 시 통제 변수로 이용하였다. 최
종 수축기 혈압, 최종 이완기 혈압, 맥압은 검진자료를 통해 

수집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생화학적 지표인 혈당,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수치를 Hitachi automatic 
analyzer 7600-2100(Hitachi, Japan)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

였다. hs-CRP는 Cobas(Roche, Germany)로 분석한 결과를 이

용하였고,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값(HOMA-IR)의 인슐린은 Cobas 8000(Roche, Germany)장비

로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Matthews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산출하였다(Matthews 등 1985).

3.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2005년 Modified National Cho-

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NCEP- 
ATP III) 정의에 따라 분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허리둘레

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인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을 진단기준으로 이용하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4).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 중성지방 수치는 150 mg/dL 
이상,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 
mmHg 이상 또는 관련 약물 복용자, 공복혈당은 10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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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Men Women

Non-MetS MetS p-value p-value1) Non-MetS MetS p-value p-value2) Non-MetS MetS p-value p-value2)

Number (%) 1,938(76.4) 598(23.6) 781(69.7) 339(30.3) 1,157(81.7) 259(18.3)

Age (years) 39.83±0.35 47.47±0.54 <0.001 39.30±0.48 45.69±0.62 <0.001 40.37±0.41 50.26±0.79 <0.001

Smoker3)

Past, smoking 356(22.2) 158(32.5) <0.001 300(39.7) 144(45.4)  0.007 56( 5.1)  14( 5.1) 0.496

Yes 324(17.7) 139(24.9) 259(29.6) 129(34.7) 65( 6.1)  10( 4.1)

No 1,258(60.1) 301(42.6) 222(30.7)  66(19.9) 1,036(88.8) 235(90.8)

Weight (kg) 62.34±0.24 74.39±0.64  0.001 <0.001 68.96±0.41 81.63±0.88 <0.001 <0.001 55.72±0.22 66.63±0.77 <0.001 <0.001

Body mass index 
(kg/m2) 22.71±0.07 26.72±0.20 <0.001 <0.001 23.35±0.11 27.12±0.25 <0.001 <0.001 22.07±0.08 26.53±0.27 <0.001 <0.001

Waist circum-
ference (cm)

78.96±0.20 89.58±0.48 <0.001 <0.001 82.82±0.30 92.94±0.62 <0.001 <0.001 75.09±0.24 86.67±0.60 <0.001 <0.001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blood
pressure 112.24±0.31 122.19±0.66 <0.001 <0.001 115.53±0.48 124.48±0.80 <0.001 <0.001 108.96±0.38 120.81±1.20 <0.001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74.03±0.23 81.01±0.48 <0.001 <0.001 76.59±0.35 83.69±0.61 <0.001 <0.001 71.47±0.27 78.24±0.79 <0.001 <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y subjects

이상 또는 관련 약물 복용자를 진단 기준으로 하였다. 이들 

각 판정 지표 중 3가지 이상 진단기준에 해당될 시 대사증후

군 집단으로 최종 분류하였다(Grundy 등 2005).

4.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평가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의 영양조사 자료 중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양

소별 섭취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s)의 권장섭취량을 적용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utrition Adequacy Ratio: NAR)은 단백

질,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칼슘, 인, 철 등 

8가지 영양소를 남녀별로 각각의 영양소 섭취량을 구한 뒤 

성별, 연령에 따른 권장섭취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또한 

각 영양소의 NAR의 합을 조사한 영양소 개수로 나누어 산출

하는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 비율(Mean Adequacy Ratio: MAR)
을 구하였다. 영양 질적 평가는 1,000 kcal당 영양소 권장섭취

량에 대한 1,000 kcal당 개인의 섭취 영양소 비를 계산한 영양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 Quality: INQ)로 구하였으며, 영
양 질적 지수가 1 이상인 경우는 영양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5.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21.0(IBM 

SPSS,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다. 2015 국민건강영양조

사의 원시자료에 분산추정층, 조사구, 가중치를 고려하여 복

합표본을 설계한 후 분석하였다.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

증후군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반사항, 신체계측, 생화학검사 

자료를 성별과 나이를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을 구분하여 영

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양소 섭취 분

석 시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섭취 열량, 폐경 유무를 통제

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자료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로 표시하였으며, 연속형 자료는 일반선형모델

을 이용하여 분석 후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성별을 

구분하여 대사증후군 진단지표들과 hs-CRP는 1 mg/L 미만을 

저농도군, 1~3 mg/L를 중농도군, 3 mg/L 초과를 고농도군으

로 구분 후 3군으로 구분하여 교차비(Odds Ratios: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을 구하였다. 분석 시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현재 흡연 여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점수(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섭취 

열량, 여성에서는 폐경 유무를 통제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0.05 이하로 유의성 검증을 하

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화학지표
본 연구의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일반

적인 특성과 생화학지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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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otal Men Women

Non-MetS MetS p-value p-value1) Non-MetS MetS p-value p-value2) Non-MetS MetS p-value p-value2)

Pulse pressure 38.21±0.23 41.18±0.53 <0.001 <0.001 38.94±0.36 40.78±0.66  0.001  0.016 37.48±0.27 42.56±0.75 <0.001 <0.001

Glucose
(mg/dL) 93.45±0.42 111.29±1.63 <0.001 <0.001 95.29±0.70 114.05±2.16 <0.001 <0.001 91.62±0.42 107.74±2.33 <0.001 <0.001

Triglyceride
(mg/dL) 110.76±2.04 246.14±10.34 <0.001 <0.001 131.24±3.83 289.99±15.08 <0.001 <0.001 90.34±1.50 182.27±6.42 <0.001 <0.001

Cholesterol
(mg/dL) 188.85±0.90 199.53±1.97 <0.001 <0.001 188.56±1.36 202.23±2.56 <0.001 <0.001 189.17±1.06 194.30±2.77 <0.001 0.089

HDL-cholesterol 
(mg/dL)4) 54.35±0.30 43.45±0.45 <0.001 <0.001 50.12±0.43 40.77±0.53 <0.001 <0.001 58.57±0.40 44.79±0.63 <0.001 <0.001

LDL-cholesterol
(mg/dL)5) 113.30±0.82 117.81±1.52 <0.001 0.009 115.57±1.25 118.59±1.98 <0.001  0.171 111.03±0.85 118.37±2.42 <0.001 0.006

HOMA-IR6) 1.57±0.03 3.37±0.13 <0.001 <0.001 1.62±0.05 3.46±0.19 <0.001 <0.001 1.51±0.03 3.26±0.17 <0.001 <0.001

hs-CRP
(mg/L)7) 0.99±0.06 1.65±0.11 <0.001 <0.001 1.07±0.09 1.41±0.12  0.005  0.042 0.09±0.06 2.15±0.24 <0.001 <0.001

Means±standard error.
1) Adjusted for age, sex.
2) Adjusted for age.
3) Number (%).
4) HDL-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5) LDL-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6)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7)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able 1. Continued

상은 총 2,536명으로 비대사증후군 1,938명, 대사증후군 598
명이며, 남성 339명(30.3%), 여성 259명(18.3%)이 대사증후군

으로 조사되었다. Lim 등(2011)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은 남자 29.0%, 여자 32.9%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의 남

자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 선행연구와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

사증후군을 판정하는 허리둘레의 기준의 차이로 본 연구에

서는 여자의 허리둘레를 85 cm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

에서는 80 cm를 기준으로 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에 차이

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 체중은 비대사증후군 집단 

62.34±0.24 kg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74.39±0.64 kg보다 낮았

으며(p<0.001), 체질량지수는 비대사증후군 집단 22.71±0.24 
kg/m2로 대사증후군 집단 26.72±0.20 kg/m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허리둘레(p<0.001), 수축기, 이완기 혈압

(p<0.001), 맥압(p<0.001)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생화학분석 결과, 혈당(p<0.001), 중성지

방(p<0.001), 콜레스테롤(p<0.001), LDL-콜레스테롤(p<0.001)
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 비해 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높았으

며, HDL-콜레스테롤(p<0.001)은 비 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슐린저항성은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의 증가로 포도당 

수용체의 활성도가 억제되어 발생되며(Dresner 등 1999), 인
슐린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IR 값은 심혈관질환(Cardio-
vascular Disease: CVD)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Hanley 등 2002). 터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사증후군 연

구에서도 HOMA-IR 값이 비대사증후군 집단보다 대사증후

군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orkmaz 등 2013). Wo-
men's Ischemia Syndrome Evaluation(WISE) study의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HOMA-IR 값이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비교 시 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Marro-
quin 등 2004).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HOMA-IR 값이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1.57±0.03보다 대사

증후군 집단 3.37±0.13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2. 대사증후군의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질 비교
본 연구의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 식사의 질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의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에서 섭취한 열량과 탄수화물의 섭취량의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건강검진센터를 방

문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비대사증후군 집

단과 대사증후군 집단과의 섭취한 열량과 탄수화물의 섭취

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Ahn 등 2017). 한국인유전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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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n Women

Non-MetS
(n=781)

MetS
(n=339) p-value p-value1) Non-MetS

(n=1,157)
MetS

(n=259) p-value p-value2)

Energy (kcal) 2,499.76±39.41 2,514.72±67.31 0.718  0.8553) 1,869.19±28.16 1,896.04±58.93 0.359 0.6763)

Carbohydrate (g) 355.22±3.56 362.04±6.42 0.059 0.373 289.98±2.24 294.27±4.57 0.210 0.368
Protein (g) 87.95±1.29 83.74±1.47 0.196 0.052 64.34±0.73 62.09±1.63 0.042 0.169

Fat (g) 58.86±1.08 55.68±1.58 0.048 0.139 43.92±0.81 41.73±1.80 <0.001 0.271
Vitamin C (mg) 94.94±4.13 87.53±7.29 0.839 0.365 110.42±5.62 81.70±7.59 0.085 0.002
Vitamin B1 (mg) 2.43±0.00 2.44±0.55 0.830 0.853 1.87±0.02 1.73±0.04 0.095 0.006
Vitamin B2 (mg) 1.63±0.02 1.58±0.04 0.544 0.280 1.30±0.02 1.19±0.03 0.001 0.007

Niacin (mg) 20.17±0.33 18.94±0.49 0.218 0.052 15.14±0.22 14.57±0.50 0.159 0.294
Calcium (mg) 571.13±11.35 542.44±17.47 0.885 0.193 465.99±8.74 412.28±15.94 0.027 0.004

Phosphorus (mg) 1,285.56±16.61 1,222.39±20.34 0.519 0.033 1,002.33±10.64 949.79±19.98 0.075 0.016
Iron (mg) 20.11±0.42 19.45±0.74 0.974 0.483 15.89±0.29 15.13±0.57 0.893 0.231
Fiber (g) 25.64±0.45 25.99±0.67 0.028 0.665 23.08±0.46 21.32±1.01 0.523 0.095

Cholesterol (mg) 334.02±12.58 293.85±15.00 0.118 0.074 241.79±7.62 240.13±14.54 0.034 0.918

MUFA (g)4) 18.93±0.43 18.30±0.66 0.082 0.463 13.70±0.30 13.21±0.73 0.001 0.540
PUFA (g)5) 14.27±0.36 13.17±0.48 0.054 0.099 11.07±0.23 10.09±0.56 <0.001 0.088

Mean±standard error.
1)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calorie intake.
2)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calorie intake, menopausal status.
3)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4)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5)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Table 2. Nutritional intake of the subjects

학조사사업(Korean Genome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예방유전체 도시기반코호트의 조사 대상자 중 40세 이상 성

인을 대상으로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영

양상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섭취한 열량과 탄수화물의 섭

취량은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Kim & Shon 2016). 반면, 한국 성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대사증후군과 탄수화물 섭취와의 관련성 연구

에서는 여성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탄수화물 섭

취량을 100 g 증가시킬 때 대사증후군이 발생위험도가 23.7
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등 2008). 미국 국민건강영

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NHANES) 
자료를 활용한 단면연구에서는 미국인 대사증후군에서는 총 

섭취열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의 비율이 낮을수록 대사증후

군의 발생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Zhu 등 2004). 
선행 연구들에서의 탄수화물 섭취와 열량 섭취와 대사증후

군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열

량과 탄수화물의 섭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

행 연구들과 동일한 연구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인종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한국인의 대사증후군의 탄수

화물의 급원 식품과 탄수화물 섭취량 및 탄수화물의 섭취

빈도에 따른 추가적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영양소 섭

취 상태 비교 결과, 인의 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1,285.56±16.61 mg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1,222.39±20.34 mg보
다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여성 비대사증

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영양소 섭취 상태 비교 결과, 
비타민 C 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110.42±5.62 mg
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81.70±7.59 mg보다 섭취량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1). 비타민 B1 섭취량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1.87±0.02 mg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1.73±0.04 mg 보
다 섭취량이 높았으며(p<0.01), 비타민 B2 섭취량은 비대사증

후군 집단에서 1.30±0.02 mg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1.19±0.03 
mg보다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칼슘(p< 
0.01) 섭취량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465.99±8.74 mg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412.28±15.94 mg보다 섭취량이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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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n Women

Non-MetS
(n=781)

MetS
(n=339) p-value Non-MetS

(n=1,157)
MetS

(n=259) p-value

NAR
Protein 0.92±0.00 0.93±0.09 0.608 0.90±0.00 0.87±0.01 0.074

Vitamin C 0.62±0.01 0.60±0.02 0.464 0.62±0.01 0.63±0.02 0.464

Vitamin B1 0.97±0.00 0.97±0.00 0.844 0.96±0.00 0.94±0.00 0.142
Vitamin B2 0.82±0.00 0.82±0.01 0.885 0.83±0.00 0.78±0.01 0.006

Niacin 0.88±0.00 0.86±0.01 0.265 0.84±0.00 0.81±0.01 0.056
Calcium 0.64±0.01 0.65±0.01 0.633 0.60±0.00 0.54±0.01 0.001

Phosphorus 0.94±0.00 0.91±0.00 0.634 0.94±0.00 0.92±0.01 0.058
Iron 0.96±0.00 0.96±0.00 0.876 0.88±0.00 0.91±0.01 0.035

MAR 0.83±0.00 0.83±0.00 0.748 0.81±0.00 0.79±0.01 0.137
INQ

Protein 1.36±0.01 1.32±0.02 0.216 1.02±0.01 1.23±0.02 0.011
Vitamin C 0.90±0.03 0.91±0.06 0.852 1.09±0.04 0.94±0.05 0.057
Vitamin B1 1.95±0.02 1.91±0.03 0.329 1.76±0.01 1.65±0.03 0.001
Vitamin B2 1.03±0.01 1.01±0.02 0.364 1.14±0.01 1.01±0.02 <0.001

Niacin 1.20±0.01 1.12±0.02 0.007 1.13±0.01 1.05±0.03 0.014
Calcium 0.69±0.01 0.69±0.02 0.929 0.68±0.01 0.59±0.01 <0.001

Phosphorus 1.75±0.01 1.70±0.02 0.097 1.49±0.01 1.40±0.02 0.001
Iron 1.95±0.04 2.07±0.17 0.483 1.42±0.02 1.66±0.05 <0.001

Mean±standard error.

Table 3. Nutrition adequacy ratio (NAR), mean adequacy ratio (MAR) and index of nutrition quality (INQ) of the subjects

인(p<0.05)의 섭취량 또한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도시기반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Kim & Shon 
(2016)의 연구에서는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

과의 영양소 섭취량 비교 시 비타민 B2, 칼슘의 섭취량이 대

사증후군 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 식사의 질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여성의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분석 

결과, 인이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0.83±0.00으로 대사증후

군 집단 0.78±0.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1), 칼
슘도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0.60±0.00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0.54±0.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대상자의 영

양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 Quality: INQ)를 활용한 영양 

질적 평가 결과, 남성에서 니아신이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1.20±0.01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1.12±0.0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여성에는 비타민 B1이 비대사증후군 집

단에서 1.76±0.01으로 대사증후군 집단 1.65±0.0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0.01), 비타민 B2가 비대사증후군 집

단에서 1.14±0.01로 대사증후군 집단 1.01±0.02보다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p<0.001), 니아신은 비 비대사증후군 집단 

1.13±0.01로 대사증후군 집단 1.05±0.03보다 높았으며(p<0.05), 
칼슘도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0.68±0.01로 대사증후군 집단 

0.59±0.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또한, 인도 비

대사증군 집단에서 대사증후군 집단보다 영양 질적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 변

화 및 적절한 식품과 영양소 섭취를 통하여 대사증후군의 판

정지표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집단은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비

교 시 무기질과 비타민의 섭취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사

증후군의 각각의 판정지표의 수치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무

기질, 비타민의 함량이 높은 식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양소 기준으로 영양 상태를 분석하였

으나, 향후 식품의 섭취 및 식사패턴을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

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고감도 C-반응성단백질(hs-CRP) 농도에따른대사증
후군 판정지표의 발생위험도

염증지표인 hs-CRP와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와의 발생위

험도 분석은 Table 4와 같다. 남성에서의 hs-CRP 농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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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hs-CRP level<1 mg/L 1<hs-CRP level<3 mg/L hs-CRP level>3 mg/L p-value p-value

Men n=795 n=245 n=80

Glucose 1 (reference) 1.285(0.884~1.868) 1.568(0.820~2.998) 0.004 0.2211)

Triglyceride 1 1.222(0.831~1.797) 1.052(0.565~1.989) <0.001 0.593

HDL-cholesterol3) 1 1.040(0.671~1.613) 2.534(1.328~4.838) <0.001 0.016

Blood pressure 1 0.641(0.434~0.947) 0.690(0.359~1.327) 0.535 0.060

Waist circumference 1 1.115(0.638~1.950) 0.442(0.141~1.385) <0.001 0.348

Metabolic syndrome 1 1.236(0.764~1.999) 0.995(0.469~2.108) <0.001 0.679

Women n=1,076 n=230 n=110

Glucose 1 (reference) 1.119(0.715~1.749) 2.488(1.269~4.879) <0.001 0.0282)

Triglyceride 1 2.956(1.920~4.551) 1.395(0.799~2.436) <0.001 <0.001

HDL-cholesterol3) 1 2.438(1.722~3.451) 3.401(1.933~5.983) 0.018 <0.001

Blood pressure 1 1.086(0.685~1.722) 1.381(0.659~2.892) 0.007 0.688

Waist circumference 1 1.626(0.888~2.978) 1.929(0.959~3.878) <0.001 0.095

Metabolic syndrome 1 2.605(1.539~4.407) 2.856(1.292~6.314) <0.001 0.001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
1)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score category, calorie intake, smoking status.
2) Adjusted for age, body mass index, menopausal status,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score category, calorie intake, smoking status.
3) HDL-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able 4.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and Odds ratios (ORs)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 by hs-CRP 
level by subjects

라 대사증후군 판정지표 중 HDL-콜레스테롤 지표에서는 

hs-CRP 농도가 중농도군 1.040(0.671~1.613), 고농도군 2.534 
(1.328~4.838)로 나타났다(p<0.05). 대사증후군 판정 시 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혈압 지표는 그 농도나 측정값들이 높

을 때 판정이 되는 반면, HDL-콜레스테롤은 농도가 낮을 경

우에 판정되는 것으로 본 연구의 hs-CRP의 고농도군일수

록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여성에서는 

hs-CRP 농도에 따라 대사증후군 판정지표 중 혈당 지표에서

는 고농도군 2.488(1.269~4.879)이며(p<0.05), 중성지방 지표

에서는 hs-CRP 농도가 중농도군 2.956(1.920~4.551)으로 나

타났다(p<0.001). HDL-콜레스테롤 지표에서는 hs-CRP 농도

가 중농도군 2.438(1.722~3.451), 고농도군 3.401(1.933~5.983)
로 나타났다(p<0.001).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도

는 hs-CRP 중농도군 2.605(1.539~4.407), hs-CRP 고농도군 

2.856(1.292~6.314)으로 나타나 hs-CRP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자료의 20대 이상 성

인을 대상으로 hs-CRP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hs-CR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

의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Voils & Cooper-DeHoff 
2014). Framingham Offspring Study 참여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CRP(c-reactive protein) 관련 연구에서는 CR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tter 등 2004). Mashhad stroke and heart 
atherosclerotic disorder study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의 수가 증가할수록 hs-CRP
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Mirhafez 등 2016). 필
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도

를 추적 관찰한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면서 hs-CRP의 농도가 높은 군이 대사증후군이 아니면서 hs- 
CRP가 높은 군보다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2.9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antaniemi 등 2014). Taichung Community 
Health Study의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면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hs-CRP와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있으며, 
hs-CR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i 등 2010). 네팔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사증후군과 hs-CRP와의 연구에서도 hs-CRP의 농도

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Sah 등 2016). 아랍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사

증후군 연구에서는 hs-CRP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의 판정지표인 허리둘레, 이완기 혈압, 수축기 혈압, 공복혈

당, 중성지방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bu-Farha, 
Behbehani & Elkum 2014). 본 연구의 여성에서는 hs-CRP 저 

농도군에 비해 농도가 높은 군일수록 대사증후군의 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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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 혈당 지표, 중성지방 지표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대사증

후군의 발생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국인 

여성에서 hs-CRP와 혈당, 중성지방을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

는 생활습관 변화와 식습관의 변화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단

면 연구로 염증지표인 hs-CRP와의 대사증후군과의 인과관계

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자료의 조사 자료 중 염증지표인 hs-CRP
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점에

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또한, 한국인 대사증후군의 영양상태

와 염증지표 hs-CRP에 대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공개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분

석 시 유의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

여 한국 성인 남성과 여성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영양소 섭취 상태 및 식사의 질 평가를 하였으며, hs- 
CRP와 대사증후군의 판정지표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

다. 본 연구대상은 총 2,536명으로 비 대사증후군 1,938명, 대
사증후군 598명이며,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은 남성 339명
(30.3%), 여성 259명(18.3%)으로 조사되었다. 비대사증후군 
집단과 대사증후군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분석 결과, 체중(p< 
0.001), 체질량지수(p<0.001), 허리둘레(p<0.001), 수축기, 이
완기 혈압(p<0.001), 맥압(p<0.001)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화학분석 결과, 혈당(p<0.001), 
중성지방(p<0.001), 콜레스테롤(p<0.001), LDL-콜레스테롤(p< 
0.01)은 비대사증후군 집단에 비해 대사증후군 집단에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HDL-콜레스테롤(p<0.001)은 비대

사증후군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영양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 Quality: INQ)를 활용한 영양 질

적 평가 결과, 남성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는 니아신(p<0.01)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비대사증후군 집단에서는 

비타민 B1(p<0.01), 비타민 B2(p<0.001), 니아신(p<0.05), 칼슘

(p<0.001), 인(p<0.01)이 대사증후군 집단보다 영양 질적 지수

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에서의 hs-CRP 농도에 따

라 대사증후군 판정지표 중 HDL-콜레스테롤 지표에서는 hs- 
CRP 농도가 중농도군 1.040(0.671~1.613), 고농도군 2.534 
(1.328~4.838)로 나타났다(p<0.05). 여성에서는 hs-CRP의 농도

에 따라 대사증후군 판정지표 중 혈당 지표에서는 고농도

군 2.488(1.269~4.879)이며(p<0.05), 중성지방 지표에서는 hs- 
CRP 농도가 중농도군 2.956(1.920~4.551)으로 나타났다(p< 
0.001). HDL-콜레스테롤 지표에서는 hs-CRP 농도가 중농도

군 2.438(1.722~3.451), 고농도군 3.401(1.933~5.983)로 나타났

다(p<0.001).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도는 hs-CRP 중농도군 2.605 
(1.539~4.407), hs-CRP 고농도군 2.856(1.292~6.314)으로 나타

나 hs-CRP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자료의 조사 자료 중 염증지

표인 hs-CRP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며, 한국인 대사증후군의 영

양상태와 염증지표 hs-CRP에 대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가

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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