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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dietary intake between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MetS) and healthy subjects and to investigate dietary factors related to Met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lood analysis, and dietary intake as assessed by 24-hour recall were conducted in MetS patients (n=15) 
and healthy subjects (n=25). In order to asses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etary intake, daily nutrient intake, nutrient 
density, nutrient intake to dietary reference intake (DRI), nutrient adequacy ratio (NAR), food intake, dietary diversity score 
(DDS), and dietary variety score (DVS) were analyzed.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etS patients and controls were 
analyzed using the SAS software program. Daily energy intake and food intak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2,154.3 kcal vs. 1,872.9 kcal; 1,280.0 g vs. 1,261.6 g).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nutrient intake, nutrient intake ratio to DRI, NAR, or DVS between the MetS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owever, daily 
intake of eggs and milk in MetS patie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9.0 g/day vs. 30.3 g/day, p<0.05; 
0 g/day vs. 49.7 g/day, 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ow intake of eggs and dairy products may b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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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복부비만, 이상지질혈

증,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의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퇴행성 질환(Alberti & Zimmet 1998)으로 정의되며, 질환사망

률 및 일반사망률은 물론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Lakka 등 2002; Day C 2007).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의 

다섯 가지 위험요소 중 3개 이상일 경우이다(Grundy 등 2005; 
Zimmet 등 2005).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은 23.7%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약 44%

로 높게 보고되었다(Ford 등 2002).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서는 대사증후군 이환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중국의 대사증후군 이환율은 2002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의하면 13.8%로 보고되었으나, 2010년에는 27.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Hu 등 2012). 한국의 경우에도 대사증후

군 이환율은 1998년 24.9%에서 2012년 37%로 크게 증가하여 

국민건강 문제로 대두되었다(Lim 등 2011; Won 등 2015).
대사증후군은 내장지방 축적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이 발병

의 대표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Reaven GM 1988; Haffner 
등 1992).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사적 요인과 유

전적 요인 이외에도 식사요인과 활동 및 운동 정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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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인자들이 제시되고 있다(Park 등 2004). 한국은 지

난 수 십 년간 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식사패턴과 영양섭취가 크게 변화되었다. 특징적으로 육류, 
지방 및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채소와 과일의 식물성 식품

의 섭취가 감소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s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이와 같은 식사요인의 변화는 대사증후군 

이환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식사요인

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복합

당, 불포화지방산, 지중해식 식사가 MetS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Esposito 등 2004; Katcher 등 

2008; Teng 등 2015). 그러나 아직까지 대사증후군 발생에 있

어 식이요인의 역할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Woo 
등 2014). 

대사증후군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식사요인을 규명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사

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양적 또는 질적 식사섭

취 상태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관련 식사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충남 대천에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

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총 81명으로부터 자발적인 대상자 참

여 지원을 받았다. 이들 중 이미 대사증후군이나 대사질환(고
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이나 식사조절을 하고 있는 6명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하였다. 75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15명(남자 9명, 여자 6명)을 대사증후군 환

자군으로 선정하였으며, 환자군과 성별 분포 및 연령을 유사

하게 매치하여 정상군 25명(남자 16명, 여자 9명)을 선정하여 

최종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사증후군 환자 

선정은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 진단기준

(Gruny 등 2005)을 근거로 하였다. 즉, 다음의 5개 criteria 중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①복부비만: 허리둘레 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한
국인 적용, Lee 등 2006), ②혈압상승: 수축기혈압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85 mmHg 이상, ③혈당장애: 혈당 100 
mg/dL 이상, ④ 고중성지질혈증: 중성지질 150 mg/dL 이상, 
⑤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 본 연구는 성신여

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IRB-2010-018)을 받았으며, 
모든 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실시되었다. 

2. 신체계측
조사대상자의 신장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신장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최소한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체

성분분석기(X-SCAN PLUS II, Biospace, Seoul, Korea)를 이용

하여 체중, 체지방, 제지방량을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

중(kg)을 신장(m2)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맨 

아래 늑골하부와 골반의 중간부위를 평행하게 둘러 측정하

였다. 엉덩이둘레는 엉덩이에서 가장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평행하게 둘러 측정하였다. 혈압은 자동전자혈압계(microlife 
WatchBP Home 3MX1-1, Widnau,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조

사대상자가 10분 정도 앉아 안정을 위한 후에 측정하였다. 모
든 측정은 두 번 반복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혈액채취 및 분석
식사섭취조사 다음날 아침 공복상태에서 진공채혈관을 이

용하여 20 mL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은 400 g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분석 시까지 －70℃에서 

냉동보관하였다. 혈청 총단백, 알부민, alkaline phosphatase 
(ALP),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GPT), 혈당, lipids는 autoanalyzer(ADVIA 1650, 
Bayer, Shiga,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glycated hemo-
globin(HbA1c)은 HbA1c kit를 이용하여 autoanalyzer(Variant 
Ⅱ, Bio-Rad, CA, USA)에서 분석하였다. 

4. 식사섭취조사
식사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즉, 조사자와 직접 면접으로 24시간 회상법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식사섭취조사는 평일의 기상 후 취침 시까지의 섭취한 

모든 음식명과 섭취량, 해당 음식에 들어간 재료의 명칭과 재

료량을 조사하였다. 섭취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식품 

및 음식의 실물사진 자료와 줄자, 식품 모형의 보조도구를 활

용하였다. 24시간 회상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AN-Pro 4.0 
(Computer Aided Nutritional Analysis program version 4.0, Korea 
Nutrition Society,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에 부합하는 필요추정량

과 권장섭취량을 사용하여 영양섭취기준량 대비 섭취비율을 

분석하였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12가지 

영양소의 nutrient adequacy ratio(NAR)를 구하였으며, 이때 

NAR의 값은 1을 상한치로 설정하여 1 이상이 될 경우 1로 

간주하였다. 영양소의 전반적인 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

여 12가지 영양소의 NAR의 평균값인 mean adequacy ratio 
(MAR)를 산출하였다. 식품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16개 

식품군의 섭취량을 산출하였으며, dietary diversity score(DDS)와 
dietary variety score(DVS)를 산출하였다. DDS는 섭취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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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5가지 식품군(곡류군,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유제품

군)으로 분류한 후, 1일에 다섯 가지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 

섭취하면 5점을 부여하고, 한 군이 빠질 때마다 1점씩 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소량 섭취하고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

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한 식품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 최소량 기준은 선행연구(Bae YJ 2012)에 

근거하여 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경우, 고형식품은 30 g, 액
체류는 60 g으로 하였으며, 곡류군과 유제품군의 경우 고형

식품은 15 g, 액체류는 30 g으로 하였다. DVS는 1일 동안 섭

취한 모든 다른 종류의 식품 수로 산출하였다.

5. 통계분석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 program(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

상군의 각 변인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비연속변수일 

경우 χ2-test,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unpaired t-test를 실시하였

다. 모든 유의성 검정은 α<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의 남자 비율은 각각 60%와 

6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연령은 대사증후군 환자

군과 정상군 모두 53.6세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신

장도 각각 160.6 cm와 163.2 cm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
균 체중(p<0.05)과 체질량지수(p<0.001)는 대사증후군 환자군

이 각각 72.4 kg과 27.9 kg/m2로 정상군의 각각 63.9 kg과 23.9 
kg/m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체지방률

(p<0.05), 허리둘레(p<0.001), 허리엉덩이둘레비(p<0.05), 수축

기혈압(p<0.001), 이완기혈압(p<0.01)은 정상군 보다 모두 유

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제지방량은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

상군 각각 47.4 kg과 44.9 k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의 발생은 비만도

의 증가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혈액지표
총 단백질, 알부민, ALP, GOT, GPT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혈당(p<0.05), 
HbA1c(p<0.05), 중성지질(p<0.01)은 각각 118.0 mg/ dL, 6.9%, 
200.3 mg/dL로 정상군의 92.2 mg/dL, 5.8%, 113.6 mg/dL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HDL-cholesterol
은 47.9 mg/dL로 정상군의 54.7 mg/dL 보다유의하게 낮았다

(p<0.05). 혈중 total cholesterol과 LDL-cholesterol은 대사증후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Male (%) 60.0 64.0 0.8002)

Age (years)  53.6±13.83)  53.6±11.8 0.995
Height (cm) 160.6±12.1 163.2± 9.5 0.457
Weight (kg)  72.4±15.2  63.9±10.7 0.046
Body mass index (kg/m2)  27.9± 3.8  23.9± 2.7 <0.001
Body fat (%)  29.2± 6.8  24.1± 6.5 0.023
Lean body mass (kg)  47.4±12.3  44.9± 8.7 0.458

Waist circumference (cm)  95.4± 9.6  84.8± 6.7 <0.001
Waist-to-hip ratio   0.9± 0.1   0.8± 0.1 0.024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42.4±14.5 120.1±10.4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7.2±11.4  76.6±10.8 0.005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χ2-test between two groups.
3) Mean±S.D.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tabolic synd-
rome patients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Total protein (g/dL)   7.2± 0.52)   7.1± 0.3 0.625
Albumin (g/dL)   4.5± 0.4   4.6± 0.2 0.472

ALP3) (IU/L)  99.8±28.7  91.6±19.2 0.283
GOT4) (U/L)  36.2±23.8  31.2±22.7 0.476
GPT5) (U/L)  45.7±35.0  34.5±39.6 0.370
Glucose (mg/dL) 118.0±35.2  92.2±17.3 0.016
HbA1c6) (%)   6.9± 1.5   5.8± 0.9 0.014
Total cholesterol (mg/dL) 215.1±25.4 204.6±34.7 0.317

Triglyceride (mg/dL) 200.3±89.5 113.6±55.5 0.003
HDL-cholesterol7) (mg/dL)  47.9±10.2  54.7±10.1 0.047
LDL-cholesterol8) (mg/dL) 133.1±20.9 126.0±27.9 0.399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Mean±S.D. 3) Alkaline phosphatase
4)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5)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6) Hemoglobin A1c
7)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8)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Table 2. Blood biomarkers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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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대사

증후군의 5가지 진단기준 중 혈액지표인 혈당과 중성지방은 

대사증후군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각각 28%와 76.3% 높았으

며, HDL-콜레스테롤은 12.4% 낮았다. 

3. 영양섭취의 양적 및 질적 평가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2,154.3 kcal/day로 

정상군의 1,872.9 kcal/day 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량과 이들 3대 영양소의 에너

지 섭취비율은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량도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섭취 에너지 1,000 kcal당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칼륨 섭취량이 1,484.3 
mg으로 정상군의 1,217.6 mg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Energy (kcal) 2,154.3±560.62) 1,872.9±696.5 0.233

Total /1,000 kcal Total /1,000 kcal Total /1,000 kcal
Carbohydrate (g) 348.4±121.9 175.6±23.0 341.8±183.3 169.2±27.4 0.908 0.493
Fat (g) 32.6±31.8 15.2±10.6 44.1±39.0 19.5±11.0 0.364 0.272
Protein (g) 83.2±40.7 40.6±6.4 75.0±42.2 36.7±8.0 0.572 0.152
Fiber (g) 25.7±14.3 12.5±4.1 22.7±14.1 10.8±3.3 0.537 0.218
Vitamin A (μg) 805.0±687.5 409.6±307.6 645.5±611.3 326.9±292.4 0.469 0.437

Vitamin E (mg) 9.7±5.1 4.8±1.5 11.3±10.2 5.1±3.9 0.529 0.688
Vitamin C (mg) 96.1±54.4 46.8±19.6 76.1±55.3 37.9±21.6 0.296 0.237
Vitamin B1 (mg) 1.1±0.6 0.5±0.1 1.2±0.6 0.6±0.2 0.934 0.572
Vitamin B2 (mg) 1.1±0.8 0.5±0.2 1.1±0.7 0.6±0.3 0.824 0.764
Niacin (mg) 17.7±10.0 8.5±1.9 14.7±8.9 7.3±2.8 0.356 0.184
Vitamin B6 (mg) 2.2±1.1 1.1±0.2 0.9±0.4 2.2±1.1 0.290 0.259

Folate (μg) 314.8±181.4 150.4±57.1 270.1±183.2 130.5±55.8 0.479 0.323
Ca (mg) 569.9±309.5 276.6±72.0 511.9±337.1 256.0±142.5 0.608 0.568
P (mg) 1,189.6±576.5 579.4±83.1 1,015.0±585.2 499.0±138.2 0.386 0.073
Na (mg) 5,828.1±3,080.4 2,856.1±690.8 5,866.6±3203.5 3,078.8±1,601.2 0.972 0.650
K (mg) 3,068.8±1,461.2 1,484.3±279.1 2,488.0±1455.5 1,217.6±377.5 0.252 0.038
Fe (mg) 15.1±7.6 7.4±1.5 16.8±13.7 8.3±5.7 0.631 0.482

Zn (mg) 10.8±5.5 5.3±1.1 8.8±4.4 4.5±1.2 0.238 0.080
Cholesterol (mg) 209.7±176.0 100.9±62.1 268.2±254.5 127.6±110.2 0.464 0.442

Energy 
distribution 

(%)

Carbohydrate 70.2±9.2 67.7±10.9 0.493

Fat 13.7±9.5 17.5±9.9 0.272

Protein 16.2±2.6 14.7±3.2 0.152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Mean±S.D.

Table 3. Daily nutrient intakes and nutrient density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에너지 및 영양소의 필요추정량 및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

율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권장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12가지 영양소의 NAR와 MAR도 두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대사증후군의 발생에는 연령, 성별, 흡연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작용하지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

해서는 식사와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습관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NCEP Expert Panel on Detec-
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2; Pitsavos 등 2006). 특히, 식사조절의 경우 열량 

섭취를 제한하거나 단순당과 포화지방산을 복합당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대사

증후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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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Energy  109.1± 35.12)  90.2± 34.2 0.130
Protein 151.2± 74.0 136.4± 76.7 0.572
Vitamin A 123.4±112.6  96.0± 94.7 0.433
Vitamin C  96.1± 54.4  76.1± 55.3 0.296
Vitamin B1  98.9± 50.7  99.0± 53.2 0.994

Vitamin B2  84.2± 62.0  78.5± 52.5 0.767
Niacin 117.7± 68.2  96.4± 58.2 0.319
Vitamin B6 152.6± 78.4 123.4± 73.5 0.263
Folate  78.7± 45.3  67.5± 45.8 0.479
Ca  81.0± 46.0  72.2± 49.1 0.596
P 169.9± 82.4 145.0± 83.6 0.386

Fe 164.1± 86.5 177.6±139.7 0.754
Zn 132.6± 74.1 103.6± 50.5 0.162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Mean±S.D.

Table 4. Daily nutrient intakes as percentage of re-
commended intakes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등 1993; Kim & Park 2012).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군

의 에너지 섭취량은 2,154.3 kcal/day로 정상군의 1,872.9 kcal/ 
day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복

합당질의 차이를 논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소

의 섭취도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사증후군은 장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지만, 
약간 높은 요인도 장기간 노출되면 대사증후군 발생에 작용

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장기간 에너지 섭취상태를 평가하고, 
에너지 섭취수준에 따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가 낮은 경우,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대사증후군과 

항산화 영양소와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확한 결론

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Fujita 등 2006; Garcia-Bailo 등 

2011). 본 연구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한 미량영양소의 섭취량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Han 등(2015)은 한국 폐경 전후 대사증후군 환자는 정

상인보다 비타민 A를 포함한 미량영양소의 섭취량, NAR 및 

MAR가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Godala 등(2016)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NAR

Protein 0.91±0.252) 0.89±0.20 0.759
Vitamin A 0.71±0.40 0.63±0.35 0.569
Vitamin C 0.79±0.31 0.62±0.36 0.150
Vitamin B1 0.79±0.27 0.78±0.27 0.869
Vitamin B2 0.66±0.32 0.66±0.30 0.980

Niacin 0.83±0.28 0.76±0.26 0.445
Vitamin B6 0.91±0.20 0.85±0.23 0.367
Folate 0.68±0.31 0.60±0.31 0.468
Ca 0.69±0.30 0.61±0.30 0.445
P 0.93±0.25 0.90±0.20 0.670
Fe 0.91±0.26 0.90±0.19 0.848

Zn 0.86±0.26 0.82±0.20 0.621
 MAR 0.81±0.25 0.75±0.23 0.494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Mean±S.D.

Table 5.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은 폐경 이후 연령의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을 대상으

로 24시간 회상법으로 식사섭취조사를 실시했을 때 비타민 

A, C, E 섭취량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Godala 등(2016)은 세부적

인 분석에서 비타민의 섭취기준 90~110%를 섭취하는 대상자 

비율의 경우, 대사증후군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으며, 대사증후군 환자의 비타민 섭취량은 개인 차이가 크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소 섭취량 분포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영양소 섭취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영양소 밀도와 

NAR을 분석했을 때,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대사증후군 환자의 영양소 섭취가 양적 또는 질적

으로 정상인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식품섭취의 양적 및 질적 평가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1,280.0 g으로 

정상군의 1,261.6 g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난류 섭취량은 9.0 g/day로 정상군의 

30.3 g/day 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우유 및 유제품

류의 섭취량도 대사증후군 환자군이 0 g/day로 정상군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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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2)

Cereals1) 452.0±192.63) 536.7±343.1 0.336

Potato & starches 32.0±44.1 27.1±51.8 0.773
Sugars & sweeteners 3.7±4.9 2.4±4.2 0.375
Pulses 39.4±58.2 62.9±104.9 0.383
Nuts & seeds 12.3±35.5 0.1±0.3 0.240
Vegetables 459.1±250.1 341.3±267.9 0.191
Fungi & mushrooms 0.1±0.5 0.6±2.1 0.321

Fruits 44.3±105.4 7.3±36.4 0.240
Meats 30.4±58.0 31.4±61.0 0.964
Eggs 9.0±17.2 30.3±42.0 0.034
Fish & shellfish 146.9±124.1 78.3±109.3 0.088
Seaweeds 1.5±2.1 1.1±2.7 0.617
Milk 0.0±0.0 49.7±118.5 0.047

Oils & fat 3.3±3.2 4.8±7.5 0.396
Beverages 0.7±2.5 50.5±130.1 0.068
Seasoning 45.2±32.2 37.1±32.2 0.465

Total 1,280.0±535.4 1,261.6±657.4 0.931
1) g/day
2)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3) Mean±S.D.

Table 6. Daily food intakes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g/day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식품섭취의 DDS와 DVS
를 평가한 결과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유제품군 DDS는 

0점으로 정상군의 0.2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Table 7).
본 연구에서 총 식품 섭취량은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식품을 총 16개 식품군으로 

나누어 섭취량을 평가했을 때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난류와 

우유류 섭취량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지단백수송체의 조성이 변하면서 혈중 lutein과 zeaxanthin
과 같은 carotenoids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itchevsky 
등 2000; Suzuki 등 2011). 달걀의 난황은 생체 이용성이 우수

한 lutein과 zeaxanthin의 주요 급원식품이다(Chung 등 2004). 
달걀 섭취는 혈중 lutein과 zeaxanthin 수준을 증가시켜 대사

증후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Blesso 
등 2013a). Blesso 등(2013b)은 37명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매

일 3개의 달걀을 12주간 공급했을 때 혈액과 지단백질의 lutein
과 zeaxanthin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

이나 심혈관질환자에 있어 달걀섭취와 식이 콜레스테롤 섭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patients 
(n=15)

Control 
subjects
(n=25)

p value1)

DDS

Grains  1.0±0.02) 1.0±0.0 -
Meats 0.8±0.4 0.9±0.3 0.777

Vegetables 0.9±0.3 1.0±0.0 0.337
Fruits 0.2±0.4 0.0±0.0 0.082
Dairy foods 0.0±0.0 0.2±0.4 0.022

Total 3.0±0.7 3.1±0.6 0.708

Distribution 
of score 

(%)

2  0.0 12.5
0.4403)3 81.8 66.7

4 18.2 20.8
 DVS 23.7±11.1 18.2±9.2 0.110
1)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unpaired t-test between two 

groups.
2) Mean±S.D.
3)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χ2-test between two groups.

Table 7. Dietary diversity score (DDS) and dietary variety 
score (DVS) of the metabolic syndrome patients

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Ballesteros 등
(2015)은 당뇨환자에서 5주간 하루 한 개의 달걀 섭취는 심혈

관관련 위험지표의 증가 없이 항염증관련 지표를 유의하게 

저하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군

의 낮은 난류 섭취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는 정상인

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달걀 섭취와 콜레스테롤 

섭취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단순 횡단

연구로서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낮은 난류 섭취에 대한 영향

을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의 일상적인 식

사에서 난류 섭취가 유의하게 낮은 것은 난류 섭취와 대사증

후군과의 관련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대사증후군 환자에 있

어 낮은 난류 섭취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요구

된다.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와 관련된 전향적인 Cohort 연
구에서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는 낮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Pereira 등 2002; Shin 등 2013). 
Cohort 연구의 메타분석에서도 우유 섭취는 고혈압 위험 저

하와 관련이 있었다(Ralston 등 2012; Soedamah-Muthu 등 2012).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군은 우유류 섭취가 정상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16개 식품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

였을 때는 우유류 뿐만 아니라, 난류의 섭취도 대사증후군 환

자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5개 기초식품군

으로 분류하여 DDS를 평가하였을 때, 난류는 육류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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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졌지만, 우유류는 기초식품군에서도 독립적인 식품군으로 분

류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환자군이 정상군보다 여전히 유

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Abedini 등(2015)은 유제품이 대

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은 유제품의 주요성분인 칼슘, 단백

질, 지방이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제품의 칼슘은 장

관내 지방산이나 담즙산을 흡착하여 이들의 흡수를 낮추며, 
유제품의 단백질은 angiotensin-Ⅰ converting enzyme-inhibitory 
peptides의 전구체로 작용하여 혈압을 낮춘다고 하였다. 또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지방 유제품의 섭

취가 권장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칼슘, 단백질, 지방 섭취는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낮은 우유 및 유제품군의 섭취 결

과를 선행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우유류의 섭취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 중

재연구 결과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

유류 섭취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양적 

및 질적 식사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대사증

후군 환자는 난류와 우유류의 섭취량이 대조군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연구

로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고 장기간의 식사섭취상태를 평가하지 못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난류와 우유류의 섭취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임상 중재연구가 필요하고, 이들의 영양관리

에 있어 각 식품군의 적절한 섭취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양적 및 질적 식사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사증후

군 관련 식이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대사증후군 환자군

과 정상군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2,154.3 kcal와 1,872.9 
kcal였으며, 식품 섭취량은 1,280.0 g과 1,261.6 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모든 영양소의 1일 섭취량, 영양섭취기

준에 대한 섭취비율, NAR 및 DVS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의 난류 섭취

량(9.0 g/day vs. 30.3 g/day, p<0.05)과 우유 및 유제품류의 섭

취량(0 g/day vs. 49.7 g/day, p<0.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대사증후군 환자군과 정상군의 양

적 및 질적 영양소의 섭취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식
품군 섭취에 있어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난류와 우유류의 섭

취량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를 통하여 난류와 우

유류의 낮은 섭취와 대사증후군 발생과의 관련성이 제시되

었으며, 향후 대규모 종단 연구 및 임상 중재 연구를 통한 관

련성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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