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383-6415 eISSN 2383-6423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017;19(1):1-10
https://doi.org/10.7586/jkbns.2017.19.1.1

www.bionursingjournal.or.kr

청년층 성인남성에서 흡연, 음주, 비만지표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김철규1·이시향2·차선경3
충북대학교 간호학과, 2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3선문대학교 간호학과

1

Influencing Factors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 Young Men: Focusing on
Obesity Indices
Chul-Gyu Kim1, Shi Hyang Lee2, Sun Kyung Cha3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Asan Medical Center; 3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moon University, Asan, Korea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f drinking, smoking, and obesity indices o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in Korean young men. Methods: The subjects were 234 young men, aged 20 to 39 years. Body mass index (BMI),
percent body fat (PBF), body fat mass (kg), and waist hip ratio (WHR) were measured as obesity indices. Systolic blood pressure (SBP),
diastolic blood pressure (DBP), fasting blood sugar (FBS),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were measured a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4.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ere BMI for SEP; age, degree of drinking, body fat mass for DBP; WHR for TC; WHR and age for TG; age, degree of
smoking and PBF for HDL-C; WHR, age and degree of smoking for LDL-C. Conclusion: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need to be considered i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prevention programs for young men.
Key Words: Body mass index; Body fat percentage; Cardiovascular disease; Young men
국문주요어: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심혈관 질환, 남성

서 론

비만 등이며[2], 한국인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도 국외에서 보
고된 위험인자와 유사하였다[3,4].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30세 이상 성인의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

54.0%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로, 각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암 150.9명, 심장질환 52.4명, 뇌혈관

혈증, 비만 중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으며, 여자(46.7%)보다 남자

질환 48.2명으로 주요 사망원인 2, 3위를 심뇌혈관질환이 차지하고

(61.5%)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 유병률이 더 높았다[5]. 그

있다[1]. 이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러므로 남성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하

니며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인남성의 효과적인 심뇌혈

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초기부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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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직접 측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Cho 등[14]의 연구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 중 비만은 체지방의 과잉 축적 상태로,

체질량지수가 25kg/m2 미만인 성인 및 남성에서 체지방률이 높을

당대사 및 중성지방과 저밀도지질단백질의 증가와 고밀도지질단

경우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낮은 정상이나 높

백질의 감소 및 고혈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심혈관계 위험요

은 정상 체질량지수인 경우 같은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체내 지방량

인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위

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대사 지표에서 차이가 나게 되며[15],

험인자이기도 하므로[6],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낮은 정상과 높은 정

다도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7]. 또한 흡연 및 음주도 고지질혈증, 인

상인 경우에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허리둘레 또는 체지

슐린 저항 증가 및 혈압 증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8] 흡연 및 음주

방률이 정상보다 증가된 경우가 많고 이 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

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그러나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비만율, 음

인이 증가한다고 하였다[16]. 이렇듯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낮

주율 및 흡연율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5,9], 비만율은 30대 남성

거나 높은 정상의 경우에 심혈관계 위험 요인과 관련한 대사 지표가

에서 43.9%로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에서는 32.0%였으며[5], 10년 전

다를 수 있으나, 체질량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 특별한 관리를

에 비해 19-29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24.8%에서 32.4%로 가장 많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도 있다[9]. 흡연율 또한 30대 남성에서 가장

있어 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체지방 및 체지방

높았고, 월간 음주율도 30대 남성이 가장 높아 79.0%였으며, 20대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만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본인이 비

경우도 77.1%로 세 번째로 높았다.

만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청년기 성인 남성에서 비만지표와 심뇌

반면 20-30대 청년층 남성들의 건강관리는 미흡하여, 건강검진수

혈관계 위험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진율은 36.5-55.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 고혈압, 당뇨병, 이상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 시행된 비만지표와 관련된 연구로는 정상

지질혈증 이환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요한 의

체중이나 허리둘레를 갖는 성인이나 저신장 여성, 여대생에서 체지

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충족 의료 또한 청년층 남성에서

방률과 혈압, 혈당, 지질 수치와의 관련성[17-20] 등이 이루어져, 심뇌

높아 30대 남성이 11.5%로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이 세 번째로 높았

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이 비교적 높고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

다. 미충족 의료의 주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

하지 않고 있는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년층 남자 성인만을

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으므로[5], 학업, 취업 준비나 업무 등으로 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하

하여 바쁘고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는 20-30대 성인 남성에서 체질량지수, 체지

낮은 청년층 성인 남성의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

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비의 비만지표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선이 요구되고 있는 비만, 흡연 및 음주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 마련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음주와 흡연을 다양한 비만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표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비만지표가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에

특히,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 관리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만도의 적절한 평가가 요구된다[7]. 비
만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

2. 연구 목적

률(percent of body fat, PBF),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허리

본 연구는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흡연, 음주 및 비만지표와 심뇌

둘레/키 비(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WHtR), 허리/둔부둘

혈관계 위험인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구

레 비(WHR) 등이 있다[6,10,11]. 이 중 체질량지수는 측정이 간편하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 체지방을 잘 반영하여 세계보건기구[6]에서는 이를 비만 선별의

1) 청년층 성인 남성의 흡연, 음주 및 비만 현황을 파악한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인 수축기혈압,

그렇지만 체질량지수는 신장이나 근력에 따라 실제 체지방을 반
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체지방량과 상관없이
비만이나 정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체질량지수가 정상
인 경우에도 체지방률과 복부비만율이 높을 수 있다[12]. 이에 Frankenfield 등[13]는 체질량지수가 30kg/m 미만인 경우 체지방에 대한
2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지므로 체질량지수가 낮은 사람에게는 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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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혈압, 공복 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
백, 저밀도지질단백질 현황을 파악한다.
3)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흡연, 음주 및 비만지표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흡연량, 음주량 및 비만지표들과 심뇌혈
관질환 위험인자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https://doi.org/10.7586/jkbns.20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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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흡연, 음주 및 비만지표가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탐색한다.

try)과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이
표준검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가의 장비와 높
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21], 임상에서는 저렴하고 측정이
간편한 생체전기임피던스 분석법(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

연구 방법

alyzer)을 비만도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7]. 이에, 체지방률 및 허리
둔부둘레비는 임피던스측정기(InBody 720, Biospace Inc., Seoul, Ko-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년층 성인 남성에서 흡연, 음주 및 비만지표와 심뇌

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생체전기 임피던스법(bioelectric

혈관계 위험인자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후향적 조사 연

impedance analysis, BIA)을 이용하여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 저

구이다.

항을 측정하는 것으로, 체지방률은 [체지방(kg)÷체중(kg)×100]으
로 계산되며 Sim과 Park [10]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25% 이상을
체지방과다로 분류하였다. 허리둔부둘레비는 .90 이상을 복부비만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개 상급종합병원에서 2011년 7월 8일부터

으로 분류하였다[22].

2014년 5월 15일까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본인이 정상 체중이며
건강하다고 인식하여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의 성인 남성을

3) 심뇌혈관계 위험인자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4 프로그램을 이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로는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 시 혈당,

용하여 산정하였으며, 9개의 예측변수(연령, 흡연여부, 흡연량, 음주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 저밀도지질단백질을

여부, 음주량, 체질량지수, 체지발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둘레비)에

조사하였다.

대한 다중 회귀분석 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를 기
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66명이었으며 본 연구의

(1) 혈압측정

대상자수는 234명이었다. 표본크기는 젊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은 약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자동혈압

한 Jang과 Park [20]의 체지방률과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상관관계 연

(Vital signs monitor 300 series, Beaverton Inc., Beaverton, USA)로 1회

구에서 중간 크기의 상관성을 보인 결과를 참고하여 산출하였다.

측정하였다.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은 한국대사증후군 진료지
침[8]의 대사증후군 기준에 근거하여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3. 연구도구

pressure, SBP)이 130 mmHg 이상인 경우와 이완기혈압(diastolic

1) 대상자의 특성

blood pressure, DBP)이 85 mmHg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 특성으
로는 연령,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여부 및 음주량을 조사하였다.
흡연량은 개비수/일로 조사하였고, 음주량은 술의 양(ml) × 도수
(%)/1,000으로 계산하여 units/일으로 환산하여 조사하였다.

(2) 혈액검사

대상자는 검사하기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채혈하였다. 일반화학검사로 공복혈당을 측정하였고, 지질검
사로는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고밀
도지질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저밀도지질단백

2) 비만지표

본 연구에서는 비만지표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

질(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을 자동혈액화학분석기(TBA-

지방률(percent body fat), 체지방량(body fat mass), 허리둔부둘레비

200 FR Neo, Toshiba, Otawara-sh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공

(waist hip ratio, WHR)를 활용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자동신장체중

복혈당, 중성지방 및 고밀도지질단백질은 한국대사증후군 진료지

계(GL 150P, G-Tech Inc.,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신장과 체중을 측

침[23]의 대사증후군 기준에 근거하여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

정한 후 체중(kg)÷신장 (m )으로 계산하였고,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인 경우,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인 경우, 고밀도지질단백질이

한국인의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가 23 kg/m 이상 25 kg/m 미만

40 mg/dL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질

2

을 위험체중, 25 kg/m 이상 을 비만으로 하고 있어[7], 이를 기준으로

단백질은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3]의 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진

비만도를 분류하였다.

단 기준의 적정 기준인 총콜레스테롤 200 mg/dL 이상인 경우, 저밀

2

2

2

2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중체밀도법(hydrodensitomewww.bionursingjournal.or.kr

도지질단백질 100 mg/dL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https://doi.org/10.7586/jkbns.20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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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일일평균 음주량은 2.0 ± 3.3 unit이었다.

4. 자료분석

측정된 자료는 SAS 9.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나

여러 비만지표에 따른 비만 정도를 보면, 체질량지수 25 kg/m2 이

이, 음주 및 흡연 현황, 비만지표들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인 대상자 수는 39명으로 16.7%였으며, 체지방률 25% 이상인 대

로 분석하였다. 연령, 음주 및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

상자는 24명으로 10.3%였고, 허리둔부둘레비 0.9 이상인 대상자는 8

방량, 허리둔부둘레비의 비만 기준에 따른 심뇌혈관계 위험요인들

명으로 3.4%였다(Table 1).

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사후검정은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로 검정

2. 연구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하였다. 흡연량, 음주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

대상자들의 평균 수축기혈압은 121.8 mmHg였으며, 130 mmHg 이

둘레비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상인 대상자는 35명으로 15%였다. 평균 이완기혈압은 77.3 mmHg이

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흡연 여부 및 흡연량, 음주 여부 및 음주

었고, 85 mmHg 이상인 대상자는 40명으로 17.1%였다. 평균 공복 시

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둘레비가 심뇌혈관계

혈당은 95.1 mg/dL였으며, 공복 시 혈당이 100 mg/dL 이상인 대상자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
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검정 시 유의수준은 p < .050로 하였다.

Table 1.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5. 윤리적 고려

Characteristics

Category

Age (year)

본 연구는 연구자료수집 전에 연구목적으로의 자료사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으며, 해당병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진행하였다(S2016-1558-0001).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
호를 위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연구 자료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Smoking
Smoking amount
Drinking

1. 연구대상자의 흡연, 음주 및 비만 정도

Percent body fat (%)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3± 3.5세였으며 30세 이상이 39명으
로 16.7%였다. 대상자 중 63명(26.9%)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평균

Body fat mass (kg)
Waist-Hip ratio

흡연량은 1.8± 3.3개비였다.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114명(48.7%)

n (%)

Mean ± SD

20-24.9
25-29.9
≥ 30
No
Yes

121 (51.7)
74 (31.6)
39 (16.7)
171 (73.1)
63 (26.9)

25.3 ± 3.5

No
Yes

120 (51.3)
114 (48.7)

< 23
23-24.9
≥ 25
< 25
≥ 25

136 (58.1)
59 (25.2)
39 (16.7)
210 (89.7)
24 (10.3)

< 0.9
≥ 0.9

226 (96.6)
8 (3.4)

1.8 ± 3.3

Drinking amount
Body mass index (kg/m2)

연구 결과

(N = 234)

2.0 ± 3.1
22.8 ± 1.9

18.2 ± 4.8
12.8 ± 4.1
0.84 ± 0.02

Table 2. Distribution of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SBP (mmHg)
DBP (mmHg)
FBS (mg/dL)
TC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N = 234)

Category

n (%)

Mean ± SD

Range

< 130
≥ 130
< 85
≥ 85
< 100
≥ 100
< 200
≥ 200
< 150
≥ 150
≥ 40
< 40
< 100
≥ 100

199 (85.0)
35 (15.0)
194 (82.9)
40 (17.1)
178 (76.1)
56 (23.9)
191 (81.6)
43 (18.4)
222 (94.9)
12 (5.1)
222 (94.9)
12 (5.1)
160 (68.4)
74 (31.6)

121.78 ± 7.80

100-138

77.33 ± 6.84

58-91

95.06 ± 6.44

77-112

174.52 ± 26.88

115-265

106.28 ± 25.71

45-184

56.84 ± 10.96

32-87

90.78 ± 39.58

30-257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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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고(F =3.23, p = .041), 25세 미만인 대상자가 30세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1.1mg/dL 정도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하게 낮

았다. 중성지방은 연령, 음주여부,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중성지방은 연령이 25세 미만인 대상

자가 25세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10 mg/dL 이상 낮았으며, 체질량지

수가 23 미만인 대상자가 25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9.6 mg/dL 정도

낮았고, 음주를 하지 않는 대상자가 음주를 하는 대상자에 비해 8.7

mg/dL 정도 높았다. 고밀도지질단백질은 음주와 허리둔부둘레비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고밀도지질단백

질은 음주를 하는 경우에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3.8 mg/dL 정

도 높았고, 허리둔부둘레비가 0.9 이상인 대상자가 0.9 미만인 대상

자에 비해 9.9 mg/dL 정도 낮았다. 저밀도지질단백질은 연령, 흡연여

부,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및 허리둔부둘레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0). 저밀도지질단백질은 25세 미만인

대상자가 25세 이상 대상자에 비해 14.6 mg/dL 이상 낮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15.4 mg/dL 정도 높았고, 체

질량지수가 25 이상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16.9

mg/dL 정도 높았고, 체지방률이 25 이상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

상자에 비해 19.9 mg/dL 정도 높았고, 허리둔부둘레비가 0.9 이상인

대상자가 0.9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28 mg/dL 정도 높았다(Table 3).

www.bionursingjournal.or.kr
174.52 ± 26.88
0.39 (.675) 170.4 ± 25.3a
177.5 ± 30.8a,b
181.5 ± 21.5b
-0.13 (.900) 175.8 ± 26.0
174.1 ± 27.3
0.22 (.827) 173.9 ± 28.1
172.1 ± 26.1
0.49 (.614) 176.1 ± 28.8
180.8 ± 26.0
180.8 ± 26.0
-0.42 (.672) 174.2 ± 27.5
177.3 ± 21.4
-0.81 (.417) 174.3 ± 26.5
179.4 ± 37.7

106.28 ± 25.71
3.23 (.041) 100.7 ± 23.7a
110.0 ± 27.9b
a<b
116.7 ± 23.5b
-0.43 (.668) 106.7 ± 26.0
106.1 ± 25.7
-0.40 (.687) 101.8 ± 27.0
110.5 ± 23.8
1.74 (.177) 103.1 ± 23.9a
109.3 ± 26.7a,b
112.7 ± 29.0b
-0.53 (.594) 105.4 ± 26.1
114.0 ± 20.3
-0.52 (.604) 105.7 ± 25.3
123.1 ± 32.3

t or F (p)

LDL-C (mg/dL)
Mean ± SD

90.78 ± 39.58
83.5 ± 35.9a 4.36 (.013)
98.1 ± 41.1b
a<b
99.5 ± 44.0b
1.24 (.218) 102.0 ± 40.8 -2.67 (.008)
86.6 ± 38.4
-2.71 (.007)
93.0 ± 36.6 -0.84 (.400)
88.7 ± 42.3
1.49 (.227)
86.9 ± 34.89a 3.84 (.022)
89.5 ± 45.99a
a<b
106.4 ± 42.1b
-0.23 (.820)
88.7 ± 38.4
2.34 (.020)
108.6 ± 46.2
5.02 ( < .001) 89.8 ± 39.1 -1.97 (.049)
117.8 ± 47.4
2.01 (.136)

t or F (p)

HDL-C (mg/dL)
Mean ± SD
56.84 ± 10.96
7.20 ( < .001) 58.1 ± 10.5
a<b
56.0 ± 11.7
54.4 ± 10.5
-0.16 (.871)
55.4 ± 10.8
57.4 ± 11.0
2.63 (.009)
58.8 ± 10.4
55.0 ± 11.2
2.72 (.068)
57.9 ± 11.1
a<b
55.5 ± 11.6
55.2 ± 9.3
-1.56 (.120)
57.4 ± 10.8
51.9 ± 11.1
-1.90 (.059)
57.2 ± 11.0
47.3 ± 5.2

t or F (p)

TG (mg/dL)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 body
mass index; PBF = percent body fat; WHR = waist hip ratio; a, b :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0.70 (.483)

-1.01 (.313)

0.15 (.857)

0.82 (.410)

a<b
-1.04 (.299)

를 보이지 않았고, 총콜레스테롤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95.06 ± 6.44
94.7 ± 6.2
95.4 ± 6.3
95.4 ± 7.3
95.1 ± 7.0
95.0 ± 6.2
95.0 ± 6.4
95.2 ± 6.5
95.3 ± 6.9
94.3 ± 5.9
95.4 ± 5.6
95.0 ± 6.4
95.6 ± 7.2
95.0 ± 6.4
96.8 ± 7.9

공복 시 혈당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3.13 (.045)

p = .045), 25세 미만인 대상자가 30세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2.8
Mean ± SD

기혈압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3.13,

t or F (p)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공복 시 혈당, 총

Total
121.78 ± 7.80
77.33 ± 6.84
Age (year) 20-24.9 122.0 ± 7.6
1.08 (.340) 76.3 ± 6.9a
25-29.9 122.3 ± 8.3
78.1 ± 6.7a,b
≥ 30
120.1 ± 7.4
79.1 ± 6.4b
Smoking Yes
122.5 ± 8.9 -0.85 (.396) 78.1 ± 7.5
No
121.5 ± 7.4
77.0 ± 6.6
Drinking Yes
121.1 ± 8.0
1.38 (.170) 77.0 ± 6.7
No
122.5 ± 7.6
77.7 ± 7.0b
a
BMI
< 23
120.2 ± 8.1
6.90 (.001) 77.3 ± 6.7
23-24.9 123.5 ± 6.6b
a>b
77.7 ± 7.1
≥ 25
124.6 ± 7.1b
76.9 ± 7.2
PBF
< 25
121.7 ± 8.0 -0.34 (.734) 77.2 ± 6.8
≥ 25
122.3 ± 6.3
78.7 ± 7.1
WHR
< 0.9
121.8 ± 7.9
0.42 (.671) 77.3 ± 6.9
≥ 0.9
120.6 ± 4.8
79.0 ± 5.9

mmHg 정도 이완기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TC (mg/dL)

가 23 이상인 대상자에 비해 수축기혈압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완

Mean ± SD

차이가 있었으며(F = 6.90, p = .001), 체질량 지수가 23 미만인 대상자

t or F (p)

하였다. 먼저 수축기혈압은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FBS (mg/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 저밀도지질단백질을 비교

Mean ± SD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비교

t or F (p)

치를 넘어서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표로 나타났다(Table 2).

DBP (mmHg)

질단백질은 90.8 mg/dL이었고, 100 mg/dL 이상인 대상자는 74명으

Mean ± SD

dL 미만인 대상자는 12명으로 5.1%였다. 마지막으로 평균 저밀도지

t or F (p)

로 31.6%였다. 저밀도지질단백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인자 중 기준

SBP (mmHg)

로 5.1%였다. 평균 고밀도지질단백질은 56.8 mg/dL이었으며, 40mg/

Mean ± SD

106.3 mg/dL이었고,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인 대상자는 12명으

Characteristics

200 mg/dL 이상인 대상자는 43명으로 18.4%였다. 평균 중성지방은
(N = 234)

는 56명으로 23.9%였다. 평균 총콜레스테롤은 174.5 mg/dL였으며,

Table 3. Comparison of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청년층 성인남성에서 흡연, 음주, 비만지표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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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주량, 흡연량 및 비만지표와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의 상관관계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50),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

흡연량, 음주량,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둘레비

도지질단백질 모두 허리둔부둘레비와의 상관성이 각각 r = .25

와 심뇌혈관계 위험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축기혈압

(p < .001)와 r= .26 (p < .001)으로 가장 높았다. 중성지방은 음주량과

은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14, p < .001), 체질량지수, 체지

(p < .050), 이완기혈압은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

방률, 체지방량 및 허리둔부둘레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관계를 보였다p < .050). 공복 시 혈당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비

였으며(p < .050), 중성지방 또한 허리둔부둘레비와의 상관성이 가장

만지표를 포함한 대상자의 특성은 없었다. 총콜레스테롤과 저밀도

높았다(r=31, p < .001). 고밀도지질단백질은 음주량과는 유의한 양

지질단백질은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및 허리둔부둘레비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 .13, p = .047), 체지방률, 체지방량 및 허리둔

Table 4. Correlation among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and Smoking Amount, Drinking Amount and Obesity Indices
Variables
Smoking amount
Drinking amount
BMI
Percent body fat
Body fat mass
Waist-Hip ratio

SBP (mmHg)

DBP (mmHg)

FBS (mg/dL)

TC (mg/dL)

(N = 234)

TG (mg/dL)

HDL-C (mg/dL)

LDL-C (mg/dL)

.001 (.983)
-.14 (.027)
.19 (.003)
.25 ( < .001)
.25 ( < .001)
.31 ( < .001)

-.12 (.077)
.13 (.047)
-.03 (.564)
-.16 (.012)
-.14 (.032)
-.15 (.019)

.123 (.060)
.066 (.307)
.18 (.005)
.25 ( < .001)
.23 ( < .001)
.26 ( < .001)

r (p)
.07 (.286)
.11 (.097)
.28 ( < .001)
.03 (.618)
.13 (.040)
.03 (.645)

0.07 (.288)
.11 (.096)
.03 (.637)
.14 (.032)
.15 (.024)
.12 (.071)

-.03 (.702)
-.03 (.664)
-.09 (.181)
.05 (.486)
.01 (.934)
.01 (.872)

.004 (.947)
-.03 (.649)
.19 (.003)
.21 (.001)
.21 (.001)
.25 ( < .001)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 body mass index.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Cardio-cerebrovascular
risk factors
SBP

DBP

TC

TG

HDL-C

LDL-C

Variables
Intercept
BMI
Model
Intercept
Age
Drink amount
Body fat mass
Model
Intercept
Waist-Hip ratio
Model
Intercept
Waist-Hip ratio
Age
Model
Intercept
Age
Smoking amount
Percent body fat
Model
Intercept
Waist-Hip ratio
Age
Smoking
Model

(N = 234)

β

SE

t

95.14
1.16

6.02
0.26

66.55
0.28
0.31
0.22

3.35
0.12
0.14
0.11

-67.57
286.02

60.98
72.02

-151.17
262.47
1.39

57.29
71.68
0.48

75.22
-0.47
-0.44
-0.31

5.40
0.20
0.21
0.15

-254.08
345.22
1.91
16.06

88.54
110.74
0.74
5.48

15.78
4.43
19.65
19.86
2.27
2.22
2.06
4.79
-1.11
3.97
15.77
-2.64
2.90
2.90
17.22
13.92
-2.34
-2.06
-2.05
5.14
-2.87
3.12
2.57
2.93
11.22

p
< .001
< .001
< .001
< .001
.023
.027
.040
.002
.269
< .001
< .001
.008
.004
.004
< .001
< .001
.020
.040
.041
.001
.004
.002
.010
.003
< .001

Partial
R-Square

Model
R-Square

.078

.078

.024
.017
.017

.024
.041
.058

.064

.064

.098
.032

.098
.13

.028
.018
.017

.028
.046
.063

.072
.031
.025

.072
.103
.128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TC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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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성인남성에서 흡연, 음주, 비만지표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부둘레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50), 체지방률

도와도 관련이 있어, 본 연구대상자에서 체질량지수로 구분한 비만

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다(r= -.16, p = .012) (Table 4).

군이 16.7%, 체지방률 과다는 10.3%, 복부비만은 3.4%로, 체지량지수
로 측정한 비만군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많

5.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은 젊은 남성에서는 체질량지수로 비만을 선별하기 보다는 체지방

대상자의 연령, 흡연여부 및 흡연량, 음주 여부 및 음주량, 체질량

률이나 복부허리둘레비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둘레비가 심뇌혈관계 위험요인

연구대상자들의 연구변인은 전반적으로 정상범위에 속했으나 체질

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량 지수가 25 kg/m2 미만의 정상 혹은 과체중인 한국성인 남성이 체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방률이 높을 때 심혈관계 위험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들[14,17]과

공복 시 혈당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어 회귀모형이

성인남성에서 정상범위 내에서의 체중, 체지방률, 허리들레의 변화

구축되지 않았으나,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

도 대사성 위험인자의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18]들에 의

방, 고밀도지질단백, 저밀도지질단백질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하면 이러한 지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

유의하였다(p < .05). 수축기혈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범위 내에서라도 증가하지 않도록 혹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비만

체질량지수였으며, 이완기혈압에는 연령, 음주량, 체지방량이 유의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총콜레스테롤에는 허리둔부둘레

지질단백질 수치는 연령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므로 연령의 고

비가, 중성지방에는 허리둔부둘레비와 연령이, 고밀도지질단백질에

려가 중요한데, 20-39세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총

는 연령, 흡연량, 체지방률이, 저밀도지질단백질에는 허리둔부둘레

콜레스테롤은 174.5 mg/dL로 타 연구에서의 한국인 남성 20-29세

비, 연령, 흡연여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able 5).

170.1 mg/dL, 30-39세 183.9 mg/dL와 비교할 때[24], 20대의 수치에 가
까웠다. 이는 본연구의 결과가 20-39세의 평균값을 측정하였고, 이

논 의

중 20대의 대상자가 30대의 대상자보다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성지방은 106.3 mg/dL로 20-29세 108.9 mg/dL, 30-39세 139.4 mg/

본 연구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층 성인남성에서 음

dL의 결과와 비교할 때[24], 낮은 수치였다. 또한 고밀도지질단백질

주, 흡연 및 비만지표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은 56.8 mg/dL로 20-29세 50.1 mg/dL, 30-39세 48.9 mg/dL의 결과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비교할 때[24], 높은 수치였으며, 저밀도지질단백질은 90.8 mg/dL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및 심뇌혈관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나

20-29세 98.5 mg/dL, 30-39세 108.0 mg/dL의 결과와 비교할 때[24], 낮

이는 25.3세로 기존의 연구들보다 어렸으며[17,18], 비만지표와 수축

은 수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

기혈압과 이완기혈압 및 공복 시 혈당은 평균연령 55.73세의 성인남

하여 본인이 비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젊은 남성이었기 때문에, 전반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 시[18] 체질량지수는 비슷한 수준이

적으로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들이 타연구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나

었고, 체지방률과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은 낮았고, 공복 시 혈당

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은 다소 높았다. 평균연령 47.27세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렇지만, 한국인의 경우 서양과 달리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질

와 비교하면[17] 체질량지수와 수축기혈압은 조금 높았고 체지방률

단백질, 저밀도지질단백질 등의 수치는 낮지만 중성지방은 높고, 연

과 체지방량은 다소 낮았다. 또한 이완기혈압은 비슷한 수준이었으

령대에 따라서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질단백질, 중성지방이 40-49

며, 공복 시 혈당은 10 mg/dL 이상 높아, 연령증가에 따라 심뇌혈관

세 혹은 50-59세 구간까지 증가해 최고점을 이루며 이후 연령 증가

위험인자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령이

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24], 본 연구의

높은 군에 비해 체질량지수는 유사하거나 더 높고 체지방률은 본

대상자들은 아직 지질단백질의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연구대상자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서 연령이

이며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

높아질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과[23] 일부 관련된 결과로 사료

분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저밀도

된다. 즉, 체질량지수는 체지방 등과 근육을 구분하지 못하여 근육

지질단백질에는 허리둔부둘레비가, 고밀도지질단백질 및 저밀도

이 많은 경우를 비만으로 잘못 평가할 수 있으므로[12], 40세 이상

지질단백질에는 흡연여부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므로, 20-30대

남자성인에 비해 근육량이 많은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체질량지수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60세 이전 지질농도가 최고점에 이르기

가 더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비만지표별로 구분한 비만 정

이전 기간 동안 금연 및 복부비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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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계 위험인자 비교와 이들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 음주여부, 음주량, 흡연여부, 흡연량, 체질량

김철규· 이시향· 차선경

만, 과량의 알코올은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에는 변화를 주
지 않고,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 위
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28]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여야 한다.

지수, 체지방률, 체지방량, 둔부허리둘레비 중에서 흡연량을 제외하

전반적으로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높지는 않지만 흡연, 음주,

고는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서 차이를 나타내거나 상관관계를 나

비만지표들이 심뇌혈관계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중 조정할 수 없

타냈다. 상관관계 정도는 부적 혹은 양적으로 .13-.31 정도로 높지는

는 요인인 나이를 제외하면, 수축기혈압에는 체질량지수가, 이완기

않았으며, 이는 성인여성의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과 고지혈증 위

혈압에는 음주량과 체지방량이,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는 허

험인자간의 상관관계 정도가 부적 혹은 양적으로 .14-.40 정도였던

리둔부둘레비가, 고밀도지질단백질에는 흡연량과 체지방률이, 저

것[2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뇌혈관계 위험인자 중에

밀도지질단백질에는 허리둔부둘레비와 흡연여부가 영향을 미치

서 공복 시 혈당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

고 있었다. 즉, 음주 및 흡연과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체지방률, 허리

만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여대생을

둔부둘레비의 4개 비만지표는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영향을 미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0] 체지방률분류에 따라 공복 시 혈당에 차

는 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적인 생활개선이 필요하

이가 없었고 체지방률과 공복 시 혈당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

다고 생각된다.

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비만지표의 경우 간편한 측정의 편이성과 경제적인 측면에

대상자에 차이는 있지만 체지방률 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한 비만

서 체질량지수만을 사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보

하지 않은 남성에서 체지방률이 체질량지수에 비해 더 많은 심혈관

다는 체지방량, 체지방률, 허리둔부둘레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계 위험인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26]와 유사한 결과로 본 연구

있었다. 미국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패널에서도 중성지

에서 체질량지수는 총 7개의 심뇌혈관계 위험인자 중 4개와 유의미

방과 저밀도지질단백질의 증가를 야기하는 혈중지질 개선을 위해

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체지방률은 5개의 위험인자와 유의미한

서는 체지방감소가 요구된다고 하였으므로[29] 젊은 남성들에 있어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체지방량의 경우는 공복 시 혈당을 제외한 6

측정이 간편한 생체전기 임피던스법을 활용하여 비만지표 관리를

개의 위험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체질

시행해야 하겠다. 젊은 성인 남성들의 생활여건 상 시간이 부족하

량지수가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이 여의치 않

지질단백질, 저밀도지질단백질과의 상관관계에서 이들 6개 심뇌혈

은 특성을 감안하여 20대 및 30대 성인 남성의 효율적인 비만 건강

관계 위험인자 중 이완기혈압과 고밀도지질단백질과는 상관관계

관리를 방안을 마련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청년층 성인 남성이 주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축기혈압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로 이용하는 대학교 보건실이나 직장 의무실 등에 비만도 측정을

것은 Kim과 Lim [25]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에 체지방률은 수축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임피던스 측정기를 보급하여 체지방량, 체지방

기혈압을 제외한 5개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

률, 허리둔부둘레비를 활용한 비만지표 관리를 적극 시행하여야

는 수축기혈압과 중성지방, 저밀도지질단백질과 상관관계를 나타

할 것으로 보인다.

낸 Kim과 Lim [2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차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상

이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성별에 따른 체지방률과

지질혈증 치료의 1차 표적인 저밀도지질단백질의 경우 비만지표 중

심뇌혈관 위험요인 간의 관련성을 비교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허리둔부둘레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편, 음주량이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과는 부적 상관관계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지

를 보였고, 고밀도지질단백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

만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사용을 통제한 분

주 한 잔이 알코올 1unit 정도인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음주량

석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연령, 고혈압,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질

이 2.0 unit임을 고려하고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알코올의 영향이 용

단백질, 비고밀도지질단백질이 위험요인이었으며, 심뇌혈관질환 발

량에 대해 J 또는 U 모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 있는 결과로 사료된

생 예측모형에서는 연령대, 고혈압, 총콜레스테롤이 포함되었다

다. 즉, 비음주인에 비해 하루 한 두 잔 정도의 음주인이 심혈관질환

[24]. 이런 선행연구의 의미를 20-39세의 성인남성으로 대상자를 한

으로 인한 사망률이 0.75 (0.70-0.80)로 감소하는데[27], 이는 약간의

정한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고혈압과 총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심

알코올의 섭취가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주

뇌혈관질환의 예측요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서

어 보호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그렇지

수축기혈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체질량지수와 이완기혈압에 영

www.bionursingjournal.or.kr

https://doi.org/10.7586/jkbns.2017.19.1.1

청년층 성인남성에서 흡연, 음주, 비만지표가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미치는 영향

향을 미친 연령, 음주량, 체지방량과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친
허리둔부둘레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성별 등이 바
꿀 수 없는 고정요인임을 고려할 때,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 체지방
량 및 허리둔부둘레비의 비만지표 등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는 변동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일반 건강검진
을 받은 20-39세의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추후 전체 청년층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확대연
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비만지표를 살펴보면, 체질량지수는 수축기혈압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체지방량은 이완기혈압에, 허리둔부
둘레비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에, 체지방률은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각각의 비만지표들이 여러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젊은 성인 남성에서 간편한 체질량지수만으
로 비만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저렴하고 측정이 간편한 생체
전기임피던스 분석법(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을 이
용한 체지방률, 체지방량, 허리둔부둘레비를 함께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비만평가와 예방활동을 시행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무
작위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식사나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나이, 음주, 흡연 등 심뇌혈관계 위험인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거나 변인에 포함하였고 다양한 비만지표를
중심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인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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