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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Method：Based on the statistic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08 include 66-year-old 375 people 
(159 men, 216 women) who got examined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is study set a goal to establish 
a new health index by analyz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ardio-cerebra vascular disease and risk factor such as 
obesity, smoking, exercise, alcohol consumption,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cholesterol.

Results：1) Examine results,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der；People who are diagnosed as abnormal health status 
have higher risk for both men and women. As for the detailed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was highest followed by 
hyperlipidemia and obesity. In case of the women, 96.3% in bone mineral density was highest. 

2) Correlation of disease and health risk factors based on gender；Correlation of disease according to gender in 
the obesity(p<0.001), lipid abnormalities(p<0.001), kidney diseases(p<0.001), chest diseases(p<0.05), 
osteoporosis(p<0.001)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en have more 
obesity and lipid abnormalities as well as thoracic disease than the women, but the women have more kidney disease 
than the men. As for the osteoporosis examine which is conducted only for the women, most of the women were 
abnormal even though it cannot compare the result according to gender. Obesity(p<0.001), alcohol(p<0.001), 
smoking(p<0.001) and LDLcholesterol(p<0.001) showed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gender and health risk factor. 
And only high blood pressure(p<0.001) showed a statistical correlation between gender and risk of cardio-cerebra 
vascular disease.

3) Risk of cardio-cerebra vascular disease related to health risk factor characteristic；Obesity 
assessment(p<0.001), alcohol(p<0.05), smoking(p<0.05), blood pressure(p<0.001), glucose(p<0.001) showed 
correlation between health risk factor and stroke. Drinking(p<0.001), smoking(p<0.05), exercise(p<0.001), blood 
pressure(p<0.001), LDL cholesterol(p<0.001) showed health risk factor and myocardial infarction. Obesity 
assessment(p<0.001), smoking(p<0.05), blood pressure(p<0.001), glucose(p<0.001) and showed correlation 
between health risk factor and diabetes. Obesity assessment(p<0.001), blood pressure(p<0.001) showed correlation 
between health risk factor and high blood pressure.

Conclusion：Therefore, we have to take one step farther after the health examin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reduce 
the risk of disease, people have to understand their health status exactly first, and correct their habit with recognizing 
the amount of risk related to cardio-cerebra vascular disease.
Keywords：The aged examines, Diagnosis in climacteri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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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화현상으로 기능저하와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질병양상도변화하며노인의건강문제가노인문제에서해

결해야할가장중대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보건의료분야의 적절한 대응으로 건강수명

을연장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노인의가장큰걱정거리

이자관심사는건강문제이며여생을건강하게살고싶다는

것이 큰 소망이라 한다
1)
.

건강검진은질병을조기발견, 치료, 예방하고생활습관의

결과로인한질병을평가하며, 건강한생활습관을통해건

강수준을향상시키는방향을제시하고, 건강증진을유도할

수있는계기를제공하고있다2). 특히노인들이건강을지

키기위해서는노인개개인이일상생활에서건강과관련된

지식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병에

있어서는치료못지않게건강검진을통한조기발견이나생

활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질병의조기발견을

위해건강진단을실시하여왔으며, 2007년 4월부터는노인

의문턱에들어서는생애전환기인 66세에해당하는국민을

대상으로현재의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건강진단체계와

개인별건강위험평가를시행하고생활습관, 비만, 흡연, 절

주등개선상담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전환하

여건강위험요소를조기에발견하고제거하여국민건강의

질적향상을위해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실시되었다3). 그

런데, 생애전환기에있는노인들에게맞춤건강진단이실시

되어생활습관개선을위한처방을제공하였지만, 사업자체

로만그쳐서는안되고, 노인들의건강상태및건강위험요

인인비만, 흡연, 운동, 음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등을

파악하고관련된질환들의위험도와연관성을파악하여새

로운건강지표를찾을필요가있다. 또한노인들의사망원

인으로많이지적되고있는심뇌혈관질환을예방하기위해

신체활동증가, 금연, 고지방식이의개선등건강위험행태를

변화시키는것이필요하며, 그러기위해서는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질병을조기에발견하고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위험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연관성을조사분석하여만성질환의발생

요인및생활개선등노인의건강증진을위한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66세 생애전환기 노인수검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위험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을 조사 분석하여

만성질환의발생요인및생활개선, 질병의발생정도와관

련요인을살펴보고심혈관질환의예방관리등노인의건강

증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수행하였으며구체적

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전환기 66세 노인수검자의성별에따른건강

진단 결과를 파악한다.

둘째, 성별의 건강위험요인 특성과 건강신호의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건강위험요인특성에따른심뇌혈관질환별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심뇌혈관질환에영향을미치는건강위험요인을분

석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연구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결과와실시전작성

되는문진표를근거로결과도출이되었으며노인수검자들

의문진표작성의어려움으로인해기왕증, 흡연, 음주, 운

동의자료는노인들의회상에의한응답사항으로이루어져

정확성과충실성에문제가있다는점은결과와심뇌혈관질

환의위험도산출에서차이가날수있으며 recall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66세 연령으로 한정하였으며 성별만을 고려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에의해 2007년부터 40세와

66세에해당하는전국민을대상으로생애전환기건강진단

을실시하게되었다4).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고혈압, 당뇨

병, 이상지질혈증등만성질환의발생증가로건강위험요인

개선이필요한만 40세와뇌졸중, 심근경색증등노인성질

환의위험이증가하고전반적인신체기능이저하되는만

66세를대상으로 1. 2차건강진단을실시하고건강진단결

과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생활습관검사(흡연, 운동, 음주,

영양, 비만평가및처방) 등사후관리를강화한포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5)
.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체계적인위험평가를통하여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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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중, 심근경색증, 당뇨병, 고혈압의발생위험에대한평가

결과를제시하며성별, 연령별, 특성을고려하여과학적인

선별검사프로그램을제공하고노인기능평가를통한일상

생활능력 및 낙상예방 기능 평가, 우울증과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를시행하여일차적인상담을제공하고, 흡연, 신

체활동, 음주, 영양, 비만등의위험요인에대해생활습관개

선을 위한 처방을 제공한다
6)
.

2) 건강위험평가 (건강위험요인)

건강위험평가의건강위험요인은크게유전적인요인, 건

강관련습관, 환경적인요인등으로구분되고유전적인요

인은인종, 가족력, 과거력등이있고건강관련습관으로는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 안전벨트착용이나음주운전등이

있으며환경적요인으로는거주지, 주거형태, 사업장환경

등이있다. 건강위험평가는개인이직면한위험요인을구체

적으로계산하여제공하므로다양한영역으로의활용이가

능하며한국형건강위험평가도구를개발하여사용하고있

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의건강위험평가에서는건강나이는

제시하지않았으나, 질병으로인한사망위험도가아닌질병

의발생위험도를제시하였다
7)
. 다른선행연구에서는건강

위험요인을흡연, 식습관, 과음, 피로, 운동부족등으로구분

하였으나이연구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제시한건

강신호등과관련된항목으로심뇌혈관질환발생과관련이

있는요인중교정가능한위험요인에해당하는비만, 흡연,

음주, 운동,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등을이용하였다.

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생애전환기 노인(66

세)의건강진단결과성별에따른질환및건강위험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1. 연구모형
생애전환기 노인(66세)의 성별에 따라 건강위험요인과

심뇌혈관질환위험도의차이를비교분석하였다. 건강위험

요인으로는비만평가, 음주, 흡연, 운동, 혈압, 혈당, LDL콜

레스테롤항목을다시각각안전, 경계, 위험상태로분류하

였으며심뇌혈관질환위험도는뇌졸중, 심근경색증, 당뇨병,

고혈압으로저위험도, 중간위험도, 고위험도로분류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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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이연구는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에위치한중소병원에

서 2008년도국민건강보험공단이실시한생애전환기건강

진단을받은66세노인수검자375명을대상으로하였다. 40

세생애전환기수검자의자료및암검사만을시행한자료

를제외하고최종 375명 (남자 159명, 여자 216명)의건강

진단 후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결과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이연구를위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실시한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받은66세의노인

수검자의건강진단결과를이용하였으며건강진단시작성

한문진표를근거로건강보험공단에서제공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표로 산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검사실시기준
4)
에정한검사항목으

로는체위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노인

신체기능검사, 뇨검사(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혈색소, 식

전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

롤, LDL 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GRF, SGOT,

SGPT, ɤ-GTP), 혈압측정, 영상의학검사(흉부방사선검
사), 골밀도검사(여자에한함), 진찰및상담으로이루어졌

다.

연구에서는검사결과에따라비만, 빈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기능이상, 간장기능이상, 흉부질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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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건강진단항목 단위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비만

신장, 체중
BMI
(kg/m2
)

18.5-24.9 25 이상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이상
여 85이상

고혈압
혈압
-수축기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또는
90 이상

빈혈
혈색소
-남
-여

g/dl
13.0-16.5
12.0-15.5

12.0-12.9
/
16.6-17.5
10.0-11.9
/
15.6-16.5

12.0 미만
10.0 미만

당뇨병 식전혈당 mg/dl 110 미만 110-125 126이상

이상지
질혈증

총콜레스테롤 mg/dl 200 미만 200-239 240이상

트리글리세라이
드

mg/dl
100-150미
만

150-199 200이상

HDL콜레스테롤 mg/dl 60 이상 40-59 40미만

LDL콜레스테롤 mg/dl 100미만 100-159 160이상

간장질환

SGOT
SGPT
γ-GTP
-남
-여

U/L

40이하
35이하

11-63
8-35

41-50
36-45

64-77
36-45

51이상
46이상

78이상
46이상

신장질환

요단백
요잠혈
혈청크레아티닌
GFR

mg/dl
ml/min

음성
음성
1.5이하
60이상

약양성
약양성

양성(+1)이
상
양성(+1)이
상
1.5이상
60이하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이
외의 자

골밀도
검사

정량적전산화단
층
골밀도검사

T-score-1
이상

-1 - -2.5
초과

-2.5이하

<Table 1> 생애전환기 검사 항목별 판정기준 참고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치

위험요인 기준 및 목표 건강신호등 근거

비만평가 정상체중/허리둘레

안전

경계

위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음주 하루 한 잔 이내

흡연 금연유지

운동 충분한 신체활동

혈압(mmHg) 130/80 미만

공복혈당 110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미만

<Table 2> 건강위험요인 분류기준

밀도이상의질환별로구분하였으며건강진단결과는검사

항목별판정기준정상참고치중정상A를기준으로하였으

며이외정상B(경계)관리그룹과질환의심군은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건강위험요인은 건강신호등과 관련된 항목으로 심뇌혈

관질환발생과관련이있는위험요인으로비만, 흡연, 음주,

운동, 혈압, 혈당, LDL 콜레스테롤을 이용하였다<Table

2>.

비만은체중과허리둘레측정을통해평가하고, 음주, 흡

연, 운동은 문진표를 통한 자료로 평가하였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은현병력과검사결과를종합하여평가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현재상태에대한수검자의이해를쉽게하기위해

각요인별로안전, 경계, 위험으로나타내었다. 건강신호등

에서경계또는위험에해당하는요인에대해서는적극적인

개선노력이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위험도의해당질병은

뇌졸중, 심근경색증, 고혈압당뇨병이며검사전작성한문

진표와검사결과를토대로자동으로계산되었으며전혀위

험요인이없는사람과비교한상대위험도로제시된것이다.

4. 자료 분석
이연구의자료처리는 SPSS 12.0 Version을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생애전환기노인(66세)의성별에따른질환별분포와

건강상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2. 성별과질환, 성별과건강위험요인, 심뇌혈관질환위

험도와의상관성은 Chi-Square test를시행하였다. 통계

적인유의성은 p<0.05, p<0.01, p<0.001 수준에서보았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소병원의 생애전환기 노인

(66세)의 총 375명 중 남자는 42.4%(159) 여자는

57.6%(216)이다. 대상자의 건강검진결과 성별 분포는

<Table 3>과 같다.

구분 인원수 (명) 백분율 (%)

성별
남자 159 42.4

여자 216 57.6

합계 375 100

<Table 3> 대상자의 성별 분포
(N = 375)

1. 성별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 및 
유질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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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수 (명) 백분율 (%)

비만평가

저체중 9 2.4

정상 197 52.5

비만 169 45.1

고혈압
정상 119 31.7

비정상 256 68.3

빈혈
정상 345 92.0

비정상 30 8.0

당뇨병
정상 336 89.6

비정상 39 10.4

고지혈증
정상 193 51.5

비정상 182 48.5

신장기능이상
정상 329 87.7

비정상 46 12.3

간기능 이상
정상 314 83.7

비정상 61 16.3

흉부질환의심
정상 319 85.1

비정상 56 14.9

골밀도이상
(N=216)

정상 11 3.7

비정상 195 96.3

합계 375 100

*주: 골밀도 검사는 여자에 한하여 실시됨

<Table 5>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세부질환별 분포
(N = 375)

구분 남자(159) 여자(216) %(N)

기분상태
정상 78.0(124) 81.0(175) 79.7(299)

상담필요 22.0(35) 19.0(41) 20.3(76)

인지기능
정상 50.9(81) 42.6(92) 46.1(173)

상담필요 49.1(78) 57.4(124) 53.9(202)

독감예방접종
접종 62.3(99) 81.5(176) 73.3(275)

비접종 37.7(60) 18.5(40) 26.7(100)

낙상경험
없음 91.8(146) 91.7(198) 91.7(344)

있음 8.2(13) 8.3(18) 8.3(31)

배뇨장애
없음 68.6(109) 83.8(181) 77.3(290)

있음 31.4(50) 16.2(35) 22.7(85)

골다공증위험
없음 - 6.9(15) 4.0(15)

있음 - 88.4(191) 50.9(191)

일상생활수행능력
정상 95.6(152) 94.9(205) 95.2(357)

비정상 4.4(7) 5.1(11) 4.8(18)

시력
정상 68.6(109) 51.4(111) 58.7(220)

비정상 31.4(50) 48.6(105) 41.3(155)

청력
정상 91.8(146) 94.9(205) 93.6(351)

비정상 8.2(13) 5.1(11) 6.4(24)

기능검사
정상 99.4(158) 96.8(209) 97.9(367)

비정상 0.6(1) 2.8(6) 2.2(8)

2차 검진
실시 77.4(123) 75.5(163) 76.3(286)

미실시 22.6(36) 24.5(53) 23.7(89)

암검진
실시 93.1(148) 96.8(209) 95.2(357)

미실시 6.9(11) 3.2(7) 4.8(18)

합계 100

<Table 6> 질병예방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N = 375)

1) 성별에 따른 대상자의 건강상태

건강진단에서나타난결과를분석한결과는 <Table 4>

와같다. 건강상태가비정상인경우는남자는 93.7%, 여자

는 99.5%로모두높았으며전체는 97.1%가비정상으로나

타났다. 기왕증을가지고있는상태는남자가 56.6%, 여자

가 67.6%로남자보다는여자가높았다. 남녀모두비정상

빈도가높은것은결과의경계그룹이비정상으로포함되었

음을감안해야할것이며특히혈압의기준치가많이낮아

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건강
상태

정상 6.3(10) 0.5(1) 2.9(11)

비정상 93.7(149) 99.5(215) 97.1(364)

기왕증
없음 43.4(69) 32.4(70) 37.1(139)

있음 56.6(90) 67.6(146) 62.9(236)

합계 42.4(159) 57.6(216) 100(375)

<Table 4> 대상자의 건강상태
(N = 375)

따라서건강상태분석결과 97.1%가한가지라도질병을

가지고있고건강이상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기왕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세부질환 발생 현황

건강진단결과세부질환발생현황은 <Table 5>와같다.

세부질환발생현황은비만이 45.1%로나타났으며고혈압

이 68.3% 고지혈증이 48.5%로높았다. 여자에게서는골밀

도이상이 96.3%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순으로높았으며, 여자는

골밀도 이상이 가장 높았다.

3) 질병예방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건강진단의문진표를분석한결과질병예방및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는 <Table 6>과 같다. 기분상태는 남자가

22.0%, 여자가 19.0%가상담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

며남자가높았다. 인지기능면에서는남자는 49.1%, 여자

는 57.4%가상담이필요하였으며여자가높았다. 독감예방

접종은남자가 37.7%, 여자가 18.5%가비접종하였으며비

접종은남자가높았다. 배뇨장애는남자가 31.4%, 여자가

16.2%로장애가있는것으로남자가높았다. 골다공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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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남자 (159) 여자 (216) 계 (375) X2 sig

비만
평가

안전 62.3(99) 42.1(91) 50.7(190)

14.845 0.001경계 22.6(36) 34.7(75) 29.6(111)

위험 15.1(24) 23.1(50) 19.7(74)

음주

안전 59.7(95) 97.7(211) 81.6(306)

88.026 0.000경계 3.1(5) 0.5(1) 1.6(6)

위험 37.1(59) 1.9(4) 16.8(63)

흡연

안전 47.2(75) 95.4(206) 74.9(281)

113.897 0.000경계 21.4(34) 0.9(2) 9.6(36)

위험 31.4(50) 3.7(8) 15.5(58)

운동

안전 49.7(79) 46.8(101) 48.0(180)

1.437 0.487경계 22.6(36) 19.9(43) 21.1(79)

위험 27.7(44) 33.3(72) 30.9(116)

혈압

안전 7.5(12) 10.6(23) 9.3(35)

1.050 0.592경계 60.4(96) 58.8(127) 59.5(223)

위험 32.1(51) 30.6(66) 31.2(117)

혈당

안전 83.0(132) 80.6(174) 81.6(306)

0.951 0.622경계 11.9(19) 15.3(33) 13.9(52)

위험 5.0(8) 4.2(9) 4.5(17)

LDL

안전 56.6(90) 33.8(73) 43.5(163)

19.525 0.000경계 37.7(60) 58.8(127) 49.9(187)

위험 5.7(9) 7.4(16) 6.7(25)

계 100.0 100.0 100.0

<Table 8> 성별과 건강위험요인(신호등) 차이
(N = 375)

은 여자에게서 88.4%로 월등히 높았다. 시력은 남자가

31.4%, 여자는 48.6%가 비정상으로 여자가 높았다.

2차검진미실시여부에서는남자 22.6%, 여자가 24.5%

로거의비슷한수준이었다. 암검진미실시여부는남자가

6.9%, 여자가 3.2%로모두낮아건강과암검진에많은관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기분상태에서상담이필요한것은남자가높았고,

인지기능면에서는남자보다여자가상담이필요한경우가

높으며, 독감예방접종의미실시는여자보다남자가높았으

며, 배뇨장애는남자가, 골다공증위험은여자가높았다. 시

력의 비정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으며, 암검진 미실시

여부는 남자, 여자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상관성
1) 성별에 따른 질환의 상관성

성별에따른질환의상관성은 <Table 7>과같다. 비만

평가(p<0.001), 지질이상(p<0.001), 신장(p<0.001), 흉부

질환(p<0.05), 골다공증(p<0.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항목 구분 남자(159) 여자(216) 계(375) X2 sig

비만평가

저체중 3.1(5) 1.9(4) 2.4(9)

13.38 0.001정상 62.9(100) 44.9(97) 52.5(197)

비만 34.0(54) 53.2(115) 45.1(169)

혈압
정상 35.8(57) 28.7(62) 31.7(119)

2.158 0.142
비정상 64.2(102) 71.3(154) 68.3(256)

혈당
정상 87.4(139) 91.2(197) 89.6(336)

1.406 0.236
비정상 12.6(20) 8.8(19) 10.4(39)

빈혈
정상 93.7(149) 90.7(196) 92.0(345)

1.098 0.295
비정상 6.3(10) 9.3(20) 8.0(30)

지질
정상 67.9(108) 39.4(85) 51.5(193)

29.933 0.000
비정상 32.1(51) 60.6(131) 48.5(182)

신장
정상 93.7(149) 83.3(180) 87.7(329)

9.164 0.002
비정상 6.3(10) 16.7(36) 12.3(46)

간장
정상 84.9(135) 82.9(179) 83.7(314)

0.279 0.598
비정상 15.1(24) 17.1(37) 16.3(61)

흉부질환
정상 80.5(128) 88.4(191) 85.1(319)

4.525 0.033
비정상 19.5(31) 11.6(25) 14.9(56)

골다공증
정상 0(0) 3.7(8) 3.7(8)

329.313 0.000
비정상 0(0) 96.3(208) 96.3(208)

계 100.0 100.0 100.0

<Table 7> 성별과 질환 상관성
(N = 375)

비만항목은남자가비만이 34%, 여자 53.2%로 여자에

게서 비만이 높았다. 지질이상 또한 남자는 비정상이

32.1%, 여자는 60.6%로여자가높았다. 신장질환에서남자

의비정상이 6.3%였으며여자는 16.7%로여자가높았다.

흉부질환에서는 남자에서 비정상이 19.5%였고, 여자에서

는 11.6%로 남자가 높았다. 골밀도검사는 여자만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비정상이 96.3%로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비만과 지질이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으며,

신장질환에서도여자가남자보다높은반면에흉부질환은

여자보다남자가많았다. 골다공증검사는여자만실시하였

으므로성별에따른비교는할수없었으나여자에게서정

상보다 비정상이 월등히 많았다.

이상의 결과 성별에 따른 질환의 상관성을 요약해보면,

남자는 고혈압(64.2%), 비만(34%), 지질이상(32.1%), 흉

부질환(19.5%), 간장질환(15.1%), 당뇨병(12.6%) 순이었

으나 여자는 골다공증(96.3%), 고혈압(71.3%), 지질이상

(60.6%), 비만((53.2%), 간장질환(17.1%), 신장질환

(16.7%) 순으로 나타났다.

2) 성별과 건강위험요인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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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따른건강위험요인과의상관성은 <Table 8>과

같다. 비만평가(p<0.001), 음주(p<0.001), 흡연(p<0.001),

LDL콜레스테롤(p<0.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남자는경계가 22.6%, 위험이 15.1%였으

며여자에서는경계가34.7%, 위험이23.1%순으로높았다.

음주에서 남자에서는 위험이 37.1%, 여자는 위험이

1.9%로남자가높았다. 흡연에서남자는위험이 31.4% 여

자는 3.7%로 남자가 높았다.

LDL콜레스테롤에서남자는 경계 37.7%, 위험이 5.7%

로 여자는 경계가 58.8%, 위험이 7.4%로 여자가 높았다.

따라서 비만평가에서 위험은 여자가 높았으며, 음주와

흡연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며 LDL콜레스테롤은 남자보다

여자가 위험이 높았다.

3) 성별과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성별과심뇌혈관질환위험도는 <Table 9>와같다. 고

혈압(p<0.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항목 구분 남자 (159) 여자 (216) 계 (375) X2 sig

뇌졸중

저위험도 45.3(72) 39.4(85) 41.9(157)

1.667 0.434중간위험도 32.7(52) 33.8(73) 33.3(125)

고위험도 22.2(35) 26.9(58) 24.8(93)

심근경색증

저위험도 25.2(40) 29.6(64) 27.7(104)

3.814 0.149중간위험도 61.6(98) 51.9(112) 56.0(210)

고위험도 13.2(21) 18.5(40) 16.3(61)

당뇨병

저위험도 22.6(36) 18.1(39) 20.0(75)

3.978 0.137중간위험도 30.8(49) 25.0(54) 27.5(103)

고위험도 46.5(74) 56.9(123) 52.5(197)

고혈압

저위험도 35.8(57) 20.4(44) 26.9(101)

12.156 0.002중간위험도 12.6(20) 19.9(43) 16.7(63)

고위험도 51.6(82) 59.7(129) 56.3(211)

계 100.0 100.0 100.0

<Table 9>  성별과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N = 375)

고혈압에서남자에서는고위험도 51.6%로가장높았으

며 여자에서도 고위험도가 가장 59.7%로 높았다.

따라서심뇌혈관질환에서남자와여자모두고혈압의고

위험도가 가장 높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3. 건강위험요인 특성에 따른 뇌심혈관질환위험도와 차이 
1)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의 상관성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의 상관성은 <Table 10>과 같

다. 비만평가(p<0.001), 음주(p<0.05), 흡연(p<0.05), 혈압

(p<0.001), 혈당(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는안전군에서저위험도 65.6%로가장높

았으나 위험군에서 저위험도는 8.9%, 중간위험도 22.4%,

고위험도 34.4%로고위험도에서가장높았다. 음주에서는

안전에서 저위험도 85.4%, 중간위험도 79.2%, 고위험도

78.5%로 높았다.

흡연에서도 안전군에서 저위험도 77.1%, 중간위험도

73.6%, 고위험도 73.1%로높았다. 혈압에서는안전군보다

경계군에서저위험도75.8%, 중간위험도56%로높았고위

험군에서는 고위험도에서 62.4%로 가장 높았다.

혈당에서는 안전군에서 저위험도 91.7%, 중간위험도

72.8%, 고위험도 76.3%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뇌졸중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비만이높을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157명)

중간위험도
(125명)

고위험도
(93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190) 65.6(103) 42.4(53) 36.6(34)

34.398 0.000경계(111) 25.5(40) 35.2(44) 29.0(27)

위험(74) 8.9(14) 22.4(28) 34.4(32)

음주

안전(306) 85.4(134) 79.2(99) 78.5(73)

9.568 0.048경계(6) 3.2(5) 8.0(1) 0(0)

위험(63) 11.5(18) 20.0(25) 21.5(20)

흡연

안전(281) 77.1(121) 73.6(92) 73.1(68)

10.696 0.030경계(36) 10.2(16) 4.8(6) 15.1(14)

위험(58) 12.7(20) 21.6(27) 11.8(11)

운동

안전(180) 46.5(73) 47.2(59) 51.6(48)

0.748 0.945경계(79) 22.3(35) 20.8(26) 19.4(18)

위험(116) 31.2(49) 32.0(40) 29.0(27)

혈압

안전(35) 21.0(33) 8.0(1) 1.1(1)

129.233 0.000경계(119) 75.8(119) 56.0(70) 36.6(34)

위험(5) 3.2(5) 43.2(54) 62.4(58)

혈당

안전(306) 91.7(144) 72.8(91) 76.3(71)

21.383 0.000경계(52) 7.0(11) 18.4(23) 19.4(18)

위험(17) 1.3(2) 8.8(11) 4.3(4)

LDL

안전(163) 43.9(69) 46.4(58) 38.7(36)

2.872 0.580경계(187) 51.0(80) 47.2(59) 51.6(48)

위험(25) 5.1(8) 6.4(8) 9.7(9)

계 100.0 100.0 100.0 100.0

<Table 10>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
(N = 375)

2)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의 상관성(남자)

남자의건강위험요인과뇌졸중의상관성 <Table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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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비만평가(p<0.001), 음주(p<0.001), 흡연(p<0.05),

혈압(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는안전군에서 73.6%로가장높았으며위

험군에서 저위험도는 4.2%, 중간위험도 23.1%, 고위험도

25.7%로 고위험도에서 가장 높았다.

음주에서는 안전에서 저위험도 69.4%, 중간위험도

53.8%, 고위험도 17.9%인 반면 위험군에서 저위험도

23.6%, 중간위험도 46.2%, 고위험도 51.4%로고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흡연에서도안전군에서저위험도52.8%로높은반면 위

험군에서는중간위험도 46.2%로높았다. 혈압에서는경계

군에서저위험도 83.3%가높았고위험군에서는고위험도

에서 74.3%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뇌졸중에대한남자의건강위험요인은비만이높

을수록, 음주와흡연을많이할수록, 혈압이높을수록뇌줄

중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72명)

중간위험도
(52명)

고위험도
(35명)

X
2

sig

비만
평가

안전(99) 73.6(53) 57.7(30) 45.7(16)

14.526 0.006경계(36) 22.2(16) 19.2(10) 28.6(10)

위험(24) 4.2(3) 23.1(12) 25.7(9)

음주

안전(95) 69.4(50) 53.8(28) 17.9(17)

14.825 0.005경계(5) 6.9(5) 0(0) 0(0)

위험(59) 23.6(17) 46.2(24) 51.4(18)

흡연

안전(75) 52.8(38) 42.3(22) 42.9(15)

12.932 0.012경계(34) 20.8(15) 11.5(6) 37.1(13)

위험(50) 26.4(19) 46.2(24) 20.0(7)

운동

안전(79) 41.7(30) 53.8(28) 60.0(21)

5.661 0.226경계(36) 30.6(22) 17.3(9) 14.3(5)

위험(44) 27.8(20) 28.8(15) 25.7(9)

혈압

안전(12) 15.3(11) 0(0) 2.9(1)

69.251 0.000경계(96) 83.3(60) 53.8(28) 22.9(8)

위험(51) 1.4(1) 46.2(24) 74.3(26)

혈당

안전(132) 90.3(65) 75.0(39) 80.8(28)

6.446 0.168경계(19) 8.3(6) 17.3(9) 11.4(4)

위험(8) 1.4(1) 7.7(4) 8.6(3)

LDL

안전(90) 58.3(42) 57.7(30) 51.4(18)

1.092 0.896경계(60) 37.5(27) 36.5(19) 40.0(14)

위험(9) 4.2(3) 5.8(3) 8.6(3)

계 100.0 100.0 100.0

<Table 11>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남자)
(N = 159)

3)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의 상관성(여자)

여자의건강위험요인과뇌졸중의상관성 <Table 12>와

같다. 비만평가(p<0.001), 혈압(p<0.001), 혈당(p<0.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58.8%로 높았

으며, 경계군에서는중간위험도가 46.6%로높았고, 위험군

에서는 고위험도가 39.7%로 가장 높았다.

혈압에서는 경계군에서 저위험도가 69.4%로 높았으나,

위험군에서는 고위험도가 55.2%로 가장 높았다.

혈당에서는안전군에서저위험도가 92.9%로가장높았

다.

따라서뇌졸중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여자에서비만이

높을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85)

중간위험도
(73명)

고위험도
(58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91) 58.8(50) 31.5(23) 31.8(18)

24.447 0.000경계(75) 28.2(24) 46.6(34) 29.3(17)

위험(50) 12.9(11) 21.9(28) 39.7(23)

음주

안전(211) 98.8(84) 97.3(71) 96.6(56)

3.078 0.545경계(1) 0(0) 1.4(1) 0(0)

위험(4) 1.2(1) 1.4(1) 3.4(2)

흡연

안전(206) 97.6(83) 95.9(70) 91.4(53)

4.372 0.358경계(2) 1.2(1) 0(0) 1.7(1)

위험(8) 1.2(1) 4.1(3) 6.9(4)

운동

안전(101) 50.6(43) 42.5(31) 46.6(27)

2.191 0.701경계(43) 15.3(13) 23.3(17) 22.4(13)

위험(72) 34.1(29) 34.2(25) 31.0(18)

혈압

안전(23) 25.9(22) 1.4(1) 0(0)

66.923 0.000경계(127) 69.4(59) 57.5(42) 44.8(26)

위험(66) 4.7(4) 41.1(30) 55.2(32)

혈당

안전(174) 92.9(79) 71.2(52) 74.1(43)

19.127 0.001경계(33) 5.9(5) 19.2(14) 24.1(14)

위험(9) 1.2(1) 9.6(7) 1.7(1)

LDL

안전(73) 31.8(27) 38.4(28) 31.0(18)

2.039 0.729경계(127) 62.4(53) 54.8(40) 58.6(34)

위험(16) 5.9(5) 6.8(5) 10.3(6)

100.0 100.0 100.0

<Table 12> 건강위험요인과 뇌졸중(여자)
(N = 216)

 

4)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

건강위험요인과심근경색증의상관성은 <Table 13>과

같다. 음주(p<0.05), 흡연(p<0.001), 운동(p<0.001), 혈압

(p<0.001), LDL콜레스테롤(p<0.001)에서 유의한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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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104명)

중간위험도
(210명)

고위험도
(61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190) 54.8(57) 52.4(110) 37.7(23)

8.946 0.062경계(111) 27.9(29) 30.5(64) 29.5(18)

위험(74) 17.3(18) 17.1(36) 32.8(20)

음주

안전(306) 90.4(94) 79.5(167) 73.8(45)

13.776 0.008경계(6) 2.9(3) 1.4(3) 0(0)

위험(63) 6.7(7) 19.0(40) 26.2(16)

흡연

안전(281) 100.0(104) 65.7(138) 63.9(39)

48.286 0.000경계(36) 0(0) 13.3(28) 13.1(8)

위험(58) 0(0) 21.0(44) 23.0(14)

운동

안전(180) 67.3(70) 42.4(89) 34.4(21)

28.292 0.000경계(79) 20.2(21) 21.0(44) 23.0(14)

위험(116) 12.5(13) 36.7(77) 42.6(26)

혈압

안전(35) 15.4(16) 7.6(16) 4.9(3)

38.910 0.000경계(223) 72.1(75) 59.5(125) 37.7(23)

위험(117) 12.5(13) 32.9(69) 57.4(35)

혈당

안전(306) 86.5(90) 81.0(170) 75.4(46)

5.364 0.252경계(52) 8.7(9) 14.3(30) 21.3(13)

위험(17) 4.8(5) 4.8(10) 3.3(2)

LDL

안전(163) 60.6(63) 39.5(83) 27.9(17)

26.116 0.000경계(187) 39.4(41) 52.4(110) 59.0(36)

위험(25) 0(0) 8.1(17) 13.1(8)

계 100.0 100.0 100.0

<Table 13>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
(N = 375)

음주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90.4%, 중간위험도

가 79.5%, 고위험도가73.8%로높았으며위험군에서는저

위험도 6.7%, 중간위험도 19.0%, 고위험도 26.2%로나타

났다.

흡연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100.0%, 중간위험도

가 65.7%, 고위험도가63.9%로높았으며위험군에서는저

위험도 0%, 중간위험도 21.0%, 고위험도 23.0%로나타났

다.

운동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67.3%, 중간위험도

가 42.4%, 고위험도가 34.4%였으며위험군에서는저위험

도12.5%, 중간위험도36.7%, 고위험도 42.6%로나타났다.

혈압에서 경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2.1%, 중간위험도

가 59.5%, 고위험도가 37.7%로인반면위험군에서저위

험도 12.5%, 중간위험도 32.9%, 고위험도57.4%로나타났

다.

LDL콜레스테롤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60.6%,

중간위험도가 39.5%, 고위험도가 27.9%로나타났고경계

군에서는 저위험도 39.4%, 중간위험도 52.4%, 고위험도

59.0%로 위험군에서 고위험도가 13.1%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심근경색증의건강위험요인으로는 음주를많이

할수록, 흡연을많이할수록, 운동을하지않을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LDL콜레스테롤이높을수록, 심근경색증의위험

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40명)

중간위험도
(98명)

고위험도
(21명)

X
2

sig

체질량

안전(99) 67.5(27) 61.2(60) 57.1(12)

1.300 0.861경계(36) 22.5(9) 22.4(22) 23.8(5)

위험(24) 10.0(4) 16.3(16) 19.0(4)

음주

안전(95) 77.5(31) 58.2(57) 33.3(7)

14.866 0.005경계(5) 5.0(2) 3.1(3) 0(0)

위험(59) 17.5(7) 38.8(38) 66.7(14)

흡연

안전(75) 100.0(40) 29.6(29) 28.6(6)

60.256 0.000경계(34) 0(0) 27.6(27) 33.3(7)

위험(50) 0(0) 42.9(42) 38.1(8)

운동

안전(79) 50.0(20) 52.0(51) 38.1(8)

4.571 0.334경계(36) 30.0(12) 20.4(20) 19.0(4)

위험(44) 20.0(8) 27.6(27) 42.9(9)

혈압

안전(12) 7.5(3) 9.2(9) 0(0)

22.949 0.000경계(96) 80.0(32) 59.2(58) 28.6(6)

위험(51) 12.5(5) 60.8(31) 71.4(15)

혈당

안전(132) 85.0(34) 83.7(82) 76.2(16)

1.390 0.846경계(19) 10.0(4) 12.2(12) 14.3(3)

위험(8) 5.0(2) 4.1(4) 9.5(2)

LDL

안전(90) 70.0(28) 51.0(50) 57.1(12)

6.069 0.194경계(60) 30.0(12) 40.8(40) 38.1(8)

위험(9) 0(0) 8.2(8) 4.8(1)

계 100.0 100.0 100.0

<Table 14>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남자)
(N = 159)

5)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의 상관성(남자)

남자의건강위험요인과심근경색증의상관성은 <Table

14>와 같다. 음주(p<0.001), 흡연(p<0.001), 혈압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7.5%, 중간위험도

가 58.2%, 고위험도가 33.3%로높았으며위험군에서는저

위험도 17.5%, 중간위험도38.8%, 고위험도 66.7%로나타

났다.

흡연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100.0%, 중간위험도

가 29.6%, 고위험도가 28.6%였으며위험군에서는저위험

도 0%, 중간위험도 42.9%, 고위험도 38.1%로 나타났다.

혈압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 7.5%, 중간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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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저위험도
(64명)

중간위험도
(112명)

고위험도
(40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91) 46.9(30) 44.6(50) 27.5(11)

9.377 0.052경계(75) 31.3(20) 37.5(42) 32.5(13)

위험(50) 21.9(14) 17.9(20) 40.0(16)

음주

안전(211) 98.4(63) 98.2(110) 95.0(38)

5.740 0.219경계(1) 1.6(1) 0(0) 0(0)

위험(4) 0(0) 1.8(2) 5.0(2)

흡연

안전(206) 100.0(64) 97.3(109) 82.5(33)

19.812 0.001경계(2) 0(0) 0.9(1) 2.5(1)

위험(8) 0(0) 1.8(2) 15.0(6)

운동

안전(101) 78.1(50) 33.9(38) 32.5(13)

38.709 0.000경계(43) 14.1(9) 21.4(24) 25.0(10)

위험(72) 7.8(2) 44.6(50) 42.5(17)

혈압

안전(23) 20.3(13) 6.3(7) 7.5(3)

22.809 0.000경계(127) 67.2(43) 59.8(67) 42.5(17)

위험(66) 12.5(8) 33.9(38) 50.0(20)

혈당

안전(174) 87.5(56) 78.6(88) 75.0(30)

7.536 0.110경계(33) 7.8(5) 16.1(18) 25.0(10)

위험(9) 4.7(3) 5.4(6) 0(0)

LDL

안전(73) 54.7(35) 29.5(33) 12.5(5)

27.650 0.000경계(127) 45.3(29) 62.5(70) 70.0(28)

위험(16) 0(0) 8.0(9) 17.5(7)

계 100.0 100.0 100.0

<Table 15>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여자)
(N = 216)

9.2%, 고위험도 0%,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가 12.5%, 중

간위험도가 60.8%, 고위험도가 71.4%,로 나타났다.

따라서심근경색증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남자에서음

주를 많이 할수록, 흡연을 많이 할수록, 혈압이 높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았다.

6) 건강위험요인과 심근경색증의 상관성(여자)

여자의건강위험요인과심근경색증의상관성은 <Table

15>와 같다. 비만평가(p<0.01), 흡연(p<0.001), 운동

(p<0.001), 혈압(p<0.001), LDL콜레스테롤(p<0.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46.9%, 중간위

험도가 44.6%, 고위험도가 27.5%,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21.9%, 중간위험도 17.9%, 고위험도 40.0%로 나타났다.

흡연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100.0%, 중간위험도

가 97.3%, 고위험도가 82.5%,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 1.8%, 고위험도 15.0%로 나타났다.

운동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8.1%, 중간위험도

가 33.9%, 고위험도가 32.5%,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7.8%, 중간위험도 44.6%, 고위험도 42.5%로 나타났다.

혈압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20.3%, 중간위험도

가6.3%, 고위험도가 7.5%,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12.5%,

중간위험도 33.9%, 고위험도 50.0%로 나타났다.

LDL 콜레스테롤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54.7%,

중간위험도가 29.5%, 고위험도가 12.5%로높았으며위험

군에서는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8.0%, 고위험도 17.5%

로 나타났다.

따라서심근경색증에대한여자의건강위험요인은비만

일수록, 흡연을많이할수록, 운동이부족할수록, 혈압이높

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위험

도가 높았다.

7)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의 상관성은 <Table 16>과 같

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75)

중간위험도
(103)

고위험도
(197)

X
2

sig

비만평가

안전(190) 89.3(67) 83.5(86) 18.8(37)

173.835 0.000경계(111) 10.7(8) 13.6(14) 45.2(89)

위험(74) 0(0) 2.9(3) 36.0(71)

음주

안전(306) 86.7(65) 78.6(81) 81.2(160)

3.639 0.457경계(6) 2.7(2) 1.0(1) 1.5(3)

위험(63) 10.7(8) 20.4(21) 17.3(34)

흡연

안전(281) 86.7(65) 65.0(67) 75.6(149)

11.318 0.023경계(36) 5.3(4) 14.6(15) 8.6(17)

위험(58) 8.0(6) 20.4(21) 15.7(31)

운동

안전(180) 52.0(39) 48.5(50) 46.2(91)

4.040 0.401경계(79) 13.3(10) 20.4(21) 24.4(48)

위험(116) 34.7(26) 31.1(32) 29.4(58)

혈압

안전(35) 16.0(12) 15.5(16) 3.6(7)

24.280 0.000경계(223) 66.7(50) 57.3(59) 57.9(114)

위험(117) 17.3(13) 27.2(28) 38.6(76)

혈당

안전(306) 93.3(70) 96.1(99) 69.5(137)

42.053 0.000경계(52) 5.3(4) 1.0(1) 23.9(47)

위험(17) 1.3(1) 2.9(3) 6.6(13)

LDL

안전(163) 50.7(38) 42.7(44) 41.1(81)

2.298 0.681경계(187) 44.0(33) 49.5(51) 52.3(103)

위험(25) 5.3(4) 7.8(8) 6.6(13)

계 100.0 100.0 100.0

<Table 16>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
(N = 375)

비만평가(p<0.001), 흡연(p<0.05), 혈압(p<0.001),혈당

(p<0.001)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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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저위험도
(36명)

중간위험도
(49명)

고위험도
(74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99) 91.7(33) 85.7(42) 32.4(24)

53.925 0.000경계(36) 8.3(3) 10.2(5) 37.8(28)

위험(24) 0(0) 4.1(2) 29.7(22)

음주

안전(95) 75.0(27) 57.1(28) 54.1(40)

6.719 0.151경계(5) 5.6(2) 2.0(1) 2.7(2)

위험(59) 19.4(7) 40.8(20) 43.2(32)

흡연

안전(75) 75.0(27) 34.7(17) 41.9(31)

15.490 0.004경계(34) 11.1(4) 28.6(14) 21.6(16)

위험(50) 13.9(5) 36.7(18) 36.5(27)

운동

안전(79) 52.8(19) 55.1(27) 44.6(33)

5.712 0.222경계(36) 16.7(6) 14.3(7) 31.1(23)

위험(44) 30.6(11) 30.6(15) 24.3(18)

혈압

안전(12) 11.1(4) 10.2(5) 4.1(3)

8.843 0.065경계(96) 75.0(27) 53.1(26) 58.1(43)

위험(51) 13.9(5) 36.7(18) 37.8(28)

혈당

안전(132) 97.2(35) 93.9(46) 68.9(51)

23.580 0.000경계(19) 2.8(1) 0(0) 24.3(18)

위험(8) 0(0) 6.1(3) 6.8(5)

LDL

안전(90) 61.1(22) 57.1(28) 54.1(40)

4.553 0.336경계(60) 38.9(14) 32.7(16) 40.5(30)

위험(9) 0(0) 10.2(5) 5.4(4)

계 100.0 100.0 100.0

<Table 17>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남자)
(N = 159)

군에서는저위험도가 89.3%, 중간위험도가 83.5%, 고위험

도가 18.8%,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

2.9%, 고위험도 36.0%로 나타났다.

흡연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86.7%, 중간위험도

가 65.0%, 고위험도가 75.6%,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8.0%, 중간위험도 20.4%, 고위험도 15.7%로 나타났다.

혈압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16.0%, 중간위험도

가 15.5%, 고위험도가 3.6%,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17.3%, 중간위험도 27.2%, 고위험도 38.6%로 나타났다.

혈당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93.3%, 중간위험도

가 96.1%, 고위험도가69.5%로높았으며위험군에서는저

위험도 17.3%, 중간위험도 27.2%, 고위험도38.6%로나타

났다.

따라서당뇨병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비만이높을수록,

흡연을많이할수록, 혈압과혈당이높을수록, 당뇨병의위

험도가 높았다.

8)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의 상관성(남자)

남자의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 상관성 <Table 17>과

같다. 비만(p<0.001), 흡연(p<0.001), 혈당(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91.7%, 중간위

험도가 85.7%, 고위험도가 32.4%,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 4.1%, 고위험도 29.7%로 나타났다.

흡연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5.0%, 중간위험도

가 34.7%, 고위험도가 41.9%,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13.9%, 중간위험도 36.7%, 고위험도 36.5%로 나타났다.

따라서당뇨병에대한남자의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일수

록, 흡연을 많이 할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았다.

9)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의 상관성(여자)

여자의건강위험요인과당뇨병의상관성은 <Table 18>

과 같다. 비만평가(p<0.001), 혈압(p<0.001), 혈당

(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87.2%, 중간위

험도가 81.5%, 고위험도가 10.6%,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 1.9%, 고위험도 39.8%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157명)

중간위험도
(125명)

고위험도
(93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91) 87.2(34) 81.5(44) 10.6(13)

120.417 0.000경계(75) 12.8(5) 16.7(9) 49.6(61)

위험(50) 0(0) 1.9(1) 39.8(49)

음주

안전(211) 97.4(38) 98.1(53) 97.6(120)

0.898 0.925경계(1) 0(0) 0(0) 0.8(1)

위험(4) 2.6(1) 1.9(1) 1.6(2)

흡연

안전(206) 97.4(38) 92.6(50) 95.9(118)

1.648 0.800경계(2) 0(0) 1.9(1) 0.8(1)

위험(8) 2.6(1) 5.6(3) 3.3(4)

운동

안전(101) 51.3(20) 42.6(23) 47.2(58)

3.581 0.466경계(43) 10.3(4) 25.9(14) 20.3(25)

위험(72) 38.5(15) 31.5(17) 32.5(40)

혈압

안전(23) 20.5(8) 20.4(11) 3.3(4)

21.485 0.000경계(127) 59.0(23) 61.1(33) 57.7(71)

위험(66) 20.5(8) 18.5(10) 39.0(48)

혈당

안전(174) 89.7(35) 98.1(53) 69.9(86)

21.700 0.000경계(33) 7.7(3) 1.9(1) 23.6(29)

위험(9) 2.6(1) 0(0) 6.5(8)

LDL

안전(73) 41.0(16) 29.6(16) 33.3(41)

2.580 0.630경계(127) 48.7(19) 64.8(35) 59.3(73)

위험(16) 10.3(4) 5.6(3) 7.3(9)

계 100.0 100.0 100.0

<Table 18> 건강위험요인과 당뇨병(여자)
(N = 216)

혈압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20.5%, 중간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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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4%, 고위험도가 3.3%,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20.5%, 중간위험도 18.5%, 고위험도 39.0%로 나타났다.

따라서당뇨병에대한여자의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일수

록, 혈압이 높을수록,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았다.

10)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

건강위험요인과고혈압의상관성은 <Table 19>와같

다. 비만평가(p<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8.2%, 중간위

험도가 42.9%, 고위험도가 39.8%,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6.9%, 중간위험도 19.0%, 고위험도 26.1%로 나타났다.

따라서고혈압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비만이높을수록,

고혈압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101명)

중간위험도
(63명)

고위험도
(211명)

X
2

sig

비만평가

안전(190) 78.2(79) 42,9(27) 39.8(84)

43.907 0.000경계(111) 14.9(15) 38.1(24) 34.1(72)

위험(74) 6.9(7) 19.0(12) 26.1(55)

음주

안전(306) 83.2(84) 85.7(54) 79.6(168)

7.383 0.117경계(6) 4.0(4) 0(0) 0.9(2)

위험(63) 12.9(13) 14.3(9) 19.4(41)

흡연

안전(281) 67.3(68) 84.1(53) 75.8(160)

6.461 0.167경계(36) 11.9(12) 4.8(3) 10.0(21)

위험(58) 20.8(21) 11.1(7) 14.2(30)

운동

안전(180) 56.4(57) 36.5(23) 47.4(100)

6.378 0.173경계(79) 16.8(17) 27.0(17) 21.3(45)

위험(116) 26.7(27) 36.5(23) 31.3(66)

혈압

안전(35) 21.8(22) 17.5(11) 0,9(2)

126.047 0.000경계(223) 76.2(77) 77.8(49) 46.0(97)

위험(117) 2.0(2) 4.8(3) 53.1(112)

혈당

안전(306) 89.1(90) 79.4(50) 78.7(166)

8.982 0.062경계(52) 5.9(6) 19.0(12) 16.1(34)

위험(17) 5.0(5) 1.6(1) 5.1(11)

LDL

안전(163) 47.5(48) 44.4(28) 41.2(87)

2.020 0.732경계(187) 44.6(45) 50.8(32) 52.1(110)

위험(25) 7.9(8) 4.8(3) 6.6(14)

계 100.0 100.0 100.0

<Table 19>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
(N = 375)

11)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의 상관성(남자)

남자의건강위험요인과고혈압의상관성은<Table 20>

과 같다. 비만(p<0.001), 음주(p<0.01), 혈압(p<0.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84.2%, 중간위험도

가 50.0%, 고위험도가 50.0%,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7.0%, 중간위험도 0%, 고위험도 24.4%로 나타났다.

음주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71.9%, 중간위험도

가 55.0%, 고위험도가 52.4%, 위험군에서는 저위험도

21.1%, 중간위험도 45.0%, 고위험도 46.3%로 나타났다.

혈압에서 안전군에서는 저위험도가 15.8%, 중간위험도

가 10.0%, 고위험도가 1.2%, 위험군에서는저위험도 0%,

중간위험도 5.0%, 고위험도 61.0%로 나타났다.

따라서고혈압에대한남자의건강위험요인은비만일수

록, 음주를 많이 할수록 고혈압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57명)

중간위험도
(20명)

고위험도
(82명)

X2 sig

비만평가

안전(99) 84.2(48) 50.0(10) 50.0(41)

28.823 0.000경계(36) 8.8(5) 50.0(10) 25.6(21)

위험(24) 7.0(4) 0(0) 24.4(20)

음주

안전(95) 71.9(41) 55.0(11) 52.4(43)

12.718 0.013경계(5) 7.0(4) 0(0) 1.2(1)

위험(59) 21.1(12) 45.0(9) 46.3(38)

흡연

안전(75) 45.6(26) 60.0(12) 45.1(37)

2.172 0.704경계(34) 19.3(11) 15.0(3) 24.4(20)

위험(50) 35.1(20) 25.0(5) 30.5(25)

운동

안전(79) 50.9(29) 25.0(5) 54.9(45)

6.708 0.152경계(36) 22.8(13) 40.0(8) 18.3(15)

위험(44) 26.3(15) 35.0(7) 26.8(22)

혈압

안전(12) 15.8(9) 10.0(2) 1.2(1)

68.137 0.000경계(96) 84.2(48) 85.0(17) 37.8(31)

위험(51) 0(0) 5.0(1) 61.0(50)

혈당

안전(132) 87.7(50) 80.0(16) 80.5(66)

5.406 0.248경계(19) 5.3(3) 20.0(4) 14.6(12)

위험(8) 7.0(4) 0(0) 4.9(4)

LDL

안전(90) 57.9(33) 80.0(16) 50.0(41)

6.220 0.183경계(60) 36.8(21) 15.0(3) 43.9(36)

위험(9) 5.3(3) 5.0(1) 6.1(5)

계 100.0 100.0 100.0

<Table 20>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남자)
(N = 159)

12)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의 상관성(여자)

여자의건강위험요인과고혈압의상관성은 <Table 21>

과같다. 비만평가(p<0.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를 보였다.

비만평가에서안전군에서는저위험도가 70.5%, 중간위

험도가 39.5%, 고위험도가 33.3%로높았으며위험군에서

는저위험도 6.8%, 중간위험도 27.9%, 고위험도 2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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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고혈압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여자에서는비만

일수록 고혈압의 위험도가 높았다.

항목 구분
저위험도
(157명)

중간위험도
(125명)

고위험도
(93명)

X
2

sig

비만평가

안전(91) 70.5(31) 39.5(17) 33.3(43)

19.933 0.001경계(75) 22.7(10) 32.6(14) 39.5(51)

위험(50) 6.8(3) 27.9(12) 27.1(35)

음주

안전(211) 97.7(43) 100.0(43) 96.9(125)

1.701 0.791경계(1) 0(0) 0(0) 0.8(1)

위험(4) 2.3(1) 0(0) 2.3(3)

흡연

안전(206) 95.5(42) 95.3(41) 95.3(123)

1.650 0.800경계(2) 2.3(1) 0(0) 0.8(1)

위험(8) 2.3(1) 4.7(2) 3.9(5)

운동

안전(101) 63.6(28) 41.9(18) 42.6(55)

7.407 0.116경계(43) 9.1(4) 20.9(9) 23.3(30)

위험(72) 27.3(12) 37.2(16) 34.1(44)

혈압

안전(23) 29.5(13) 20.9(9) 0.8(1)

66.401 0.000경계(127) 65.9(29) 74.4(32) 51.2(66)

위험(66) 4.5(2) 4.7(2) 48.1(62)

혈당

안전(174) 90.9(40) 79.1(34) 77.5(100)

4.604 0.330경계(33) 6.8(3) 18.6(8) 17.1(22)

위험(9) 2.3(1) 2.3(1) 5.4(7)

LDL

안전(73) 34.1(15) 27.9(12) 35.7(46)

2.705 0.608경계(127) 54.5(23) 67.4(29) 57.4(74)

위험(16) 11.4(5) 4.7(2) 7.0(9)

계 100.0 100.0 100.0

<Table 21> 건강위험요인과 고혈압(여자)
(N = 216)

Ⅳ. 고 찰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고혈압, 당뇨병등에대한국가

건강검진사업을실시하여왔으며, 2002년 국가암조기검

진을추가로시행하였으며조기검진을통한질병관리를위

해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암및심뇌혈관

질환등의만성질환발생률및사망률이증가하면서건강검

진사업의실효성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여기에는건강진

단에대한이해부족, 건강진단의질관리의미흡등의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8)
.

노인의건강문제는노화과정으로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및사회적특성을지니고있다. 노화속도는대상자와신체

기관에따라같은연령일지라도생리적변화나신체기능에

는차이가있다. 노인들의건강을관리하고건강기능을유

지, 증진시키기위해서는신체적건강상태파악이우선되어

야한다. 또한만성질환은정상적인생리적기능이서서히

쇠퇴하고영구적인장애를초래하여재활요법및장기간의

간호가요구되므로만성질환관리는지속적으로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9)
.

건강검진은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을

가지고있거나질병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위험군의사

람들을빠르고분명하게가려내기위해적절한검사를시행

하여조기에질병유무를밝혀내는것이다. 우리나라의건강

검진은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등각법

령에의거하여다양하게실시하고있으나성, 연령별대상

자선정기준, 검진주기, 검사항목및검사방법, 검진후사

후관리미비, 낮은검진수가및검진의질관리등의문제점

을개선해왔다. 성, 연령을고려하지않은획일적인건강검

진항목으로질병예방을위한조기검진효과가부족한실정

을감안하여불필요한검사항목을삭제하고예방효과가탁

월한건강검진항목을추가하여검진결과에따른사후관리

및건강증진프로그램을연계하는등혈액검사위주의검진

체계를개인별건강위험평가와적극적인생활습관개선상

담까지포괄하는사전건강관리체계로의전환을위해 2007

년 4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도입하였다5).

생애전환기(생애주기중중년기, 노년기)에해당하는국

민을대상으로현재의질병발견위주의선별적검진체계를

성별, 연령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검진및개인별건

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평가 처방까지 포괄하는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전환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하는제도로생애전환기의연령별의학적특

성에부합하는맞춤형진단이다. 생애전환기검진의추진배

경이비만, 고혈압, 당뇨등의증가와고령화에따른노인성

질환의증가로인해만성질환으로인한국민의료비의급증

과삶의질이저하될우려가있는만큼생애전환기에집중

적건강관리를함으로예방가능한질환에적극적으로대응

하여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3,7).

건강위험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습관교정의중요성을인식하기용이하며건강증진프

로그램과 결합시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한계점으로는

질병발생원인은매우다양하다. 건강위험평가에이런모든

위험요인을포함시키는것은불가능하므로위험도를예측

할때그결과는실제와달라질수있다. 또한집단을대상

으로한연구결과와통계를반영하므로, 개인과질병을정

확하게진단하거나의학적인미래를예측하는도구로사용

할수는없다. 건강염려증이있거나교육수준이낮은사람

들의경우건강위험도에대한이해부족으로원래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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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습관이바뀌지않고단순히불안함을가중시킬수

있다10).

사인별순위 1, 2위인심혈관계질환이나암은만성퇴행

성질환, 성인병질환이라한다. 사망순위 1위인순환기질

환에는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을포함하고, 이

들질환들은생활습관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11)
. 특

히심뇌혈관질환을초래하는생리적요인은연령, 성별, 비

만, 혈당, 혈압, 지질등이있고행태적요인으로는흡연, 운

동부족, 음식, 스트레스및약물의부작용등이있다. 그런

데, 다른질환에비해무증상질환자가많은심뇌혈관질환

은이런위험요인들이상호작용하여한개인내에병존하는

특성이있기때문에질환이이미진행되어가시적으로증상

들이나타나기전에고위험요인보유자들을색출하는작업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질환의위험요인들은이미선행연구들을통해확인되고

있지만, 발생을급격하게증가시키는요인의수준과질환의

급격한증가를주도하는위험군들이확인된다면관리되고

있지않은무증상위험군이나갑작스런사망으로부터자유

로워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뇌혈관의위험요인들이질환에미치는위험정도를상

대수치로제공하여서질환발생의증가를주도하는고위험

군과연령대별고위험군을확인한선행연구는고위험군을

효율적으로선별하였고 질환발생과의관련성이더욱강력

한지표들을이용하였으며이러한결과는위험요인을보유

한사람들의심뇌혈관질환관리의위험순위를결정하는근

거자료로이용될수있고고위험군판단에더욱관련성있

는지표의유용성을제공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사료된다
12
).

심뇌혈관질환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의변화에의해예방또는관리될수있다는점에서

건강전문인들의관심이집중되어왔다. 대표적인예로주요

위험요인중흡연고지혈증, 운동부족, 고혈압및스트레스

를, 금연식습관변화, 운동등건강행위실천에의해변화

될수있어심뇌혈관질환의예방과치료에매우효과가높

음이증명되어왔다. 또한건강행위중하나인규칙적인운

동즉신체적활동을적절히수행하면인간의신체적나이

가증가하여도기능적능력이유지되고향상될수있으며,

특별한증상이없는노인에게는노화를지연시켜주고불구

를최소화하고기능의상실을줄임으로서상태의악화를예

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수많은연구들이개인의생활습관과건강상태

에대한높은상관도를일관성있게보여주고있음에도불

구하고, 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이나만성질환 노화에따른

기능상태저하를보이는대상자들에게효율적으로생활습

관을변화시킬동기를부여하고건강행위를지속할수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

질병의발견및치료도중요하지만개인별건강위험요인

을알고적극적인생활습관의개선으로조기에건강위험요

소를발견하고제거함으로국민건강의질적향상을도모하

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 및 
유질환 여부
성별에따른대상자의건강상태에서비정상인경우가남

자보다여자가높았으며신14)의연구에서지각된건강상태

에서과반수이상이자신의건강상태가나쁘지않다고지각

하고있는것과는상이한차이를보였으나남자가여자보다

지각된건강상태가높은것은이연구와유사하였으며, 성

등
15)
의연구에서의남자가여자보다건강상태가양호한결

과와도 유사하였다.

정16)의연구결과와는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은남

자가여자보다위험범위에속하는것으로상이한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건강진단결과질환발생현황은고혈압, 고지

혈증, 비만순으로높았으며, 이
17)
의연구결과와간질환을

제외하고는유사하게나타났다. 골밀도이상은여자에게서

월등히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은 폐경 후 호르몬 변화,

운동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상관성
성별에따른질환의상관성에서는비만(p<0.001), 지질

이상(p<0.001)으로 비만과 지질 이상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으며황
18)
의연구에서비만과고지혈증모두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과 유사하였다.

흉부질환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은 흡연과 관련된

요인이미치는영향이라유추되며남자는고혈압, 비만, 지

질이상, 흉부질환, 간장질환, 당뇨병순이었으나여자는고

혈압, 지질이상, 비만, 간장질환, 신장질환순으로나타났다.

박
5)
의연구에서남자여자모두고혈압, 지질이상, 당뇨순

으로나타난것과유사하다. 이
17)
의연구에서는지방간, 고

혈압, 폐질환, 신장질환, 고지혈증순으로나타난것과차이

가있었으나연령대가같지않은것을감안해야할것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노인수검자의 성별에 따른 관련 요인분석

- 133 -

성별과 건강위험요인의 상관성에서 비만평가에서는 남

자보다여자에게위험많았으며음주와흡연에서는여자보

다 남자에서 위험이 많았다.

박
5)
의연구에서흡연은남자가여자보다높았으며, 운동

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고, 비만평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은 것과 유사하였다.

이
17)
의연구와비교할때비만은남자보다여자가흡연

과 음주는 여자보다 남자가 위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DL콜레스테롤도남자보다여자에게서위험이높은반면,

정
19)
의연구에서는남자와여자와의유의한차이가없는것

과는 상이하였다.

3. 건강위험요인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위
험도와 차이비교
성별에따른심뇌혈관질환의위험도는남자와여자모두

고혈압의고위험도가가장높았으며남자보다여자가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뇌졸중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비만

이높을수록, 혈압이높을수록뇌졸중의위험도가높았다.

남자의건강위험요인과뇌졸중의상관성에서는비만, 음주,

흡연, 혈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 여자

는 비만, 혈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20)의연구에서는여자보다남자가뇌졸중의유병률이

많았으며, 건강행위로는흡연자, 음주자, 운동을하지않은

사람들로 조사되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심근경색증의 건강위험요인으로는 음주를 많이 할수록,

흡연을많이할수록, 운동을하지않을수록, 혈압이높을수

록, LDL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았고남자는음주, 흡연, 혈압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

이를보였으며여자는비만, 흡연, 운동, 혈압, LDL콜레스

테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황18)의연구에서는여자의심혈관관계질환및위험인자

의유병률은남자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비만에서는여자

가 남자보다 높았다.

고21)의연구에서흡연은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을일

으키는위험인자로알려져있으며운동을많이할수록심혈

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건강위험요인과당뇨병의상관성은비만평가, 흡연, 혈압

,혈당에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당뇨병에대한건강위험

요인은비만일수록, 흡연을많이할수록, 혈압이높을수록

당뇨병의위험도가높았다. 남자의건강위험요인과당뇨병

상관성은비만, 흡연, 혈당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

보였으며당뇨병에대한남자의건강위험요인은비만일수

록흡연을많이할수록당뇨병의위험도가높았다. 여자의

건강위험요인과당뇨병의상관성은비만평가, 혈압에서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당뇨병에대한여자의건

강위험요인은비만일수록혈압이높을수록, 당뇨병의위험

도가 높았다.

고혈압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비만이높을수록, 고혈압

의위험도가높았다. 남자의건강위험요인은비만, 음주, 에

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으며여자는비만평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Ⅴ. 결론

이연구는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에위치한중소병원에

서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받은 66세노인수검자 375명을대상으로생애

전환기노인(66세)의 건강진단결과성별에따른질환및

건강위험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

한생애전환기건강진단후수검자에게통보하는 375명의

결과표자료를 SPSS 12.0 Version을사용하여성별과질

환, 성별과건강위험요인, 심뇌혈관질환위험도와의상관성

은 Chi-Square test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건강상태 및 
유질환 여부
성별에따른대상자의건강상태분석결과전체적으로는

97.1%가한가지라도질병을가지고있거나건강에이상이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기왕증은남자보다여자가높았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세부질환 발생 현황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순으로 높았으며 여자는 골밀도이상이

96.3%로 가장 높았다.

2. 성별에 따른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상관성
성별에 따른 질환의 상관성에서는 비만과 지질 이상은

남자보다여자가많았으며신장질환에서도여자가남자보

다 높은 반면에 흉부질환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골다공증검사는 여자에게서 정상보다 비정상이 월등히

많았다. 남자는 고혈압, 비만, 지질이상, 흉부질환, 간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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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당뇨병순으로여자는골다공증, 고혈압, 지질이상, 비

만, 간장질환, 신장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따른건강위험요인의상관성은비만평가에서여

자가, 음주와 흡연에서는 남자가, LDL콜레스테롤은 남자

보다 여자가 위험이 높았다.

성별과심뇌혈관질환위험도에서는남자와여자모두고

혈압의고위험도가가장높았으며남자보다여자가높게나

타났다.

3. 건강위험요인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위
험도와 차이비교
뇌졸중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전체적으로비만과혈압

이 뇌졸중에 위험도가 높았다. 남자는 비만과 음주, 흡연,

혈압에서, 여자는 비만과 혈압이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았

다.

심근경색증의건강위험요인으로는음주와흡연, 운동, 혈

압, LDL콜레스테롤이, 남자는음주와흡연, 혈압이, 여자는

비만과 흡연, 운동, 혈압과 LDL콜레스테롤이 심근경색증

의 위험도가 높았다.

당뇨병에 대한 건강위험요인은 전체적으로 비만, 흡연,

혈압과혈당이, 남자는비만, 흡연이, 여자는비만과혈압이

당뇨병의 위험도가 높았다.

고혈압에대한건강위험요인은전체적으로비만이높을

수록, 남자는비만과음주가, 여자는비만이고혈압의위험

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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