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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MS) and assess nutrient intake
level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MS risk factor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12 adults consisting
of 271 men and 241 women aged 30 and over, who visited a public health center for a medical check up. The
diagnosis of MS subjects was adapted from the NCEP-ATPⅢ guidelines and the WHO Asia-Pacific Area criteria
for obesity. The MS group was defined as subjects displaying three or more risk factors, and the non MS group
was defined as those displaying two or less risk factors. A dietary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24-hour
recall method. The number of subjects displaying MS syndrome factors was 158 (30.9%), broken down into,
89 men and 69 women. Regarding risk factors in the MS group, the prevalence of waist circumference was
40.5%, hypertension 34.2%, hyperglycemia 31.0%, low HDL-cholesterol 24.7%, and hypertriglycemia 19.6%.
BMI, sistolic blood pressure, blood glocose, blood triglyceride, and blood HCL-cholesterol of the MS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non MS group. Male subjects in the MS group reported high intakes of
cereals, sugar, fruits, meat and poultry, oil and fats, and beverages and total food intake was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non MS group. Women in the MS group reported high intakes of meat and poultry, milk and
dairy products, beverages, and seasonings, and total food intake was higher compared to the non MS group.
Dietary diversity score (DDS) was 3.82～4.04, which was not significant among the groups. In men, dietary
variety score (DVS) was 16.3 in the MS group and 19.4 in the non MS group, whereas in women, the DVS
was 15.2 in the non MS group and 17.0 in the MS group. In GMVDF pattern, 11111 pattern was 30.7%, followed
by 01111 for men and 11101 for women. Calorie, fat, and cholesterol intakes in men as well as, calorie, fat,
and folate intakes in women in the MS group were higher compared to the non MS group. Intakes of protein,
P, Fe, Na, vitamin B1, vitamin B2, niacin, vitamin E, and Zn were higher than the KDRIs. On the other hand,
intakes of Ca, K, fiber, vitamin B2, and vitamin C were below the KDRIs. Intakes of lipids, animal food, Na,
and cholesterol in the MS group were higher compared to the non MS group, whereas intake of dietary fiber
was lower. Our results indicate that continuous, systematic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must implemented
to reduce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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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은 생활양식 및 식생활의 양상도 변화시

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대두되어 현

재는 만성, 비전염성 질병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만성,

비전염성질병은 발생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진료도

복잡하다. 한 가지 질병을 가진 경우보다 여러 질병을 가지

고 있으면 총체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그 조절과 치료가 어렵

고 위험요인이 크다(1).

이와 같이 여러 심혈관계 위험인자 등이 군집해서 나타나

는 경우를 1988년 Reavan이 ‘Syndrom X’라고 명명한데서

(2) 시작된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MS)’이라는

용어는 1998년 WHO에서 복부비만, 고혈당증, 고혈압, 고중

성지질혈증, 저HDL-콜레스테롤증 중 3가지 이상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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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만기준으로 남자는 허리둘레 90

cm, 여자는 80 cm 이상, 수축기혈압 13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 공복혈당 110 mg/dL 이상, 혈청중성지

질 농도 150 mg/dL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미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

군으로 판정하고 있다(3).

대사증후군에 대한 우리나라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19세 이상에서 비만 유병율이 전체 30.7%, 남자

35.3%, 여자 25.2%였고, 30세 이상에서 고혈압은 26.8%, 당

뇨병은 9.7%,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0.9%였다(4). 2005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는 대증후군유병율이 30세 이상에서 남자

32.9%, 여자 31.8%였으며, 연령별 비교 시 남자는 50대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70대까지 감소한 반면, 여자는 연령이 높을

수록 뚜렷하게 증가하여 70대 여자의 유병율은 63.4%로 남

자 34.0%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았다(5).

우리나라 대사증후군에 대한 식품영양관련연구로는 식습

관 및 식품섭취와 영양소 섭취상태(6-9), 당 섭취 및 당뇨병

관련(10-12), 영양교육(13), 연령별 비만과 위험인자 비교

(14,15), 페리틴연관(16), u-헬스케어서비스(17) 등이 있다.

보건소는 국가보건체계의 최하위 사업기관으로 국민건강

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진행과

책임을 기지고 있는 중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

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련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보건

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

립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여 왔으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

다(18).

이러한 보건의료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

심으로 보건소에서 고혈압, 비만, 당뇨, 금연, 금주, 저염식사

등 여러 건강증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에서 30% 이상 발현되고 있는 대사증후군예

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지역 대사증

후군환자의 생활습관과 영양상태 연구(19)와 정신건강과 관

련된 보고(20)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유병율과 식품군별 섭취, 1일섭취식품

가짓수, 5가지식품군의 섭취유형, 영양소의 섭취실태를 알

아보아 대사증후군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사업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 S보건소와 전북

W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할 것에 동의한 51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사항, 신체계측, 혈압측정, 채혈

은 건강검진센터 임상병리사가, 식사조사는 건강검진센터

영양사가 조사하였다.

일반사항,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분석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정도, 생활수준

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였으며, 혈압은 휴식상태에서

수은혈압계(HM-1101, Hico, Chiba, Japan)를 사용하여 수

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채혈은 12시간 금식 후 정맥혈을 채취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얻은 후 혈당, 총 중성지방, 총

HDL-콜레스테롤을 생화학 분석기(Fuji Drychem Auto-5,

Fuji Photo Film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사증후군 분류기준은 2001년 NCEP-A군TPⅢ Guide-

line(20)과 WHO 아시아 태평양 비만기준을 적용하여(21)

허리둘레 남자는 90 cm, 여자는 80 cm 이상, 수축기혈압

130 mmHg,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 공복혈당 110 mg/

dL 이상, 혈청중성지질 농도 150 mg/dL 이하, 고밀도 콜레

스테롤 남자는 40 mg/dL, 여자는 50 mg/dL 미만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대사증후군(MS)으로, 2개 이하 가진 사람은

비대사증후군(non MS)로 분류하였다.

식사조사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전날 기상부터 취침할 때

까지 1일 동안 섭취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밤참 등 모든

음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각각의 식품재료와 종류와 분량을

조사하였다. 미리 준비한 모형과 사진을 제시하여 섭취한

음식의 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의 식품군별 섭취량 조사를 참조하여 식물성식품은 9개

군으로, 동물성식품은 4개군, 유지류, 음료류, 조미료류, 기

타로 분류하고 총 식물성식품 섭취량과 총 동물성식품섭취

량, 총 식품섭취량을 구하였다.

섭취 식품군에 대한 다양성(dietary diversity score, DDS)

평가(22)는 5가지 기초식품군즉 곡류군, 육류군, 유제품군,

채소군, 과일군이 각각 식사에 있을 때를 1점으로 모두 있을

때는 5점으로 하였다. 최소량기준은 육류, 채소군, 과일군,

곡류군은 고형식품 30 g, 액체류는 60 g으로, 유제품은 고형

15 g, 액체형 30 g으로 정하였다.

섭취식품재료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루에 섭취한

식품가짓수(dietary variety score, DVS)로 조사하였다.

식품군별 섭취유형(GMVDF, grain, meat, vegetable, dai-

ry, fruit)은 DDS 인정기준에 의해 각 식품군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 1, 먹지 않으면 0으로 하는 조합으로 표시하였다.

영양소섭취량은 식사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Can-Pro 3.0

전문가용(2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2010 한국인의 영양

섭취기준(24)을 적용하여 에너지 섭취량은 에너지 필요추정

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 영양소섭취량은

권장섭취량(recommended intake, RI)과 비교하였으며 권장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은 식이섬유와 칼륨, 나트륨,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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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

Living region
Seoul
Jeonbuk

252
260

49.2
50.8

Gender
male
female

271
241

52.9
47.1

Age (years)
30～39
40～49
50～59
60～69
≥70

82
103
167
110
50

16.0
20.1
32.7
21.5
9.8

Education
elementary
secondary
college or more

79
255
178

15.4
49.8
34.8

House income
low
middle
high

95
361
56

18.6
70.5
10.9

Table 2. Number of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MS) factors of the subjects N (%)

Number of prevalance
of MS factors

Men (n=271) Women (n=241) Total (n=512)

0
1
2

60 (22.1)
57 (21.0)
65 (24.0)

182 (67.2)
71 (29.5)
44 (18.3)
57 (23.7)

172 (71.4)
131 (25.6)
101 (19.7)
122 (23.8)

354 (69.1)

3
4
5

45 (16.6)
42 (15.5)
2 ( 0.0)

89 (32.8)
36 (14.9)
30 (12.4)
3 ( 1.2)

69 (28.6)
81 (15.8)
72 (14.1)
5 ( 1.0)

158 (30.9)

E는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과 각각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는 SPSS v12.0(SPSS Inc., Chica-

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고, 정상군과의 대사증후군과의 비교는 t-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512명으로 서울지역거주자 252명, 전주지역거주자 260명이

었다. 나이는 30～39세 82명, 40～49세 103명, 50～59세 167

명, 60～69세 110명, 70세 이상자는 50명으로 평균연령은

52.5세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자가 79명, 중고등학

교졸업자가 255명, 대학교졸업자가 178명이었으며, 생활수

준은 하 95명, 중 361명, 상 56명으로 조사되었다.

대사증후군 발현

대사증후군 발현 실태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전체 대

상자 512명 중에서 대사증후군 요인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31명(25.6%)으로 남녀 각각 60명(22.1%), 71명(29.5

%)이었으며, 1개 가진 경우는 101명(19.7%)으로 남녀 각각

57명(21%), 44명(18.3%), 2개 가진 경우는 122명(23.8%)으

로 남녀 각각 65명(24.0%), 57명(23.7%)이었다. 3개 가진 경

우는 81명(15.8%)으로 남녀 각각 45명(16.6%), 36명(14.9%)

이었고, 4개 가진 경우는 72명으로 남녀 각각 42명(15.5%),

30명(12.4%), 5개 가진 경우는 5명(1%)으로 남녀 각각 2명,

3명이었다. 3개 이상을 가져 대사증후군으로 판명된 사람은

158명(30.9%)이며 남자 89명(32.8%), 여자 69명(28.6%)으로

남자의 대사증후군 발현율이 약간 높았다. 2005년 제3기 국

민건강영양조사 결과(5)인 남자 32.9%, 여자 31.8%와 유사

한 경향이었고,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4)는 19세 이

상에서 비만 유병율이 전체 30.7%였다.

농촌지역 주민은 대사증후군 유병율이(14) 남자 35.9%,

여자 39.0%, 평균 37.3%로 조사되었고, 40대, 50대 여성 비만

도와 연령별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비교한 연구(15)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비만군 35.7%, 비 비만군 4%이었다.

2009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수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9)

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10.3%(남자 17.0%, 여자 4.5%)

이었고,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5) 대사증후군

유병율이 37.6%였다. 40대 50대 여성에서는(15) 비대사증후

군에서 대사증후군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경우 38.3%, 1개

35.1%, 2개 22.7%, 3개 3.3%였다. 이와 같이 대사증후군 유

병율이 여러 조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대상자의 성

별, 연령,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나 건강 실천율, 지역, 인

종, 진단기준 차이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여성

은 폐경 이후 복부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높

아지면서 나이 증가에 따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높아졌

기 때문일 것이다.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지표특성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지표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2.5세였으며, 허리둘레는 남자 비대

사증후군은 86.8 cm, 대사증후군은 93.7 cm, 여자 비대사증

후군은 76.2 cm, 대사증후군은 84.0 cm였다. 수축기 혈압은

남자 비대사증후군 119.5 mmHg, 남자 대사증후군이 129.6

mmHg, 여자 비대사증후군 116.8 mmHg, 대사증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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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metabolic syndrome indices of the subjects

Men (n=271) Women (n=241)
Total (n=512)

Non MS MS Non MS MS

Age (year)
Waist circumference (cm)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Blood glucose (mg/dL)
Blood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51.3±6.11)
86.8±7.3
119.5±15.8
79.4±10.5
90.3±13.7
51.8±60.5
43.1±10.3

52.0±6.1
93.7±5.8***
129.6±12.6*
84.4±9.7
98.5±10.0**
179.4±50.1**
53.1±13.1*

53.4±6.4
76.2±4.9
116.8±16.0
79.7±2.5
88.9±12.6
99.6±62.1
58.3±12.9

51.9±5.0
84.0±7.5*
126.9±15.2**
80.4±11.3
95.0±14.6**
157.8±45.2*
44.8±18.2*

52.2±5.8
85.7±6.4
123.2±14.9
81.0±8.5
93.2±12.7
147.2±54.4
49.8±13.6

1)
Mean±SD.

Table 4.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of
MS subjects N (%)

MS
Total
(n=158)Men

(n=89)
Women
(n=69)

Waist circumference
≥90 cm (male)
≥80 cm (female)

Blood pressure ≥130/85 mmHg
Blood glucose ≥110 mg/dL
Blood triglyceride ≥150 mg/dL
Blood HDL-cholesterol
≤40 mg/dL (male)
≤50 mg/dL (female)

38 (42.7)

29 (32.6)
19 (21.3)
32 (36.0)
25 (28.1)

26 (37.7)

25 (36.2)
12 (17.4)
17 (26.4)
14 (20.3)

64 (40.5)

54 (34.2)
31 (19.6)
49 (31.0)
39 (24.7)

126.9 mmHg로 대사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완기 혈

압은 평균 79.4～84.4 mmHg로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

다. 공복혈당은 남자 비대사증후군 90.3 mg/dL, 대사증후군

이 98.5 mg/dL, 여자 비대사증후군 88.9 mg/dL, 대사증후군

이 95.0 mg/dL였고, 혈청중성지질은 남자 비대사증후군 151.8

mg/dL, 대사증후군이 179.4 mg/dL, 여자 비대사증후군 99.6

mg/dL, 대사증후군이 157.8 mg/dL, HDL-콜레스테롤은 남

자 비대사증후군 43.1 mg/dL, 대사증후군이 53.1 mg/dL, 여

자 비대사증후군 58.3 mg/dL, 대사증후군이 44.8 mg/dL로

공복혈당과 혈청 중성지질은 비대사증후군에 비하여 대사

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혈청 HDL-콜레스테롤은 비대

사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사증후군자의 대사증후군 요인 발현 실태

대사증후군자의 대사증후군 요인 발현 실태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본 조사에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된 158명의

대사증후군 요인 발현 실태를 보면, 허리둘레가 90 cm 이상

인 남자 38명(42.7.0%), 허리둘레가 80 cm 이상인 여자 26명

(37.7%), 총 64명(40.5%)으로 5가지 대사증후군 요인 중에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발현은 총 54명(34.2%,) 남자 29명

(32.6%), 여자 25명(36.2%)이었고, 고혈당증 발현은 총 31명

(19.1%), 남자 19명(21.3%), 여자 12명( 17.4%)이었다. 고중

성지질혈증은 총 49명(31.0%), 남자 32명(36.0%), 여자 17명

(26.4%)이었고,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총 39명(24.7%),

남자 25명(28.0%), 여자 14명(20.3%)이었다. 5가지 대사증후

군요인 중에서 발현율이 높은 것은 허리둘레>고혈압>고중

성지질혈증>저HDL-콜레스테롤혈증>고혈당 순이었다.

본 조사에서 대사증후군 항목중 발현비율이 가장 높은 항

목은 허리둘레로 40.5%였으며 다른 연구(12,15,26)에서도

허리둘레가 1순위로 영향을 나타내 복부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사증후군요인 발현율이 2번째로 많은 지표는 남자는 고

중성지질혈증이 36.0%, 여자는 고혈압이 36.2%를 차지하였다.

식품군별 섭취상태

식품군별 섭취상태는 Table 5와 같다. 남자 대사증후군이

곡류, 당류, 과일, 육류, 유지류, 음료, 총 식품섭취량이 많았

고, 여자대사증후군이 육류 및 가금류, 우유 및 유제품섭취

량, 총 식품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

다. 식물성식품 섭취량은 남자 비대사증후군 882.8 g, 대사증

후군이 893.3 g이며, 여자 비대사증후군 840.8 g, 대사증후군

이 835.6 g으로 비대사증후군과 대사증후군 간에 남녀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총 식품섭취량에 대한 식물성식

품량 비율은 70.2%～79.6%였다. 이는 2007 제3기 국민건강

영양조사(5) 80.2%보다 낮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유지류와

조미료류는 동물성급원과 식물성급원을 분류하지 않고 산

출하여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물성식품 섭취량

은 남자 비대사증후군 277.9 g, 대사증후군이 307.3 g이며,

여자 비대사증후군 215.3 g, 대사증후군이 236.3 g으로 남녀

모두 대사증후군의 동물성식품 섭취량이 많았다.

식품을 13개의 식품군별을 분리하여 섭취량을 조사한 결

과에서 남자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비대사증후군에 비하여

곡류, 당류, 과일, 육류, 유지류, 음료, 총 식품섭취량이 많았

고, 여자는 대사증후군이 육류 및 가금류, 우유 및 유제품,

총 식품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5)중 남녀 다소비 식품 비

교에서 남자는 소주, 닭고기, 유지, 쇠고기, 돼지고기, 콜라

등 술과 고기류가 많았고, 여자는 수박, 감, 배, 복숭아, 토마

토, 포토, 감자, 고구마, 보리, 가래떡, 백설기, 커피 등 과실류

와 전분류를 많이 섭취하여 남녀별 뚜렷한 차이가 나는 식품

섭취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섭취식품군 다양성과 섭취식품가짓수

섭취식품군 다양성과 섭취식품가짓수는 Table 6과 같다.

섭취식품군별 균형식사를 나타내는 DDS는 4군 평균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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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 intakes of the subjects (g/day)

Variables
Men (n=271) Women (n=241)

Non MS MS Non MS MS

Cereal and grains
Potatoes and starches
Sugar and sweets
Lugumes and their products
Seeds and nuts
Vegetables
Mushrooms
Fruits
Seaweeds

318.4±5.7
33.8±3.5
5.8±0.8
33.2±2.5
3.4±0.7
332.5±8.3
3.5±0.6
114.7±9.1
7.5±0.8

335.0±6.4*
31.9±3.2
8.9±1.9*
38.2±2.8
3.5±1.0
325.8±9.2
3.4±0.8
138.7±8.7*
7.9±0.6

297.9±4.6
32.0±3.4
7.2±2.2
33.5±3.0
4.5±0.5
318.4±9.2
4.0±0.6
126.7±9.7
6.6±0.7

264.9±4.4
33.9±3.5
7.5±2.0
30.8±3.2
5.1±0.6
330.5±10.1
4.4±0.8
126.5±10.2
7.0±0.8

Vegetable foods 882.8±14.5 893.3±20.5 830.8±12.0 835.6±15.7
Vegetable foods % 76.0 74.4 79.4 78.0

Meat and poultry
Eggs
Fish and shell fishes
Milk and dairy products

106.5±8.1
20.4±2.5
68.9±4.7
82.1±5.4

118.5±9.2*
22.5±1.5
77.7±5.0
88.6±5.1

67.4±8.4
20.5±1.5
43.8±4.8
83.6±4.7

75.7±8.3*
22.8±1.5
45.3±4.9
92.5±5.5*

Animal foods 277.9±10.4 307.3±9.5 215.3±11.6 236.3±12.8
Oil and fats
Beverages
Seasonings

11.6±0.9
143.1±14.5
30.5±0.6

20.5±12.5**
196.4±20.1**
39.2±0.7

9.0±0.3
98.4±14.5
20.3±0.9

10.1±0.8
115.9±16.3*
24.7±1.1*

Total foods 1335.3±27.0 1456.7±30.7* 1173.8±25.3 1189.6±27.9*
1)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by t-test.

Table 6. Distribution of DDS and DVS of the subjects

Men Women
Total

Non MS MS Non MS MS

DDS
DVS

3.8±1.2
16.3±3.5

3.9±1.5
19.4±3.7*

3.9±1.4
15.2±3.3

4.0±1.7
17.0±3.8*

3.9±1.5
17.0±3.6

DDS: dietary diversity score.
DVS: dietary variety sco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3.82～4.04 범위로 비대사증후군군과 대사증후군군 간에 통

계적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연구에서 직장남성 3.3～3.8(13).

비대사증후군 4.94, 비만동반 대사증후군자 4.69, 고혈당동

반 대사증후군자 3.91로 고혈당동반자의 식사균형이 좋지

않음을 보고한 바 있는데(6) 식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5가지 기초식품의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1일 섭취식품 가짓수인 DVS는 남자 비대사증후군 16.3± 
3.5, 대사증후군이 19.4±3.7, 여자 비대사증후군 15.2±3.3
대사증후군이 17.0±3.8로 대사증후군의 섭취식품가짓수가

유의적으로 많았다. 남녀 모두 비대사증후군보다 대사증후

군이 높은 것은 Table 5에서 대사증후군의 식품섭취량이 높

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DVS가 주말 15.1, 주중 23.2로 조사되었고(27), 정상군 14.8

에 비해 비만군과 고혈당동반 비만군의 DVS 평균이 각각

12.2, 12.5로 낮다는 보고가 있으며(6), 전주지역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남녀 각각 평균 19.6, 17.7로 남자가 2～3종

더 많은 식품종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DVS

는 식사 조사할 때 제시하는 식품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비

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는 동일한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조건이 요

구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DVS 25 이상을 우수식사로 평

가하는 판정기준에(29)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DVS가 25 이하인 것을 보면 우리나

라에서 사용하는 식품재료의 단조로움을 알 수 있어 식사를

준비하는데 다양한 식품재료를 사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

겠다.

5가지 식품군별 섭취양상

5가지 식품군별 섭취양상은 Table 7에 정리하였다. 남자

는 비대사증후군에서는 11101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군은 모두 11111 유형이 가장 많아 30.7%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11101 유형, 즉 우유 및 유제품을 기준 양 섭취하지

않은 식사유형이 23.4%,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01111, 즉

곡류를 기준량 섭취하지 않고 있는 유형이 18.8%를 차지하

였다.

5가지 식품군섭취가 균형을 이룬 11111 유형이 전체 대상

자의 30.7%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나머지 69.3%는 5가지

기초식품이 결여된 식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번째 순위로는 11101 유형으로 23.4%였는데 이는 우유 및

유제품섭취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양소 섭취상태

영양소 섭취상태와 권장섭취량%(RI%) 또는 충분섭취

량%(AI%)는 Table 8과 같다. 비대사증후군에 비하여 대사

증후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한 영양소는 남자에서는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이었고, 여자에서는 열량, 지방, 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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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MVDF patterns of the subjects N (%)

GMVDF
Men (n=271) Women (n=241)

Total (n=512)
Non MS (n=182) MS (n=89) Non MS (n=172) MS (n=69)

11111
11101
01111
01101
10111
10101
11110
Others

47 (25.8)
49 (26.9)
34 (18.7)
25 (13.7)
11 ( 6.0)
8 ( 4.4)
5 ( 2.7)
3 ( 1.6)

25 (28.1)
18 (20.2)
22 (24.7)
5 ( 5.6)
8 ( 9.0)
5 ( 5.6)
3 ( 3.4)
3 ( 3.4)

57 (33.7)
35 (20.3)
24 (14.0)
17 ( 9.9)
21 (12.2)
13 ( 7.6)
2 ( 1.2)
3 ( 1.7)

28 (40.6)
18 (26.1)
12 (17.1)
4 ( 5.8)
3 ( 4.3)
2 ( 2.9)
1 ( 1.4)
1 ( 1.4)

159 (30.7)
120 (23.4)
90 (18.0)
51 (10.0)
43 ( 8.4)
28 ( 5.5)
11 ( 0.2)
10 ( 0.2)

Table 8.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Nutrient

Man Women

Non MS MS Non MS MS

Mean±SD RI%
1) Mean±SD RI% Mean±SD RI% Mean±SD RI%

Energy (kal)
Protein (g)
Fat (g)
Carbohydrate (g)
Fiber (g)
Ca (mg)
P (mg)
Fe (mg)
Na (mg)
K (mg)
Zn (mg)
Vtamin A (mg)
Vtamin B1 (mg)
Vtamin B2 (mg)
Vtamin B6 (mg)
Niacin (NE)
Vtamin C (mg)
Folate (DFE)4)

Vtamin E (mg)
Cholesterol (mg)

2065.4±469.7
67.9±26.5
65.7±14.3
292.6±73.5
19.0±5.0
520.1±245.1
1025.2±270.8
14.0±8.8
4565.9±1260.7
2695.6±855.4
10.2±2.5
675.5±406.9
1.4±0.6
1.2±0.6
1.8±0.8
20.0±7.0
86.6±32.9
223.6±72.4
14.5±7.3
471.5±249.4

93.9
2)

135.8
－
－
91.53)

74.3
146.4
140.0
351.2

3)

57.43)

113.3
96.5
140.0
80.0
120.0
125.0
86.6
50.9
145.0

3)

－

2169.2±514.7*
75.9±32.4
78.3±15.6*
300.0±75.0
17.6±5.3*
509.8±270.2
1142.0±295.1
13.3±4.8
4602.1±1492.4
3001.8±1170.1
9.2±2.8
729.4±342.7
1.4±0.5
1.2±0.4
2.0±0.7
18.3±7.5
91.1±24.4
205.8±75.4
16.9±11.2
520.1±270.7*

98.6
151.8
－
－
80.4
72.7
163.1
130.3
354.0
63.9
102.2
104.2
140.0
80.0
133.3
114.4
91.0
51.5
169.0
－

1791.5±42.9
71.6±20.0
59.5±13.0
293.2±64.6
19.6±3.6
491.4±247.3
970.9±258.3
12.3±0.5
4234.1±1320.0
2498.3±100.8
9.0±3.1
761.7±34.8
1.4±0.4
1.2±0.0
1.9±4.4
17.1±0.4
88.4±31.0
202.7±67.8
18.8±8.5
435.0±207.1

99.5
159.1
－
－
89.1
61.4
138.7
136.7
282.3
53.2
112.5
126.9
127.3
100.0
135.7
122.1
88.4
50.4
188.0
－

1987.1±34.9*
70.3±29.1
66.3±14.1*
306.6±56.1
19.3±5.5
500.5±245.8
935.6±260.9
11.9±0.4
3796.1±1239.0
2473.4±73.5
9.1±2.3
778.3±307.5
1.2±0.6
1.1±0.1
1.7±0.3
15.0±4.7
98.6±32.6
290.8±62.7*
18.5±6.8
480.2±201.8

110.4
156.2
－
－
87.7
62.6
133.7
132.2
319.7
52.6
113.8
129.7
109.1
91.7
121.4
107.1
90.6
72.7
185.0
－

1)
RI: recommended intake of KDRIs.

2)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of KDRIs.

3)
AI: adequate intake of KDRIs.

4)
DFE: dietary folate equivalent.

*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이었다. 남자 비대사증후군의 식이섬유소 섭취량이 19.0 g으

로 대사증후군 17.6 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2005 한

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의한 에너지 적정섭취량, 영양소 권장

섭취량, 충분섭취량에 비하여 그 이상을 섭취한 영양소는

단백질, 인, 철분, 나트륨,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E, 아연이었고,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 식이섬유소,

칼륨, 비타민 B2, 비타민 C였다.

권장섭취량에 비하여 가장 많이 섭취한 영양소는 나트륨

으로 권장섭취량의 282%～351%를 섭취하였다. WHO에서

1일 콜레스테롤 1일 섭취량을 300 mg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데(29) 본 조사에서 각 군당 평균 435.0 mg～520.1 mg 섭취

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영양

지도가 이루어져야겠다.

종합하여 보면 대사증후군의 식품섭취량, DDS, DVS가

높아 식사의 질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동물성식품의 섭취량

이 남자대사증후군 307.3 g, 비대사증후군 277.9 g, 여자대사

증후군 236.5 g, 비대사증후군 215.3 g, 지방섭취량은 남자대

사증후군 78.3 g, 비대사증후군 65.7 g, 여자대사증후군 66.3

g, 비대사증후군 59.5 g, 콜레스테롤섭취량은 남자대사증후

군 520.1 g, 비대사증후군 411.5 g, 여자대사증후군 480.2 g,

비대사증후군 435.0 g, 식이섬유소 섭취는 남자대사증후군

17.6 g, 비대사증후군 19.0 g으로 지방, 콜레스테롤은 과잉으

로 섭취하면서 식이섬유소는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의 발현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

으로 식생활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도록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서울과 전북지역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내원

한 30대 이상 512명, 남녀 각각 271명, 241명을 대상으로

2001년 NCEP-A군TPⅢ Guideline과 WHO 아시아 태평양

비만기준을 적용하여 3가지 이상 증후를 가진 사람을 대사

증후군으로 판정하였다. 24시간 회상법과 Can-Pro 3.0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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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영양소섭취량을 구하여 2010 한국인의 영양 섭취기

준을 적용하여 에너지섭취량은 에너지필요추정량, 영양소

섭취량은 권장섭취량과 비교하였으며 권장섭취량이 정해지

지 않은 영양소는 충분섭취량과 각각 비교하였다. 식품군별

섭취량과 섭취식품군 다양성(dietary diversity score, DDS),

1일 섭취식품가짓수(dietary variety score: DVS), 식품군별

섭취유형(GMVDF)을 조사하였다. 대사증후군으로 판명된

사람은 158명(30.9%)으로 남자 89명(32.8%), 여자 69명

(28.6%)으로 나타났으며, 대사증후군 요인 중에서 발현비율

이 가장 높은 지표는 허리둘레로 40.5%였으며, 허리둘레>고

혈압>고중성지질혈증>저HDL-콜레스테롤혈증>고혈당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 대사성 증후군은

곡류, 당류, 채소류, 육류, 유지류, 총 식품섭취량이 많았고,

여자 대사증후군군은 감자 및 전분류, 두류, 채소류, 음료류,

조미료류, 총 식품섭취량이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많았다. 총 식품섭취량에 대한 식물성식품량 비율은 74.4

%～78.2%였다. DDS의 평균값은 3.82～4.04로 비대사증후

군과 대사증후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DVS는 남자

비대사증후군 16.3±3.5, 남자대사증후군 19.4±3.7, 여자 비

대사증후군 15.2±3.3, 여자대사증후군 17.0±3.8로 대사증

후군군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GMVDF 유형에서 남자는 비

대사증후군에서는 11101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군은

모두 11111 유형이 가장 많아 30.7%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그 다음은 11101 유형, 01111 유형 순이었다. 대사증후군

의 영양소섭취가 비대사증후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은 남자는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이었고 여자는 열

량, 지방, 엽산이었으며, 남자 비대사증후군의 식이섬유소

섭취량이 19.0 g으로 대사증후군 17.6 g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높았다.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권장섭취

량 이상 섭취한 영양소는 단백질, 인, 철분, 나트륨,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비타민 E, 아연이었고, 권장섭취량

보다 부족하게 섭취한 영양소는 칼슘, 식이섬유소, 칼륨, 비

타민 B2, 비타민 C였다. 비대사증후군에 비하여 대사증후군

의 식품섭취량, DDS, DVS가 높아 식사의 질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동물성식품 섭취량, 지방, 콜레스테롤은 많고 식이섬

유소는 부족한 식사를 하여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데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는 서울과 전북지역의

2개 보건소 건강검진센터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

한은 있으나 대사증후군자의 발현 유형과 식품섭취 및 영양

소섭취량을 알아봄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감소를 위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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