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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abdominal obesity (“AO”) with co-morbidity and mortality is well established. This 
study assess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O, which was defined as a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and ≥85 cm for women, in the group aged over 65 years. A total of 1,435 subjects were analyzed among 
the participants of the 2014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tatistical methods for 
a complex sample were applied by using a SPSS program (ver. 25.0). AO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females.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heavy drinking (OR: 1.53), no weight 
training (OR: 0.68), stressful mental status (OR: 0.61), ba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EQ_5D, OR: 1.45), 
hypertension (OR: 2.18), prediabetes (OR: 1.94), diabetes (OR: 1.63), low HDL-cholesterol (OR: 1.86), anemia 
(OR: 0.55), and heavy energy intake (OR: 1.41)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prevalence of AO after 
adjustment for gender. Heavy drinking (OR: 1.89), bad self-rating of health status (OR: 1.72), low 
HDL-cholesterol (OR: 1.85), heavy energy intake (OR: 1.79), low intake of riboflavin (OR: 1.60) were still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prevalence of AO after adjustment for gender and body mass index (BMI), this 
study suggests that certain characteristics of health habits, mental health status, and chronic diseases may be 
associated with AO. This study did not establish the existence of relationship between nutrient intakes, except 
for riboflavin, and risk of AO, but this study suggests that prospective research is needed to establish causal 
connections among tho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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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부비만은 건강에 부정적인 심혈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VanItallie 1998; Lee 등 2008), 여러 가

지 질환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Zhang 

등 2008; Carmienke 등 2013; Lee 등 2018; Kim 등 

2019b). VanItallie(1998)는 허리둘레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보다 비만 관련 질환 예측에 유용하

다고 하였고, Lee 등(2008)은 메타분석 결과 남녀 모

두에서 복부비만의 심혈관 위험 관련성이 체질량지수

보다 높다고 하였다. Zhang 등(2008)의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서 복부비만은 모든 원인, 심혈관계 질

환,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였으며, 심지어 정

상 체중인 경우에도 복부비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였다고 한다. 또한 Lee 등(2018)의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폐경 전 여성에서 체질량지수

를 보정한 경우에도 허리둘레 증가가 유방암 위험률

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건강

검진 자료를 분석한 Kim 등(2019b)의 연구에서 체질

량지수를 보정한 경우에도 허리둘레 증가는 모든 원

인으로 인한 사망위험률을 증가시켰고, 정상 체중과 

과체중에서도 허리둘레 증가에 따른 사망위험률 상승

을 가져왔다. 특히, 60∼65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의하면(Lim 등 2011)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이 유

사한 경우에도 아시아인은 백인보다 비만 관련 대사

성 질환의 원인인 복부 내장지방이 더 많다고 하여 

아시아인인 우리나라 사람의 복부비만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우

리나라 65세 이상 복부비만 유병률은 2008년 39.5%, 

2010년 38.9%, 2012년 35.0%로 최근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볼 때 30대 21.6%, 40대 

21.8%, 50대 23.9%, 60대 32.9%, 70세 이후 34.1%로 

복부비만 유병률은 대부분 50대 이후 상승하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복부비만 유병률은 40∼45세 

18.3%에서 75∼79세 34.7%로 80세 이전까지 점차 증

가한다고 하였다(Seo 등 2018).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 이상) 진입 이후 2005년 9.3%, 2010년 

11.3%, 2015년 13.9%를 지나(Statistics Korea 2019) 

2018년 14.3%가 되어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로 진입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18),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복부비만 유병률과 인구 비율이 높으

므로 노인의 복부비만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복부비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혈액 지표, 골밀도, 

질환 유병률이나 사망률 관련 분석(VanItallie 1998; 

Lee 등 2008; Zhang 등 2008; Kim 등 2019a; Kim 등 

2019b)을 비롯하여 건강 관련 생활습관 요인(Paek & 

Hong 2006; Oh 2009; Kim 등 2014; Park 등 2017; 

Wulaningsih 등 2017; Jeon 2018), 정신건강 요인 

(Jeon 2018), 식사 및 영양소섭취 요인(Kim 등 2014; 

Song & Park 2015; Ham 등 2018) 분석 등이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초로 노인 대상 

복부비만과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영양섭취 

부족 등의 관련성을 다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체질량지수를 추가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과 생활습관, 정신건강, 질환, 영양소섭취 부

족 등에 대한 관련성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복부비만과 건강 관

련 습관, 정신건강 및 영양소섭취 부족과의 관련성을 

체질량지수 보정 여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복부비만 예방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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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EXP-03-5C)을 받아 수행된 2014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복부비만에 대한 자료에 결측치가 있거

나, 에너지 섭취가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이

상인 대상자를 제외한(Yu & Song 2015; Lee 2018) 

1,43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정상군(944명)과 복부비만군(남자: ≥90 cm, 

여자: ≥85 cm; 491명)으로 구분하였다(Choi 등 2004; 

Lee 등 2007; Oh 2011).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반특성에 따라 복부비만 유병률에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특성

을 보정한 후에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 관련 습

관, 우울,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고혈압, 당뇨병 등

의 질환, 주요한 영양소섭취 부족에 따른 복부비만의 

교차비를 측정하였다. 또한 체질량지수를 추가로 보

정한 후에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주요한 

영양소섭취 부족에 따른 복부비만의 교차비를 측정하

였다. 복부비만 판정 기준이 되는 허리둘레 측정방법

은 대상자에게 양발 간격을 25∼30 cm 정도 벌리고 

서서 체중을 균등히 분배시키도록 한 후, 숨을 편히 

내쉰 상태에서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

의 중간지점을 수성펜으로 표시한 후, 표시된 위치를 

줄자로 감아 줄자가 바닥과 수평면을 이루는 것을 확

인하면서 줄자가 피부를 누르지 않을 정도로 하여 

0.1 cm까지 허리둘레를 측정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1) 일반특성

일반특성은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나이를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으로, 교육

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

였고,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 균등화 소득(=가구월소

득/√가구원수: 가구월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에 따라 하, 중하, 중상, 상으로 구분한 개인

소득 사분위수를 사용하였다. 나이는 대상 집단의 평

균 나이를 비교하였다.

2) 건강 관련 습관 요인

건강 관련 습관 요인은 흡연, 음주, 과도한 음주, 

걷기,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흡연 

여부는 피운 적이 없음, 피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

는 피우지 않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음주 여

부는 월 1잔 미만과 월 1잔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

하였으며, 과도한 음주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여

자는 5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한 달 중 1일 이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걷기,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은 운동을 일주일에 1일 이상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 정신건강 요인

정신건강 요인은 우울증,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

스, 건강 관련 삶의 질로 구성하였다. 우울증 여부는 

PHQ-9을 사용하여 27점 만점 중 5점 이상을 우울증 

질환으로(Han 등 2008;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 Lee 2018), 주관적 건강상태(건

강수준에 대한 자기판단)는 좋음(매우 좋음, 좋음, 보

통)과 나쁨(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스트레

스는 많음(대단히 많이 느낌, 많이 느낌)과 적음(조금 

느낌,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건강 관련 삶의 질

(EQ-5D)은 평균값 0.87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Kang 등 2006; Lee 2014). 

4) 질환 요인

질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저 HDL-콜레스테

롤혈증, 빈혈을 분석하였다. 신체계측이나 생화학적 

지표에 따른 질환 구분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

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고혈압은 정상(혈압＜130/85 mmHg), 고혈압 전단계

(130/85≤혈압＜140/90 mmHg), 고혈압(혈압≥140/90 mmHg; 

고혈압약 복용)으로, 당뇨병은 정상(공복 시 혈당＜100 mg/dL), 

당뇨전단계(100≤공복 시 혈당≤125 mg/dL), 당뇨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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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rmal
Abdominal 

obese
P-value

Total (1,435) 944 (65.8)1) 491 (34.2)

Sex ＜0.001***

  Male 451 (71.8) 168 (28.2)

  Female 493 (60.8) 323 (39.2)

Residence area 0.116

  Urban area 632 (64.1) 354 (35.9)

  Rural area 312 (70.3) 137 (29.7)

Educational level 0.290

  ≤Elementary school 481 (62.8) 284 (37.2)

  Middle school 117 (69.7)  51 (30.3)

  High school 130 (68.0)  59 (32.0)

  ≥College  83 (71.3)  30 (28.7)

Income level2) 0.372

  Low 237 (68.0) 119 (32.0)

  Midium-low 252 (68.1) 113 (31.9)

  Midium-high 215 (61.6) 138 (38.4)

  High 232 (65.4) 118 (34.6)

Age (years) 73.2±0.23) 72.6±0.3 0.136
1) n (%)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2) Adjusted per capita income (monthly household incom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grouped by sex and ages

3) Mean±SE 
***P＜0.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chi-square test

복 시 혈당≥126 mg/dL; 당뇨병약 복용; 인슐린주사 

투여)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저 HDL-콜레스테롤혈

증(공복 시 HDL-콜레스테롤＜40 mg/dL), 빈혈(공복 시 

헤모글로빈 농도＜13 g/dL[M]; 12 g/dL[F])은 정상집단

과 질환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 영양상태 요인

영양상태 요인은 각 영양소섭취 부족 여부로 보았

으며, 조사 직전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으로부터의 

영양소섭취량 자료를 활용하였다. 에너지는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125%를 기준으로 부족과 과잉으로,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

아신, 비타민 C는 평균필요량을 기준으로 영양소섭취 

부족 여부를 구분하였다. 에너지 필요추정량과 각 영

양소의 평균필요량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당시

의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반영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한 SPSS 통계프로그

램(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의 범주형 일반특성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복부비만 여부에 따

른 평균연령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복부비만 유

병률과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영양소섭취 

부족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복부비만 여부를 종속변

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

(odds ratio; OR)와 교차비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구하였다. 복부비만 유병률이 성별 차

이를 보였으므로 성별 보정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교차비를 측정하였고, 체질량지수에 의한 교차

비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성별과 체질량지수 보정 후 

교차비를 측정하였다. 

결 과 

1. 일반특성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률 

대상자 1,435명 중 복부비만 유병률은 34.2%(491명)

였다(Table 1). 대상자의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

준은 복부비만 유병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남자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28.2%였고 여자는 

39.2%로 성별은 복부비만 유병률과 관련성을 나타냈

다(P＜0.001).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정상군과 복부비

만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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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ds ratios for abdominal obesity related to health habits.

 Characteristics
Abdominal obese Adjusted odds ratio1) Adjusted odds ratio2) 

% (SE)3) (95% CI)4) (95% CI)5)

Smoking

  No 37.2 (2.2) Reference Reference

  Quit 28.9 (2.7) 0.93 (0.59∼1.45) 0.96 (0.50∼1.84)

  Yes 27.5 (4.4) 0.84 (0.49∼1.50) 1.22 (0.54∼2.74)

Drinking

  No6) 33.4 (2.2) Reference Reference

  Yes 33.8 (2.7) 1.29 (0.91∼1.82) 1.24 (0.81∼1.89)

Heavy drinking

  No 34.0 (1.7) Reference Reference

  Yes7) 36.5 (4.4) 1.53* (1.02∼2.29) 1.89* (1.14∼3.12)

Walking

  Yes8) 34.1 (2.0) Reference Reference

  No 37.9 (3.6) 1.14 (0.80∼1.63) 1.28 (0.80∼2.04)

Weight training

  Yes9) 38.5 (3.5) Reference Reference

  No 33.8 (1.9) 0.68* (0.49∼0.96) 0.88 (0.57∼1.36)

Stretching

  Yes10) 34.0 (2.4) Reference Reference

  No 35.4 (2.3) 1.05 (0.80∼1.39) 1.08 (0.72∼1.61)
1) Sex-adjusted odds ratio
2) Sex and BMI-adjusted odds ratio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4,5) 95% confidence level
6) ＜1 glass/month
7) ≥7 glasses/event and ≥1 days/month 
8-10) ≥1 days/week 
*P＜0.05,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2. 복부비만 유병률 관련 요인

1) 건강 관련 습관 요인

성별 보정 후와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건강 

관련 습관 요인에 대한 교차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 보정 후 과도한 음주를 하는 집

단은 과음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교차비가 1.53배 유

의하게 높았고(P＜0.05),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

은 근력운동을 하는 집단에 비해 교차비가 0.68배로 

나타났다(P＜0.05).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운동 

여부, 유연성 운동 여부는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관련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음주를 과도하게 하는 집단은 과음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교차비가 1.89배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근

력운동의 관련성은 없어졌다.

2) 정신건강 요인

성별 보정 후와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정신

건강 요인에 대한 교차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 보정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의 교

차비가 0.61배로 나타났으며(P＜0.05), 건강 관련 삶의 

질인 EQ-5D가 낮은 집단의 교차비가 1.45배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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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for abdominal obesity related to mental health status.

Characteristics
Abdominal obese Adjusted odds ratio1) Adjusted odds ratio2) 

% (SE)3) (95% CI)4) (95% CI)5)

Depression

  Normal 35.7 (1.9) Reference Reference

  Depression (PHQ-9 score6) ≥5) 32.7 (3.1) 0.79 (0.59∼1.05) 1.26 (0.82∼1.95)

Self-rating of health status

  Good or fair 32.9 (2.0) Reference Reference

  Bad 38.8 (2.8) 1.23 (0.93∼1.62) 1.72** (1.22∼2.42)

Stress

  Low 35.0 (1.9) Reference Reference

  High 26.4 (3.6) 0.61* (0.42∼0.90) 0.95 (0.60∼1.5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Good (EQ_5D7) ≥0.87) 30.5 (2.3) Reference Reference

  Bad (EQ_5D ＜0.87) 40.8 (2.4) 1.45** (1.11∼1.90) 1.24 (0.84∼1.83)
1) Sex-adjusted odds ratio
2) Sex and BMI-adjusted odds ratio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4,5) 95% confidence level
6) PHQ-9 score is depression severity rating (the sum of 9-item scores each assigned a value of 0∼3, for a range of possible scores of 0∼27)
7) EQ_5D is EuroQol 5 Dimens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0.05, **P＜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났으나(P＜0.01), 우울증 여부와 주관적 건강평가는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

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나쁘

다고 한 집단의 교차비가 1.72배(P＜0.01)로 나타났으

나,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련성은 없어

졌다.

3) 질환 요인

성별 보정 후와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질환 

요인에 대한 교차비 측정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다. 성별 보정 후 질환과 관련된 교차비는 고혈압 집

단은 2.18배(P＜0.001), 당뇨전단계와 당뇨병 집단은 

각각 1.94배, 1.63배(P＜0.01)를 나타냈고, 저 HDL-콜

레스테롤혈증 집단은 1.86배(P＜0.001)를 나타냈으나, 

빈혈 집단은 0.55배(P＜0.05)로 나타났다. 성별 및 체질

량지수 보정 후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집단은 1.85배

(P＜0.01)를 나타냈으나, 고혈압, 당뇨병, 빈혈의 관련

성은 없어졌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중성

지방혈증은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4) 영양소섭취 부족 요인

에너지 섭취 부족은 성별 보정 후와 성별 및 체질

량지수 보정 후에, 그 외 다른 영양소섭취 부족은 성

별 및 에너지 섭취량 보정 후와 성별, 체질량지수 및 

에너지 섭취량 보정 후에 교차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에너지 섭취 과잉 집단은 

1.41배(P＜0.05)의 교차비를 나타냈고, 체질량지수를 

추가 보정하였을 때 1.79배(P＜0.01)의 교차비를 나타

냈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만으로의 섭취가 복부

비만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

다. 추가로 체질량지수를 보정했을 때 리보플라빈 섭

취 부족 집단은 1.60배(P＜0.05)의 교차비를 나타냈다. 

즉,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에서 복부비만 유병률이 

1.60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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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tios for abdominal obesity related to chronic diseases.

Characteristics
Abdominal obese Adjusted odds ratio1) Adjusted odds ratio2) 

% (SE)3) (95% CI)4) (95% CI)5)

Hypertension

  Normal 23.8 (3.0) Reference Reference

  Prehypertension6) 27.4 (3.3) 1.21 (0.80∼1.82) 1.00 (0.58∼1.73)

  Hypertension7) 41.3 (2.1) 2.18*** (1.53∼3.10) 1.27 (0.79∼2.05)

Diabetes

  Normal 28.4 (2.2) Reference Reference

  Prediabetes8) 42.9 (4.4) 1.94** (1.32∼2.84) 1.42 (0.81∼2.47)

  Diabetes9) 38.2 (3.5) 1.63** (1.12∼2.38) 1.04 (0.66∼1.65)

HypoHDL

  Normal 32.0 (1.8) Reference Reference

  Abnormal10) 44.4 (3.9) 1.86*** (1.34∼2.57) 1.85** (1.18∼2.90)

Anemia

  Normal 36.1 (2.0) Reference Reference

  Abnormal11) 23.7 (4.1) 0.55* (0.34∼0.89) 0.70 (0.41∼1.18)
1) Sex-adjusted odds ratio
2) Sex and BMI-adjusted odds ratio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4,5) 95% confidence level
6) 130 mmHg≤Systolic blood pressure<140 mmHg or 85 mmHg≤Diastolic blood pressure<90 mmHg
7) Systolic blood pressure≥140 mmHg or Diastolic blood pressure≥90 mmHg or drug
8) 100 mg/dL≤Fasting blood glucose≤125 mg/dL
9) Fasting blood glucose≥126 mg/dL or drug or insulin
10) HDL-cholesterol<40 mg/dL
11) Hemoglobin<13 g/dL(M);12 g/dL(F) 
*P＜0.05, **P＜0.01, ***P＜0.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고 찰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복부비만 유병률이 

34.2%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기초로 한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이 고혈압 

60.5%, 고콜레스테롤혈증 25.5%, 당뇨병 23.0%, 고중

성지방혈증 14.9%, 빈혈 13.7%였으므로 복부비만 유병

률은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환 유병률보다 높은 편으

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노인의 건강증진 측면에서 볼 때 복부비만 관

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

의 경우 성별은 복부비만 유병률과 관련성을 나타냈

다고 했는데, 70세 이상 중국 노인의 경우도 여자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35.9%로 남자의 21.1%보다 높았

으며(Zhai 등 2017), 우리나라 20∼80세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자 19.8%, 여자 24.5%로 남자

에 비해 여자의 복부비만 유병률이 높았다(Lee 등 

2007). 한편, 대상자의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은 복부비만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

았는데, Park 등(2017)은 40∼69세의 중년 성인의 경

우 중졸 이하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57.5%로 중졸 이

상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두 연구결과를 비교해볼 

때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복부비만 유병률과 교육수

준과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별 보정 후 과도한 음주를 하는 집단의 교차비

가 1.53배,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교차비가 

0.68배로 나타났으며,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운

동 여부, 유연성 운동 여부는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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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s for abdominal obesity related to nutrients intake levels. 

Nutrients
Abdominal obese Adjusted odds ratio1) Adjusted odds ratio2) 

 % (SE)3) (95% CI)4) (95% CI)5)

Energy 

  75∼125% EER6) 33.3 (2.3) Reference Reference

  ＜75% EER 32.4 (2.5) 0.947)  (0.70∼1.26) 1.178) (0.82∼1.67)

  ＞125% EER 40.7 (3.5) 1.417)* (1.05∼1.88)  1.798)** (1.25∼2.57)

Protein

  ≥EAR9) 35.4 (2.0) Reference Reference

  ＜EAR 31.4 (2.5) 0.89 (0.66∼1.21) 0.96 (0.61∼1.51)

Calcium

  ≥EAR 36.0 (3.4) Reference Reference

  ＜EAR 33.8 (1.8) 0.97 (0.70∼1.35) 1.32 (0.7082∼2.13)

Iron

  ≥EAR 34.5 (1.8) Reference Reference

  ＜EAR 31.5 (4.8) 1.01 (0.61∼1.67) 0.91 (0.43∼1.90)

Vitamin A

  ≥EAR 34.8 (2.5) Reference Reference

  ＜EAR 33.8 (2.0) 1.03 (0.78∼1.35) 1.23 (0.85∼1.80)

Thiamin

  ≥EAR 34.3 (2.0) Reference Reference

  ＜EAR 33.7 (3.5) 1.12 (0.74∼1.70) 1.10 (0.64∼1.91)

Riboflavin

  ≥EAR 33.9 (2.8) Reference Reference

  ＜EAR 34.4 (1.8) 1.24 (0.93∼1.66) 1.60* (1.10∼2.31)

Niacin

  ≥EAR 34.2 (2.5) Reference Reference

  ＜EAR 34.2 (2.0) 1.14 (0.84∼1.56) 1.47 (0.97∼2.24)

Vitamin C

  ≥EAR 35.5 (2.3) Reference Reference

  ＜EAR 33.2 (2.1) 0.96 (0.75∼1.24) 1.14 (0.80∼1.60)
1) Sex and energy-adjusted odds ratio
2) Sex, energy and BMI-adjusted odds ratio
3) Estimated proportion by SPSS statistics complex samples (standard error)
4,5) 95% confidence level
6)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7) Sex-adjusted odds ratio
8) Sex and BMI-adjusted odds ratio
9)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P＜0.05, **P＜0.01,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evaluated by logistic regression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허리둘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Paek & Hong 2006) 결과, 20∼34세 남성은 흡연기간

이, 35세 이상 남성은 음주량이, 35∼49세 여성은 음

주량이 허리둘레 증가와 관련성을 나타냈다고 하여 

성별, 나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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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과도한 음주를 하는 

집단의 교차비가 1.89배 유의하게 높았으나, 근력운동

과의 관련성은 없어졌다. Oh(2009)의 연구와 Park 등

(2017)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음주가 복부비만의 위험

을 높인다고 하였고, Jeon(2018)의 연구에서도 우리나

라 남성 노인의 폭음빈도가 매주 1회 이상인 경우에 

비해 매월 1회 미만으로 낮은 집단의 복부비만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교차비 0.45)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 보정 후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복부비만 유병률이 유의하

게 더 낮았으나 체질량지수로 보정했을 때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근육운동 여부와 

복부비만 유병률의 관련성은 체질량지수로 인한 영향

과 중복되는 것이며, 비만이나 복부비만인 노인에서 

근육운동을 더 많이 한 결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별 보정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의 교차

비가 0.61배로, 건강 관련 삶의 질인 EQ-5D가 낮은 

집단의 교차비가 1.45배로 나타났으나, 우울증 여부와 

주관적 건강평가는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관련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의 복

부비만 유병률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집단의 0.61배

였으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은 집단에 비해 

1.45배 높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운동능력, 자기

관리, 일상활동, 통증ㆍ불편, 불안ㆍ우울의 5개 문항

에 대한 자기 인식을 평가하는 내용인데(Kang 등 

2006; Lee 2014), 복부비만인 경우 운동능력, 자기관

리, 일상활동 등이 정상 체중에 비해 어려우므로 복

부비만 유병률이 높은 집단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

정 후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나쁘다고 한 집단의 교차

비가 1.72배로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와 건강 관련 삶

의 질의 관련성은 없어졌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Jeon 2018)에서 여자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인 경우에 비해 ‘보통’인 경우 복부비만 발

생률이 유의하게 감소(교차비 0.65)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

상’인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 보정 후 질환과 관련된 교차비는 고혈압 집

단은 2.18배, 당뇨전단계와 당뇨병 집단은 각각 1.94배, 

1.63배를 나타냈고,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집단은 

1.86배를 나타냈으나, 빈혈 집단은 0.55배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및 체질량지수 보정 후 저 HDL-콜레스테

롤혈증 집단은 1.85배를 나타냈으나, 고혈압, 당뇨병, 

빈혈의 관련성은 없어졌으므로 고혈압, 당뇨병, 빈혈

은 체질량지수에 의한 영향과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체질량지수에 비해 복부비만이 심혈관계 질환

의 위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구별하는 더 좋

은 지표라고 하면서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지표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고 한 Lee 등(2008)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를 보정했을 때 고혈압, 당뇨병의 관련성이 없어

지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에너지 섭취 과잉 집단은 1.41배의 교

차비를 나타냈고, 체질량지수를 추가 보정하였을 때 

1.79배의 교차비를 나타냈으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가 복부비만의 유병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추가로 체질량지수를 보

정했을 때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 집단은 1.60배의 교

차비를 나타냈다. 노인의 복부비만과 식습관 및 영양

소섭취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Song & 

Park(2015)은 식사횟수와 각 끼니 식사 여부에 따른 

복부비만과 체질량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데, 다중회귀분석에서 하루 식사 횟수는 체질량지수

에 의한 비만과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복부비만과 관

련성이 없다고 하였고, Park 등(2014)은 여자에서 당

질 에너지비가 55∼70%인 적정군에 비해 70%를 초

과한 과다군의 복부비만 위험이 낮았으나 남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의 복부

비만과 영양소 관련 연구는 여성의 경우 복부비만군

에서 리보플라빈, 칼슘 섭취의 질이 낮았다고 한 연

구(Kim 등 2014), 복부비만 여성에서 비타민 A, 카로

티노이드, 라이코펜 등의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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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 연구(Ham 등 2018), 여성에서 다가불포화

지방산 섭취수준이 증가할 경우 복부비만 발생이 낮

아진다고 한 연구(Park 등 2012)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복부비만 여부와 여러 요인

과의 관련성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자료를 1일만 조사하여 대상자의 일상적인 평균

섭취량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

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

뢰도를 확보하였고, 우리나라 노인의 복부비만 유병률

의 관련성을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영양소

섭취 상태 등 여러 측면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

치가 있으며,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에 여러 요인의 

복부비만 유병률과 관련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도 가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복부비만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복부비만과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및 영양소섭취 부족과의 관련성을 SPSS 통계프

로그램의 복합표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중 복부비만 유병률은 34.2%였고, 

남성 28.2%, 여성 39.2%로 복부비만 유병률은 성

별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수준, 나이에 따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별 보정 후 과도한 음주를 하는 집단의 복부비

만의 교차비는 1.53배 높았고, 체질량지수를 추가 

보정한 경우에도 1.89배의 교차비를 나타내 과도한 

음주를 조절하는 것이 복부비만의 예방과 조절에 

중요함을 제시했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성별 보정 후 0.68배의 교차비를 나타냈으나, 체질

량지수를 추가 보정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어졌

다.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운동 여부, 유연성 

운동 여부는 복부비만 유병률과 관련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3. 성별 보정 후 복부비만의 교차비는 스트레스를 많

이 받는 집단은 0.61배,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평균

보다 낮은 집단은 1.45배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

수를 추가 보정한 경우 이들 요인은 관련성이 없

어졌고,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나쁘다고 한 집단의 

교차비는 1.72배로 나타났다. 

4. 성별 보정 후 복부비만의 교차비는 고혈압 집단 

2.18배, 당뇨전단계와 당뇨병 집단은 각각 1.94배, 

1.63배,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집단은 1.86배, 빈

혈 집단 0.55배로 나타났다. 체질량지수 추가 보정 

후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집단은 1.85배를 나타

냈으나, 고혈압, 당뇨병, 빈혈의 관련성은 없어졌

다.

5. 성별 보정 후 복부비만의 교차비는 에너지 섭취 과

잉 집단 1.41배, 체질량지수를 추가 보정하였을 때 

1.79배였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미만으로 섭취하

는 경우는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체질량지

수 추가 보정 후에는 리보플라빈 섭취 부족 집단

이 1.60배의 교차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복부비만 유병률이 심혈관

계 관련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므로 심혈관계 질

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복부비만 관리가 필요함

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복부비만을 예방하기 위

한 중재방법으로 리보플라빈 등 부족하기 쉬운 영양

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식품 지원과 과음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 상충하는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건강 관련 습관, 정신건강, 질환 및 

영양소섭취 부족 등 관련 요인들이 복부비만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향적 코호트연구도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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