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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와 체력변인 간의 연관성
- 제 6~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4~2019) 대상으로 -

우 승 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은 심장과 혈관 쟁애를 의미하는 포괄

적인 질환으로 전 세계 사망 중 약 32%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의 44%

를 차지하고 있다. CVD는 무엇보다도 1차 예방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CVD 위험

지수는 CVD의 중요성 및 예방을 알리고,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원을 대변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

로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제시한 Framingham Risk Score(FRS) 및 위험지수를 국내인원에 

적용해 보았다. 분석과정에서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신체활동을 인구학적 특성 변

인으로서의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으로 하여 악력과 함께 

종합 체력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FRS 모델의 적

용과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모델에서 신체활동과 체력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8기 참여인원 중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에 참

여한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만 20~79세 총 29,670명(남자: 44.2%, 여

자: 55.8%)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만, 혈압(수축기, 이완기),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제시한 Framingham Global Score(2008)를 활용하

여 FRS 및 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신체활동 및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

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체력

과 CVD 위험지수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

용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혼동변수로 연령, 음주, 교육수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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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득, 중고강도 신체활동, 좌식신체활동를 보정하였다.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은 남·여 모두 이완기 혈압을 제외한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

는 유용한 변인이며, 신체활동에 따른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안정시 심박수는 남·여 모두 모든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지만,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와는 연관성이 적었다. 

셋째, 악력은 남·여 모두 모든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

이며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력 수준 조합에 따른 CVD 위험지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에서 안정시 심박

수와 악력 모두 양적반응관계를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낮으면서 악

력이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위험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체활동과 체력은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와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안정시 심박수의 경우 CVD 위험지수와 연

관성이 적었지만, 신체활동과 안정시 심박수는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

는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RS를 국내인원에게 적용할 때 기존 모

델을 사용하기 보다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신체활동과 안정시 심박수를 활

용하게 되면 특히, 남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D 위험모델의 

정확도 및 타당도 향상과 여성 CVD 예측을 위하여 향후 추가적인 종단적 연구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음과 동시에 신체활동 및 체

력뿐만 아니라 CVD와 연관이 있는 잠재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체력,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Framingham Risk Score,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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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CVD)은 심장과 혈관의 장애를 의미하는 포

괄적인 질환으로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발표에 따르

면 CVD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사망원인의 약 32%를 차지하는 1위 질환이다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ardiovascular-diseases-(cvds)). 

우리나라의 경우 심장질환이 전체 사망률의 44.9%를 차지하는데, 사망원인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람이 10만 명당 63명으로 악성신생물(10

만명당 160.1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하

지만 심장질환뿐 아니라 혈관 장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CVD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42.6명,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인

구 10만 명당 16.5명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구는 10만 명당 11.9명

까지 포함됨으로써, CVD 및 CVD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더욱 높아진다. 

CVD로 인한 사망률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

다. 노화(Aging)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리학적 기능의 퇴화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의료기술과 공중보건의 발달로 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서, 이는 OECD 평균 기대수명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통계청, 2020). 이에 따라 2000~2020년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 추이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00년: 남자-7.0%, 여자-8.0%, 2010년: 남자-8.8%, 여자

-11.6%, 2019년: 남자-10.1%, 여자-13.0%, 2020년: 남자-10.2%, 여자-12.9%), 만

일 심장질환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은 각각 1.4년, 1.3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통계청, 2020). CVD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노화 이외에 혈압(수축

기, 이완기), 비만(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Triglycerides, TG), High Density Lipoprotein(HDL) 콜레스

테롤, 총 콜레스테롤 등을 들 수 있다(Lee et al., 2012).

CVD의 대표적인 질병을 살펴보면 심근경색(Cardiac arrest), 뇌졸중(Stroke), 관상

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

한 질병에 대한 인지율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인지율이 낮

다고 할 수 있다. CVD는 무엇보다도 일생에 걸쳐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cardiovascular-diseases-(c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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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1차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 특히 건강

한 생활 습관은 가족력, 연령, 유전과 같은 유전적 요인과 달리 중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1차 예방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는 금주, 

금연, 규칙적인 신체활동, 건강한 식습관 등을 들 수 있다. 

신체활동은 기초대사량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가 발생되는 골격근의 수축을 의미하

는 것으로, CVD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와 WHO는 

성인과 노인에게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또는 고강도 75분)과 주 2회 이

상의 주요 근력운동을 권고하고 있다(ACSM, 2018). 신체활동과 건강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신체활동은 대사증후군 및 특정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였으며(Reiner et al., 2013),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고혈압, 제 2형 당뇨, 대장암, 유

방암, 골다공증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1997). 또한 22년간 

45~64세 성인을 추적관찰한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은 CVD, 심부전, 관상동맥질환의 발

병률과 역상관관계에 있으며(Bell et al., 2013), 미국 당뇨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2007)와 Li 등(2013)은 신체활동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률 간

의 양적반응관계(Does-response)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흔히 신체활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는 것이 운동과 체력인데, 체력은 건강 또

는 스포츠 관련 기술과 관련된 속성이며, 이를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신체활동이 운동이다(Caspersen et al., 1985). 건강상 이득은 <그림 1>과 

같이 “신체활동량의 증가-체력의 증가-건강 유지/향상”과 같은 일련의 일반적 과정을 

거쳐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체활동 또는 체력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신체활동, 

운동, 체력과 건강 간에 연관성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력 역시 

CVD 및 위험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지니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

동을 통한 심폐지구력 향상은 CVD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지 등, 

2012; AI-Mallah & AI-Qunaibet, 2018; Lavie et al., 2015). 이러한 효과의 주된 

기전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아디포넥틴 수용체 활성제인 아디포론의 작용이 대사질

환 뿐만 아니라 심장 비대 및 손상 완화, 혈관 이완 작용, 심혈관 보호 효과를 지닌

다는 것과(조은희 & 이세원, 2019; Hong et al., 2016; Hu et al., 2019; Zhang et 

al., 2018)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대사율 상승 및 염증관련 요인의 개선으로 CVD 및 

위험요인 발병률이 감소되는 것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Hamer et al., 2012).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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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선행연구의 심폐체력은 왕복달리기, 최대산소섭취량(VO2max), 최대산소

소비량(VO2peak) 등과 같은 전문체력 측정 항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출처: BLAIR, S., Cheng, Y., & Holder, J. S. (2001). Is physical activity or physical 
fitness more important in defining health benefit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3(6).

<그림 1. 신체활동,체력과 건강 간의 연관성>

최근에는 안정시 심박수의 중요성도 제고되고 있다. 전용관 & 박동혁(2020)의 연구

에 의하면, 안정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제 2형당뇨, 고혈압, CVD 및 암까지도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시 심박수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

으며(Fox et al., 2007), 이를 흔히 ‘운동선수심장(athletics’ heart)‘으로 불리고 있

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은 주로 심장 기능의 향상 및 

심장구조의 변화로 설명되고 있으며(Boyett et al., 2013; Maron & Pelliccia, 2006; 

Molina et al., 2013), 전문적인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을 시행하

는 일반인도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안정시 심박수는 심폐체력을 평가 

할 수 있는 대체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박수를 활용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운동시 심박수의 변화 및 안정시 심박수의 변이도를 이용한 연구(이온 

등, 2019; 한현오 등, 2020; Nunan et al., 2010; Thayer et al., 2012)는 많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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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반면,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으로 삼아 건강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

는 아직 학문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활동과 체력은 CVD 및 위험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신체활동과 체력 중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

여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LAIR et al,. 2001; Eaton et 

al., 1995). 

한편 CVD 및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습관 이외에도 CVD의 중요

성 및 인식 확대를 위해서 ‘위험률(Hazard ratio: HR)’, ‘상대적 위험률(Relative 

Risk: RR)’, 건강나이(effective age)’ 등과 같은 지수를 이용한 CVD 위험 모델도 개

발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사람들에게 CVD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의료인에게는 CVD 

위험군을 선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Mahmood et al., 2014). CVD 위험 모델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모델은 Framingham Risk Score(FRS), Prospective Cardiovascular Munster 

Study(PROCAM), QRISK, Reynolds risk score, Systematic COronary Risk 

Evaluation(SCORE)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FRS는 CVD 관련 연구의 초

석이라 할 수 있는 Framingham Heart Study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Framingham Heart Study는 CVD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한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등 CVD에 많은 기여를 한 연구라 할 수 있다(Mahmood et al., 2014). 

이러한 CVD 위험 모델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위험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

기 위한 연구가 많다(Gander et al., 2014; Piwońska et al., 2010). 하지만 위험모

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는 아직 통일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면 FRS 위험모델의 경우 주로 미국인에게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반

면 유럽인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Empana et al., 2011), 아시아인

과 한국인에게도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hn et al., 2006; Chia, et, al., 

2015; Liu et al., 2004). 하지만 아시아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SCORE 모델과 FRS 

모델 그리고 WHO/국제고혈압연합(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 ISH)의 

CVD 위험 예측 모델의 적합성을 비교한 Selvarajah 등(2014)의 연구에 의하면 아시

아 남자에게는 SCORE 모델이 더 적합하며 아시아 여자에게는 FRS 모델이 더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엇보다도 CVD 위험모델을 개발할 당시의 

연구대상자 특이성이 위험모델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기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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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다른 인종을 대상으로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모델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많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CVD 위험모델을 사용할 때 연구대상의 특성을 보정하

여 사용할 것을 권장되고 있다(Collins & Moons, 2012; Jee et al., 2014; Zomer 

et al., 2011). 

그 밖에도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CVD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1차 예방이 중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CVD 및 위험요인이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 되기 때문에 대부

분의 중년층 또는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Lee et al., 2018; Shim 

& Yoo, 2020), 체력 및 신체활동과 CVD 위험률의 연관성을 알아본 몇몇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최읜희 & 서지영, 2011; Baek et al., 2018; 

Park & Park, 2017). 또한 CVD이 다양한 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기존 위험요

인에 새로운 위험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위험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었지만(De Kleijn et al., 2010; Nozaki et al., 2009; Paynter et al., 

2009), 체육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안정시 

심박수는 최근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체육

학적 관점에서도 심폐 체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FRS 모델을 

적용해보고,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

석과정에서 CVD 위험 모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됨에 따라 신체활동을 활용하였으며,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으로 하여 악력

과 함께 종합 체력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FRS 모

델의 적용해 보고, CVD 위험지수 모델에서 신체활동과 체력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8기 데이터를 기

반으로 만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 및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

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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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1) 신체활동과 체력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2)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횡단적 자료(cross-sectional data)로서 변인 간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5. 용어의 정의

1) 심혈관질환 및 위험요인

심혈관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심장병은 태어날 때부

터 있는 선천성 심장병과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후천성 심장병이 있으며, 심장의 구조

를 심장 근육, 심장 혈관, 판막, 심장 전기 신호를 담당하는 전도계로 나눌 수 있듯이 

심장병도 각 부위에 생기는 질환들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혈관계 질환은 대동맥, 폐동맥, 경동맥, 뇌혈관, 신장동맥, 하지 동맥(장골 동

맥, 대퇴 동맥 등) 등의 주요 동맥이 막히거나 늘어나거나 터지는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며, 주된 원인으로 (죽상)동맥경화증, 고혈압, 퇴행성 변화, 유전 등을 들 수 있

다. 또한 심혈관질환의 주요 질병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 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

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이 있다.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주된 위험요인은 혈압, 비만,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을 꼽을 수 있다(Lee et al., 2012).

2)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의학적으로는 심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하여 과도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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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기보다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사용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인원을 분

별하고,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및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FRS, SCORE, Reynolds risk score 등을 

들 수 있다. 

3) 체력(악력 & 안정시 심박수)

체력이란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신체활동 가이드라인(2008)에 따르면 다양

한 일상생활을 과도한 피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력 중에서도 심박수는 유산소 체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심박수는 심

장이 혈액을 전신에 보낼 때 고동치는 속도, 즉 매 분당 박동수를 말하며, 이는 활동

근의 산소요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에 유산소 체력 요인으로 볼 수 있다(Huang 

et al., 2005). 일반적으로 성인의 안정시 심박수는 50~70회 이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인해 스포츠형 심장은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적정 운동강도를 설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력은 건강체력 변인 중 하나로 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을 의미한

다. 근력은 신체부위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장성 근력(동적인 움직임)과 등척성 근력

(움직임이 없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근 파워(muscular 

power)와 근 지구력(muscular endurance)로 나눌 수 있다. 근지구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들 수 있으며, 근 파워의 경

우 악력, 각근력, 배근력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악력은 신체 근력을 대표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며, 측정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여 많은 연구에서도 사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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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혈관질환 및 위험요인

심혈관질환이란 심장과 주요 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심장병은 발생시기 

및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혈관계 질환은 대동맥, 폐동맥, 뇌

혈관 등과 같이 주요 혈관계가 막히거나 늘어짐,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의

미한다. 심혈관질환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심혈관질환의 주요 질병으로는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

근경색증, 죽상경화증, 뇌혈관 질환, 부정맥을 들 수 있다. 각 질병에 대한 설명은 다

음과 같다. 

Ÿ 고혈압: 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을 의미하며, 수축기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

다. 

Ÿ 허혈성 심장실환: 심장근육에 충분하지 않은 산소가 공급되어 심근이 제기능을 하

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다. 

Ÿ 관상동맥질환: 심장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으로는 동맥경화로 

인한 관생동맥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협심증과 관

상동맥이 막혀 심근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을 들 수 있다. 

Ÿ 죽상경화증: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질병이다. 혈관의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세포 증식이 일어나서 죽처럼 물컹한 죽종이 형성되면서 

혈관벽은 두꺼워 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 주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

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콩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및 말초혈관에 발생하

여 허열성 심장질환, 뇌졸중, 신부전, 사지 허혈성 동맥질환을 유발한다. 

Ÿ 부정맥: 정상적인 심장근육은 일정한 리듬으로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지만, 부정맥

은 심장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는 심장 전도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의 수축

과 이완이 불규칙하거나,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린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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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혈압, 비만,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을 꼽을 수 있다(Lee et al., 2012). 각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Ÿ 혈압(Blood Pressure): 혈압은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의미한다. 심실이 수축하여 혈액이 동맥으로 흘러 갈 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며, 이완되었을 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은 수

축기 혈압이 140 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mmHg이상일 때를 의미하

며,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 또는 80 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 전 단계

로 정의하고 있다. 

Ÿ 비만(Obesity): 비만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비만을 진단하

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체질량지

수(BMI: Body Mass Index), 허리둘레,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 비율, 생체 임피

던스 검사 등을 들 수 있다. BMI 기준으로 25 kg/m2 이상(서양: 30 kg/m2)을 비

만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허리둘레의 경우 남자 90 cm, 여자 85 cm 이상을 기

준으로 삼고 있다. 

Ÿ 공복시 혈당(Fasting Glucose): 공복시 혈당은 8시간 동안 금식한 후 채혈하여 혈

당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상인은 일반적으로 100 mg/dL 미만이며, 126 mg/dL 

이상으로 측정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된다.

Ÿ 중성지방(Triglyceride):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로 우리 몸의 여러 곳

에 존재하고 있으며,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사용된

다. 정상인의 중성지방 수치는 150 mg/dL 미만이며, 150~199 mg/dL 인 경우 

경계, 200 mg/dL이상을 고중성지방혈증으로 진단한다. 

Ÿ 고밀도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는 혈관 벽

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른 콜레스테롤

과 달리 높은 수치일수록 좋은 것임으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있다. 40 

mg/dL보다 낮은 수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Ÿ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혈청 중의 에스테르형, 비에스테르형 콜레스테

롤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정상치는 150~250 mg/d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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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의료진에게 임

상적 가이드라인 제시(Modification, 2008)와, 환자 및 일반인에게 심혈관질환의 위험

성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동기

를 제공해 주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RS, SCORE, Reynolds risk score, 

QRISK 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심혈관질환 위험모델이다. 

1) Framingham Risk Score(FRS)

FRS는 미국에서 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CVD 위험 모델이며, 다양한 위험요인을 기

반으로 CVD 위험을 산출할 수 있다. Mahmood 등(2014)은 Framingham Heart 

Study에 대해서 기원과 주요 업적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40년대 

미국의 전체 사망 중 50%가 심혈관질환이었으며, 미국 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하게 되면서, 1948년 Framingham Heart study가 

시작하게 되었다. 1948~1952년까지 28~62세 5,209명을 대상으로 Orginal cohort를 

실시하였으며, 1957년 혈압이 165.95 mmHg 보다 높으면 관상동맥심장병의 위험이 

약 4배 증가한다는 것과 뇌졸중은 고혈압으로 인해 주로 발생되는 것을 밝히게 되었

다. 이후 1971년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하는 Offspring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4년간

의 추적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압증가에 따라서 관상동맥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이 증가하며, 관상동맥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완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이 연관

성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 Framingham Heart Study는 이후에 심혈관질환에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2년 Third Gneration, 2003년 

New Offspring Spouse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인뿐만 아니라 소수인종을 포

함하기 위하여 Omni cohort 연구를 1994년과 2003년에 실시하였다. 현재 일반적으

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FRS는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위험률을 제시하는 것으로 

1998년 발표되었으며,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조금씩 변경되었다.

심혈관질환에서 Framingham Heart Study는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

도 Framingham Heart Study는 CVD 위험요인 발견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 및 위험

성을 일반인에게 알렸으며, 의료인에게는 CVD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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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또한 다른 CVD 위험 모델의 개발 및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Kannel et 

al,. 2004). 

FRS 모델은 백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이외의 대상에게 FRS 

모델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D'Agostino et al., 2001). 이에 FRS 모델

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대상으로 FRS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FRS 모델은 관상동맥

질환(CHD)를 제외하고는 심혈관질환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Brand et 

al., 1976: Kannel et al., 1976; Leaverton et al., 1987; Pooling Project 

Research Group., 1978).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 Chia 등(2015)는 FRS 모델

이 아시아인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Collins & Moons(2012)는 

FRS 모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에 따라 특히 FRS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는 

인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재조정(recallibaration)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mpana 

등(2003)은 유럽인을 대상으로 FRS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보

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FRS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Zomer 등(2011)은 1991년 FRS 모델과 2008년 FRS 모델을 비교한 결과 1991년 

FRS 모델은 저위험군에게는 과대평가 되었으며, 고위험군에게는 과소평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Hua 등(2017)은 호주인 1,448명을 대상으로 1991 & 2008 FRS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해본 결과 두 가지 모델 모두 호주인의 CVD 과소평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총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활용하여 2008 FRS 모델을 

재조정(Recalibration)을 실시한 결과 기존 모델에 비해 보다 나은 예측을 보였다. 

FRS 모델을 활용하여 특정 질환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본 연구도 존재하

고 있다. Crowson 등(2012)은 30세 이상 류마티스 환자 525명을 대상으로 FRS 모

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약 8.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여자의 경우 실제 발생

한 CVD는 FRS 모델에서 제시한 것 보다 2배 높았으며, 남자는 60% 높은 것을 발견

하였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3배 이상 높은 CVD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FRS 모델은 류마티스 환자의 CVD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당뇨환

자에게 FRS 모델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102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0.4년 

추적 관찰한 결과 FRS 모델은 실제 발생한 CVD에 비해 32%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oleman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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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FRS 모델을 활용한 1900년대 선행연구에

서는 FRS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최근 다양한 인종 및 특정 질병을 지

니고 있는 대상자에게 FRS 모델 타당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FRS 모델을 그대로 적

용하기 보다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FRS 모

델을 사용하는데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몇몇 FRS 위험 모델 중에서도 연구 참여자 및 목

적에 따라 연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FRS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권세영 & 나영악(2016)은 FRS 모델을 사용

하는데 있어서 LDL-콜레스테롤의 활용과 총 콜레스테롤 활용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 사용보다 총 콜레스테롤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설명력과 향후 

10년 CVD 위험지수와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증반응 지표인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CRP)와 FRS 점수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CRP는 FRS 점수 및 위험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FRS 모

델에서 사용된 각 위험요인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CRP가 CVD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며 향후 독립적인 인자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석준호 등, 2007). 

하지만 FRS 모델과 관련하여 국내연구와 국외연구를 비교하여보면 국외에서는 

FRS 모델의 타당성 및 활용성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종단적 연구

(longitudinal study)가 이루어진 반면, 국내연구는 많은 연구가 횡단적 연구

(cross-sectional study)로 이루어지면서 단편적인 현상 및 연관성 분석에 그치고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외연구와 같이 많은 종단적 연구가 우리나라 인구를 대상으로 

FRS 모델을 적용해 보고, 이를 향상 및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CVD 모델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2) Systematic COronary Risk Evaluation(SCORE)

CVD 위험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인 FRS는 유럽 인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데 많

은 제한이 따랐다(Brindle et al., 2003; Pyörälä, 2000; Hense et al., 2003). 이에 

Third Join European Task Force에서는 CVD 예방을 위하여 영국 인구를 기반으

로 개발한 모델이 SCORE 모델이다(Hippisley et al., 2007; Hippisley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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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모델이 개발된 이후로 The Third Join European Task Force on 

cardiovascular prevention에서는 다양한 CVD 위험 모델 중 SCORE를 사용하기를 

권하였으며(De Backer et al., 2003), 스페인에서 SCORE 모델의 타당도 검사를 실

시 하였다(Sans et al., 2007). 

현재 가장 최신은 2021년 6월에 발표한 SCORE 2와 SCORE 2-OP 모델이며, 

SCORE 2와 SCORE-2-OP의 차이는 SCORE 2-OP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SCORE 2 모델은 13개 국가에서 실시한 45개 코호트 연구에서 연구대

상자 677,68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30,121건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CVD 사망

률을 고려하여 유럽국가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재조정을 실시하였다(SCORE 2 risk 

prediction algorithms, 2021). 또한 외적타당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5개 유럽

국가에서 실시한 25개 코호트 연구에 적용하였다(SCORE 2 risk prediction 

algorithms, 2021). 

SCORE 2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인은 성별, 연령, 흡연, 수축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다. SCORE 모델에서 사용하는 HDL 콜레스톨은 Reiner 등(2011)

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 SCORE 모델에 포함되어 SCORE-HDL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SCORE-HDL 모델은 CVD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권장되는 ClassⅠ 등급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2003~2008년 동안 46,009명의 코펜하겐 인구를 대상으로 

SCORE-HDL 모델과 기존 SCORE 모델을 비교 분석한 결과 SCORE-HDL 모델은 고

위험군의 민감도를 26~46% 감소시켰으며, 여성들의 민감도는 0%를 기록하는 등 기

존 SCORE 모델을 향상 시키지 못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rtensen et al., 

2015). 하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CVD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현재 

SCORE 2 모델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위험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SCORE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자의 거주지에 따라서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위험률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 예로 50세 남자 흡연자이며,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총콜레스테롤이 5.5 mmol/L, HDL 콜레스테롤이 1.3 mmol/L일 경우 심혈

관질환 위험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위험률이 5.9% 로 나타나는 

반면, 고위험국가의 경우 14.0% 로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SCORE 모델에서 CVD 발생 고위험 국가는 총 19개 국가이며(알바니아, 알제

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불가리아, 이집트,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러시아 연방, 시리아, 다지키스탄, 투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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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저위험국은 총 26개 국가(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

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

노,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다른 

CVD 위험 모델은 인구학적 특징을 구분하지 않고 한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반면, 

SCORE 모델은 유럽국가 내에서도 각 국가의 CVD 관련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지수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국가 내에서도 특정 국가의 경우 SCORE 모델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SCORE 모델이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Keil et al., 2005). 또한 van Dis 등(2010)은 1987 ~ 1997년 네덜란드 32,885

명을 대상으로 SCORE 모델에서 제시된 Low VS High VS NL의 정확도를 알아본 

결과 Low 모델은 CVD 사망을 잘 예측하는 반면, High와 NL 모델은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인구를 대상으로 SCORE 모델을 적용한 연구

에서도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etz et al., 2005; Lindman et al., 2006; 

Hartz et al., 2005). 

일반인 이외에도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SCORE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SCORE 모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Coleman 등

(2007)은 당뇨환자에게 SCORE 모델을 적용한 결과 SCORE 모델은 실제 발생한 

CVD에 비해 18% 과대측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류마티스 환자자 1,016명을 대

상으로 SCORE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SCORE 모델은 류마티스 환자의 CVD 위

험 예측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ts et al., 2016). 

이외에도 SCORE 모델 및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Scheltens 등(2008)

은 SCORE 모델과　FRS 모델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일 코호트 연구 39,719명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 두 모델에서 분별력(discriminative ability)은 비슷하였으며(FRS: 

0.86 VS SCORE: 0.85), 적합도(goodness of fit: 20 이하가 수용할 수 있는 수치)는 

두 모델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고(FRS: 64 VS SCORE: 35),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

는 인구는 FRS 모델에서 더 높게 나타나면서(FRS: 0.7% VS SCORE: 0.4%), CVD 

치료에 있어서 두 모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CORE 

모델을 벨기에 인구에 맞게 재조정된 SCORE 모델을 적용한 De Bacquer 등(2010) 

연구에서는 6,212명의 벨기에 인구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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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도(Hosmer-Lemesho: P=0.14) 및 우수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c-statistic of 0.86). 또한 Dunaian 

등(2011)은 SCORE 모델이 개발된 12개국 코호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CVD 사망률과 

비만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BMI가 5kg/m2 증가하면 CVD로 인한 사망률은 남

자는 34%, 여자는 29% 증가하는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BMI는 건강

지표 뿐만 아니라 CVD 위험요인임을 밝혔다(Dunian et al., 2011). 

위에 제시된 SCORE 모델을 종합하여 보면 SCORE 모델은 인구학적 특징 중 하나

인 거주 지역에 따라 CVD 위험지수를 다르게 산출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D'Agostino 등(2013)은 SCORE 모델은 다른 CVD 위험모델과 다르게 심각한 CVD를 

목표로 하기에 SCORE 모델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3) Reynolds Risk Score

1955~1966년에 FRS 모델을 통해 연령,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 

hyperlipidemia)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CHD)의 주요 위험요인

으로 발견되었으며(Kannel et al., 1961; TR, D., FE, M., & GV, M., 1957), 이러한 

위험요인은 향후 CVD 위험요인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Wilson et al., 1998; 

Wood et al., 1998). 하지만 약 20%의 여성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주요 위험요인의 

발병이 없이 일어나고(Khot et al., 2003), 이에 반해 CVD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여성은 관상동맥질환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Greenland et 

al., 2003). 

 이러한 배경하에 Reynolds Risk Score 모델은 기존의 CVD 위험 모델은 여성들

의 CVD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 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다. 이를 위하여 40

세 이상 여성 24,558명을 약 10년간 추적관찰한 Women Health Study 데이터를 활

용하여 여성을 위한 CVD 예측 모델인 Reynolds 모델이 개발되었으며(Ridker et al., 

2008), 이후 10,724명의 남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성을 위한 Reynolds 모델이 개발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Reynolds 모델은 미국 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와 미국 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FRS 모델과 함께 

인증받았으며, 캐나다에서는 Reynolds 모델을 CVD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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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Genest et al., 2009; Greenland et al., 2010). 

Reynolds 모델에서 향후 10년 CVD 위험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험요인

은 연령, 흡연유무, 수축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CRP), 60세 이전 부모의 CVD 가족력이다. Reynolds 모델에서 

사용하는 위험요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CRP와 같은 염증지표와 CVD 가족력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이다. 염증지표와 CVD 가족력은 CVD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델에서는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지 않는다(Ridker et al., 2008). 

Cook 등(2012)은 Reynolds 모델의 외적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722건의 주요 

CVD 케이스를 기반으로 FRS 모델과 비교 분석한 결과 Reynolds 모델이 FRS 모델

에 비해 보다 나은 CVD 예측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eFilippis 

등(2011)은 연구대상자 5,140명을 대상으로 FRS 모델과 Reynolds 모델을 활용하여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을 예측 한 결과 두 모델 모두 유용한 지표이긴 하

지만, Reynolds 모델이 FRS 모델에 비해 추가적인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Reynolds 모델이 FRS 모델에서 사용하지 않

는 염증지표(CRP)와 가족력을 포함하기 때문일 것이다. Tattersall 등(2012)은 

Reynolds 모델을 미국인 2,502명에게 적용해 봄으로서 FRS 모델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FRS 모델을 통해 여성은 82%가 저위험군에 속했으며, 11.4%가 

중간 위험군, 6%가 중-고 위험군, 0.6%가 고위험군으로 분류 된 반면, Reynolds 모

델에서는 76%가 저위험군, 11% 중간 위험군, 9.3%가 중-고 위험군, 3%가 고위험군

으로 편성되었고, 남성의 경우 FRS 모델에 따르면 17.4%가 저위험군, 26.1%가 중위

험군, 43.7%가 중-고 위험군, 12.8%가 고위험군으로 편성된 반면 Reynolds 모델에 

따르면 32.2%가 저위험군, 25.7%가 중위험군, 26.3%가 중-고 위험군, 14.8%가 고위

험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eynolds 모델은 FRS 모델에 보다 많은 여

성을 CVD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해 남성은 보다 많은 남성을 CVD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질환 및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Reynolds 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

보면 실제 발생하는 CVD를 과소평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rowson 등

(2012)은 류마티스 환자 525명을 대상으로 Reynolds 모델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과소

평가 되며,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특히 심한 과소평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

고 하였다. Reynolds 모델을 활용하여 CVD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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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성을 확인하여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4) QRISK

QRISK 모델의 경우 다른 CVD 위험 모델과 다르게 영국의 일차진료 데이터를 기반

으로 개발되었다. QRISK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뇨와 CVD를 지니고 있지 않은 

35~74세 성인 130만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Hippisley-Cox et al., 2007; 

Hippisley-Cox et al., 2008). QRISK 모델을 통해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관상동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뇌졸중(stroke), 일과성뇌허열

증(transient ischemic attack)을 포함하는 향후 10년 CVD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

다. QRISK 모델에서 사용하는 위험인자는 연령, 수축기혈압, 흡연, 콜레스테롤과 고

밀도 콜레스테롤의 비율과 같은 기존 CVD 위험요인과 함께, BMI, 박탈감, 가족력, 

만성 신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세동, 당뇨병, 항고혈압제 사용 여부를 이용하

여 CVD 위혐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QRISK 모델에서 사용하는 위험요인과 FRS 모델

에서 사용하는 위험요인을 비교해 보면 정신과 질환, 가족력, 만성 신장질환 및 류마

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만성질환 및 의학정보 등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일반적으로 QRISK 모델을 통한 CVD 위험지수가 10% 이상일 경우 CVD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에 스타틴제제와 같은 혈중지질 치료 고려를 의미한다. 

옥스퍼드 의학통계센터(Centre for Statistics in Medicine)에서 QRISK 모델과 

FRS 모델을 비교한 결과 CVD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 국립 

보건 임상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서

는 FRS 모델 보다 QIRSK 모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Berger 등

(2010)은 QRISK 모델의 타당도 검사는 QRISK 모델 개발을 위해 참여한 인원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외적타당도 검사가 진

행되지 않은 것이다. 비록 외적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국인 

1,070,000명을 대상으로 FRS 모델과 QRISK 모델을 비교한 결과 영국인에게는 FRS 

모델보다 QRISK 모델이 더 적합하며, 더 나은 식별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Hippisley-Cox et al., 2008). 

QRISK 모델은 다른 CVD 위험 모델과 다르게 매 해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이는 

인구, 데이터의 질 및 국가 권고 지침 등에 따라서 진행된다. 현재 최신 QRISK 모델

은 2018년에 업데이트 된 QRISK 3 버젼이며, QRISK 3에서 포함하는 변수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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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인종, 흡연, 당뇨병 유무,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만성 신장질환(3~5기), 심방세

동, 혈압약 치료여부, 편두통,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조현병, 조울증, 중

등도 이상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항정신병 약물 사용,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여부, 발기부전 진단 또는 치료 여부,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비율, 수축기

혈압, 수축기혈압 표준편차,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사용하여 향후 

CVD 위험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Hippisly-Cox 등(2010)은 QRISK 2 모델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CVD 위험과 일생

에 걸친 CVD 위험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CVD 질환이 없고 스타틴 치료를 받지 않은 30~84세 2,343,756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생에 걸친 CVD 위험을 산출하는 것이 향후 10년 CVD 위험을 산출하는 것에 

비해 보다 젊은 연령에 CVD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VD를 1차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기에 CVD를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QRISK 2 모델을 활용하여 일생에 걸친 CVD 위험을 산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저자 역시 QRISK 2 모델을 활용함에 있어서 의

료비용(Cost effectiveness)과 수용성(Acceptability)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QRISK 2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CVD 예측을 확인하는 연

구에서는 CVD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Hosein 등(2020)은 캐리비

언 인구(토바고 섬, 트리니다드) 778명을 대상으로 CVD 를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모

델을 찾기 위하여 QRISK 2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CVD 중간 위험군과 고 위험군에

게 QRISK 2 모델은 과소평가 되며, 건강한 대상자에게는 과대평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Tillin 등(2014)은 영국 내 40~69세 백인 1,866명, 남 아시아인 1,377

명, 아프리카 카리브해 인구 578명을 대상으로 QRISK 2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백인

과 여자 남아시아인은 과소평가 되었으며, 아프리카 카리브해 여자에게는 과대예측되

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QRISK 2 모델에서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타당도 검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QRISK 모델은 영국인을 대상으로 비교적 높은 타당도를 

보인 반면 이외의 인구에게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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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omparison between CVD risk models

3. 신체활동과 심혈관질환 및 위험요인과의 연관성

신체활동은 단순한 인간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신체활동은 형태, 종류, 

강도, 횟수 등으로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에서는 신체활동을 일

(Work), 장소이동(Trevel to and from places), 여가시간 신체활동(Recreational 

activities), 좌식생활(Sedentary)를 구분하여 신체활동을 분석하기 시작할 만큼 신체

활동을 단순히 한가지 요인으로 여기기 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요소로 여겨지

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활동은 성별, 인종,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과 밀접한 연

관성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

명칭 Framingham 
CHD

ATP Ⅲ Framingham 
Global

Reynolds

발표연도 1998 2001 2008 2008
위험
요인

연령 ○ ○ ○ ○
성별 ○ ○ ○
총콜레스테롤 ○ ○ ○ ○
LDL 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 ○ ○
CRP ○
수축기혈압 ○ ○ ○ ○
항혈압제복용 ○ ○
당뇨병 ○ ○
HbA1c ○

(여자만)
흡연 ○ ○ ○ ○
가족력 ○

목표
질환

관상동맥재관류 ○
협심증 ○
불안정형 협심증 ○
심근경색 ○ ○ ○ ○
관상동맥질환사망 ○ ○ ○ ○
뇌졸중 ○ ○
뇌졸중 사망 ○ ○
심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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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체중 

감소 및 유지, 심폐지구력 향상을 통해 CVD 및 그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감소시킴으로써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Stear, 2003). 

현재 성인 및 노인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수준을 살펴보면 주 150분 정도의 중강

도 또는 75분 정도의 고강도 신체활동과 주 2일의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

고 있다(ACSM, 2018). 이와 유사하게 CVD를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량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신체활동량은 산출할 수 없지만 주당 60분 정도의 중강도 신체활

동 혹은 30~60분 정도 매일 빠르게 걷기를 실시한다면 CVD 발병률 및 사망률을 낮

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ACSM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고강도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위해 굳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Haennel et al., 2002). 또

한 Kohl (2001)는 신체활동과 CVD 간의 양적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신체

활동과 CVD 간에 역상관관계에 있으나 양적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밀접한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Warbuton(2006)와 Lee 등(1997)의 연구에 따르면 규

칙적인 신체활동은 CVD, 당뇨병, 암, 혈압, 비만, 우울증, 골다공증과 같은 주요 만성

질환 예방 및 조기사망을 예방하며, 신체활동과 건강은 양적상관관계

(Does-response)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활동은 건

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신체활동의 양 및 강도

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CVD를 포함한 만성질환이 중년 및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이 주로 노인기에 

나타남에 따라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성인 및 노인기로 한정해 볼 수 있으나, 청소년

기에 수행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적 이득이 성인 이후에도 만성질환의 예방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 신체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Raitakari 등(2003)의 연

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경동맥 두께가 CVD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Hallstrom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아침식사 여부와 같은 생활습관 요

인이 CVD 및 위험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비만은 CVD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 비만에 비해 비만세포수

의 증가를 이끌게 되면서(Brook et al., 1972), 향후 CVD 위험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y et al., 2012), 따라서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

시하는 것을 특정 시기에 국한하기보다,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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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2018 신체활동가이드 라인에서도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성인보다 더 많은 

“매일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ACSM, 2018), 

신체활동의 강도와 연관된 연구에서는 저중강도 신체활동보다 고강도 신체활동이 

CVD 위험요인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였으며(Sassen et al., 

2009), 여가신체활동과 직업관련 신체활동을 분류해서 23개의 전향적 역학연구를 분

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중고강도 신체활동은 CVD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중고강도의 직업과 관련된 신체활동은 오히려 CVD 위험을 조금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Li et al., 2013). 

CVD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과 당뇨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비록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이 CVD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하였으

며(Koolhaas et al., 2017; Zhang et al., 2020),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및 신체활동 증진 중재를 한 결과 체중감량과 더불어 CVD 및 

위험요인 약물 사용이 줄어 신체활동이 예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

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07). 

이처럼 신체활동은 CVD와 역상관관계에 있지만 연구의 방법, 대상에 따라 신체활

동이 CVD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른 경향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

어 최근에는 신체활동과 반대되는 개념의 좌식신체활동(sedentary physical 

activity)이 CVD 뿐만 아니라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Katzmarzyk et al., 2019; Stear, 2003; Leiva et al., 2017). 

따라서 CVD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신체활동량의 증

가와 함께 좌식활동의 감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체력과 심혈관질환 및 위험요인 간의 연관성

체력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초등학생 522명을 대상으

로 생활습관과 체력, 건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본 결과 생활습관은 체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며, 생활습관과 건강관련 유전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하였다(Chung et al., 2009). 또한 UP&DOWN 코호트 연구에서는 1,197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습관과 건강관련 체력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건강관련 체력이 더 좋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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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Cabanas-Sánchez et al., 2018). 즉, 체력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중재 가능

한 변인인 것이다. 

체력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

고 있다. 체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특히 규칙적인 신

체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몇몇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의 양(amount)적인 증가보다 강

도(intensity)가 체력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Oja, 2001). 

Sassen 등(2009)은 고강도 신체활동이 최대산소섭취량을 개선시킴으로서 CVD 위험

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그림 2). 또한 체력은 장기적으로 CVD로 인한 사망 

예측변인으로 유용하며, 체력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andvik et 

al., 1993). 

<그림 2. 신체활동 강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점수 간의 연관성>

체력 중에서도 심폐체력은 CVD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Eisenmann 

et al., 2005). 이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동일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Hurtig-Wennlöf et al., 2007). 체육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심폐체력

은 VO2max 또는 VO2peak 등과 같이 운동부하검사를 통해 측정한 것을 많이 이용하

지만, 안정시 심박수 역시 심폐체력으로 여길 수 있다. 특히 안정시 심박수는 CVD 

및 모든 사망원인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꼽았으며(Fox et al., 2007), 국내

의 연구에서도 안정시 심박수는 질병위험요인 및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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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고하였다(전용관 & 박동혁, 2020). 사망률과 안정시 심박수의 연관성을 찾

아 본 연구에서는 심폐체력이 좋고 사망률이 낮은 사람은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60회 

보다 작았으며, 안정시 심박수가 80회 이상인 사람은 60회 미만인 사람들에 비해 

CVD 위험 및 모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Saxena et al., 2013; Kannel 

et al., 1987). 이와 유사하게 안정시 심박수가 50회 이하인 사람과 90회 이상인 사람

을 비교하였을 때 안정시 심박수가 90회 이상인 사람의 모든 사망률이 3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분당 안정시 심박수의 10회 증가는 흡연자에게는 20%, 비흡연자에

게는 14% 정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ensen et al., 2013). 안정시 심박수 

뿐만 아니라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역시 심혈관 질환 위험 위험요인을 

평가하는데 유효한 지표로 발표되었다(Tsuji, et. al., 1996). 

이렇게 낮은 안정시 심박수가 CVD 및 사망률 감소와 연관성을 지닌 것은 심박수는 

단순히 심장이 신체에 혈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산소소비량, 기초대

사량의 주요 요인으로서 심박수의 감소는 심장의 운동량(cardiac workload)을 감소

시키고, 이러한 효과는 의학적으로 베타차단제의 효과로서 CVD 및 사망률을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errari, 2003).

심폐체력 뿐만 아니라 근력 역시 CVD 및 위험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

다. 특히 근력은 신체기능의 감소로 설명될 수 있는 노화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며, 

특히 비만을 동반하는 노인성 근감소증(sarcopenia-obesity)은 CVD를 예측할 수 있

는 주요 변인으로 지목되고 있다(Stephen & Janssen, 2009). 박세정 등(2012)은 근

력이 CVD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꼽았으며, Srikanthan & Tseng(2016)는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지방량에 따른 CVD 유병률 및 사망률을 확인해본 결과 근육량이 

많고 지방량이 적은 그룹이 근육량이 적고 지방량이 많은 그룹에 비해 CVD 유병률

이 약 68%, 사망률이 약 6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악력이 5kg 감소하게 

되면 모든 사망률이 16%, CVD는 21%, 뇌졸중은 9%, 관상동맥질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Wu et al., 2017), 악력은 CVD 뿐만 아니라 암 및 모든 사망률

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le etc, 2007).

이렇게 근력이 건강 또는 CVD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은 체내 근육이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제 2형 당뇨병 위험률을 낮추어주며, 또한 에너지 과잉섭취를 예

방하여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중지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주요 기전으로 여겨지

고 있다(Smit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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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그림 3>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제 6~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2019년) 참여자 중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

다. 제 6~8기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조사에 응답한 총 인원은 47,309명(2014년: 

7,550명; 2015년: 7,380명; 2016년: 8,150명; 2017년: 8,127명; 2018년:  7,992명; 

2019년: 8,110명)이었으며, 남자 45.6%(21,566명), 여자 54.4%(25,743명)으로 나타났

다. FRS 점수 및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FRS 모델의 연령제한으로 인해 1 ~ 

19세와 80세 이상인 대상자(11,572명), 심혈관질환 중 뇌졸중으로 이미 의사 진단을 

받은 대상자(708명), 심근경색으로 이미 의사 진단을 받은 대상자(289명), 협심증으로 

이미 의사 진단을 받은 자(495명)를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심혈관질환 위험 요소인 

혈압/안정시 심박수 결측(1,810명), 공복혈당 결측(1명), 당화혈색소 결측(81명), 체질

량지수 결측(53명), 악력 미측정(1,286명)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총 29,670명(남자: 13,126명(44.2%), 여자: 16,544명(55.8%))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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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대상자 선정 과정>

2. 자료 수집

1) 악력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악력측정은 악력이 사망률, 만성질환 이환율 및 사망률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제 6기 2차년도(2014) 부터 악력측정을 실시하

였으며, 악력측정의 가장 일반적인 등척성 악력(Isometric Grip Force test)로 측정

하였다. 

악력측정 참여자는 근력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하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악력을 측정하기 전 시진 및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팔, 손,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 손의 마비, 손이나 손가락 깁스, 손이나 손목 전체를 

붕대로 감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손/손목 수술, 최근 7일 이내 손의 통증/쑤심/뻣

뻣함과 같은 상태 및 증상을 지닌 자는 악력 측정 대상자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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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측정된 장비는 디지털 악력계(Digital grip strength 

dynamometer, T.K.K 5401, Japan)를 사용되었다. 대상자가 악력을 측정하기 전 악

력계와 측정 절차를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한 설명을 하고, 측정자가 직접 

시범을 보였다. 

측정 전 대상자로 하여금 손가락이나 손목에 부착하고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양손을 3회 정도 흔들고, 이어 ‘열손가락 모두를 가볍게 쥐었다 폈다’를 3

회 반복하여 가벼운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악력계를 잡는 손가락의 위치를 잡

기 위하여 앉은 자세에서 무릎 위에 지지대를 얹은 상태에서 가볍게 쥐어보도록 하였

으며, 두 번째 손가락 마디가 손잡이와 90° 가 되도록 손잡이를 고정하여, 양손 교대

로 3회씩 총 6회를 측정하였다. 

악력측정은 측정하는 자세 및 방법에 따라 악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악력 검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측정자가 표준

화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악력 검사

의 품질관리를 수행되었다. 

2) 안정시 심박수

제 6~8기(2014~201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안정시 심박수는 혈압을 측정하면서 

같이 측정되었다. 우선 전문조사원에 의해 측정된 자료이며, 안정시 심박수 및 혈압측

정은 폐 기능 검사와 채혈 등과 같은 다른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진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한 대상자는 만 10세 이상의 모든 대상자였으며, 

하지만 양팔에 발진, 개방된 상처, 쇠약, 부목, 부종, 혈종, 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여

성의 경우 액와 결절 생검 또는 수술을 받았거나 양쪽 근치유방절제술을 받은 자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되었다.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안정을 취할 충분

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도록 하고, 

대상자의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앉도록 하였으며, 대상

자의 양 다리는 꼬지 않도록 하고, 두 발이 편평하게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대상자에게 안정을 취할 시간을 제공하는 동안 문진 검사(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부비동염, 중이염 의사 진단 여부 및 조사 당일 아침 약 복용 여

부, 침습적 처치 경험 여부 등을 물었다(검사 약 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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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상자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 받은 후 혈압 및 안정시 심박수의 측정 표

준화를 위해 대상자의 오른팔을 측정하였다. 다만 오른팔에 제외기준에 해당 하는 경

우 왼팔을 측정하였다.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오른쪽 요골맥박을 15초간 

측정하였다.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서맥(15회 미만) 또는 빈맥(26회 이상)일 경우 60초

간 맥박을 측정하였다. 

3)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1) 혈압 및 맥박 측정

제 1기(1998) ~ 제 3기(2005)의 혈압측정은 건강관리협회 및 보건소 소속 간호사

(135명)이 측정하였으나, 제 4기(2007-2009)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전문조사수행팀의 

혈압측정 담당 간호사 4명이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였다. 

(2) 이상지질혈증 검사(혈액검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혈액검사를 매 해년 실시하고 있으며 총콜레스테롤, 전환

식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시 혈당를 측정하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제6~8기

(2014~2018)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환식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3) 비만

본 연구에서는 비만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체질량

지수(BMI), 비만 유병 여부 변인를 사용하였다. 

4) 보정변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분석하는데 체력 이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연령, 음주, 교육 수준, 개인소득과 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를 활용한 신체활동 설문을 보정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신체

활동 설문 중 좌식활동도 포함하였다. 

3. 자료분석

1) 약력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악력값(양손 번갈아 총 3회 측정)은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2013-2015) 지침서에 따르면 측정된 악력은 2013년 국민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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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악력은 성별과 체격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에 악력 자체만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MI를 활용한 상대악력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성별에 따른 

Z-score를 산출하여 Low, Middle, High 3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악력 값)/(BMI)  = 상대악력

2) 안정시 심박수
본 연구에서 안정시 심박수는 60 bpm 미만, 60~80 bpm, 81 bpm 이상으로 3그

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1) 혈압 측정

혈압분류는 김창현 등(2019) 및 이해영(2018) 기준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수축기혈

압이 140 mmHg,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일 경우 또는 혈압조절 약물을 복용

하고 있는 대상자를 고혈압군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준은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지침과 동일 한 기준이다. 

(2) 이상지질혈증 검사(혈액검사)

Ÿ 총콜레스테롤(HE_chol): 총콜레스테롤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지침 기준에 따라 

총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 또는 이상지질혈증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대

상자를 총콜레스테롤 위험군으로 설정하였다. 

Ÿ 고비중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국민

건강 원시자료 이용지침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은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지질 

표준화 프로그램(Lipid Sandardization Program)에 참여함에 따라서 임상 검사

기관의 측정값을 참값에 맞추기 위하여 전환식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HDL 콜레스테롤 측정 값을 ‘HE_HDL_st2’ 변수를 사용하였

으며, 위험군으로 설정하기 위한 기준은 40 mg/dl 이상을 HDL-C 위험군으로 하

였다. 

Ÿ 중성지방(HE_TG): 중성지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이용지침에 따라 200 mg/dl 이

상인 대상자를 중성지방 위험군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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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복시 혈당(HE_glu): 혈당은 공복혈당이 126 mg/dl 이상이거나 당뇨 약물 복용,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을 당뇨 환자로 구분하였다. 

4) 비만

체질량지수(BMI)를 활용하여 비만군을 설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25 kg/m2을 비만

군으로 설정하였다.

5)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CVD는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발병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단일 지표로 위

험요인을 분석하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CVD 위험률을 예측하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88년 Framingham 연구를 기

반으로 CVD 위험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FRS 위험지수에서는 연령, 성

별,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당뇨병, 흡연 변인에 따라서 심근

경색,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과 같은 CVD 위험률을 점수화하여 알 수 있다. 

이외에도 ATPⅢ, 1988년 Framingham을 보안한 Framingham Global, Reynolds, 

Pooled Chorhort Equation 등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S 중 Framingham Global(2008) 모델을 활용하였다. 

Framingham Global은 연령을 10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콜레스테롤, 흡연유무,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혈압 수치를 성·연령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총 점수에 따라서 향후 10년 CVD 위험지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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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Framingham risk scoring by age

표 3. Framingham risk scoring by Total cholesterol

Age 남자(points) 여자(points)
20-34 -9 -7
35-39 -4 -3
40-44 0 0
45-49 3 3
50-54 6 6
55-59 8 8
60-64 10 10
65-69 11 12
70-74 12 14
75-79 13 16

Age TC 남자(points) 여자(points)

20-39

under 160 0 0
160-199 4 4
200-239 7 8
240-279 9 11

higher 280 11 13

40-49

under 160 0 0
160-199 3 3
200-239 5 6
240-279 6 8

higher 280 8 10

50-59

under 160 0 0
160-199 2 2
200-239 3 4
240-279 4 5

higher 280 5 7

60-69

under 160 0 0
160-199 1 1
200-239 1 2
240-279 2 3

higher 280 3 4

70-79

under 160 0 0
160-199 0 1
200-239 0 1
240-279 1 2

higher 28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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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ramingham risk scoring by smoking

표 5. Framingham risk scoring by HDL cholesterol

표 6. Framingham risk scoring by Systolic BP

Systolic Blood Pressure(mm Hg) 치료여부 남자(points) 여자(points)

under 120
치료 0 0

비치료 0 0

120-129
치료 1 3

비치료 0 1

130-139
치료 2 4

비치료 1 2

140-159
치료 2 5

비치료 1 3

 higher 160
치료 3 6

비치료 2 4

Smoking 남(point) 여(point)
No 0 0

Yes

20-39 8 9
40-49 5 7
50-59 3 4
60-69 1 2
70-79 1 1

HDL cholesterol(mg/dl) 남·여(point)

higher 60 -1

50-59 0

40-49 1

under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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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Framinham risk scoring by Total points & risk percentages

이렇게 산출된 위험률은 NHANES Ⅲ에서 제시한 〈10%는 위험률이 낮은 안전한 

집단으로, 10%≦ 은 위험군으로 설정하였다. 

6) 보정변인

체력과 CVD 및 위험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연령, 음주, 교육수준, 좌

식활동, 경제활동을 보정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FRS를 활용한 분석

에서는 흡연은 이미 FRS 모델의 위험요인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보정 변인에서 

제외하였다. FRS에서 연령은 주요 변인에 따라 5 ~ 10세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

지만, 연령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률은 높아짐에 따라 이는 연속형 변수로 추

총 점수(points)
남자 여자

10년 위험률(%) 10년 위험률(%)
0 <1

<1

1-4 1

5-6 2

7 3

8 4

9 5

1
10 6

11 8

12 10

13 12
2

14 16

15 20 3

16 25 4
17

over 30

5
18 6
19 8
20 11
21 14
22 17
23 22
24 27

higher 25 ov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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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분석모델에서 보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좌식신체활동은 중고강도 신체활동과 별

개로 건강 관련 위험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일 평균 좌식시간을 보정 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음주는 비음주(평생 비음주 또는 최근 1년간 월 1잔 미만) 또는 음주

(최근 1년간 월 1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4분위

를 기준으로 삼았다. 

7)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 for Window(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를 산출하였으며,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활동, 안정시 심박수와 악력 수준에 따른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

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였다. 체력수준에 따른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차비

(odds ratio)를 산출하였다.모든 통계처리에 대한 유의수준은 a<.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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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 8.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과 같다. 전

체인원 총 29,670명(남자: 13,126명(44.2%), 여자: 16,544명(55.8%))으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49.38±15.71세, 여자는 49.67±15.39세로 성별에 따른 연령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105). 

인체계측 변인을 살펴보면 남자의 신장, 체중, BMI는 각각 170.84±6.65cm, 

71.67±11.68kg, 24.50±3.314kg/m2 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각각 157.83±6.30cm, 

58.31±9.33kg, 23.43±3.51kg/m2 로 남자가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남·여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남자: 5,294명

(40.3%), 여자: 5,819명(35.2%)), 소득수준에서 남자는 중-상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3,342명(25.5%)), 여자는 상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4,213명(25.5%)). 

CVD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DBP), 공복시 혈당

(GLU), 당화혈색소(HbA1c), 중성지방(TG)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수축기 혈압: 120.63±14.65 VS 115.95±17.12; 이완기 혈압: 78.10±10.51 

VS 73.81±9.47; 공복시 혈당: 103.68±25.82 VS 98.08±21.63; 당화혈색소: 

5.75±.86 VS 5.66±.74; 중성지방: 162.81±134.31 VS 114.59±80.6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하지만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C)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7.57±11.32 VS  

54.96±12.69)(p < .001).

CVD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FRS(score)는 남자: 8.45±6.36점, 여자: 8.39±7.60점으

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10년간 CVD 발생 위험률(FRS 

Rate(%))에서는 남자 8.36±7.34%, 여자: 2.09±3.70% 로 남자가 발생 위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신체활동과 체력변인을 살펴보면 주당 중고강도 신체활동(PA), 좌식활동(Sedentary 

PA), 악력(RGS)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체활동: 

1,141.51±2,076.72 VS 804.98±1,402.83; 좌식활동: 482.50±216.63 VS 

471.06±210.82; 악력: 1.70±.34 VS 1.07±.25)(p < .001)., 안정시 심박수(RH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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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93±10.14 VS 70.24±9.25)(p < .001). 

표 8.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MI: Body Mass Index; CVD: Cardiovascular Disea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LU: Fasting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RS: Framingham Risk Score(Framingham Global 
Score 2008); PA: Physical Activity; RHR: Resting Heart Rate; RGS: Relative Grip 
Strength

Male(n=13,126) Female(n=16,544) p
Age(year) 49.38 ± 15.71 49.67 ± 15.39 .105
Anthropometry
 Height(cm) 170.84 ± 6.65 157.83 ± 6.30 <.001
 Weight(kg) 71.67 ± 11.68 58.31 ± 9.33 <.001
 BMI(kg/m2) 24.50 ± 3.314 23.43 ± 3.51 <.001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N)(%)
     Elementary 1,510(11.5) 3,298(19.9)
     Middle School 1,187(9.0) 1,586(9.6)
     High School 4,350(33.1) 5,114(30.9)
     University 5,294(40.3) 5,819(35.2)
Income Level(N)(%)
     Low 3,095(23.6) 3,969(24.0)
     Middle-Low 3,305(25.2) 4,113(24.9)
     Middle-High 3,342(25.5) 4,188(25.3)
     High 3,334(25.4) 4,213(25.5)
CVD risk factors 
 SBP(mmHg) 120.63 ± 14.65 115.95 ± 17.12 <.001
 DBP(mmHg) 78.10 ± 10.51 73.81 ± 9.47 <.001
 GLU(mg/dL) 103.68 ± 25.82 98.08 ± 21.63 <.001
 HbA1c(%) 5.75 ± .86 5.66 ± .74 <.001
 TG(mg/dL) 162.81 ± 134.31 114.59 ± 80.68 <.001
 HDL-C(mg/dL) 47.57 ± 11.32 54.96 ± 12.69 <.001
 Smoking(N)(%)
     Yes 4,705(35.8) 859(5.2)
 Alcohol(N)(%)
     Yes 9,430(71.8) 7,022(42.4)
FRS
 FRS(score) 8.45 ± 6.36 8.39 ± 7.60 .453
 FRS Rate(%) 8.36 ± 7.34 2.09 ± 3.70 <.001
Physical Activity
 PA(MET/Week) 1,141.51 ± 2,076.72 804.98 ± 1,402.83 <.001
 Sedentary PA(min/Day) 482.50 ± 216.63 471.06 ± 210.82 <.001
Physical Fitness
 RHR(bpm) 68.93 ± 10.14 70.24 ± 9.25 <.001
 RGS(kg/BMI) 1.70 ± .34 1.07 ± .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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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신체활동에 따른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을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표 9. 신체활동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

수 간의 연관성>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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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Relationship between CVD risk factors and rat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BMI: Body Mass Index; CVD: Cardiovascular Disea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LU: Fasting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RS: Framingham Risk Score(Framingham Global Score 
2008)

Male

p

Female

pInsufficient 
(n=6,912)

Sufficient
(n=2,265)

More than 
2times

(n=3,949)

Insufficient
(n=9,633)

Sufficient
(n=3,310)

More than 
2times

(n=3,601)
CVD Risk 
Factors
 BMI(kg/m2) 24.44±3.34* 24.47±3.29 24.61 ± 3.29* .045 23.58±3.61* 23.15±3.47 23.26±3.58* <.001

 SBP(mmHg) 121.43±14.86* 119.96±14.31* 119.96±14.38* <.001 117.09±17.45* 115.16±16.83*+ 113.62±16.17*+ <.001

 DBP(mmHg) 78.23±10.14 78.22±10.20 77.79±9.81 .076 73.86±9.56 73.87±9.35 73.60±9.34 .345

 GLU(mg/dL) 105.30±26.88* 103.57±26.59*+ 100.93±23.11*+ <.001 99.34±23.27* 96.91±19.38* 95.76±18.57* <.001

 HbA1c(%) 5.80±.902* 5.75±.878*+ 5.65±.761*+ <.001 5.70±.770* 5.62±.685* 5.59±.688* <.001

 TG(mg/dL) 170.71±143.14* 161.02±125.77*+ 150.03±121.49*+ <.001 119.57±83.99* 110.71±76.124*+ 104.83±74.40*+ <.001

HDL-C(mg/dL) 46.68±11.30* 47.85±11.18*+ 48.97±11.30*+ <.001 54.02±12.59* 55.78±12.70*+ 56.73±12.81*+ <.001

FRS

 FRS(score) 9.45±5.82* 7.95±6.48*+ 6.97±6.85*+ <.001 9.29±7.58* 7.64±7.53*+ 6.66±7.34*+ <.001

 FRS Rate(%) 9.45±7.52* 7.75±7.06*+ 6.80±6.82*+ <.001 2.51±4.13* 1.73±3.20*+ 1.32±2.6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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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비만을 확인해 본 결과 남자는 신체활동이 부족한 그룹(Insufficient)에 비해 신체활동을 2배 이상 만족하는 

그룹(More than 2times)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4.44±3.34 VS 24.61 ± 3.29; P=.045), 여자는 신체활동이 부족한 그

룹에 비해 신체활동을 2배 이상 만족하는 그룹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58±3.61 VS  23.26±3.58; P<.001).  

<그림 4. PA에 따른 BMI 차이> <그림 5. PA에 따른 BP 차이> <그림 6. PA에 따른 GLU 차이>

<그림 7. PA에 따른 HbA1c 차이> <그림 8. PA에 따른 TG 차이> <그림 9. PA에 따른 HDL-C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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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변인 중 수축기 혈압(SBP)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자의 경

우 신체활동이 부족한 그룹에 비해 신체활동을 만족하는 그룹(Sufficient)과 2배 이상 

만족하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121.43±14.86 VS 

119.96±14.31, 119.96±14.38), 여자의 경우 신체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유의하게 감

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7.09±17.45 VS 115.16±16.83 VS 113.62±16.17; 

P<.001). 하지만 이완기 혈압(DBP)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공복혈당(GLU)에서는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105.30±26.88 VS 103.57±26.59 VS 100.93±23.11; P<.001), 여자의 경우 신

체활동이 부족한 그룹이 신체활동을 만족하는 그룹과 2배 이상 만족하는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9.34±23.27 VS 96.91±19.38, 95.76±18.57; 

P<.001). 

당화혈색소(HbA1c)에서는 남자는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5.80±.902 VS 5.75±.878 VS 5.65±.761), 여자의 경우 신체활동이 부족한 

그룹이 신체활동을 만족하는 그룹과 2배 이상 만족하는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70±.770 VS 5.62±.685, 5.59±.688; P<.001). 

중성지방(TG)에서는 남·여 모두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남자: 170.71±143.14 VS 161.02±125.77 VS 150.03±121.49; 여자: 

119.57±83.99 VS 5.62±.685, 110.71±76.124 VS 104.83±74.40; P<.001).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에서는 남·여 모두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증가

를 확인할 수 있었다(남자: 46.68±11.30 VS 47.85±11.18 VS 148.97±11.30; 여자: 

54.02±12.59 VS 55.78±12.70 VS 56.73±12.81; P<.001). 

FRS 및 위험지수에서는 남·여 모두 신체활동이 증가할수록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FRS 남자: 9.45±5.82 VS 7.95±6.48 VS 6.97±6.85; 여자: 9.29±7.58 

VS 7.64±7.53 VS 6.66±7.34; FRS Rate 남자: 9.45±7.52 VS 7.75±7.06 VS 

6.80±6.82; 여자: 2.51±4.13 VS 1.73±3.20 VS 1.32±2.6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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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A에 따른 FRS 차이>

3. 체력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1)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표 10.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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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Relationship between CVD risk factors and rate according to RHR

BMI: Body Mass Index; CVD: Cardiovascular Disea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LU: Fasting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RS: Framingham Risk Score(Framingham Global Score 

2008)

Male

p

Female

p〉 80bpm 
(n=1,327)

60-80bmp
(n=10,717)

〈 60bpm
(n=1,082)

〉 80bpm 
(n=1,875)

60-80bmp
(n=13,954)

〈 60bpm
(n=715)

CVD Risk Factors

 BMI(kg/m2) 24.45±3.82 24.53±3.28* 24.22±3.00* .013 23.35±4.08* 23.42±3.53 23.76±3.24* .026

 SBP(mmHg) 122.08±15.22* 120.32±14.48*+ 121.90±15.36+ <.001 115.13±16.36* 115.79±17.09+ 121.16±18.72*+ <.001

 DBP(mmHg) 79.37±11.25* 78.30±9.88*+ 74.58±9.47*+ <.001 74.57±9.67* 73.80±9.45*+ 71.91±8.99*+ <.001

 GLU(mg/dL) 114.69±42.22* 102.69±23.41*+ 100.06±17.44*+ <.001 101.88±30.77* 97.69±20.40*+ 95.61±13.39*+ <.001

 HbA1c(%) 6.04±1.31* 5.72±.807*+ 5.66±.569*+ <.001 5.72±.986* 5.66±.708* 5.68±.518 .005

 TG(mg/dL) 196.34±183.57* 161.44±130.12*+ 135.32±87.67*+ <.001 123.05±89.64* 113.71±80.02* 109.57±66.11* <.001

 HDL-C(mg/dL) 46.60±12.00* 47.61±11.20* 48.34±11.63* .001 54.34±12.54 55.07±12.72 54.54±12.51 .043

FRS

 FRS(score) 8.85±6.49* 8.27±6.38*+ 9.69±5.87*+ <.001 6.62±8.04* 8.46±7.53*+ 11.61±6.43*+ <.001

 FRS Rate(%) 9.24±7.94* 8.12±7.24*+ 9.75±7.33+ <.001 1.84±3.69* 2.08±3.67*+ 3.06±4.2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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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 심박수 수준에 따른 비만을 확인해 본 결과 남자는 안정시 심박수가 정상그룹(60-80 bpm)이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60 

bpm)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24.53±3.28 VS 24.22±3.00 ; P=.013), 여자는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80 bpm)이 안정시 심박

수가 낮은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3.35±4.08 VS 23.76±3.24; P=.026).  

<그림 11. RHR에 따른 BMI 차이> <그림 12. RHR에 따른 BP 차이> <그림 13. RHR에 따른 GLU 차이>

<그림 14. RHR에 따른 HbA1c 차이> <그림 15. RHR에 따른 TG 차이> <그림 16. RHR에 따른 HDL-C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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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수축기 혈압(SBP)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이 정상 그룹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으며, 정상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2.08±15.22 VS 

120.32±14.48 VS 121.90±15.36; P<.001). 여자의 수축기 혈압은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이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과 정상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115.13±16.36 VS 1115.79±17.09, 121.16±18.72; P<.001). 이완기 혈압(DBP)은 

남·여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낮을수록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남자: 79.37±11.25 VS 78.30±9.88 VS 74.58±9.47; 여자: 

74.57±9.67 VS 73.80±9.45 VS 71.91±8.99; P<.001)

공복시 혈당(GLU)은 남·여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남자: 114.69±42.22 VS 102.69±23.41 VS 100.06±17.44; 여자: 

101.88±30.77 VS 97.69±20.40 VS 95.61±13.39; P<.001)

남자의 안정시 심박수가 낮을수록 당화혈색소(HbA1c)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6.04±1.31 VS 5.72±.807 VS 5.66±.569; P<.001), 여자는 심

박수가 높은 집단과 정상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5.72±.986 VS 

5.66±.708; P=.005). 

중성지방(TG)은 남자의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낮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196.34±183.57 VS 161.44±130.12 VS 

135.32±87.67; P<.001), 여자는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이 정상그룹과 낮은 그룹

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3.05±89.64 VS 113.71±80.02, 

109.57±66.11; P<.001).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에서는 남자의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이 정상

그룹과 낮은 그룹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46.60±12.00 VS 

47.61±11.20 VS 48.34±11.63; P<.001), 여자의 경우 집단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54.34±12.54 VS 55.07±12.72 VS 54.54±12.51; P=.043). 

남자 FRS에서는 안정시 심박수가 정상인 그룹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으며,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85±6.49 VS 8.27±6.38 VS 9.69±5.87; P<.001). 여자의 FRS는 안정시 심박수의 

감소에 따라 FRS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8.85±6.49 VS 

8.27±6.38 VS 9.69±5.87; P<.001). 남자의 FRS 위험지수는 정상집단에서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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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94 VS 8.12±7.24 VS 9.75±7.33; P<.001). 여자는 안정시 심박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FRS 위험지수가 가장 낮았으며,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1.84±3.69 VS 2.08±3.67 VS 3.06±4.22; P<.001). 

<그림 17. RHR에 따른 FRS 차이>

2) 악력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악력에 따른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구

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표 11. 악력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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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Relationship between CVD risk factors and rate according to Relative Grip Strength

BMI: Body Mass Index; CVD: Cardiovascular Disea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GLU: Fasting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RS: Framingham Risk Score(Framingham Global Score 

2008)

Male

p

Female

pLow
(n=4,257)

Middle
(n=4,396)

High
(n=4,469)

Low
(n=5,374)

Middle
(n=5,543)

High
(n=5,612)

CVD Risk Factors

 BMI(kg/m2) 26.34±3.60* 24.46±2.69*+ 22.78±2.57*+ <.001 25.49±3.94* 23.33±3.01*+ 21.55±2.53*+ <.001

 SBP(mmHg) 121.55±14.51* 120.97±14.64+ 119.42±14.72*+ <.001 117.24±17.32* 115.69±17.11* 114.98±16.86* <.001

 DBP(mmHg) 78.89±10.69* 78.30±9.84*+ 77.14±9.55*+ <.001 74.65±9.70* 73.55±9.57* 73.26±9.08* <.001

 GLU(mg/dL) 107.00±29.14* 104.00±26.32*+ 100.19±20.95*+ <.001 101.19±26.46* 97.68±20.00*+ 95.43±16.87*+ <.001

 HbA1c(%) 5.86±.982* 5.76±.876*+ 5.63±.684*+ <.001 5.76±.849* 5.65±.721*+ 5.58±.615*+ <.001

 TG(mg/dL) 175.46±132.47* 167.86±140.92*+ 145.46±125.86*+ <.001 127.51±84.55* 113.23±80.36*+ 103.59±75.33*+ <.001

 HDL-C(mg/dL) 45.37±10.61* 47.34±11.16*+ 49.90±11.70*+ <.001 53.01±12.21* 54.97±12.56*+ 56.81±13.01*+ <.001

FRS

 FRS(score) 8.54±6.42 8.59±6.37* 8.22±6.29* .011 8.90±7.50 8.37±7.63 7.92±7.62 <.001

 FRS Rate(%) 8.67±7.64* 8.60±7.45+ 7.83±6.89*+ <.001 2.28±3.94* 2.10±3.71*+ 1.91±3.44*+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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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는 남·여 모두 악력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남자: 26.34±3.60 VS 24.46±2.69 VS 

22.78±2.57; 여자: 25.49±3.94 VS 23.33±3.01 VS 21.55±2.53; P<.001).

<그림 18. 악력에 따른 BMI 차이> <그림 19. 악력에 따른 BP 차이> <그림 20. 악력에 따른 GLU 차이>

<그림 21. 악력에 따른 HbA1c 차이> <그림 22. 악력에 따른 TG 차이> <그림 23. 악력에 따른 HDL-C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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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수축기 혈압(SBP) 및 이완기 혈압(DBP)는 악력이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수축기 혈압: 121.55±14.51 VS 

120.97±14.64 VS 119.42±14.72; 이완기혈압: 78.89±10.69 VS 78.30±9.84 VS 

77.14±9.55; P<.001), 여자의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악력이 낮은 그룹(Low)

이 중간(Middle) 및 높은 그룹(High)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축기 

혈압: 117.24±17.32 VS 115.69±17.11, 114.98±16.86; 이완기 혈압: 74.65±9.70 

VS 73.55±9.57, 73.26±9.08; P<.001). 

공복시 혈당(GLU)는 남·여 모두 악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남자: 107.00±29.14 VS 104.00±26.32 VS 100.19±20.95; 여자: 101.19±26.46 

VS 97.68±20.00 VS 95.43±16.87; P<.001).

당화혈색소(HbA1c)는 남·여 모두 악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남자: 5.86±.982 VS 5.76±.876 VS 5.63±.684; 여자: 5.76±.849 VS 

5.65±.721 VS 5.58±.615; P<.001).

중성지방(TG)는 남·여 모두 악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자: 175.46±132.47 VS 167.86±140.92 VS 145.46±125.86; 여자: 127.51±84.55 

VS 113.23±80.36 VS 103.59±75.33; P<.001).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는 남·여 모두 악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남자: 45.37±10.61 VS 47.34±11.16 VS 49.90±11.70; 여자: 

53.01±12.21 VS 54.97±12.56 VS 56.81±13.01; P<.001).

남자 FRS에서는 악력이 높은 그룹이 중간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59±6.37 VS 8.22±6.29; P=.011), 여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FRS 위험지수에서는 남·여 모두 악력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남자: 8.67±7.64 VS 8.60±7.45 VS 7.83±6.89; 여자: 2.28±3.94 VS 2.10±3.71 

VS 1.91±3.4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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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악력에 따른 FRS 차이 >

4. 체력 수준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체력 수준에 따른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표 12. 체력 수준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와 같았

다.

Model 1 남자의 결과를 살펴보면, 참고집단(악력이 낮고 RHR이 높은 그룹)을 기준

으로 RHR이 정상그룹 내에서 악력에 따른 심혈관 위험지수 간의 오즈비(Odd ratio)

는 악력이 낮은 그룹은 751(Confidence Interval(CI): .624-.904), 악력이 중간인 그

룹은 .778(CI: .647-.935), 악력이 높은 그룹은 .636(CI: .528-.765)로 나타났다. 여자

는 참고집단(악력이 낮고 RHR이 높은 그룹)을 기준으로 RHR이 정상그룹 내에서 악

력에 따른 심혈관 위험지수 간의 오즈비는 악력이 높은 그룹이 .691(CI: .493-.96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악력이 증가할

수록 위험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다. 

Model 2는 Model 1에서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음주, 중고강도 신체활동, 좌식

활동을 보정한 것이다. 그 결과 남자는 참고집단(악력이 낮고 RHR이 높은 그룹)을 기

준으로 RHR이 정상이며 악력이 증가함에 따라 CVD 위험지수 오즈비가 각각 

.686(CI: .513-.917), .597(CI: .447-798), .440(CI: .329-.589)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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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RHR이 낮은 그룹에서도 악력이 증가함에 따라 CVD 위험지수 오즈비가 각각 

.465(CI: .305-.711), .396(CI: .261-.600), .367(CI: .249-.542)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25). 하지만 여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악력이 높은 

그룹에서 RHR이 감소할 수록 CVD 위험지수 오즈비가 .755(CI: .382-1.491), 

.716(CI: .434-1.182), .550(CI: .241-1.255 )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5. 남자(Model 2): 체력 수준 조합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

<그림 26. 여자(Model 2): 체력 수준 조합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



- 50 -

표 12. Relationship between CVD risk rates according to Physical Fitness level

Model 1. No adjust

Model 2. Adjust by Age, Income, Education, Alcohol,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group), Sedentary Time(continuous),

FRS Rate: Framingham Risk Score Rate(10years CVD risk rate)

Male RGS
p

Female RGS
p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FRS Rate(%)

Model 1

R
H
R

〉 80bpm ref
.795

(.612-1.032)
.927

(.714-1.203)

<.001

ref
.772

(.478-1.247)
.762

(.469-1.237)

.09260-80bmp
.751

(.624-.904)
.778

(.647-.935)
.636

(.528-.765)
.892

(.639-1.246)
.805

(.576-1.126)
.691

(.493-.968)

〈 60bpm
1.211

(.914-1.604)
.906

(.690-1.190)
.956

(.739-1.237)
1.153

(.636-2.090)
1.416

(.822-2.440)
.861

(.463-1.603)

Model 2

R
H
R

〉 80bpm ref
.883

(.587-1.329)
.785

(.521-1.183)

<.001

ref
.837

(.411-1.706)
.755

(.382-1.491)

.93860-80bmp
.686

(.513-.917)
.597

(.447-.798)
.440

(.329-.589)
.722

(.438-1.188)
.745

(.453-1.224)
.716

(.434-1.182)

〈 60bpm
.465

(.305-.711)
.396

(.261-.600)
.367

(.249-.542)
.750

(.334-1.684)
.847

(.398-1.806)
.550

(.24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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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제 6~8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4~2019) 자료 중 건강설문조사 및 검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

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CVD 위험지수를 분석 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으로 신체활동 활용성과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으로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체력 및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성별에 따른 CVD 위험요인을 살펴본 결과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DBP), 

공복시 혈당(GLU), 당화혈색소(HbA1c), 중성지방(TG)에서 남자가 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CVD 위험

요인에 취약한 성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FRS 점수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향후 10년간 CVD 발생 위험률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으로 향후 10년간 CVD 

발생 위험률이 10% 이상인 남성은 총 5,694명(43.4%)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864명(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허열성 심장 질환

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지만, 기타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

구는 여자가 오히려 높은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

의 자료는 실제 일어난 사망사건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임에 따라 직접적인 비교를 통

해 해석하는데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성별에 따른 평균수명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길기 때문에 CVD로 인한 사망은 여자에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다. 인종에 따른 CVD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시아 여성의 경우 다른 나라의 여성

에 비해 특히 CVD 유병률이 특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oger et al., 2011).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량 차이를 보면 남자가 더 많은 중고강도 신체활동을 수행하

며, 좌식활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여 모두 평균 주당 중고강도 신체활동량은 

ACSM의 권장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추가 빈도분석을 해본 결과 남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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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이 부족한 인원은 6,912명(52.7%), 만족하는 인원은 2,265명(17.3%), 2배 이

상 만족하는 인원은 3,949명(30.1%)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각각 9,633명(58.2%), 

3,310명(20.0%), 3,601명(21.8%)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을 만족하는 인원은 남자는 약 47%, 여자는 41%로 나타났다. 그리스에서 젊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설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42.8%가 신체활동 부족으로 

선정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Papathanasiou et al., 2015). 하지만 남·여 모두 평균 

주당 중고강도 신체활동량은 권장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에서

도 양극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하지 않는 반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체활동을 수행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체력 차이를 살펴보면 악력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고, 안정

시 심박수는 여자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MI를 활용하여 체격을 보정하였

음에도 남자의 악력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은 남자가 최대 골격근량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Janssen et al., 2000; Silva et al., 2010). 즉 체격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크더라도 최대골격근량이 여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악력이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안정시 심박수(RHR)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0~80 bpm 

을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여자의 RHR이 남자에 비해 조금 높은 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전용관 & 박동혁, 2020). 본 연구에서도 여자의 RHR이 남자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체활동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CVD 위험요인 중 비만에서는 신체활동량에 따른 차이는 조금 보였으나 남·여 모두 

BMI 비만 기준인 25 kg/m2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만 역학조사를 보

더라도 1980년 이후로 비만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Inoue et 

al.,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자료 10년간(1997~2007) 비만 수준 변화를 

알아본 결과 10년간 체질량지수 평균 변화치는 남자는 1.0±1.72 kg/m2, 여자는 

0.7±1.98 kg/m2 로 나타났으며, 체중 변화에서는 저체중군은 저체중 유지 또는 정상

체중으로 이행, 정상체중은 정상체중 유지 또는 과체중으로 이행, 과체중은 과체중으

로 유지 또는 비만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점점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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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였다(배남규 등, 2009). 최근 비만 관련 역학연구를 보더라도 한국의 비

만은 점점 서구사회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h, 2017). 따라서 적정 체중 

및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활동량에 따른 혈압 차이는 수축기 혈압(SBP)에서만 나타났다. 신체활동이 혈

압과 부적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 되었다(Arroll et al., 1992; 

Christofaro et al., 2013; Kokkinos et al., 2009).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신

체활동량은 이완기 혈압보다 수축기 혈압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보고와 유

사한 결과이다(Gidding et al., 2006; Hay et al., 2012; Papathanasiou et al., 

2015.). 이렇게 신체활동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감신경

과 부교감신경의 자극이 주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장학영 등, 2009; Fagard & 

Cornelissen, 2005). 신체활동을 통해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이후 휴식기를 통해 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일종의 베타차단제(β-blocker)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다. 

신체활동량에 따른 혈액 변인을 살펴보면 일정한 특성을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공복혈당(GLU), 당화혈색소(HbA1c), 중성지방(TG),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에서  

양적반응관계(Does-response)가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

은 중성지방(TG),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에서만 나타났으며, 이외의 변인에서는 

신체활동 부족 그룹에서 건강상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 또

는 운동 중재로 인한 혈액 변인 차이에서는 젊은 층에서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보이며, 

특히 노인의 경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젊은 층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Okecka-Szymanska et al., 2011). 또한 Bernstein 등(2002)의 연구 결과에

서도 신체활동과 혈액 지표 간의 차이를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의 경우 혈액 변인에서 여자에 비해 더 깊은 연관성을 보인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권장 신체활동량(주당 150분 이상의 중고

강도)이 고밀도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2,6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권장량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1.05 mg/dL 

향상시키며, 중성지방은 0,98 mg/dL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aran et al., 

2018), 

FRS 점수 및 위험지수에서 남·여 모두 신체활동이 많은 그룹이 FRS 점수 및 위험

지수가 낮아지는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란드에서 25~64세 성

인 41,503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FRS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중고강도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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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직업관련 및 여가활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향후 10년 관상동맥질환 위험률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Hu et al., 2007). 

3. 체력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1)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남자의 수축기 혈압은 RHR이 높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자의 경우 RHR이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완기 

혈압은 RHR이 낮을수록 이완기 혈압이 낮아지는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RHR은 혈압 중 수축기 혈압보다 이완기 혈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났다. 

혈액 변인과 RHR의 연관성에서는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공복시 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에서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

자는 공복시 혈당에서만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외의 변인

의 경우 RHR이 높은 집단에서 건강상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또는 RHR이 정

상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건강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등 RHR이 CVD 위험요인 

중 혈액 지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D 위험점수의 경우 남자는 RHR이 정상인 그룹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RHR이 

높은 그룹의 심혈관질환 위험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RHR과 

FRS 점수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10년간 심혈관질환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그룹은 남자는 RHR이 정상인 그룹, 여자는 RHR이 높은 그룹

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분석 결과 여자의 RHR 그룹 간의 평균연령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RHR이 가장 낮은 그룹의 평균 연령이 56.76±13.04세로 나타났으며, 정상

집단이 49.91±15.19세, 가장 높은 그룹이 45.25±16.38세로 나타났다. 심폐 체력 변

인으로 RHR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지만, 국내 여성의 경우 연령과 RHR은 역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RHR은 인종과 연령대에 따

라서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llum, 1988).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RHR은 CVD 위험요인을 분류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지만, CVD 위험지수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심박수 자체만으로도 CVD로 인한 사망의 위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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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며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Fox et al., 2013; Jensen et al., 

2011; Levine, 1997), RHR를 낮추는 것만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전용관 & 박동혁, 2020). 

2) 악력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악력에 따른 혈압은 남자의 경우 악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

압 모두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양적반응관계가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악력이 낮은 그룹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Otsuki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노인을 대상으로 저강도 근력운동을 

실시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고혈압환자 13명을 대상

으로 8주간 근력운동을 시행한 결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Ferreira et al., 2013).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혈압과 관련해서 근력 

운동보다 심폐지구력 운동과의 연관성을 보았으며, 과거 한때 고혈압 환자에게 근력

운동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혈압 환자가 급격한 근력운동으로 인해 일시적으

로 혈압이 상승하는 작용으로 인해 금지하였지만, ACSM 가이드 라인에서는 고혈압 

환자도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5~7일 실시하고, 주당 2~3회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Millar 등(2014)의 메타분석(Meta-Analyses)에 따르면 근력운동

을 통해 수축기 혈압은 10~13 mmHg, 이완기 혈압은 8 mmHg 감소한다고 하였으

며, 이러한 효과에 대한 기전은 혈관내피세포의 기능향상, 산화스트레스의 개선, 심박

수 조절 기능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악력은 남·여 모두 혈액 지표에서는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Lawman 등(2016)은 미

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4,221명을 대상으로 악력과 혈액 지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악력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

테롤, 중성지방, 인슐린 및 혈당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악력을 

건강변인과 함께 사용하는데 있어서 체중 및 체질량 지수를 활용하여 상대악력을 사

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는 체격 또는 체중과 악력이 정적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보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Newman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근력양

(amount)보다 근력(function)이 건강변인과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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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 점수의 경우 남자에서만 악력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

다. 하지만 FRS 위험지수의 경우 남·여 모두 양적반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력과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Lee et al., 2016; Lee et al., 2018). 또한 국내 40세 이상 성인 3,320명을 

대상으로 비만형 노인성 근감소증(Sarcopenia Obesity)는 CVD 위험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5). 하지만 50~75세 성인 2,707명을 대상으로 악력

과 CVD 간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낮은 악력은 CVD 유병률과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Gubelmann et al., 2017).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악

력과 CVD 위험지수 및 위험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몇몇 연구에서

는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의 경우 악력과 FRS 및 위험지수에서는 연

관성이 드러난 반면, 여자는 FRS 위험지수에서만 나타났다. 

4. 체력 수준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 

체력 수준에 따른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기존 FRS를 보정변인을 활용하지 않고 적용하였을 때 남·여 모두 안

정시 심박수가 정상인 그룹에서만 악력이 증가할수록 CVD 위험지수가 감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가장 낮은 그룹의 CVD 위험지수

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Model 2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연령, 소득수준, 교육, 음주)과 신

체활동(중고강도 신체활동, 좌식활동)을 보정 변인으로 활용하였을 때 기존 FRS에 비

해 양적반응관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비록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았지만, 악력이 증가할수록 CVD 위험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안정시 심박수가 정상인 그룹과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에서는 악력이 증가

할 수록 CVD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악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질수록 CVD 위험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체력과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이 잘 나타나

지 않았다.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Model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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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악력이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 위험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으며, Model 1 

기존 모델에서 보인 안정시 심박수가 가장 낮은 그룹에서 CVD 위험지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악력이 높은 집단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질

수록 CVD 위험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신체활동을 보정하여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

력으로 선정한 Model 2에서는 기존 모델에 비해 체력과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더 잘 나타나게 해주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FRS 모델에서 사용

하는 요인은 연령, 총콜레스테롤, 흡연 유무,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성별 총 

6개 변인을 활용하여 향후 10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특히 연

령의 경우 기존 FRS 모델의 경우 위험요인에 따라 5~20세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40세 이후로는 5세 단위로 각 위험요인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중년층 이후로 CVD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40세 이후로는 5세 단위

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년층 보다 높은 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노인층

에서도 5세 단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즉, CVD가 연령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만큼 연령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점수가 보다 세밀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FRS 모델의 정확도 및 타당도 향상을 위하여 glycated 

hemoglobin, 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hs-CRP),  interleukin-6(IL-6), 

adiponectin 등과 같은 혈액 및 염증반응 지표, 식습관 및 Carotid intima medial 

thickness(IMT)와 같은 심장기능 검사 변인도 사용하여 기존 FRS 모델의 정확도 및 

타당도를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Eleid et al., 2010; Grewal et al., 

2003; Simmons et al., 2008: Sohn & Bae, 2012; UK, 2014). 하지만 이러한 변인

은 다른 한편으로 의료비용 증가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심장 기능 검사의 경우 정

기 건강검진을 통해 심장 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장려할 수 

있지만,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산출을 위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비 증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RHR 및 악력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RHR의 경우 기존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서 

같이 측정할 수 있으며, 악력 같은 경우 단순히 악력계를 활용하여 측정하면 되기에 

큰 비용 및 준비 없이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정확한 RHR을 측정하

기 위해서 반드시 측정 대상자 안정상태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측정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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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할 것이다. 심폐 체력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최대산소 섭취량과 같은 

전문적인 체력 변인으로 CVD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고 있었으며(Barlow et al., 

2012; Jekal et al., 2009; Laukkanen et al., 2001), 본 연구와 같이 RHR을 심폐 

체력으로 CVD 간의 연관성을 찾아 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RHR을 심폐 체력으로 삼아 CVD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체력과 CVD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 남성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발견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신체활동 및 체력 변인 이외에도 다른 변인에 의해 CVD 위험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CVD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엔틀 증후군(Yentl Syndrome)은 심장질환, 특히 협심증 같은 허열성 

심장질환 진단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 유무를 논하는 것으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이러한 차이의 잠재적 이유로 여성의 호르몬, 생체역학적 효과, 유

전적 위험요인, 정신질환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CVD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존

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Gao et al., 2019; Mosca et al., 2011; Pérez-López 

et al., 2010). CVD 위험지수와 체력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국내 다른 연구에서도 남

자는 심폐 체력과 총 체력에서 연관성을 보인 반면, 여자는 악력 변인도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지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 신체활

동과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 변인으로 보았으며, 이 두 변인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보정 변인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CVD 간의 연관성은 남자에 비해 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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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변인 간 연관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신체활동

을 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써의 활용성 및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으로써의 활용

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

의 연관성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체활동 및 체력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상

의 연구 절차를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은 남·여 모두 이완기 혈압을 제외한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

는 유용한 변인이며, 신체활동에 따른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안정시 심박수는 남·여 모두 모든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지만,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와는 연관성이 적었다. 

셋째, 악력은 남·여 모두 모든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이며 

CVD 위험점수 및 위험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체력 수준 조합에 따른 CVD 위험지수를 살펴본 결과 남자에서 안정시 심박

수와 악력 모두 양적반응관계를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 안정시 심박수가 낮으면서 악

력이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위험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체활동과 체력은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와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안정시 심박수의 경우 CVD 위험지수와 연

관성이 적었지만, 신체활동과 안정시 심박수는 CVD 위험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유용

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RS를 국내 인원에게 적용할 때 기존 모델을 

사용하기 보다 일반적인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도 신체활동과 안정시 심박수를 활용하

게 되면 특히, 남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VD 위험 모델의 정확도 및 타당도 향상과 여성 CVD 예측을 위하여 향후 추가적

인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음과 동

시에 신체활동 및 체력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과 연관이 있는 잠재적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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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추후 관련 연구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서론 및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CVD 위험 모델 개발 

및 정확성 관련 연구는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록 국내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였지만,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에 시

간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 신체활동을 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안정시 심박수를 심폐 체력 변인으로 하여 체력과 CVD 위험요인 및 

위험지수 간의 연관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

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찾아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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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 Rate and Physical Fitness

- The 6th to 8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4~2019) Subjects -

Woo, SeungSeok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Health Exercise and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ity

Cardiovascular Disease(CVD) means a group of disorders of heart and 

blood vessels. It leads 32% of the death in the world, and 44% of the death 

in Korea. Primary pre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in CVD, CVD risk rates 

can help the importance of CVD and prevention, classify serious patients 

and treatment. 

In this study, for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VD risk 

factors/risk rate and Physical Fitness(PF), Framingham Risk Score(FRS) that 

Framingham Heart Study developed was used in Korean. For identify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PA) and Resting Heart Rate(RHR) in FRS 

model, PA regarded as a demographic characteristic, RHR regarded as a 

cardio-fitness combined with Grip Strength(GS) for Total Fitness(TF). 

Subjects were 29,607 people(male: 44.2%, male: 55.8%) who participated in 

6th to 8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20 

years to 79 years and did not have any CVD. Obesity, Blood 

Pressure(BP)(systolic & diastolic), Fasting Glucose(GLU), Triglycerides(TG),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 were selected as CVD risk 

factors, FRS model(2008) that is suggested by Framingham Heart Study was 

used for FRS and risk rates. For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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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F and CVD risk factors/rate, on-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as 

performed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performed to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F and CVD model. Age, drinking,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moderate to vigorous PA, sedentary were seleted as 

confounding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PA was valid variable that could classify the CVD risk factors 

except for diastolic BP in both gender, and according to level of PA, 

statistic significance was found in FRS and risk rate. 

Second, RHR was valid variable that could classify the CVD risk factors, 

but had less correlation with the FRS and risk rate.  

Third, GS was valid variable that could classify the CVD risk factors, and 

had correlation with the FRS and risk rate. 

Fourth, according to level of TF, RHR and GS had does response 

relationship with FRS and risk rate in male, the lowest RHR and the highest 

GS group had the lowest risk rate in female. 

To sum up, PA and PF had close relationship with CVD risk factors and 

risk rate. Although RHR had less relationship with FRS rate, it was 

confirmed that PA and RHR were useful indicators to distinguish CVD risk 

factors. In addition, when applying FRS to Korean, it was found that, rather 

than using the basic model,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PA 

and RHR, it was particularly more applicable to men. Additional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to improve the accuracy and validity of 

the CVD risk model and to better predict women's CVD. Through this,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possible to find a model applicable model to Koreans 

and at the same time find potential factors related to CVD as well as PA 

and PF.

Keywords: Physical Fitnes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Framingham Risk 
Score, CVD risk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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