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만학회지: 제 13 권 제 2 호 2004

□원

저□

비만, 생활습관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CRP와의 관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이난영․한명옥․조홍준․박혜순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and CRP
Nan-Young Lee, Myung-Ok Han, Hong-Jun Cho, Hye Soon Park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요

약

연구배경: C-반응성 단백(이하 CRP)은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연
구들은 CRP가 공복혈당, 혈중지질농도, 혈압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CRP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건강한 한국
성인들에서 비만, 생활습관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CRP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방법: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한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한 무증상의 성인 2000명
중 급성 염증상태 및 암질환 등이 확인된 103명의 자료를 제외한 1897명의 혈액검사 소견과 문진표를
분석하였다. CRP는 high sensitivity-CRP로서 immunoturbidimetry법으로 정량분석 하였다. 남녀 각각
연령,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흡연이나 음주 여부에 따른 CRP 값을 조사하였고, 각 변수들과 CRP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남자에서는 체질량지수가 18.5~22.9 kg/m2인 군에 비해 23.0~24.9 kg/m2, 25.0~29.9 kg/m2, 30
kg/m2이상인 군에서의 교차비가 각각 1.62 (1.04~2.54), 2.31 (1.54~3.48), 8.11(3.33~19.77)로, 또한 체
지방률이 25% 이상인 군에서 그 미만인 경우에 비해 교차비가 1.78 (1.27~2.51)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
률이 증가할수록 CRP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흡연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교차비
2.00 (1.28~3.13)으로 CRP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2). 반면 여자에서는 연령에 따른 CRP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군에서 그 미만인 경우에해 교차비 1.84 (1.19~2.86)로
CRP의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P=0.007).
결론: 우리나라 성인 남자에서는 흡연과 BMI 및 체지방이, 여자에서는 고연령과 체지방이 CRP의 증
가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의 예측지표로 작용하는 CRP를 낮추기 위해
금연과 체지방 감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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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

법

1. 연구 대상

C-반응성 단백 (C-reactive protein; 이하 CRP)은 염
증반응과 세포 및 조직대사의 비특이적 반응이 있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한 종합병원 건

때 증가하는 물질로 심혈관질환의 강력한 예측인자 및

강증진센터에 내원한 20~80세의 무증상의 성인 2000

1)
독립적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Ridker 등은 28,263

명 중 급성 염증상태 및 암질환 등이 확인된 103을 제

명의 비교적 건강한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high-

외한 18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된 경우는 백혈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serum amyloid

구 수치가 10,000개를 초과하는 급성 감염상태이거나

A, interleukin-6, homocystein 등을 포함한 12가지의

현존하는 감염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 자가면역질환

염증지표들과 심혈관질환의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 있는 경우로 정하였다.

연구를 시행한 결과, hs-CRP가 심혈관질환에 대한 가

2. 변수들의 측정 및 분류

장 강력한 단일 예측인자라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
2)
서는 심혈관질환의 예측인자로 CRP가 저밀도지단백

키와 몸무게는 신을 벗고 가벼운 가운을 입은 상태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보다도 더 강력한

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체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CRP를 낮추려는

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m2)를 산출하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atrovast-

다. 산출된 BMI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침에 따라

atin, pravastatin 등의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가

18.5 kg/m2 미만, 18.5∼22.9 kg/m2, 23.0∼24.9 kg/m2,

3~5)

CRP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2
2
25.0∼29.9 kg/m , 30.0 kg/m 이상의 5군으로 분류하

.

6)
Saito 등의 연구에서 CRP와 관련된 요인으로 연

12)
였다 . 체지방률은 신을 벗고 가벼운 가운을 입은 상

령, 흡연, 비만,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등을 제시하

태로 InBody 3.0을 이용하여 bioelectric impedance

7)

였으며, Saijo 등 은 CRP가 내장지방조직과 관련이
8)

analysis로 측정한 후 기존의 문헌을13) 참고로 하여 남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지방섭취가 많

성은 25% 미만인 군과 그 이상인 군으로, 여성은 30%

을수록, 섬유질 섭취가 적을수록 CRP 수치도 증가한

미만인 군과 그 이상인 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9)

약간의

식사섭취에 대한 조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간이식

알코올 섭취가 CRP를 낮춘다고 하였으며, King 등은

품섭취빈도조사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평소

10)

의 식습관 경향을 작성하게 한 후 각 식품군의 기준

다고 보고하였다. Volpato 등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CRP의 증가를 낮출 수
11)

남자에서 비만

열량표를 참고로 지방섭취율 등을 계산하였으며 이렇

이 독립적으로 CRP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게 계산된 지방섭취율은 25% 미만인 군과 그 이상인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서 CRP 증가와 관련된 환경

군으로 분류하였다.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황 등이

임상 병력은 문진표에 기재된 사항과 원내 처방시스

적 요인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CRP는 심혈관질환의 강력한 예측지표로서 CRP를

템에 등록된 병력을 검토하였다. 흡연력은 전혀 담배

증가시킬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요인들을 알아내어 예

를 피우지 않은 경우, 과거에 흡연했으나 중단한 경우,

방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도 줄일

현재 흡연하는 경우 등 세 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가된 CRP와 관

며, 음주는 마시지 않는 경우와 가끔 마시는 경우, 자

련된 요인들로서 비만, 생활습관 및 인구사회학적 요

주 마시는 경우 등 세 군으로, 운동은 하지 않는 경우

인을 알아봄으로써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기초적 자료

와 하는 경우 등 두 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CRP는 high sensitivity-CRP로서 immunoturbidim-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try법으로 정량분석 하였다. 정상인에서 증가된 CRP
수치의 정의는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0.22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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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s
Age (year)
Boby mass index (kg/m2)
Body fat (%)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Fasting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CRP (mg/dL)
Categories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years)

Occupation

Income (￦10000/month)

Fat intake (%)
Alcohol

Smoking

Exercise

Married
Unmarried
Others
<10
10-15
≥16
White color
Blue color
Unemployed
<100
100-300
>300
<25
≥25
None
Occasionally drinking
Frequently drinking
None
Ex-smoker
Current smoker
No
Yes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14).

Men(n=1143)

Women(n=754)

Mean±SD

Mean±SD

45.5±11.5
24.3±2.8
20.9±4.8
127.0±16.1
80.2±10.3
100.0±27.4
198.1±35.7
166.2±113.0
49.1±12.1

47.2±11.7
23.3±3.0
29.2±5.2
120.8±18.6
76.2±10.4
95.6±26.6
196.8±36.4
119.3±72.4
56.5±13.9

Median (range)

Median (range)

0.09 (0.03∼9.57)

0.08 (0.03∼6.14)

No (%)

No (%)

993 (91.0)
81 (7.4)
17 (1.6)
62 (5.7)
369 (33.9)
659 (60.5)
658 (60.9)
333 (30.8)
89 (8.2)
62 (5.8)
370 (34.8)
631 (59.4)
382 (92.7)
30 (7.3)
116 (10.4)
417 (37.5)
580 (52.1)
237 (21.3)
343 (30.8)
535 (48.0)
746 (67.1)
366 (32.9)

599 (83.1)
50 (6.9)
72 (10.0)
159 (22.3)
294 (41.3)
259 (36.4)
110 (15.2)
157 (21.7)
456 (63.1)
72 (11.0)
264 (40.4)
317 (48.5)
288 (94.7)
16 (5.3)
330 (45.1)
352 (48.2)
49 (6.7)
660 (90.8)
31 (4.3)
36 (5.0)
513 (70.3)
217 (29.7)

대해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빈도에 대한 증가양상은 경
향분석을 시행하였다. 증가된 CRP 수치 (≥0.22 mg/dL)

3. 통계 분석

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기본적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생활습관 및 인구사회학적 요

로 제시하였다. CRP 수치는 비정규분포의 특성 상 중

인 등에 따라 연령을 보정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간값을 산출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증가된 CRP 값에

시행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내었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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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centage of elevated CRP (≥0.22 mg/dL) level according to age category. In men,
this association between age and elevated CRP level was not significant. However,
in women, the frequency of elevated CRP level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P for trend <0.05).

변수에 따른 교차비 증가양상은 경향분석을 시행하였

2. 연령에 따른 증가된 CRP 값의 빈도

다. 위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10.0을 사용하였
으며, 통계적 의미를 가지기 위한 P-value는 0.05로 정
하였다.

남녀를 구분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른 증가된 CRP
(≥0.22 mg/dL) 값의 빈도를 Fig. 1에 제시하였다. 남
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증가된 CRP의 빈도는

결

각각 20.8%, 19.3%, 16.0%, 17.9%로 연령과 CRP 간

과

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성에서는
각각 10.4%, 12.6%, 17.1%, 22.3%로 연령이 증가함

1. 연구대상자들의 기본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가 45.5±11.5세, 여
자는 47.2±11.7세였다. 체질량지수는 남녀각각 24.3

에 따라 증가된 CRP 값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P for trend <0.05) (Fig. 1).

2
2
±2.8 kg/m , 23.3±3.0 kg/m 이었고, 평균 체지방률은

3. 남자에서 CRP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들

남자가 20.9±4.8%, 여자는 29.2±5.2%이었다. 총 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공복혈당 등의 평
균치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지방섭취율이
25% 이상인 군이 남자에서 7.3%, 여자에서 5.3%였고,
자주 음주를 하는 군이 남자에서 52.1%, 여자에서
6.7%였다. 흡연군이 남자에서 48.0%, 여자에서 5.0%
였고, 비운동군이 남자에서 67.1%, 여자에서 70.3%였
다 (Table 1).

남자에서 CRP 증가에 대한 교차비는 체질량지수가
18.5kg/m

2

미만, 18.5~22.9kg/m2, 23.0~24.9kg/m2,

2
2
25.0~29.9kg/m , 30kg/m 이상일 때 각각 0.58 (0.07

~4.61), 1.0, 1.62 (1.04~2.54), 2.31 (1.54~3.48), 8.11
(3.33~19.77)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가 증가함에 따
라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 for
trend <0.005). 또한 체지방률이 25% 이상일 때 그 미
만인 군에 비해 CRP 증가에 대한 교차비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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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sted Odds Ratio (OR) for the Elevated CRP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Associated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Korean Men (n=1143)
Variables

Categories

Odds ratio (95% CI)

P-value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1.0
0.63 (0.32∼1.25)
0.61 (0.14∼2.70)

0.19
0.51

≥16
10-15
<10

1.0
0.97 (0.69∼1.35)
0.72 (0.33∼1.60)

0.85
0.42

White color
Blue color
Unemployed

1.0
0.96 (0.68∼1.35)
0.73 (0.35∼1.50)

0.80
0.39

>300
100-300
<100
<18.5
18.5-22.9
23.0-24.9
25.0-29.9
≥30.0
<25
≥25

1.0
1.21 (0.86∼1.69)
0.67 (0.29∼1.55)
0.58 (0.07∼4.61)
1.0
1.62 (1.04∼2.54)
2.31 (1.54∼3.48)
8.11 (3.33∼19.77)
1.0
1.78 (1.27∼2.51)

<25
≥25

1.0
2.10 (0.88∼5.03)

0.10

None
Occasionally drinking
Frequently drinking

1.0
1.06 (0.60∼1.89)
1.14 (0.65∼1.98)

0.83
0.66

None
Ex-smoker
Current smoker

1.0
1.49 (0.91∼2.44)
2.00 (1.28∼3.13)

0.11
0.002

No
Yes

1.0
0.75 (0.53∼1.06)

0.10

Education level (years)

Occupation

Income (￦10000/month)

BMI (kg/m2)*

Body fat (%)*
Fat intake (%)
Alcohol

Smoking*

Exercise

0.28
0.35
0.61
0.04
<0.0005
<0.0005
0.001

* P <0.005 from trend test

(1.27~2.51)로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CRP 값의 증가

4. 여자에서 CRP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들

와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P=0.001). 흡연군에
서는 비흡연군에 비해 CRP의 증가에 대한 교차비가
2.00 (1.28~3.13)으로 흡연과 증가된 CRP 사이에 유
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02), 비
흡연군에 비해 금연군, 흡연군에서 CRP 증가에 대한
교차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 for
trend <0.005). 지방섭취율이나 알코올 섭취여부, 운동
여부 등과 CRP 간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여자에서는 체질량지수가 18.5 kg/m2 미만, 18.5~
2
2
2
22.9 kg/m , 23.0~24.9 kg/m , 25.0~29.9 kg/m , 30

kg/m2 이상일 때 CRP 증가에 대한 교차비는 각각
0.32 (0.04~2.41), 1.0, 1.56 (0.91~2.68), 1.29 (0.76~
2.20), 2.83 (0.71~11.24)로 나타나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 for
trend <0.05). 체지방률이 30% 이상일 때 그 미만의
군에 비해 CRP 증가에 대한 교차비가 1.8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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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djusted Odds Ratio (OR) for the Elevated CRP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Associated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mong Korean Women (n=754)
Variables

Categories

Odds ratio (95% CI)

P-value

Marital status

Married
Unmarried
Others

1.0
2.20 (0.85∼5.67)
1.08 (0.55∼2.14)

0.10
0.83

Education level (years)

≥16
10-15
<10

1.0
1.42 (0.86∼2.33)
0.93 (0.49∼1.78)

0.17
0.83

White color
Blue color
Unemployed

1.0
1.11 (0.55∼2.25)
0.83 (0.44∼1.56)

0.77
0.66

>300
100-300
<100
<18.5
18.5-22.9
23.0-24.9
25.0-29.9
≥30.0
<30
≥30

1.0
1.01 (0.61∼1.66)
1.48 (0.74∼2.96)
0.32 (0.04∼2.41)
1.0
1.56 (0.91∼2.68)
1.29 (0.76∼2.20)
2.83 (0.71∼11.24)
1.0
1.84 (1.19∼2.86)

0.007

<25
≥25

1.0
0.67 (0.08∼5.48)

0.71

None
Occasionally drinking
Frequently drinking

1.0
1.28 (0.81∼2.02)
1.18 (0.46∼3.06)

0.29
0.73

None
Ex-smoker
Current smoker

1.0
1.18 (0.43∼3.24)
0.94 (0.35∼2.52)

0.75
0.91

No
Yes

1.0
1.01 (0.64∼1.59)

0.97

Occupation

Income (￦10000/month)

BMI (kg/m2)*

Body fat (%)*
Fat intake (%)
Alcohol

Smoking

Exercise

0.98
0.27
0.27
0.11
0.35
0.14

* P <0.05 from trend test

2.86)로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CRP 값의 증가와 유의

지방률로 나타났다. 여성에서 연령이 증가된 CRP와

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P=0.007). 지방섭취율이나

관련된 인자로 나타남에 비해 남성에서는 유의성이 관

흡연, 알코올 섭취, 운동 여부 등은 여성에서 CRP의

찰되지 않았다. 황 등의 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몇몇 연

증가와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구에서는

11,15)

연령의 증가에 따른 CRP 값의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과 CRP

고

간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남자

찰

연구 대상의 경우 직장정기검진 프로그램으로 고위관
본 연구의 결과, 증가된 CRP와 관련된 요인으로 남
자에서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흡연, 여자에서 연령, 체

리직이 많이 포함되는 등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나
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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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여러 연구들은6,7) 비만의 지표가 되는 체질

9)

Volpato 등의 연구에서는

소량의 알코올 섭취가
10)

량지수나 체지방률과 CRP 수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CRP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King 등은

고 하였다. 지방 조직은 interleukin-6 (IL-6)와 tumor

달리기와 에어로빅댄스를 규칙적으로 할 경우 CRP를

necrosis factor-α (TNF-α) 같은 proinflammatory cyto-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음주 및 운동

kines을 분비한다. 주로 IL-6와 TNF-α의 통제 하에 간

여부는 남녀 모두에서 CRP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에서 이루어지는 CRP의 합성은 CRP의 생산을 자극

않았는데, 이는 음주량이나 운동의 종류, 횟수 및 시간

시킬 수 있다. 건강한 코카시아인들 (평균 체질량지수;

등에 대한 정보의 미흡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어

2

2

31.8 kg/m , 범위; 22.3~38.7 kg/m )을 대상으로 한 연

향후 세분화된 분류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Dana

구에서 전체 IL-6의 약 30% 가량이 지방 조직에서 유

8)
등 의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CRP

래한 것이라고 하였다16). 따라서 지방 조직은 건강한

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섭취율과

사람들의 CRP 증가와 관련된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CRP의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식이섭취조

본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나 체지방률이 증가할수록

사 과정이 자가 기록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위험

CRP 수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 지방섭취량을 실제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였

흡연이 전신 염증반응지표들의 증가와 관련됨을 설

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기전들이 있다. 첫째, 흡연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비교적

17)
18)
19)
의해 치주염 , 호흡기염증 , 동맥경화증 같은 만성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검진 수진자였기 때문에 지역

염증상태가 발생하고 따라서 전신 염증지표들이 증가

사회 인구를 대표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둘

한다는 것이다. 둘째, 흡연에 의해 발생한 free rad-

째, 식이섭취 조사시 연구 대상자들이 평소의 식습관

20)

21)

ical 이나 phenol-rich glycoprotein 과 같은 특정 물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상 비뚤림 (recall bias)이 작

질들이 직접적으로 대식세포에 염증반응의 자극을 일

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제한된 자료를 사용함으

으켜서 TNF-α, IL-1,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로써 발생한 문제점으로 비만 지표의 하나인 허리둘레

20)

을 생성하게 한다 . 셋째, 니코틴이 카테콜아민 방출

를 측정하지 못했고, 세부적 정보 누락의 가능성을 들

을 유도하여 전신적인 사이토카인 균형을 간접적으로

수 있다. 흡연에 관한 정확한 정보 (흡연량, 흡연 기간,

22)

조절할 수 있다 .

금연 기간 등)를 알 수 없어 흡연의 특성에 따른 자세
23~26)

이전의 몇몇 연구들에서

흡연과 CRP의 연관성

한 비교는 하기 어려웠고 단지 흡연군, 금연군, 비흡연

이 보고 되었으나, 흡연군과 비흡연군, 금연군을 비교

군 등 세 집단간의 비교만이 가능하였다. 마찬가지로

15)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Fröhlich 등의 연구에서

흡

연하는 특성에 따른 염증지표들의 연관성을 보고하였

음주나 운동 여부에 있어서도 정확한 횟수나 강도 등
은 알 수 없었다.

는데, 현재 흡연자에서 CRP 등의 염증지표들이 통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서는 흡연과 BMI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흡연하다가

및 체지방이, 여성에서는 고연령, 체지방이 CRP의 증

금연했거나 가끔 흡연하는 경우에는 단지 약간의 상승

가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RP는 심혈관

만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흡연이 남성

질환의 강력한 예측인자 및 독립적 위험인자로서 건강

에서 CRP 증가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으

한 사람들에서 CRP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특히

며, 금연한 경우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흡연자에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교정 가능한 요인과의 관련성이

서 언제든지 금연을 하면 CRP 증가의 위험은 감소되

밝혀진 바, 이를 교정함으로써 CRP를 낮출 수 있고

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

나아가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

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에서의 흡연자가 5%로 남성의

대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의 예측지표로 작용하는

48%에 비해 흡연자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생

CRP를 낮추기 위해 금연과 체지방 감소가 중요하다고

각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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