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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며,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 비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우리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섭취상태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인자인
허리둘레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방법: 2003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허리둘레를 포함한 신체계측 및
영양평가를 받은 40세에서 64세 사이의 남녀 2,066명(남성 976명, 여성 1090명)을 분석하였다. 24시간 회상법으로
얻은 1일간의 음식 섭취 자료를 영양프로그램인 CAN-Pro 2.0으로 분석하여 탄수화물을 포함한 영양소 섭취량과
총 섭취열량을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건강 검진 시 측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총 섭취열량을 보정하며 탄수화물과 허리둘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남녀 모두 총 섭취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 체질량지수가 허리둘레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총 섭취열량,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중년남성에서는 거대영양소의 섭취량(탄수화물: β =
-0.003, P = 0.585)과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중년여성에서는 다른 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탄수화물섭취량 (β
= 0.027, P ≤ 0.001)이 허리둘레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결론: 40~64세까지의 여성에서 탄수화물섭취량은 허리둘레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영양소 섭취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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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단어: 체지방률, 탄수화물, 허리둘레, 복부비

서

복부비만은 당 대사 이상, 이상지질혈증을 초래하는 대사증

론

4-6)

후군의 발병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심혈관계

7,8)

최근 식습관의 변화와 신체활동량의 부족과 함께 비만

질환 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년 여

1)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은 복부지방의 축적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며 이전보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남성은

다 10~15% 감소한 신진대사, 에스트로겐 수치 저하 등 복

35.1%이었고 여성은 28.0%였으며, 허리둘레 남성 90 cm,

부의 지방 축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9)

여성 85 cm 이상의 기준 을 적용했을 때 20세 이상 남성

복부비만의 진단방법으로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복부 자기

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24.6%이고, 여성 23.4%였다.3) 연령

공명 촬영, 허리-엉덩이 둘레 등의 방법이 있지만 허리둘레

대별로 비교하면, 50대 이전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50대

가 허리 넓적다리 둘레비나 허리엉덩이둘레비보다 내장 지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높았다

방과 연관성이 높고10) 측정과 해석이 쉽기 때문에 복부비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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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로 허리둘레를 이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11,12) 복부

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포함한 거대영양소의 양은 g

비만과 관련한 인구학적 요인과 생활양식 요인을 파악하는

단위로 계산하였으며, 총 열량은 kilocalories (Kcal)로 표시

연구들은 이전에도 있어왔으며 복부비만이 연령, 사회경제

하였다. 알코올 섭취량은 부피(mL) × 술의 종류 별 도수

적 요인뿐 아니라 음주 및 흡연상태, 운동, 식사의 질 등의

(vol%) × 알코올비중(0.785)으로 계산하여, 알코올량(g)을

13,14)

그러나,

계산하였다. 칼로리로 환산한 후, 1일 동안 섭취한 총 열량

거대영양소,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에 대한 각 영양소의 칼로리를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

인자인 복부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일치하

었다.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지 않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
15)

민의 에너지 섭취에 지방의 기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서

3) 생활습관 요인

구인에 비하면 밥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고 탄수화물 식
16)

음주, 흡연, 운동은 검진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기 기입식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전형적

건강 설문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흡연 여부는 담배를 전

인 고탄수화물 식사 기반인 우리나라 중년 인구의 식단에서

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을 비흡연자, 이전에 담배를 피웠으

사가 기반을 이루고 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과 복부비만의 지료로서 허리둘레와의

나 현재 피우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과거흡연자, 현재 담배를

관련성을 조사하여 탄수화물 섭취가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

피우고 있는 사람을 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운동 여부는 평

향을 알아봄으로써 건강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식사섭취 패

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턴에 대해 고려해보고자 한다.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대상 및 방법

통계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12.0)를 이용하였으

1. 연구대상

며, 통계적 유의 수준은 P-value < 0.05로 하였다. 허리둘레

2003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

와 거대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 및 총 섭취

진센터에 방문하여 허리둘레를 포함한 신체계측과 영양 평

열량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

가를 받은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857명 중에서 40세부터

였다. 총 섭취열량은 100 kcal 당 섭취열량의 형태로 모델

64세 사이의 남성 976명, 여성 1,090명을 분석하였다.

에 이용하였다. 총 섭취열량을 보정하여 남녀 각각 다중 선
형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1) 신체계측 및 혈액 분석

결

신장 및 체중은 동일한 체성분분석기(ZEUS 9.9 PLUS)

과

1.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를 이용하여 0.1 kg, 0.1 cm까지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허리

총 2,066명의(남성 976명, 여성 1,090명) 평균 연령은 남

둘레는 직립 자세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늑골 최하

성 59.4 ± 9.2세, 여성 57.4 ± 7.5세였다. 평균 체질량지수

단부와 장골능 최상단부의 중간지점에서 줄자가 수평이 되

는 남성 24.6 ± 2.9, 여성 23.7 ± 3.0이었으며, 허리둘레는

게 하고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하여 0.1 cm까지 측정하였

남성 87.1 ± 7.6 cm, 여성 83.9 ± 8.3 cm이었다. 현재 흡연

11)

수진자들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한 후, 오전 중에 채혈

자의 비율은 남성은 32.9%, 여성은 2.9%로, 2005년도 국민

을 실시하여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

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 47.6%, 여성 6.8%인 것과 비교할

롤 등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때 남녀 모두에서 낮았다. 음주율은 남성 73.4%, 여성

다.

25.3%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의 음주율이
2) 영양 평가

76.3%, 여성이 40.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영양 평가를 위해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1일간의 식이

에서 낮은 편이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일지를 이용하였다. 1일 간의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의

사람은 남성은 42.8%, 여성은 43.9%였다(Table 1).

섭취 내용, 술의 섭취량에 대해 영양사와의 직접 면접을 통

2. 성별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전날 식이섭취가 평소와 달랐
던 대상은 면담 및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영양사가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성별로 비교하면, 총 에너지,

조사 내용을 영양평가 프로그램인 Can-pro version 2.0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의 섭취수준

(Computer

이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Aided

Nutrients

Program,

The

Korean

16)

Nutrition Society) 으로 분석하여 영양소의 양을 산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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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
Male (n = 976)
Female (n = 1090)
P*
Age (years)
59.4 ± 9.2
57.4 ± 7.5
0.56
Height (cm)
167.9 ± 5.7
155.5 ± 5.0
< 0.001
Weight (kg)
69.4 ± 9.2
57.4 ± 7.5
< 0.001
2
24.6 ± 2.9
23.7 ± 3.0
< 0.001
BMI (kg/m )
WC (cm)
87.1 ± 7.6
83.9 ± 8.3
< 0.001
Alcohol (g/day)
12.0 ± 12.4
1.6 ± 4.5
< 0.001
Total cholesterol (mg/dL)
200.5 ± 35.1
208.9 ± 36.6
< 0.001
HDL-cholesterol (mg/dL)
49.4 ± 11.6
58.0 ± 14.0
< 0.001
Triglyceride (mg/dL)
147.0 ± 88.5
112.6 ± 62.8
< 0.001
Smoking
None (%)
222 (22.8)
1,030 (94.5)
< 0.001
Ex-smoker (%)
433 (44.4)
28 (2.6)
Current-smoker (%)
321 (32.9)
32 (2.9)
Regular Exercise
Yes (%)
418 (42.8)
478 (43.9)
0.64
Current drinking
Yes (%)
686 (73.4)
257 (25.3)
< 0.001
2
* P-value from an t-test for continuous outcomes and χ test for binary outcomes comparing a differences between any of the
2 study groups.

Table 2. Daily nutrient intake level by gender
Variable
Male (n = 976)
Female (n = 1090)
Calorie (kcal)
2,344.4 ± 590.5
1,852.4 ± 397.4
Carbohydrate (g)
337.3 ± 81.5
280.3 ± 67.7
Protein (g)
105.7 ± 37.4
78.2 ± 22.9
Fat (g)
63.6 ± 32.1
46.5 ± 20.3
Carbohydrate (%)
58.5 ± 9.2
60.8 ± 9.1
Protein (%)
17.9 ± 3.7
16.9 ± 3.3
Fat (%)
23.6 ± 7.7
22.3 ± 7.3
* P-value from an t-test for comparing a difference between any of the 2 study groups.

<
<
<
<
<
<
<

P*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에 대한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탄수화물의 비율은 여성에

총 섭취열량(1,972.7 ± 454.7 kcal vs. 1,765.8 ± 324.3

서 더 높았으며(60.8% vs. 58.5%),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kcal), 탄수화물(301.5 ± 74.6 g vs. 265.0 ± 57.6 g), 단백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질(82.7 ± 25.6 g vs. 74.9 ± 20.1 g), 지방(72.2 ± 37.8 vs.
58.7 ± 27.3 g)의 섭취량 모두 복부비만군에서 높게 나타났

3. 복부비만 유무별 1일 평균 영양소 섭취량

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총 섭취

남성 976명 중에 허리둘레 90 cm 이상인 복부비만군은

열량에 대한 영양소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남성과 반대

351명으로 36%였으며, 여성은 10,90명 중에 456명으로

로 탄수화물(61.6 ± 9.3% vs. 60.3 ± 8.8%)의 비율이 복부

41.8%였다. 남성에서 복부비만군과 정상 허리둘레군을 비

비만군에서 높았으며 단백질과(16.7 ± 3.5% vs. 17.0 ±

교하였을 때(Table 3), 평균 섭취 열량은 각각 2,521.3 ±

3.2%)과 지방(21.6 ± 7.4% vs. 22.8 ± 7.2%)의 섭취비율은

631.2 kcal, 2,245.0 ± 542.2 kcal, 섭취한 탄수화물 양은

정상 허리둘레군에서 더 높았다(P < 0.001).

353.1 ± 85.6 g, 328.5 ± 77.8 g, 섭취한 단백질양은 114.8

4. 허리둘레와 거대영양소의 관계

± 39.6g, 100.6 ± 35.1 g으로 복부비만군에서 섭취량이 높
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총 섭취 열

단변량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총 섭취열량, 탄수화물, 단

량에 대한 영양소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단백질과(18.1 ±

백질, 지방 섭취량, 체질량지수가 허리둘레와 유의한 상관관

3.8% vs.17.8 ± 3.6%)과 지방(24.8 ± 8.7% vs. 23.0 ±

계를 보였다(Table 4). 연령은 여성에서는 유의하였으나 (β

7.0%)은 복부비만군에서 높았으나, 탄수화물의 비율(57.2 ±

= 0.421, P < 0.001),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10.1% vs. 59.3 ± 8.6%)은 정상 허리둘레군에서 더 높았고,

다중 선형 회귀분석 모델에서, 남성에서는 총 섭취열량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여성에서는,

(β = 0.355, P = 0.001)만이 허리둘레와 역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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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nutrient intake level by abdominal obesity status
Male
Variable
WC ≥ 90 (n = 351)
WC < 90 (n = 625)
Calorie (kcal)
2,521.3 ± 631.2
2,245.0 ± 542.2
Carbohydrate (g)
353.1 ± 85.6
328.5 ± 77.8
Protein (g)
114.8 ± 39.6
100.6 ± 35.1
Fat (g)
72.2 ± 37.8
58.7 ± 27.3
Carbohydrate (%)
57.2 ± 10.1
59.3 ± 8.6
Protein (%)
18.1 ± 3.8
17.8 ± 3.6
Fat (%)
24.8 ± 8.7
23.0 ± 7.0
Female
Variable
WC ≥ 85 (n = 456)
WC < 85 (n = 634)
Calorie (kcal)
1,972.7 ± 454.7
1,765.8 ± 324.3
Carbohydrate (g)
301.5 ± 74.6
265.0 ± 57.6
Protein (g)
82.7 ± 25.6
74.9 ± 20.1
Fat (g)
72.2 ± 37.8
58.7 ± 27.3
Carbohydrate (%)
61.6 ± 9.3
60.3 ± 8.8
Protein (%)
16.7 ± 3.5
17.0 ± 3.2
Fat (%)
21.6 ± 7.4
22.8 ± 7.2
* P-value from an t-test for comparing a difference between any of the 2 study groups.

*

<
<
<
<
<
<
<

P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
<
<
<
<
<
<

P*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Table 4. Un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ent intake and waist circumference

β

Variables

Male
Calories†
0.343
Carbohydrate (g)
0.017
Protein (g)
0.046
Fat (g)
0.051
Alcohol(g/day)
0.027
BMI (kg/m2)
2.245
Age (yr)
0.052
Female
Calories†
0.506
Carbohydrate (g)
0.031
Protein (g)
0.056
Fat (g)
0.031
Alcohol(g/day)
0.032
BMI (kg/m2)
2.323
Age (yr)
0.421
* P-value from an un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Calories, total daily calories intake (kcal)/100 (kcal).

P*

S.E

T

0.399
0.003
0.006
0.007
0.020
0.046
0.036

8.58
5.89
7.23
6.90
1.39
48.68
1.44

<
<
<
<

0.061
0.004
0.108
0.012
0.056
0.438
0.035

8.26
8.61
5.14
2.54
0.56
53.06
12.00

< 0.001
< 0.001
< 0.001
0.011
0.573
< 0.001
< 0.001

0.001
0.001
0.001
0.001
0.165
< 0.001
0.150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utrient intake and waist circumference
Variables

β

SE

T

Male
Calories†
0.355
0.109
3.26
Carbohydrate (g)
-0.003
0.005
-0.55
Protein (g)
0.003
0.012
0.27
Female
Calories†
0.034
0.182
0.18
Carbohydrate (g)
0.027
0.008
3.52
Protein (g)
0.029
0.021
1.38
* P-value from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adjusted or total energy intake and protein intake.
†Calories, total daily calories intake (kcal)/100 (k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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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01
0.585
0.791
0.854
< 0.001
0.169

－ 탄수화물 섭취량과 허리둘레와의 연관성 －

으며,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나 채소로부터 섭취한 탄수화물은 허리둘레와 음의 연관성

않았다. 중년 여성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β = 0.027, P <

을, 특히 곡류에서 섭취한 탄수화물은 허리둘레와 양의 연

0.001)이 허리둘레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관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만
15)
을 분석하였지만 주로 곡류로부터 탄수화물을 섭취 하는

고

우리의 식단을 고려해보면 일관성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

찰

다. 체질량지수와 식이섭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
복부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로서, 심
17)

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병

서도 여성 비만군은 고탄수화물 섭취가, 남성 비만군은 알
코올 섭취가 비만과 관련되어 있었다.

23)

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복부비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가 일반인이

증가하고 있다. 2003년 6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일개 대학

아닌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일개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

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영양평가를 받은 40세에서

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단면연구이므로 일반 인

65세 사이의 남녀에서 거대영양소 섭취량과 허리둘레 간의

구 집단을 대표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

관계를 분석하였다. 허리둘레의 평균은 남성 87.1 ± 7.6

석 결과,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높았으며,

cm, 여성 83.9 ± 8.3 cm이었으며,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남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섭취비율은 남성이 58:18:24, 여성

성 90 cm, 여성 85 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36.5%,

18)
이 61:17:22로 한국인 영양권장량 에서 권장하고 있는

41.8%이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40대에서는

65:15:20과 비교하였을 때,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더 낮았

남녀 각각 26.6%, 19.5%, 50대에서는 36.3%, 37.8%, 60대

고, 단백질과 지방 섭취 비율이 높았다. 신체계측치와 영양

에서는 32.6%, 46.9%인 것에 비해,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소 섭취가 일반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개 건강검진센

높게 나타났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

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 인구에까지 확대하

만도에 따른 성인의 섭취량 조사에서 복부비만의 유무나 체

여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 인구집단에

질량지수에 따라 영양소 섭취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비해 적은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본 연구집단에서 탄수화물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복부비만군이나 비만군에서 오히려

섭취량이 허리둘레와 관련성을 보였으므로, 앞으로 대표성

15,16)

본 연구에서

이 있는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허리둘

는 여성에서도 복부비만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총 섭취열

레,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량(1,972.7 kcal vs. 1,765.8 kcal, P < 0.001)과 탄수화물

둘째, 영양평가가 영양사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24시

섭취량(301.5 ± 74.6 g vs. 265.0 ± 57.6 g)이 더 많은 것으

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영양소의 섭취량을 추정했지만, 그

로 나타났다.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섭취비율은 남성이

동안의 대상자들의 누적된 탄수화물 섭취 패턴을 정확히 반

18)
58:18:24, 여성이 61:17:22로 한국인 영양권장량 에서 권

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조사 전날 식이섭취가

장하고 있는 65:15:20과 비교하였을 때, 탄수화물 섭취 비

평소와 달랐던 대상은 면담 및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율이 더 낮았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복부

임상에서의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할

비만의 유병률이 남성에서는 5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

24)
때 , 의의를 둘 수 있다.

1일 전체 열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40대, 50대, 60대

셋째, 여성에서 폐경의 영향은 복부 비만 및 심혈관계 질

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의 유병률과 연관이 있으므로 폐경 전후에 대한 분석이

남녀 모두 총 섭취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섭취량과

중요할 수 있으나, 50세 전후로 연령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Table 4), 다중 선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음), 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기술하지

형 회귀분석에서는 여성에서만 탄수화물 섭취가 허리둘레

않았다.

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Table 5).

본 연구는 1일 전체 섭취열량 중 60% 정도를 탄수화물

복부비만에 대한 식이의 역할에 대한 이전의 연구를 살

로 섭취하는 국내 식이 패턴에서 탄수화물 섭취와 대사증후

펴보면 식이섬유나 불포화지방, 생선, 닭고기의 섭취가 증가

군의 중요한 인자이며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19)

트랜스지방산의 섭취가 증가

인 복부비만의 지표로써의 허리둘레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

할수록 복부비만이 증가한다는20) 보고가 있었다. 다른 연구

구이다. 40~65세 사이의 여성에서 식사 중 탄수화물의 섭취

에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복부비만이 감소하는

량과 허리둘레 간에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허리둘레는

할수록 복부비만이 감소하며

21)

결과를 보여주었다.

허리둘레와 탄수화물의 연관성에 대

대사증후군에서 중요한 복부비만의 지표이므로 심혈관계

22)

한 국내의 연구 에서는 1일 총 섭취열량과 탄수화물의 섭

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고려

취량은 허리둘레의 변화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으나

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비만 및 복부비만은, 흡연, 음주

여성에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과일이

와 같은 생활 습관 요인 및 유전적 요인 간의 다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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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열량 또는 영양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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