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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variations in blood HDL-cholesterol (HDL-C) levels based on the data from
the Seventh (2016) KNHANES. Further, the data was analyzed to correlate blood HDL-C level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besity and health behavior. Females showed higher HDL-C levels than males, and the levels decreased with
age in males (P<0.001). HDL-C levels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based on the household income in males (P<0.01).
Males with obesity, as defined by both body mass index (BMI) and waist circumference, had lower HDL-C levels
than normal but females with obesity defined only by BMI had lower levels (P<0.001). The HDL-C level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based on the smoking and drinking frequency among the studied health behaviors (P<0.001).
The distribution of low, moderate, and high groups classified by blood HDL-C levels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by sex, age, obesity, smoking and drinking. Also, the distribution of the groups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based
on education levels, waist circumference and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and eating outside in females. Similar
variations were observed based on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in both males and females, and medium intensity
physical activity in males (P<0.05). HDL-C levels correlated negatively with obesity and smoking and positively with
physical activity. Drinking frequency, however, was associated positively with HDL-C levels and this implies that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 of blood HDL-C with drinking are needed. In conclusion, HDL-C is closely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obesity, and health behavior. Therefore the importance of using HDL-C as the standard
parameter for dyslipidemia treatment should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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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Lutgens 등, 2003). 2010년에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만 30세 이상에서 2005년 8.0

이상지질혈증은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당

%에서 2009년 11.5%로 크게 증가하고(Lee와 Park, 2014)

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 여러 종류의 성인병과

2016년 조사에서 30세 이상이 14.4%로 증가하여(Han과

관련되어 있다(Grundy, 1998; Matsubara 등, 2002). 이상

Chong, 2019) 이상지질혈증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질혈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혈중 중성지방 또는 콜레스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롤의 농도이며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이 되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

테롤의 농도 상승, HDL-콜레스테롤의 농도 저하가 이상지

스테롤은 임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

질혈증의 주요 형태이다(Committee for Guidelines for

험 급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Management of Dyslipidemia, 2015; Dichtl 등, 1999;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 아직 임상에서의 중요성이 LDL-콜레
스테롤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Jang과 Lee, 2015; M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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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
서 HDL-콜레스테롤의 성인병과의 관련성 및 임상적인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DL-콜레스테롤은 특히 심혈관 질
환과의 관련성이 다수 보고되었는데, Gordon 등(1977)은
49~82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Framingha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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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DL-콜레스테롤 혈중 수치가 낮은 경우에도 HDL-콜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항목에 유효하지

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다고 보고

않은 케이스를 제외한 3,916명을 선정하여 연구자료로 활

하였다. 이외에도 HDL-콜레스테롤 혈중농도는 복부지방

용하였다. 연구자료 중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는 검진

(Song 등, 2020), 대사증후군(de Melo 등, 2017), 인지 장

조사 중 혈액검사에서 수집된 자료이고 성별, 연령, 가구 소

애 및 치매(Atti 등, 2019), 공복혈당장애(Jin, 2019), 당뇨

득, 교육 수준의 일반적 특성은 건강 설문조사, BMI는 검진

병(Pal 등, 2018) 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Seo와

조사에서 조사된 체중과 신장으로 계산된 수치이며 허리둘

Chung(2008)은 HDL-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

레는 검진 조사 중 신체 계측 조사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

인 위험인자임을 강조하며 심혈관 질환 치료에 HDL-콜레

에서 건강행태 항목으로 아침 식사 빈도, 외식 빈도, 1주간

스테롤 농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여가 관련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 1주간 여가 관련 중강도

이처럼 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과 연관성이 높은 HDL-콜

신체활동 일수, 하루 평균 흡연량, 음주 빈도를 조사하였다.

레스테롤의 관리를 위해서는 비만 및 일상적인 생활습관 관

이 중 아침 식사 빈도와 외식 빈도는 영양조사에서 수집되었

리가 매우 중요하다(Rashid와 Genest, 2007; Seo와 Chung,

으며 나머지 항목은 건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것이다(심의

2008). Rashid와 Genest(2007)는 지방 과다와 비만인 경

면제 승인번호: 1041485-202005-HR-002-16).

우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낮음을 보고하면서 지방
감소가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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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낮은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운동 부족, 흡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연도인 2016년도에 실시된

등 일상적인 건강행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 조사에 응답한 만 20세 이상 성인을

서 보고되었다(Diehl 등, 1988; von Eckardstein과 Ass-

대상으로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비교하였다. 일반

mann, 2001; Williams 등, 1995). 운동의 경우 20대 성인

적 특성인 성별, 연령, 가구 소득, 교육 수준, 비만도의 기준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VO2 max와 HR max를 기준으로 분

이 되는 BMI와 허리둘레, 건강행태인 식습관, 신체활동, 흡

류한 운동 강도와 HDL-콜레스테롤과의 관계 연구에서 고

연, 음주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시행된 조사항목에 따라

강도 운동보다 낮은 강도의 운동이 HDL-콜레스테롤 구성

대상자를 분류하여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수치의 평

성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Sung 등, 2011) 운동

균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HDL-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비만 및 건강행태와 HDL-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한 연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그
룹별 분포 비교

구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나이 및 가구소득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연도인 2016년도에 실시된

과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와의 관련 연구(Cho 등,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 조사에 응답한 만 20세 이상 성인을

2019),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영양표시와 혈중 HDL-콜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비만도, 건강행태에 따른 HDL-콜레

레스테롤 농도와의 관계 연구(Yoo 등, 2019) 등이 보고되어

스테롤 혈중 농도 그룹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지질

있으며, HDL-콜레스테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혈증 치료지침 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L-

려진 비만이나 운동, 흡연, 알코올 섭취 등 건강행태와의 관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40 mg/dL 이하인 경우를 낮음군, 40

련성에 대해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60 mg/dL인 경우를 적정군, 60 mg/dL 이상인 경우를 높

상황이다.

음군으로 구분하고(Committee for Guidelines for Man-

이에 본 연구는 HDL-콜레스테롤과 비만 및 건강행태의

agement of Dyslipidemia, 2015) 각 그룹의 비율을 HDL-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국내 성인의 생리학적 데이터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와 동일한 조사항목의 기준에 따라 조

와 함께 다양한 건강행태에 대한 설문 결과를 포함하는 국민

사하고 분석하였다.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이 되
는 HDL-콜레스테롤과 비만 및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에 대

통계 처리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성인

모든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ver. 21, IBM Corp.,

의 HDL-콜레스테롤 농도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유지에 이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

바지하고자 한다.

시자료를 기반으로 층화변수, 집락변수, 통합가중치를 반영
한 복합표본설계 파일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연구내용 및 방법

비만도, 건강행태, 건강인지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 선형모형에서

연구 대상

t-검정과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되 각 성별에 따른 분석 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연도인 2016년도

연령을 보정하고 전체 대상 분석 시 연령 및 성별 변수를

에 실시된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 조사에 응답한 만 20세

보정하였으며, 추가로 동일한 분석대상에 대해 Scheffe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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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비만도, 건강행태에 속하

mittee for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Dyslipidemia,

는 각 변수와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한 HDL-콜레스테롤 혈중

2015).

농도 수준별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복합표본 빈도분석과 교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된 각 그룹의 HDL-콜레스테롤 혈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중 농도는 모두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이 되는 40 mg/dL 이
상으로 나타나 평균 농도는 모두 적정 농도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대상자 3,916명

결과 및 고찰

중 1,707명이 남자, 2,209명이 여자였다. 20대 이상 성인

일반적 특성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및 그룹별
분포 비교

남자의 혈중 HDL-콜레스테롤 평균 농도는 47.75±0.84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반하여 20대 이상 성인의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나이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Table 1에 제

증가할수록 전체와 남자는 H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유의

mg/dL, 여자는 55.10±0.90 mg/dL로 유의적으로 여자의

시하였고,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이상지질혈증 기

적으로 감소하였는데(P<0.05) 여자는 나이에 따른 유의적

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의 분포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는 20대에 50.96±1.23

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 수입, 교육 수준을 조사하였고

mg/dL에서 60대 이상 45.93±1.26 mg/dL로 감소하였다

연령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

(P<0.001).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구 수입은 100만 원 미만, 100~

HDL-콜레스테롤의 평균 혈중 농도는 모든 변수에서 정

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만 원 이상으

상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그룹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상지질

로 분류하였고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

혈증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지

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HDL-콜레스테롤 그룹

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포

별 분포 비교를 위해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정위원회에

를 살펴보면 전체 성인 3,916명 중 18.7%에 해당하는 734

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40

명이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에 해당하였으며, 남자 1,707

mg/dL 이하인 경우를 낮음군, 40~60 mg/dL인 경우를 적정

명 중 26.9%인 478명, 여자 2,209명 중 10.8%인 256명이

군, 60 mg/dL 이상인 경우를 높음군으로 구분하였다(Com-

낮음군으로 나타나 남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P<0.001).

Table 1. Blood HDL-cholesterol level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Male (n=1,707)
n (%)
mg/dL
1,707 (49.3)
47.75±0.841)

P
Age (Years)
20∼29
30∼39
40∼49
50∼59
≥60

188 (18.8)
290 (19.1)
310 (20.1)
286 (19.3)
633 (22.9)

P
4
Household income (monthly 10 won)
<100
226 (10.5)
100∼<200
264 (12.4)
200∼<300
249 (15.0)
300∼<400
245 (15.4)
≥400
723 (46.7)
P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a3)

50.96±1.23
ab
49.34±1.28
ab
47.19±1.33
ab
47.52±1.28
b
45.93±1.26

Female (n=2,209)
n (%)
mg/dL
2,209 (50.7)
55.10±0.90
<0.0012)
266 (17.1)
465 (20.2)
475 (23.5)
419 (19.4)
584 (19.9)

<0.001
45.43±1.29
48.98±1.30
49.70±1.43
48.22±1.38
48.61±1.10

48.77±1.31
48.40±1.23
47.40±1.11

454 (17.9)
755 (19.6)
785 (21.8)
705 (19.3)
1,217 (21.3)

0.925
289 (11.1)
286 (11.4)
297 (13.5)
305 (14.6)
1,032 (49.4)

0.005
431 (17.2)
474 (27.3)
820 (55.4)

54.96±1.55
54.66±1.60
54.70±1.50
55.03±1.90
53.98±1.68

Total (n=3,916)
n (%)
mg/dL
3,916 (100.0)
51.48±0.28

54.93±1.78
54.33±1.56
54.10±1.65
54.74±1.58
55.22±1.63

0.009
515 (10.8)
550 (11.9)
546 (14.2)
550 (15.0)
1,755 (48.1)

0.829
648 (24.5)
637 (30.3)
924 (45.2)

53.49±1.76
54.69±1.54
55.83±1.52

P
0.328
0.141
‘Male’ and ‘female’ were adjusted for age. ‘Total’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1)
Mean±standard error.
2)
By t-test or ANCOVA in complex samples analysis.
3)
Values with a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e test.

53.10±0.96a
51.95±0.94ab
50.99±0.92bc
51.22±1.09c
49.86±0.98d

50.28±1.03
51.71±0.99
51.88±1.04
51.34±1.01
51.90±0.91
0.320

1,079 (20.9)
1,111 (28.8)
1,726 (50.2)

51.14±0.98
51.63±0.94
51.50±0.86
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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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와 전체는 40대의 비율이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 수입의 경우 남자는 수입구간에 따른

50대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대에서 가장 낮고 60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수입이 증

대 이상이 가장 높아 나이가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

가할수록 낮음군의 비율이 100만 원 미만 20.6%에서 400

낮음군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만 원 이상 시 7.9%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01) 수입

0.05).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음군의 비율이 낮

이 증가함에 따라 HDL-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적정하거나

았고 20대가 30대보다 낮음군의 비율은 높았으나, 20대에

높은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경우 수입에

서 6.5%, 60대 이상에서 22.2%로 증가함에 따라 낮음군의

따른 그룹 분포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수입 증가와 HDL-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특성별 그룹에

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 사이에 비례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따른 혈중 농도 비교에서는 여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차이가

않았다(P<0.01).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없었으나 그룹별 비교에서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음군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조사항목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여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21.6%

농도의 정확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룹별 분포를 살

에서 대학 졸업 이상 5.9%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

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타났다(P<0.001).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은 특성별 혈중 농

Lee와 Seomun(2016)은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와 그룹 분포 사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HDL-콜레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스테롤 혈중 농도의 경우 가구 수입에서 남자만 유의적인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났고 그룹별 분포는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 모두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HDL-콜레스테롤에서 유사한

여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다만 남자의 경우 증감에

결과를 나타냈다.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른 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만 가구 수입과

서도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한 결과 LDL-콜레스테롤의 경

교육 수준 증가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이

우 남자에 비해 여자가 고LDL-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비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높게 나타났다(Cha, 2018). LDL-콜레스테롤과 HDL-

20~80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가구 수입을 월 소득수

콜레스테롤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아 이상지질혈증 기준

준에 따라 최저 595 USD 미만, 최고 2,916 USD 이상의

을 고려할 때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이의 경우 제6기

5개의 그룹으로 비교하여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비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의

교한 결과 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혈중 농도가 증가하였고

L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에서

(Cho 등, 2019), 교육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보

20대나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상지질혈증 기준을 고려

다 중학교 이하 졸업자에서 고LDL-콜레스테롤혈증 비율이

시 HDL-콜레스테롤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Cha,

높게 나타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HDL-콜레스테롤 농도

2018). Cho 등(2019)도 여자가 남자보다 HDL-콜레스테롤

저하에 따른 이상지질혈증이 증가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

이 높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

한 결과를 나타냈다(Cha,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에 따라 남녀 간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의 비만 및 식생활 관련 연구 결과에

는 차이가 존재하나 연령에 따라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엄마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과체중

는 것으로 보인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혈중 중성지방의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수입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농도가 높은 그룹이 연령이 높고 남자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

낮을수록 식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되어(Lee 등, 2020), 이상지질혈증 기준을 고려할 때 연령

(Jang 등, 2011). 서울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 높을수록 중성지질 증가로 인한 이상지질혈증이 증가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자가 증가하였고 비만도

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로 인한 이

가 높을수록 질병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상지질혈증이 증가하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

보고되었다(Hwang 등,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

냈다.

해볼 때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은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 수입의 경우 남자는 수입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P<0.05) 여자와 전

결과적으로 비만 및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체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의 경우에도 수입 증가
여부와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사이에 비례적인 관계
는 나타나지 않았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비만도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및 그룹별 분포
비교

49.70±1.43 mg/dL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 원 미만인

BMI와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비만도에 따른 HDL-콜레스

경우 45.43±1.29 mg/dL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

테롤의 혈중 농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고 그룹별 분포를

의 경우 남자, 여자, 전체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비만도는 검진 조사에서 조사한 체중

않았다.

과 키로 계산된 BMI에 따라 저체중(<18.5), 정상체중(18.5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그룹별

~22.9), 과체중(23.0~24.9), 비만(≥25.0)으로 구분하여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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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lood HDL-cholesterol level by obesity
Male (n=1,707)
Variables
n (%)
mg/dL
BMI
<18.5
46 (2.7)
56.86±2.43a2)3)
18.5∼22.9
514 (30.3)
48.57±1.10b
23.0∼24.9
453 (25.3)
43.59±1.06c
≥25.0
694 (41.7)
43.84±0.91c
P
1)
Waist circumference (cm)
Normal
1,154 (69.0)
Obese
553 (31.0)

Female (n=2,209)
n (%)
mg/dL
106 (5.6)
1,003 (46.6)
437 (19.7)
663 (28.1)

<0.0014)
49.84±1.02
46.59±1.26

59.29±1.86
56.44±1.54
52.83±1.60
49.80±1.49

Total (n=3,916)
n (%)
mg/dL
152 (4.2)
1,517 (38.6)
890 (22.5)
1,357 (34.8)

<0.001
1,572 (74.0)
637 (26.0)

55.07±1.48
54.12±1.53

57.46±1.39a
52.83±0.87b
48.31±0.84c
47.18±0.77c
<0.001

2,726 (71.6)
1,190 (28.4)

P
<0.001
0.270
‘Male’ and ‘female’ were adjusted for age. ‘Total’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1)
Normal: <90 for men and <85 for women, obese: ≥90 for men and ≥85 for women.
2)
Mean±standard error.
3)
Values with a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e test.
4)
By t-test or ANCOVA in complex samples analysis.

52.60±0.79
50.29±0.94
<0.001

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비교하였다. 허리둘레는 남자

±1.26 mg/dL로 더 높게 나타났고, HDL-콜레스테롤 낮음

의 경우 90 cm 이상을 비만, 90 cm 미만을 정상으로 구분하

군의 비율은 각각 34.1%와 39.2%를 나타내어 허리둘레 기

였고, 여자의 경우 85 cm를 기준으로 하였다. BMI 기준에

준 비만군에서 낮음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

따른 비만 비율은 남자의 경우 41.7%, 여자의 경우 28.1%

우에는 남자에 비해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이며, 허리둘레에 따른 비만의 비율은 남자 31.0%, 여자

비만도와 이상지질혈증의 관계를 살펴보면 고LDL-콜레

26.0%였다. 여자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비만의 비율이 유

스테롤혈증 유병자의 비만율이 비유병자보다 높고(Cha,

사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BMI 기준에 따른 비만 비율이 높게

2018)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의 BMI와 허리둘

나타났다.

레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며(Lee 등, 2020), 중성지방이나

BMI,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

LDL-콜레스테롤의 경우 체중감소와 함께 혈중 농도가 감소

도 비교에서 남자는 두 가지 기준 모두 비만인 경우에 다른

한다고 보고되었다(Rhee 등, 2019). HDL의 경우에도 체지

군에 비해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

방이 과다한 경우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낮춘다고

게 나타났고 여자는 BMI의 경우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보고되었다(Rashid와 Genest,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났다(P<0.001). 또한 BMI가 증가할수록 남녀 모두 HDL-

본 연구 결과에서 BMI나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비만도의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감소에 따라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증가하는 결과와

18.5 미만인 경우 56.86±2.43 mg/dL에서 25 이상인 경우

동일한 경향으로, 체중감소는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

43.84±0.91 mg/dL로 22.9% 감소하였으며, 여자는 59.29

도를 높여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 감소와 함께 이상

±1.86 mg/dL에서 49.80±1.49 mg/dL로 16.0% 감소하여

지질혈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만

남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여

및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공복혈당장애에 미치는

비만인 남자는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46.59±1.26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mg/dL였으며 정상인 남자는 49.84±1.02 mg/dL였다.

비만인 경우보다 정상 체중인 경우 공복혈당장애의 위험도

이상지질혈증 기준에 따라 분류한 HDL-콜레스테롤 그룹

를 높인다고 보고되어, 비만의 개선과는 별도로 HDL-콜레

별 분포를 살펴보면 비만도의 증가에 따라 모든 군에서 유의

스테롤의 혈중 농도 개선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 및

적으로 HDL-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 낮음군의 비율이 증

치료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Jin, 2019).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1). BMI를 기준으로 남
자의 경우 낮음군의 비율은 저체중 그룹 6.4%에서 비만 그룹
34.1%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 0.9%에서 18.1%로 증가

건강행태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및 그룹별 분
포 비교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7%에서 27.5%로 증가하였다. 허

건강행태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Table 5

리둘레는 남자의 경우 정상군은 21.3%, 비만군은 39.2%가

에 제시하였고 그룹별 분포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건강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정

행태는 식생활 습관, 신체활동, 흡연, 음주에 대해 조사하였

상군은 7.6%, 비만군은 20.1%로 나타났다.

다. 식생활 습관으로 아침 식사 빈도와 외식 빈도에 따른

남자의 경우 HDL-콜레스테롤 평균 농도는 BMI 기준 비

차이를 알아보았고 신체활동 항목은 고강도 신체활동과 중

만군이 43.84±0.91 mg/dL, 허리둘레 기준 비만군은 46.59

강도 신체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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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고강도 신체활동은 달리기, 줄넘기, 등산, 농구, 수영,
배드민턴 등을 포함하며 중강도 신체활동은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조깅), 웨이트 트레이닝(근력 운동), 골프, 댄스
스포츠, 필라테스 등을 포함한다(KCDC, 2019).
식생활 습관 중 아침 식사 빈도는 일주일에 0일, 1~2일,
3~4일, 5일 이상으로 구분하고, 외식 빈도는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3회, 일주일에 1~6회, 1일 1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남자, 여자 모두 아침 식사와 외식 빈도에 따른
유의적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HDL-콜레스테롤 그룹별 분포는 아침 식사 빈도 비교
에서 남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이 29.7%로 가장 높고 일주일에 1~2일 식사
를 하는 경우 2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1~2일
식사를 하는 경우 5.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남자
와 다르게 5일 이상 식사하는 경우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군을 제외하면
여자의 경우 아침 식사를 하는 빈도수가 증가할수록 낮음군
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식의
경우 외식 빈도가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이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다만 여자의 경우에만
낮음군의 비율이 한 달에 1번 미만인 경우 17.4%에서 하루
에 한 번 이상인 경우 5.7%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전체에서는 빈도수에 따른 차이는 있었
으나(P<0.05) 비례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보
다 이상지질혈증 발생이 0.487배 낮게 나타났다(Lee와 Seomun, 2016). 본 연구에서 HDL-콜레스테롤 그룹 분포에서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Hyun 등(1998)의 연구에
서 남자는 아침 식사의 에너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혈청
지질 농도가 증가하고 여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이 보고되었다. 30~49세 성인을 대상
으로 아침 식사유형에 따른 혈중 지질 농도를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밥식을 하는 경우가 빵식을 하는 경우보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면식
을 하는 경우가 빵식을 하는 경우보다 HDL-콜레스테롤 농
도가 낮았다(Shim 등, 2007). 아침 식사 빈도에 따른 비교에
서 빈도수와 HDL-콜레스테롤 농도 사이에 비례적인 증감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아침 식사의 유무나 빈도보다는 식사의 종류가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여자의 경우 외식 빈도가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30~49
세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의 빈도와 혈중 지질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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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lood HDL-cholesterol level by health behavior
Variables
Breakfast
0 day/wk
1∼2 days/wk
3∼4 days/wk
≥5 days/wk

Male (n=1,707)
n (%)
mg/dL
231 (17.2)
164 (11.3)
179 (13.1)
1,133 (58.4)

119 (4.4)
255 (10.5)
713 (43.0)
620 (42.1)

1,454 (82.2)
105 (7.5)
90 (6.4)
58 (4.0)

P
Medium intensity
0 day/wk
1∼2 days/wk
3∼4 days/wk
≥5 days/wk

1,258 (71.2)
144 (9.4)
172 (11.7)
133 (7.8)

P
Drinking frequency
≤1 time/month
1∼4 times/month
≥2 times/wk

47.20±1.57
48.86±1.35
48.30±1.17
48.50±1.14

160 (5.7)
513 (21.9)
1,225 (56.7)
311 (15.7)

47.66±1.04
49.78±1.64
49.69±1.67
45.72±1.79

2,061 (92.2)
34 (1.9)
78 (4.1)
36 (1.8)

54.52±1.70
54.37±1.62
54.04±1.53
55.43±1.52

52.44±1.17
53.90±3.89
55.17±1.55
56.86±2.66

47.43±1.05
47.82±1.56
47.47±1.45
50.13±1.35

1,747 (77.9)
129 (6.0)
206 (9.9)
127 (6.3)

54.46±1.62
52.58±1.69
54.57±1.65
56.75±1.82

279 (5.1)
768 (16.3)
1,938 (49.9)
931 (28.7)

a3)

2,080 (93.5)
66 (3.3)
46 (2.4)
17 (0.7)

58.53±1.22a
58.38±2.96a
54.52±2.01a
46.93±2.01b

3,515 (87.3)
139 (4.6)
168 (5.2)
94 (2.9)

c

1,109 (47.1)
778 (37.9)
322 (15.0)

51.12±1.45c
54.58±1.51b
58.07±1.65a

P
<0.001
<0.001
‘Male’ and ‘female’ were adjusted for age. ‘Total’ was adjusted for age and sex.
1)
Mean±standard error.
2)
By t-test or ANCOVA in complex samples analysis.
3)
Values with a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e test.

50.49±0.66
52.36±1.55
52.46±1.14
50.47±1.49
0.181

3,005 (74.6)
273 (7.6)
378 (10.8)
260 (7.0)

50.93±0.95
50.47±1.01
51.10±1.09
53.28±1.07
0.070

3,193 (78.0)
183 (5.3)
327 (10.5)
213 (6.2)

<0.001

45.63±1.19
47.37±1.14b
51.64±1.13a

51.12±1.11
51.59±0.98
51.36±0.87
51.71±0.88
0.875

0.068

50.68±0.98
49.64±1.64a
47.28±1.27ab
45.27±1.26b

50.31±1.01
52.05±1.01
51.44±0.96
51.98±0.82
0.099

0.103

<0.001
442 (23.0)
605 (39.0)
660 (38.0)

529 (16.7)
424 (11.9)
437 (12.8)
2,526 (58.6)

0.440

0.100
1,113 (62.1)
117 (7.4)
281 (18.8)
196 (11.8)

52.66±1.60
55.51±1.80
55.66±1.57
54.52±1.45

Total (n=3,916)
n (%)
mg/dL

0.060

0.100

P
Smoking
0 ea/day
1∼9 ea/day
10∼19 ea/day
≥20 ea/day

298 (16.1)
260 (12.5)
258 (12.6)
1,393 (58.8)

0.704

P
Physical activity
High intensity
0 day/wk
1∼2 days/wk
3∼4 days/wk
≥5 days/wk

47.74±1.231)
48.34±1.34
47.27±1.36
49.52±1.04
0.0682)

P
Eating outside
<1 time/month
1∼3 times/month
1∼6 times/wk
≥1 times/day

Female (n=2,209)
n (%)
mg/dL

a

54.00±0.75
a
53.03±1.32
b
50.37±1.05
c
48.38±1.14
<0.001

1,551 (35.2)
1,383 (38.5)
982 (26.3)

b

48.28±0.86
a
51.08±0.90
a
54.98±0.88
<0.001

연구에서 여자의 경우 외식 빈도 주 7회 미만인 경우 하루

비타민 B2의 평균 섭취량은 높고 탄수화물 에너지 비율은

1회 이상보다 이상지질혈증 발생이 2.191배 높게 나타나

낮게 나타났다(Suh 등, 2010).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들의

(Shim 등, 2007)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40대와 50대

외식 문화가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식유형의 비교 연구에서 일반식당과

가능하게 한다. Yoo 등(2019)은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식품

길거리음식의 외식 빈도가 각각 주당 2.39회와 0.04회로

선택에 있어 영양표시를 자주 활용하는 경우 외식 빈도가

나타났으며, 비만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만군의 일반

일주일에 5번 이상인 그룹이 4번 이하인 그룹보다 HDL-콜

식당 이용 횟수가 정상군이나 과체중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레스테롤의 농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나타났다(Park, 2018). 또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외식

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식을 하는 경우에도 영양적인 면을

빈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연구에서 주 4회 이상 외식군에

고려하는 사람의 경우 HDL-콜레스테롤 농도 개선 및 이상

서 4회 미만 외식군에 비해 총 단백질, 동물성단백질, 인,

지질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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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항목으로는 1주간 여가 관련 고강도 신체활동

고, 여자는 58.53±1.22 mg/dL에서 46.93±2.01 mg/dL로

일수와 1주간 여가 관련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를 각각 1일,

19.8% 감소하여 여자에서 흡연에 의한 감소가 크게 나타났

1~2일, 3~4일, 5일 이상으로 구분하여 혈중 HDL-콜레스

다. 음주빈도는 한 달 1회 이하, 한 달 2~4회, 주당 2회 이상

테롤 농도를 비교하였다. 여자의 경우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

으로 구분하여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비교하였다.

가 증가함에 따라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증가하였

남녀 모두에서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HDL-콜레스테롤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 여자, 전체

혈중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남자는 한

모두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에 따른 혈중 농도는

달 1회 이하인 경우 45.63±1.19 mg/dL에서 주당 2회 이상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인 경우 51.64±1.13 mg/dL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51.12±

신체활동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농도별 분포 차이를

1.45 mg/dL에서 58.07±1.65 mg/dL로 증가하였다.

살펴보면 남자, 여자 모두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에 따른 유

하루 평균 흡연량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05). 남자는 HDL-콜레스테

율은 흡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

롤 낮음군의 비율이 일주일에 1~2회인 경우 20.3%로 가장

였다(P<0.001). 다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군과 일일 흡연량

낮게 나타났고, 0일 이하인 경우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

이 1~9개비인 경우 남자는 낮음군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나

다(P<0.05). 여자는 고강도 운동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낮음

여자는 오히려 10.4%에서 6.2%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흡연

군의 비율이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0일 이하인 경우 11.0%

량이 하루 1~9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경우 HDL-콜레스테롤

5일 이상인 경우 0.0%로 나타났다(P<0.01). 중강도 신체활

낮음군의 비율이 남자는 23.4%에서 20개 이상 피우는 경우

동 일수에 따라서도 남녀 모두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43.5%로 증가하였고, 여자는 6.2%에서 59.6%로 증가하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자만 유의적인 차이를

여자의 경우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의 농도

나타내었다(P<0.01). 남자는 0일인 경우 30.1%에서 5일 이

낮음군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음주 빈도와 HDL-

상인 경우 15.1%로 감소하였다.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

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분포를 살펴보면 음주 빈도가 증가할

도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HDL-콜레

수록 낮음군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스테롤 그룹별 분포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남자는 한 달 1회 미만 음주를 하는 경우 HDL-콜레스테롤

나타났다. 실제로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개선은 낮음

낮음군의 비율이 34.1%에서 주당 2회 이상 시 20.8%로 감

군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므로 혈중 농도 분포에 따라 개선

소하였고 여자는 14.6%에서 5.7%로 감소하였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는 중강도 신체활동에

흡연이 이상지질혈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

의한 낮음군의 비율 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고강도

고되어 있는데 30~49세 대상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흡

신체활동인 경우 0일에 비해 5일 이상인 경우 11%가 감소

연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흡연량과 이상지

하였고 중강도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질혈증 간에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Shim 등, 2007), 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 자료를 기반으로 고

Tran 등(1983)은 운동이 L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

LDL-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흡연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

고 H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트레드

병자의 흡연율이 남자의 경우에는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에

밀 운동을 통한 HDL-콜레스테롤 증가 효과도 보고되었다

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Cha, 2018) 남자의

(Shin과 Shin, 1998). 그러나 Sung 등(2011)은 트레드밀

경우에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다른 결

운동을 VO2 max를 기준으로 고강도 운동보다 상대적으로

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HDL-콜레스테롤의 경

낮은 강도에서 운동하였을 경우 HDL-콜레스테롤 개선에

우에는 남녀 모두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콜레스테롤의 형태에 따라 흡연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제시된 운동의 종류와 Sung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비록 콜레스테롤 종류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

운동이 달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같은 강도의

라도 흡연이 이상지질혈증의 발생 증가와 양의 관계에 있다

운동이라 할지라도 운동의 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고 보인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동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있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감소

을지라도 대부분의 운동이 이상지질혈증 개선에 도움이 되

하여 HDL-콜레스테롤에 흡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는 것은 분명하다.

있음에 비해 음주는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HDL-콜레스테롤

흡연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차이를 알아보기

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위해 하루당 흡연량을 0개비, 1~9개비, 10~19개비, 20개

는 많은 연구에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비 이상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흡연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 이상지질혈증과 음주와의 관련성 연구 결과 남자는 유의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P<

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는 음주를 하는 경우나 음주량이 증

0.001). 남자는 0개비인 경우 50.68±0.98 mg/dL에서 20

가한 경우 이상지질혈증 발생이 낮아졌고(Shim 등, 2007)

개비 이상인 경우 45.27±1.26 mg/dL로 10.7% 감소하였

남성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상지질혈증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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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음주는 관련성이 없다고(Lee와 Kim, 2013) 보고된 결과

반적 특성, 비만, 건강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가 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흡연과 달리 음주와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의 기준

이상지질혈증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건강의 올바른 지침을

음주의 문화를 살펴보면 단일 행위가 이루어지는 흡연과 달

마련하기 위해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를 이상지질혈증

리 안주와 주류는 양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음주의 횟수와

의 치료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양만으로 이상지질혈증과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DL-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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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연도인 2016년도에
실시된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 조사에 응답한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비만도, 건강행태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와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에
따라 분류된 HDL-콜레스테롤 낮음, 정상, 높음군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 항목에 따른 HDL-콜레
스테롤 혈중 평균 농도는 이상지질혈증 기준인 40 mg/dL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룹별 분포를 보면 18.7%가 낮음군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여자가 남자보다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높았으며 이상지질혈증 기준
에 따라 분류된 HDL-콜레스테롤 낮음군의 비율도 낮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나이가 증가할수록 HDL-콜레
스테롤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낮음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에 대해 남자는 가구 수입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으며, 여자는 가구 수입과 교육 수준에 따른 그룹별
분포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허리둘레에
따른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 차이를 제외하고는 BMI
와 허리둘레 기준 모두에서 비만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낮았으며 낮음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건강행태 중 아침 식사 빈도와 외식 빈
도 모두 남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는 HDL-콜레
스테롤 그룹별 분포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침
식사 빈도는 비례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식 빈도
가 증가할수록 낮음군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신체활동은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그룹별 분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고강도 신체활동 일수는 여자에서, 중강도 신체활동 일수는
남자에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남
녀 모두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가 감소하고 낮음군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음주 빈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빈도수
가 증가할수록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낮음군의 비율이 감소
하는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음주와 HDL-콜레스테롤과의
관계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이 HDL-콜레스테롤 혈중 농도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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