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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계 지방산 섭취와 심혈관 질환 10년 위험도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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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ociations between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and 10-Year Cardiovascular Disease
Risk: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2–2016
Sujeong Kang, Min-jeong Kim*, Seok-joong Kim, Jaeyoung Park, Ju Youn An, Mina Choi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have been suggested for their protective role against cardiovascular disease. However, findings from
recent studies have been inconsistent. Thus,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and the 10-yea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VD).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17,390 adults who were aged 30–64 years and free of CV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2–2016.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was calculated by using food-frequency questionnaire, and the 10 year risk of CVD was
calculated by Framingham general cardiovascular disease risk score (2008) model. We analyzed the odds ratios (O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from logistic regression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and the 10-year risk of CVD.
Results: Logistic regression anlaysis showed that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10-year risk of CVD,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OR=0.91; 95% CI, 0.77–1.07). But higher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was associated with reduced the 10-year risk of
CVD for the female (OR=0.74; 95% CI, 0.58–0.95).
Conclusion: Our research indicated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dietary intake of n-3 fatty acids and the 10-year risk of CVD. But the inverse
association was observed in the female.
Keywords: Fatty Acids, Omega-3; Cardiovascular Disease; Risk Assessment; Primary Prevention

서론

(eicosapentaenoic acid, EPA),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 도코사펜타엔산(docosapentaenoic acid, DPA)이 중요한 역할
흔히 오메가-3 지방산으로 불리는 n-3계 지방산은 n-6계 지방산과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함께 필수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으로

하지만 무작위 대조 시험을 하거나 이를 메타분석한 몇몇 연구들2-9)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주로 생선 오일 등의 음식으로 섭취해야

에서는 보충제 또는 음식으로 섭취한 n-3계 지방산이 심혈관계 질환

하는 영양소이다. 이 영양소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을 일차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유용성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n-3계 지방산 중 에이코사펜타엔산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Cochrane Review 연구에서는 n-3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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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이 보충제 또는 음식 둘 중 어떤 형태로 섭취하더라도, 심혈관계
2)

병 현재 유병 여부를 조사하였다. 음주군은 ‘주 2회 이상 음주한 경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심장협회

우’로 구분하였다.17) 또한, 검진 관련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는 일반인이 일차 예방 목적으로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수축기

n-3계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권장하지

혈압,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를 조사하였다.

10,11)

않으나,

n-3계 지방산을 생선 등 음식을 통해 섭취하였을 때는 심혈

관계 질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 주 2회 생선을 섭취할 것을
12)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차 예방 목적으로
의 n-3계 지방산 섭취에 대하여 뚜렷한 권고사항이 없는 실정이다.

2) N-3계 지방산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식품섭취빈도조
사를 통해 산출된 수치를 사용하였는데, 식품섭취빈도조사는 지난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망

해 동안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에 기여수준이 높은 112항목의 음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모두 사망원인 중 2,

식별 섭취빈도와 1회 섭취량을 개인별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다.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14)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2002년 AHA 가이드라인에서 생선을 잘 먹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연

지 않은 일반인에게 권고하였고, 현재는 이차 예방 목적으로 권고

구가 Framingham Heart Study이다. 이 연구에서 30–74세 개인의 연

되는 하루 n-3계 지방산 보충제 양인 1 g을 기준으로,10,11) ‘<1 g per

령과 성, 혈청 총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

day’, ‘≥1 g per day’ 섭취군으로 분류하였다.

13)

롤, 혈압, 당뇨, 흡연 7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10년간 관상동맥심질환
발생 위험도를 정량화하는 Framingham risk score (FRS)가 개발하였
고,15) 그 이후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 이 FRS 평가도구를 응용하여
여러 가지 버전의 심혈관계 질환 예측 모형이 개발하였다.16)

3)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FRS)

본 연구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는 Framingham Heart study의

10년 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모형인 Framingham

본 연구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 예방 목적으로 음식으로 섭취된

general cardiovascular disease (CVD) risk score (2008년) 공식에 의거하

n-3계 지방산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2–2016년도 국민건강영

여 산출하였다. 이 모형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은 관상동맥심질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n-3계 지방산 섭취량과 FRS를 통해 산출한

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발생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15)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험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또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성별에 따라, 체질량지수에 따라, n-3계 지방산 섭취가 심혈관계 질

(NCEP-ATP III) 가이드라인에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20%를 고위

환 10년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험 그룹, 10% to <20%를 중등도위험 그룹, <10%를 저위험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18)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
도 <10%’를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 ‘≥10%’를 심혈관계 질

방법

환 위험도가 높은 군으로 분류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2년), 제6기(2013–2015년),

3. 통계분석

제7기(2016년) 원시자료를 통합하여 전체 39,156명 중에서 FRS 적용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가중

대상이 되고, 식품섭취빈도 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30–64세 사

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심

이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혈관계 질환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및 검진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

자, 즉 건강설문조사상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진단받은 적 있다

해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Rao-Scott 방법을 적용

고 답한 자를 제외하여 총 17,39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오차
를 제시하고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혈

2. 연구변수

관계 질환 위험도와 n-3계 지방산 섭취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1) 일반적 및 검진 관련 특성

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교차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자기 기입식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설문을 통해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개인소득, 건강보험 종류, 흡연

구하였다. 먼저 무보정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교란변수를 보정

여부, 음주 여부, 혈압 현재 유병 여부, 혈압조절제 복용 여부, 당뇨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24.0 (I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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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고,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군보다 비율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P<0.001), ‘주 2회 이상 음주한

P<0.05로 하였다.

군’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66.3%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Table 1). 체
질량지수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비만’인 군이

결과

44.1%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P<0.001). 당화혈색소의 경우 ‘5.7% to <6.5%’와 ‘≥6.5%’에서 심

1. 연구 대상자들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에 따른 일반적 및
검진관련 특성

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이 각각 43.4%, 21.5%로 심혈관계 질

연구 대상자 중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는 낮은 군(CVD 10-year risk

환 위험도가 낮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P<0.001), n-3계

<10%)은 11,328명(65.1%), 높은 군(CVD 10-year risk ≥10%)은 5,862명

지방산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1 g per day’

(33.7%)이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에 따른 군별 단순 분석으로 성

47.3%, ‘≥1 g per day’ 52.7%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낮은 군에서 ‘<1

별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남자’ 71.3%, ‘여자’ 28.7%

g per day’ 33.6%, ‘≥1 g per day’ 66.4%인 것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이 ‘남자’ 41.9%, ‘여자’ 58.1%인

(P<0.001) (Table 2).

것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교육수준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높은 군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의 비율이

2.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의 교차비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에 대

(P<0.001). 또한, 건강보험 종류 특성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한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보험 종류, 체질

가 높은 군에서 ‘의료급여’가 4.5%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낮은

량지수, 음주 여부를 보정한 모델에서 ‘<1 g per day’를 기준, ‘≥1 g p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by Framingham general CVD risk, KNHANES 2012–2016 (n=17,390)
Variable
Age (y)

CVD risk <10%
(n=11,328)

CVD risk ≥10%
(n=5,862)

P-value

39.35±0.16

62.04±0.19

<0.001
<0.001

Sex
Male

3,347 (41.9)

3,724 (71.3)

Female

7,981 (58.1)

2,138 (28.7)
<0.001

Education
Less th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or
equivalent
Middle school graduate or
equivalent

1,170 (6.8)

2,530 (35.4)

909 (6.6)

887 (14.8)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by Framingham general
CVD risk, KNHANES 2012–2016 (n=17,390)
Variable

CVD risk <10% CVD risk ≥10%
P-value
(n=11,328)
(n=5,862)
<0.001

Body mass index (kg/m2)
Normal: <23

5,585 (48.8)

1,848 (29.7)

Overweight: 23 to <25

2,468 (21.7)

1,532 (26.2)

Obesity: ≥25

3,246 (29.5)

2,457 (44.1)

<120

8,504 (75.1)

1,594 (29.3)

120 to <140

2,498 (22.1)

2,744 (46.5)

326 (2.7)

1,524 (24.2)

<200

7,450 (66.9)

3,385 (55.4)

200 to <240

3,025 (25.9)

1,794 (31.8)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40

<0.001

Total cholesterol (mg/dL)

High school graduate or
equivalent

4,391 (41.6)

1,419 (28.0)

Some college/degree

4,830 (45.1)

998 (21.8)

Income status

≥240
0.318

853 (7.1)

683 (12.8)
<0.001

HDL cholesterol (mg/dL)

First quartile

2,629 (23.9)

1,471 (25.4)

<40

1,264 (12.1)

1,705 (31.0)

Second quartile

2,845 (25.0)

1,475 (24.9)

40 to <60

6,893 (60.9)

3,479 (58.7)

Third quartile

2,895 (25.2)

1,433 (24.0)

≥60

3,171 (27.0)

678 (10.3)

Fourth quartile

2,923 (25.9)

1,457 (25.6)

<5.7

7,698 (71.8)

1,967 (35.3)

5.7 to <6.5

3,203 (25.2)

2,583 (43.3)

398 (3.0)

1,286 (21.5)

<1

3,499 (33.6)

1,077 (47.3)

≥1

6,195 (66.4)

1,075 (52.7)

<0.001

Health insurance status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10,986 (96.8)

5,479 (94.2)

249 (2.0)

296 (4.5)

Alcohol intake (≥2/wk)

4488 (50.5)

1733 (66.3)

<0.001

Current smoker

1,244 (14.8)

1,373 (31.4)

<0.001

Antihypertensives use

780 (5.3)

2,735 (41.2)

<0.001

Diabete mellitus

191 (1.5)

1,221 (18.9)

<0.001

≥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r number (%).
CVD, cardiovascular disease;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values are from Rao-Scott chi-square test and General linear model.

Korean J Fam Pract. 2020;10(2):143-148

<0.001

HbA1c (%)

<0.001

N-3 fatty acids (g/day)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VD, cardiovascular disease;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bA1c,
hemoglobin A1c.
P-values are from Rao-Scott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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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에서 0.91배(95% CI, 0.77–1.07)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서도 교란 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1 g per day’ 기준, ‘≥1 g per day’
에서 각각 0.99배(95% CI, 0.72–1.35), 0.87배(95% CI, 0.68–1.12)로 유

3. 성별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의

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교차비

대상자의 성별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고찰

에 대한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건강보
험 종류, 체질량지수, 음주 여부를 보정한 모델에서 ‘<1 g per day’ 기

본 연구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 없는 만 30–64세 성

준, ‘≥1 g per day’에서 0.99배(95% CI, 0.79–1.24)로 유의한 차이는 없

인 남녀를 대상으로, 음식을 통한 1년 평균 하루 n-3계 지방산 섭취

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교란 변수들을 보정한 모델에서 ‘<1 g per

량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교차비를

day’ 기준, ‘≥1 g per day’에서 0.74배(95% CI, 0.58–0.95) 유의하게 낮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 전체에서, 남자 그룹에서, 체질량지수상

게 나타났다(Table 4).

정상, 과체중, 비만 각 그룹에서는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n-3계
지방산 섭취량이 하루 1 g 미만인 군에 비해 1 g 이상인 군은 심혈관

4. 체질량지수별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 질환

계 질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자

위험도의 교차비

그룹에서는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결과, n-3계 지방산 섭취량이 하루

조사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별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

1 g 미만인 군에 비해 1 g 이상인 군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통계

계 질환 위험도에 대한 교차비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정상

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kg/m2)인 경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보험 종류, 음주 여부

본 연구에서 밝혀진 n-3계 지방산 섭취량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를 보정한 모델에서 ‘<1 g per day’ 기준, ‘≥1 g per day’에서 0.89배(95%

위험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최근 발표된 Cochrane Review 연

CI, 0.64–1.23)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구,2) VITamin D and OmegA-3 TriaL (VITAL) 연구,3) A Study of

(23 to <25 kg/m2)인 경우와 체질량지수가 비만(≥25 kg/m2)인 경우에

Cardiovascular Events in Diabetes ( ASCEND) 연구,4) Outcome
Reduction With Initial Glargine Intervention (ORIGIN) 연구,5) 및 기타

Table 3. Unadjusted and adjusted OR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that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n-3 fatty acid intake and
Framingham general CVD risk
Unadjusted

Amounts of n-3 fatty
acid intake

OR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0.56

95% CI

Adjusteda
OR

95% CI

0.91

계 지방산 보충제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의 일차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또한, 43개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
석한 연구,8) Prospective Urban and Rural Epidemiological Study (PURE)
연구에서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9)에서도 음식으로 n-3계, n-6계 지

1.00
0.50–0.63

무작위 대조시험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등6,7) 많은 연구들에서 n-3

0.77–1.07

OR, odds ratio; CVD, cardiovascular disease;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age, education, health insurance status, alcohol intake, bodymass index.

a

Table 4. Unadjusted and adjusted OR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that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n-3 fatty acid intake and
Framingham general CVD risk, by sex
Sex-specific amounts of
n-3 fatty acid intake

Unadjusted
OR

95% CI

Adjusteda
OR

95% CI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0.43

1.00
0.37–0.50

0.99

0.79–1.24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0.41

1.00
0.33–0.51

0.74

0.58–0.95

OR, odds ratio; CVD, cardiovascular disease;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age, education, health insurance status, alcohol intake, body-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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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95% CI

Adjusteda
OR

95% CI

BMI <23 kg/m2, n=6,838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0.50

1.00
0.40–0.61

0.89

0.64–1.23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g per day

0.52

1.00
0.42–0.65

0.99

0.72–1.35

BMI ≥25 kg/m2, n=4,761

Female, n=9,219

146

Unadjusted

BMI-specific amounts of
n-3 fatty acid intake

BMI 23 to <25 kg/m2, n=3,407

Male, n=5,871

a

Table 5. Unadjusted and adjusted OR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
that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n-3 fatty acid intake and
Framingham general CVD risk, by BMI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1.00

N-3 fatty acid intake ≥1 g per day

0.58

1.00
0.49–0.69

0.87

0.68–1.12

OR, odds ratio; CVD, cardiovascular disease;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a
Adjusted for sex, age, education, health insurance status, alcohol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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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을 포함한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을

는 음식으로 섭취한 n-3계 지방산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간의 상

예방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개 연

하지만 여자 그룹에서 n-3계 지방산 섭취량이 하루 1 g 미만인 군

구 대상이 한국인을 포함한 경우가 드물므로, 우리나라 자료를 바

에 비해 1 g 이상군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위에 언급된 연구 결과들과는 상반

논란이 되고 있는 n-3계 지방산의 효용성을 재평가하고, 일반인들에

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Nurses Health Study의 30–55세, 심혈관

게 심혈관계 질환 예방 목적으로의 n-3계 지방산 섭취에 대해 가이

질환 및 당뇨가 없는 미국 간호사 여성의 관상동맥심질환 발생 여

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부를 20년간 추적관찰한 코호트 연구 에서 다가불포화지방산 섭
19)

취량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이 줄어

요약

든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relative risk [RR]=0.75; 95% CI,

0.60–0.95). 또한, Framingham general CVD risk score (2008년) 모형에

연구배경: N-3계 지방산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널리

서 정의된 심혈관계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에 국한된 연구20)도 있었

알려졌으나, 최근 이에 반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는데, 14개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n-3계 지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통한

방산 섭취가 많을 수 록 뇌졸 중 위험이 줄어들었다 는 결과도

n-3계 지방산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험도간의 상관관계를

(RR=0.81; 95% CI, 0.71–0.92), 본 연구와 일관성 있는 결과이다.

조사하였다.

N-3계 지방산은 대표적으로 혈액 내 중성지방감소, 혈관확장, 항

방법: 본 연구는 2012–2016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

죽상혈전, 항혈소판응집 등의 여러 기전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용하였으며, 30–64 세의 심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적 없는 성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앞서 언급한 뇌혈관질환에 국한된 연구20)에

17,39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하루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식품

따르면, 혈소판 응집은 혈전 및 죽상경화를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

섭취빈도조사에서 산출된 값을 이용하였고,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

라고 볼 수 있는데, 여자의 경우 n-3계 지방산 중 EPA, DHA, DPA

험도는 Framingham general CVD risk score (2008년) 공식에 의거하

모두 혈소판 응집을 줄여주나, 남자의 경우 DHA, DPA는 혈소판 응

여 산출하였다. 하루 n-3계 지방산 섭취량과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

집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EPA만 혈소판 응집을 줄여주

험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21)

2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n-3계 지방산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항혈소판응집효과가 우월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도 여성에

결과: 교란변수를 교정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3계

게만 하루 1 g 이상 n-3계 지방산 섭취 시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지방산 섭취량이 하루 1 g 미만인 군에 비해 1 g 이상인 군이 심혈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계 질환 10 년 위험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번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 FRS는 미국에서 개발

(OR=0.91; 95% CI, 0.77–1.07), 여자 그룹에서는 n-3계 지방산 섭취량

된 도구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이 하루 1 g 미만인 군에 비해 1 g 이상인 군이 심혈관계 질환 10년

23)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도구들을

24,25)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0.74;

95% CI, 0.58–0.95).

에서 이용한 1일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지난해 동안 섭취한 n-3계

결론: 음식을 통한 하루 1 g 이상의 n-3계 지방산 섭취는 전체 성인

지방산 양을 하루 평균 섭취량으로 산출한 것으로 연구 대상자의

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여성에

식습관이 비슷하게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며, 또

서는 심혈관계 질환 10년 위험도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수집과정에서 대상자의 기억 삐뚤림이나 회상 오류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실제 10년 후 심

중심단어: 지방산, 오메가-3; 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 일차예방

혈관계 질환 발생과 그 동안의 n-3계 지방산 섭취량과의 인과 관계
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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