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맥압(pulse pressure, PP)은 수축기 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 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의 차이로 정의한다[1]. 일반 으로 맥압은 40

mmHg 정도이며[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축기 압

이 증가되고, 이완기 압은 다소 감소하여 맥압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3]. 맥압은 심 질환의 이환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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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측하는 인자이다[4]. 심 질환의 험인자

로는 당뇨, 고 압, 이상지질 증과 같은 여러 인자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5]. 폐기능 감소는 심

험의 역학 증거이며[6], 노력성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의감소는 심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

을 증가시키는 독립 인 험요소이다[7]. 선행연구에 따

르면 고 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심 질환자는 성별

과 연령에 무 하게 폐 기능이 낮았으며, 폐 기능 하와

동맥 경화 는 고 압 발생 사이에 공통 인 경로가 존

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8, 9]. FEV1.0 은 심 질환

의 요한 측 인자이며 허 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의 측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맥압과 FVC와 련

된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본 연구는 심

질환의 험인자인 맥압과 청지질 그리고폐기능 사

이의 연 성이 존재하는지를 융합 으로 연구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  상

본 연구는 2014년 서울에 치한 일개 융회사의 사

무직종사자 109명 (남성 51명, 여성 58명)을 상자로 선

정하 으며, N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규정에 수하

여 진행하 다.

2.2 맥압 및 혈청지질단백질 측

키(height)와체 (weight)은자동체격측정계 (BSM-330,

Biospace, Seoul, Korea)를 사용하 다. 압측정은 문

간호사가 수은 압계로 10분간 휴식 후 앉은 자세로 측

정하 다. 맥압은 수축기 압에서 이완기 압의 차로 계

산하 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체

(Kg)을 키의제곱(m2)으로 나눠 계산하 다. 청지질단

백질 측정을 하여 상자의 정 앙정맥(median

cubital vein)에서 진공채 세트(Becton Dickinson, NJ,

USA)를 이용하여 1회 10 mL를 채 하 다. 10 mL의

액은 채 후 MF-600(Hani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200 G(RCF, relative centrifugal force)으로 10분간 원

심처리하여 청을 분리하 다. 청지질단백질분석은

Hitachi-7180 생화학분석기(Hitachi.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Total cholesterol (T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 Triglyceride (TG), 3 항

목을 측정하 다.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은 Friedewald 공식 TCㅡ(HDL + TG/5)를사용하

다.

2.4 폐활량 검사

상자의 코에 nose clip을 부착하고, mouth piece를

통하여 입으로 호흡하도록 하 다. 검사는 앉은 상태에

서 HI-801 폐활량계(spirometer, chest, Japen)을 이용하

여 측정하 다. 폐활량검사 FVC를 측정하고 %FVC

는 측정한 FVC값을 상자의 키와 체 에 맞는 측

FVC로 나 비율인 %FVC를 선택하 다.

2.5 통계

통계처리는 SPSS 21.0 (IBM, Chicago, IL, USA) 통계

패키지를 이용했으며, 정량값은 평균과 표 편차로 표

했으며, 두 집단의 독립 t-검정을 실시하고 피어슨 상

계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통계 유의수

은 p<.05로 설정 하 다.

3. 결과 

3.1. 상  반  특

상자의평균 연령은 43.44±7.23세, 남성 43.44±세, 여

성 49.1±11.5세 고, 성별에 따른 통계 차이는 없었다.

상자의 평균 키는 164.62±8.65 cm, 남성 171.60±5.47

cm, 여성 158.49±5.80 cm 나타났으며, 상자의 평균 체

은 66.80±11.26 kg 남성 75.02±8.93 kg, 여성 59.57±7.52

kg 으며, 상자의 평균 BMI는 24.56±2.97, 남성

25.47±2.78, 여성 23.74±2.92 로 키와 체 , BMI 모두 남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p<.01). 상자의 수축기 압 평균은 125.59±112.08

mmHg, 남성 122.33±12.08 mmHg, 여성 122.33±12.08

mmHg 으며, 상자의 이완기 압 평균은 77.77±9.68

mmHg, 남성 80.96±9.58 mmHg, 여성 74.97±8.95 mmHg

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01). 상자의 맥압 평균은 47.82±9.02 mmHg, 남성

48.33±8.53 mmHg, 여성 47.36±9.47 mmHg 로 맥압의 평

균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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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N=109)

Men
(N=51)

Women
(N=58) t p

M+SD

Age(yrs) 43.44±7.23 44.10±7.27 42.86±7.20 0.890 .376

Height
(cm)

164.62±8.65 171.60±5.47 158.49±5.80 12.08 .000

Weight
(kg)

66.80±11.26 75.02±8.93 59.57±7.52 9.80 .000

BMI
(kg/m2)

24.56±2.97 25.47±2.78 23.74±2.92 3.15 .002

SBP
(mmHg)

125.59±12.08 129.29±11.07 122.33±12.08 3.12 .002

DBP
(mmHg)

77.77±9.68 80.96±9.58 74.97±8.95 3.37 .001

PP
(mmHg)

47.82±9.02 48.33±8.53 47.36±9.47 0.56 .577

Abbreviation: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3.2 상  혈청지질 결과

연구 상자의 TG 평균은 131.58±76.88 mg/dL, TC 평

균 197.25±34.75 mg/dL 로 두 결과 모두 남성에게서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상자의 HDL 평균은

54.94±13.23 mg/dL 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

다(p<.01). 상자의 LDL 평균은 115.99±31.64mg/dL 로

나타났으며, 남녀의 통계 차이는 없었다. Table 2

Table 2. Serum lipid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N=109)

Men
(N=51)

Women
(N=58) t p

M+SD

TG
(mg/dL)

131.58±76.88 157.82±82.60 108.50±63.72 3.45 .001

TC
(mg/dL)

197.25±34.75 204.78±34.94 190.62±33.48 2.15 .033

HDL
(mg/dL)

54.94±13.23 50.98±10.58 58.43±14.39 -3.10 .002

LDL
(mg/dL)

115.99±31.64 122.24±32.51 110.49±30.06 1.95 .053

Abbreviation: TG, triglyceride; TC, total cholesterol; THD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3.3 상  폐기능 검사결과

연구 상자의 FVC의 평균은 3.30±0.76 L 이었으며,

남성은 3.88±0.62 L, 여성은 2.78±0.44 L 로 남성이 통계

으로 높은 결과 다. %FVC는 상자의 평균이

84.26±9.91% 으며, 남성 83.61±10.60 % 여성이

84.82±9.32 % 로 남녀의 통계 차이는 없었다. Table 3

Table 3. Lung function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N=109)

Men
(N=51)

Women
(N=58) t p

M+SD

FVC
(L)

3.30±0.76 3.88±0.62 2.78±0.44 10.64 .000

%FVC
(%)

84.26±9.91 83.61±1060 84.82±9.32 -0.637 .526

Abbreviation: FVC, forced vital capacity

3.4 별에 따  맥압과 혈청 지질 및 폐활량 계

연구 상자의 남성의 맥압과 청지질 FVC의 상

계는 유의성이 없는 계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맥압

과 청지질 FVC의 상 계도 유의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of pulse pressure, serum lipid 

and FVC according to gender 

Variables PP SBP DBP TG TC HDL FVC

PP
(mmHg)

1 0.630** -0.141 0.030 -0.067 -0.152 -0.148

SBP
(mmHg)

0.548** 1 0.630** 0.160 -0.086 -0.352** -0.165

DBP
(mmHg)

-0.257 0.668** 1 0.185 -0.046 -0.314* -0.066

TG
(mg/dL)

-0.159 0.171 0.338* 1 0.220 -0.296* -0.128

TC
(mg/dL)

-0.024 0.054 0.083 0.405** 1 0.301* -0.037

HDL
(mg/dL)

0.109 0.203 0.138 -0.409** -0.082 1 0.233

FVC
(L)

-0.174 -0.140 -0.007 -0.264 -0.031 0.284* 1

■ men (Bottom), ■ women (Above)
Abbreviation: see table 1, 2, 3
* p<.05, ** p<.01

3.5 연 상  맥압과 혈청 지질 및 폐활량 계

연구 상자의 맥압과 LDL는 상 계가 유의하지 않

았으며, 맥압과 %FVC는 상 계수가 –0.267으로 나타

나 음의 상 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내었

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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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of pulse pressure, serum lipid 

and %FVC by study population 

Variables PP LDL %FVC

PP
(mmHg)

1

LDL
(mg/dL

0.011 1

%FVC -0.267** 0.044 1

Abbreviation: see table 1, 2, 3
** p<.01

3.5 맥압  폐활량에 한 향

연구 상자의 맥압이 %FVC에미치는 향은 F 값이

8.224으로 회귀분석에 합하 다(p<.01). 베타값 -0.267

으로 나타났으며, t 값이 –2.86으로 나타났으며(p<.01)

R2 은 0.071 로 맥압이 %FVC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Regression of pulse pressure to %FVC by 

study populat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eta SE
95% CI

F / t / R2

Lower Upper

Pulse
pressure

%FVC -0.267 0.102 -0.497 -0.091
8.224**/

-2.86** / 0.071

Abbreviation: see table 1, 2, 3

** p<.01

4. 결  및 고찰

폐기능은 유 인 요인과 양상태의 향을받으며,

성별, 연령, 체격 등이 련이 있으며, 비만과 체표면 과

유의한 상 계를 가진다[9]. 폐활량검사 항목은 VC

(vital capacity), FVC, FEV1.0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F (forced expiratory flow),

FIFs (forced inspiratory flow rates), MVV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등을 포함하며, 천식, 폐섬유화, 만

성폐쇄성폐질환 등을 평가한다[10]. 폐기능은 심 질

환의 이환률과 사망률과 련이 있다는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본 연구는 심 질환의 험인자인맥압과 청지

질 그리고 폐기능 사이의 연 성을 분석하 다[6, 7, 11].

본 연구는 서울의 융회사에서 근무하는 30세 이상의

109명의 직장인을 상으로 연구하 다. 남성과 여성의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수축기 압, 이완기 압, TG, TC,

HDL, FVC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 남성과 여

성에게서맥압은수축기 압에서 유의한 계(p<0.01)가

있었으나 이완기 압은 계가 없었다. 비슷한 연구에서

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2]. 비활동 년 남성의

압과 지질성분과의 유의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비슷한 연구로 30세에서 70세의 134명의 남성

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맥 속도와 FEV1.0 과 FVC의

음의상 계로 나타났다[11]. 본 연구의 남성 이완기

압과 성지방은 양의 상 계 으며(p<.01), 여성의 수

축기와 이완기 압과 HDL은 음의 상 계로 나타났다

(p<.01). 정상인을 상으로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성군의

수축기, 이완기 압이 증가할수록 성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성에게서 HDL은 수축기, 이완기

압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3]. 고

압에서 TG, TC, TC/HDL-C 고 압군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 다[14]. 남성에게서 FVC는

HDL과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다른 선

행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15]. 폐기능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나이, 몸무게 키, 성별 등이 있

으며, 키와 체 은 양의 상 계를 나타낸다[9, 16].

%FVC는 이러한 요인을 반 하여 측치를 이용하여 나

타낸 결과로 본 연구에서도 FVC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

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FVC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상자의 맥압과 %FVC는 음의 상

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을 나타냈다(P<.01). 이러

한 결과는 폐 기능이 심 험 인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폐 기능이 감소하면 폐 기능 장애가 신 계에

미치는 향으로 맥압을 잠재 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압과 맥압은 심 질환의 측인자이며

[1-3], 폐기능 FEV1.0 은 심 질환의 요한 측 인자

이며 허 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측 인자로

서 청 콜 스테롤에 비견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18]. 그에 비하여 맥압과 FVC와 련된연구는 찾아

보기 매우 힘들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건강하게 직

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를 상자로 한정한 과 폐기

능에 향을 주는 흡연습 과 음주습 [19] 등을 포함하

지 않았다는 이다. 김정하[20] 등의 536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맥압과 TC 그리고 TG에서 양의 상

계로 나타났는데 평균연령이 남성은 55.8±7.3세, 여성은

51.6±7.5세로 본연구와 7-12세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맥압과 청지질과의 련성 결과는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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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별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 비만과 청 지질 수 , 고 압은

서로 한 상 계가있다[21]. 주간졸음증은 낮은 연

령 야간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이 높고, 수면 산

소포화도가 더 떨어진다[22]. 향후 주간졸음증과 맥압과

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압과 폐활량의

리는 건강한 삶에 한 련이 있다[23].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맥압은 성별과 무 하게

%FVC와 유의한 상 계를 갖고 있으며, 회귀분석 결

과 R2이 0.071 로 나타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압 측정에서의 맥압과 폐기능 검사는 심

계질환의 측인자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심 질환의 연구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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