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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예측인자로 허리/신장비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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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Waist-to-Height Ratio for Predicting Metabolic Syndrome in
Patients with Prediabetes
Ji Min Kim, Min Kyung Back, Sang Hyeon Ju, Min Young Shin, Mi Joo Kim, Yeon-hee Park, Kwang-In Park, Kyong-Hye Joung,
Hyun Jin Kim, Bon Jeong Ku*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Background: Metabolic syndrome is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prediabet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compare WHtR (Waist-to-Height Ratio)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with other anthropometric indices
as in Body Mass Index (BMI), Waist Circumference (WC) and Waist to Hip Ratio (WHR) in prediabetes. Methods: A total of 816 subjects with
prediabetes were recruited from a community based Cohort Stud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was performed to find the
optimal cutoff value of WHtR. Area under the curve (AUC) was calculated for each anthropometric index an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HtR and various dermographic and clinical factors was calculated. Results: WHt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etabolic parameters
except for fasting glucose and increased with increasing number of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AUC of WHtR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anthropometric indices. The optimal cutoff value of WHtR was 0.53 for metabolic syndrome in prediabetes. Conclusion:
WHtR may be the simple and effective anthropometric index for predicting metabolic syndrome in prediabetic patients.
Key words: Prediabetic state, Metabolic syndrome, Waist-to-height ratio

비만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비만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서 론

BMI), 체성분 분석을 통한 체지방량(body fat mass), 허리둘레(waist

최근 식습관 및 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 인구가 급격히 늘

circumference, WC),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to-hip ratio, WHR),

고 있으며, 2011년에 국민건강통계에서 만 19세 이상의 31.9%가 비만

허리/신장비(waist-to-height ratio, WHtR)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내피세

중에서 복부 비만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허리/엉덩이 둘레비, 허리/신

포 기능 장애 등과 관련이 있으며, 대사증후군,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장비, 허리둘레 등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복부 비만을 반영

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는 낮은 고

하는 지표들이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유용하다고 보고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하고 있다.3-5 건강검진 대상자 2,2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국내의

C), 높은 중성지방(triglyceride, TG),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을 보

한 연구에서 허리둘레 및 허리/신장비가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

이는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복부비만과의 연관성이 높다.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대사증후군의 선별검사 지표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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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고하였다.6

색소(hemoglobin A1c, HbA1c) 5.7-6.4%로 당뇨병전기로 진단된 사

지난 2005년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람은 328명이었다.

와 유럽당뇨병연구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EASD)는 대사증후군을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진단 및 치료하

2. 연구내용 및 방법

는 진료행위를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기저질환(당뇨병 및 심뇌

을 발표하였다. 이후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고지혈증 유무), 복용 약제,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 습관

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

을 파악하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였으며, 이

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사증후군을 예측, 진단하는 것을 권고

로부터 체질량지수, 허리/신장비 및 허리/엉덩이 둘레비를 계산하였

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당뇨병전기는 대사증후군과 동반되

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2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는 경우가 많으며, 당뇨병전기에서 대사증후군 동반 시 협심증, 심근

허리둘레는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능선의 상단 부위의 중간 지

경색, 뇌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점에서 숨을 내쉰 상태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엉덩이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의 진행과도 관련이 있다.

당뇨병에 대한

둘레는 대퇴골 대전자의 가장 넓은 부위에서 측정하였다. 혈압 측정

교차비를 비교했을 때 공복혈당 장애와 대사증후군 동반 시 공복혈

은 디지털 혈압계를 이용하였으며 10분 이상 안정상태를 취하고 5분

당 장애만 있을 시에 비해 당뇨병 위험도가 3배 가량 더 높아지는 것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하였다. 혈액의 채취는

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을 조기

8시간 이상 충분한 공복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식후 2시간 혈당 값

에 예측하고 적절한 관리 및 치료가 시행된다면 당뇨병 및 심뇌혈관

을 얻기 위해 75 g당 부하 후 2시간째 다시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당

질환의 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serum glucose), TG,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HDL-C를

7

8-11

12

현재 대사증후군 예측을 위한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체

자동분석기(Hitachi 747,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저

질량지수이다. 편리성을 고려하여 체질량지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고 있지만 복부 비만에 대한 반영도가 부족하여 대사증후군의 예측

C)은 다음의 공식15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에는 부적절하다는 보고들이 있다.7,13 반면에 허리/신장비는 허리 둘
레를 신장으로 보정한 수치로 체질량지수에 비해 복부 비만을 잘 반

LDL-C =TC-[HDL-C+(TG/5)]

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 예측에 있어 더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또한 허리/신장비는 허리둘레에 비

당화혈색소의 측정은 Variant II turbo (Turbo; Bio-Rad Laborato-

해서도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한다는 메타 분석

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측정하였으며

이 둘레비와 허리/신장비를 비교하여 대사증후군 예측의 지표로서

인슐린 농도는 방사면역측정법(DPC Coat-a-count insulin, LA, USA)

허리/신장비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으로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공복 인슐린과 공복 혈당을 이용

14

한 HOMA-IR (homeostasis model for insulin resistance)로 평가하였

방 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으며, 다음 공식을 이용하였다.
HOMA-IR= [공복 인슐린(mU/L) ×공복 혈당(mmol/L)]/22.5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지역사회 코호트 사업에 참여한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
민 1,871명이 자발적 동의 후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748명이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Framingham risk score를 통
하여 산출하였다.16

60세 이상에 해당되었다. 고연령군의 비율이 높았기에 당뇨병 전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816명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들을 대상

3. 정의

으로 하였다. 공복 혈당 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에 해당

당뇨병전기는 미국당뇨병학회의 진단기준에 따라 공복 혈당 장애

하는 사람은 77명, 내당능 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는

(공복 혈당이 100-125 mg/dL인 경우), 내당능 장애(경구 당부하 후 2

455명, 공복 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44명,

시간 혈당이 140-199 mg/dL인 경우), 또는 당화혈색소가 5.7-6.4%인

그리고 공복 혈당 장애 및 내당능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화혈

경우로 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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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의 진단은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의 성인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치료 패널 III (NCEP ATP-III) 진단기준을 이용하였으며, WC는 90
cm (남) 또는 85 cm (여) 초과, 혈청 TG 150 mg/dL 이상, 혈청 HDL-C
40 mg/dL (남) 또는 50 mg/dL (여) 미만,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

상 혹은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 그리고 공복 혈당 100 mg/dL 이
상의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였다.18 WC는 대한비
만학회의 기준(남 90 cm, 여 85 cm)을 사용하였다.19
이상지질혈증은 NCEP ATP-III 지침을 참고하여 혈청 TG가 150
mg/dL 이상, TC가 200 mg/dL 이상, LDL-C 130 mg/dL 이상, HDL-C
40 mg/dL 미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이상지질혈증을 진

단받고 약물 복용 중인 사람도 포함하였다.2

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허리/신장비와 체질량지수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
단력을 비교하기 위해 수용자 반응 특성(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이용한 곡선하 면적(area under curve, AUC) 값을

구하였고, 허리/신장비와 여러 임상지표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였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서로 비교
분석하였고, 이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였다.
대사증후군과 허리/신장비의 ROC 곡선을 이용하여 적절한 민감도,
특이도를 갖는 허리/신장비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대
상군을 두 군으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서로 비교 분석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Total (N= 816) Male (N= 349) Female (N= 467) P value*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Hip (cm)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PP2 (mg/dL)
TC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HbA1c (%)
Insulin (µIU/mL)
WHtR
WHR
HOMA-IR
Framingham risk score
MetS (%)
Dyslipidemia (%)

57.5± 7.4
158.5± 8.7
61.3± 9.9
81.8± 13.6
24.4± 3.3
87.1± 9.6
134.7± 16.3
84.1± 10.3
95.8± 10.0
138.6± 32.0
214.3± 38.5
173.9± 99.6
45.1± 10.6
127.7± 33.7
5.6± 0.4
8.8± 4.8
0.55± 0.06
1.1± 0.3
2.08± 1.21
14.2± 3.1
455 (55.8)
696 (85.3)

57.5± 7.3
165.8± 6.1
65.3± 9.6
79.9± 14.0
23.7± 3.0
87.8± 8.5
135.5± 16.1
85.4± 10.7
97.8± 10.2
135.5± 35.3
207.2± 37.8
188.1± 111.1
44.2± 11.0
119.4± 34.1
5.6± 0.4
7.5± 3.4
0.53± 0.05
1.1± 0.3
1.83± 0.89
13.8± 2.3
163 (46.7)
294 (84.2)

57.5± 7.5
153.0± 5.8
58.3± 9.0
83.2± 13.1
24.9± 3.4
86.6± 10.3
134.1± 16.5
83.1± 9.8
94.3± 9.5
141.0± 29.1
219.6± 38.2
163.2± 88.7
45.8± 10.3
133.8± 32.1
5.6± 0.4
9.7± 5.4
0.57± 0.07
1.1± 0.3
2.27± 1.37
14.5± 3.6
292 (62.5)
402 (86.1)

0.996
< 0.001
< 0.001
0.001
< 0.001
0.063
0.216
0.001
< 0.001
0.020
< 0.001
0.001
0.037
< 0.001
0.419
< 0.001
< 0.001
0.001
< 0.001
0.001
< 0.001†
0.485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2, 2 hours postprandial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HtR,
waist to height ratio; WHR, waist to hip ratio;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MetS, metabolic syndrome.
*P value from independent t-test between male and female (except metabolic syndrome), †P value from chi-square test between male and female.

USA), Medcalc version 12.7 (MedCalc Software bvba, Ostend, Belgium)을 이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군은 455명이었으며 남자는 163명(35.8%), 여자는 292명(64.2%)으로

정의하였다.

여자에서 더 많았다(P < 0.001). MetS군의 허리/신장비는 0.58 ± 0.06이
었으며 non-MetS군의 허리/신장비 0.52 ± 0.06보다 높았다(P < 0.001).
MetS군과 non-MetS군의 WC는 각각 90.8 ± 8.2 cm, 82.4 ± 9.2 cm으

결 과

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001), TG는 각각 210.5 ± 106.0 mg/
dL, 127.7 ± 66.8 mg/dL로 큰 차이를 보였다(P < 0.001). 이외에도 대사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군의 평균 연령은 57.5 ± 7.4세였고, 체질량지수는 남자는 23.7
± 3.0 kg/m , 여자는 24.9 ± 3.4 kg/m 였다. 허리둘레는 남자 87.8 ± 8.5
2

2

증후군의 진단 요소인 LDL-C, 공복 혈당 역시 MetS군에서 높았으며,
HDL-C는 낮았다(Table 2).

cm, 여자 86.8 ± 10.3 cm으로 양 군에 차이가 없었으나(P = 0.063), 여

자에서 복부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허리/신장비는
평균 0.55 ± 0.06이었고, 남자는 0.53 ± 0.05, 여자는 0.57 ± 0.07로 여자
에게서 더 높았다(P < 0.001) (Table 1).

3.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들과 허리/신장비와의 상관관계
대사증후군의 각각의 위험요소와 허리/신장비와의 상관 계수를 보
면 HDL-C가 낮을수록 허리/신장비가 높았으며(P < 0.05), WC, 수축
기 혈압, TG, LDL-C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Table 3).

2. 대사증후군 환자의 특성

다음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 수와 허리/신장비의 상관관계를

대사증후군의 동반유무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동반군인 MetS군

알아보았다. 대사증후군의 NCEP ATP-III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5가

과 동반하지 않은 non-MetS군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816명 중 MetS

지 구성 요소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33명으로 평균 허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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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tS (N= 361)

MetS (N= 455)

P value*

57.8± 7.4
158.9± 8.3
58.3± 8.8
82.5± 12.5
23.1± 2.9
82.4± 9.2
129.6± 15.7
81.6± 10.2
93.1± 8.9
137.1± 33.9
213.3± 39.0
127.7± 66.8
49.6± 11.5
126.9± 34.2
5.6± 0.3
7.7± 4.9
0.52± 0.06
1.04± 0.27
1.79± 1.23
13.3± 2.9

57.2± 7.4
158.2± 8.9
63.7± 10.1
81.2± 14.3
25.4± 3.2
90.8± 8.2
138.7± 15.7
86.0± 9.9
98.0± 10.2
139.9± 30.4
215.2± 38.1
210.5± 106.0
41.5± 8.2
128.2± 33.3
5.6± 0.4
9.6± 4.6
0.58± 0.06
1.16± 0.28
2.32± 1.15
14.9± 3.1

0.250
0.234
< 0.001
0.179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217
0.483
< 0.001
< 0.001
0.590
0.939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Hip (cm)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PP2 (mg/dL)
TC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HbA1c (%)
Insulin (µIU/mL)
WHtR
WHR
HOMA-IR
Framingham risk score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2, 2 hours postprandial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HtR,
waist to height ratio; WHR, waist to hip ratio;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MetS, metabolic syndrome.
*P value from independent t test between MetS group and non-MetS group.

장비는 0.499였다. 반면에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모두 해당되는 40명의
평균 허리/신장비는 0.591로 차이를 보였다. 해당되는 구성 요소의 개
수가 1,2,3,4개인 군의 평균 허리/신장비는 각각 0.512, 0.527, 0.567,
0.585로 진단기준에 많이 해당될수록 허리/신장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P < 0.001) (Fig. 1).

4. 대사증후군 예측에 있어 허리/신장비와 다른 지표들과의 비교
AUC 값을 이용하여 여러 지표들의 대사증후군 진단력을 비교하

여 보았다. 허리/신장비의 AUC 값은 0.76으로 체질량지수 0.72, 허리
둘레 0.75, 허리/엉덩이 둘레비 0.66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허
리 둘레를 제외하고는 남, 녀 모두에서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허리/신
장비는 전체에서 허리 둘레보다 높은 AUC 값을 보였으나 차이는 크

Table 3. Pearson’s correlations between WHtR and various variables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Hip (cm)
WC (cm)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PP2 (mg/dL)
TC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HbA1c (%)
Insulin (µIU/mL)
WHR
HOMA-IR
Framingham risk score

Total

Male

Female

-0.067*
-0.311*
0.325*
-0.348*
0.881*
0.074*
-0.048
0.040
0.196*
0.038
0.089*
-0.233*
0.114*
-0.087*
0.123*
0.636*
0.113*
0.103*

-0.153*
-0.120*
0.476*
-0.420*
0.925*
0.038
-0.044
0.051
0.106*
-0.053
0.200*
-0.425*
-0.026
-0.102
0.133*
0.686*
0.127*
0.076

-0.026
-0.185*
0.482*
-0.403*
0.948*
0.120*
-0.001
0.120*
0.238*
0.016
0.091*
-0.179*
0.077
-0.099*
0.042
0.727*
0.043
0.072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2, 2 hours postprandial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HtR, waist to height ratio;
WHR, waist to hip ratio;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P value < 0.05.
0.65

Total

Male

Female

1

2

3

0.60
WHtR

Table 2. Comparison of various clinical factors between MetS group and nonMetS group

0.55
0.50
0.45

0

4

5

Number of risk factors for MetS

Fig. 1. Correlation for waist to height ratio (WHtR) and number of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MetS). WHtR were 0.499 in a group that had no metabolic
risk factor, and 0.591 in a group that had 5 metabolic risk factors, respectively.
WHtR increased with increasing number of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Total: r= 0.448, P value < 0.001, Male: r= 0.448, P value< 0.001, Female: r= 0.423,
P value < 0.001.

지 않았으며 남, 녀 나누어 비교 시에는 허리둘레가 더 높은 AUC 값

ROC 곡선을 사용하였다. 허리/신장비가 0.53일 때 민감도 및 특이도

을 보였다(Table 4).

가 각각 81.3% 및 60.9%로 가장 적정한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MetS군
455명 중 81.5%인 371명에서 허리/신장비가 0.53 이상으로 나타났다.

5. 허리/신장비의 절단값(cut off value) 및 허리/신장비에 따른

허리/신장비가 0.53 이상인 군과 미만인 군을 비교하였을 때 0.53

특성

미만인 군의 평균 체중은 58.0 ± 8.7 kg, 0.53 이상인 군의 평균 체중은

적정 민감도, 특이도를 나타내는 허리/신장비의 절단값을 찾기 위해

63.3 ± 10.1 kg이었으며, 체질량지수는 각각 22.5 ± 2.5 kg/m2,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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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rea under curve (AUC) for various anthropometric indices to predict metabolic syndrome
Total
Male
Female

WHtR

WHR

BMI

WC

0.762 (0.729-0.796)*
0.754 (0.703-0.805)*
0.744 (0.696-0.793)*

0.660 (0.621-0.698)*
0.680 (0.624-0.736)*
0.692 (0.639-0.745)*

0.718 (0.683-0.753)*
0.729 (0.677-0.782)*
0.698 (0.648-0.747)*

0.752 (0.718-0.786)*
0.804 (0.757-0.851)*
0.748 (0.698-0.798)*

Data are AUC (95% confidence interval).
WHtR, waist to height ratio; WHR, waist to hip ratio;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P value< 0.05.

Table 5. The comparison of various clinical factors according to the WHtR cut-off
value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Hip (cm)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Fasting glucose (mg/dL)
PP2 (mg/dL)
TC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HbA1c (%)
Insulin (µIU/mL)
HOMA-IR
Framingham risk score

≤ 0.53 (N= 304)

> 0.53 (N= 512)

P value*

58.2± 7.8
160.3± 8.6
58.0± 8.7
88.0± 7.9
22.5± 2.5
78.1± 6.5
134.0± 16.9
84.9± 10.2
94.7± 10.4
132.2± 34.0
215.1± 40.1
158.8± 88.5
48.5± 11.4
125.7± 35.5
5.7± 0.3
5.7± 0.3
1.98± 1.25
14.0± 3.0

57.1± 7.1
157.4± 8.6
63.3± 10.1
78.1± 14.8
25.5± 3.2
92.4± 6.8
135.1± 16.0
83.6± 10.3
96.4± 9.7
142.4± 30.2
213.9± 37.6
182.8± 104.7
43.0± 9.6
128.8± 32.6
5.6± 0.4
9.0± 4.8
2.14± 1.19
14.3± 3.2

0.040
< 0.001
< 0.001
< 0.001
< 0.001
< 0.001
0.336
0.083
0.016
< 0.001
0.668
0.001
< 0.001
0.193
< 0.001
0.056
0.058
0.119

Data was expressed as mean± SD.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2, 2 hours postprandial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P value from independent t-test.

다. 또한 인종에 따라 체지방의 차이를 보이며, 체질량지수가 동일하
여도 동양인에서 서양인보다 체지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질량
지수와 비만 및 연관 질환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20-23 체질량지수, 허리/신장비와 여러 요소들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체질량지수의 경우에는 체중과는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으나 허리 둘레와의 상관관계는 허리/신장비에 비해 높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질량지수가 비만의 지표로는 유용하나
복부 비만은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복부 비만이 인슐
린 저항성 및 만성 대사질환과 더 관련이 높음을 고려할 때24,25 체질
량지수는 대사증후군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사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허리 둘레가 포함되어 있어 허리 둘레 및 허리/
신장비의 AUC 값이 과평가되었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진단에 있어서 허리둘레 및 허리/신장비가 체질량지수보
다 높은 AUC 값을 보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455명 중 체
질량지수가 25 kg/m2 이상인 사람은 243명이었고 30 kg/m2 이상인
사람은 32명밖에 되지 않아 정상 체질량지수에서도 대사증후군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체질량지수가 대사증후군의 예측인자로는 바람직하
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허리 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허리/신장비는 복부 비만의
임상적 지표로서 체질량지수보다 비만 연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유
용한 예측인자로 사용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3.2 kg/m 으로 0.53 이상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또한

허리/엉덩이 둘레비는 허리 둘레 및 허리/신장비에 비해 낮은 AUC값

WC, TG, 공복 혈당, 모두 허리/신장비가 0.53 이상인 군에서 통계적

을 보여 대사증후군 진단에 있어 허리 둘레, 허리/신장비만큼 유용하

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HDL-C는 더 낮게 나타났다(Table 5).

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2

현재 복부 비만의 지표로 허리/신장비보다는 허리 둘레가 주로 사

고 찰

용되고 있으나, 허리 둘레가 개개인의 신장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할
때 신장이 작은 동양인에게 서양인에서와 같은 절단값을 적용하기는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전기 환자에게서 대사증후군의 예측인자로

어렵다.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허리/신장비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허

Panel III (NCEP-ATP III) 에서 복부 비만의 기준을 남자는 허리둘레

리/엉덩이 둘레비, 허리/신장비와 대사증후군 사이의 상관계수 및

102 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 88 cm 이상으로 제시하였지만, 2000년

AUC 값을 비교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International Association

지표로 허리/신장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or the Study of Obesity (IASO)/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체질량지수는 현재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만을 평가

(IOTF) 기준에서는 아시아인은 비만의 정도가 서양인보다 낮은 상태

하는 지표이나 체내 지방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

에서도 건강 위험도가 높음을 제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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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비만 기준에서 복부 비만의 기준을 남자는 허리 둘레 90 cm 이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상, 여자는 허리 둘레 80 cm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6,27

또한 대

한비만학회에서는 한국인에서의 절단값을 남자는 허리둘레 90 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 85 cm 이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19

또한 본 연구는 당뇨병전기에 해당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일반인에게 동일한 허리/신장비의 절단값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허리둘레는 인종, 성별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절단값이 달라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연구

져야 한다. 하지만 허리/신장비는 신장으로 허리둘레를 보정하여 성

가 특정 지역, 40세 이상, 70세 이하의 특정 연령군만을 대상으로 하였

별, 연령, 인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는 점도 하나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다.

특히 이전 연구들에서 동양인에서 당뇨 발병 위험도가 서양인

대사증후군은 여러 위험요소들을 평가하여 진단하는 하나의 증

에 비해 2-5배 높으며 주요 요인으로 복부 비만을 제시하였던 것을 고

후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 진단이 간단하지 않으며 간과하기

려할 때 허리/신장비는 한국인에게 유용한 대사질환의 예측 인자로

쉽다. 하지만 허리/신장비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여 대사증후군의 예

사용될 수 있다.

측 및 이후 대사 관련 질환의 추적관찰 지표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28,29

30,31

그러나 아직 허리/신장비의 적절한 절단값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
다. 이전 논문들에서 Browning 등 은 허리/신장비의 절단값을 0.5로
32

있다. 또한 환자 스스로도 측정이 가능하기에 치료에 있어 환자의 참
여도와 순응도를 높이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시하였고, 중국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예측을 위

결론적으로 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지표로

한 허리/신장비의 절단값으로 0.52를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

써 허리/신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적정 절단값은 0.53이었다. 본 연

럼 허리/신장비는 인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본

구는 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단면조사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도 우선 Browning 등 이 제시한 0.5를 절단값으로 하여 분

전향적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32

석을 시행하였다. 허리/신장비의 절단값을 0.5로 할 경우 허리/신장비
가 0.5 이상인 654명 중 424 (64.8%)명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었으며

요 약

0.5 미만인 군에서는 19.1%가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허리/신장비

가 0.52 이상인 556명 중에서는 391명(70.3%)이 대사증후군에 해당되

배경: 당뇨병전기 환자에게서 대사증후군 동반 시 당뇨병 및 심혈관

었다. 본 연구에서는 ROC 곡선을 이용하여 얻은 절단값 0.53을 이용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지

하였을 때 허리/신장비가 0.53 이상인 512명 중 371명(72.5%)이 대사증

표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및 다른

후군으로 나타났으며, 대사증후군 455명 중 약 81.5%가 해당되었다.

임상적 지표와 허리/신장비를 비교하여 대사증후군의 예측 지표로써

본 연구에서 허리/신장비가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 및 심혈관 질환

허리/신장비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 예측 인자로 유용한지 평가를 위해 HOMA-IR 값 및 Framingham

방법: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지역사회 코호트 사업을 위

risk score와 허리/신장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인슐린 저항성

해 참여한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 중 당뇨병 전기에 해당하는 총 816명

을 의미하는 HOMA-IR 값은 허리/신장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

을 대상으로 하였다. 곡선하 면적(area under curve, AUC)값을 통해

녀 나누어 비교 시에는 여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허리/신장비와 다른 지표들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력을 비교하였

이는 성별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차이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으며 허리/신장비와 여러 임상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

Framingham risk score 역시 전체 집단에서는 허리/신장비와

결과: 공복 혈당을 제외한 대사증후군 각각의 위험 요소는 허리/신장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 녀 나누어 비교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많이

않았다. Framingham risk score는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hs-CRP의

해당될수록 허리/신장비 또한 증가를 보였다 (P < 0.001). AUC 값을

상승 같이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 위험 인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하여 대사증후군의 진단력을 비교 시 허리/신장비가 다른 지표

실제로 Framingham risk score가 대사증후군 여부보다 심혈관 질환

들에 비해 우수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예측에 있어서 허리/신장비의

을 더 잘 예측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논란이 있다. 또한 Framingham

적정 절단값은 0.53으로 나타났다.

risk score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동양인에게 똑같이 적용하

결론: 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간단하고 유용한 예측 지

기 어렵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로 인해 남, 녀의 하위그

표로써 허리/신장비를 이용할 수 있겠다.

룹분석에서 상관성이 없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메타 분석

중심 단어: 당뇨병전기, 대사증후군, 허리/신장비

34,35

36

에서는 허리/신장비가 심혈관 질환의 예측 인자로 유용하다는 보고
가 있었으며37 허리/신장비를 통한 대사증후군 예측이 실제로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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