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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resting heart rate (RHR), the risk factors and prevalences of
metabolic syndrome (MetS) and type 2 diabetes (T2D) in Korean adults.
Methods: A cross sec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on data from the 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 using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and logistic regression. Participants were stratified according to
RHR into 5 groups; < 60 bpm, 60-69 bpm, 70-79 bpm, 80-89 bpm, and ≥ 90 bpm.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risk factors of MetS and T2D increased as RHR increased. Compared to those with a RHR of < 60 bpm, the
prevalence of MetS increased in those with RHR of 60-69 bpm, 70-79 bpm, 80-89 bpm and ≥ 90 bpm by 1.4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3-2.08), 2.05 (95% CI, 1.42-2.96), 2.34 (95% CI, 1.57-3.48), and 2.34 (95% CI, 1.23-4.47), respectively. Similarly, compared to those with a
RHR of < 60 bpm, the prevalence of T2D increased in those with RHR of 60-69 bpm, 70-79 bpm, 80-89 bpm, and ≥ 90 bpm by 1.01 (95% CI,
0.72-1.41), 1.44 (95% CI, 1.02-2.05), 1.83 (95% CI, 1.25-2.68), and 2.40 (95% CI, 1.30-4.44), respectively.
Conclusion: In conclusion, RHR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isk factors and prevalences of MetS and T2D. This study suggests that RHR
is associated with MetS and T2D and can be used to predict such diseases.
Key words: Korean adult, Resting heart rate, Metabolic syndrome, Type 2 diabetes

말한다.2 이러한 요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중 농도가 증가되어 발

서 론

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3 대사증후군이 제2형 당뇨병에
2012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대사증후군 유병

게 미치는 상대적 위험도는 2.99배로 보고되었고4, 대사증후군으로

률은 30세 이상 성인 전체의 28.8%로 조사되었으며, 당뇨병의 유병률

진단된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가 3.57배

은 전체 9.9%로, 남성은 10.7%, 여성은 9.1%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로 나타났다.5 이처럼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란 복부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내당능 장애, 심혈관계 죽상동맥 경

있으며6, 비만과 관련된 이러한 대사질환7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화증의 진단기준 중 3가지 이상의 질환이 비정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습관의 변화로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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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8

75.9%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에서 90세 이하의 성인 자

안정 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1분 동안 심장이 수축하여 혈
액을 체내로 박출하는 횟수로서 ,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9

료 중 안정 시 심박수 결측 1,323명을 제외하고 남은 5,870명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을 예측하고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요인
이다.10 이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교감신경과 부

2. 측정항목 및 방법

교감신경의 길항작용이 깨질 경우 몸의 이상반응을 유도한다. 교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인 신체구성 중 체중(kg), 신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혈청

장(cm), 허리둘레(cm)와 안정 시 심박수(bpm), 혈압(mmHg)을 측정

지질 및 혈당의 비율이 증가한다. 또한, 염증에도 영향을 미쳐 고혈압,

하였으며, 혈액 중 공복혈당(mg/d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mg/

이상지혈증 등의 만성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

dL),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mg/dL), 총콜레스테롤(mg/dL), 중성

따르면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할수록 혈압, 중성지방, 체질량지수, 허

지방(mg/dL), 당화혈색소(%)를 이용하였다.19

11

12

리둘레, 피브리노겐(fibrinogen), 고감도 C-반응성단백(Hs-CRP), 인
터루킨-6 (IL-6)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3

1) 신체구성검사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선행연구를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seca 225, seca, Germany)와 체중계(GL-

살펴보면,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높게

6000-20, G-TECH,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허리둘레는 대

나타났으며 ,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80 bpm

상자의 측면에서 마지막 늑골 하단 및 장골능선 상단 두 지점의 정중

이상인 그룹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은 남자 4.2배, 여자 3.6배로 나타

앙을 줄자(seca 200, seca, Germany)를 이용해 소수점 한 자리(0.1

났다. 또한,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80 bpm 이

cm)까지 측정하였다.

14

15

상인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5.39배 높게 나타났으며 , 제
16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안정 시 심박수가 10 bpm 증가할수록 사

망할 위험도는 1.31배라고 보고하고 있다.17

2) 안정 시 심박수와 혈압 측정

안정 시 심박수와 혈압은 측정 전 의자에 앉은 상태로 5분 동안의

이와 같이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만

안정기간을 가진 후 맥박수와 혈압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5분 간격으

성질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로 3회 측정하였고, 2회와 3회에 측정된 혈압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는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과의 관계를 규명한

혈압과 심박수는 수은 혈압계(Baumanometer® Desk model 0320,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며, 선행논문에서 제시된 대사증후군 허리둘

Baum,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레는 서양인의 진단 기준치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18 또한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안정

3) 혈액검사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도

혈액검사는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팔의 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액을 채취하였다. 혈액 채취 후 응고 촉진제와 혈액이 잘 혼합되도록

기초로 한국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가볍게 5회 아래위로 혼합하고 실온에 30분간 세워 둔 후 3,000 rpm

위험요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후 분석하였다. 혈액검사를 통해 수집된 항목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은 공복혈당,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당화혈색소이다.

방 법
4) 대사증후군

1. 연구 대상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본 연구는 2012년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년)

Adults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 2001)에서 제시한 가이

2012년도 3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거주지역과 성

드라인을 이용하였다.20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 그리고 연령집단에 근거한 층화 다단계 집락 복합표본 추출법으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하였다. 이 중, 허리둘레는 한국 성인을 대상

로 추출되었으며, 총 192개 표본 조사구 3,8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으로 복부비만을 정의한 cut-off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21

설문조사, 영양조사 및 검진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 검진 및 건

(1) 허리둘레: 남자 ≥ 90 cm, 여자 ≥ 85 cm

강 설문조사 대상자 10,069명 중 7,645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2) 혈압: 수축기/이완기 혈압 ≥130/85 mmHg

http://dx.doi.org/10.7570/kjo.2015.2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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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성지방: 중성지방 ≥150 mg/dL

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4)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남자 <40 mg/dL, 여자 < 50 mg/dL

Variables

(5) 혈당: 공복 시 혈당 ≥110 mg/dL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WC (cm)
SBP (mmHg)
DBP (mmHg)
Glucose (mg/dL)
HbA1c (%)
TC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Resting HR (bpm)

5)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에서 제시한 공복혈당 126 mg/dL 이상일 경우 혹

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였다.22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안정 시 심박수는 60초 동안 측정한 값과 30초 동안 측정
하여 60초로 변환한 값을 합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안정 시 심박수를
10 bpm 단위로 나누어 각각 60 bpm 미만, 60-69 bpm, 70-79 bpm, 8089 bpm, 90 bpm 이상 총 5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의 인구학적 특

Total (N= 5,870)

Men (N= 2,450)

Women (N= 3,420)

52.0± 16.6
161.7± 9.4
62.3± 11.7
23.8± 3.42
81.3± 9.8
119.9± 17.2
75.7± 10.5
98.9± 21.9
5.8± 0.8
190.0± 36.3
131.6± 102.1
50.3± 12.0
120.2± 35.0
69.3± 9.1

52.2± 16.4
169.5± 6.6
69.2± 11.1
24.0± 3.2
84.5± 8.8
122.0± 15.8
78.1± 10.8
101.3± 22.8
5.8± 0.9
187.5± 35.9
151.1± 118.5
48.2± 11.5
117.8± 33.9
68.3± 9.0

51.9± 16.8
156.2± 6.8
57.4± 9.5
23.5± 3.6
79.0± 9.9
118.4± 18.0
73.9± 9.8
97.1± 21.0
5.8± 0.8
191.8± 36.6
117.3± 85.3
54.2± 12.8
123.4± 36.1
70.0± 9.0

Data shown represent mean ± S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frequency
analysis.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R, heart rate; bpm, beats per minute.

성과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안정 시 심박수 그룹에

여 빈도분석과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정 시

따라 연령, 체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

심박수에 따른 그룹 간에 상대적인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유병

성지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05로 설정하였다.

3.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그룹 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안정 시 심박수를 10 bpm 단위로 나눈 각 그룹 간의 대사증후군 유
병률은 Table 3과 같다. 연령, 성별, 체중, 신체활동을 보정한 후 대사

결 과

증후군 유병률은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60-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69 bpm 그룹은 1.46배, 70-79 bpm 그룹은 2.05배, 80-89 bpm 그룹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2.34배, 90 bpm 이상인 그룹은 2.34배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대상자는 총 5,870명으로, 전체 평균 연령은 52.0 ± 16.6세였다. 전체

따른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자 노인 연령

대상자의 신장은 평균 161.7 ± 9.4 cm, 체중은 평균 62.3 ± 11.7 kg, BMI

65세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그

는 평균 23.8 ± 3.42 kg/m , 허리둘레는 평균 81.3 ± 9.8 cm, 수축기 혈

결과, 65세미만 그룹에서 60 bpm 미만 그룹에 비해 60-69 bpm 그룹

압은 평균 119.9 ± 17.2 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75.7 ± 10.5

은 1.79배, 70-79 bpm 그룹은 2.81배, 80-89 bpm 그룹은 3.37배로 나

mmHg, 공복혈당은 평균 98.9 ± 21.9 mg/dL, 당화혈색소는 평균 5.8

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

± 0.8%, 총 콜레스테롤은 평균 190.0 ± 36.3 mg/dL, 중성지방은 평균

그룹에 비해 80-89 bpm 그룹은 2.16배, 90 bpm 이상 그룹은 3.89배로

131.6 ± 102.1 mg/d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평균 50.3 ± 12.0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2

mg/dL,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평균 120.2 ± 35.0 mg/dL, 안정

시 심박수는 평균 69.3 ± 9.1 bpm으로 나타났다.

4.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그룹 간의 제2형 당뇨병 유병률
안정 시 심박수를 10 bpm 단위로 나눈 각 그룹 간의 제2형 당뇨병

2.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그룹 간의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은 Table 4와 같다. 연령, 성별, 체중, 신체활동, 빈혈을 보정한

위험요인과의 관계

후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은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안정 시 심박수를 10 bpm 단위로 5그룹으로 나누어 연령, 성별, 체

비해 70-79 bpm 그룹은 1.44배, 80-89 bpm 그룹은 1.83배, 90 bpm 이

중, 신체활동을 보정한 후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들

상 그룹은 2.40배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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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Resting heart rate (bpm)
Total (N= 5,870)
No. of participants
Anthropometric
Age (year)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WC (cm)
Blood pressure
SBP (mmHg)
DBP (mmHg)
Blood variables
Glucose (mg/dL)
HbA1c (mg/dL)
TC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Resting heart rate (bpm)
Number of MS components
0
1
2
3
4
5
Number of participants with MS

1

2

3

4

5

< 60

60-69

70-79

80-89

≥ 90

461

2,880

1,577

821

131

57.2± 13.9
162.5± 9.3
62.9± 10.7
23.8± 3.0
82.2± 8.9

52.5± 16.2*
161.9± 9.4
62.7± 11.7
23.9± 3.3
81.3± 9.6

50.7± 16.8*†
161.4± 9.4
61.9± 11.7†
23.7± 3.5
81.1± 9.9

50.1± 17.9*†
161.7± 9.4
61.6± 11.9*†
23.5± 3.7
81.0± 10.1

49.4± 19.2*†
160.7± 9.3
61.5± 14.8
23.7± 4.6
80.9± 12.5

< 0.001
0.270
0.026
0.071
0.230

123.7± 19.2
74.0± 9.8

120.1± 17.0
75.6± 10.2*

118.8± 17.0
76.1± 10.6*†

118.8± 16.5
77.2± 10.8*†‡

121.8± 18.3†‡§
78.1± 11.0*†‡

0.035
< 0.001

96.6± 15.6
5.8± 0.6
189.5± 35.9
125.8± 90.7
49.22± 11.8
117.0± 35.6
54.3± 3.4

97.7± 18.7*
5.8± 0.7
189.6± 35.4
128.4± 89.7
50.1± 12.0
119.8± 33.8
64.6± 2.4*

99.6± 24.1*†
5.8± 0.9*†
190.6± 36.9
133.7± 117.0*†
50.9± 12.0
123.5± 33.8
73.7± 2.5*†

101.4± 28.1*†‡
5.8± 1.1*†
190.3± 37.3
141.6± 101.3*†‡
50.5± 12.0
116.7± 38.0
83.1± 2.5*†‡

105.9± 32.6*†‡§
6.0± 1.2*†‡§
191.9± 44.4
144.0± 186.0*†
50.6± 13.6
126.5± 49.6
92.5± 0.7*†‡§

< 0.001
< 0.001
0.438
< 0.001
0.744
0.412
< 0.001

148 (32.1)
115 (24.9)
86 (18.7)
33 (7.2)
6 (1.3)
2 (0.4)
41 (8.9)

963 (33.4)
698 (24.2)
458 (15.9)
234 (8.1)
98 (3.4)
7 (0.2)
339 (11.8)

483 (30.6)
401 (25.4)
231 (14.6)
156 (9.9)
58 (3.7)
9 (0.6)
223 (14.1)

243 (29.6)
191 (23.3)
136 (16.6)
78 (9.5)
33 (4.0)
3 (0.4)
114 (13.9)

P value

37 (28.2)
24 (18.3)
25 (19.1)
15 (11.5)
3 (2.3)
2 (1.5)
20 (18.9)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ANCOVA and descriptive statistics after adjusted for age, gender, weight, and physical activity.
Data shown represent mean± SD, number or %.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R, heart rate; bpm, beats per minute; MS, metabolic syndrom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2;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4.

Table 3.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Resting heart rate (bpm)
Total (N= 5,870)
No. of participants
Age, gender adjusted OR (95% CI)
Multi-adjusted OR* (95% CI)
Age < 65 (95% CI)
Age ≥ 65 (95% CI)

1

2

3

4

5

< 60

60-69

70-79

80-89

≥ 90

461
1
1
1
1

2,880
1.52 (1.09-2.11)
1.46 (1.03-2.08)
1.79 (1.14-2.85)
1.27 (0.71-2.26)

1,577
1.94 (1.37-2.73)
2.05 (1.42-2.96)
2.81 (1.72-4.49)
1.59 (0.87-2.91)

821
2.02 (1.40-2.92)
2.34 (1.57-3.48)
3.37 (2.02-5.63)
2.16 (1.13-4.13)

131
2.31 (1.32-4.05)
2.34 (1.23-4.47)
2.2 (0.94-5.18)
3.89 (1.42-10.65)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logistic regress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pm, beats per minute.
*Adjusted for age, gender, weight, and physical activity.

령에 따른 안정 시 심박수와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을 파악하고자 안정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70-79 bpm 그룹은 2.24배, 80-89 bpm 그룹

시 심박수를 노인 연령 65세 기준으로 층화하여 제2형 당뇨병의 유병

은 3.56배, 90 bpm 이상 그룹은 2.93배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65세 미만 그룹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60

그룹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90 bpm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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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valence of the type 2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Resting heart rate (bpm)
Total (N= 5,870)
No. of participants
Age, gender adjusted OR (95% CI)
Multi-adjusted OR* (95% CI)
Age < 65 (95% CI)
Age≥ 65 (95% CI)

1

2

3

4

5

< 60

60-69

70-79

80-89

≥ 90

461
1
1
1
1

2,880
1.09 (0.78-1.51)
1.01 (0.72-1.41)
1.41 (0.86-2.30)
0.82 (0.51-1.30)

1,577
1.49 (1.05-2.11)
1.44 (1.02-2.05)
2.24 (1.35-3.74)
1.04 (0.63-1.71)

821
1.86 (1.28-2.71)
1.83 (1.25-2.68)
3.56 (2.06-6.17)
1.20 (0.69-2.08)

131
2.50 (1.37-4.55)
2.40 (1.30-4.44)
2.93 (1.20-7.18)
2.74 (1.11-6.75)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logistic regress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pm, beats per minute.
*Adjusted for age, gender, weight, physical activity and anemia.

룹 이상에서 2.74배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타났다.24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또한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분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석한 결과,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

위험요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병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시 심박수가 가장 높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은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2.13배 높다

에 참여한 대상자 총 5,970명 중 평균 연령은 52.0 ± 16.6세였으며, 평

고 보고한 Oda 등14의 연구와 유사하다. 반면, 안정 시 심박수와 제2형

균 안정 시 심박수는 69.3 ± 9.1 bpm이었다.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

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 그

지만, 최근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손상된 신장(kidney)의 기능을 파

룹에 따라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 중 수축기 혈압, 이

악할 수 있는 단백뇨(Albuminuria)와 심박수에 대해 보고된 연구에

완기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따르면 안정 시 심박수와 단백뇨의 베타(β)값이 0.131 (P < 0.001)로 나

고,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타나 두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인자 간의 발생률을 분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결과, 안정 시 심박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를 안정 시 심박수 10 bpm 단위로 나누어 총 5그

단백뇨의 발생률이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그러나 안정 시 심

룹(60 bpm 미만, 60-69 bpm, 70-79 bpm, 80-89 bpm, 90 bpm 이상)으

박수와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 설정한 후, 그룹 간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제2형 당뇨병 위험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안정 시 심박수에 따라 수축기 혈압, 이완기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에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 것

이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인 연령 65세

으로 나타났다. Lee 등 의 연구에서도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할수록

를 기준으로 층화분석(sub-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사증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혈압, 고밀도지단백 콜레

후군에서는 65세 미만 그룹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할수록 90

스테롤의 위험수치가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bpm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

Rogowski 등 의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에게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인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안정 시 심박

5가지 인자(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

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80-89 bpm 그룹은 2.16배, 90 bpm

테롤)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의 위

이상인 그룹은 3.89배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험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함에 따

에서도 65세 미만 그룹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할수록 60-69 bpm

라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

났으며 ,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실

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60

시한 연구에서도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90 bpm 이상인 그룹에서 2.74배 유병률이

공복혈당,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안정 시 심

23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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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가 가장 높은 그룹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

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심폐체력이 낮

해 1.94배 높은 것으로 보고한 O’Hartaigh 등 의 연구와 유사하다.

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유병률이 남성은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65세 미만

2.40배, 여성은 1.99배로 나타났다.44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

의 그룹과 65세 이상의 그룹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

으로 최대산소섭취량과 심박수 회복반응(heart rate recovery)을 조

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최대산소섭취량과 심박수 회복반응은 건강

은 안정 시 심박수가 65세 미만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한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45 이처럼 안정 시 심박수는

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노인의 대사증후군 및 제2

자율신경계의 활성도를 강화시키면서46, 그중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형 당뇨병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추는 체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47, 이는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26

안정 시 심박수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과 유의한

당뇨병의 유병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를 보이는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상호관계를

이와 같이,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 지표와 염증 반응 등 다양한 요

통해 이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및 제2

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안정 시 심박수는 의사의

형 당뇨병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과 관계를 갖는다. 비만할 경우 혈관

처방 없이 누구나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촉진법이다.9 이러한 간편한

에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부교

측정결과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등 고위험군의 질환을 예측

감신경의 활성도가 낮아짐에 따라 심폐체력이 저하되어 안정 시 심박

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

수가 높게 나타난다.

는 것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7-30

비만 그룹의 안정 시 심박수는 정상 체중 그

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 비만 대사 수술(bariatric surgery)로 체중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

감량을 한 사람의 경우 수술 전에 비해 안정 시 심박수가 유의하게 낮

시 심박수는 60초 동안 측정한 값과 30초 동안 측정하여 60초로 변환

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비만은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렙틴

한 값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변환과정에서 안정 시 심박수의 오차가

(leptin), 종양 괴사 인자 알파(TNF-α), 인터루킨-6(IL-6) 등의 아디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장 기능

사이토카인(adipocytokine)의 분비에 이상이 생겨 혈관의 염증에 영

(cardiac function)과 관련된 폐 기능(pulmonary function) 변인을 보

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지방조직에서 생성되는 유리 지방산(free

정하고자 하였으나, 폐 기능을 측정한 연구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중

fatty acids)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의

43.1%로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심장 기능과 관련된 변인을 보정하

분비를 증가시키고 , 췌장 베타세포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인슐린

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안정 시 심박수가 대

분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중 농

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한 독

도가 증가되어 제2형 당뇨병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안정 시

립적 원인 인자(independent causative factor)인지 혹은 부수적 인자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비만에 간접적인 영

(epiphenomenon)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서, 안정 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간의 연관성은 규명하였지만,

31

32

33,34

35

36

둘째, 안정 시 심박수는 체력과 관계가 있으며, 체력은 비만, 대사증

인과 관계는 밝힐 수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

후군, 제2형 당뇨병 유병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안정 시 심박수

사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와 대

와 체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로서 그 의의

37,38

16년간 2,798명

의 성인 남성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낮을수록 최대

를 가진다.

산소섭취량은 높게 나타났으며 , 반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성인의 안정 시 심박수가 높

연구에서는 최대산소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남녀 모

을수록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허리둘레, 이완기

두 안정 시 심박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인 남성에서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의 위험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

안정 시 심박수 80 bpm 이상인 그룹의 최대산소섭취량(VO2peak)은 안

였으며,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

정 시 심박수 60 bpm 미만인 그룹의 최대산소섭취량에 비해 4.6 mL ·

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 시 심박수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kg min (95% CI, 2.8 to 6.3) 낮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유병률을 예견할 수 있는 예측인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은 심근이 발달됨에 따라 심장활동의 능력이 증대하여 심폐체력이

대사증후군의 유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성인뿐만이 아니라

향상됨으로써 안정 시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소년에 따른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등 질병 간의 위험관계

이러한 체력은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유병률과 관계를 갖는

를 규명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 시 심박

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수와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등 만성질병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39

40

-1

-1

41

42,43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심폐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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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yndrome. JAMA 2006;295:850.
3. Hanson RL, Imperatore G, Bennett PH, Knowler WC. Compo-

요 약

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and incidence of type 2 diabetes. Diabetes 2002;51:3120-7.

배경: 본 연구 목적은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정 시 심박수와 대

4. Ford ES. Risks for all-cause mortality, cardiovascular disease, and

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요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

diabetes associat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a summary of

고, 안정 시 심박수에 따른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the evidence. Diabetes Care 2005;28:1769-78.

규명하는 것이다.

5. Wannamethee SG, Shaper AG, Lennon L, Morris RW. Metabolic

방법: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20세 이상에서

syndrome vs Framingham Risk Score for prediction of coronary

90세 이하의 성인 5,870명을 대상으로 안정 시 심박수, 신체구성, 혈

heart disease, stroke, and type 2 diabetes mellitus. Arch Intern Med

압, 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안정 시 심박수를 10 bpm 단위로

2005;165:2644-50.

분류하여 총 5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그룹 간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

6. Lorenzo C, Okoloise M, Williams K, Stern MP, Haffner SM; San

뇨병 위험인자와 유병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공분산

Antonio Heart Study. The metabolic syndrome as predictor of type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diabetes: the San Antonio heart study. Diabetes Care 2003;26:

결과: 안정 시 심박수 그룹에 따라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위

3153-9.

험인자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7. Aballay LR, Eynard AR, Díaz Mdel P, Navarro A, Muñoz SE.

에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정 시 심박수와 대사증

Overweight and obesity: a review of their relationship to metabolic

후군 및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보정한

syndrome, cardiovascular disease, and cancer in South America.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안정 시 심박수가 60 bpm 미만인 그룹에

Nutr Rev 2013;71:168-79.

비해 60-69 bpm은 1.46배(95% CI, 1.03-2.08), 70-79 bpm은 2.05배
(95% CI, 1.42-2.96), 80-89 bpm은 2.34배(95% CI, 1.57-3.48), 90 bpm

8. Samson SL, Garber AJ. Metabolic syndrome. Endocrinol Metab
Clin North Am 2014;43:1-23.

이상은 2.34배(95% CI, 1.23-4.47)로 높게 나타났다. 제2형 당뇨병의

9. Diaz A, Bourassa MG, Guertin MC, Tardif JC. Long-term prognos-

유병률은 60 bpm 미만인 그룹에 비해 70-79 bpm은 1.44배(95% CI,

tic value of resting heart rate in patients with suspected or proven

1.02-2.05), 80-89 bpm은 1.83배(95% CI, 1.25-2.68), 90 bpm 이상은

coronary artery disease. Eur Heart J 2005;26:967-74.

2.40배(95% CI, 1.30-4.44)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인자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며,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예측할

10. Palatini P, Julius S. Elevated heart rate: a major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lin Exp Hypertens 2004;26:637-44.
11. Thayer JF, Yamamoto SS, Brosschot JF. The relationship of auto-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nomic imbalance, heart rate variability and cardiovascular disease

중심단어: 한국 성인, 안정 시 심박수,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risk factors. Int J Cardiol 2010;141:122-31.
12. Cryer PE. Diverse causes of hypoglycemia-associated aut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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