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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예측인자로 허리/신장비의
효용성 (대한비만학회지 2015;2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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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 뇌혈

ble 1과 Table 3에서 제시한 대사증후군 유무에 대한 대사지표 및

관질환, 각종 암 및 골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비

WHtR, WHR,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 및 WHtR와 대사지표 및

만지표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국제 보건 기구에서

대사증후군 요소들과의 상관성 분석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

비만을 정의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

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유무 및 해당 질환에 대한 약물 복용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부 비만 및 체지방량을 정확이 반

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

영치 못하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복부비만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탁드립니다.

1

지표들로는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와 허리-엉덩이비

2) 국내에서 보고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waist-to-hip ratio, WHR), 허리-키비(waist-to-height ratio, WHtR)

WHtR가 남녀 모두에서 Framingham risk score를 통한 심혈관 질환

등 신체계측을 통한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들이 복부비만을 예측하

위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 본 연구에서의 당뇨병전기 환

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2 하지만, 어느 지표들이 대사증후군

자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의미가 없게 나왔는데 같은 한국인에서도

및 심혈관 질환 발생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많다. 위 논문은 허리-신장비(WHtR)가 복부지방의 적절한 예측 지

3)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 수와 허리/신장비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

표이며, 특히, 대사증후군의 동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당뇨

셨는데 허리/신장비와 허리둘레는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

병전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데 유용함을 입증한 점에

(r = 0.881), 위험요소수 분석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

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다. 또한 대사증후군 요소 중 어느 요소가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질 것

독자는 위 논문에 제시한 결과들을 통해 저자가 주장하는 결론에

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도달하는 것이 무리가 없었으나, 일부 결과에 대한 의문점, 추가 분석

4) 신장차이가 나는 서양인과 동양인에서 적절한 허리/신장비의 절

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

단값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저자의 의견이 있었고, 본 연구에서도

의를 드립니다.

남녀군에서 신장의 차이가 뚜렸하며, WHtR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1) 대상 환자들은 당뇨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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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고 제시하였다. 적정 민감도, 특이도를 나타내는 허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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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절단값을 찾기 위한 분석에서도 남, 여를 구분하여 cu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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