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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단순 비만 지표로서의 목둘레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이에 한국 성인 남녀에서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 등과 비만 지표로서의 목
둘레의 유용성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일개 대학 병원 종합 검진 센터에 내원한 남녀 292명을 대상으로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
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목둘레를 4분위(quartiles)로 나누어 가장 낮은 목둘레 4분위군과 가장 높은
목둘레 4분위군 간 심혈관계 질환들의 교차비 (odds ratio)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해 보았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 등과 비교하여 목둘레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지를 단계별 다중 회기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목둘레는 남자에서 수축기 혈압 및 요산, 여자에서 이완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 콜레
스테롤을 제외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목둘레 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은 목둘레 사분위군에 비해 HOMA score는 남자 29.2배, 여자 5.1배 증가하였고, hsCRP는 남자
2.0배, 여자 6.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다중 회기 분석에서 목둘레는 다른 비만 지표들에
독립적으로 남자에서는 이완기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시 인슐린,
HOMA score, 여자에서는 공복시 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시 인슐린, HOMA score의 변화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목둘레는 인슐린 저항성 및 hsCRP의 상승과 관련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심
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비만 환자의 선별 검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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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녀 364명 (남자 199명, 여자 165명) 중 고혈압, 당뇨
병, 고지혈증, 통풍 치료제 및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의

비만증이란 체지방 과다로 인하여 대사 이상을 일으
키는 상태로 비만은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
뇨병, 고지혈증, 통풍 및 고인슐린혈증 등의 발생 위험
1,2)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292명 (남자 173명, 여자
11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신장-체중 자동측정기 (FA-94H, Fanics, Korea)를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 뿐

이용하여 탈의 후 검진용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신발

아니라 건강한 성인 남녀에서도 심근경색증, 뇌혈관질

을 벗고 신장은 0.1 cm까지, 체중은 0.1 kg까지 측정하

환, 말초혈관질환 등의 발생에 독립적인 예측인자로서

였으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체질량 지수를

인정받고 있는 C-reactive protein (CRP)을 상승시키는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한 연구보

을 높이며,

3∼8)

. 비만에 의한 건강위험도는 하

조자가 허리둘레 및 목둘레를 측정하였는데, 허리둘레

체 비만보다는 상체 비만인 경우에 더 증가하는 것으

는 직립자세에서 늑골 최하단 부위와 장골능 최상단

로 알려져 있으며9,10) 상체 비만의 지표로서 목둘레는

부위의 중간지점에 줄자를 대고, 가볍게 숨을 내쉬게

측정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선별검사로서 적합한

한 상태에서 0.1 cm까지 측정하였으며 목둘레는 cry-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목둘레는 비만한 남녀에서 여

cothyroid cartilage의 상연에 줄자를 대고 0.1 cm까지

러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측정하였다. 혈압은 안정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수은

11)

주 혈압계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둘레의 변화는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변화와 양의
12)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 또한 최근에 목둘레는

측정하였다.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

흔히 비만 관련 지표로 이용되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

하여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

레, 체질량 지수와 비교하여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혈

스테롤, 중성 지방, 요산 및 혈당을 측정하였고 혈중

압, 혈당, 혈청 지질, 요산 등의 변화에 독립적으로 기

인슐린은 radioimmunoassay법으로, C-reactive protein

13)

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 국내에서는 최근에 비만

(high sensitivity assay)은 검출농도가 0.016 mg/dL인

선별 검사로서 남자 36.6 cm, 여자 32.3 cm라는 목둘

nephelometry 법으로 측정하였다. 고혈압의 정의는 수

레의 분별점이 제시되었으며 목둘레가 인슐린 저항성

축기 혈압 140 mmHg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mmHg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한국인에서 목

이상으로, 당뇨병은 공복시 혈당 126 mg/dL 이상, 고지

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혈증은 총콜레스테롤 220 mg/dL 이상이거나, 저밀도 콜

14)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

레스테롤 130 mg/dL, 중성지방 150 mg/dL 이상으로, 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 남녀에서 목둘레와 심

밀도 콜레스테롤 저하는 남자 45 mg/dL, 여자 55 mg/dL

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특히 비만 관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고요산혈증은 혈중 요산이

련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생체

남자 7 mg/dL이상, 여자 5 mg/dL 이상인 경우로 정의

전기 저항 분석법 (bioelectrical impedence)을 이용한

하였다. HOMA score를 이용한 인슐린 저항성

체지방률(%) 등과 비교하여 목둘레가 독립적으로 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HOMA: Insulin (μ

혈관계 위험인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지를 알아

IU/mL) × Glucose (mmol/l)/22.5)을 계산하였으며 생

보고자 하였다.

체 전기 저항 분석법(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방식의 체성분 분석기 (Inbody 3.0, Biospace,

방

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Korea)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측정하였다.

2. 자료 분석

200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개 대학 병원

hsCRP (highly sensitive CRP)를 제외한 대상자의

종합 검진 센터에 내원하여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 남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hsCRP는

－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ean±SD)
Variables

Men (n=173)

Women (n=119)

Age (years)

42.4±10.6

43.0±9.3

Waist circumference (cm)

86.5±8.6

79.6±9.0**

Neck circumference (cm)

37.6±2.4

32.7±2.1**

Height (cm)

170.7±5.5

157.4±5.2**

Weight (kg)

70.4±11.6

57.9±8.3**

BMI (kg/m2)

24.1±3.4

23.4±3.3

Body Fat Mass (%)

19.6±5.4

27.5±5.2**

Systolic BP (mmHg)

114.8±13.8

109.8±13.2**

Diastolic BP (mmHg)

77.7±8.9

72.4±10.1**

Uric acid (mg/dL)

7.2±16.2

4.1±0.9*

Glucose(mg/dL)

95.2±22.1

88.9±11.9**

Total cholesterol (mg/dL)

201.2±38.7

189.0±32.8**

HDL cholesterol (mg/dL)

44.2±10.0

47.8±10.2**

LDL cholesterol (mg/dL)

119.4±33.1

106.7±26.2

Triglyceride (mg/dL)

164.5±104.8

130.6±121.7**

Fasting Insulin (μIU/mL)

8.5±3.8

8.6±3.6

HOMA score

2.0±1.0

1.9±0.9

0.084±1.004

0.084±0.943

†

hsCRP (mg/dL)

* P-value <0.05 by independent t-test.
** P-value <0.01 by independent t-test.
† hsCRP is presented as median±range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OMA: homeostasis of model analysis;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중간값 (median)으로 표기하

목둘레,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를 독립변수

였고 통계 분석 전에 log로 변환하였다. 각각의 변수들

로 이용한 단계별 다중 회기 분석 (stepwise multiple

의 남녀 간 통계학적인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용하여 비교하였으며 목둘레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

설명 변수를 찾아보았으며 그 설명 변수들의 심혈관계

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위험인자에 대한 편상관 관계 (partial correlation)를

를 이용하였다. 목둘레를 4분위 (quartiles)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유의수준 0.05 이하로

가장 낮은 목둘레 4분위군과 가장 높은 목둘레 4분위

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11.0 (SPSS

군 간 심혈관계 질환들의 상대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Inc., U.S.A)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독립 변수로 이용하여 로지스
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
다. 또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의 변화에 대해 흔히 사
용되는 비만 지표들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 292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 173명, 여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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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Neck Circumference and Various
Variables
Men (n=173)

Variables

Women (n=119)

r

P-value

r

P-value

Age (years)

-0.154*

0.043

0.308**

0.001

Waist circumference (cm)

0.732**

<0.001

0.768**

<0.001

Height (cm)

0.205**

0.007

-0.023

0.807

Weight (kg)

0.746**

<0.001

2
BMI (kg/m )

0.777**

<0.001

0.796**

Body Fat Mass (%)

0.578**

<0.001

0.648**

<0.001

0.810**

<0.001
<0.001

Systolic BP (mmHg)

0.148

0.052

0.214*

0.019

Diastolic BP (mmHg)

0.264**

<0.001

0.176

0.056

Uric acid (mg/dL)

0.005

0.944

0.203*

0.027

Glucose (mg/dL)

0.175*

0.021

0.327**

<0.001

Total cholesterol (mg/dL)

0.294**

<0.001

0.163

0.076

HDL cholesterol (mg/dL)

-0.282**

<0.001

-0.201*

0.029

LDL cholesterol (mg/dL)

0.332**

<0.001

0.177

0.054

Triglyceride (mg/dL)

0.208**

0.006

0.225*

0.014

Fasting Insulin (μIU/mL)

0.620**

<0.001

0.422**

<0.001

HOMA score

0.614**

<0.001

0.443**

<0.001

hsCRP (mg/dL)

0.277**

<0.001

0.408**

<0.001

*P-value <0.05
**P-value <0.01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OMA: homeostasis of model analysis;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명이었고, 여자 119명 중 폐경 전 여성이 39명

한편 대상자의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

(33.8%)이었으며 폐경 후 여성은 80 (67.2%)명이었다.

자가 여자에 비해 수축기 혈압 140 mmHg이상 (6.4%

남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42.4±10.6세, 43.0±

vs 5.0%) 또는 이완기 혈압 90 mmHg (16.8% vs

9.3세였고 평균 체질량 지수는 남녀 각각 24.1±3.4

9.2%) 이상인 고혈압, 공복시 혈당 126 mg/dL 이상인

2

2

kg/m , 23.4±3.3 kg/m 로 남녀간 평균 연령 및 체질

당뇨병 (4.8% vs 1.2%), 총콜레스테롤 220 mg/dL 이

량 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복시 혈중 인슐

상 (31.2% vs 13.3%), 저밀도 콜레스테롤 130 mg/dL

린, HOMA score 및 hsCRP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

이상 (36.4% vs 12.1%),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이는 없었다. 그러나 저밀도 콜레스테롤 (p=0.327)을

(41.6% vs 22.7%)인 고지혈증, 혈중 요산이 남자 7

제외한 혈청 지질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mg/dL이상, 여자 5 mg/dL 이상인 고요산혈증 (17.9%

중성 지방) 및 공복시 혈당, 요산 수치와 수축기, 이완

vs 10.4%), 체질량지수 25 kg/m

기 혈압, 신체계측치 (목둘레, 허리둘레, 체지방률, 신

(40.5% vs 19.3%) 및 흡연 (48.6% vs 10.9%) 등 심혈

장, 체중) 등은 신체 계측치는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

관계 질환 및 위험인자의 유병률이 남자에서 더 높았

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1).

다.

2

이상인 비만증

－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

Table 3.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ignificant Obesity Indices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o Various Risk Factors in Male Subjects
Neck
circumference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percent

Systolic BP

-

-

0.151*

-

Diastolic BP

0.264**

-

-

-

Dependent variables

Uric acid

-

-

-

-

Glucose

0.175*

-

-

-

Total cholesterol

0.294**

-

-

-

HDL cholesterol

-

-

-0.302**

-

LDL cholesterol

0.332**

-

-

-

Triglycerides

0.208**

-

-

-

Fasting Insulin

0.218**

0.375**

-

-

HOMA score

0.263**

0.296**

-

-

-

-

-

0.475**

hsCRP

Independent variables: neck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percent
* P-value <0.05
**P-value <0.01
- not significant in this model.

2. 목둘레와 신체 계측치 및 심혈관계 위험인
자와의 상관관계

3. 목둘레 증가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인자들
의 교차비 (odds ratio)

남자 대상자의 경우 목둘레는 허리둘레, 체질량 지

목둘레의 증가에 따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고

수, 체지방률, 체중, 공복시 인슐린 및 HOMA score와

요산혈증 및 인슐린 저항성 (HOMA score)의 교차곱

매우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완기 혈압, 공

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복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

가장 높은 목둘레 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은 목둘레 사

지방 및 hsCRP와 양의 상관관계, 고밀도 콜레스테롤

분위군에 비해 남자의 경우 HOMA score는 29.2배

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과는 약한 음의 상관

(95% CI 5.19∼167.25),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6.5배

관계를 보였으나 수축기 혈압 및 요산과는 통계적으로

(95%CI 1.14∼617.33)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 대상자에서

HOMA score는 5.1배 (95% CI 1.51∼17.10) 증가하

목둘레는 역시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체지방률, 체중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위험인자들의 유의

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복시 인슐

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HOMA score 대신 hsCRP

린 및 hsCRP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연령 및 수축기

를 독립변수로 넣어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혈압, 요산, 공복시 혈당, HOMA score 및 중성지방과

남자는 hsCRP가 2.0배 (95%CI 1.02∼3.65), 여자는

양의 상관관계,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음의 상관관계를

hsCRP가 6.6배 (95%CI 2.09∼21.0)로 증가하는 것으

보였으나 신장, 이완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

로 나타났으나 그 외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들은 통

레스테롤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계적인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Table 2).

－ 대한비만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2003 －

Table 4.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ignificant Obesity Indices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o Variables Risk Factors in Female Subjects
Neck
circumference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percent

Systolic BP

-

-

-

0.263**

Diastolic BP

-

-

-

0.220**

Dependent variables

Uric acid

-

-

0.294**

-

0.327**

-

-

-

Total cholesterol

-

-

0.238**

-

HDL cholesterol

-0.201*

-

-

-

LDL cholesterol

-

0.291**

-

-

Triglycerides

-

-

0.228*

-

Glucose

Fasting Insulin

0.195*

-

-

0.249**

HOMA score

0.227**

-

-

0.230**

-

-

0.428**

-

hsCRP

regression to various risk factors in female subjects.
Independent variables: neck circumferenc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percent
* P-value <0.05
**P-value <0.01
- not significant in this model.

4.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변화에 대한 각 비만
관련 지표들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
심혈관계 위험인자들 (혈압, 혈당, 요산, 혈청 지질,

체질량 지수와 목둘레가, 여자에서는 체지방률과 목둘
레가 유의한 설명 변수였으며 hsCRP의 경우는 남자에
서 체지방률, 여자에서는 허리둘레였다 (Table 3, 4).

인슐린, HOMA score, hsCRP)을 각각 종속변수로, 흔

고

히 쓰이는 비만 관련 변수인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질
량 지수와 목둘레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시행한 단계
별 다중 회기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비만 관
련 지표는 수축기 혈압의 경우 남녀 각각 허리둘레 및
체지방률이었으며, 이완기 혈압의 경우 남자는 목둘레,
여자는 체지방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시 혈당의
경우 남녀 모두 목둘레였고 요산의 경우는 남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만 관련 변수가 없었으며 여자에
서는 허리둘레가 요산의 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변수였다.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남녀 각
각 목둘레와 허리둘레였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남자
는 허리둘레, 여자는 목둘레였으며, 저밀도 콜레스테
롤은 남녀 각각 목둘레와 체질량 지수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공복시 인슐린 및 HOMA score는 남자에서는

찰

목둘레는 남녀 모두에서 비만 관련 변수인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 계측치를 제외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의 상관관
계는 남자 대상자에서 공복시 인슐린, HOMA score,
저밀도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hsCRP, 고밀도 콜
레스테롤, 이완기 혈압, 공복시 혈당 순서였으며 여자
대상자에서는 공복시 인슐린, HOMA score, hsCRP,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수축기 혈압, 요산, 고밀도 콜
13)
레스테롤 순서였다. Ben-Noun 등 의 연구에서도 목

둘레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산, 혈당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 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 －

Laakso 등15)은 목둘레를 5분위수 (quintiles)로 나누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가 지방조

어 고혈압, 고지혈증, 내당능 장애, 고인슐린혈증 등의

직에서 분비되며 체지방이 높은 비만인에서 낮은 정

유병률을 알아본 결과 목둘레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든

도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

.

질환들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경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의 변화에 대한 각 비만 지표들

향을 보였으며 체질량지수로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

의 상대적인 기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목둘레, 허리

석에서는 가장 낮은 목둘레 5분위군에 비해 가장 높은

둘레,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목둘레 5분위군에서 남녀 각각 고혈압이 2.94배 및

시행한 단계별 다중 회기 분석에서 목둘레는 남자에서

3.21배, 내당능 장애가 4.80배 및 3.21배였으나 고인슐

는 이완기 혈압, 혈당,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

린혈증 및 고지혈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

테롤, 중성지방, 공복시 인슐린, HOMA score, 여자에

지 않았다고 한다. 목둘레는 상체의 피하지방의 지표

서는 공복시 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공복시 인슐린,

이며 하체의 피하지방에 비해 상체의 피하지방의 증가

HOMA score의 변화에 대해 다른 비만 지표들에 독

16)

혈중 유리 지방산의 상

립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도시

승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목둘

지역의 한 클리닉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레의 증가는 비만도와 무관하게 수면시 무호흡증의 위

13)
Ben-Noun 등 의 연구 결과에서도 목둘레는 남자에

험인자로서 수면시 무호흡증은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통해

서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 요산의 변

는 지방산의 유리를 높이고

17,18)

고혈압의 발생과 연관된다고 한다

. 이전 연구에서도 목

화에, 여자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둘레의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Homeostasis

중성지방,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혈당, 요산의 변화

19)

Model Assessment (HOMA) score 와 양의 상관관계

에 대하여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체질량 지수에 독립

를 보였으며14) 본 연구의 경우 HOMA score는 가장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비

높은 목둘레 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은 목둘레 사분위군

23)
만 폐경 전 여성들 107명을 대상으로 한 John 등 에

에 비해 남자 29.2배, 여자 5.1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의한 연구에서도 목둘레는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상 남자에서 인슐린

레, 엉덩이 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와 비교하여 고인

저항성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

슐린혈증, 인슐린 저항성, 베타 세포 기능과 고 안드로

으로 높은 것이 남녀간 교차곱비가 큰 차이를 보인 이

겐혈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허리

유로 생각되며 또한 남자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만이

둘레로 보정한 회귀분석에서도 목둘레는 인슐린저항

가장 높은 목둘레 사분위군에서 가장 낮은 목둘레 사

성, 고인슐린혈증, 성호르몬 결합 글로블린, 유리안드

분위군에 비해 2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로겐지수 등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였다.

외 다른 위험인자들의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던

비만 환자, 특히 고도 비만이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유도 고혈압, 당뇨병, 고요산혈증 등의 유병를이 고

(polycystic ovary syndrome)을 가진 폐경 전 여성에

지혈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혈압의 경우는 혈압

서 흔히 나타나는 고안드로겐혈증이나 고인슐린혈증

측정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혈압 측정의 정확도가 감

은 동화 반응 (anabolic response)을 유발하거나 반영

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HOMA score

하며 비만 환자에서의 목둘레의 증가는 상체지방의 증

대신 hsCRP를 독립변수로 넣어 시행한 로지스틱 회

가 뿐 만 아니라 이러한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근육의

귀분석에서는 hsCRP가 남자 2.0배, 여자 6.6배 증가

비대 (muscular hypertrophy)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

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의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

이다.

인 예측 인자인 hsCRP가 남녀 모두에서 목둘레의

이 연구는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와

증가에 따라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약물 복용력을 자가 문답식 설문지에

비만에 의해 CRP가 증가하는 기전은 CRP의 간내

의존하여 대상자가 약물 복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합성을 자극하는 싸이토카인 (cytokine)인 interleukin-6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연구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 대한비만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2003 －

있고 전술한 혈압 측정의 문제점과 현재 약물 복용을

Conclusion: Neck circumference is associated

하고 있지 않으나 hsCRP를 상승시키는 다른 질환들을

with th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related to insulin

가지고 있는 환자를 배제하지 못한 점, 로지스틱 회귀

resistance and hsCRP. The measurement of neck

분석에서 교란변수들을 적절히 교정하지 못한 점 등이

circumference could be useful in clinical screening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for obese person at an enhanced risk for cardio-

처음으로 목둘레와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vascular diseases

밝혀 집단 선별검사를 위한 보다 간편한 비만 측정 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로서 목둘레 측정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는데 의의

Key Words: Neck circumference, Obesity indices,
Cardiovascular risk factors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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