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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목둘레는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된 여러 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슐린저항성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에서 목둘레가 임상적인 선별검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제시되어
진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둘레와 비만 관련 지표 및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서의 HOMA
score 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비만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 분별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건양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남녀 대상자 364명
(남자 199명, 여자 165명)중 249명 (남자 136명, 여자 113명) 실험군 (test group)로 하여 receiver
2
output curve (ROC) 분석을 통해 체질량지수 25 kg/m 에 대한 최적의 (optimal)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목둘레 분별점을 구하였으며, 나머지 115명 (남자 63명, 여자 52명)을 유효군 (validation
group)으로 하여 실험군에서 얻어진 목둘레 분별점을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목둘
레와 비만 관련 지표 및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서의 HOMA score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 목둘레는 남녀 대상군 모두에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허리둘레비, 체질량지수, 체
지방률, 공복시 혈중 인슐린, HOMA score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실험군에서 비만 환자
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의 분별점은 남자에서는 36.6 cm, 여자에서는 32.3 cm였다. 이때의
민감도는 남자 81.92%, 여자 91.5%, 특이도는 남자 77.4%, 여자 69.7%, 정확도는 남자 80.2%, 여
자 85%였다. 또한 실험군에서 얻어진 목둘레의 분별점을 유효군에 적용한 결과 남자에서는 민감도
91.9%, 특이도 53.9%, 정확도 76.1%로 나타났으며 여자에서는 민감도 81.25%, 특이도 85%, 정확
도 82.69%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측정이 간편한 단순 비만 지표로서의 목둘레와 흔히 사용되는 비만 관련 지표
및 인슐린저항성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비만환자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남자 36.6 cm,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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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cm라는 목둘레의 분별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목둘레, 비만지표, 인슐린저항성

서

2
서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인 비만 환자를 예측할

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 분별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
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체지방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대상 및 방법

1)

보이며 비교적 간단하고 재현성이 뛰어나 비만을 진단

1. 연구 대상 및 방법

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2000년 세계보건
2

2002년 8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건양대학병원 종

기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지침을 따라서 25 kg/m 이

합검진센터에 내원하여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 남녀

2)
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 비만을 평가하

대상자 364명 (남자 199명, 여자 165명)을 연구대상으

기 위한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비만을

로 하였다. 이 중 1일부터 20일까지 검진을 받은 249

평가하는 경우에는 체중 및 신장, 피부 주름 두께나 신체

명 (남자 136명, 여자 113명)을 실험군 (test group)으

둘레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치료를

2
로 하여 체질량지수 25 kg/m 에 대한 최적의 (optimal)

위한 개인의 평가 시에는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체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목둘레 값의 분별점을 구하

3)

방 및 지방 분포를 측정하게 된다 . 집단을 대상으로

였으며, 21일부터 31일까지 검진을 받은 115명 (남자

역학 연구나 선별 검사를 위한 비만의 평가 방법은 시

63명, 여자 52명)을 유효군 (validation group)으로 하

간과 비용이 적게 들며, 숙련자나 고가의 기구 없이도

여 실험군에서 얻어진 목둘레 분별점을 적용하여 그

간단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단순

유효성을 알아보았다.

비만 지표로서의 목둘레의 측정은 이러한 선별검사로

신장과 체중은 신장 - 체중 자동측정기 (FA-94H,

서의 방법론적인 조건들이 잘 만족될 수 있는 방법이

Fanics, Korea)를 이용하여 탈의 후 검진용 가운을 입

며, 비만한 남녀에서 여러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독립적

은 상태에서 신발을 벗고 신장은 0.1 cm까지, 체중은

4)

으로 연관되어 있고 또한 목둘레의 변화가 심혈관계 질

0.1 kg까지 측정하였으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

환의 위험인자의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한다

누어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

5)

.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목둘레는 인슐린저항성과

지를 이해한 연구보조자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목

관련된 여러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슐

둘레를 측정하였는데, 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골

린저항성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에서 목둘레가

최하단 부위와 장골능 최상단 부위의 중간지점에 줄자

임상적인 선별검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고 제시

를 대고, 가볍게 숨을 내쉬게 한 상태에서 0.1 cm까지

6)

되어 진 바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둘레와 비

측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호기후 편한 상태에서 엉

만 관련 지표로 흔히 사용되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덩이 둘레 중 가장 큰 둘레선을 줄자로 측정하였다. 목

허리엉덩이둘레비,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bioelectrical

둘레는 crycothyroid cartilage의 상연에 줄자를 대고

impedence)을 이용한 체지방률 (%) 및 공복시 인슐린과

0.1 cm까지 측정하였다.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이용한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서의 HOMA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과 인슐린을 측정하였고 HOMA

score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비만의 진단기준으로

score를 이용한 인슐린저항성 (Homeosta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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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Test and the Validation Groups
(Mean±SD)
Men
Test (n=136)

Validation (n=63)

P-value

Age (years)

43.7±12.0

42.7±9.6

0.5554

Neck circumference (cm)

37.6±2.4

37.5±2.4

0.8324

Waist circumference (cm)

86.2±8.9

87.4±7.5

0.3496

Hip circumference (cm)

96.9±5.9

96.7±6.1

0.8524

Waist hip ratio
Height (cm)
2

0.9±0.0

0.9±0.0

0.0553

169.6±6.03

171.5±5.2

0.0280

BMI (kg/m )

24.0±3.5

24.3±2.9

0.4513

Body Fat Mass, %

19.9±5.6

20.0±4.9

0.8368

Fasting glucose (mg/dL)

96.3±23.8

96.0±28.3

0.9959

Fasting insulin (uIU/mL)
HOMA score

Assessment,

HOMA:

8.5±3.8

8.9±3.9

0.4742

37.2±22.4

38.4±19.3

0.7168

Insulin * Glucose (mmol/l)/

결

과

7)

22.5) 을 계산하였으며, 생체 전기 저항 분석법

1. 실험군과 유효군의 일반적인 특성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방식의 체성
분 분석기 (Inbody 3.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실험군(test group)의 평균 연령은 남자 43.7±12.0세,
여자 45.8±11.1세 였으며 유효군 (validation group)의

체지방률 (%)을 측정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자 42.7±9.6세, 여자 42.5±9.6세로 남

2. 통계 분석

녀 모두 실험군과 유효군 간 연령의 유의한 차이는 없

실험군 (test group)과 유효군 (validation group)의

었다. 목둘레의 평균은 실험군에서 남자 37.6±2.4 cm,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각각의 변

여자 33.0±11.1 cm였고 유효군에서 남자 37.6±2.4

수들 사이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student's t test를 이용

cm, 여자 33.0±11.1 cm였으며 체질량지수는 실험군

하여 비교하였다. 목둘레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2
2
에서 남자 24.0±3.5 kg/m , 여자 23.4±3.4 kg/m , 유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

2
2
효군에서 남자 24.3±2.9 kg/m , 여자 24.0±3.3 kg/m

2

으로 남녀 모두 실험군과 유효군 간의 목둘레와 체질

에 대한 최적의(optimal) 민감도과 특이도를 가지는 목둘레

량지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외 여자에서는 허

의 분별점을 찾기 위하여 실험군을 대상으로 receiver

리둘레, 엉덩이 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 신장, 체지방

output curve (ROC) 분석을 통해 최대의 정확도(accuracy)

률에서 실험군과 유효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가지는 목둘레 값을 구하였고 이를 유효군에 적용

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자의 경우 신장만이 실험군에

하여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정확도는

서 169.6±6.03 cm, 유효군에서 171.5±5.2 cm로 통

양성예측도(PPV)와 음성 예측도(NPV)를 더하여 총 인

계학적인 차이를 (p=0.0280) 보였고 그 외의 변수에서

원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유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2).

하였다. 비만의 진단기준으로서의 체질량지수 25 kg/m

의수준이 0.05이하로 하였으며 분석은 SAS systems for
windows V8 (SAS Inc., U.S.A)을 이용하였다

남자 대상자인 실험군 136명과 유효군 63명의 평균
공복 혈당은 96.0±23.6mg/dL와 96.0±28.3 mg/d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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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e Test and the Validation Groups (Mean±SD)
Women
Test (n=113)

Validation (n=52)

P-value

Age (years)

45.8±11.1

42.5±9.6

0.0682

Neck circumference (cm)

33.0±2.0

33.0±2.2

0.9835

Waist circumference (cm)

80.7±9.3

81.3±8.7

0.6972

Hip circumference (cm)

95.8±5.8

96.1±5.9

0.7529

Waist hip ratio

0.8±0.1

0.8±0.1

0.5883

Height (cm)

157.1±5.7

157.4±4.1

0.5937

BMI (kg/m2)

23.4±3.4

24.0±3.3

0.3261

Body Fat Mass, %

27.8±5.4

28.1±5.1

0.7387

Fasting glucose (mg/dL)

94.9±34.2

89.6±21.4

0.2222

Fasting insulin (uIU/mL)

8.7±3.5

8.8±3.8

0.8078

36.8±19.4

35.6±17.5

0.6845

HOMA score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Neck Circumference
and Various Variables in Men
Men
Test (n=136)
Age (years)

Validation (n=63)

r

P-value

r

P-value

-0.06508

0.4516

-0.18835

0.1393

Waist circumference (cm)

0.75006

<.0001

0.72663

<.0001

Hip circumference (cm)

0.69987

<.0001

0.72818

<.0001

Waist hip ratio

0.52613

<.0001

0.31189

0.0128

Height (cm)

0.16797

0.0506

0.27214

0.0310

BMI (kg/m2)

0.78399

<.0001

0.76540

<.0001

Body Fat Mass, %

0.52868

<.0001

0.60918

<.0001

Fasting glucose (mg/dL)

0.8379

0.3321

0.23052

0.0691

Fasting Insulin (uIU/mL)

0.55914

<.0001

0.65808

<.0001

HOMA score

0.44307

<.0001

0.67306

<.0001

었으며, 평균 공복 인슐린과 HOMA score는 각각 8.5

score는 각각 8.7±3.5 mg/dL vs 8.8±3.8 mg/dL, 36

±3.8 mg/dL vs 8.9±3.9 mg/dL, 35±2.5 vs 38±4.1

±2.5 vs 35±4.1으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

으로 두군간에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지 않았다 (Table 2).

(Table 1).

2. 목둘레와 신체 계측치 및 인슐린저항성과
의 상관관계

또한 여성 대상자인 실험군 113명과 유효군 52명에
서의 평균 공복 혈당은 94.9±34.2 mg/dL와 89.6±
21.4 mg/dL이었으며, 평균 공복 인슐린과 HOMA

남자대상자의 경우 목둘레는 실험군과 유효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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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neck Circumference and
Various Variables in Women
Women
Test(n=113)
Age (years)

Validation(n=52)

r

P-value

r

P-value

0.16601

0.0789

0.24029

0.0862

Waist circumference (cm)

0.74913

<.0001

0.77443

<.0001

Hip circumference (cm)

0.72126

<.0001

0.67368

<.0001

Waist hip ratio

0.50895

<.0001

0.61996

<.0001

Height (cm)

0.02720

0.7749

-0.09121

0.5202

2

BMI (kg/m )

0.76839

<.0001

0.79661

<.0001

Body Fat Mass, %

0.61281

<.0001

0.62873

<.0001

Fasting glucose (mg/dL)

0.13841

0.1437

0.17589

0.2123

Fastign Insulin (uIU/mL)

0.34491

0.0002

0.44394

0.0010

HOMA score

0.36068

<.0001

0.43279

0.0014

에서 허리둘레 (r=0.75, p<0.0001; r=0.73, p<0.0001),
엉덩이둘레 (r=0.70, p<0.0001; r=0.73, p<0.0001), 엉
덩이허리둘레비 (r=0.53, p<0.0001; r=0.31, p=0.0128),
체질량지수 (r=0.78, p<0.0001; r=0.77, p<0.0001), 체
지방률 (r=0.53, p<0.0001; r=0.61, p<0.0001), 공복시
혈중 인슐린 (r=0.56, p<0.0001; r=0.66, p<0.0001),
HOMA score (r=0.44, p<0.0001; r=0.67, p<0.0001)
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자유효군의 경우
는 신장에 있어서도 유의수준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r=0.27, p=0.031)(Table 3). 여자대상자의 경우에
도 목둘레는 실험군과 유효군 모두에서 허리둘레
(r=0.75, p<0.0001; r=0.77, p<0.0001), 엉덩이둘레

3. 비만 지표로서의 목둘레의 분별점 산출
실험군에서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의 분별점은 남자에
서는 36.6 cm, 여자에서는 32.3 cm였다 (Fig. 1).
남자의 경우 이때의 민감도는 81.92% 특이도는
77.4% 정확도는 80.2%였으며 여자의 경우 민감도는
91.5%, 특이도는 69.7%, 정확도는 85%였다. 또한 실
험군에서 얻어진 목둘레의 분별점을 유효군에 적용한
결과 남자에서는 민감도 91.9%, 특이도 53.9%, 정확
도 76.1%였으며 여자에서는 민감도 81.25%, 특이도
85% 정확도 8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r=0.72, p<0.0001; r=0.67, p<0.0001), 엉덩이허리둘

고

레비 (r=0.51, p<0.0001; r=0.62, p=0.0128), 체질량지
수 (r=0.77, p<0.0001; r=0.80, p<0.0001), 체지방률
(r=0.61, p<0.0001; r=0.63, p<0.0001), 공복시 혈중
인슐린 (r=0.34, p=0.0002; r=0.44, p=0.001), HOMA
score (r=0.36, p<0.0001; r=0.43, p<0.0001)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여자 실험군, 유효군 모두
에서 연령, 공복 혈당, 신장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Table 4). 목둘레는 여러 비만 관련 지수 중 남
녀 모두에서 체질량지수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Table 3, 4).

찰

목둘레는 남녀 실험군(test group), 유효군 (validation
group) 모두에서 비만 관련 변수인 체질량지수,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둘레비, 체지방률과 강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목둘레는 이중 체질량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목둘레가 상체
피하지방 분포의 지표이며 제지방조직이 포함되므로
내장지방의 지표로 흔히 이용되는 허리둘레나 허리엉
덩이둘레비, 하체비만의 지표인 엉덩이 둘레비,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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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g. 1. Receiver output curve (ROC) for cutoff points against body mass index 25 kg/m (solid line: men, dashed line:
women)

방조직을 제외한 체지방률보다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

6)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체질량지

한 체질량지수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수를 보정한 후에도 목둘레가 가장 높은 5분위수에서

생각된다.

가장 낮은 5분위수에 비해 내당능장애의 교차비 (odds

또한 목둘레는 공복시 혈중 인슐린 및 인슐린저항성

ratios)가 4.8배, 고혈압의 교차비가 2.94배인 것으로

의 지표로서의 HOMA score와 남녀 실험군 (test

보고하였다. 또한 상체의 피하지방의 증가는 하체의

group), 유효군 (validation group) 모두에서 유의한 상

9)
피하지방의 증가에 비해 지방산의 유리를 높이며 , 목

관관계를 보였다.

둘레의 증가는 비만도와 무관하게 수면시 무호흡증의

8)

위험인자로서 수면시 무호흡증은 교감신경계의 자극

Freedman 등 은 목둘레가 여성에서 비만의 정도와

10,11)

. 이러한

독립적으로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을 통해 고혈압의 발생과 연관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된 고

기전으로서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의 목둘레와 당뇨

혈압, 고지혈증, 내당능장애, 고인슐린혈증 등의 유병

및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률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목둘레의

2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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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 분별점은

특이도는 남자 77.4%, 여자 69.7%, 정확도는 남자

남자 36.6 cm 이상, 여자 32.3 cm이었다. Ben-Noun

80.2%, 여자 85%였으며 실험군에서 얻어진 목둘레의

12)
등의 연구 에서 남이스라엘 지역의 한 클리닉을 방문

분별점을 유효군 115명 (남자 63명, 여자 52명)에 적

2

한 남녀 724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

용한 결과 남자에서는 민감도 91.9%, 특이도 53.9%,

인 비만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목둘레 분별점

정확도 76.1%, 여자에서는 민감도 81.25%, 특이도

을 산출한 결과 남자 37 cm 이상, 여자 34 cm 이상으

85%, 정확도 8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둘레

로 남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분별점과 거의 같았으나

는 남녀 대상군 모두에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

여자의 경우 본 연구의 분별점이 약간 낮게 산출되었

이허리둘레비,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공복시 혈중 인

다. 체질량지수는 성인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슐린, HOMA score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일정하게 적용되어 남녀 모두에서 25 kg/m 이상인 경

본 연구는 측정이 간편한 단순 비만 지표로서의 목둘

우를 비만으로 진단하나, MRI를 이용하여 정상 남녀

레와 흔히 사용되는 비만 관련 지표 및 인슐린저항성

의 경부 조직 및 지방 분포를 비교한 연구에서 경부는

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성인 비만 환자를 예측하기

지방량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지만 남자 경부

위한 방법으로서 남자 36.6 cm, 여자 32.3 cm라는 목

13)

의 제지방조직량이 여자에 비해 많기 때문에

남자의

둘레의 분별점을 제시하였다.

목둘레의 분별점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보인다.

ABSTRACT

이 연구는 대상자의 선정이 일개 병원의 건강검진센
터를 방문한 사람들이며 대상군이 남녀 249명 유효군

Background:

Neck

circumference

has

been

115명으로 전 인구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과 위양

reported to be related to the other anthropometric

성과 위음성을 보인 대상자 중 경부의 연부조직이나

measures of obesity and also associated with the

근 골격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

metabolic disorders related to insulin resistance. The

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중 변동

measurement of neck circumference could be useful

이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탈의의 번거로움이 있는 허

in clinical screening for persons at an enhanced risk

리둘레보다도 측정이 간편한 단순 비만 지표로서의 목

for insulin resist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둘레와 흔히 사용되는 비만 관련 지표 및 인슐린저항

determine

성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비만환자를 예측하기 위한

circumference might be correlated with other obesity

방법으로서 한국 성인 남녀의 목둘레의 분별점을 제시

indices and HOMA score and to define neck

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지며, 향후 보다

circumference cutoff levels for obesity.

일반화할 수 있는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whether

a

single

measure

of

neck

Methods: We examined 364 consecutive persons
(199 men and 165 women), who visited konyang

생각된다.

university hospital health examination center during

결

August,

론

2002.

To

find

the

optimal,

maximal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neck circumference, the
성인 남녀 364명 (남자 199명, 여자 165명)중 249명

receiver output curve (ROC) analysis of cutoff points

(남자 136명, 여자 113명)을 실험군 (test group)으로

2
against BMI (25 kg/m ) was performed using the test

receiver output curve (ROC) 분석을 한 결과 체질량

group (136 men and 113 women). We validated the

2

지수 25 kg/m 에 대한 최적의 (optimal) 민감도와 특이

cutoff level using validation group (63 men and 52

도를 가지는 목둘레 분별점은 남자 36.6 cm, 여자 32.3

women). Other obesity indices and fasting glucose

cm였다. 이때의 민감도는 남자 81.92%, 여자 91.5%,

and insulin were measured to find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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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neck circumference.

eous adipose tissue distribution-risk factor

Results: Neck circumference was significantly

patterns in obese subjects. Obes Res 1995;3:9-22.

correlated with waist circumference, hip circum-

5. Sjostrom CD, Lissner L, Sjostrom L. Relation-

ference, waist hip ratio, BMI, total body fat percent,

ship between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fasting

Neck

changes i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the SOS

circumference 36.6 cm for men and 32.3 cm for

intervention Study: Swedish obese subjects. Obes

women was the best cutoff levels for determining

Res 1997;5:519-30.

insulin

and

HOMA

score.

2

the subjects with BMI over 25 kg/m . In the

6. Laakso M, Matilainen V, Keinanen-Kiukaan-

validation unrelated group, the test characteristics

niemi S. Association of neck circumference with

were acceptable with 91.9% sensitivity, 53.9%

insulin resistance-related factors. Int J of obes

specificity, and 76.1% accuracy for men, and
81.25% sensitivity, 85% specificity, and 82.69%

relat metab disord 2002;26:873-875.
7. Matthew DR, Hosker JP, Rudenski AS, Nalyor

accuracy for women.

B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Conclusion: Neck circumference as a simple and

resistance and beta-cell function from fasting

easy screening method for obesity was strongly

plasma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 in man.

correlated with the other conventional obesity indices

Diabetologia 1985;28:412-419.

and HOMA score as a index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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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 defined neck circumference cutoff level for

fat distribution, as assessed by six girth measu-

obesity according existing BMI cutoff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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