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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B-mode 심초음파로 측정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증가는 죽상경화증의 조기 표시자이며 관상동맥 질
환과 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예측자이다. 대사증후군은 중년과 더 나이든 성인에서 무증상의 죽상경화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증가와 연관되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젊은 성인 남성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대사증후군의 대사 이상 항목 군집성이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방법: 일개 대학 병원 종합 검진 센터에 내원한 84명을 연구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혈청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
며 B-mode 심초음파를 이용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대사증후군
간의 연관성은 다중회귀분석과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인 대사증후군의 요소
들을 명목변수로 변환시켰다.
결과: 84명 중 18명(21.4%)이 대사증후군 환자군이고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중성지방, 경동맥 내
중막 두께가 더 높았다. 편상관분석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체질량지수(r = 0.3166, P = 0.014), 맥압(r =
-0.3124, P = 0.016), 저밀도 콜레스테롤(r = 0.2877, P = 0.027)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높은 중성지방에서만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었다(P = 0.012). Oneway ANOVA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의 개수에 따라 증가하였다(P value for linear trend = 0.001).
결론: 젊은 성인 남성에서 대사증후군은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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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사용되었다. Pignoli 등 이 18구의 사체를 부검하면서

론

B-mode 초음파로 측정한 내중막 두께가 대동맥과 경동맥
죽상경화증은 혈관 폐쇄를 통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표본의 직접적인 측정값을 반영함을 입증하였고 Mitchell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퇴행성 동

2)
JRA 등 은 관상동맥과 경동맥의 죽상경화증 사이에 통계적

맥 질환이다. 경동맥 초음파는 경동맥 이상 잡음과 같은 허

으로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고해상도

혈성 뇌혈관 질환의 증후와 증상의 평가를 위해 통상적으로

B-mode초음파의 발달로 죽상경화성 병변에 대한 정량적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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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능해졌고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심혈관계 유병

에 따라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률 사이의 연관성이 발표되면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

mmHg 이상으로 하였다.

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서 받아들여지고 있다.3-6)

2) 신체 계측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으로도 언급되는 대사증후군은 개개

신장-체중 자동측정기(Fatness Measuring system, Fanics,

인에서 여러 개의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Korea)를 이용하여 탈의 후 검진용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으로 정의하며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 증가와 관련

신발을 벗고 신장은 0.1 cm, 체중은 0.1 kg까지 측정하였고

7)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11)

고밀도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복부둘레 , 공복 시 혈당

2
제곱(m )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 혈관의 구조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해한 연구보조가가 허리둘레를 측정하였고, 허리둘레는

이 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개개의 위험 인자들-고혈압 ,
8)

9)

10)

본 연구의 목적은 젊은 성인 남성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직립자세에서 늑골 최하단 부위와 장골능 최상단 부위의 중

두께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

간지점에 줄자를 댄 후 가볍게 숨을 내쉬게 한 상태에서 0.1

보고 특히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들의 군집성이 총경동맥

cm까지 측정하였다.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3) 혈액검사

방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 총 콜

법

레스테롤,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1. 연구대상

을 자동분석기(Olympus AV 5400, Japan)을 이용하여 효소

2003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29까지 일개 대학 병

법과 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원 종합 검진 센터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성 중에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검사에

4)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IMT-CCA) 측정

동의하는 8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제외 기준으

환자를 앙와위 상태로 눕히고 고해상도 B-mode심초음파

로는 문진을 통해 과거력을 조사하여 과거 고혈압으로 진단

(Hewlett-Packard Sonos 5500, The Netherlands)의 7.4

받았거나 치료 받고 있는 사람, 당뇨로 진단 후 치료 받고

MHz선상 탐촉자를 이용하여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좌측

있는 사람,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치료받고 있는 사람

총경동맥에서 측정하였다. 내중막 두께는 이면성 초음파상

을 제외 하였으며,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말초혈관

에서 혈관내강과 혈관내막의 경계부위로부터 혈관 중막과

성 질환, 및 기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질환자(신장,

혈관 외막의 경계부위까지의 거리로 정의하였으며, 총경동

간, 기타장기)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맥 내중막 두께는 총경동맥에서 경동맥팽대부로 이행하는
경계부로부터 근위부 1 cm구간까지 측정하였다. 다시 말하

2. 연구 방법

면 첫 번째 고음영선(echogenic line)인 내막-내강 사이

1) 건강 행위 특성과 혈압 측정

(internal-luminal interface)에서 두 번째 고음영인 외막

자가 설문지를 통하여 흡연 정도는 흡연군(current

(tunica adventitia)까지의 거리를 M'ATH Metrix (VERSION

smoker), 금연군(ex-smoker), 한번도 흡연한 적이 없는 비

STD 2.0.1 USA)를 이용해 1 cm구간을 100개의 분절로 세

흡연군(non-smoker)으로 구분하였다.

분화하여 그 각각의 값을 더한 것을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검진자는 조용한 곳에서 5분 이상 휴식한 후 의자에 앉

이때 측정이 예정된 부위에 석회침착이나 초음파상 비균질

아 적당한 크기의 커프를 선택하여 상완에 감고 수은혈압계

성(heterogenicity)을 보이는 죽상경화반이 있는 경우에는

를 이용하였다. 요골동맥 맥박이 사라지는 지점보다 20~30

죽상경화반이 포함되지 않는 근위부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mmHg 이상까지 커프를 급속히 부풀린 후 1초에 2~3

검사자간의 오차를 없애기 위하여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측

mmHg 정도의 속도로 수은주를 내리면서 청진기의 종 부위

정하였다.

를 전주와의 상완동맥에 대고 Korotkoff 음을 들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 소리가 사라

5) 대사증후군의 정의

지는 시기를 확장기 혈압으로 정의하였다. 맥압(Pulse

대사증후군은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성인

pressure, PP)은 수축기혈압에서 확장기혈압을 뺀 혈압으로

치료 패널 III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

정의하였다. 고혈압의 정의는 JNC 7 (The seventh report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 III)의 진단 기준에

of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on prevention detection,

따라 5가지 대사 이상 항목 중 3가지이상을 만족시키는 경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의 분류

우로 진단하였다. 5가지 대사이상 항목은 첫째, 중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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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mg/dL 이상, 둘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40

이었고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2개 이하군(78.6%)은 66명이

mg/dL 미만, 셋째,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이거나 이

었다. 평균 연령, 흡연 정도에 있어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완기 혈압 85 mmHg 이상, 넷째, 공복 시 혈당 110 mg/dL

없었으나, 비만 관련 지표인 허리둘레(P = 0.01), 체질량지

이상인 경우, 다섯째, 복부비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

수(P = 0.002)는 모두 대사증후군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

준을 따라 허리둘레 90 cm 이상인 경우로 진단하였다.

았다. 대사 질환 위험 인자 중 이완기 혈압, 공복 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두

3. 통계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수축기혈압(P = 0.002), 중성지방(P =

대상자의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으며, 대

0.026)은 대사증후군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상승되어 있었다.

사증후군 환자군과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2개 이하군 간 변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대사증후군군에서 0.81 ± 0.11

수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흡연에 대해서는 카이 제곱 검정을,

mm,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2개 이하군에서 0.74 ± 0.11

그 외 변수들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m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24) (Table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1).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 시 죽상경화반이 관찰된 대

위하여 흡연으로 보정한 편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사증후

상자는 없었다.

군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가 있

2.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기타 변수와의 편상관 관계

는지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독립변
수인 대사증후군의 요소들을 명목변수로 변환시키고 경동맥

흡연 정도를 보정한 후,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기타 변

내중막 두께를 종속변수로 대입한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총

수와의 편상관 관계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나이, 혈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에 있어 각각의 대사증후군 위험인

압, 공복 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

자들의 유무가 끼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대사 이상 항목

지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군집성에 따른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을 구한 후, 대사 이상

체질량지수(r = 0.3168, P = 0.014), 맥압(r = -0.3124, P =

항목 개수가 증가할수록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직선적인

0.016), 저밀도 콜레스테롤(r = 0.2877, P = 0.027)과는 유

증가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ANOVA)을 통해 선형 추세분석(linear trend)을 하였다.

결

3.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과

대사증후군의 개별적인 위험인자들과 NCEP-ATP III 정

1.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

의에 따라 5가지 대사 이상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킨

전체 대상자 84명 중 대사증후군 환자군은 18명(21.4%)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라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병률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Variables

Control group
(n = 66)

MS Patients
(n = 18)

P-value

Age(yrs)
38 ± 6.4
37 ± 5.8
0.802
Current smoker No. (%)
11 (22.4%)
7 (20.0%)
0.787
2
24.9 ± 2.7
27.1 ± 1.9
0.002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80.4 ± 18.9
92.3 ± 3.5
0.01
Fat percent (%)
21.8 ± 4.8
23.1 ± 2.1
0.125
SBP (mmHg)
114 ± 10
123 ± 13
0.002
DBP (mmHg)
77 ± 7
80.0 ± 9.7
0.192
FBS (mmol/L)
99.8 ± 24.5
105.0 ± 10.8
0.393
Total cholesterol (mg/dL)
196.5 ± 37.1
217.7 ± 52.8
0.124
HDL cholesterol (mg/dL)
48.2 ± 10.4
45.0 ± 14.2
0.324
Triglycerides (mg/dL)
138.7 ± 66.5
225.3 ± 137.4
0.026
LDL cholesterol (mg/dL)
124.3 ± 35.2
137.5 ± 37.9
0.207
IMT-CCA (mm)
0.74 ± 0.11
0.81 ± 0.11
0.024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value ± SD or percentage of subjects.
P value is estimated by independent T test.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IMT-CCA, intima-media thickness common carotid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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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intima media thickness of common carotid artery and selected variables
IMT-CCA
Variables
r
P-value
Age (years)
0.1179
0.374
Fat percentage (%)
0.1063
0.423
BMI (kg/m2)
0.3168
0.014
Waist circumference
-0.0270
0.839
SBP (mmHg)
0.2227
0.090
DBP (mmHg)
0.2497
0.056
FBS (mmol/L)
0.1765
0.181
T-Cholesterol (mg/dL)
0.2450
0.061
HDL-cholesterol (mg/dL)
0.0289
0.828
TG (mg/dL)
0.0276
0.834
LDL-cholesterol (mg/dL)
0.2877
0.027
P value is estimated by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cy after controlling for smoking.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IMT-CCA, intima-media thickness common carotid artery.

Table 3. IMT-CCA and group numbers according to each risk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
Risk factor (-)
Risk factors
P-value
IMT-CCA (mm)
No. (%)
IMT-CCA (mm)
No. (%)
Abdominal obesity(≥ 90 cm)
0.8006
25 (29.8)
0.7397
59 (70.2)
0.026
High TG (≥ 150 mg/dL)
0.7961
33 (39.3)
0.7331
51 (60.7)
0.013
Low HDL-C (< 40 mg/dL)
0.7721
21 (25.0)
0.7531
63 (75.0)
0.514
High BP (≥ 130/85 mmHg)
0.7950
23 (27.4)
0.7490
61 (72.6)
0.261
High FBG (≥ 110 mg/dL)
0.8282
14 (16.7)
0.7438
70 (83.3)
0.011
≥ 3 features of metabolic syndrome
0.8119
18 (21.4)
0.7431
66 (78.6)
0.024
P value is estimated by independent T test.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MT-CCA, intima-media thickness common carotid artery.

Table 4.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s Predictors of IMT-CCA
Standard
Error
0.028
0.026
0.029
0.029
0.036

β

Abdominal obesity
0.026
High TG
0.067
Low HDL-C
0.002
High BP
0.020
High FBG
0.066
P-value is estim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G, Triglycerides;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IMT-CCA, intima-media thickness common

을 구하고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유무에 따른 총경동맥 내중
를 시행하였다. 복부비만(P = 0.026)과 높은 중성지방(P =
= 0.024)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가 더 두꺼웠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인 낮은 고
밀도 콜레스테롤군과 고혈압군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347
0.012
0.949
0.480
0.067
carotid artery.

4.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대한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들의 독립성

막 두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0.013), 높은 공복시혈당(P = 0.011) 및 대사증후군 환자(P

P value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에 있어 대사증후군의 개별적인
위험인자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중성지방의 증가가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를 예견하는 유일한 인자였다(P = 0.012) (Table 4).

5. 대사 이상 항목 군집성에 따른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Table 3).

대사증후군의 대사 이상 항목의 군집성에 따라 평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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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T-CCA tren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Error bar, ± standard deviation.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살펴보면 대사이상 항목이 없는 경우

볼티모어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단면연구를 실시하여

IMT-CCA = 0.7013 mm (25명), 1개 0.7536 mm (22명), 2

대사증후군이 모든 연령에서 경동맥의 두께와 경직도를 증

개 0.7858 mm (19명), 3개 0.7928 mm (16명), 4개 0.9650

17)
가시킨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허규연 등 이 제2형

mm (2명)으로 대사증후군의 대사 이상 항목 개수가 증가할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군

수록 평균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에 비해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을 알 수 있었고(P-value for linear trend = 0.001), 5개 모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에서

두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없었다(Fig. 1).

건강한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대사증후군과 총경
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된 적은 없었다.

고

본 연구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혈관 질환

찰

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즉, 특별한 증상이 없는 젊은 성인
본 연구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혈관 질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대사증후군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젊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대사

경우 관상동맥 질환의 독립적 인자로 보고된 바 있는 총경

증후군과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

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됨을 밝힘으로서 대사증후군 요소

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들에 대한 검진 및 교정을 통한 적극적인 1차 예방의 중요

경우보다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더 두꺼웠고 대사증후군

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총경맥 내중막 두께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연구마다

증가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요소

18)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Maria T 등 은 86명의 이상지질

중에서는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 높은 공복 시 혈당을 가

혈증군과 30명의 정상지질혈증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내중막 두께에 차이가 있었으며 다

다중 회귀 분석결과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총콜레스테롤

른 요소들을 보정하였을 때 높은 중성 지방군에 속하는 경

수치와 양의 상관관계(β = 0.343, P = 0.002)가 있으나 중

우 총경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19)
성지방과는 관련이 없음을 발표하였고 Knoflach M 등 은

었다.

17세와 18세 사이의 젊은 백인 남성에서 높은 이완기혈압

대사증후군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심혈관계 질

과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증가를 예

환 및 그와 연관된 사망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20)
측한다고 보고하였다. Muscatine study 는 1971년부터 미

13,14)

다.

또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1986년 Pignoli 등에
1)

국 Iowa주의 Muscatine에 거주하는 소아들을 소아기(8~18

의해 처음 발표된 이후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이 보고되었

세), 젊은 성인기(20~33세, 다시 29~37세)동안 심혈관계 위

으며 이 중 대사증후군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련성에

험인자와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를 측정하는 대규모 cohort

대한 연구 결과도 있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Hedblad 등

15)

연구였다. 모든 소아에서 총콜레스테롤, 여아의 체질량지수

의 단면연구에서 연령과 성별로 보정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

가 성인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예측하였고 성인기에는 남

는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2개 이하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환

성, 여성 모두 저밀도 콜레스테롤, 남성에선 고밀도 콜레스

16)
자군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Scuteri 등 은 미국

테롤과 이완기 고혈압, 여성에선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이

- 152 -

－ 젊은 성인 남성에서 대사증후군과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련성 －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individual components of MS in young adult men without

체질량지수,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

cardiovascular risk factors.

사증후군의 요소 중에서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 높은 공

Methods: Total of 84 men were enrolled for the study,

복 시 혈당을 가진 대상자에서 유의하게 내중막 두께에 차

each individuals were examined for physical measurements

이가 있었다. 또한 다른 요소들을 보정하였을 때 높은 중성

and blood tests. The intima-media thickness of the

지방군에 속하는 것이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예견하는 유

common carotid artery was estimated by B-mode ultrasound

일한 인자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연령의 편차에 비해

ima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ima-media thickness

대상자수가 적어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연구

of the common carotid artery and MS components was

의 대상인 건강한 젊은 성인 남성에서는 다른 인자들에 비

studied by multiple regression models and One way

해 중성지방이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앞으로

ANOVA.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cluded each

다양한 하위 연령, 성별 그룹군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individual component of MS as categorical variables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Results:

Of

84 subjects,

18 (21.4%) had MS.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일반

According to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intima-media

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둘째, 연구 설계가 단면연구이므

thickness of the common carotid artery had a significant

로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들과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증가

correlation with BMI (r = 0.3168, P = 0.014), Pulse

사이에 시간적 선행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과 셋째, 대

pressure (r = -0.3124, P = 0.016), and LDL-cholesterol

학병원 건강 검진 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r = 0.2877, P = 0.027). Multiple regression models

점에서 연구 대상군이 건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

showed

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선택 편견의 문제이다. 추후 제한점

determinant of increased intima-media thickness of the

을 보완하여 대사증후군이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에 미

common carotid artery. (P = 0.012) In One way ANOVA,

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의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intima-media thickness of the common carotid artery

결론적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 남성에서 대사증후군은 경
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이나

that

high

triglyceride

was

an

independent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MS components. (P value
for linear trend = 0.001)

고혈압,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을 진단 받지 않은 젊은 성

Conclusion: In young adult men, MS is associated

인 남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선별과 조기 개입은 매우 중요하

with increased intima-media thickness of the common

다.

carotid artery. In these population, screening and early
intervention of M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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