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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비만지표들과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Indices and Cardiovascular Risk Score in Korean
Type 2 Diabete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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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배경: 비만지표로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Background: We aimed to determine which index of

비, 허리-키 비가 이용되고 있으나 어떤 것이 심혈관질환 발생

obesity is the best discriminator of cardiovascular (CV) risk

을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는 비만지표와 심혈관질환의 관계에 대

in Korean type 2 diabetes (T2DM) patients.
Methods: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involving 1,111

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인 제2형당
뇨병 환자에서 비만지표들과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관계를 알

T2DM patients from two university hospitals. We measured

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body mass index (BMI), waist circumference (WC),

연구방법: 제주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에 내원한
1,111명의 제2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
에서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 허리-키 비를 측

waist-to-hip ratio (WHR), waist-to-height ratio (WHtR), and
biochemical CV risk factors in all subjects. The 10-year

정하였으며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측정하였다. 관상동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risk was calculated with the

10년 위험도는 1998년 버전의 Framingham Risk Score로 계

Framingham Risk Score

산하였다.

Results: BMI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BP

결과: 체질량지수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콜레스테롤
(TC), 중성지방(TG),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and LDL-C.

었다. 허리둘레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homocysteine,

WC

TG, HDL-C 과 그리고 허리-엉덩이 비는 수축기 혈압, 이완

homocysteine, TG and HDL-C. WHR was significantly

기 혈압, homocysteine, TG, HDL-C과 그리고 허리-엉덩이

associated with SBP, DBP, TG, HDL and microalbuminuria.

비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TG, HDL-C, 미세단백뇨와 유
의한 관련이 있었고, 허리-키 비는 수축기 혈압, TG, HDL-C,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to

SBP,

DBP,

WHt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BP, TG, HDL-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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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C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 10년

LDL-C. WC (P ≤ 0.001, P for trend ≤ 0.001), WHR (P

위험도인 Framingham Risk Score를 5분위로 나누어 비교하

= 0.002, P for trend ≤ 0.001) and WHtR (P = 0.001, P for

였을 때 위험도가 높을수록 허리둘레(P ≤ 0.001, P for trend
≤ 0.001)와 허리-엉덩이 비(P = 0.002, P for trend ≤ 0.001),
허리-키 비(P = 0.001, P for trend ≤ 0.001)는 선형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체질량지수(P = 0.628, P for trend =

trend ≤ 0.001), except for BMI (P = 0.628, P for trend =
0.258),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increasing quintiles of Framingham Risk Score.

0.258)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Conclusion: WC, WHR and WHtR were more closely

결론: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체질량지수보다는 허리둘레,
허리-키 비와 허리-엉덩이 비가 심혈관계 위험도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였다.

related to CV risk score than BMI in Korean T2DM
patients.

중심단어: 제2형당뇨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

Key words: Type 2 diabetes, Body mass index, Waist

허리-키 비, Framingham Risk Score

circumference, Waist-to-hip ratio, Waist-to-height ratio,
Framingham risk score

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0세에서 74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론

하였고 제1형당뇨병이 의심되는 경우(혈청 C-peptide가 0.6
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ng/mL 미만이거나 anti-GAD titer 상승이 있는 경우, 진단

질환, 뇌혈관질환, 각종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직장

당시부터 인슐린 다회 주사를 맞은 경우 또는 당뇨병성 케

암, 난소암 등) 및 골관절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톤산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는 제외하였으며 이차적

1)
이다. 비만지표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원인으로 당뇨병이 생긴 환자도 제외하였다.

국제 보건 기구에서 비만을 정의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지
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복부 비만 및

2. 연구방법

체지방량을 반영치 못하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한편 체

모든 대상에서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와

질량지수보다는 내장지방의 분포 정도가 대사성 위험요인과

허리-키 비를 측정하였으며 키와 체중은 가벼운 의복을 착

2)
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복부비

복한 상태에서 0.1 cm, 0.1 k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허리

만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둘레는 줄자를 사용하여 흉곽과 장골능선 사이 가장 좁은

WC)와 허리-엉덩이 비(Waist-to-hip ratio; WHR) 허리-키

부위에서 중간호흡 상태에서 지면과 평행하게 0.1 cm 단위

비(Waist-to-height ratio; WHtR) 등 신체계측을 통한 간단

까지 측정하였다. 엉덩이 둘레는 역시 줄자를 사용하여 대

하고 편리한 방법들이 복부비만의 지표로서 유용하게 사용

천자 부위에서 둘레를 지면에 평행하게 0.1 cm까지 측정하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만지표 중 어떤 것이 심혈관

였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후 두 번 측정한 결과의 평균

질환 발생을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치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금식상태의 혈청에서

1998년 국내에서 587명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A1C), 고감도 반응성 단백

연구에 의하면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가 복부비만과 관련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호모시스테인

이 높으며 특히 허리둘레가 대사이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homocysteine), 섬유소원(fibrinogen), 요산(uric acid), 콜

3)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한 연구는 국내에 없으며 해외에도 많지 않다. 이에 저자들

TG),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은 한국인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비만지표들과 심혈관질환

cholesterol;

위험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미세단백뇨

HDL-C),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microalbuminuria) 등의 심혈관 위험인자를 측정하였다. 모

방

법

든 대상자에서 문진을 통해 연령, 흡연, 음주, 과거 질병력,

1. 연구대상

현재의 약물 복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Framingham Risk

본 연구는 2005년 9월에서 2012년 11월까지 제주대학교

녀에서 심혈관질환 주요위험인자들을 성별에 따라 다른 공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1,111명의 제2형당뇨병

식에 적용하여 계산된 Framingham point로 부터 유추하게

Score는 10년 내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말하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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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Framingham Risk Score 계산방법은 1998년 처음 발

Framingham Risk Score는 남녀 구분없이 5분위로 나누어

표되었고 당시에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했으나,

선형 추세검정을 겸한 분산분석(ANOVA with the linear

4)

2002년 발표된 NCEP-ATP III 에서는 당뇨병 환자는 과거

trend test)을 통해 비만지표들의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모든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와 동일하게 관상동맥질환 10년 위

분석은 SPSS (version 18.0)를 이용하였고 P < 0.05이면 통

험도가 20% 이상이므로 Framingham Risk Score를 계산할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필요가 없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Framingham Risk Score를 계산할 수 있는

결

과

5)
1998년 Wilson 등 이 발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1,111명 중 남자가 642명(57.8%) 여자가 469명

3. 통계분석

(42.2%)이었다. 환자의 평균 나이는 57.7 ± 0.3세였고, 평

결과는 연속변수인 경우 평균 ± 표준오차로 제시하였으

균키는 162.0 ± 0.3 cm, 평균 체중은 66.4 ± 0.4 kg였다.

며 범주형 변수인 경우 분율로 제시하였다. Framingham

2
평균 체질량지수는 25.2 ± 0.1 kg/m , 평균 허리둘레는

point는

연속변수이고,

89.7 ± 0.3 cm였고, 평균 허리-엉덩이 비는 0.94 ± 0.01이

Framingham Risk Score는 1% 이하, 30% 이상 등으로 표

었으며 평균 허리-키 비는 0.56 ± 0.01였다. 평균 HbA1c

현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한 연속변수가 아니며 성별의 영향

는 8.8 ± 0.1%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가 대부분이었

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Framingham point와 비만지표들의

다(Table 1). 상관분석 결과 체질량지수는 수축기 혈압, 이

관계는 남녀로 구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완기 혈압, TC, TG, HDL-C, LDL-C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Table 1. Baseline clinical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1,111)
Sex
642 (57.8%)
Male (%)
469 (42.2%)
Female (%)
Age (years)
57.7 ± 0.3
Smoking
None (%)
771 (69.4%)
Current (%)
340 (30.6%)
Height (cm)
162.0 ± 0.3
Body weight (kg)
66.4 ± 0.4
2
BMI (kg/m )
25.2 ± 0.1
WC (cm)
89.7 ± 0.3
WHR
0.94 ± 0.01
WHtR
0.56 ± 0.01
SBP (mmHg)
131.9 ± 0.5
DBP (mmHg)
80.3 ± 0.3
Duration of DM (months)
97.0 ± 2.9
HbA1c (%)
8.8 ± 0.1
C-peptide (ng/mL)
2.59 ± 0.1
hsCRP (mg/dL)
0.52 ± 0.1
Homocysteine (μmol/L)
12.7 ± 0.3
Fibrinogen (mg/dL)
321.3 ± 4.3
Uric acid (mg/dL)
6.0 ± 1.0
TC (mg/dL)
180.8 ± 1.5
TG (mg/dL)
167.7 ± 4.2
LDL-C (mg/dL)
111.5 ± 1.2
HDL-C (mg/dL)
46.1 ± 0.5
Microalbuminuria (mg/g․Cr)
298.7 ± 38.3
Values are presented as n (%) or mean ± standard error (S.E.).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to-hip ratio; WHtR, waist-to-height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bA1C, hemoglobin A1c;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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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obesity indic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BMI
WC
WHR
WtHR
r
P
r
P
r
P
r
P
SBP
0.170
≤ 0.001
0.158
≤ 0.001
0.107
≤ 0.001
0.129
≤ 0.001
DBP
0.145
≤ 0.001
0.090
0.003
0.074
0.013
0.053
0.077
hs CRP
-0.036
0.261
-0.024
0.458
-0.013
0.689
-0.005
0.870
Homocysteine
-0.010
0.831
0.115
0.014
0.069
0.143
0.057
0.223
Fibrinogen
-0.058
0.132
0.000
0.994
0.049
0.207
0.046
0.233
Uric acid
-0.015
0.642
-0.019
0.559
0.033
0.318
-0.028
0.396
TC
0.073
0.015
0.020
0.512
-0.014
0.642
0.036
0.231
TG
0.131
≤ 0.001
0.115
≤ 0.001
0.086
0.004
0.077
0.010
HDL-C
-0.078
0.009
-0.125
≤ 0.001
-0.076
0.011
-0.084
0.005
LDL-C
0.091
0.003
0.057
0.060
-0.008
0.788
0.068
0.025
Microalbuminuria
0.001
0.966
0.059
0.081
0.091
0.008
0.025
0.463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to-hip ratio; WHtR, waist-to-height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ig. 1. Plots of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obesity indices and Framingham point.

가

있었다.

허리둘레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리-키 비였다(Fig. 1). 범주형 변수의 성격을 가지는

homocysteine, TG, HDL-C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그리

Framingham Risk Score는 5분위수로 나누어 선형 추세검

고 허리-엉덩이 비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TG,

정을 겸한 분산분석(ANOVA with the linear trend test)을

HDL-C, 미세단백뇨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허리-키 비는

시행하였을 때 허리둘레와 허리-엉덩이 비, 허리-키 비는 각

수축기 혈압, TG, HDL-C, LDL-C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분위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또한 Framingham Risk

(Table 2).

Score가 증가할 수록 허리둘레와 허리-엉덩이 비, 허리-키

연속변수인 Framingham point와 의미 있는 상관을 보인

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의미 있는

비만지표는 남, 녀 모두에서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와 허

차이가 없었다(Fig. 2). 또한 고지혈증에 대하여 약물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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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s of obesity indices according to the increasing quintiles of Framingham Risk Score.
Error bars indicates standard error.
CHD, coronary heart disease.

용하고 있는 경우 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원변량분

가진다. 따라서 복부비만에 대한 여러 임상적 지표 중 어떤

석(two-way ANOVA)을 통하여 고지혈증 약물 투약여부를

지표가 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보정 하였을 때에도 차이가 없었다(data not shown).

증대되고 있으며, 본 논문도 이에 대한 연구로 허리둘레,
허리-키 비 및 허리-엉덩이 비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

고

었다.

찰

10)
Satvinder 등 은 기존에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으로 진단

본 연구는 심혈관계 위험도와 여러 복부비만 지표간의

된 적 없는 남성 4,000여명에서 허리둘레와 허리-엉덩이 비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

비만지표인 체질량지수는 심혈관계 위험도와 관련성이 유

여주었다. 또한 INTERHEART study에서도 허리-엉덩이

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 및 허리-

비가 급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음을 보여

키 비가 남, 녀 모두에서 심혈관계 위험도와의 관련성이 유

11)
주었으며 , Dallas Heart Study 에서도 허리-엉덩이 비가

의하게 나타났다.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수에 비해 동맥경화증 환자를 잘 예측

복부비만이 심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잘 예측
6-9)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12) 또한, 최근 발표된 메타 분

복부비만을 측정하

석에서도 허리둘레와 허리-엉덩이 비가 여러 가지 변수로

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컴퓨터단층촬영 등의 이미지를 이

보정하여도 허리둘레 1 cm 증가 시 마다 심혈관 위험도는

함은 많은 논문에서 보여준 바 있다.

용해서 복부지방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복부

2% 증가하며, 허리-엉덩이 비가 0.01 증가 시 심혈관 위험

비만을 예측하는 여러 임상 지표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경우

도는 5% 증가함을 보여주며 허리-엉덩이 비가 심혈관 위험

도 있었다. 컴퓨터단층촬영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한 방법은

도를 반영하는 좋은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비교적 복부지방을 정확하게 측정가능하며, 특히, 피하지방

술한 대부분 연구들이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실

과는 별개로 복부지방만을 계산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지

제 동양인과 같은 다른 인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방의 분포를 이용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다.

14)
되었다. 최근 Zhang 등 이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표한

그러나 비싼 검사비와 방사선 노출이라는 문제로 임상적으

논문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허리-엉덩이 비가 심혈관질환을

로 복부지방 측정을 위해 흔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예측하는 좋은 인자였고, 체질량지수는 젊은 여성에서만 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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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을 뿐 허리둘레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이며 이
11)

체질량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비만지표

전 서양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Yusurf 등 이 발표한

이나 신체 내 근육의 비율이나 체내의 지방 분포 등에 대해

심근경색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일부 환자들이 일본

6)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 특히, 동양인에서

인, 중국인, 남아시아인 들이 포함되었고, 이들 분석에서는

는 체질량지수가 낮더라도 체지방량이 많다는 보고가 있어

중국인과 일본인에서는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 모두가

서 동양인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비만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는 지표임을 보였고, 남부

음을 지적해 왔다.

아시아인에서는 오직 허리-엉덩이 비만이 심근경색 위험도

체질량지수는 심혈관질환 위험성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와 관련이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허리-엉덩이 비가 동양인

으며, 이에 체질량지수는 동양인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

에서 가장 강력한 연관성 있는 지표임을 보였다. 다만 이전

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

동양인 대상 연구들은 심혈관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

었다.

18)

본 연구에서도 위 결론과 마찬가지로

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어떤 비만 임상지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병원에 내원한 제2형당뇨병 환자들

표들이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본 논문

중 주로는 입원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

은 한국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전 서양인

지 않았고 합병증 및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허리둘레와 허

즉, 더 심한 당뇨병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이다.

리-엉덩이 비가 Framingham point와 상관성이 좋았고, 관

또한 실제 심혈관질환 발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상동맥질환 10년 위험도인 Framingham Risk Score를 5분

Framingham Risk Score를 가지고 간접적인 심혈관질환 발

위로 나누었을 때 위험도가 증가할수록 허리둘레, 허리-키

생 위험을 계산하였다는 것이 또한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비 및 허리-엉덩이 비가 증가하는 상관성을 보였고 남성과

있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제2형당뇨병 환자에서 허리둘레, 허

여성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
는 동양인에서도 허리둘레, 허리-키 비와 허리-엉덩이 비는

리-엉덩이 비, 허리-키 비는 심혈관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심혈관질환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 인자임을 확인

유용한 지표이며 이에 비해 체질량지수는 상관성이 떨어지

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던

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연구와 차이가 있었던 원인은 당뇨병 환자들만을 대상
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고, 이전에는 마른 비만 환자들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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