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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비만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체내 지방의 양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BIA)을 원리로 최근 개발된 기기들은 체지방량뿐 아니라 내장지방을 반영
하는 몇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지표들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방법: 일개 대학병원 종합검진센터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132명(남자 75명, 여자 57명)을 대상으로 허리둘
레(waist circumference, WC)와 엉덩이 둘레를 직접 측정한 후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 to hip ratio, WHR)를
계산하고, InBody 720을 통해 유추된 WHR (BIAWHR)을 기록하였다. 2005년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에서 제시된 modified Adult Treatment Panel III definition에 따라 대사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WC, WHR, 그리고 BIAWHR의 예측력을 received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남자 49.2 ± 11.4세, 여자 43.1 ± 11.7세였고, 평균 체질량지수는 각각 23.97 ± 2.86
2
2
kg/m , 23.97 ± 2.86 kg/m 였으며, 대사증후군의 진단유무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서 WHR과 BIAWHR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OC분석 시 area under the curve (AUC)는 남자의 경우 BIAWHR 0.7259, WHR 0.6782,
그리고 WC 0.6459였고, 여자의 경우 BIAWHR 0.9503, WHR 0.9273, 그리고 WC 0.9018이었다. 각 지표 간 차
이는 남녀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있어 BIA에 의해 유추된 WHR은 실제로 측정한 WC나 WHR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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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

론

2
하면, 1998년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의 성인비만인구가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서 전

26.3%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31.7%로 부쩍 증가하여 최

연령층에 걸쳐 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근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비만인구 증가추세를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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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뒤따르고 있는 양상이다.1) 비만은 제2형 당뇨, 고혈압,

없이 현재 흡연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고, 음주의 경우 미국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그리고 악성종양의 발생

질병예방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의 건강

2)

및 그로 인한 사망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

12)
한 성인의 적정음주 기준 에 따라 남자는 하루 평균 24 g,

역으로 비만환자에서의 체중감량은 그러한 부정적 결과를

여자는 하루 평균 15 g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혈압의 측정

역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비만의 진단 및 치료는 의학적,

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상완에서 수은 혈압계

3)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를 사용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혈압

비만은 단순한 체중의 증가가 아니라, 체내에 지방이 과

이 140/90 mmHg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시에는 다시 10분

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비만을 진단하기

이상 안정한 이후 재 측정하였다. 키와 몸무게는 신을 벗고

위해서는 그것의 양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검진용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동신장 측정기(InBody

4)
의 총량뿐 아니라 그것의 분포가 중요한데 , 피하지방보다

BSM330, Biospace, Co., Seoul, Korea)로 측정하였으며,

는 내장지방의 양이 건강상의 위험도를 보다 잘 반영하는

2
이를 통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 kg/m )

5-7)

이러한 내장지방(또는 복부지방)의

를 계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양을 간편하게 파악하는 신체계측치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하 WHO)에서 권고하는 방법13)으로 편안하게 선 자세에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이하 WC)와 허리-엉덩이 둘

서 최하위 늑골하부와 골반장골능과의 중간부위에서 가볍

레비(waist to hip ratio, 이하 WHR)가 있으며, 이중 허리둘

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WC를 측정하고, 둔부 중 가장 많이

레는 국소지방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

튀어나온 부위를 엉덩이 둘레로 측정한 후 WHR을 계산하

법으로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진단

였으며, 연구자 중 한 명이 모든 대상자를 계측하였다. 모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에 있어서도 필수요소로 포함된 바 있다.

신체계측 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하였다. 혈액검사는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이

12시간 이상 금식 후 혈액을 채취하여 총 콜레스테롤, 중성

하 BIA)은 체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측정방법

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이 간편하고 비 침습적이며 측정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

롤, 그리고 혈당을 측정하였다.

9)
로 인해 대규모 역학연구 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국내

에서도 체지방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이 보고
10)

2) BIA를 이용한 WHR추정(BIAWHR)

또한 BIA를 통해서 체내 지방의 총량뿐 아니

InBody 720 (Biospace Co.,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라 복부지방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지방률, 체지방량, 그리고 체수분량 등을 측정하였으며,

(WHR estimated by BIA, 이하 BIAWHR)를 유추할 수 있

기기를 통해 유추된 허리-엉덩이 둘레비를 기록하였다. 측

된 바 있다.

11)

는데 , 지금까지 BIA에 의해 제시되는 내장지방에 대한 지

정 시, 피험자가 양팔을 몸통에 밀착되지 않게 벌리도록 하

표와 실측된 비만지표 간 차이를 비교한 단순연구는 있었지

였고, 하지는 서로 밀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만, 그것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또한, 신체 내 일일 수분량의 변화가 심하므로 최대한 신뢰

저자는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있어 BIAWHR과 실제 계

성을 높이기 위해 체지방 측정 직전 배뇨를 시킨 후 측정하

측한 WC 및 WHR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도록 하였다.

방

14)

3) 대사증후군의 진단

법

대사증후군은 2005년 American Heart Association과

1. 연구대상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NHLBI)

200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소재 가천의과학대

에서 제시된 modified Adult Treatment Panel (ATP) III

학교 길병원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132

definition에 따라 5가지 대사 이상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명(남자 75명, 여자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

만족시키는 경우에 진단하였다.

는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WC의 경우 인종 간 차이를 고려하여 남자 90 cm 이상, 여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자 85 cm 이상으로 하였고16), WHR이나 BIAWHR의 경우

15)

복부 비만의 기준점은

한국인에서의 명백한 기준점에 대한 합의가 없는 바 동아시

2. 연구방법

아인을 포함하여 52개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17)

1)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기초하여

문진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병력(폐경유무, 현병력 및 과

연구에서 사용한 대사증후군의 진단항목은 다음과 같다.

거병력), 생활습관(음주정도 및 흡연 유무), 그리고 복용 중

남자 0.9 이상, 여자 0.85 이상으로 하였다. 본

(1) 허리둘레: 남자 ≥ 90 cm, 여자 ≥ 85 cm (허리-엉덩

인 약물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흡연의 경우 흡연량에 상관

이 둘레비: 남자 ≥ 0.9, 여자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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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지방: ≥ 150 mg/dL 또는 치료를 위해 약물을

결

복용하고 있는 자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Table 1)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남자 < 40 mg/dL, 여자

전체 대상자 132명 중 남자는 75명(56.8%), 여자는 57명

< 50 mg/dL 또는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

(43.2%)였고, 이들의 평균나이는 남자 49.2 ± 11.4세, 여자

는자

43.1 ± 11.7세였으며, 남자에서 연령이 다소 높았다. 남녀

(4) 혈압: ≥ 130/85 mmHg 또는 고혈압 치료약제를 복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

용하고 있는 자

람에 비해 나이가 많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5) 혈당: 공복혈당 ≥ 100 mg/dL 또는 당뇨병 치료약제

유무에 따라 평균연령과 폐경여성의 빈도에서 통계적으로

를 복용하고 있는 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나 폐경이 심뇌혈관 질

3. 통계분석

환의 분명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TATA SE 9 (STATA

판단된다. 신체계측치의 평균값은 남자의 경우 BMI 23.97

Corporation, Texas)를 이용하였고, 모든 자료는 평균 ± 표

2
± 2.86 kg/m , WC 80.36 ± 7.22 cm, WHR 0.90 ± 0.05,

준편차 또는 대상자 수(%)로 표기하였다. 성별 대사증후군

그리고 BIAWHR 0.91 ± 0.04였고, 여자의 경우 BMI

의 유무에 따른 신체계측치의 비교는 independent two

22.68 ± 3.27 kg/m2, WC 75.30 ± 8.37 cm, WHR 0.85 ±

sample t-test 또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였고,

0.06, 그리고 BIAWHR 0.87 ± 0.07이었으며, 남녀모두에

2
대사증후군 해당 요소에 따른 빈도의 차이는 χ test를 사용

서 WHR과 BIAWHR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였다. BMI와 내장지방을 반영하는 세 가지 지표, 즉 WC,

(Table에 표기하지 않음). 남녀 각각에서 대사증후군 유무에

WHR, 그리고 BIAWHR의 대사증후군을 진단함에 있어 타

따른 신체계측치의 차이는 Table 1과 같았다. 허리둘레를

당성을 보기 위해 Received Operating Characteristics (이

제외한 나머지 대사증후군 요소의 경우 약제를 복용한 사람

하, ROC) 분석법을 이용하였고, 각 내장지방 지표간의 우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치의 비교보다는 대사증

월성을 보기 위해 셋 중 하나의 지표를 표준치(golden

후군으로 진단된 대상 수의 차이를 표기하였는데, 남자에서

standard)로 지정한 후 나머지 두 지표의 ROC 커브를 비교

의 허리둘레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

하였다. 유의수준은 P value < 0.05로 하였다.

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혈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Male
Non-MS*
MS*
(n = 55)
(n = 20)
47.75 ± 11.31
53.05 ± 10.88
24 (43.6)
9 (45.0)
21 (38.2)
9 (45.0)

†

P

Female
Non-MS*
MS*
(n = 49)
(n = 8)
40.82 ± 10.60
56.88 ± 8.31
0 (0)
0 (0)
5 (10.2)
0 (0)
10 (20.4)
6 (75.0)
22.08 ± 3.06
26.31 ± 1.84
73.59 ± 7.43
85.80 ± 5.95
0.84 ± 0.51
0.94 ± 0.02
0.85 ± 0.06
0.96 ± 0.33

P

†

Age (years)
0.074
< 0.001
Current smoker (%)
0.916
1
‡
0.594
0.344
Problem drinker (%)
Post menopause (%)
0.001
2
23.49 ± 2.69
25.29 ± 2.98
0.015
< 0.001∥
BMI (kg/m )
∥
Waist circumference (cm) 79.31 ± 6.98
83.25 ± 7.23
0.036
< 0.001
Waist to hip ratio
0.90 ± 0.05
0.92 ± 0.03
0.023
< 0.001
§
0.90 ± 0.04
0.93 ± 0.03
0.004
< 0.001
BIAWHR
Subjects number of having each metabolic component (%)
Waist circumference
3 (5.5)
3 (15.0)
0.178
3 (6.1)
5 (62.5)
< 0.001
Blood pressure
17 (30.9)
19 (95.0)
< 0.001
6 (12.2)
4 (50.0)
0.009
Triglyceride
15 (27.3)
16 (80.0)
< 0.001
1 (2.0)
5 (62.5)
< 0.001
High density lipoprotein
10 (18.2)
14 (70.0)
< 0.001
14 (28.6)
8 (100)
< 0.001
Fasting glucose
13 (23.6)
16 (80.0)
< 0.001
8 (16.3)
6 (75.0)
< 0.001
MS, metabolic syndrome; BMI, body mass index.
* It is diagnosed by 2005 AHA/NHLBI modified ATP III definition, and cutoff values of waist circumference is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based on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
†by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or χ test.
‡Drink alcohol more than optimal amount according to recommendations of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male: 24 g/d, female:
15 g/d).
§ waist to hip ratio estimated by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 by Wilcoxon rank su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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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ROC curve and AUC of 4 indices for diagnosing metabolic syndrome (A, total subjects; B, Male; C, Female). Metabolic
syndrome is diagnosed by 2005 AHA/NHLBI modified ATP III definition, and cutoff value of waist circumference is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based on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ROC, received operating characteristics;
AUC, area under the curve; BIAWHR, waist to hip ratio estimated by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 to hip ratio; BMI, Body mass index.

Table 2. Comparison of 3 indices in diagnosing metabolic syndrome
Total (n = 132)
Male (n = 75)
Female (n = 57)
Indices
*
†
*
†
*
†
Diff
SE
P
Diff
SE
P
Diff
SE
P
BIAWHR - WHR
0.041
0.041
0.337
0.048
0.068
0.496
0.023
0.038
0.515
BIAWHR - WC
0.073
0.048
0.038
0.080
0.072
0.132
0.049
0.053
0.304
WHR - WC
0.032
0.041
0.368
0.032
0.068
0.581
0.026
0.038
0.366
SE, standard error; BIAWHR, waist to hip ratio estimated by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WHR, waist to hip ratio; WC, waist
circumference. Metabolic syndrome is diagnosed by 2005 AHA/NHLBI modified ATP III definition, and cutoff values of waist
circumference is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based on recommendation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 Difference between AUC (area under the curve).
†by equality test of ROC area.

압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욱 뚜렷

2. 대사증후군의 진단예측에 대한 네가지 지표의
ROC 분석(Fig. 1)

한 경향을 보였다. 부수적으로, 3 가지 복부비만 지표를 이
용하여 대사증후군을 진단하였을 때 그 유병률은 WC의 경

전체 대상자 분석 시 area under the curve (이하 AUC)

우 남자 20명(26.7%), 여자 8명(14.0%), WHR의 경우 남자

는 BMI 0.7734, WC 0.7641, WHR 0.7964, 그리고

30명(40.0%), 여자 10명(17.5%), 그리고 BIAWHR의 경우

BIAWHR 0.8372였고, 남자의 경우 BMI 0.6809, WC

남자 34명(45.3%), 여자 12명(21.1%)였는데 (Table에 표기

0.6459, WHR 0.6782, 그리고 BIAWHR 0.7259이었으며,

하지 않음), 한국인에서 WHR의 명백한 기준에 대한 합의

여자의 경우 BMI 0.8929, WC 0.9018, WHR 0.9273, 그리

가 없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유병률을 통해 지표 간 우위를

고 BIAWHR 0.9053이었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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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뒷받침되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

3. 대사증후군 진단예측에 대한 각 지표 간 비교
(Table 2)

록 BIA로 측정된 내장 지방의 면적은 CT로 측정한 그것보
다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비만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전체 대상자, 남자, 그리고 여자 모두에서 BIAWHR이

BIA를 통해 유추되는 지방분포에 대한 정보는 그 정확도가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가장 높은 예측력을 나타냈으며,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회사자체

그 다음으로 WHR, WC순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지표

임상시험에서 비만도가 심하지 않은 자(남자 23.4 ± 4.8

간 차이는 BIAWHR과 WHR의 경우 0.041, WHR과 WC

2
2
kg/m , 여자 22.7 ± 4.3 kg/m )를 대상으로 CT결과에 부합

의 경우 0.03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는 공식을 유도하였고 현재까지 그 공식을 기기에 입력해

BIAWHR과 WC의 차이는 0.07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24)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P = 0.038). 성별 세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그러나, 위의 두 연구

에서는 표준검사로 생각되거나 알려진 것과의 단순비교만

이 중 어떠한 경우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이것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는

않았다.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 이르다.

고

허리둘레는 비만관련 이환율 및 사망률을 예측하는 강력

찰

한 지표로 알려져 있어, 실제 임상에서 일률적으로 측정하도
25~27)

록 권고하고 있다.

BIA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상업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한

하지만, 허리둘레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측정법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아직까지 없다.28)

18)
기기로서 , 체내 지방의 정량화를 위해 시행되는 다른 방

13)
WHO에서는 늑골하단과 장골능 상부의 중간부위에서 , 미

법들-체밀도법(densitometry),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

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는 장골능

기(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그리고 컴퓨

바로 위 부분에서29)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일부 연

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이나 자기 공

30)

구자는 배꼽 부위에서

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같은 영상법-

측정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제시된

동일한 지점을 측정한 연구들 간에도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에 비해 저렴한 비용, 간단하면서도 빠른 측정, 기기운반의

다른 부위가 측정되기도 하였다.31-33) 이러한 현상은 결국

19)
용이함, 그리고 측정의 비침습성 등의 특징 을 가지고 있

신체계측 시 측정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드러내

고, 신체 구성 성분의 측정에 있어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BIA의 경우는 체성분의 분석

아시아20)뿐 아니라 국내연구21)에서도 그 타당도에 대해 검

에 있어 측정자간 또는 측정자 내 오류의 변동률이 매우 낮

증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BIA 기종에서는 체

19)
34)
은,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검사법이며 , Segal 등 에 의하면

내 지방의 총량뿐 아니라 WHR이나 내장지방면적 등을 제

반복 측정 시 이러한 오류는 1% 미만이라 하였다. 물론, 체

시함으로써 지방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분 분석을 통한 체지방량의 정량화와 내장비만의 지표는

아직까지 그러한 지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른 종류의 수치이기는 하나, 허리둘레 및 엉덩이 둘레의

드물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있어

측정 원리가 부위별 제지방의 부피를 산정하고 이를 각 부

BIA에 의해 추정된 WHR은 실제로 측정된 WC나 WHR에

위별 길이를 통해 면적을 산출한 후 다시 그 면적을 기본으

비해 열등하지 않았다.

로 둘레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체성분 분석에서의

22)
2002년 정영진 등 은 WC와 WHR에 대해, 실측값을 표

이러한 높은 신뢰도는 내장지방을 반영하는 지표에도 적용

준검사(golden standard)로 하고 체성분분석기 InBody 3.0

될 수 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을 통해 유추된 값을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의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을 진단함에 있어 특정요소를

연구에 의하면 WHR의 경우 기기를 통해 유추되는 수치는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modified ATP III 정의를 이

작게는 0.31부터 크게는 0.67까지 실제 측정된 값보다 더

용하였다. 복부비만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한 국제당뇨연맹의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8)
진단기준 에 의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의

BIAWHR과 WHR 간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유병률은 남자 4.0%, 여자 8.8%로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유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비만도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병률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각 지표의 ROC

그의 연구에서는 비만클리닉을 방문했던, 상대적으로 비만

분석에서는 당연히 WC가 남녀모두에서 단연 가장 높은

도가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체질량지수는

AUC를 기록했고, WHR보다는 BIAWHR이 더 높은 예측

2
2
남자 28.7 ± 4.1 kg/m , 여자 27.9 ± 4.4 kg/m 이었던 반면,

도를 나타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어느 기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했던 자들로써,

(criteria)이 더 적절한 지는 본고에서의 논점을 벗어나는 것

2
그들의 체질량지수는 남자 24.0 ± 2.9 kg/m , 여자 22.7 ±

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핵심은 신체계측치 간 비교이므

3.3 kg/m2이었다. 이는 또한 전희선 등23)의 연구결과를 통

로 해당요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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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했다고 생각된다. 복부비만을 제외한 각 요소별 세

in diagnosing metabolic syndrome by means of the 2005

부분석에서는 중성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요소에서

modified Adult Treatment Panel III definition based on

BIAWHR의 AUC가 가장 넓었으나, 각 지표 간 의미 있는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National Heart, Lung,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nd Blood Institute.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 첫째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

Results: The mean age in each sexualities were 49.2 ±

한국인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분포에 있

11.4 in males, 43.1 ± 11.7 in females, mean BMI were

어서도 남녀 모두에서 중년에 국한되어 있고, 또 실제 임상

2
2
23.97 ± 2.86 kg/m , 23.97 ± 2.86 kg/m . Irrespective of

에서 BIA의 사용이 더 많을 비만군이 적게 포함되었다는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WHR

and

점이다. 둘째, 본 연구와 같이 신체계측에 관한 주제를 다룰

BIA-WHR did not show to have significant distinction in

때에는 사전연구(pilot study)를 통해 측정치의 기술적 오류

both sexualities.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in the

를 계산하고 이를 감당하고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상자의

ROC analysis was calculated to be BIAWHR 0.7259,

35)

수와 측정자의 수를 결정하도록 권고 되고 있는데 이를 시

WHR 0.6782, and WC 0.6459 in male recipients, and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BIA

BIAWHR 0.9503, WHR 0.9273, and WC 0.9018 in

기기는 그 자체로는 재현성이 높은 검사이기는 하나 내장지

females. In neither case of each sexualities the indicators

방량을 추정하는데 있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몇 가지

had no significant statistical distinction.

BIA기기 간 신뢰성과 타당성을 비교 검정하는 연구결과가

Conclusion: WHR-BIA was shown not to be inferior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BIA기기에

on diagnosing metabolic syndrome compared to directly

확장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에

measured WC or WHR.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BIA기기에서 유추된 내장지방량 지
표의 임상적 의의를 관찰한 드문 연구 중 하나였다는 데 의

Key word: 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 Waist to hip

미가 있으며, 본 연구에 의하면 BIAWHR은 대사증후군을

ratio, Metabolic syndrome

진단하는 데 있어 직접 측정한 WC나 WHR에 비해 열등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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