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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배경: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지표로서 허리둘레와 허리둘레-키의 비(waist-to-height ratio, W/Ht)와 대사증
후군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모 대학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수진자 가운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2,299명을 대상으로 허리둘레와 W/Ht를 측정하여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공복 혈
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남자에서는 허리둘레와 W/Ht 모두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P < 0.01). 여자
에서도 허리둘레와 W/Ht가 모든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P < 0.01). 대사증후군 구성
질환의 허리둘레와 W/Ht에 따른 교차비는 남자에서는 고혈압이 W/Ht (OR = 2.19, P < 0.01)와, 고혈당(OR =
1.71, P < 0.01), 저 HDL 콜레스테롤(OR = 2.21, P < 0.01)과 고중성지방(OR = 3.09, P < 0.01)은 허리둘레와
관련이 있었으며, 여자에서는 고혈압(OR = 2.19, P < 0.01), 고혈당(OR = 1.82, P < 0.01), 저 HDL 콜레스테롤
(OR = 1.85, P < 0.01), 고중성지방(OR = 2.59, P < 0.01) 모두 W/Ht와 더 연관성이 있었다.
결론: 허리둘레와 W/Ht 모두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두 지표 모두 임상적, 역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스크리닝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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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는 경우보다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3배,

론

4)

이들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 2배에 이른다고 한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당, 고

대사증후군은 여러 정의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으

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종의 질

며 시대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진단 기준도 조금씩

환군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

변화하여 왔다. 그동안 대사증후군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의 노년층에서 가장 흔한 질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세계보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3)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 없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98년 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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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의 정의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으며,5) 2001년 National

레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키, 체중은 자동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의 Adult Treatment

측정기를 이용하였고, 복부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골의 가

Panel III (ATP III)에서는 보다 단순화한 새로운 진단기준을

장 아랫부위와 골반장골릉(iliac crest) 사이의 가장 가는 부

6)
7)
제시하였으며 , 최근 기준을 새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동양

2
2
분을 측정하였다. BMI는 체중/키 (kg/m )으로 구하였다. 혈

인의 경우 같은 체질량지수에서 서양인에 비해 복부비만이

압측정 후 정맥혈을 채혈하여 혈청 내 공복 혈당, 총콜레스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서 복부비만의

테롤, 고밀도 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

진단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스테롤,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

에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구성인자 중

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하였다. 공복 시 혈중 당, 총

8)

허리둘레만 다르게 적용한 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는 Hitachi

비만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체지방과

7600~210 및 Hitachi 7180 (Hitachi, Tokyo, Japan)으로 측

체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특정 연구 조건

정하였다. 공복 혈당은 헥소카이네즈법, 총 콜레스테롤과 중

9)

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단순한 신체계측법

성지방은 enzymatic colorimetric법, HDL 콜레스테롤은

을 사용하게 되면 비만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으므로 적절

selective inhibition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LDL 콜레스테

한 신체계측 방법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키

16)
롤은 Friedwald 공식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와 몸무게와 관련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간단한 신체 계측법으로서 인구집단의
10)

2) 신체계측지수와 대사증후군 기준

복부 내의 지방

8)
허리둘레는 WHO 아시아-서태평양 기준 을 적용하여 남

축적이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의 중요한 위험

자 ≥ 90 cm, 여자 ≥ 80 cm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BMI 만으로는 인체의 지방 분포에 대

W/Ht는 Hsieh 등15)이 제안한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사

비만 유병률을 평가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11)

따라서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증후군의 구성요소인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 130 mmHg

WC), 허리둘레-키의 비(waist-to-height ratio, W/Ht), 허리둘

이거나 이완기 혈압 ≥ 85 mmHg, 고공복 혈당은 ≥ 100

레-엉덩이의 비(waist-to-hip ratio, WHR) 등의 다른 신체계

mg/dL, 저 HDL 콜레스테롤은 남자 < 40 mg/dL, 여자 < 50

측 지수를 BMI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허리둘레는 복부 지

mg/dL, 고중성지방은 ≥ 150 mg/dL 일 때로 정의하였다.

해서는 알 수가 없다.

7)

방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로서 가장 좋은 신체계측 지표

3. 통계분석

로 인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성별과 인종에 따라 기
12,13)

반면에 일부 연구자들은

허리둘레와 W/Ht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

W/Ht가 심혈관계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신체계측 지

에 대하여 연령을 통제한 후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로서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기준치의 차이가 없다는 장점

성별에 따라 허리둘레와 W/Ht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의

준치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다.

14,15)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공복혈당, 저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의 유

의 위험도와 W/Ht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본

병률을 구하였다. 각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에 대한 허리둘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허리둘레와 W/Ht 간의 관련성을

레와 W/Ht의 교차비는 연령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석으로 구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인 경우로 하

이 있다고 하였다.

였으며,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4.0 (SPSS Inc.,
Chicago, IL, USA)이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004년 12월에서 2006년 12월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였으나
고혈압, 지질강하제, 혈당 강하제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을

전체 대상자 2,299명 가운데 남자는 776명, 여자는 1,523

제외한 2,3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자료가 불충

명이었다. 남자의 평균 연령은 54.5세, 여자는 52.5세로서

분한 사람을 제외한 2,299명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더 높았다(Table 1). BMI는 남자

남자는 776명, 여자는 1,523명이었다.

2
2
가 평균 24.3 kg/m , 여자는 23.9 kg/m 이었으며, 평균 허리

둘레는 남자가 85.6 cm, 여자는 78.5 cm이었다. W/Ht는 남

2. 방법

녀 모두 평균 0.5이었다. 수축기혈압은 남녀가 각각 131.8

1)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mmHg, 127.0 mmHg이었으며, 이완기혈압은 각각 78.8

대상자들의 신체계측은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허리둘

mmHg, 76.3 mmHg이었다. 공복 혈당은 남자가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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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 여자는 97.4 mg/dL로서 남자가 더 높았다. 총 콜레

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P < 0.01, Table 2). 여자에서도

스테롤치는 남자가 193.0 mg/dL, 여자는 201.7 mg/dL이었

허리둘레와 W/Ht가 모든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에서 유의

으며, HDL 콜레스테롤치는 남자가 51.4 mg/dL, 여자가

한 상관성이 있었다(P < 0.01).

57.3 mg/dL로서 여자에서 더 높았으며, LDL 콜레스테롤치

3. 허리둘레와 W/Ht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유병률

는 남녀가 각각 112.7 mg/dL, 122.1 mg/dL이었다. 중성지
방치는 남자가 148.9 mg/dL, 여자는 114.1 mg/dL로서 남

남자에서 허리둘레와 W/Ht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각 구

자에서 더 높았다.

성요소들의 유병률은 허리둘레가 90 cm 이상일 때 고혈압

2. 허리둘레와 W/Ht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이 64.9%, 고혈당이 58.9%, 저 HDL 콜레스테롤이 23.7%,
고중성지방이 55.2%로서 W/Ht가 0.5 이상일 때와 비교하

허리둘레와 W/Ht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인 혈압, 공복

여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유병률이 더 높았다(Table 3). 여

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80 cm 이상인 경우 고혈압 유병률이

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한 후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

51.4%로서 W/Ht가 0.5 이상일 때의 51.1%에 비교하여 높

자에서는 허리둘레와 W/Ht 모두 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들

았으나, 고혈당과 저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의 비율

Table 1. The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en
(n = 776)
54.4 ± 8.7
24.3 ± 2.6
85.6 ± 7.3
0.5 ± 0.04
131.8 ± 15.1
78.8 ± 10.6
104.7 ± 27.6
193.0 ± 35.3
51.4 ± 12.7
112.7 ± 32.2
148.9 ± 101.4

Age (years)
2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Waist-to-height ratio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Fasting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Women
(n = 1,523)
52.5 ± 7.8
23.9 ± 3.0
78.5 ± 8.2
0.5 ± 0.06
127.0 ± 16.5
76.3 ± 10.4
97.4 ± 20.0
201.7 ± 36.6
57.3 ± 12.7
122.1 ± 32.4
114.1 ± 77.4

Table 2.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etabolic parameters,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to-height ratio,
controlled for age
Men
WC
Systolic blood pressure
0.264*
Diastolic blood pressure
0.228*
Fasting glucose
0.110*
HDL cholesterol
-0.254*
Triglyceride
0.241*
WC, waist circumference; W/Ht, waist-to-height ratio.
* P < 0.01.

Women
W/Ht
0.257*
0.232*
0.108*
-0.241*
0.232*

WC
0.268*
0.233*
0.157*
-0.198*
0.162*

W/Ht
0.266*
0.232*
0.143*
-0.196*
0.179*

Table 3. Prevalence of metabolic risks by obesity category of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to-height ratio
Men
Women
WC
W/Ht
WC
W/Ht
(≥ 90 cm)
(≥ 0.5)
(≥ 80 cm)
(≥ 0.5)
Hypertension
150 (64.9)
291 (61.9)
342 (51.4)
393 (51.1)
Hyperglycemia
132 (58.9)
245 (54.1)
237 (37.2)
275 (37.2)
Low HDL cholesterol
55 (23.7)
87 (18.5)
234 (35.5)
271 (35.6)
Hypertriglyceridemia
128 (55.2)
209 (44.4)
200 (30.3)
234 (30.7)
WC, waist circumference; W/Ht, waist-to-heigh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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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dds raios (95% CI) for metabolic risks in subjects by obesity category of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to
-height ratio, adjusted for age
Men
Women
WC
W/Ht
WC
W/Ht
(≥ 90 cm)
(≥ 0.5)
(≥ 80 cm)
(≥ 0.5)
Hypertension
1.84 (1.34~2.54)*
2.19 (1.62~2.95)*
2.00 (1.61~2.49)*
2.19 (1.75~2.74)*
*
*
*
Hyperglycemia
1.71 (1.24~2.36)
1.61 (1.19~2.19)
1.66 (1.30~2.11)
1.82 (1.42~2.33)*
*
*
*
*
Low HDL cholesterol
2.21 (1.48~3.30)
1.77 (1.15~2.73)
1.66 (1.31~2.10)
1.85 (1.46~2.36)
*
*
*
Hypertriglyceridemia
3.09 (2.24~4.27)
2.40 (1.74~3.31)
2.07 (1.60~2.68)
2.59 (1.96~3.41)*
WC, waist circumference; W/Ht, waist-to-height ratio.
* P < 0.01.

은 W/Ht가 0.5 이상일 때에 허리둘레가 80 cm 이상일 때보

에는 허리둘레가 복부 지방량과 체지방량을 나타내는 더 실

다 유병률이 더 높았다.

질적인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허리둘레는 복부
내장 지방량을 WHR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연구도 있었

4. 대사증후군 각 구성요소들의 허리둘레와
W/Ht에 따른 교차비

다.

고혈압, 고혈당, 저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의 발생

BMI에 따른 분류와 비교할 때 그 효용성에 일부 비판이 있

위험도에 대하여 허리둘레와 W/Ht의 교차비를 구하였다.

으며23), 측정방법과 기준 수치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와

남자의 경우 고혈압은 W/Ht의 교차비가 2.19 (95% 신뢰구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20,21)

허리둘레는 BMI와 WHR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으
22)

며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24,25)

간: 1.62~2.95)로서 허리둘레보다 더 높았으나 고혈당과 저

키는 지방의 축적과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은 허리둘레의 교차비가 각각

만 지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지표이

1.71 (95% 신뢰구간: 1.24~2.36), 2.21 (95% 신뢰구간:

다. 키와 연령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1.48~3.30), 3.09 (95% 신뢰구간: 2.24~4.27)로서 W/Ht 보

있다.

다 더 높았다(Table 4). 여자의 경우 W/Ht와 고혈압, 고혈

로 허리둘레에 키를 보정하는 것이 지방 분포를 반영하는데

당, 저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중성지방의 교차비가 각

더 좋은 척도라는 주장이 있었다.26) 실제로 허리둘레만을

각 2.19 (95% 신뢰구간: 1.75~2.74), 1.82 (95% 신뢰구간:

비만 지표로 사용했을 경우 키가 큰 사람에서는 질병 발생

1.42~2.33), 1.85 (95% 신뢰구간: 1.46~2.36), 2.59 (95%

위험도를 과대평가할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에서는 과소

신뢰구간: 1.96~3.41)로서 허리둘레보다 더 높았다.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6)

W/Ht는 허리둘레나 BMI 보다 성별 차이가 적으므

27)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사증후군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고

찰

는 허리둘레와 W/Ht 가운데 어느 것이 대사증후군 관련 질
환의 발생 위험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체의 비만도를 계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상태와
17)

하였다. 연구 결과 허리둘레와 W/Ht 모두 고혈압, 고혈당,

BMI는 일반적으로 비만을 반영하기 위해

저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으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지만 비만과 관련한 건강 위험에

며, 각 질환별로는 남자에서는 고혈압이 W/Ht와 더 관련이

영향을 미치는 체중에서의 근육의 비율이나 체내의 지방 분

있었으나 고혈당, 저 HDL 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은 허리

관련이 있다.

9)

포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둘레와 더 관련이 있었으며, 여자에서는 고혈압, 고혈당, 저

비슷한 BMI를 가진 사람도 복부 지방량은 아주 다양할 수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중성지방 모두 W/Ht와 더 관련

있으며, 폐경 전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복부 지방량의

28)
이 있었다. 이란인을 대상으로 한 Chehrei 등 의 연구에서

18)

또한 인종에 따라서도

는 BMI 보다 W/Ht와 허리둘레가 이상지혈증을 더 잘 반영

다르다고 하는데 동양인들은 BMI 값이 낮더라도 체지방 비

한다고 보고하였다. Hshieh 등15)은 W/Ht가 대사증후군 발

율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19) 이러한 이유로 복부 지방의

견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신체계측지수라고 하였다.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도를 표

Koning 등29)은 허리둘레와 WHR 모두 심혈관계 질환의 발

현하는 데에 BMI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비만 척도가 필

생 위험과 관련이 있었으며 WHR의 연관성이 더 컸다고 하

요하다.

30)
였다. Jeong 등 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지혈증과 신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허리둘레와 엉덩이의 비(waist-to-hip ratio, WHR)는 과

체계측지수(BMI, 허리둘레, WHR)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

거 과도한 복부 지방의 축적을 가진 환자를 확인하는데 있

구에서 BMI보다 허리둘레와 WHR이 이상지혈증과 더 관

어서 임상적으로 용인된 척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련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허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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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W/Ht 모두 대사증후군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허

ABSTRACT

리둘레는 남자에서, W/Ht는 여자에서 더 대사증후군과 관

Correlation of Metabolic Syndrome with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to-height Ratio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마다 신체계측지수와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간의
연관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BMI와 허리둘레, WHR,
W/Ht 어느 것도 월등하게 뛰어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은 없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었다. 본 연구에서도 허리둘레와 W/Ht 모두 각 질환마다 성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aist circumference

별에 따라 연관성이 있었으며, 두 지표 간의 차이는 크지 않

and waist-to-height ratio (W/Ht) to components of

았다.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과 허리둘레와 W/Ht 간의 상관

metabolic syndrome.

관계에서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Methods: A total of 2,299 healthy examinees who

남자의 경우 이완기 혈압을 제외하고는 허리둘레가 모두 상

were examined at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from

관계수가 더 높았고, 여자에서는 중성지방에서만 W/Ht가

December 2004 to December 2006 were enrolled in this

허리둘레보다 상관계수가 더 높았고 다른 질환에서는 허리

study. Waist circumference (WC) and W/Ht of subjects

둘레가 더 상관계수가 높았다. 허리둘레와 W/Ht에 따른 고

were measured and also their blood pressure, fasting

혈압, 고혈당, 저 HDL 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의 유병률은

glucose level, HD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남자에서는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W/Ht가 기

Results: In both women and men, WC and W/Ht had

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보다 각 질환 모두 유병률이 더 높았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of the components of

으며, 여자에서는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W/Ht가 기준치를

metabolic syndrome (P < 0.01). In men, W/Ht had a

초과할 경우에 유병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stronger relationship with hypertension (OR = 2.19, P <

한국인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대사증후군을

0.01) than WC. However, hyperglycemia, low HDL

가장 잘 반영하는 신체계측지수로 생각되며 W/Ht는 이상지

cholesterol,

혈증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허리둘레

association with WC. In women, all of the components of

는 성별에 따른 기준치가 다른 점 등이 단점으로 고려될 수

metabolic syndrome had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W/Ht

있다. 반면에 W/Ht는 남녀의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고,

than WC.

and

hypertriglyceridemia

had

a

greater

BMI와는 달리 W/Ht는 인종에 따른 차이도 없으므로 가장

Conclusion: WC and W/Ht may be the most effective

간편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표

anthropometric indicies for screening Korean people for

적인 신체계측지수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국제적인 합의

metabolic syndrome.

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더욱 많은 연구 자료의 축적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관

Key words: Metabolic syndrome, Waist circumference,

련 질환들의 스크리닝 척도로 어떤 신체계측지수를 사용할

Waist-to-height ratio

것인지는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큰

참 고 문 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W/Ht의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들과의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1. Grundy SM. Hypertriglyceridemia, insulin resistance,

사람에 대한 특이적인 기준치의 설정 등에 대한 추가 연구

and the metabolic syndrome. Am J Cardiol 1999;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3(9B):25F-29F.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들이 일개 종합병원
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

2. Haffner SM, Valdez RA. Hazuda HP, Mitchell BD.

할 수 없다는 것과 여성에 비하여 남성의 숫자가 약 절반에

Morales PA, Stern MP. Prospective analysis of the

불과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insulin resistance syndrome (syndrome X). Diabetes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고혈압, 고혈당, 저 HDL 콜

1992;41(6):715-22.
3. Reaven GM. Role of insulin resistance in human

레스테롤, 고중성지방과 허리둘레와 W/Ht 간의 연관성을

disease. Diabetes 1988;37(12):1595-607.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와 W/Ht 모두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4. Isomaa B, Almgren P, Tuomi T, Forsén B, Lahti K,

을 잘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대사증후군의 스크리닝 도구로

Nissén M,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두 지표 모두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mortality associat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Diabetes Care 2001;24(4):683-9.

- 91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8 권 제 3 호 2009 －

5. Albert KG, Zimmet P. Definitio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15. Hsieh SD, Muto T. Metabolic syndrome in Japanese

its

men and wome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mplications. Part 1: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anthropometric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obesity:

diabetes mellitus provisional report of a WHO

Proposal to use the waist-to-height ratio. Prev Med

consultation. Diabet Med 1998;15(7):539-53.

2006;42(2):135-9.

6.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16. Friedewald WT, Levy RI, Fredrickson DS. Estimation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Executive

of

summary

cholesterol in plasma, without use of the preparative

of

the

thir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the

concentration

of

low-density

lipoprotein

ultracentrifuge. Clin Chem 1972;18(6):499-502.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ment of high blood

17. World Health Organization. Physical status: the use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Ⅲ).

and interpretation of anthropometry. WHO Technical

JAMA 2001;285(19):2486-97.

Report Series 854. World Health Organization;1995.

7. Grundy SM, Cleeman JI, Daniels SR, Donato KA,

18. Lemieux S, Prud'homme D, Bouchard C, Tremblay

Eckel RH, Franklin BA, et al. Diagnosis and

A, Després JP.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on of

management

visceral adipose tissue accumulation to total body

of

the

metabolic

syndrome: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fatness. Am J Clin Nutr 1993;58(4):463-7.

and Blood Institute Scientific Statement. Circulation

19. Deurenberg-Yap M, Chew SK, Deurenberg P. Elevated

2005;112(17):2735-52.

body fat percentage and

8.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The Asia-Pacific

body mass index levels among Singaporean Chinese,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Western

Pacific

Region

of

the

World

cardiovascular risks at low

Malays and Indians. Obes Rev 2002;3(3):209-15.

Health

20. Després JP, Prud'homme D, Pouliot MC, Tremblay

Organization;2000.

A, Bouchard C. Estimation of deep abdominal

9. Dalton M, Cameron AJ, Zimmet PZ, Shaw JE, Jolley

adipose-tissue accumulation from simple anthro-

D, Dunstan DW, et al. AusDiab Steering Committee.

pometric measurements in men. Am J Clin Nutr

Waist circumference, waist-hip ratio and body mass

1991;54(3):471-7.

index and their correlation with cardiovascular disease

21. Ferland M, Després JP, Tremblay A, Pinault S,

risk factors in Australian adults. J Intern Med

Nadeau A, Moorjani S, et al. Assessment of adipose

2003;254(6):555-63.

tissue distribution by computed axial tomography in

10. Colditz GA, Willett WC, Rotnitzky A, Manson JE.

obese women: association with body density and

Weight gain as a risk factor for clinical diabetes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r J Nutr 1989;61(2):

mellitus in women. Ann Intern Med 1995;122(7):

139-48.

481-6.

22. Han TS, Richmond P, Avenell A, Lean ME. Waist

11. Kopelman PG. Obesity as a medical problem. Nature

circumference reduction and cardiovascular benefits

2000;404(6778):635-43.

during weight loss in women. Int J Obes Relat Metab

12. Ledoux M, Lambert J, Reeder BA, Després JP.

Disord 1997;21(2):127-34.

Correlation between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23. Little P, Byrne CD. Abdominal obesity and the

and simple anthropometric measures. Canadian Heart

"hypertriglyceridaemic waist" phenotype. BMJ 2001;

Health Surveys Research Group. CMAJ 1997;157

322(7288):687-9.

Suppl 1:46-53.

24.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preventing and

13. Lemos-Santos MG, Valente JG, Gonçalves-Silva RM,

managing the global epidemic. Report of a WHO

Sichieri R.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to-hip ratio

consultation

as predictors of serum concentration of

Organization;1998.

lipids in

Brazilian men. Nutrition 2004;20(10):857-62.

obesity.

Geneva,

World

Health

25. Molarius A, Seidell JC, Sans S, Tuomilehto J,

14. Ashwell M, Lejeune S, McPherson K. Ratio of 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on

Kuulasmaa K. Varying sensitivity of waist action

may be better indicator of

levels to identify subjects with overweight or obesity

need for weight management. BMJ 1996;312(7027):377.

in 19 populations of the WHO MONICA Project. J

- 92 -

－ 허리둘레와 허리둘레-키의 비와 대사증후군과의 상관성 －

Clin Epidemiol 1999;52(12):1213-24.

height ratio, waist circumference, and body mass

26. Hsieh SD, Yoshinaga H, Muto T. Waist-to-height

index in Iranian adults. Asia Pac J Clin Nutr

ratio, a simple and practical index for assessing

2007;16(2):248-53.

central fat distribution and metabolic risk in Japanese

29. Koning L, Merchant AT, Pogue J, Anand SS. Waist

men and women.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circumference and waist-to-hip ratio as predictors of

2003;27(5):610-6.

cardiovascular events: meta-regression analysis of

27. Hsieh SD, Yoshinaga H. Do people with similar waist

prospective studies. Eur Heart J 2007;28(7):850-6.

circumference share similar health risks irrespective of

30. Jeong SK, Seo MW, Kim YH, Kweon SS, Nam HS.

height? Tohoku J Exp Med 1999;188(1):55-60.

Does waist indicate dyslipidemia better than BMI in

28. Chehrei A, Sadrnia S, Keshteli AH, Daneshmand MA,
Rezaei J. Correlation of

Korean

dyslipidemia with waist to

adult

2005;20(1):7-12.

- 93 -

population?

J

Korean

Med

S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