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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성별과 연령에 따른 비만지표들의 대사증후군 예측도

비만의 지표로서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 들어 허리둘레신장비(Waist to height ratio, WHtR)가 이보다 더 좋은 지표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체구성비의 변화가 심혈관 질환 및 위험 인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신체측정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체구성비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BMI, WC, WHtR 의
예측도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성별과 연령군에서
WHtR 가 가장 좋은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나 고령의 남성의 경우
WC 가 WHtR 와 같은 예측도를 보였으며 청장년기에서의 BMI 는 WHtR 와 같은
예측도를 보였다.

핵심어 : Anthropometric assessment, Waist to height ratio, Obesity, Metabolic syndrome,
Ag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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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만은 체지방의 증가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만성 질환으로, 체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kg/m2 이상으로 정의된다(WHO, 2000). 비만의 유병률이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증가하고 있어(James, 2008) 향후 이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률과 사망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만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률과
사망률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비만 지표들이 제시되어 왔다.
비만의 지표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BMI는 체중만을 반영할 뿐 환자에서
대사이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결정인자인 체지방량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대사이상 및 인슐린 저항성과 강한 연관이 있는 내장지방과도 상관성이
낮아, 비만을 진단할 때 심혈관계질환이나 그 위험인자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진다(Wellens 등, 1996; Pouliot 등, 1994). BMI보다 복부내장지방을 대표하는 더
좋은

지표로는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WC)가

추천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에서 WC가 BMI보다 관상동맥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에 대한
예측도가 높았다(Fox 등, 2007; Lakka 등, 2002). 그러나, 허리둘레는 신체 크기에
대한 고려 없이,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 모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므로 키가 큰사람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과대 평가 될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과소 평가될 수 있어 허리둘레
역시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 위험인자를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Lopez-1-

Alverenga 등, 2003; Fuchs 등, 2005). 허리둘레-신장비(Waist to Height Ratio, WHtR)는
복부지방의 양과 신체 크기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규모 전향연구 및 메타분석에서 WHtR 가 BMI나
WC보다 관상동맥질환 및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와 더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Lee 등, 2008; Gruson 등, 2010).
그러나 비만 지표간에 상관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집단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BMI나 WC보다 WHtR가 심혈관계질환과 관련하여
비만 평가에 더 유용한 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체성분의 분포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사춘기가 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제지방량의 증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이 적어진다.
같은 WC에서 성인 남자는 성인 여자보다 피하지방의 비율은 낮고 내장지방의
비율은 높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제지방량은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고, 피하지방에서 내장지방으로의 체지방의 재분포가 이루어지게
된다(Stevens 등, 2010; Wells 등, 2007). 이러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성분과
지방분포의 변화가 BMI, WC, WHtR와 같은 비만 지표와 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대사 증후군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비만
지표가 특정 성별과 연령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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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만18세 이상 성인 45,3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검자
중 2회 이상 내원한 경우 최초 방문시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자료를 모두 사용
가능한 대상자만을 포함하였다.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폐쇄성질환 등
심혈관

질환의

대상자는

총

과거력이

있는

44,399명(남자

대상자는
24,828명,

제외하였다.
여자

최종

분석에 포함된

19,571명)이었고,

평균연령은

45.1±10.6세였다.

B.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신장(m)과 체중(kg)은 직립자세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자동신장체중계를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하였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kg/m2)으로 하였다. WC(cm)는 직립자세에서 줄자를 이용하여 호기 후 편한
상태에서 기립 시 배꼽을 지나는 선을 측정하였다. WHtR는 WC를 신장으로 나눈
값(WC(cm)/신장(m) * 100)으로 하였다.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을 측정하였고 혈액검사는 12시간 이상의
공복

후

정맥혈을

이용하여

공복혈당(fasting

blood

sugar,

FBS),

혈중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고밀도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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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의 및 분류
대사증후군은 2001년 NCEP-ATP III

진단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Executive
summary, 2001).
1) 허리둘레 (남≥102

cm,

여≥88

cm)

2)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 중인 자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남<40mg/dL, 여<50mg/dL) 또는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 중인 자
4) 혈압 ≥130/85 mmHg 또는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 중인 자
5) 공복 혈당 ≥110 mg/dL 또는 당뇨병 치료 중인 자
성별과 연령의 변화에 따른 신체계측값, 비만지표,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 녀 각 군에서 연령을 18-39세, 40-60세, 61세 이상 세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D. 통계방법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각

성별에서

연령군에

따른

평균값으로

비교하였고 ANOVA test 및 post hoc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의 비교를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비만지표들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ROC 분석을 통해 대사증후군에 대한 각 지표들의 areas
under the ROC curves(AUCs)를 비교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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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A. 일반적 특성 및 비만 지표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의 관계
신장은 남녀모두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체중은 남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8-39세 군보다 40-60세, 61세 이상 군에 더 증가되어
있었다. 남자에서 SBP, DBP, FBS는 18-39세 군보다 40-60세, 61세 이상 군에서 증
가되어 있었고 혈중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는 40-60세 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
되어 있었으며 혈중 HDL-C은 세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자의 경우 모
든 위험인자들이 높은 연령군일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Table 1).
비만지표 중 BMI는 남자에서 연령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연령이 높은 군일수록 더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WC는 남자에서 40-60세, 61세
이상 군에서 18-39세 군 보다 다소 증가되어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여자에서는

고연령군일수록

점차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WHtR는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비교 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은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34). 또한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이환률 역시 증가하였다. 18-39세 군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은 이환률을 보였고 61세 이상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이환률을 보여
연령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의 증가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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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Fig.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n=44,399).
Men (n=24,828)
Characteristic

Women (n=19,571)

18-39 yr

40-60 yr

(n=8,509)

(n=14,586)

Height (cm)

172.7

169.9a

165.9a,b

Weight (kg)

72.6

70.6a

BMI (kg/m2)

24.3

WC (cm)
WHtR

61+ yr

18-39 yr

40-60 yr

61+ yr

(n=10,487)

(n=2,191)

159.9

156.9a

152.6a,b

65.6a,b

55.5

58.0a

57.1 a,b

24.4a

23.8 a,b

21.7

23.5a

24.5a,b

84.3

85.7 a

85.3 a

75.6

80.1 a

84.7 a,b

0.49

0.50 a

0.51 a,b

0.47

0.51 a

0.56 a,b

SBP (mmHg)

120.5

122.5 a

128.3 a,b

109.3

118.3 a

131.2 a,b

DBP (mmHg)

77.5

80.8 a

80.2 a

69.6

75.2 a

79.3 a,b

FBS (mg/dL)

94.6

102.4 a

104.4 a,b

89.4

95.5 a

103.5 a,b

185.3

193.4 a

188.5 a,b

169.9

191.3 a

204.6 a,b

138.7

153.4 a

137.7 b

79.0

103.4 a

138.3 a,b

51.0

50.7

51.8 b

60.8

59.1 a

55.0 a,b

(n=2,183) (n=6,893)

Total
cholesterol
(mg/dL)
TG (mg/dL)
HDL-C
(mg/dL)

Values are presented means.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One-way ANOVA with post-hoc
analysis.
a

Mea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young age with same sex.

b

Mea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iddle age with same sex.

BMI : body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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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ll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chi-square tes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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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각 비만지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AUC
모든 연령에서 BMI, WC, WHtR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AUC를 비교했을 때, 남녀
모두 WHtR가 BMI와 WC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18-39세 군에서
WC의 AUC가 가장 낮았고 WHtR와 BMI는 동일한 AUC를 보였다. 40-60세 군에
서는 WHtR가 가장 컸고 WC와 BMI는 이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동일한 값을
보였다. 61세 이상 군에서는 WHtR와 WC가 같은 AUC값을 나타냈고 BMI는 그보
다 낮았다. 여자의 경우 18-39세 군에서 모든 지표의 AUC는 동일했으나 40-60세,
61세 이상 두 군에서는 BMI의 AUC가 가장 낮았고 WC와 WHtR는 같은 AUC를
나타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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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area under the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s curve (AUC) for obesity indicators regarding metabolic
syndrome. (n=44,399)
Men (n=24,828)
All age
BMI

0.72

Women (n=19,571)

Young age

Middle age

Old age

(n=8,509)

(n=14,586)

(n=2,183)

0.81

0.71

0.68

All age
0.83

Young age

Middle age

Old age

(n=6,893)

(n=10,487)

(n=2,191)

0.90

0.80

0.72

(0.71-0.73) (0.79-0.83) (0.70-0.72) (0.65-0.71) (0.82-0.84) (0.88-0.93) (0.79-0.82) (0.70-0.75)
WC

0.73

0.80

0.71

0.70

0.85

0.90

0.82

0.75

(0.73-0.74) (0.78-0.82) (0.70-0.72) (0.67-0.73) (0.84-0.86) (0.87-0.93) (0.81-0.84) (0.73-0.77)
WHtR

0.75

0.81

0.72

0.70

0.86

0.90

0.82

0.75

(0.74-0.76) (0.79-0.83) (0.71-0.73) (0.67-0.73) (0.85-0.87) (0.88-0.93) (0.81-0.84) (0.72-0.77)
Values are presented AUCs(95% CI). AUC estimated by R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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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심혈관질환의 위험 평가를 위해 비만 지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WHtR가 다른 비
만지표들에 비해 더 좋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WC나 BMI을 보완하는 지표로서
WHtR을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sieh 등, 2010; Can 등,
2010; Hsieh 등, 2006). 비만지표들의 부정확성은 많은 부분, 성별과 연령에 따른
body shape과 체구성의 변화를 비만지표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유래한다(Stevens 등, 2010; Gallagher 등, 1996; Deurenberg-Yap 등, 2000). 따라서
WHtR를 표준지표로 사용하기에 앞서 성별과 연령에 따라 WHtR가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비만지표들 중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측도는 남녀 모두에
서 WHtR가 가장 컸고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Mombelli 등,
2009; Can 등, 2009; DETECT Study, 2007). 이를 연령별로 세군으로 나누어 비교했
을 때에도 역시 WHtR는 가장 큰 예측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키, 체중, 허리둘레가 변하고 체지방량과 제지방량,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축적비
율 등의 체구성비도 변함에도 불구하고 WHtR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관련하여
비만을 평가하는 가장 타당한 지표라는 것을 시사한다.
남자에서 WC는 18-39세 군과 40-60세 군에서는 WHtR보다 낮은 예측도를 보
였지만 61세 이상 군에서는 WHtR와 동일한 예측도를 나타냈다. 여자에서 WC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는 WHtR보다 낮은 예측도를 보였지만 연령군
을 나누어 분석하면 모든 연령군에서 WHtR와 같은 예측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 12 -

결과의 원인으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여자나 고령의 남자는
상대적으로 제지방량이 적기 때문에 신장의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Lopez-Alvarenga JC 등은 동일한 BMI, WC에서 신장이 작을수록 체지방률이 높고
제지방량은 적으며, 신장이 클수록 체지방률은 낮고 제지방량이 많다는 것을 보
고하였다(Lopez-Alvarenga 등, 2003). 즉 신장이 클수록 제지방량이 증가되어 체지
방률이 감소 하게 되고 그 결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여자는 젊은 나이부터 남자에 비해 제지방량이 감소되어 있고(Lohman,
1981) 남자도 고령이 되면 남성호르몬이 감소되어 제지방량이 감소하게 되어
(Gallagher 등, 1997)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신장의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둘째, 신장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과 역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인 나이와도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Hsieh 등, 2000; Hsieh
등, 2003), 본 연구에서도 남녀모두 연령이 높은 군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장이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WHtR의 역할을 평
가할 때 나이가 혼란변수로 작용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대한 신장의 역할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MI는 남녀 모두 40세 미만 군에서는 WHtR와 같은 예측도를 나타냈지만 40
세 이후부터는 세 지표 중 가장 낮은 예측도를 보였다. BMI는 신장의 효과가 반
영되어 있지만, 체중을 반영하고 있을 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중
요한 인자인 내장지방이 고려되지 않은 지표이다(Pouliot 등, 1994). 즉, BMI는 제
지방의 증가와 체지방의 증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18-39세 군에서는 체중과 내장지방을 대표하는 지표인 WC의
상관관계가 다른 연령군보다 더 크게 나타나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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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은 남자 14.2%, 여자 17.7%로 알려져 있으나
(Park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남자 10.9%, 여자 10.8%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남
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시켰는데,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 군보다 제외된 대
상자군에서 대사증후군 이환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이환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인구비가 약30%로 전체 성인 인구 집단의 약55%보다 적게 포함되어 여자의 유
병률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볼 뿐 앞으로 일어날 심혈관질환의 발생과의 관계를 예
측할 수 없고 각 연령군의 사회 경제학적 환경을 통제할 수 없었다. 둘째, 건강
검진을 위해 내원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
기에는 제약이 있다. 셋째, 대상자들의 체성분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을 체성분의 변화로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결론적으로, WHtR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좋은 지표이며 성인 남녀
모두에서 연령대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BMI와 WC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젊은 연령대에서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여자에서 WC는 연령에 관계없이 좋은 지표로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WHtR를 표준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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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지표와 체성분의 변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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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WHtR 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가장 높은 예측도를
보였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체성분비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BMI 나 WC 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한 비만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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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Predictive Values of Obesity Indicators for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Sung-Won Y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Bom-Taeck Kim)

Background : Recently, many researches have being represented that waist to height
ratio(WHtR) is a better indicator predicting cardiovascular disease than body mass
index(BMI) and (WC). However, these anthropometric measures indirect and incorrect tool
discriminating body composition. Further, body composition is different by gender and ag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ody composition changes on
obesity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qualities which indicators predicting metabolic
syndrome.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44,399 subjects who had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at the Ajou Medical Center for a regular check-up from
- 22 -

January 2004 to December 2008. We exclude subjects with known coronary artery disease,
stroke, or peripheral artery occlusion.
Results : The area under the receiver-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AUCs) for WHtR were
the most highest values to metabolic syndrome in all groups. The AUC for WC were same as
WHtR in all age women and old age men. The AUC for BMI were same as WHtR in young
age women and men.
Conclusion : WHtR may be the best obesity indicator predicting the metabolic syndrome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Key words : Anthropometric assessment, Waist to height ratio, Obesity, Metabolic syndrome,
Age,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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