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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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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ny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exposed to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because of increase in 

obesity and obesity-related metabolic derangement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diagnosis of the metabolic 

syndrome is useful to identify these children with high cardiovascular risk. In 2007,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presented a new defi ni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using the IDF pediatric defi nition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s: We used data from 931 participants aged 10-19 year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5. The metabolic syndrome was diagnosed by the new IDF pediatric defi nition.

Results: 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ged 10-19 years was 2.0 ± 0.5% 

(boys: 3.1 ± 0.8%, girls: 0.8 ± 0.4%). Approximately 95%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the metabolic syndrome was 

classifi ed with obesity and none of the normal-weighted participants were diagnos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2.0 ± 0.5%. It is expected 

that the new IDF pediatric defi nition will help to detect children with high cardiovascular risk early and to manage them 

properly. However, whether the IDF pediatric defi ni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and cut-off points of its components 

are appropriate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should be answered through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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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저항성, 복부 비만과 같은 공통된 병

인에 의해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혈증 등의 대사이상이 병발

하여, 제 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이

다.1-3) 2001년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8.0%로,4) 미

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27.0%)5)과 다르지 않았다.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6)에서 1998년 

처음으로 성인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제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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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연구 대상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20)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영양

에 관한 기초통계를 산출하고자 시행된 전국적인 단면조사로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

성되어 있다. 표본조사구는 지역층(7개 광역시와 6개 도)의 

행정구역(동/읍 · 면)과 주거종류(아파트/일반주택)를 층화 

기준으로 한 층화집락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표본 

가구는 각 표본조사구에서 계통추출방식으로 20-26가구씩 

선정되었다. 총 600개 표본 조사구에서 13,345 가구가 건강면

접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보건의식행태조사, 영양

조사, 검진조사는 건강면접조사 표본조사구의 1/3인 200개 표

본조사구에서 4,478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진조

사는 만 1세 이상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만 10세 미

만인 대상자는 신체계측만 실시하였고, 만 10세 이상 대상자

만 신체계측,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실시하였

다. 검진조사 대상자는 10,816명이었으며, 이 중 7,597명이 검

진조사에 참여하여 검진조사 완료율은 70.2%이었다. 검진조

사에 참여한 사람 중, 만 10-19세 소아 청소년은 1,009명이었

으며, 이중 허리둘레, 공복 혈당, 혈압, 중성지방, 고 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검사 

중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전일 저녁 7시부터 금식이 유지

되지 않은 대상자를 연구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931명이었다.

2. 측정 방법
검진조사는 사전에 교육을 받은 검진조사팀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검진조사원이 신체계측을, 보건소 간호사가 혈압 

측정을, 보건소 임상병리사가 혈액 채취를 수행하였다. 검진

조사는 접수, 조사 참여 동의, 혈압 측정, 신체계측, 채혈의 순

으로 진행되었다. 

신장과 체중은 내의나 가벼운 옷에 검진가운을 착용하

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각각 이동식 신장측정기(Seca 225, 

Seca Deutchland, Hamburg, Germany)와 체중측정기(GL-6000-

20, CASKOREA,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

(Seca 200, Seca Deutchland)를 이용하여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

에서 마지막 늑골의 하단부와 장골능선 상단부의 중간 부위

를 맨살 위에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의 정의는 2007년 소아 ·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1)에 제시된 기준을 따랐다. 2007년 소

래, 세계의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5년에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7)

과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8)에서 각각 제시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IDF 진단기준이 복

부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의 필수 인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두 진단기준 간의 차이점은 없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아 청소년의 비만 증가 속도는 성

인의 비만 증가 속도를 넘어섰다.9) 서울 지역 소아 청소년

의 비만 유병률은 1979년에서 2002년 사이에 남아는 10배

(1.7→17.9%), 여아는 4.5배(2.4→10.9%) 증가되었다.10) 소아 청

소년의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혈증, 제 2형 당뇨병, 동맥경화 

등의 만성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 시기에 시작된 

대사이상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11-13)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이 소아기에 이미 증가된다는 사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소아를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

이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대사증후군은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소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개념

이다. 그러나 소아 청소년을 위해 확립된 명확한 대사증후군

의 진단기준이 없어,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성인의 대사증후

군 진단기준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4-16) 그러나 연구

마다 다른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서로 비교분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Seo17)는 사용된 진단기준에 따

라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배 가까운 차이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2007년에 IDF에서 주요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소아 청

소년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발표하였다.18) IDF에서 발표

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

험이 증가된 소아와 청소년을 확인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연구의 촉진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ord 등19)은 IDF의 소아 청소년 대사

증후군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9-

2004년에 참여한 12-17세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4.5%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대상

으로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IDF에서 새롭게 제

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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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를 참조값으로 이용하여 성별 연령

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kg/m2 이

상을 비만으로, 성별 연령별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에

서 95백분위수 미만을 과체중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2007년 

소아 ·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는 만 18세까지만 백분위수값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만 19세 청소년은 만 18세 청소년의 백분

위수를 기준으로 비만을 진단하였다.  

혈압은 측정 전에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 팔둘

레에 적절한 압박대를 선택하여 오른팔에서 수은 혈압계 

(Baumanometer®, WA Baum Co., Inc., Copiague, New York, USA)

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30초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

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측정한 혈압의 평균값을 최종 혈압으

로 하였다. 고혈압 기왕력이 없으면서, 최종 혈압이 수축기 혈

압 140 mmHg, 이완기혈압 90 mmHg 이상인 대상자는 다른 날 

혈압을 재측정하였다.

혈액은 전박 정맥에서 15 mL 정도를 채취하여 적절한 검

체처리 후 냉장 보관하였으며, 검체는 당일 중앙검사기관으

로 우송하여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진행하였다.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C는 자동분석기(ADVIA 1650, 

Bayer, Tarrytown, NY,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거주

자는 대도시로, 그 외 일반시의 동 거주자는 중도시로, 읍, 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Total (N = 931) Boys (N = 488)  Girls (N = 443)

  Age (y) 13.8 (2.8) 13.9 (2.7)  13.8 (2.8)

  Height (cm)† 159.9 (11.3) 163.0 (12.8) 156.5 (8.1)

  Weight (kg)†   53.7 (14.0)   57.0 (15.6)     50.1 (11.1)

  WC (cm)†   69.6 (10.0)    72.1 (10.7)  66.8 (8.4)

  BMI (kg/m2)† 20.7 (3.7)  21.1 (3.9)  20.3 (3.4)

  SBP (mmHg)† 106.0 (11.1) 108.4 (11.6) 103.4 (9.9)

  DBP (mmHg)† 68.0 (9.5)   68.9 (10.3)  67.0 (8.5)

  FPG (mg/dL)† 87.5 (6.5) 88.1 (6.4)  86.9 (6.4)

  T-Chol (mg/dL)† 156.8 (26.7) 152.4 (26.7)  161.6 (26.0)

  TG (mg/dL)    90.6 (49.0)   90.6 (53.5)     90.7 (43.4)

  HDL-C (mg/dL)† 44.5 (9.1) 42.7 (8.8)  46.4 (9.1)

  Obesity status†

      Normal weight 79.2 77.3 81.3

      Overweight   8.7  7.4 10.2

      Obesity 12.0 15.4   8.6

  Residential district 

      Large city 42.2 44.9 39.3

      Middle city 42.6 41.4 44.0

      Rural area 15.1 13.7 16.7

  Household income 

      < 2 million won 28.8 27.4 30.4

      2-3 million won 24.1 24.1 24.2

      ≥ 3 million won 47.1 48.5 45.4

WC: waist circumference,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ontinuous variables are expressed as mean (SD) and categorical variables are expressed as %, †P-value < 0.05 by T-test or 
Chi-square test (Boys vs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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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시골로 분류하였다. 월수입은 200만원 미만, 200-

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3. 대사증후군의 정의 및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07년에 IDF에서 제

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18)을 적용하여 구하였

다.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성인의 IDF 대사

증후군 진단기준처럼 복부비만을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IDF의 진단기준은 소아의 연령에 따

라 진단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만 10-15세 소아 청소년은 

복부 비만(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90백분위수[성인의 절단값

이 더 낮다면, 성인의 절단값] 이상)과 다음 대사 이상(① 중성

지방≥150 mg/dL, ② HDL-C<40 mg/dL, ③ 수축기 혈압≥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85 mmHg, ④ 공복 혈당≥100 mg/dL 

또는 제2형 당뇨병 진단)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대사증

후군으로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10-15세의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백분위수 기준은 2007년 소아 · 청소년 표준 성장도

표21)를 이용하였다. 만 16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진단기준은 

성인의 IDF 대사증후군 진단기준과 동일하여, 복부비만과 다

음 대사 이상(① 중성지방≥150 mg/dL 또는 치료제 복용, ② 

HDL-C<40 mg/dL (남아), <50 mg/dL (여아) 또는 치료제 복용 

③ 수축기 혈압≥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85 mmHg 또는 

고혈압 치료제 복용, ④ 공복 혈당≥100 mg/dL 또는 제2형 당뇨

병 진단)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

였다. 만 16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복부비만은 성인의 절단값

을 그대로 사용하여 진단하게 되는데, IDF에서는 각 종족에 맞

는 복부비만 진단기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7) 본 연구

에서는 대한비만학회에서 한국인에 적절한 진단기준으로 제

시한 남자 90 cm, 여자 85 cm를 만 16-19세 청소년의 복부비만 

절단값으로 사용하였다.22)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이상들의 

유병률(±표준오차)은 검진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931명(남아: 488명, 여아: 

44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3.8±2.8세(남아: 13.9±2.7

세, 여아: 13.8±2.8세)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총콜레스테롤은 남아에

서 유의하게 높았고, HDL-C은 여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비

만 유병률은 12.0% (남아: 15.4%, 여아: 8.6%)였으며, 남아의 비

만 유병률이 여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표 1).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른 2005년 국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each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age, sex, and obesity 

status.* 

MS High WC High BP High FPG High TG Low HDL-C

Total   2.0 (0.5)   8.9 (1.1)    4.9 (0.9) 3.1 (0.7)   8.6 (1.0) 41.7(1.7)

Age

  10-12   1.5 (0.7)   9.7 (1.8)    2.0 (0.7) 4.3 (1.3) 10.9 (2.2) 36.1 (2.9)

  13-15   1.7 (0.7)   9.7 (1.9)    5.2 (1.6) 2.9 (1.0)    6.8 (1.3) 38.2 (2.8)

  16-18   3.0 (1.0)   6.8 (1.5)    8.2 (2.1) 2.0 (1.1)    7.9 (1.8) 52.5 (3.2)

Sex

  Boys   3.1 (0.8)   8.9 (1.3)    6.8 (1.4) 3.3 (0.9)    9.0 (1.4) 41.5 (2.6)

  Girls   0.8 (0.4)   8.9 (1.7)    2.7 (0.9) 2.9 (0.9)    8.2 (1.3) 41.8 (2.5)

Obesity status

  Normal weight 0.0 ( - )    0.1 (0.1)    3.9 (0.9) 3.1 (0.8)    5.8 (1.0) 37.0 (1.9)

  Overweight   1.3 (1.3) 23.5 (5.5)   3.9 (2.2) 3.7 (2.2) 14.7 (4.2) 56.8 (5.8)

  Obesity 15.7 (3.4) 55.2 (5.1) 12.0 (3.5) 3.2 (1.6) 22.8 (4.0) 61.1 (5.3)

MS: metabolic syndrome, WC: waist circumference,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Variables are expressed as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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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2.0±0.5% (남자: 3.1±0.8%, 여자: 0.8±0.4%)였

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소아 청소년의 약 95%는 비만아였

으며, 정상체중인 소아 청소년은 단 한 명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지 않았다(표 2).

대사증후군에  포함되는  대사이상의  유병률은  낮은 

HDL-C (41.7±1.7%)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공복혈당(3.1±

0.7%)이 가장 낮았다. 높은 혈압과 낮은 HDL-C은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아의 높은 

혈압 유병률은 여아보다 높았다(6.8±1.4% vs 2.7±0.9%). 비만도

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공복혈당을 제외한 모든 대사이상들

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표 2).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7년 IDF에서 제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

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

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

률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

병률은 2.0±0.5% (남자: 3.1±0.8%, 여자: 0.8±0.4%)로 조사되었

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 의해 조사된 한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4.7-14.0%)17,23,24)보다 낮은 결과였다. 

이처럼 IDF 진단기준에 의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

병률이 높지 않은 것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진단기준들과 

다른 IDF 진단기준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혈압과 높은 중성지방을 진단

할 때, 성별 연령별 백분위수로 진단하거나, 성인 진단기준의 

절단점을 낮추어 진단하였으나, IDF 진단기준에서는 성인의 

진단기준과 같은 절단점을 사용하였다. IDF에서는 소아 청소

년에서 한 가지 절단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는 있으

나, 현재까지는 소아 청소년에서 각 대사 이상의 절단점을 변

경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에서도 성인의 절단점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하였다.18) 

IDF의 소아 청소년 대사증군 진단기준과 각 대사이상의 절단

점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 진단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복부비

만을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필수 인자로 보지 않고 있으

나, IDF 진단기준에서는 복부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의 필수 

인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후군이 공통된 병태 생리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의 집합체25)임을 고려하면, 복부

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의 필수 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욱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복부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

한 필수 인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성인

에서도 이견이 있다. Yoon 등26)은 AHA/NHLBI 진단기준(남: 

25.7%, 여: 31.9%)과 IDF 진단기준(남: 14.2%, 여: 26.6%)에 의

한 성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복부비만을 진단의 필수 인자

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

들은 IDF의 진단기준은 비만하지 않는데도, 대사적인 이상이 

있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

고 하였다. Khoo 등27)도 같은 디자인의 연구를 하였는데, IDF 

진단기준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어 제 2형 당뇨병의 위험

이 증가된 사람들을 진단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AHA/NHLBI 

진단기준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사람을 확인하는 

데에는 더욱 적절하다고 하였다. 소아 청소년에서 체지방의 

중심성 분포가 인슐린 민감성 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나,28) 복부비만을 소아 청

소년 대사증후군 진단의 필수 인자로 받아들여야할 지에 대

해서는 아직 명백하게 답할 수는 없다.

Ford 등19)은 IDF 소아 청소년 진단기준에 의한 12-17세 미

국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4.5%로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 소아 청소년의 유병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이다. 그들은 미국 소아 청소년의 복부 비만 유

병률을 27.3-28.6%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8.9±1.1%와 큰 차이

를 보였다. Ford 등은 성별 연령별 허리둘레 90백분위수가 성

인의 허리둘레 절단점(멕시칸 미국인 남아: 90 cm, 백인, 흑인, 

이외 인종 남아: 94 cm, 여아: 80 cm)보다 높을 경우, 성별 연령

별 허리둘레 90백분위수보다 낮더라도, 성인의 허리둘레 절

단점 이상이면, 복부비만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남아

는 14세 이상부터, 여아는 모든 연령에서 성별 연령별 허리둘

레 90백분위수가 성인의 허리둘레 절단점보다 더 커지는 현

상이 나타났다. 이는 미국 소아 청소년의 허리둘레 백분위수 

도표가 미국 소아 청소년의 복부비만이 이미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이에 반

해 한국의 2007년 소아 ·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21)의 허리둘레 

90백분위수는 남녀 모두 한국 성인의 복부비만 진단기준인 

남자 90 cm, 여자 85 cm를 초과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이상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은 낮은 HDL-C이었으며, 가장 유병률이 낮은 것은 높

은 공복혈당이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복혈당이 대사증후군의 각 대

사이상 중 가장 유병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14,17,29) Seo 등2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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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110 mg/dL) 유병률을 7.3%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절단점을 100 mg/dL로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높

은 공복혈당 유병률이 3.1±0.7%로 낮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만약 공복혈당의 절단점을 110 mg/dL로 하였다면, 높은 공복

혈당으로 진단되는 소아 청소년은 0.2%에 불과하였다. 이렇

게 한국 소아 청소년의 높은 공복혈당 유병률이 낮아진 이유

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Seo 등23)의 연

구와 비교하였을 때, 공복혈당의 유병률 외에도, 낮은 HDL-C 

유병률은 높아지고, 높은 중성지방, 높은 혈압의 유병률은 낮

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시대에 따른 한국 소아 청

소년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이상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및 각 대사이상의 변화추이를 관찰 분석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및 높은 

공복혈당을 제외한 모든 대사이상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4,17,19,29)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소아의 약 95%가 

비만아이며, 정상체중아는 한 명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는 IDF의 대사증후군 진

단기준이 복부비만을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필수인자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정상체중인 소

아 중에서 복부비만으로 진단된 소아는 단 1명뿐이었다.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공복혈당은 비만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공복혈당장애가 소아 청

소년기에 아직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복혈

당장애가 내당능장애나 공복 인슐린 농도 증가에 비해 늦게 

발현되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공복

혈당장애보다는 내당능장애나 공복 인슐린 농도 증가를 포함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4,30)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에 IDF에서 새롭게 제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

단기준을 대사증후군을 진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의 선행 연구들은 다른 진단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

행 연구와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가 비록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를 이용하였으나, 단면 연구가 지니는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사춘기 상태가 지방 분포, 당대사,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춘기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으나, 이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아 청소년의 IDF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

은 2.0±0.5%이었다. 그 동안은 확립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 없어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IDF에서 제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소아 청소년을 확인하고, 예방 및 치

료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소아 청소년 대사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및 각 대사이상의 절단값

이 한국 소아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소아 청소년 비만과 비만 관련 대사 이상의 증가

로 많은 소아 청소년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소아

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그러나 소아 청소년 대사증

후군에 대한 확립된 진단기준이 없어,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

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임상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에 주요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에서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제시된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사용하여 2005년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아와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조사에 참여한 10-19세 

소아 청소년 931명을 대상으로 IDF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이용하여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이

상들의 유병률을 계산하였다. 

결과: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19세 한국 소

아 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유병률(±표준오차)은 2.0±0.5% (남

자: 3.1±0.8%, 여자: 0.8±0.4%)였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소

아 청소년의 약 95%가 비만아이었으며, 정상체중인 소아 청소

년은 단 한 명도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지 않았다. 

결론: 2005년 한국 소아 청소년의 IDF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2.0±0.5%였다. IDF에서 제시한 소아 청소년 

대사증군 진단기준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 소아 

청소년을 확인하고, 예방 및 치료를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IDF 소아 청소년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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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사이상의 절단값이 한국 소아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소아; 청소년;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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