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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s increasing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if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the development of gallbladder stones in Koreans.

Methods: Among the subjects who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of a general hospital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05, a total of 34,574 adults was examined. Among them, the fi nal 34,470 adults (males 20,277, females 14,193) were 

included. Metabolic syndrome was defi ned if they fell under the three conditions of  BMI ≥ 25 kg/m2, blood pressure ≥ 

130/85 mmHg, fasting glucose 110 mg/dL, triglyceride ≥ 150 mmHg and low HDL-cholesterol (< 40 mg/dL in men, < 

50 mg/dL in women). After adjusting for age and sex,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gallstones. 

Results: This study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17.6% (males 21.1%, females 12.4%). 

Gallbladder stone risk was increased according to BMI, high blood pressure, high fasting blood glucose and low HDL. 

Gallbladder stone risk was increased according to clustering of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after adjustment for 

age and sex (1 criterion: OR = 1.42, 95% CI, 1.20-1.69, P = 0.000;  2 criterion: OR = 1.86, 95% CI, 1.57-2.21, P = 0.000;  3 

criterion: OR = 2.02, 95% CI, 1.66-2.45, P = 0.000;  4 criterion: OR = 2.17, 95% CI, 1.66-2.85, P = 0.000;  5 criterion: OR = 2.17, 

95% CI, 1.17-4.02, P < 0.014). 

Conclusion: Gallbladder stone risk was increased according to BMI, and increased with people who had combination of 

more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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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증후군은 1921년에 Archard와 Th iers1)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연관지어 처음으로 나타내었다. 이후 1956년에는 

Vague2)가 전체적으로 사증후군의 특성을 설명하였고, 1966

년에는 Welborn 등3)이 19명의 고혈압 환자들과 혈압이 정상인 

군을 비교하여 어느 군이 혈당 수치가 높은 지를 비교하였는

데,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고혈압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사증후군에 인슐린 저

항성을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에는 Reaven4)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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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신드롬 X로 명명하기도 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과 혼용하여 부르고 있다.5)

전 세계적으로 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어느 진단기준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23.7%에 달했고,6) 최근 한국

인을 상으로 한 사증후군의 유병률 조사7)에 따르면 연령

을 보정한 유병률이 전체 15.1% (남자 15.7%, 여자 14.4%)로 나

타났는데, 이는 한국도 음식 문화의 서구화, 영양 섭취의 과잉, 

주거지의 도시화와 직업적인 변화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임상적으로는 고지혈증, 고

인슐린혈증, 당뇨병, 고요산혈증, 고혈압등을 포함한 사 이

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증후군의 증가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조기사망과 삶의 질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 이상의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8) 이는 또한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의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9,10)

담낭결석은 미국11)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12)에 이환율

이 높은 질환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생활양식이 점차 서구화

됨에 따라 담낭결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직 전

국적으로 조사된 예는 적으나, 일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5-15%는 나이가 들면서 담석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

되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13) 서양의 경우 부분 담낭 내

에 결석이 발생하고, 성분상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이전에만 해도 색

소성 담석이 많았으나,14)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콜레스

테롤 담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전국적 다기관 

협동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담석 중 담낭 결석이 64%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콜레스테롤 담석이 58.1%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한국에서의 역학 연구를 보면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 요소는 비만과 고인슐린혈증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담낭결석의 증가와 사증후

군과는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일부 외국 자료에 의하면 담낭결석의 유병률 증가와 사

증후군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7)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인에서 담낭결석과 사증후군의 각 위험인자와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특히, 체중 증가에 따른 상관관계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되어진바 없는 사증후군 군집 분포와 

담낭결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대상
일개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서 2001년 1월부터 2005

년 12월까지 5년 간 검진한 수검자 34,574명 중 통계 자료가 부

정확한 104명을 제외한 34,470명(남자 20,277명, 여자 14,193

명)을 상으로 하였다.

2. 방법

1) 문진 및 신체 계측

신체 계측 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상자들의 사회, 인구

학적 인자와 과거력(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조사하였

다. 모든 수검자들에게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하도록 한 후, 

얇은 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

신장측정기(AD-225A, 회사, 도시, 국가)로 신장 및 체중을 측

정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키의 제곱(m2)으로 나누

어 구하였다.

2) 사증후군 및 담낭결석 진단

사증후군 진단기준인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혈청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의 경우는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

표된 제3차 콜레스테롤관리지침(ATP III)을 기준을 적용하였

다.18) 또한 ATP III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신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5가지 항목; 체질량 지수 ≥25 kg/m2, 혈압 ≥

130/85 mmHg, 공복혈당 ≥110 mg/dL, 중성지방 ≥150 mmHg, 

혈청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로 하고 이 중 3가지 이상이 있을 때로 하였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자동혈압측정계로 우측상

완을 측정하였고,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청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자동화학 분석기(Olympus ADVIA, 

Tokyo, Japan) 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담낭결석은 복부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평소 당뇨, 고혈압이나 고지

혈증의 과거력이 있어 약물을 복용 중인 상자인 경우는 비

록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도, 비정상인 군에 포함시켰다. 

3. 분석 방법
모든 자료들은 나이, 성별 등을 보정한 후, 사증후군의 

여러 위험인자와 담낭 결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로짓 회귀분석(mu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

하여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시하였고, 측정값은 평균값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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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 혹은 비교위험도로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은 SPSS ver. 

11.0를 이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5.3세였고, 평균 체질량 지

수는 23.8 kg/m2이었으며, 평균 혈압은 122.8/77.9 mmHg이었

고, 평균 공복 혈당은 94.3 mg/dL, 평균 총콜레스테롤은 195.1 

mg/dL, 평균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56.0 mg/dL, 평균 중

성지방은 129.9 mg/dL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나이를 보정한 연구에서 진단 기준 5개 항목 중 3개 이상

인 사증후군은 총 17.6%로 나타났으며, 남자에서는 21.2%, 

여자에서는 12.4% 이었다.  남자에서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

중성지방인 경우가 여자보다 높았으나, 고 도지단백-콜레스

테롤이 낮은 경우는 여자에서 많았다(Table 2).

3. 체질량지수에 따른 담낭결석과 상관관계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였을 때,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담낭 결석도 증가하였다. 체질량지수가 18.5 이하인 저체중군

과 비교하였을 때, 담낭결석의 비교위험도는 정상체중군(18.5 

≤BMI<23)에서 1.12 (95% CI, 0.72-1.75), P=0.082, 과체중군(23 

≤BMI<25)에서 1.60 (95% CI, 1.03-2.50), P=0.014, 비만군(25≤ 

BMI<30)에서는 1.74 (95% CI, 1.12-2.72), P=0.038, 고도비만군

(30≤BMI)에서는 1.92 (95% CI, 1.10-3.36), P=0.022로 나타났

다(Table 3).

4. 대사증후군 인자에 따른 담낭결석의 비교위험도
사증후군 각 인자에 따른 담낭 결석의 비교 위험도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체질량지수가 비정상인 비만군(BMI 

≥25 kg/m2)이 정상군보다 비교 위험도가 1.16 (95% CI, 1.19-

1.51), P=0.000으로 비만군에서 담낭결석이 더 많았다. 혈압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 

Men 

(N = 20,277)

Women 

(N = 14,193)

Total 

(N = 34,470)

no. (%) 

Age (y)    44.9 (10.7)    46.0 (11.2)    45.3 (10.9)

BMI (kg/m2)  24.1 (2.8) 23.3 (3.5) 23.8 (3.1)

BP (mmHg)

    SBP  126.2 (11.6)  118.1 (15.4) 122.8 (13.9)

    DBP  80.3 (8.0)    74.3 (10.6) 77.9 (9.6)

FBG (mg/dL)    96.5 (24.4)    91.2 (18.5)    94.3 (22.3)

T-cholesterol (mg/dL)  196.6 (35.3) 193.0 (36.7) 195.1 (35.9)

HDL-cholesterol

   (mg/dL)

   52.7 (13.0)   60.6 (41.7)    56.0 (14.3)

TG (mg/dL)    147.1 (101.6) 105.4 (79.9) 129.9 (93.5)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ing blood glucose, 

T-cholesterol: total-cholestero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TG: 

triglyceride.

Table 2. Age-adjusted prevalence of individual abnormalities of the 

metabolic syndrome. 

Characteristic 
Men 

(N = 20,277)

Women 

(N = 14,193)

Total 

(N = 34,470)

Metabolic syndrome 21.2 12.4 17.6

Obesity, BMI ≥ 25 kg/m2 37.0 25.2 32.1

High BP, 

   BP ≥ 130/85 mmHg
50.1 26.5 40.4

High FBG,

   FBG ≥ 110 mg/dL
12.2    7.1 10.1

Low HDL, Men < 40 mg/dL, 

       Women < 50 mg/dL
14.4 24.9 18.7

High TG, TG ≥ 150 mg/dL 35.8 17.1 28.1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FBG: fasing blood glu-

cos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TG: triglyceride.

Data are presented as percent (%).

Table 3.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stone according to BMI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BMI N OR 95% CI     P-value*

 < 18.5        932 1.00

18.5-22.9 13,204 1.12 0.72-1.75 0.082

23-24.9    9,261 1.60 1.03-2.50 0.014

25-29.9 10,321 1.74 1.12-2.72 0.038

30  ≤       752 1.92 1.10-3.36 0.022

BMI: body mass index, OR: odds ratio, CI: confi dence interval. 

*P-value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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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군(혈압 ≥130/85 mmHg)에서 비교 위험도가 1.67 (95% 

CI, 1.58-2.00), P=0.000으로 혈압이 정상인 군보다 담낭 결석

이 더 많았으며, 사증후군 위험인자 중에서 비교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공복혈당이 비정상군(공복혈당 ≥110 mg/dL)에

서 비교위험도가 1.40 (95% CI, 1.38-1.93), P=0.000으로 나타

났다. 고단백지단백-콜레스테롤은 비정상군(남자 <40 mg/dL, 

여자 <50 mg/dL)에서 비교위험도가 1.24 (95% CI, 1.07-1.44)

로 높았다. 중성지방에서도 비정상군(중성지방 ≥150 mmHg)

에서 비교위험도가 1.10 (95% CI, 0.86-1.25), P<0.068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4).

5. 대사증후군 인자의 군집분포에 따른 담낭결석 

상관관계
사증후군 인자의 위험성이 없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위

험인자가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담낭결석의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사증후군 군집 

분포가 없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군집수가 1개일 때의 비교위

험도는 1.42 (95% CI, 1.20-1.69), P=0.000, 2개일 때는 1.86 (95% 

CI, 1.57-2.21), P=0.000, 3개일 때는 2.02 (95% CI, 1.66-2.45), 

P=0.000, 4개일 때는 2.17 (95% CI, 1.66-2.85), P=0.000, 5개일 

때는 2.17 (95% CI, 1.17-4.02), P=0.014로 나타났다(Table 5).

고찰

이전의 외국 연구에서 사증후군 인자 중에 허리둘레가 

가장 담낭결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라고 밝혀졌고(비교

위험도=3.84, 95% CI, 2.11-7.00, P<0.0001), 다음으로 체질량지

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비교위험도=2.99, 95% 

CI, 1.52-5.88, P=0.001).19,20)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 신 체

질량지수를 사용하여, 허리둘레에 한 위험도를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담낭결석 발생과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비교위험도=1.67, 95% CI, 1.58-

2.00, P=0.000),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교위험도는 1.16 (95% CI, 

1.19-1.51, P=0.00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담석

Table 4. Risk of gallbladder stone in each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Category N OR 95% CI P-value*

BMI (kg/m2) < 25 23,397 1.00

≥ 25 11,073 1.16 1.19-1.51 0.000

BP (mmHg) < 130/85 20,548 1.00

≥ 130/85 13,922 1.67 1.58-2.00 0.000

FBG (mg/dL) < 110 30,991 1.00

 ≥ 110    3,479 1.40 1.38-1.93 0.000

HDL (mg/dL) Men ≥ 40, Women ≥ 50  28,015 1.00     

Men < 40, Women < 50    6,455 1.24 1.07-1.44 0.003

TG (mg/dL) < 150 24,783 1.00

≥ 150    9,687 1.10 0.86-1.25 0.06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FBG: fasing blood glucos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TG: triglyceride. 

*P-value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Table 5. Risk of gallbladder stone according to clustered com-

ponent of metabolic syndrome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No. of clustered 

components
N OR 95% CI P-value*

0 criterion 11,203 1.00

1 criterion    9,967 1.42 1.20-1.69 0.000

2 criterion    7,244 1.86 1.57-2.21 0.000

3 criterion    4,301 2.02 1.66-2.45 0.000

4 criterion    1,519 2.17 1.66-2.85 0.000

5 criterion        236 2.17 1.17-4.02 0.014

OR: odds ratio, CI: confi dence interval.

*P-value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 with 

ag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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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의 연구

에서도 비만이 담석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이는 

남자보다 여자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인 군에서는 25 kg/m2  이하인 군보다 담석 발생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3) 이렇게 체질량지수가 증

가할수록 담석 발생이 증가하는 기전으로는 비만인에서 정상

인 사람보다 상 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담즙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담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Scragg 등25)에 의하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담석이 잘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인슐린이 담석 생성을 촉진

시키는 기전은 인슐린이 hydroxy-3-methyglutaryl-coenzyme A 

reductase를 활성화시켜, 중성지방과 별개로 혈중 인슐린 수치

가 담즙의 콜레스테롤 포화지표를 증가시키고,26) 또한 인슐린

은 모든 동물에서 담즙산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27)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담석 발생에 영향을 

주는데,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낮은 군에서는 본 연구

에서는 1.24 (95% CI, 1.07-1.44, P<0.003)의 비교위험도를 나타

내었는데, 이와 같은 담낭결석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이 감소할수록 담즙의 콜레스테롤 포

화지표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낮은 고 도지

단백-콜레스테롤 수치는 또한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

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일개 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한 수검자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사

회 전체를 표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후향적 조사로 시행되

었기 때문에 담낭 결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알콜섭

취력, 흡연력, 위절제술 등의 수술유무, 급격한 체중감소, 피임

제 복용 유무, 임신, 칼슘섭취, 섬유질 섭취, 비스테로이드계 항

염증약물등 약물 복용유무)을 모두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 셋

째, 사증후군을 정의함에 있어 허리둘레 지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체질량지수를 사용함으로써, Ruderman 등28)이 20여 

년 전부터 주장한 “정상체중 사성 비만(metabolically obese, 

normal weight)” 환자를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체질량 지수를 통한 사증후군 정의기준을, Park 등24)이  미

국 성인인구에 적용했을 때, 체질량지수가 25 kg/m2 미만인 정

상 체중인구 중 남자 4.6%, 여자 6.2%가 사증후군으로 나타

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 진단기준을 적용해보면 체질량지수가 23-24.9 

kg/m2의 과체중군에서 27%, 심지어 체질량지수가 23 kg/m2 미

만의 정상체중 군에서도 약 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체질

량지수로 비만을 진단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

그러나, 본 연구는 34,470명이라는 많은 수의 성인을 상

으로 하였으며, 이전의 사증후군과 담낭 결석의 상관관계

에 한 단편적인 연구와는 달리 체질량지수와 담낭결석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처음으로 사증후군의 군집분

포가 증가함에 따라 담낭 결석이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한다

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만 및 사증후군이 독립적으로 또는 군집 

분포적으로 담낭 결석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러한 담

낭 결석 증가는 담낭절제술등을 비롯한 사회경제학적으로 손

실을 주므로, 체중 조절과 사증후군의 관리를 통해 담낭결

석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사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체

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많지 않고, 특히 사증후군 인자의 군

집 분포에 따른 담낭결석의 연관성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일개 종합병원 건강건진센터에서 2001년 1월에서 2005

년 12월 사이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34,574명 중 통계 자료가 

부정확한 104명을 제외한 34,470명(남자 20,277명, 여자 14,193

명)을 상으로 하였고, 사증후군의 정의는 체질량지수 ≥ 

25 kg/m2, 혈압 ≥130/85 mmHg, 공복혈당 ≥110 mg/dL, 중성지

방 ≥150 mmHg,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남자 <40 mg/dL, 여

자 <50 mg/dL로 하고 이중 3가지 이상이 있을 때로 하였다. 

사증후군과 담낭결석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와 성

별을 보정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 17.6%로 나타났으며, 체질

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담낭결석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중성지

방을 제외한 고혈압, 높은공복혈당, 낮은고 도지단백의 경

우 담낭결석의 비교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사증후군 인자

의 군집 분포에 따른 담낭결석의 상관관계는 군집현상이 증

가할수록 담낭결석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사증후군 군집 

분포가 없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군집수가 1개일 때의 비교위

험도는 1.42 (95% CI, 1.20-1.69), P=0.000, 2개일 때는 1.86 (95% 

CI, 1.57-2.21), P=0.000, 3개일 때는 2.02 (95% CI, 1.66-2.45), 

P=0.000, 4개일 때는 2.17 (95% CI, 1.66-2.85), P=0.000, 5개일 

때는 2.17 (95% CI, 1.17-4.02), P=0.0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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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담낭결석이 증가하였으며, 

사증후군 인자를 많이 동반할수록 담낭결석의 위험이 증가

하였다. 

중심단어: 사증후군; 담낭결석; 체질량지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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