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  Vol. 31, No. 6 June 2010 Korean J Fam Med

 doi:10.4082/kjfm.2010.31.6.430Korean J Fam Med. 2010;31:430-436 

정상 체중 및 허리둘레를 갖는 성인 남자에서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에 따른 혈압, 
혈당, 지질 수치의 변화

Original 
Article

최호천, 김현진, 민성준, 이기헌, 김경우1, 오승민2,*, 유태우2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1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교실, 2유태우의 신건강인센터

Changes in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Lipid Profile Caused by 
Changes of Weight, Percent Body Fat, and Waist Circumference in Adult 
Men with Normal 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Ho Chun Choi, Hyun Jin Kim, Seong Jun Min, Kiheon Lee, Kyung Woo Kim1, Seung Min Oh2,*, Tae Woo Yoo2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UNHP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Metabolic indexes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lipid) differ depending on lower or upper normal value 
of obesity indexes (weight, percent-body-fat, and waist circumference) despite normal value. Therefore, we examined 
metabolic indexes changes across obesity indexes changes. 

Methods: We analyzed 344 adult men who received routine-checkups with normal 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before 
and after follow-up. We used multiple-linear-regression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changes of obesity indexes and 
metabolic indexes before and after follow-up. We examined differences of metabolic indexes by t-test and odds ratios of 
normal or abnormal metabolic indexes by multiple-logistic-regression in groups where obesity indexes were increased 
and decreased.

Results: The mean follow-up was 1.38 ± 0.32 years and there were associations between weight change rate and changes in 
systolic-blood-pressure (SBP), diastolic-blood-pressure (DBP), triglyceride (TG), and high–density-lipoprotein (HDL) (P 
= 0.001, 0.03, 0.001, 0.01), associations between percent-body-fat change and changes in SBP, DBP, fasting-blood-glucose 
(FBG) and TG (P = 0.02, 0.002, < 0.001, 0.03), and associations between waist circumference change rate and changes 
in FBG, TG, HDL (P = 0.01, 0.01, 0.02). There were significant SBP and HDL differences in weight decrease and increase 
groups (P = 0.04, < 0.001), FBG difference in percent-body-fat decrease and increase groups (P = 0.01), and FBG and TG 
differences in waist circumference decrease/increase groups (P = 0.03, 0.03). As compared with percent-body-fat decrease 
group, percent-body-fat increase group had odds ratio of FBG ≥ 100 of 2.98 (95% confidential interval [CI], 1.18 to 7.51) 
with a significance on only FBG of initially normal metabolic components and conversely percent-body-fat decrease 
group had odds ratio of FBG < 100 of 3.22 (95% CI, 1.21 to 8.60) with a significance on only FBG of initially abnormal 
metabolic components. 

Conclusion: Increased obesity indexes even within normal range, could change metabolic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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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Hubert 등1)은 비만이 

총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흡연, 내당 불내성, 좌심실 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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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음을, Van Itallie2)는 비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

증을 유발함을 보고하였다. 비만 지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인데, BMI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과의 연관성은 잘 증명되어 있다.3) BMI가 높

아지면 정상 BMI에 비해 전체 사망률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한 경우는 

BMI를 낮추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4)

하지만 정상 BMI라고 해도 낮은 정상(lower normal limit) 

또는 높은 정상(upper normal limit)일 수 있으며, 이 두 극단적

인 BMI를 가진 성인은 같은 정상 체중이라고 해도 체내 지방

량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여러 대사 지표에서 차이가 나게 된

다.5,6) 즉, 정상 BMI라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허

리둘레 또는 체지방률이 증가된 경우가 많고 이 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7,8) 허리둘레, 체지방률에 

대한 연구에서도 낮은 정상과 높은 정상에 따라 대사적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6,9) 따라서 정상범위의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를 갖는 경우에도 낮은 정상과 높은 정상의 경우는 

심혈관계 위험 요인과 관련한 대사 지표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만 지표가 정상 범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관찰을 

했을 때, 체중, 체지방률 및 허리둘레가 정상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와 관련한 

혈압, 혈당, 지질수치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후향적 추적연구로서 2001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20세 이

상 성인 남자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기준의 정상 또는 과체중 

BMI (18.5≤BMI<25.0), 정상 허리둘레(허리둘레<90 cm)를 가

진 1,041명을 선별하였고, 이중에서 1-2년 후에도 정상 또는 

과체중 BMI와 정상 허리둘레를 가진 대상자 484명을 추적 관

찰하였다. 최초 방문과 추적 관찰 시에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 

치료를 받는 140명을 추가로 제외하였고 남은 344명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조사방법

1) 문진표 작성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초 방문시에 운동량, 흡연력, 음주력

을 조사하였다. 운동은 1회 20분 이상의 땀이 나는 정도의 운

동을 주당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여 3회/

주 이상을 운동군, 3회/주 미만을 비운동군으로 하였고, 음주

에 대해서는 주 1회 미만, 주1 회 이상-3회 미만,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흡연력을 조사하여 흡연량에 관

계없이 현재에도 계속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흡연군, 과거

에 피웠으나 현재 끊은 사람을 과거 흡연군, 전혀 피지 않았던 

군을 비흡연군으로 하였다. 

2) 신체 계측 및 변화량 계산

대상자들은 나이, 체중, 신장, 허리둘레, 체지방률,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 및 이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 공복 혈당(fasting blood glucose, FBG), 중성지

방(triglyceride, TG),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이 측정되었다. 1-2년간의 추적관

찰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화된 수치를 확보하고 각 변수들

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BMI는 검진용 가운만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동측정기로 

신장, 체중을 재어서 체중(kg)/신장(m)2의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허리둘레는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배꼽 부위에

서 측정하였다. 체지방률은 생체전기저항측정법(Bio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 GIF-891, Gilwoo Trading C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는데 피검자가 누워있는 상태에

서 4개의 심전도 측정용 ECG 접착 전극을 손목, 손등, 발목 및 

발등에 부착시킨 후 전류 단자에 일정한 크기의 전류를 인체

에 흘려주어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변수들의 변화량은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체중변화율(weight change rate, WTCR)=(추적관찰 체중-

초기 체중)*100/초기 체중

체지방률변화량(percent body fat change, PBFC)=추적관찰 

체지방률-초기 체지방률

허리둘레변화율(waist circumference change rate, WCCR) 

=(추적관찰 허리둘레-초기 허리둘레)*100/초기 허리둘레

3) 대사성 위험인자

SBP, DBP, FBG, TG, HDL의 대사성 위험 정도는 수정된 

ATP III 기준을 적용하였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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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변수들을 각각의 항목에 맞게 

분류하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첫 방문과 1-2년 후 

추적 방문에서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SBP, DBP, FBG, TG, 

HDL을 조사하였다. 

나이와 최초 방문시의 흡연, 음주, 운동량을 보정한 후에 

비만 지표의 변화율(WTCR, PBFC, WCCR) 각각과 대사 지표 

각 요소(SBP, DBP, FBG, TG, HDL)의 변화량과의 관계를 다중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1, 2차 검진에서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를 비교

하여 각각에 대하여 감소군과 증가군으로 나누어 SBP, DBP, 

FBG, TG, HDL변화량 각각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SBP, DBP, FBG, TG, HDL에 대해 수정된 ATP 

III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SBP<130 mmHg, DBP<85 mmHg, 

FBG<100 mg/dL, TG<150 mg/dL, HDL≥40 mg/dL)과 비정상

(SBP≥130 mmHg, DBP≥85 mmHg, FBG≥100 mg/dL, TG≥150 

mg/dL, HDL<40 mg/dL) 기준을 정하고 지표 각각에 대해 정

상, 비정상으로 나누었다. 초기 방문시 SBP, DBP, FBG, TG, 

HDL지표 각각에 대해 정상인 대상자만 선택하여 각 지표마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감소군을 기준으로 증가군이 비정상 SBP, DBP, FBG, TG, HDL 

값을 가질 교차비를 구하였고, 이 때 연령, 흡연, 음주, 운동을 

보정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초기 대사 지표 각각에 대해 비정

상인 대상자만 선택하여 각 지표마다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

레 증가군을 기준으로 감소군이 정상 SBP, DBP, FBG, TG, HDL 

값을 가질 교차비를 구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와 

STATA ver.10.0 (Stata Co.,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였

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평균 연령은 55.73±9.85세였고 60세 이상 129명(37.5%), 

50-59세 108명(31.4%), 40-49세 94명(27.3%), 40세 미만 13명

(3.8%)이었다. 처음 검진시에 평균 신장 168.93±5.39 cm, 평균 

체중 64.70±5.58 kg, 평균 BMI 22.66±1.48 kg/m2, 평균 체지방률 

19.08±3.40%, 평균 허리둘레는 81.62±4.39 cm이었다. 처음 검진

과 추적 검진 사이의 기간은 평균1.38±0.32년이었으며 추적 검

진시에 평균 체중 64.76±5.58 kg, 평균 BMI 22.71±1.43 kg/m2, 평

균 체지방률 20.51±3.51%, 평균 허리둘레는 82.24±4.20 cm이었

다(Table 1). 

2. WTCR, PBFC, WCCR과 각 대사성 위험요인 

변화량과의 관계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변화가 SBP, DBP, FBG, TC, 

TG, HDL 각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N = 344).

1st visit
2nd visit 

(1-2 year later)

Mean ± SD or 

no. (%)

Mean ± SD

Age (y) 55.73 ± 9.85 57.11 ± 9.81

Height (cm)        168.93 ± 5.39    168.80 ± 5.42

Weight (kg) 64.70 ± 5.58 64.76 ± 5.58

Body mass index (kg/m2) 22.66 ± 1.48 22.71 ± 1.43

Percent body fat (%) 19.08 ± 3.40 20.51 ± 3.51

Waist circumference (cm) 81.62  ±  4.39 82.24 ± 4.20

SBP (mmHg) 127.32 ± 15.84 125.90 ± 14.99

DBP (mmHg)    75.87 ± 10.76   75.54 ± 10.25

FBG (mg/dL) 94.47 ± 9.60   93.07 ± 10.72

TG (mg/dL) 136.17 ± 93.89 128.86 ± 77.32

HDL (mg/dL)    52.20 ± 12.69   53.17 ± 13.19

Exercise

   <3 times/wk 142 (41.28) ND

   ≥ 3 times/wk 202 (58.72) ND

Smoking

  Non-smoker   71 (20.64) ND

  Ex-smoker 153 (44.48) ND

  Current smoker 118 (34.30) ND

  Missing value   2 (0.58) ND

Alcohol

  < Once/wk 119 (34.59) ND

  1-2 times/wk 126 (36.63) ND

  ≥ 3 times/wk   99 (28.78) ND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glucos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

protein cholesterol, ND: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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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방문시 흡연, 음주, 운동량을 보정 후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WTCR는 SBP 변화량(B, 0.726, SE, 0.214), DBP 변화량(B, 

0.341; SE, 0.158), TG 변화량(B, 4.075; SE, 1.203), HDL 변화량

(B, -0.425; SE, 0.151)과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였고(P-value, 

0.001, 0.03, 0.001, 0.01), FBG 변화량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

다(P-value, 0.09).

PBFC는 SBP 변화량(B, 0.577; SE, 0.241), DBP 변화량(B, 

0.548; SE, 0.175), FBG 변화량 (B, 0.589; SE, 0.166), TG 변화량 

(B, 2.954; SE, 1.353)과 유의한 선형관계를 보였고(P-value, 0.02, 

0.002, <0.001, 0.03), HDL 변화량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P-value, 0.12).

WCCR는 FBG 변화량(B, 0.301; SE, 0.117), TG 변화량(B, 

2.414; SE, 0.941), HDL 변화량(B, -0.285; SE, 0.118)과 유의

한 선형관계를 보였고(P-value, 0.01, 0.01, 0.02), SBP 변화량 및 

DBP 변화량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P-value, 0.08, 0.19) 

(Table 2).

3.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증가 및 감소에 따

른 각 대사성 위험요인의 변화
SBP, HDL은 체중 감소군과 증가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value, 0.04, <0.001), DBP, FBG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value, 0.52, 0.78). TG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의수준의 경계에 해당했다(P-value, 0.05) (Table 3).

FBG은 체지방률 감소군과 증가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value, 0.01), SBP, DBP, HDL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value, 0.19, 0.41, 0.10). TG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의수준의 경계에 해당했다(P-value, 0.06) (Table 3).

FBG, TG은 허리둘레 감소군과 증가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value, 0.03, 0.03), SBP, DBP, TG는 두 군 간에 유의한

Table 2. Associations between obesity index change and change of metabolic risk factors.

Changes of metabolic risk factors

ΔSBP 

B (SE)

ΔDBP

B (SE)

ΔFBG

B (SE)

ΔTG

B (SE)

ΔHDL

B (SE)

WTCR   0.73 (0.21)*   0.34 (0.16)* 0.26 (0.15) 4.08 (1.20)*   -0.43 (0.15)*

PBFC   0.58 (0.24)*   0.55 (0.18)*   0.59 (0.17)* 2.95 (1.35)*  -0.27 (0.17)

WCCR 0.29 (0.17) 0.16 (0.12)   0.30 (0.12)* 2.41 (0.94)*   -0.29 (0.12)*

Multiple linear regression test. Adjustment for age, smoking, alcohol, exercise.

Δ: change value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glucos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TCR: weight change rate, PBFC: percent body fat change, WCCR: waist circumference change rate. 

*P-value < 0.05.

Table 3. Change of metabolic risk factors according to obesity index 

decrease and increase.

Weight decrease 

(N = 172)

Weight increase 

(N = 166)
P-value

ΔSBP   -2.80 ± 12.33        0.06 ± 12.62 0.04

ΔDBP -0.67 ± 9.06 -0.02 ± 9.42 0.52

ΔFBG -1.50 ± 8.72 -1.23 ± 8.94 0.78

ΔTG -14.99 ± 63.14   -0.22 ± 77.10 0.05

ΔHDL    2.51 ± 8.68 -0.74 ± 8.86      < 0.001

PBF decrease

(N = 116)

PBF increase 

(N = 223)
P-value

ΔSBP   -2.59 ± 11.76   -0.70 ± 12.93 0.19

ΔDBP -0.79 ± 9.57 -0.07 ± 8.89 0.41

ΔFBG -2.94 ± 7.45 -0.38 ± 9.12 0.01

ΔTG -17.49 ± 59.99   -2.22 ± 75.33 0.06

ΔHDL    2.07 ± 9.35 -0.36 ± 8.77 0.10

WC decrease 

(N = 134)

WC increase 

(N = 167)
P-value

ΔSBP   -2.38 ± 12.22        0.90 ± 13.03 0.32

ΔDBP -0.60 ± 9.04 -0.13 ± 9.36 0.66

ΔFBG -2.72 ± 8.33 -0.47 ± 8.89 0.03

ΔTG -17.91 ± 61.77       0.70 ± 78.35 0.03

ΔHDL    1.97 ± 8.50    0.12 ± 9.31 0.08

Paired t-test. 

Δ: change value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glucose, TG: tri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BF: percent body fat, WC: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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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없었다(P-value, 0.32, 0.66, 0.08) (Table 3).

4.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의 증가 및 감소에 따

른 각 대사성 위험요인의 교차비
초기 검진시 SBP, DBP, FBG, TG, HDL 각각에 대해 정상

인 대상자만 선택했을 때, FBG에 대해서만 체지방률 감소군

에 비해 증가군에서 정상 FBG (FBG<100)가 비정상(FBG≥

100)이 될 교차비는 2.98 (95% confidence interval [CI], 1.18-

7.51; P-value, 0.02) 이었다. 그 외의 경우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초기 검진시 SBP, DBP, FBG, TG, HDL 각각에 대해 비정

상인 대상자만 선택했을 때, FBG에 대해서만 체지방률 증가

군에 비해 감소군에서 비정상 FBG (FBG≥100)가 정상(FBG 

<100)이 될 교차비는 3.22 (95% CI, 1.21-8.80; P-value, 0.02)이

었다. 그 외의 경우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고찰

비만에서 사망률과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증가함은 잘 알

려져 있지만 정상 범위의 BMI에서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

을 수 있다는 연구 또한 보고된 바 있다.3-7) 그럼에도 임상에서

는 정상 범위의 체중과 허리둘레에 해당하면 현 체중을 유지

하거나 조금 더 낮은 정상범위로 유지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또는 과체중, 정상 허리둘레를 갖는 

Table 4. Effects of obesity index (Wt, PBF, and WC) on metabolic index (SBP, DBP, FBG, TG, HDL).

Group without metabolic risk factors at 1st visit Group with metabolic risk factors at 1st visit

Wt increase
Wt  de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CI])

Wt decrease
Wt in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I)

SBP ≥ 130 16 (14.7) 18 (18.3) 0.77 (0.36-1.63) SBP < 130 22 (0.30) 15 (0.26) 1.36 (0.59-3.15)

DBP ≥ 85 11 (0.08) 10 (0.07) 0.97 (0.38-2.42) DBP < 85 17 (0.45) 12 (0.38) 2.16 (0.73-6.42)

FBG ≥ 100 17 (0.13) 19 (0.15) 0.89 (0.43-1.81) FBG < 100 26 (0.55) 23 (0.58) 0.96 (0.39-2.35)

TG ≥ 150 14 (0.12)   6 (0.05) 2.19 (0.80-6.05) TG < 150 26 (0.42) 16 (0.36) 1.24 (0.53-2.87)

HDL < 40 19 (0.13)   9 (0.06) 1.97 (0.85-4.59) HDL ≥ 40 19 (0.73) 10 (0.63) 0.47 (0.08-2.91)

PBF increase
PBF de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I)
PBF decrease

PBF in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I)

SBP ≥ 130 25 (0.18)   9 (0.14) 1.32 (0.57-3.03) SBP < 130 14 (0.28) 22 (0.27) 1.27 (0.55-2.91)

DBP ≥ 85 16 (0.09)   5 (0.06) 1.65 (0.57-4.78) DBP < 85 11 (0.42) 16 (0.38) 1.37 (0.49-3.86)

FBG ≥ 100 30 (0.18)   6 (0.07) 2.98 (1.18-7.51)* FBG < 100 21 (0.72) 25 (0.44) 3.22 (1.21-8.60)*

TG ≥ 150 16 (0.11)   5 (0.06) 1.69 (0.59-4.82) TG < 150 18 (0.49) 24 (0.34) 2.05 (0.87-4.83)

HDL < 40 20 (0.10)   9 (0.09) 1.06 (0.45-2.46) HDL ≥ 40 11 (0.65) 17 (0.71) 0.55 (0.12-2.57)

WC increase
WC de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I)
WC decrease

WC increase

 (reference)

Odds ratio 

(95% CI)

SBP ≥ 130 21 (0.20)          10 (0.13) 1.75 (0.77-4.01) SBP < 130 16 (0.28) 18 (0.28) 1.08 (0.47-2.48)

DBP ≥ 85 11 (0.08) 8 (0.07) 1.04 (0.39-2.77) DBP < 85 13 (0.48) 11 (0.31) 2.67 (0.86-8.30)

FBG ≥ 100 21 (0.16) 9 (0.10) 1.72 (0.74-3.98) FBG < 100 23 (0.55) 20 (0.51) 1.20 (0.48-2.98)

TG ≥ 150 12 (0.10) 4 (0.05) 2.25 (0.69-7.29) TG < 150 20 (0.42) 16 (0.34) 1.32 (0.55-3.20)

HDL < 40 17 (0.12) 9 (0.08) 1.45 (0.61-3.45) HDL ≥ 40 13 (0.65) 16 (0.76) 0.12 (0.02-1.01)

Values are presented as no. of events (rate, %).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est. Adjustment for age, smoking, alcohol, exerci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G: fasting blood glucos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t: weight, PBF: percent body fat, WC: waist circumference.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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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을 평균 1.38년 추적 관찰한 결과 비만 지표(체중, 체

지방률,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 내의 변화라 해도 대사성 위험

인자(SBP, DBP, FBG, TG, HDL)가 변화함을 확인하였고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 감소군과 증가군

에서 대사성 위험인자의 변화량이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중이 감소할 때는 SBP, TG 감소 및 HDL증가가, 체지방

률이 감소할 때는 FBG, TG감소가 있었고 허리둘레가 감소할 

경우에는 FBG, TG감소 및 HDL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사

증후군의 기준으로 본 결과에서는 체지방이 감소할 때에 비

해 체지방이 증가할 때 공복혈당장애(FBG≥100)로 될 교차비

는 2.98였고, 반대로 체지방이 증가할 때에 비해 체지방이 감

소하면 공복혈당장애가 정상 혈당(FBG<100)이 될 교차비는 

3.22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정상 체중이면서 대사위험요인이 있는 

여러 결과를 보고하였고 체중, 체지방률 및 허리둘레가 증가

하는 경우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9,12-15)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변하면 혈압, 혈당, 지질 수치에 영

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범위 내에서도 유사한 경

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동일한 성인 남자를 

추적 관찰하여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만 

지표와 대사성 지표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좀 더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정상 

체중 및 정상 허리둘레를 가진 성인으로 한정하여 추적 관찰

한 것이다.9,12,13) 따라서 비만 관련 지표(체중, 허리둘레, BMI)

가 정상 범위 내의 변화에서도 여러 대사성 위험인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정상범위에 있다고 해서 그대

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 관련 지표(체중, 

허리둘레, BMI)가 정상 범위라도 좀더 낮추어 낮은 정상 범위

로 유지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지표

들이 좀더 증가하게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

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감소를 통해 낮은 정상범위를 유

지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최

소한 이 지표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더 증가하지는 않도

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망률에 관한 기존에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경우 사망률에 있어 큰 차이

가 없다.3,4) 하지만 체중, BMI, 허리 둘레 등의 비만 관련 지표가 

높은 정상으로 지속되는 군에서는 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비만 전단계에서 대사성 위험인자가 하나씩 많아지게 

되면 향후 대사 증후군으로 발전하는 등 잠재적인 위험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첫째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작위 조사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고 교란 변수 통제를 위해 많은 사례를 배제

하여 표본이 다소 감소하여 연구 대상 선정상의 비뚤림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집단 내에서 비만 지표 변화 정도에 

따른 대사성 위험인자의 변화를 보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추적 관찰 기간이 평균 

1.38년으로 비교적 짧아 비만 지표의 변화가 적을 수 있으나 

이는 나이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 하기 위해 1-2년으로 

추적 관찰 기간을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선

형회귀분석 및 대응분석 t-검정과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

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항목은 체중 변화율, 체지

방률 변화량, 허리둘레 변화율의 기준점을 단순히 증가, 감소

로 나누는데 따른 데이터 구조의 문제 때문으로 생각되고 표

본의 수를 크게 하거나 추적기간을 늘리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정상 혈압과 정상 혈당이었

으나 추적 관찰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생하여 투약을 시

작한 군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체지방 측정을 위해 사용

한 생체전기저항측정법은 단일 주파수에 의한 방법으로 수중

체중칭량법(under water weight)을 이용해 실제 측정한 체지방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16)   

본 연구를 통하여 비만 지표의 변화가 여러 대사성 위험인

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정상범위 내에서 체중, 체지

방률, 허리둘레의 변화도 대사성 위험인자의 수치를 변화시

킬 수 있다. 따라서 체중, 체지방률 및 허리둘레가 정상범위에 

속해 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 이러한 지표들이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도록 수

진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연구배경: 비만 지표(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

라도 낮은 정상과 높은 정상간에 대사 지표(혈압, 혈당, 지질)

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정상 체중 및 허리둘레를 지닌 성인

에서 비만 지표가 변할 때 대사 지표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1년 4월에서 2005년 2월까지 검진센터를 방문한 성

인 남자 중 1-2년 추적 전후에 정상 체중 및 허리둘레를 유지

한 3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적 전후 비만 지표 변화율과 

대사 지표 변화량과의 상관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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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만 지표 증가/감소군에서 대사 지표의 변화를 t-검정을 

통해 보았다. 초기에 대사 지표가 정상일 때 비만 지표 감소/

증가군에서 대사 지표가 비정상이 되는 교차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구했고, 반대로 초기에 대사 지표가 비정상

일 때 비만 지표 증가/감소군에서 대사 지표가 정상이 되는 교

차비를 구했다.

결과: 평균 추적은 1.38±0.32년이었고 체중 변화율은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DBP), 중성지방(TG), 고밀도 지단백

(HDL) 변화량과(P-value, 0.001, 0.03, 0.001, 0.01), BMI 변화량은 

SBP, DBP, 혈당(FBG), TG 변화량과(P-value, 0.02, 0.002, <0.001, 

0.03) 허리둘레 변화률은 FBG, TG, HDL 변화량과 유의한 상

관성이 있었다(P-value, 0.01, 0.01, 0.02). SBP, HDL은 체중 감소/

증가군에서(P-value, 0.04, <0.001), FBG은 체지방률 감소/증가

군에서(P-value, 0.01), FBG, TG는 허리둘레 감소/증가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value, 0.03, 0.03). 초기에 정상이었던 

각 대사지표 중에, FBG에 대해서만 체지방률 감소군에 비해 

증가군이 FBG≥100 될 교차비는 2.98였고(P-value, 0.02), 초기

에 비정상이었던 각 대사지표 중에도, FBG에 대해서만 체지

방률 증가군에 비해 감소군이 FBG<100 될 교차비는 3.22였다

(P-value, 0.02).  

결론: 정상 범위에서 비만 지표의 변화라도 대사 지표가 변할 

수 있으므로, 비만 지표가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심단어: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체지방률; 체중; 혈압; 혈

당;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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