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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에서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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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s important for health policies and 

clinical practice. The aim of study i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older than 65 years in general population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by gender.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prevalence of the abnormality of metabolic components by sex.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2007.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 persons over 65 years. We used data about demographics, chronic diseases, 

medications and blood laboratory results. 

Results: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n elderly women was 46.9%, 56.3% 

and 46.7%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criteria) respectively. In elderly men, 23.1%, 26.6% and 21.7% (IDF 

criteria).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by modified ATP III was 63.2% in elderly women and 41.7% in elderly 

men. The prevalence of thes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elderly other in men elderly (P < 0.001). The abnormality 

of HDL-C among the individual metabolic compon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elderly than in men elderly. 

The prevalence of HDL-C abnormality in women elderly reached 79.9%.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was higher in Korea than US and 

Europe, and higher among women elderly than men elderly. Recent increase in prevalence of these might be a public 

healt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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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심혈관계질환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망원인 중의 하

나이다.1) 국내에서도 경제발전과 더불어 심혈관계 질환이 증

가하고 있다.2) 비만은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

자이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3,4)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은 골관절염, 담낭질환 및 몇

몇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5,6)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

압, 이상지질혈증, 당불내성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상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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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103세까지 분포하였고 90%가 81세 이하였다. 성

별, 나이, 질환력과 약물 복용 여부의 자료는 조사자와의 인터

뷰를 통해 획득하였다.

신체계측은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내의

나 가벼운 옷에 검진가운을 착용하고 신발은 벗은 상태에서 

측정되었다. 신장측정은 선 채로 측정되었으며, 대상자의 양 

뒤꿈치, 엉덩이와 머리의 뒤통수를 신장계(SECA 225, SECA 

Deutschland, Hamburg, Germany)에 붙이고 무릎을 펴고 시선

은 정면을 보도록 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옆에서 소수점 한 자

리(0.1 cm)까지 측정되었다. 체중은 체중계의 영점 확인 후 체

중계(GL-6000-20, CAS KOREA, Seoul, Korea)의 눈금이 안정

될 때 소수점 한 자리(0.1 kg)까지 측정되었다. 허리둘레는 대

상자의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능선의 상단 부위의 중간

지점에서 대상자가 숨을 내쉰 상태에서 줄자(SECA 200, SECA 

Deutschland)를 이용하여 소수점 한 자리(0.1 cm)까지 측정되

었다.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누어 구하였다.

혈압은 측정 전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 팔둘레

에  적절한  압박대를  선택하여  오른팔에서  수은  혈압계

(Baumanometer, WA Baum Co., New York, USA)로 수축기 혈압

과 이완기 혈압을 30초 간격으로 3회 측정하였으며, 2차와 3차 

혈압의 평균값을 최종 혈압으로 하였다.

혈액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 상태를 확인 후 전주 정맥

(antecubital vein)에서 채취되었으며 적절한 검체처리 후 냉장 

보관되었고, 검체는 당일 중앙검사기관으로 우송하여 24시간 

이내에 검사가 진행되었다.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C은 자

동분석기(ADVIA 1650, Bayer, New York, USA)를 이용하여 분

석되었다.

3.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의 정의
비만의 정의는 국제비만대책위원회(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의 실무자 모임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Obesity and the Western Paci�c Region of WHO에서 제

시한 비만 기준(BMI 23.0-24.9 kg/m2은 과체중, 25.0 kg/m2 이

상은 비만)19,20)을 사용하였다. 

복부비만은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에서 제시한 절단점(≥90 cm in men and ≥85 cm in 

women for Korean)의 권고 사항21)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2005년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22)에서 제안한 

기준과 2001년 발표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 ATP III)의 기준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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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7,8) 대사증후군은 2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과 관

련이 있고,9,10)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모든 사망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11,12)

노인은 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이 높다.13,14) 노인에서 비만

이 증가한다는 증거들이 있다.15,16) 노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위

험이 더 높으며, 이는 노인들에서 대사이상의 유병률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17)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

하는 비율이 2000년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2009년 현재 10.7%이며 2018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18)

이처럼 국내 노인 인구와 심혈관계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에서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실태 파악과 관

리가 국가보건정책과 일차진료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국내의 

노인에 대한 비만, 복부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비만,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개별 대사 이상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2007년)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른 곳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18) 간략하

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007

년 7월에 시작되어 6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다단계 층화 표본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통

계청의 2005년 국가 인구 등록에 따라 100개 표본조사구를 추

출하여 2,3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

조사가 시행되었다. 만1세 이상의 6,456명이 연구대상이었으

며 4,594명(71.2%)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 65세 이상의 성인 7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변수
이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적 특성, 만성질환, 약물복용, 신

체계측과 혈액검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

로는 성별, 나이를 이용하였다. 만성질환에는 당뇨병, 고지혈

증, 그리고 고혈압이 선정되었다. 이들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여부도 포함하였다. 신체계측 변수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

압(BP)을 사용하였다. 혈액검사 자료에는 공복혈당(FPG), 중

성지방(TG),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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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L-C < 40 mg/dL (남성), < 50 mg/dL (여성) 또는 치료

제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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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고혈압 치료제 복용

4. 공복 혈당 100 mg/dL 또는 제2형 당뇨병 진단

AHA/NHLBI ATP III 2005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다음 

중 세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1. 허리둘레 ≥ 90 cm (남성) and ≥ 85 cm (여성) *대한비만

학회 권고안21)으로 수정

2.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치료제 복용

3. HDL-C < 40 mg/dL (남성), < 50 mg/dL (여성) 또는 치료

제 복용

4. 수축기 혈압 ≥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85mmHg 

또는 고혈압 치료제 복용

5. 공복 혈당 100 mg/dL 또는 당뇨병 치료제 복용

4. 통계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선택오류(selection bias)를 최

소화하기 위해 1차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층화변수 

및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여 유병률을 추정하였다. 변수는 평

균이나 비율±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

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만, 복부

비만, 대상증후군, 개별 대사 이상의 유병률의 차이를 보기 위

해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TATA ver. 

10.0 SE (Stata corporation, College Station, TX, USA)을 사용하였

Blood Institute (NHLBI)에서 업데이트한 ATP III 200523)의 진단 

기준 중 복부비만의 항목을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으로 수정해

서 사용하였다. 

IDF에서는 복부 비만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인종간에 따

라 특수한 절단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IDF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복부비만과 다음 대사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을 만

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1.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치료제 복용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sex.

 Men 

(n = 321)

Women 

(n = 457)
P-value

Age (ys)   71.6 ± 0.4   73.1 ± 0.5 0.004

Weight (kg)   61.4 ± 0.7   55.0 ± 0.5 <0.001

BMI (kg/m2)   22.9 ± 0.2   24.7 ± 0.2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4.2 ± 0.7   85.6 ± 0.8  0.343

Systolic BP (mmHg) 128.4 ± 1.4 131.4 ± 1.7 0.320

Diastolic BP (mmHg)   76.5 ± 0.7   75.6 ± 0.8 0.131

FPG (mg/dL) 100.8 ± 1.6 103.6 ± 1.9 0.809

Triglycerides (mg/dL) 135.2 ± 6.4 153.3 ± 5.4 0.036

HDL-cholesterol (mg/dL)   39.4 ± 0.8   40.4 ± 0.6 0.09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P-values were 

calculated by t-test.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Table 2. Weighted prevalence of the obesity, abdominal obesity, metabolic syndrome and abnormality of individual metabolic 

components.

 

 Men Women P-value

Obesity BMI ≥ 25.0 kg/m2 23.1 ± 2.7 46.9 ± 3.2 <0.001

Abdominal obesity WC ≥ 90 cm (M) / 85 cm (W) 26.6 ± 3.1 56.3 ± 3.4 <0.001

High triglycerides TG ≥ 150 or medication 40.1 ± 4.0 43.5 ± 3.2   0.488

Low HDL-C HDL-C < 40 (M) / 50 (W) or medication 53.6 ± 3.7 79.9 ± 3.3 <0.001

High BP BP ≥ 130/85 mmHg or medication 63.1 ± 3.2 69.4 ± 2.9   0.097

High FPG FPG ≥ 100 mg/dL or medication 43.7 ± 3.1 42.5 ± 3.0   0.748

Metabolic syndrome IDF criteria 21.7 ± 2.7 46.7 ± 3.4 <0.001

 Modified ATP III 2005 41.7 ± 3.3 63.2 ± 3.2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age ± standard error. P-values wer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BMI: body mass index,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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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있다. 참여자들

의 평균 나이는 남성이 71.6세, 여성은 73.1세였다. 나이와 체

질량지수가 남성 노인에서보다 여성 노인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P<0.001). 중성지방은 여성에서 높았으며(P=0.036),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HDL-C은 성별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는 가중치로 보정한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그

리고 개별대사이상의 유병률을 보여준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의 높은 유병률을 가

지고 있었다(P<0.001). 여성 노인의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은 각각 46.9%, 56.3%, 46.7% (IDF 기준)였고, 남성 

노인에서는 23.1%, 26.6%, 21.7% (IDF 기준)였다. 수정된 ATP 

III의 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1.7% (남), 63.2% (여)

였다. 개별대사이상의 유병률에서 성별간 차이를 보인 것은 

HDL-C이었다(P<0.001). 여성 노인은 HDL-C의 대사이상 유

병률이 79.9%에 달했다. 개별대사이상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유

병률을 보인 것은 혈압이상(남 63.1%, 여 69.4%)이었다.

Figure 1은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 국내 춘천지역의 75세 

이상의 노인, 2007년 65세 이상 노인의 유병률을 남녀별로 나

타낸 것이다. 미국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약 40%, 여성에서 

45%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비해, 국내 춘천지역에서는 남

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1.8%, 46.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1.7%, 46.7%로 여성이 더 높았다.

Figure 2는 국내 노인에서 개별대사이상의 유병률을 남녀

별로 나타낸 것이다. 65세 이상의 국내 노인 여성은 복부비만 

및 HDL콜레스테롤 이상의 유병률이 노인 남성에 비해 유의

하게 높게 관찰되었다.

고찰

본 연구에서 국내 노인은 높은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노인에서 더 높았다. 특히, 

국내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만 및 복

부비만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남성노인의 비만이 23.1%인데 

비해 여성 노인의 비만의 유병률은 46.9%였다. 남성 노인의 복

부비만 유병률이 26.6%인데 비해 여성 노인의 복부비만 유병

률은 56.3%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비만에서 성별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으며,24) 노인에서는 체질량지

수가 낮음에도 높은 복부둘레가 성인에 비해 더 많이 발견된

다.25)

국내 노인의 2002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ATP III의 진

단기준에 의하면 60-69세 남자가 22.9%, 여성은 40.4%였으

며 7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7.9%, 여성은 37.1%였다.2) 직접적

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2007년의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수정된 ATP III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41.7% (남) 63.2% (여)로 5년 사이에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 Prevalence (%) of the metabolic syndrome among elderly.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Korean NHANES.

Figure 2. Prevalence of abnormality of individual metabolic com-

ponents.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BP: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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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ATP II의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 차이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노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성별, 나이 그리고 인종에 따라 각 대사이상의 유병률이

나 상호작용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29)과 각 대사이상

의 연속변수들 대한 절단점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다는 것

이다.30)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ATP III와 IDF의 정의가 가장 많

이 사용되지만 다른 여러 가지(NCEP ATP III 2005, IDF 2005, 

European Group for the Study of Insulin Resistance 1999, WHO 

1999,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2003)22,23)

정의가 존재하여 연구들간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국제보건기구가 권고한 BMI로 비만을 진단하였다. 체질

량지수는 운동선수와 같이 근육량이 많거나, 연령이 너무 적

거나 노인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대사증후군은 ATP III와 IDF의 권고에 따라 정의하였

다. IDF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노인에 있어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질병이환 및 약물복용여부

가 자가보고 설문형식이므로 실제의 진단 및 처치 여부와 다

를 수 있다. 넷째, 개별 대사이상 여부를 1회의 혈액검사를 결

과를 근거로 삼았으므로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노인에서 비만, 복

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 노인

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국내 노인의 대사증후군 증가는 복부

비만, 혈압, 그리고 HDL이상이 주된 요인이었으며, 특히나 여

성 노인의 대사증후군에서는 비만뿐 아니라 HDL이상의 영향

이 컸다. 노인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

증후군은 보건정책과 임상진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

이다. 그러나, 국내에 확립된 진단 기준이 없어 노인의 비만, 복

부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정책 결정, 연구, 임상적용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노인에서 이 질환들의 진단 기준에 

대한 추후 연구 및 국내 노인 여성에서 높은 HDL이상과 대사

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요약

연구배경:  노인에서의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에 대한 추정은 국가보건정책과 임상진료에 중요한 자료이

다. 그러나 국내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추정하고 각 대사 

이상 요소의 유병률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미국의 the �ird NHANES (1988-1994)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에서 ATP III의 진단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은 42.0%였다.26) 프랑스의 1999-2002년의 70세 이상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ATP III의 진단기준에 의하면 남성 12.5%, 여

성은 11.3%로 조사되었다.27) ATP III의 진단기준을 사용한 이

탈리아의 2005년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에서 대사증후군 유병

률이 25%였다.28)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국내에 여성 노인에서의 대

사증후군 유병률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국내외

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2002년 JAMA의 논문 자료에

서는 70세 이상의 미국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남성

에 비해 다소 높았다.26) 2006년 춘천 지역의 노년연구결과에서

도 여성 노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46.2-47.4%)이 남성 노인

(21.8-27.2%)에 비해 거의 두 배 높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

국의 경우 여성에서 복부비만이 더 많아지기 때문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남녀간 복부비만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발견된 국내 노인 대사증후군의 두번째 특징

은 여성에서 혈중 HDL 이상의 유병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다. 이러한 현상도 복부비만과 더불어 국내 여성 노인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의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국내 노인에서 HDL의 이상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와 같은 

현상을 기술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한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국내 노인의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남녀 노인 모두에서 

IDF의 진단기준을 적용할 때 보다 ATP III의 기준을 적용 시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다. 이는 IDF 진단기준에서는 대사증

후군 진단에 복부비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노

인에서는 HDL 이상과 혈압이상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ATP III

의 진단기준을 적용할 때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진단기준에 따라 남성의 경우 2배(41.7%, 21.7%), 여성의 경우 

1.5배(63.1%, 46.7%)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인에서의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진단 자체의 정확성

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유병률 추정에 어려움이 따르

게 된다. 

이와 같은 국내 노인에서의 대사증후군 남녀차이에 대한 

본 연구진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여성 노인은 폐경 후에 지질

대사를 비롯한 각종 대사장애가 빈발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국내 노인에 적합

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에 있을 수 있다. 즉 국내 여성 

노인에서 특히 HDL의 비중이 큰데 이것은 외국에 비해 비만

이나 복부비만이 상대적으로 적어 진단기준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았으며, 복부비만이 필수적인 IDF의 진단기준과 그렇



Juwon Lim, et al: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Elderly in General Population 임주원 외 : 한국 노인에서 비만,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Juwon Lim, et al: The Prevalence of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Elderly in General Population

Vol. 32, No. 2 Feb 2011  |  133가정의학회지

Lancet 2005;365:1415-28. 

9. Isomaa B, Almgren P, Tuomi T, Forsen B, Lahti K, Nissen M, et 

al.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associat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Diabetes Care 2001;24:683-9.

10. Valantine H, Rickenbacker P, Kemna M, Hunt S, Chen YD, 

Reaven G, et al. Metabolic abnormalities characteristic of 

dysmetabolic syndrome predict the development of transplant 

coronary artery disease: a prospective study. Circulation 2001; 

103:2144-52. 

11. Haffner SM, Valdez RA, Hazuda HP, Mitchell BD, Morales 

PA, Stern MP. Prospective analysis of the insulin-resistance 

syndrome (syndrome X). Diabetes 1992;41:715-22.

12. Trevisan M, Liu J, Bahsas FB, Menotti A. Syndrome X and 

mortality: a population-based study. Risk Factor and Life 

Expectancy Research Group. Am J Epidemiol 1998;148:958-66. 

13. Shlipak MG, Sarnak MJ, Katz R, Fried LF, Seliger SL, Newman 

AB, et al. Cystatin C and the risk of death and cardiovascular 

events among elderly persons. N Engl J Med 2005;352:2049-60. 

14. Trifiro G, Alacqua M, Corrao S, Tari M, Arcoraci V. Statins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events in elderly 

patients: a picture from clinical practice without strong evidence 

from clinical trials. J Am Geriatr Soc 2008;56:175-7. 

15. Burke GL, Arnold AM, Bild DE, Cushman M, Fried LP, 

Newman A,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y aging: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 J Am Geriatr Soc 2001;49:254-62. 

16. Sundquist K, Qvist J, Johansson SE, Sundquist J. Increasing 

trends of obesity in Sweden between 1996/97 and 2000/01.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004;28:254-61. 

17. Dominguez LJ, Barbagallo M. The cardiometabolic syndrome 

and sarcopenic obesity in older persons. J Cardiometab Syndr 

2007;2:183-9. 

18.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Internet]. Daejeon: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ce; c1996-2009 [cited 2009 Nov 11]. Available from: h�p://

www.kosis.kr/eng/.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Obesity: preventing and managing 

the global epidemic. Report of a WHO convention, Geneva, 

1999. WHO technical report series 894.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20. Perry HM Jr, Erlanger MW. Metal-induced hypertension 

following chronic feeding of low doses of cadmium and mercury. 

J Lab Clin Med 1974;83:541-7.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회 인구적 특성, 만성

질환, 약물복용, 신체계측과 혈액검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여성 노인의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은 각각 46.9%, 56.3%, 46.7% (IDF 기준)였고, 남성 노인에서

는 23.1%, 26.6%, 21.7% (IDF 기준)였다. 수정된 ATP III의 기

준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1.7% (남), 63.2% (여)였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모두에서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었다(P<0.001). 개별 대사 

이상의 유병률에서 성별간 차이를 보인 것은 HDL-C이었다

(P<0.001). 여성 노인은 HDL-C의 대사이상 유병률이 79.9%에 

달했다. 개별 대사 이상 중에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

은 혈압이상(남 63.1%, 여 69.4%)이었다.

결론: 우리나라 노인의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높았고,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더 높았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과 임상진료에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중심단어: 비만;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유병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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