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J Health Info Stat 2017;42(4):322-329 • https://doi.org/10.21032/jhis.2017.42.4.322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한국 성인 남성에서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및 혈액검사 지표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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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and Laboratory Variables in Relation to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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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Each of 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blood uric acid, leukocyte count, erythrocyte count, and calcium and other laboratory variables were
reported to be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Thus, more variables including the above are extensively examined together to verify the effect on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 male. Methods: A total of 889 male subjects who have undergone healthy volunteer screening from June 2011 to January 2016 for phase 1 clinical trial were analyzed. The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included blood pressure, fasting plasma glucose, triglyceride, highdensity lipoprotein (HDL) by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NHLBI, 2005), and body mass index (BMI) by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ACE, 2003). Heart rate, QTc interval, complete blood cell count, serum creatinine, uric acid, calcium,
AST, ALT, and alkaline phosphatase were included as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AS 9.4. Results: About 4.4% of subjects had at least 3 of 5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Age,
leukocyte count, erythrocyte count, AST, ALT, uric acid, and calcium were positive correlated (p < 0.05) with the count of satisfied metabolic syndrome
criteria among age, 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laboratory variables. Six variables-Age, erythrocyte count, uric acid, ALT, calcium, and leukocyte-were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count of satisfied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which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11%. Conclusions: The count of satisfied criteria for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as the age becomes older, which signifie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in the old age. Other variables such as erythrocyte, uric acid, ALT, calcium, leukocyte should be managed or monitored
more carefully to reduce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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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따르면 20세 이상의 한국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998년에 24.9%
에서 2007년에는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3], 이러한 유병률

대사증후군은 높은 혈압, 당대사 이상, 지질대상 이상, 복부 비만 등

증가로 인해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

의 건강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1] 심혈관 질환과 당뇨

지고 있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5가지 진단기준은 동반하여 발현되는

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 국민건강영양조사연구에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대사증후군 요소 중 한 가지에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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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교정함으로써 대사증후군

을 낮추고 위장관 안의 지방산과 결합하여 지방산의 흡수를 감소키시

의 예방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 발병을 막아야 한다. 즉, 대사증후군

며, 지방산을 배설시키는 작용에도 관여한다[31,32]. 일일 칼슘이나 유

으로 판정받기 전에 하나의 기준에라도 부합하는 경우 생활습관 평가,

제품 섭취량이 비만, 당대사장애, 혈압상승, 지질대사 장애 등과 음의

신체검사, 실험실검사를 시행하여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보고[33]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해당 문제를 치료하여 대사증후군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4] 보

대사증후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화학

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성의 경우

검사 중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ALT)는 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0대 0.9%, 30대 3.0%에서 60대 이상이 되면

슐린 저항성 및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감마 글루타밀 전이효

13.6%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하므로[5], 청장년층 성인 남성에서 한 개

소(gamma glutamyl transferase, GGT)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이상의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중재하

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4,35]. 일 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일반화학검사

는 것이 요구된다.

중 아스파르트산염 아미노전이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대사증후군의 관련 요인에 관한 한국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 시 심박수[6], QTc (corrected QT) 간격[7],

와 ALT 및 GGT의 비정상(정상 이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각각 1.17배, 1.73배, 2.14배로 유의하게 높았다[11].

혈중 요산 농도[8], 백혈구 수[9], 적혈구 수[9], 칼슘[10] 및 기타 혈액학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여성보다 남

적 변수[11] 각각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성에서 높고[11], 월경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러나 이런 변수들 각각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대사증후

미치므로[36] 이러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남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

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였으며, 한국 성인 남성(20-51세)을 대상으로 이들 관련 변수들을 포괄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대사증후군과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발병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

적으로 포함하여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및 혈액학적 지표가 대사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며, 높은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연구 방법

미치고,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2,13]. 최근 연구에는 대사증후군과 심전도상의
QTc 간격 연장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다[7,14,15]. QT 간격은 일

연구대상

반적으로 심박동수를 기준으로 교정한 QTc 간격을 사용하는데[7], 심

본 연구는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2011년 6월부터 2016년 1

실의 탈분극이 지연되면 QTc 간격이 연장되고 심실빈맥이나 치명적인

월까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60세

다형성 심실빈맥,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다[16]. 또한 QTc 간격의 연

이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상자수는 889명이었다.

장은 심인성 급사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7].
고요산혈증 또한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으며[18,19] 고인슐린증
[20,21], 비만[22], 당뇨[23,24]에 선행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다. 국내연구에서도 요산이 대사증후군 인자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은 Park and Park [11]의 연구를 참고하여 Amer-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5,26]. 또한 요산추이를 분석한 결

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37]에

과에 의하면 크레아티닌(creatinine)이 요산 농도 변화에 가장 중요한

서 제시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기준과 허리둘

인자라고 하였다[27,28].

레를 측정하지 않아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혈액학적 지표 중 백혈구와 적혈구 수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여러

[38]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비만 기준을 적

항목들과 관련이 있었으며, 대사증후군 기준을 충족시키는 항목의 수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체질량지수≥ 25 kg/m2, 수축기혈압 ≥

가 많을 수록 백혈구와 적혈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9] 이러

130 mmHg 또는 이완기혈압 ≥85 mmHg, 공복혈당 ≥100 mg/dL, 중성

한 백혈구와 적혈구 수의 증가는 인슐린 저항 상태와 관련된 것일 수

지방 ≥150 mg/dL, 고밀도콜레스테롤 <40 mg/dL이다.

있으며, 부분적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심혈관질환의 발생
이 높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대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30]. 일례로 칼슘은 중성지방

혈압측정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은 약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자동혈압기(Vital signs monitor 300 series, Beaverton Inc., USA)로 1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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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잔차 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Shapiro-Wilk test 결과에서 잔차의 등

공복혈당과 지질검사

대상자는 검사하기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후 채혈하였다. 일반화학검사로 공복혈당을 측정하였고, 지질검사로

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아 가중최소제곱법(weighted least squares)을 적
용하여 모형을 적합시켰다.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을 자동혈액화학분석기(AU5800,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검사에 사용된 시약은
혈당-GLUCOSE, 중성지방-TRIGLYCERIDE, 고밀도지질단백질-HDL-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로써 해당병원의 기
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2016-1006). 연구대

CHOLESTEROL이다.

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연구 자료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는 자동신장체중계(GL 150P, G-Tech Inc., Korea)를 사용

연구 결과

하여 신장과 체중을 측정한 후 체중(kg)÷(신장[m])2으로 계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현황

관련 변수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6.28 ±4.39세로,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안정 시 심박동수와 QTc간격

대상자는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12-lead ECG (MAC 5500 Resting

703명으로 79.1%이었다. 5가지 대사증후군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를 보

ECG Analysis System, GE Healthcare Beaverton Inc., USA)로 1회 측정

면, 대상자들의 평균 수축기혈압은 121.69 mmHg이었고, 130 mmHg

하였다. QTc 간격은 본 ECG Analysis System에 의해 Bazett 공식에 의

이상인 대상자는 130명으로 14.6%이었다. 평균 이완기혈압은 77.93

해 QT 간격/(R-R 간격) 으로 계산되었다.

mmHg이었고, 85 mmHg 이상인 대상자는 171명으로 19.2%이었다. 평

®

1/2

균 공복 시 혈당은 95.02 mg/dL이었으며, 공복 시 혈당이 100 mg/dL 이
혈액 검사

검사하기 전 최소 8시간 공복상태를 유지한 대상자에게 채혈하여

Table 1. Metabol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889)

측정하였다. 일반혈액검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혈액학분석기

Characteristics

(Sysmex XE-2100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화학혈액검사

Age (y)

로 혈청 크레아티닌, 요산, 칼슘을, 간기능 검사로는 AST, ALT, 알칼리
성 인산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 ALP)를 자동혈액화학분석기
(AU5800,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검사에
사용된 시약은 크레아티닌-CREATININE, 요산-URIC ACID, 칼슘CALCIUMoCPC, AST-AST, ALT-ALT, ALP-ALP이다.

자료분석
측정된 자료는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나이, 각 기준별 대사증후군 현황은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령 및 5가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따른 심박수 및 혈액검사 결과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으로 검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해당하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
수와 연령, 심박수 및 혈액검사 결과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심박수 및 혈액검사 결과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 검정 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회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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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29.9
30-39.9
≥ 40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SBP (mmHg)
< 130
≥ 130
DBP (mmHg)
< 85
≥ 85
FBS (mg/dL)
< 100
≥ 100
TG (mg/dL)
< 150
≥ 150
HDL-C (mg/dL)
< 40
≥ 40
BMI
< 25
≥ 25
Number of diagnostic criteria
0
of metabolic syndrome
1
2
3
4
5

n (%)

Mean ± SD

703 (79.1)
171 (19.2)
15 (1.7)

26.28 ± 4.39

759 (85.4)
130 (14.6)
718 (80.8)
171 (19.2)
702 (79.0)
187 (21.0)
804 (90.4)
85 (9.6)
50 (5.6)
839 (94.4)
733 (82.5)
156 (17.6)
397 (44.6)
316 (35.6)
137 (15.4)
33 (3.7)
5 (0.6)
1 (0.1)

121.69 ± 7.63
77.93 ± 7.06
95.02 ± 6.15
94.12 ± 44.19
56.06 ± 12.31
22.94 ± 1.93
0.80 ± 0.88

SD, standard devi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body mass index.

30세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11 msec 정도 유의하게 길었다. 백혈구 수치

는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질,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5), 혈압이 높은 군, 중성지방과 고밀도지질

단백질이 높은 군, 비만군에서 백혈구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적혈구

수치는 공복 시 혈당을 제외하고 연령,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

질,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40세

미만인 대상자, 혈압이 높은 군, 중성지방과 고밀도지질단백질이 높은

군, 비만군에서 적혈구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혈소판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따른 일반화학혈액검사 비교

AST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04),

비만군에서 AST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ALT는 중성지방 및 체질량

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1),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인 군과 비만군에서 ALT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ALP는

혈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01), 혈압이 높은

군에서 4.37 U/L 정도 유의하게 높았다. 요산은 혈압과 체질량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01), 혈압이 높은 군과 비

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칼슘은 혈압과 공복 시 혈당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p < 0.001), 혈압이 높은 군과 공복 시 혈당

100 mg/dL 이상인 군에서 칼슘이 유의하게 높았다. 혈청 크레아티닌

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3).

연령,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및 혈액검사 지표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의 상관관계

연령,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혈액학적 지표와 대사증후군 위험
0.91 (0.362)
-0.37 (0.712)

-0.46 (0.646)

-0.90 (0.366)

-0.70 (0.487)

9.07 ( < 0.001)
a<b

6.18 ± 1.43
6.18 ± 1.43
6.20 ± 1.39
6.26 ± 1.89
6.13 ± 1.37
6.33 ± 1.58
6.19 ± 1.44
6.14 ± 1.40
6.14 ± 1.39
6.59 ± 1.69
6.69 ± 1.40
6.15 ± 1.43
6.13 ± 1.43
6.42 ± 1.42

-2.61 (0.009)
-2.26 (0.024)

-2.39 (0.018)

0.42 (0.672)

-1.69 (0.090)

0.03 (0.966)

5.09± 0.31
5.09± 0.30a
5.10± 0.32a
4.73± 0.37b
5.07± 0.30
5.14± 0.33
5.08± 0.30
5.11± 0.34
5.07± 0.31
5.22± 0.32
5.20± 0.36
5.08± 0.31
5.08± 0.31
5.14± 0.31

Mean ± SD

-2.61 (0.009)
-2.30 (0.021)

-4.26 ( < 0.001)

-0.90 (0.368)

-2.96 (0.003)

9.99 ( < 0.001)
a> b

t or F (p)

t or F (p)
242.47 ± 43.37
241.76 ± 43.06 0.66 (0.515)
244.56 ± 43.16
252.13 ± 58.68
242.77 ± 42.74 0.33 (0.738)
241.67 ± 45.15
241.97 ± 43.16 -0.67 (0.504)
244.36 ± 44.23
242.25 ± 43.10 -0.46 (0.644)
244.54 ± 46.07
248.72 ± 46.55
242.10 ± 43.18 -1.05 (0.294)
242.87 ± 44.88 0.68 (0.497)
240.63 ± 35.53

Mean± SD

SD, standard deviation; HR, heart rate; QTc, corrected QT;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body mass index.

398.17 ± 19.85
396.76 ± 19.50a
403.03 ± 20.79a,b
408.47 ± 13.19b
397.88 ± 20.22
398.94 ± 18.79
397.86 ± 19.97
399.33 ± 19.41
398.07 ± 19.94
399.11 ± 19.07
395.68 ± 20.35
398.31 ± 19.82
398.05 ± 19.68
398.70 ± 20.65

t or F (p)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따른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및

63.06 ±9.21
62.93 ±9.27 0.30 (0.743)
63.54 ±8.96
63.20 ±9.41
62.63 ±9.19 -2.31 (0.021)
64.24 ±9.17
62.50 ±8.92 -3.27 (0.001)
65.13 ±9.97
63.07 ±9.30 0.14 (0.885)
62.91 ±8.27
62.96 ±8.84
63.07 ±9.23 0.08 (0.940)
63.14 ±9.12 0.56 (0.574)
62.68 ±9.62

Mean ± SD

상인 대상자는 187명으로 21.0%이었다. 평균 중성지방은 94.12 mg/dL

Total
Age (y) 20-29.9
30-39.9
≥40
BP
SBP< 130 and DBP <85
SBP≥ 130 or DBP≥85
FBS
<100
≥100
TG
<150
≥150
HDL-C <40
≥40
BMI
<25
≥25

t or F (p)

인 군에서 안정 시 심박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QTc는 연령에 따라 통

Mean ± SD

차이가 있어(p < 0.05), 혈압이 높은 군과 공복 시 혈당 100 mg/dL 이상

t or F (p)

안정 시 심박수는 혈압과 공복 시 혈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Mean ±SD

가지고 있는 경우는 4.4%이었다(Table 1).
Platelet (103 cells/μL)

156명으로 17.6%이었다. 5가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중 3가지 이상을

WBC (103 cells/μL)

자는 50명으로 5.6%이었다.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인 대상자 수는

QTc (msec)

평균 고밀도지질단백질 56.06 mg/dL이었으며, 40 mg/dL 미만인 대상

HR (beats/min)

이었고, 중성지방이 150 mg/dL 이상인 대상자는 85명으로 9.6%이었다.

Characteristics

일반혈액 검사 비교

RBC (106 cells/μL)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F = 9.07, p < 0.001), 40세 이상인 대상자가

Table 2. Comparison of 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and complete blood cell count by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n=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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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5.08

19.11±4.75

≥150

<150

≥100

<100

SBP≥130 or DBP≥85

≥25

<25

≥40

20.79±8.75

18.70±5.30 -2.87 (0.004)

19.12±6.17 1.17 (0.246)

18.30±4.70

19.85±4.24

18.99±6.26 -1.69 (0.094)

18.50 ±4.51

19.22 ±6.45 1.77 (0.077)

19.63 ±8.23

21.55±10.37

-4.91 (<0.001)

17.17±8.82
65.04±13.92

66.23±15.83

68.36±13.46
65.88±15.62

-1.04 (0.298)

19.26±9.43
17.86±9.24

68.01±14.14

65.81±15.64

-3.02 (0.002)

17.63 ±9.20
20.81 ±9.29

65.44±13.85

66.18±15.93

-0.23 (0.820)

17.90 ±9.39
18.07 ±8.73

69.23±15.18

18.57 ±9.54

72.00±18.40
64.86±15.47

18.20 ±7.58
17.71 ±9.14

-1.22 (0.222)

67.25±15.00

18.17±8.10

66.02±15.51
65.59±15.54

0.08 (0.927)

Mean±SD

17.88±9.55

t or F (p)

0.94 (0.347)

-1.10 (0.272)

-1.24 (0.213)

0.62 (0.535)

-3.74 (<0.001)

1.92 (0.146)

t or F (p)

ALP (U/L)

17.94±9.25

Mean ±SD

ALT (U/L)

0.93± 0.10

0.91± 0.11

-5.95 (<0.001)

5.91±1.10
6.49±1.18

0.92± 0.11

0.91± 0.10

0.91± 0.10

0.92± 0.11

0.91± 0.09

0.92± 0.11

0.93± 0.12

0.91± 0.10

0.91± 0.07

0.90± 0.10

0.92± 0.11

0.92± 0.11

Mean ± SD

-0.33 (0.739)

-0.97 (0.333)

0.40 (0.688)

-3.45 (< 0.001)

2.07 (0.126)

t or F (p)

9.13± 0.36
9.13± 0.36

9.13± 0.36
-1.75 (0.082)

9.08± 0.40

9.15± 0.33

9.12± 0.37

9.21± 0.39

9.10± 0.35

9.21± 0.39

9.10± 0.35

9.03± 0.36

9.10± 0.37

9.14± 0.36

9.13± 0.36

Mean ± SD

-0.07 (0.943)

1.01 (0.313)

-0.55 (0.579)

-3.58 (< 0.001)

-3.96 (< 0.001)

1.38 (0.252)

t or F (p)

Calcium (mg/dL)

0.50 (0.617)

0.06 (0.951)

0.90 (0.366)

-1.61 (0.108)

1.14 (0.319)

t or F (p)

Creatinine (mg/dL)

6.01±1.14

6.06±1.00

6.12±1.20

6.00±1.12

5.98±1.12

6.02±1.14

6.23±1.12

5.93±1.13

5.55±1.02

5.92±1.18

6.04±1.12

6.01±1.13

Mean±SD

Uric acid (mg/dL)

SD, standard deviatio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BP, blood pressure; FBS, fasting blood sugar;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BMI, body mass index.

BMI

t or F (p)

19.05±6.41 0.04 (0.963)

19.07±6.11

Mean±SD

AST (U/L)

SBP<130 and DBP<85 18.87 ±5.11 -1.34 (0.182)

≥40

30-39.9

20-29.9

HDL-C <40

TG

FBS

BP

Age
(y)

Total

Characteristics

Table 3. Comparison of blood chemistry by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n=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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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the number of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with
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and laboratory variables (n=889)
Dependent
variables

Age (y)
Resting heart rate
QTc interval
Complete blood
cell count

Blood chemistry

Variables

Variables

Intercept
Age (y)
RBC (106 cells/μL)
Uric acid (mg/dL)
ALT (U/L)
Calcium (mg/dL)
WBC (103 cells/μL)
F (p) = 17.50 ( <0.001)
R2 = 0.11
Adjusted R2 = 0.10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feature

HR (beats/min)
QTc (msec)
WBC (103 cells/μL)
RBC (106 cells/μL)
Platelet (103 cells/μL)
AST (U/L)
ALT (U/L)
ALP (U/L)
Uric acid (mg/dL)
Creatinine (mg/dL)
Calciuim (mg/dL)
r
p

0.17
0.08
0.03
0.11
0.17
0.01
0.07
0.14
0.06
0.15
0.03
0.12
< 0.001
0.014
0.401
0.001
< 0.001
0.751
0.045
< 0.001
0.054
< 0.001
0.302
< 0.001

HR, Heart rate; QTc, corrected QT; WBC, white blood cell; RBC, red blood
cell;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the number of risk factors of metabolic syndrome (n=889)
β
SE
t
p

-5.07
0.04
0.39
0.09
0.01
0.20
0.04
0.82
0.01
0.09
0.02
0.01
0.07
0.02
-6.18
5.97
4.27
3.81
3.06
2.55
1.99
< 0.001
< 0.001
< 0.001
< 0.001
0.002
0.010
0.046

SE, standard error; RBC, red blood cell;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WBC,
white blood cell.

요인 개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령, 백혈구 수, 적혈구 수,

AST, ALT, 요산 및 칼슘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0.05). 연령 및 적혈구 수의 상관계수

r= 0.17 (p < 0.001)로 가장 높았고, 요산의 상관계수가 r= 0.15 (p < 0.001)

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Table 4).

연령,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및 혈액검사 지표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

대상자의 연령, 안정 시 심박수, QTc 간격, 혈액학적 지표가 대사증

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요인들

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령, 적혈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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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산, ALT, 칼슘, 백혈구 수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유의한 영향 요인이

각 변인별로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령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었으며, 이들 6개 요인의 설명력은 11%이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개수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높아질수록 위험요인 개

유의하였다(p < 0.001) (Table 5).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를 기준으로 30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 교차비가 2.72배, 40대에서 4.08배, 50대에서 6.46배로 증가하였

고

찰

다는 연구[1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사증후군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4%로 대학병원 검진센터의 검

적혈구 수와 백혈구 수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유의한 변

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낮았다[9,11,39,40]. 이는 본 연

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적혈구 수나 백혈구 수가 대사증후군의 또

구의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임상시험 참

다른 구성 질환이 될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을 확인하는 지표로 잠재

여를 위해 모집되었다는 대상자의 제한성으로 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결과[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비만기준으로 체질량지수를 적용하여 허리둘레를

요산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고요산혈증의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

적용하였을 경우와 그 유병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도 있고[8], 본 연구의 대상자도 남자로 요산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

et al. [5]의 연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만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사증후군 위험요인의 개수가 늘어났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적용할 경우 여자에서 유병률이 높았고, 체질량지수를 적용한 경우 남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성인의 경우도 요

자에서 유병률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허리둘레를 비만기준

산 농도가 높을수록 향후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41]

으로 적용한다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추후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하여 요산농도에

그렇지만, Park et al. [5]은 환자 평가 시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수를 측

대한 중재가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하여 한 가지라도 복부비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비

또한 남성 대상자에서 ALT를 독립변수로 본 연구들의 경우 ALT 수

만인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허리둘레 및 체질량

치가 정상 이상인 군에서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지수 중 어느 한 가지만을 대사증후군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두

데[11,42], 본 연구에서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했을 때에도 ALT 수치

가지 모두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복부비만을 체질량지수만으로 평가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칼슘 농도가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 위

효과적인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허리둘레 및 체질량지수를

험요인 개수가 증가하였고, 칼슘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영향

모두 포함하여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저 칼슘 수치가 8.96 mg/dL 이

QTc 간격, 혈청 크레아틴 및 ALP를 제외하고 연령, 안정 시 심박수,

상인 군에서 기저 칼슘 수치가 8.70 mg/dL 이하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백혈구 수, 적혈구 수, AST, ALT, 요산 및 칼슘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대사증후군이 적게 발생하여 높은 칼슘 수치가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개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대사증후군 기준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43]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충족 항목의 수가 증가할수록 QTc 간격도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7]

대상자의 칼슘 수치가 평균 9.13 mg/dL이고 가장 낮은 군이 40대 이상

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Park et al. [7]의 연구에서는 평균 QTc 간

의 연령에서 9.03 mg/dL 정도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칼슘 수치가 높

격이 415.0 ±18.6 msec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QTc 간격보다 길었

은 군에 해당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일 칼슘 또

고, QTc 간격이 420 msec 이상으로 연장된 분율도 37.7%로 본 연구 대

는 유제품 섭취량이 비만, 당대사장애, 혈압상승, 지질대사 장애 등의

상자의 13.7%보다 높았다.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은 비교적 건강하여

인슐린 저항성 관련 인자들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는 보고[33]도

QTc 간격이 주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과 QTc 간

있고, 칼슘 수치의 변화량이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

격의 상관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반복

장[43]도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칼슘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

연구를 통해 재탐색이 필요하겠다. 크레아틴의 경우도 대부분의 대상

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자가 정상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되

본 연구에서처럼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며, ALP는 여성에서만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

들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본 연구는

하는 결과이다[11].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여러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적혈구 수,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

요산, ALT, 칼슘, 백혈구 수가 확인되었고, 이들로 인한 설명력은 11%이었다.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령 증가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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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가 증가하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사증

aged Koreans. Korean J Obes 2009;18(2):59-64 (Korean).

후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을 제외하

11. Park MK, Park JS.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re-

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가능한 변수로서

lated hematologic tests-a study of patients from one university-based

적혈구 수, 요산, ALT, 칼슘, 백혈구 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

physical examination and health promotion center. Korean J Health

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Promot Dis Prev 2009;9(3):213-221 (Korean).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12. Inoue T, Iseki K, Iseki C, Ohya Y, Kinjo K, Takishita S. Effect of heart
rate on the risk of developing metabolic syndrome. Hypertens Res
2009;32(9):801-806. Doi: 10.1038/hr.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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