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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의 군집으

로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공

복 혈당장애, 혈압상승과 같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

성적인 대사 장애이다[1,2].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발병 요인 중 하나로 알

려져 있으며[3],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전 세계

적으로 심혈관질환 비례사망률은 약 30%로 연간 약 1,750만 명에 달

하며[5], 대사증후군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은 건강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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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 높고, 당뇨 발생 위험은 3.5-5배 이상 높아 대사증후군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1,6].

미국의 연령보정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88-1994년 24.1%에서 

1999-2000년 27.0%로 증가하였고[7], 우리나라의 연령보정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2001년 29.2%, 2005년 30.4%, 2007년 31.3%로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8].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요인은 성별과 연령 외에도 운동부

족, 스트레스, 흡연, 부적절한 식사 등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생활습관에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

보면 Jung et al. [9]은 한국 성인에서 가족력이 있고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의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하였고, 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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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0]은 연령, 체질량지수 증가 및 흡연을 대사증후군의 독립적인 위

험인자로 제시하였으며, Kim and Yang [11]은 걷기 운동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인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농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 et al. [12]은 대사증후군집단이 정상집단보다 건강관

련 삶의 질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 EuroQol five dimension scale 

(EQ-5D), EuroQol-visual analogue scales (EQ-VAS)가 모두 낮게 나타났

으며, 대사증후군집단에서 과소수면이 더 많았다고 하였다. 

비만이나 복부비만뿐만 아니라 근육량 감소 또한 대사증후군 및 심

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대두되고 있다[13]. 근육량과 대사증후군에 관

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Ha [14]는 20세 이상 성인들 중 근감소증

군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으며, 

Park [15]은 40세 이상 성인들에서 근감소와 비만이 공존할 경우 대사

증후군 발생이 상승한다고 하였고, Kim [16]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상대적 근육량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위험도

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Kim [17]은 한국 성인들에서 규칙적인 걷기 비

참여와 체질량지수의 증가가 대사증후군 구성요인 및 발생위험을 높

인다고 하였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인자이며, 근육

량은 대사증후군 발병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뿐만 아니라 복부비

만,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공복 혈당장

애, 혈압상승 등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

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제5기 1, 2차년도(2010-2011)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제5기 1, 2차년도(2010-2011)에 시행된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참여하여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b-

sorptiometry, DXA)을 시행한 9,581명 중 20세 이상 성인 8,204명을 연

구대상자로 하였다. 종속변수인 대사증후군에 필요한 자료가 결측치

이거나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개인 소득 수준, 주관적인 건

강상태, 음주 상태, 흡연 상태, 규칙적 격렬한 운동여부, 규칙적 중등

도 운동여부, 규칙적 걷기 운동여부가 결측치인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제외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최종 분석대상자는 6,426명이

었다.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2001년 NCEP-ATP III [18]에서 제시한 기준

인 고중성지방혈증(triglyceride [TG]≥150 mg/dL),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남성: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40 

mg/dL, 여성: HDL-C< 50 mg/dL), 공복 혈당장애(fasting plasma glucose 

[FPG]≥100 mg/dL), 혈압상승(systolic blood pressure [SBP]≥130 mmHg 

또는 diastolic blood pressure [DBP]≥85 mmHg)을 적용하였고, 복부비

만은 2000년 WHO West Pacific Region [19]에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만에 대한 기준(남성: waist circumference [WC]≥ 90 cm, 여성: 

WC ≥80 cm)을 적용하였다.

위 5가지 구성요소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으며, 또한 각 연구대상자가 5가지 구성요소 중 몇 가지를 가

지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독립변수: 근육량

근육량은 DXA로 측정된 체지방검사를 활용하여 제지방량에서 골

량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사지 골격근 근육량(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은 사지(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의 근육량

을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상대적 근육량 평가를 위해 한국인에서 유

용하다고 보고된 body weight-adjusted ASM [20]인 ASM/total body 

weight (%)를 계산하였다.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변수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 

음주상태, 흡연상태, 규칙적 격렬한 운동여부, 규칙적 중등도 운동여

부, 규칙적 걷기 운동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기준으

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으로 구성하였고, 소득수준은 개인소득 사분위수를 사용하였으며, 주

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성된 

응답을 좋음, 보통, 나쁨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음주상태는 총 40점 만

점의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 점수를 WHO 기준에 따라 7점 이하 저위험음주, 8-15점 위험

음주, 16-19점 유해음주, 20점 이상 알코올의존으로 분류하였다[21]. 흡

연 상태는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비해당

으로 구성된 응답을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흡연으로 재범주화하였고, 

규칙적 격렬한 운동여부, 규칙적 중등도 운동여부, 규칙적 걷기 운동

여부는 일주일 5회 이상하고 1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를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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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는 경우를 아니요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표본설계를 고려한 복합표본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

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육량의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및 구성요소 수의 분포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복합표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육량과 대사증후

군 유병여부 및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은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육량의 차이

Table 1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육량의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에 따른 근육량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0.001), 규칙적 중등도 운동을 

하는 집단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근육량이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1), 규칙적 걷기 운동을 하는 집단이 운

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근육량이 많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 0.0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

Table 2는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0.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0.0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고(p< 0.001), 문제음주자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03),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

이 비흡연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높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 = 0.006). 그리고 규칙적 중등도 운동을 하는 집단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 = 0.023), 규칙

적 걷기 운동을 하는 집단이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유병률이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5).

Table 1. Mean difference of muscle mas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Variables n Mean±SD* p-value

Gender <0.001
   Male 3,051 323.30±1.46
   Female 3,375 252.55±1.50
Age (y) <0.001
   20-29 773 296.93±1.89
   30-39 1,458 292.42±1.65
   40-49 1,283 287.92±1.43
   50-59 1,264 283.38±1.39
   ≥60 1,648 278.98±1.85
Education 0.133
   ≤Elementary school 1,315 290.04±1.84
   Middle school 705 287.51±1.75
   High school 2,214 288.09±1.47
   ≥College 2,192 286.06±1.48
Income 0.461
   Low 1,564 289.10±1.66
   Middle-low 1,653 287.17±1.43
   Middle-high 1,606 287.98±1.48
   High 1,603 287.46±1.73
Perceived health status <0.001
   Good 2,299 292.15±1.43
   Neutral 2,982 287.43±1.42
   Poor 1,145 284.20±1.73
Drinking status 0.120
   Low risk 4,516 289.66±1.39
   Hazardous 710 287.19±1.51
   Harmful 801 287.22±2.00
   Alcohol-dependent 399 287.63±1.99
Smoking status 0.079
   Current-smoker 1,519 288.61±1.52
   Ex-smoker 1,451 286.20±1.65
   Non-smoker 3,456 288.96±1.49
Physical activity: severe 0.105
   Yes 403 287.37±1.97
   No 6,023 286.48±1.19
Physical activity: moderate 0.011
   Yes 679 290.11±1.79
   No 5,747 285.75±1.39
Physical activity: walking 0.043
   Yes 2,469 288.82±1.41
   No 3,957 287.04±1.45

SD, standard deviation.
*Values are presented ASM/total body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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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리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집단이 많았으며, 대사증후

군 구성요소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남성,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을수록,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 그리고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

지 않는 집단이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 및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

Table 4는 연구대상자들의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 및 구성

요소 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고려된 통제변수들을 모두 보

정하였을 때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와의 관련성은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0.97배(odds ratio [OR] = 0.97,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0.97-0.9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또한 고려된 통제변수들을 모두 보정하였을 때 근육량과 대사증

후군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도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구

성요소 중 1개를 경험할 위험은 0.98배(OR = 0.98, 95% CI = 0.98-0.99),  

2개를 경험할 위험은 0.97배(OR= 0.97, 95% CI = 0.97-0.97), 3개를 경험

할 위험은 0.96배(OR = 0.96, 95% CI = 0.96-0.97), 4개를 경험할 위험은 

0.95배(OR= 0.95, 95% CI = 0.95-0.96), 5개를 경험할 위험은 0.95배(OR=  

0.95, 95% CI = 0.94-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근

육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함

으로써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 음주상태, 흡연상태, 규칙적 중등도 운동여

부 및 규칙적 걷기 운동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의 분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인 건강상태, 음주상태, 흡연상태 및 

규칙적 걷기 운동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런 결

과는 성인에서 가족력이 있고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들에서 대사증후

군의 발생위험이 높고[9], 대사증후군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 EQ-5D, 

EQ-VAS가 정상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12], 대사증후군은 흡연 및 

알코올 섭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으며[22],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걷기 참여와 함께 체중조절을 병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17]와 일치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의 

경우는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수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삶의 질이 크게 낮았고 구성요소 수가 증가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의 분포

Table 3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가 1개 

이하인 경우는 여성,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

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문제음주 가능성이 낮을수록, 비흡연자 집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socio-demo-
graphics

Variables n
Metabolic syndrome

p-value
Yes (n=1,595) No (n=4,831)

Gender <0.001
   Male 3,051 841 (25.1) 2,210 (74.9)
   Female 3,375 754 (20.0) 2,621 (80.0)
Age (y) <0.001
   20-29 773 44 (6.1) 729 (93.9)
   30-39 1,458 182 (13.7) 1,276 (86.3)
   40-49 1,283 285 (24.0) 998 (76.0)
   50-59 1,264 410 (34.1) 854 (65.9)
   ≥60 1,648 674 (42.3) 974 (57.7)
Education <0.001
   ≤Elementary school 1,315 557 (40.9) 758 (59.1)
   Middle school 705 236 (33.7) 469 (66.3)
   High school 2,214 425 (17.5) 1,789 (82.5)
   ≥College 2,192 377 (17.3) 1,815 (82.7)
Income 0.289
   Low 1,564 413 (22.9) 1,151 (77.1)
   Middle-low 1,653 424 (24.3) 1,229 (75.7)
   Middle-high 1,606 400 (22.6) 1,206 (77.4)
   High 1,603 358 (20.8) 1,245 (79.2)
Perceived health status <0.001
   Good 2,299 498 (19.1) 1,801 (80.9)
   Neutral 2,982 691 (22.2) 2,291 (77.8)
   Poor 1,145 406 (32.1) 739 (67.9)
Drinking status 0.003
   Low risk 4,288 1,014 (21.1) 3,274 (78.9)
   Hazardous 1,328 338 (23.9) 990 (76.1)
   Harmful 411 118 (27.3) 293 (72.7)
   Alcohol-dependent 399 125 (28.0) 274 (72.0)
Smoking status 0.006
   Current-smoker 1,519 392 (24.2) 1,127 (75.8)
   Ex-smoker 1,451 406 (25.3) 1,045 (74.7)
   Non-smoker 3,456 797 (20.7) 2,659 (79.3)
Physical activity: severe 0.230
   Yes 403 87 (19.5) 316 (80.5)
   No 6,023 1,508 (22.9) 4,516 (77.1)
Physical activity: moderate 0.023
   Yes 679 160 (18.9) 519 (81.1)
   No 5,747 1,435 (23.2) 4,312 (76.8)
Physical activity: walking 0.005
   Yes 2,469 597 (20.6) 1,872 (79.4)
   No 3,957 998 (24.1) 2,959 (75.9)



Muscle Mass and Metabolic Syndrome Configurat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283

Table 3. Distribution of metabolic syndrome configura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s

Variables n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nfiguration

p-value
0 (n=1,696) 1 (n=1,752) 2 (n=1,383) 3 (n=973) 4 (n=475) 5 (n=147)

Gender <0.001
   Male 3,051 738 (27.8) 752 (25.3) 720 (21.8) 520 (16.0) 249 (7.2) 72 (1.8)
   Female 3,375 958 (31.2) 1,000 (29.9) 663 (18.8) 453 (11.9) 226 (6.3) 75 (1.8)
Age (y)  <0.001
   20-29 773 402 (51.2) 248 (31.6) 79 (11.1) 32 (4.3) 11 (1.7) 1 (0.0)
   30-39 1,458 580 (38.0) 442 (29.4) 254 (18.9) 120 (8.9) 46 (3.7) 16 (1.2)
   40-49 1,283 332 (25.4) 385 (28.3) 281 (22.3) 187 (16.2) 82 (6.6) 16 (1.3)
   50-59 1,264 201 (16.1) 316 (23.9) 337 (25.9) 255 (20.8) 110 (10.0) 45 (3.2)
   ≥60 1,648 181 (10.0) 361 (22.3) 432 (25.3) 379 (23.5) 226 (14.6) 69 (4.3)
Education <0.001
   ≤Elementary school 1,315 126 (10.9) 287 (22.8) 345 (25.4) 312 (22.4) 182 (13.9) 63 (4.6)
   Middle school 705 124 (18.7) 162 (21.1) 183 (26.5) 134 (19.3) 76 (11.6) 26 (2.8)
   High school 2,214 645 (32.8) 674 (30.0) 470 (19.7) 285 (11.8) 109 (4.4) 31 (1.2)
   ≥College 2,192 801 (36.9) 629 (28.6) 385 (17.2) 242 (11.4) 108 (4.9) 27 (1.0)
Income 0.026
   Low 1,564 397 (29.5) 422 (27.7) 332 (19.9) 255 (13.9) 116 (7.1) 42 (2.0)
   Middle-low 1,653 382 (24.3) 472 (29.3) 375 (22.0) 257 (15.5) 132 (7.3) 35 (1.5)
   Middle-high 1,606 439 (30.7) 427 (27.1) 340 (19.6) 240 (14.0) 125 (6.6) 35 (2.0)
   High 1,603 478 (33.7) 431 (25.6) 336 (20.0) 221 (12.9) 102 (6.1) 35 (1.8)
Perceived health status <0.001
   Good 2,299 698 (33.8) 648 (29.1) 455 (18.0) 325 (12.4) 134 (5.4) 39 (1.3)
   Neutral 2,982 792 (29.0) 823 (26.9) 676 (21.9) 430 (14.3) 200 (6.2) 61 (1.7)
   Poor 1,145 206 (20.8) 281 (25.7) 252 (21.4) 218 (17.2) 141 (11.6) 47 (3.3)
Drinking status 0.001
   Low risk 4,288 1,161 (30.5) 1,191 (28.5) 922 (19.9) 609 (12.7) 308 (6.5) 97 (1.8)
   Hazardous 1,328 373 (31.4) 344 (25.8) 273 (19.0) 211 (15.9) 94 (6.2) 33 (1.8)
   Harmful 411 88 (22.2) 110 (25.7) 95 (24.8) 66 (14.8) 43 (10.2) 9 (2.3)
   Alcohol-dependent 399 74 (21.0) 107 (26.6) 93 (24.4) 87 (18.7) 30 (7.9) 8 (1.3)
Smoking status <0.001
   Current-smoker 1,519 403 (28.8) 385 (25.0) 339 (21.9) 253 (15.7) 104 (6.6) 35 (2.0)
   Ex-smoker 1,451 321 (25.2) 358 (25.7) 366 (23.8) 242 (15.6) 129 (7.9) 35 (1.8)
   Non-smoker 3,456 972 (31.6) 1,009 (29.7) 678 (18.0) 478 (12.5) 242 (6.5) 77 (1.7)
Physical activity: severe 0.485
   Yes 403 131 (34.0) 91 (25.7) 94 (20.7) 57 (11.8) 24 (6.5) 6 (1.2)
   No 6,023 1,565 (29.1) 1,661 (27.6) 1,289 (20.4) 916 (14.3) 451 (6.8) 141 (1.9)
Physical activity: moderate  0.060
   Yes 679 187 (32.1) 173 (25.9) 159 (23.1) 91 (11.0) 46 (5.3) 23 (2.5)
   No 5,747 1,509 (29.1) 1,579 (27.7) 1,224 (20.1) 882 (14.5) 429 (7.0) 124 (1.7)
Physical activity: walking 0.002
   Yes 2,469 693 (32.3) 664 (27.7) 515 (19.4) 388 (13.5) 155 (5.6) 54 (1.5)
   No 3,957 1,003 (27.5) 1,088 (27.3) 868 (21.1) 585 (14.5) 320 (7.6) 93 (2.0)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muscle mass and metabolic syndrome and metabolic syndrome configuration

Variables Metabolic syndrome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nfiguration

0 vs. 1 0 vs. 2 0 vs. 3 0 vs. 4 0 vs. 5

Muscle mass 0.97 (0.97, 0.98) 0.98 (0.98, 0.99) 0.97 (0.97, 0.97) 0.96 (0.96, 0.97) 0.95 (0.95, 0.96) 0.95 (0.94, 0.95)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The odds ratio with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were estimated by logistic regression models accounted for complex samp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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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삶의 질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23]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와의 관련성은 고려된 통제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근육량이 1단위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0.97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구

성요소 수와의 관련성도 고려된 통제변수를 모두 보정하였을 때 근육

량이 1단위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1개를 경험할 위험은 

0.98배, 2개를 경험할 위험은 0.97배, 3개를 경험할 위험은 0.96배, 4개

를 경험할 위험은 0.95배, 5개를 경험할 위험은 0.95배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에서 근감소증은 대사증후군 유

병위험을 높이고[14], 중년 이후의 남성과 여성에서 근감소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이 상승하며[15], 성인 남

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근육량은 대사증후군 및 심

혈관계 위험인자의 위험도를 선형적으로 높인다[16]는 연구결과와도 

상응하였다. 

근육량의 감소는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며 체지방의 증가 특히 근육

내 지방축적은 근육의 단백질 대사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초

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24].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혈중 초저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 중성지방 증가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

롤 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25], 교감신경계의 과활성과 신장에서 나트

륨 저류를 유발하여 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26]. 이와 같이 근육량의 

감소는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각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추후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단면연구설계로 수행되어 근육량과 

대사증후군 간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골밀도 및 체지방검사가 제4기 2차(2008) 및 3차

(2009)와 제5기 1차(2010) 및 2차(2011)에서 시행되었으나 5기 자료만을 

분석함으로써 자료활용 측면과 근육량 측정에서 한국인에서 적합하

다고 보고[20]된 ASM/total body weight (%)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근력 등을 포함한 근육관련 추가지표의 부재로 인해 결과해석에서

도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여 근육량

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에서 근육량의 증가가 대사증후군 유병률 

감소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수의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근육량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근육은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향후 성인들의 근육

량 조절을 위한 규칙적인 식습관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

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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