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말말초초초혈혈혈액액액 내내내 백백백혈혈혈구구구 수수수와와와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연연연구구구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역역역학학학통통통계계계학학학과과과
전전전 찬찬찬 인인인



      말초혈액 말초혈액 말초혈액 말초혈액 내 내 내 내 백혈구 백혈구 백혈구 백혈구 수와 수와 수와 수와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관련성 관련성 관련성 연구연구연구연구

        지지지도도도 지지지 선선선 하하하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보보보건건건학학학석석석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666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역역역학학학통통통계계계학학학과과과
전전전 찬찬찬 인인인



전찬인의 전찬인의 전찬인의 전찬인의 석사 석사 석사 석사 학위 학위 학위 학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인준함인준함인준함인준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보보보건건건대대대학학학원원원
역역역학학학통통통계계계학학학과과과

222000000666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을 전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
다.
먼저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 지선하 교

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바쁘신 와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자상한 배려로 이끌어
주신 선영규 과장님,남정모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늘 큰 힘이 되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혜련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논문 자료정리에 도움을 주신 허철 선생님,
안효준 선생님,유종하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언제나 옆에서 큰 도움을 준 영진,미
옥,선미,진영,대현 선생님,정준 선생님을 비롯한 나의 소중한 직장 동료 여러분께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학원 생활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었던 동기들-고승

일,나경인,박수진,이재정 ,황영은,김준경 ,조선동 ,조원주 ,김태우,정일만 선생
님에게도 감사드리며,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사랑과 기도로 격려와 아낌없는 후원을 다해주시는 사랑하는 부

모님과 소중한 가족들,마음속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희언니부부,경화에게도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07년 1월
전 찬 인 올림



- i -

차 례

국문요약···································································································································v
Ⅰ.서 론································································································································1
1.연구의 필요성················································································································1
2.연구의 목적····················································································································3

Ⅱ.이론적 배경······················································································································4
1.대사증후군의 정의········································································································4
2.대사증후군 유병률········································································································5
3.대사증후군 원인 및 발생기전····················································································6

Ⅲ.연구방법····························································································································8
1.연구 대상························································································································8
2.자료 수집방법················································································································8
3.연구의 틀······················································································································10
4.자료 분석방법··············································································································11

Ⅳ.연구결과··························································································································12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2
2.연구관련 요소의 대사증후군 유병률······································································15
3.증가된 백혈구 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요소와의 관련요인 분석······················22
4.백혈구 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위험도································································28
5.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분석················································31

Ⅴ.고 찰······························································································································37
Ⅵ.결 론······························································································································41
참고문헌·································································································································43
영문초록·································································································································47



- ii -

표 차 례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contineousvariables)··········13
Table2.General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categoryvariables)··············14
Table3.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sexandage·················16
Table4.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

Whitebloodcellcount······················································································17
Table5.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

bygeneralcharacteristics··················································································18
Table6.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life-style························21
Table7.Characteristicsofparticipatedsubject,accordingto

whitebloodcellcount(male)·········································································24
Table8.Characteristicsofparticipatedsubject,accordingto

whitebloodcellcount(female)······································································25
Table9.OddsRatioand95% ConfidenceIntervalsofWBC

level(>=6.8×103/ul) ineachvariables(male)···············································27
Table10.OddsRatioand95% ConfidenceIntervalsofWBC

level(>=6.8×103/ul) ineachvariables(female)·········································27
Table11.OddsRatioand95% ConfidenceIntervalsofage

levelineachmetabolicsyndrome(male,female)·····································28
Table12.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male)············································································30
Table13.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female)········································································30
Table14.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andwhitebloodcellsubtype(male)··················32



- iii -

Table15.Theresultsofmul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andwhitebloodcellsubtype(female)·············33

Table16.Theresultofmul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andwhitebloodcellsubtype(male)··················35
(WBCcontrolbyresidualmethod)

Table17.Theresultofmultiplelogisticregressionofthe
metabolicsyndromeandwhitebloodcellsubtype(female)···············36
(WBCcontrolbyresidualmethod)



- iv -

그 림 차 례

Figure1.연구의 틀············································································································10
Figure2.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sexandage···············16
Figure3.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

whitebloodcellcount·····················································································17
Figure4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educationlevel···········19
Figure5.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religion························19
Figure6.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monthlyincome········20
Figure7.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smokingstatus··········21
Figure8.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drinking······················22
Figure9.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exercise························22

 



- v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산 소재의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백
혈구 수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이다.사회적 환경인자인 흡연,
음주,운동,교육수준,월수입 등의 변인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백혈구 감별계
산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연구를 시행하여,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
라서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를 밝히고 대사증후군 발병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일산 소재 종합병원
한 기관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12,510명 중 30세 이상의 성인 8,517명
(남성 5,117명,여성 3,0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신체 계측치(신장,체중,혈압),
혈액검사(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공복시 혈당,백혈구 수)의 수치가 누락되거
나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자,급성 질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혈압 약,당
뇨 약을 복용하는 고혈압,당뇨자의 경우는 연구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통하여 음주,흡연,운동,교육수준,월수입 등을 조사하
였고,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공복시 혈당,백혈구 수
등을 측정하여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살폈다.신체계측으로는 체질량지수,신장,
체중,혈압 등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8.0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대사증후군 유병률(有病率,

prevalencerate)은 Chi-sqaure검정을 시행하였고,백혈구 수 및 백혈구 감별계산
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은 나이,흡연 등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Logistics)회귀분
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성이 24.55%,여성은 11.38%로 나타났으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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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별 유병률은 남성은 50대에서,여성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리
고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백혈구 수가 증가됨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 요소 분석결과는 남성의 경

우 정상인의 위험도를 1.0으로 했을 때,중성지방의 교차비가 1.977(1.770-2.210),체
질량지수 1.396(1.257-1.551),고혈압 1.353(1.218-1.504),공복시 혈당 1.196(1.017-
1.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5).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공복시 혈당의 교차비가

2.080(1.564-2.767), 중성지방 1.800(1.465-2.212), 체질량지수 1.538(1.317-1.798),
HDL-콜레스테롤 1.413(1.185-1.686),고혈압 1.272(1.085-1.491)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증가된 백혈구 수 (≧6.8×103/ul)와 공복시 혈당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
다.(P<0.05)
셋째,대사증후군과 백혈구 수와의 로지스틱(Logistics)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았다.
넷째,대사증후군과 백혈구 감별계산과의 로지스틱(Logistics)회귀분석의 결과

먼저,연령과 흡연을 보정한 후의 결과는 남성은 호중구 (Segmentedneutrophil),
림프구 (Lymphocyte),단핵백혈구 (Monocyte),호산성백혈구 (Eosinophil),호염기
성백혈구(Basophil)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여성의 경우는 호중구 (Segmentedneutrophil),림프구 (Lymphocyte)는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고,단핵백혈구(Monocyte),호산성
백혈구 (Eosinophil),호염기성백혈구 (Basophil)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백혈구 감별계산은 총 백혈구 수에 영향
을 받으므로 연령과 흡연이외에 총 백혈구 수를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남,여 모두 림프구 (Lymphocyte)수가 증가 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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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식습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임열리 등,2003)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대사증후군이란 1988년 Reaven이 SyndromeX 라 명명하였던 증후군으로
(ReavenGM,1988),한 개인에게 비만,당 대사이상,이상 지질 혈증 및 고혈압
등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들이 군집되어 나타나는 것이며,이에 동반되
는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한다 (CaryDF,1990;Ferrantis2002).
대사증후군은 2001년 미국에서 발표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NCEP-ATP

Ⅲ)에서 5가지 관상동맥 위험 인자중 3가지 이상을 가질 때로 정의하였으며(Adult
treatmentpanelⅢ,2001),국내에서도 비만인구가 늘어가면서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은 남성 14.2%,여성 17.7%로 나타난 바 있으며(박혜순 등,2004),이 수치는 점
차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대사증후군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이환률 및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Maliks,2004).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및 비만의 병태 생리가 만성 염증과 관련되

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HakAE,2001;FordES,2003).백혈구는 만성염증 상
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백혈구 수가 비록 정상범위일지라도 그 수의 증가
는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JohnWG등 1991;
WeijenbergMP등 1996).또한 백혈구 수의 증가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대
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MattiM등,
1992).
그러나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의 각 대사이상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사회,환경인자인 흡연,음주,운동,교육수준,월수입 정도 등과의 관련성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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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연구가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산 소재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타 수검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미비하였던 생활습관의 설문지 조사와 병행하여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
군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연구하여,백혈구 수가 대사증후군 발생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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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경기도 고양시 일산 소재 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를 대상
으로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 요소와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관련된 요인을 분
석하고자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각각의 변수들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알아본다.
셋째,백혈구 상승에 따른 대사증후군 요소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넷째,대사증후군 여부와 백혈구 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다섯째,대사증후군 여부와 백혈구 감별계산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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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998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인자들의 원인으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슐린 저항성증후군을 대신하여 대사증후군으로 명
명하였으며,고혈압,지질대사이상,비만,미세 단백뇨증,당뇨병,내당능장애를 구
성인자로 포함하였다 (AlbertKGMM etal.,1998).
대사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기준은 각 지역별,인종별로 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2001년도 미국의 NationalCholesterolEducationProgram AdultTreatment

PanelⅢ (NCEPATPⅢ)에서는 복부비만의 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사용하며 남자
102cm (40inch),여자 88cm (35inch)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중성지방 150mg/dl
이상,HDL-콜레스테롤은 남자 40mg/dl,여자 50mg/dl미만,혈압130/85mmHg
이상,공복혈당 110mg/dl이상의 기준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한다.그러나 수정된 NCEPATPⅢ에서는 허리둘레만을 남자 90cm,여자
80cm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을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 (WHO,1998)의 기준에 의한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 혹은 HOMA (HomeostasisModelAssessment)인슐린 저항 중 1가지
이상으로 정의되는 인슐린저항성이 있고 혈압이 140/90mmHg이나 항 고혈압 약
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중성지방 150mg/dl(1.7mmol/L),HDL-콜레스테롤이
남자는 35mg/dl(0.9mmol/L),여자 39mg/dl(1.0mmol/L),체질량지수 >25
kg/m2혹은 허리둔부비가 남자 90cm,여자 85cm인 경우,소변의 알부민 배설
율이 20μg/min혹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가 30mg/g을 기준으로 미세알부민뇨
가 있는 경우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2004년 WHO의 서태평양 지부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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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가 25kg/m2을 기준으로 비만을 정의하였으며 허리둘레가 남자 90
cm,여자 80cm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222...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유유유병병병률률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NCEP-ATPⅢ의 정의에 따른 미국의 NHANESⅢ
(TheThirdNationalHealthandNutritionExaminationSurvey)에서 전체 23.7%
(남성 24.0%,여성 23.4%)로 보고되었다 (FordESetal.,2002).
APC(Asia-pacificcriteria;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만에 대한 기준)는 2000년
WHO WestPacificRegion에서 발표하였으며,아시아인의 특성에 따라 허리둘레
(남성 90cm 이상,여성 80cm 이상),체질량지수(남,여 25kg/m2)로 제시되었다.
아시아인에서 비만의 유병률은 서구의 유럽인에서보다 낮게 보고되어 있지만,아
시아인의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은 유럽인보다 낮은 체질량지수에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인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MetabolicSyndrome기준의 적용
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ATPⅢ 기준 허리둘레 남성 40inch이상,여자 35inch
이상)(WesternPacificRegionalOfficeoftheWHO,2000).

우리나라의 경우 대사 이상 항목은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복부 비만의
기준이 서양인과 다른 것을 고려하여 동양인에서의 복부 비만 기준인 남자 >90
cm,여자 >80cm을 적용했을 때,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 1998에서 대사증후군
의 연령 보정 유병률이 성인 남자 20.1%,여자 23.9%로 나타났다(오상우 등,2005).
혈압,혈당,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유의하게 그 빈도가

높았지만,복부비만,HDL-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유의하
게 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사 이상의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혹은 2
개 이상인 경우는 남,녀간 유병률에 차이가 없었지만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 및
4개 이상 혹은 5개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상우등,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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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대사증후군의 빈도를 보면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남자에서는 40∼50대를 기점으로 정점를 형성
하며,60,70대에서 40,50대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사증후군이 40대까지는 남자에서 여자보다 그 빈도가 높지만 50대 이후에는

여자에서 남자보다 그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기 시작해 60대,70대에는 여
자에서 남자보다 약 2배 이 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원원원인인인 및및및 발발발생생생기기기전전전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 또는 고 인슐린 혈증이다 (DeFonzoRA
etal.,1991;FerranniniEetal.,1991;HaffnerSetal.,1992;ZimmetPZ,1992).
인슐린 저항성은 기본적으로 환경적 및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전자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가족력 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뇌졸증,비만,심혈관질환 등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만과 운동 부족이

개개인에 따라 각기 25%씩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작용함이 알려져 있으며 스
트레스,과식,과음 등도 중요한 환경인자로 생각된다.여기서의 비만은 키와 몸무
게로 판단하는 단순 비만 보다는 복부비만(중심성,내장형)이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의 발생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TNF--α나 IL-6와 같

은 염증전구물질과의 관련성이 연구되면서 염증 반응이 그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FordES,2003).
전 염증성 시토카인의 하나인 IL-6는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이러한 분비는 비만한 사람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더욱이 IL-6는 식후
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염증은 내피세포의 기능을 변형시켜
서 산화질소와 프로스타사이클린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피세포의 혈관 확
장 기능,항혈전 기능,항 죽종형성 기능을 잃게 한다.추가로 자극된 백혈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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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떨어져 혈관내피세포에 부착하려는 경향이 커져 모세혈관에 백혈구 증
가증이 생기고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백혈구는 시토카인에 의해 증가하므로 증가
된 백혈구 수는 무증상의 염증반응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VallanceP,
1997)
백혈구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나이,흡연량,알코올 섭취량,그리고

급성질환의 발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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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일산 소재 종합병원 한 기관의 건강
검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12,510명 가운데 신체 계측치(신장,체중,혈압),혈액검
사(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공복시 혈당,백혈구 수)수치가 누락되거나 설문지
를 작성하지 않은자,급성 질환자는 연구에서 제외 시켰고,30세 이상의 성인
8,517명(남성 5,117명,여성 3,0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압 약,당뇨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고혈압,당뇨자로 포함시켰다.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측측측정정정

1)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계측에는 신장,체중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기관의 계측원칙에 의거하여 가운을 입힌 채로 측정하였다.계측 시에는
신체계측장비 (Inbody,Biospace,Korea)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산출하
고자 하였다.
각각의 비만도는 신체 계측치를 이용한 체질량지수로 나타내었다.체질량지수

는 체중 (kg)을 신장 (m)을 제곱한 수치로 나눈 값이다.
혈압 측정시는 맥박측정과 팔둘레 측정치에 맞는 커프 사이즈를 선택하였으며,

1차 혈압 후 5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2차 혈압을 측정하여,평균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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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혈액검사
혈액은 공복시간 준수 및 채혈 전 유의사항을 채혈 전날 본인에게 통보,설명

하였으며 공복시간을 확인한 후 채혈을 실시하였다.
Totalcholesterol,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공복시 혈당은 Hitachi747

(Hitachi,Tokyo,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백혈구 수는 XE-2100 (Sysmex,
kobe,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백백백혈혈혈구구구 수수수는는는 연구대상자의 백혈구 수의 분포를 분석한 후 누적 백분율에 따라
사분위로 나눈 기준은
1)4.7×10³/ul 미만
2)4.7~5.6×10³/ul
3)5.7~6.7×10³/ul
4)6.8×10³/ul이상으로,4분위에 해당하는 6.8×10³/ul이상의 경우를 증가된 백

혈구 수로 정의한다.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정정정의의의는 2001년 새로 개정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에 적용하
였으며,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체질량지수:≧ 25kg/m2
2)고혈압:≧ 130/85mmHg
3)중성지방:≧ 150mg/dL
4)HDL-콜레스테롤:남자:<40mg/dL,여자:<50mg/dL
5)공복시혈당:≧ 11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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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이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백혈구(4분위)                              대사증후군

                                               

                                            체질량지수: ≧25 kg/m2   

  <4.7×10³/μl                              고혈압: ≧130/85mmHg 

  4.7-5.6×10³/μl         ANOVA TEST     중성지방: ≧150 mg/dL 

  5.7-6.7×10³/μl          → HDL-콜레스테롤:
 ≧6.8×10³/μl 로지스틱 회귀분석       남자<40 mg/dL,

                                               여자<50 mg/dL

       공복시 혈당: 110 mg/dL

Chi-sqaure검정↖↘ ↗
생활습관                    

일반적 특성
흡연, 알코올섭취, 운동, 성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Figure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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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1)연구대상의 기본적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2)대사증후군의 성,연령 및 모든 측정치의 유병률은 Chi-sqaure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3)백혈구 사분위에 대한 연구 대상의 평균의 차이는 ANOVA test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4)증가된 백혈구 수에 대하여 대사증후군의 각 항목의 유무에 따른 교차비와
대사증후군의 군집에 따른 교차비는 연령 및 흡연 등을 보정한 후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시하였다.분석으로,
SAS8.0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5)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 군집에 따른 교차비는 연령,흡연 및 총 백혈
구 수를 보정한 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95% 신뢰구간과 함께
제시하였다.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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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8,517명으로 남성이 5,117명,여성이 3,040명이었고,연

령은 30세부터 87세에 걸쳐 분포하였으며,남성의 평균연령은 44.49±9.28세,여성
이 44.84±10.19세였다.체질량지수는 남성이 평균 24.67±2.89kg/m2,여성이 평균
23.12±3.15kg/m2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Systolicblood pressure는
남성이 126.73±15.21mmHg,여성이 119.13±16.69mmHg로 나타났으며,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Diastolicbloodpressure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
났다.
공복시 혈당은 남성이 평균 97.38±22.32mg/dL로 여성의 91.73±16.1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중성지방도 남성이 159.52±106.67 mg/dL로 여성의 104.18±66.92
mg/dL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HDL-콜레스테롤은 남성이 평균 53.10±23.70 mg/dL, 여성이 62.20±14.0

mg/dL로 나타났으며, 백혈구 수의 경우 남성이 6.19±1.66×10³/ul, 여성이
5.43±1.39×10³/ul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혈액검사의 AST,ALT,LDL-cholesterol,백혈구 감별 계산 등도 여성보다 남성

이 높게 나타났다.(Table1)
흡연의 경우 남성은 피운다가 46.00%로 끊었다와 전혀 피운적 없다보다 가장

높은 비율를 나타냈으며,여성의 경우 전혀 피운적 없다가 93.22%를 차지하였다.
음주는 남성은 마신다가 87.20%,여성은 48.55%로 나타났으며,운동은 전체평

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가 39.60%로 불규칙적으로 한다 (37.84%),안한다
(22.5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평균 월 수입은 남,여 모두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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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남성의 경우 대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여성도 대졸이
40.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2).

BMI:Bodymassindex,FBS:Fastingbloodsugar
SBP:Systolicbloodpressure,DBP:Diastolicbloodpressure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contineousvariables)

Variables 　 　 Mean±SD 　
　Men(N=5117)Women(N=3040) Total(N=8157)

Age(years) 44.49±9.28 44.84±10.19 44.62±9.63
Weight(kg) 71.57±9.91 57.20±7.72 66.22±11.49
Height(cm) 170.19±5.99 157.38±5.60 165.41±8.52
BMI(kg/m2) 24.67±2.89 23.12±3.15 24.09±3.08
SBP(mmHg) 126.46±15.21 119.13±16.69 123.73±16.17
DBP(mmHg) 77.63±11.64 72.15±11.85 75.59±12.01
FBS(mg/dL) 97.38±22.32 91.73±16.10 95.27±20.41
Totalcholesterol(mg/dL) 200.13±35.81 191.47±34.03 196.90±35.40
TG(mg/dL) 159.52±106.67 104.18±66.92 138.89±97.58
HDL-cholesterol(mg/dl) 53.10±123.70 62.20±14.03 56.49±13.92
LDL-cholesterol(mg/dL) 115.19±33.12 108.11±30.48 112.52±32.33
AST(IU/L) 26.69±15.19 21.04±8.35 24.58±13.35
ALT(IU/L) 31.62±22.86 19.28±16.36 37.02±21.52
Whitebloodcellcount 6.19±1.66 5.43±1.39 5.91±1.61
(×103/ul)
Segmented
neutrophil(cells/ul)

332.57±125.7
1 299.00±106.68 215.78±116.19

Lymphocyte(cells/ul) 222.93±57.92 196.22±52.24 209.57±55.08
Monocyte(cells/ul) 39.04±13.72 31.65±10.88 35.34±12.30
Eosinophil(cells/ul) 22.64±23.44 13.97±14.63 18.30±20.03
Basophil(cells/ul) 　 2.81±3.45 2.33±2.87 2.5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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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General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categoryvariables) N(%)

Variables 　 　 　 　
　 Men Women Total

Smoking
status Currentsmoking 2354(46.00) 130(4.28) 2484(30.45)

Quit-smoking 1808(35.33) 76(2.50) 1844(23.10)
Non-smoking 955(18.67) 2834(93.22) 3789(46.45)

Drinking
status Current-drinking 4462(87.20) 1476(48.55) 5938(72.80)

Quit-drinking 167(3.26) 72(2.37) 239(2.93)
Non-drinking 488(9.54) 1492(49.08) 1980(24.27)

Exercise
Regular 2177(42.55) 1053(34.64) 3230(39.60)
Irregular 1960(38.30) 1127(37.07) 3087(37.84)
Non 980(19.15) 860(28.29) 1840(22.56)

Education
level

Uneducated 10(0.20) 53(1.74) 63(0.77)
Elementaryschool 156(3.05) 327(10.78) 483(5.92)
Middleschool 240(4.69) 254(8.36) 4946(6.06)
Highschool 1379(26.95) 1054(34.67) 2433(29.83)
University 27740(54.21) 1240(40.79) 4014(49.31)
Graduateschool 5589(10.90) 112(3.86) 670(8.21)

Religion
Christianity 1084(21.18) 873(28.72) 1957(23.99)
Catholicism 516(10.08) 500(16.45) 1016(12.46)
Buddhism 956(18.68) 724(23.82) 1680(20.60)
Confucianism 118(2.31) 32(0.76) 141(1.73)
Noreligion 2406(47.03) 902(29.67) 3308(40.55)
Etc. 37(0.72) 18(0.58) 55(0.67)

Monthly
income
(won) <1000,000 133(2.60) 195(6.42) 328(4.03)

1000,000-2000,000 587(11.47) 433(14.24) 1020(12.50)
2000,000-3000,000 1185(23.16) 667(21.94) 1852(22.70)
>=3000,000 3212(62.77) 1745(57.40) 4957(60.77)

Marriage
Unmarried 218(4.26) 96(3.16) 314(3.86)
Married 4796(93.73) 2699(88.78) 7459(91.88)
BereavementorSeparation 67(1.31) 62(2.04) 129(1.58)

36(0.70) 183(6.02) 219(2.68)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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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유유유병병병률률률

대사증후군 요소별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여 유병률은 남성이
24.55%,여성은 11.3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50대 (27.42%)가 가장 높고 60세이상 (25.74%),40대

(24.68%),40세미만 (22.4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세대간 유병률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여성의 유병률은 40세미만 (2.82%),40대 (7.04%),50대 (20.16%),
60세이상 (37.40%)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여성은 50세이상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60세이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Table3)(Figure2).
백혈구 사분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면 먼저 남성은 4.7×10³/ul

미만에서 11.32%,4.7-5.6×10³/ul범위에서는 16.98%,5.7-6.7×10³/ul(26.43%),
6.8×10³/ul이상에서는 34.36% 로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도 4.7×10³/ul 미만에서는 5.20%,
4.7-5.6×10³/ul범위에서는 9.52%,5.7-6.7×10³/ul(13.84%),6.8×10³/ul이상에서는
24.68%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4)(Figure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의 결과를 보면,교육수준에 따른 남,

여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대졸에서 30.31%로,여성의 경우는 초졸에서 37.74%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월수입에 따른 남,여 유병률의 결과는 남성는 월
수입 100-200만원에서 28.45%,여성은 100만원 미만에서 31.79%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 (Table5)(Figure6).
생활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에서는,흡연의 경우 남성은 피운다가

25.49%로 끊었다 (25.33%),전혀 피운적 없다 (20.42%)보다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
으며,여성의 경우 전혀 피운적 없다에서 15.38%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 (Figure
7).음주에서의 유병률은 남성은 술을 마신다에서 24.99%,끊었다 (25.15%)로 전혀
마시지 않는다의 19.67%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ure8).운동은 남,여 모두 불규



- 16 -

칙적으로 한다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Table6)(Figur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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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222...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by sex and age 

Table3.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sexandage

Age(years)
Men 　 Women
N(%) 　 N(%)

<40 379(22.43) 32(2.82)
40-49 524(24.68) 70(7.04)
50-59 215(27.42) 102(20.16)

≧60 131(25.74) 140(37.40)

Total 　 1249(24.55) 34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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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333...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by white blood cell    

          count

Table4.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Whitebloodcellcount

Whitebloodcell(×10³/ul)
　 Men 　 Women

N(%) 　 N(%)

<4.7 84(11.32) 49(5.20)
4.7-5.6 208(16.98) 81(9.52)
5.7-6.7 393(26.43) 102(13.84)
≧6.8 　 　 536(34.36) 　 116(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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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generalcharacteristics

generalcharacteristics 　 Men 　 Women
　 N(%) 　 N(%)

Education
level

Uneducated 2(20.00) 20(37.74)
Elementaryschool 42(26.92) 102(31.19)
Middleschool 66(27.50) 71(27.95
Highschool 418(30.31) 93(8.82)
University 600(21.63) 58(4.68)
Graduateschool 125(22.40) 9(8.04)

Religion
Cristianity 235(21.68) 94(10.77)
Catholicism 134(25.97) 47(9.40)
Buddhism 258(26.99) 129(17.82)
Confucianism 32(27.12) 4(17.39)
Noreligion 588(24.44) 77(8.54)
Etc. 55(16.22) 2(11.11)

Monthly
income
(won) <1000,000 35(26.32) 62(31.79)

1000,000-2000,000 167(28.45) 79(18.24)
2000,000-3000,000 301(25.40) 89(13.34)

　 >=3000,000 　 750(23.35)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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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444...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by edu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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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666...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by monthl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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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777...The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by smoking status

Table6.Theprevalenceofthemetabolicsyndromebylife-style

Life-style 　 Men 　 Women
　 N(%) 　 N(%)

Smoking
status Currentsmoking 600(25.49) 20(15.38)

Quit-smoking 458(25.33) 3(3.98)
Non-smoking 195(20.42) 330(11.64)

Drinking

status currentdrinking 1115(24.99) 123(8.33)

Quit-drinking 42(25.15) 6(8.33)
Non-drinking 96(19.67) 224(15.01)

Exercise
Regular 493(22.65) 110(10.45)
Irregular 514(26.22) 141(12.51)

　 Non 　 246(25.10)　 10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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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증증증가가가된된된 백백백혈혈혈구구구 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관관관련련련요요요소소소 분분분석석석

1)백혈구 수 사분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요인 특징

성별에 따라 백혈구 수를 사분위 (<4.7×10³/ul,4.7-5.6×10³/ul,5.7-6.7×10³/ul, 

≧6.8×10³/ul)로 나눈 범주에서의 대사증후군 관련위험요인들의 평균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남성에서는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공복시 혈당,중성지
방, Systolic blood pressure, Diastolic blood pressure,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AST,ALT,segmentedneutrophil,eosinophil등은 평균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으며,ANOVA test결과 P-value도 <.0001로 백혈구 수의 사분위
에 따른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P-value<.0001)(Table7).
여성에서는 Age,체질량지수,공복시 혈당,중성지방,Systolicbloodpressure,

Diastolicblood pressure,Cholesterol,LDL-cholesterol,AST,ALT,segmented
neutrophil,eosinophil등이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ANOVA test결과 P-value도 <.0001로 의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나
타냈다.
HDL-cholesterol은 평균이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Tab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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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areexpressedasthemean(±SD) *P-valuewasobtainedfrom theANOVA.

Table7.Characteristicsofparticipatedsubject,accordingtowhitebloodcellcount(male)

Variables
　 Whitebloodcellcount(×103/ul) 　　

<4.7 4.7-5.6 5.7-6.7 ≧6.8 P-value
　 　 (N=742) (N=1225) (N=1540) (N=1610) 　
Age(years) 44.70±9.35 44.55±9.19 44.23±9.18 44.60±9.43 0.0007
Weight(kg) 68.44±8.90 70.91±9.55 72.36±9.64 72.7910.56 <.0001
Height(cm) 170.09±5.87 170.50±6.03 170.41±5.88 169.83±6.15 <.0001
Bodymassindex(kg/m2) 23.63±2.64 24.37±2.79 24.87±2.76 25.19±3.06 <.0001
Systolicbloodpressure(mmHg) 123.23±14.51 124.90±14.96 127.14±15.51 128.66±15.12 <.0001
Diastolicbloodpressure(mmHg) 75.26±11.38 76.70±11.34 78.08±11.56 79.17±11.85 <.0001
Fastingbloodglucose(mg/dL) 94.69±17.33 96.67±20.73 97.73±22.24 98.93±25.73 <.0001
Totalcholesterol(mg/dL) 191.91±35.60 196.64±33.85 201.38±35.38 205.39±37.08 <.0001
Triglycerides(mg/dL) 118.82±93.95 142.79±96.15 163.14±94.41 188.39±123.17 <.0001
HDL-cholesterol(mg/dl) 56.89±13.36 54.85±12.96 52.51±12.30 50.69±11.94 <.0001
LDL-cholesterol(mg/dL) 111.07±31.10 113.28±31.79 116.32±33.74 117.28±34.36 <.0001
AST(IU/L) 25.93±20.47 25.88±17.11 26.61±11.85 27.69±12.97 <.0001
ALT(IU/L) 27.67±24.36 29.03±20.21 31.82±24.05 35.21±22.23 <.0001
Segmentedneutrophil(cells/μl) 202.66±37.74 260.96±38.48 318.14±47.05 462.49±135.90 <.0001
Lymphocyte(cells/μl) 165.99±31.95 196.851±35.16 225.54±42.19 266.92±60.76 <.0001
Monocyte(cells/μl) 27.89±8.21 33.06±8.99 38.76±10.20 49.12±15.02 <.0001
Eosinophil(cells/μl) 13.54±10.01 17.87±12.84 21.54±16.69 31.60±34.61 <.0001
Basophil(cells/μl)　 2.11±2.31 2.62±2.88 2.83±3.29 3.24±4.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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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areexpressedasthemean(±SD) *P-valuewasobtainedfrom theANOVA.

Table8.Characteristicsofparticipatedsubject,accordingtowhitebloodcellcount(female)

Variables 　 Whitebloodcellcount(×103/ul)　 　
<4.7 4.7-5.6 5.7-6.7 ≧6.8 P-value

　 　 (N=943) (N=851) (N=737) (N=509) 　
Age(years) 43.25±9.21 44.71±10.05 45.47±10.16 47.20±11.75 <.0001
Weight(kg) 55.65±6.70 57.06±7.40 58.04±7.94 59.21±9.21 <.0001
Height(cm) 158.13±5.26 157.35±5.73 157.38±5.50 156.07±5.85 <.0001
Bodymassindex(kg/m2) 22.27±2.74 23.06±2.99 23.45±3.19 24.34±3.64 <.0001
Systolicbloodpressure(mmHg) 115.56±15.62 118.82±15.90 120.79±16.77 124.08±18.26 <.0001
Diastolicbloodpressure(mmHg) 70.34±11.57 71.80±11.27 73.24±11.96 74.56±12.57 <.0001
Fastingbloodglucose(mg/dL) 89.59±10.72 90.63±13.94 93.11±19.17 95.79±21.72 <.0001
Totalcholesterol(mg/dL) 187.32±31.36 189.73±33.70 194.36±35.84 197.88±35.64 <.0001
Triglycerides(mg/dL) 86.07±52.05 100.69±57.39 111.28±64.92 134.75±94.84 <.0001
HDL-cholesterol(mg/dl) 65.90±14.26 61.88±13.25 60.72±13.82 57.83±13.64 <.0001
LDL-cholesterol(mg/dL) 104.16±28.17 107.10±29.69 110.03±32.71 112.86±31.86 <.0001
AST(IU/L) 20.78±10.85 20.82±6.53 21.11±6.24 21.86±8.36 0.0005
ALT(IU/L) 18.37±24.00 18.45±9.79 19.72±10.65 21.84±14.29 <.0001
Segmentedneutrophil(cells/μl) 204.63±41.52 272.56±41.82 337.58±51.15 468.65±108.70 <.0001
Lymphocyte(cells/μl) 159.27±32.96 190.61±35.72 214.45±42.82 249.20±62.38 <.0001
Monocyte(cells/μl) 25.05±7.13 29.72±7.73 34.48±9.01 43.32±13.15 <.0001
Eosinophil(cells/μl) 10.09±7.87 12.88±11.08 16.30±15.08 19.87±24.24 <.0001
Basophil(cells/μl)　 2.12±2.24 2.50±2.72 2.48±3.16 2.27±3.6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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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사증후군 관련요인과 백혈구 수와의 관련성

남,여 각각 증가된 백혈구 수 (≧6.8×103/ul)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5가지 요
소(체질량지수,고혈압,공복시 혈당,HDL-콜레스테롤,중성지방)와의 관련성을 연
령과 흡연등을 보정한 후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교차비와 95% 신뢰
구간으로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정상인의 위험도을 1.0으로 했을때,중성지방의 교차비가 1.977

(1.770-2.210),체질량지수 1.396(1.257-1.551),고혈압 1.353(1.218-1.504),공복시 혈
당이 1.196(1.017-1.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5)(Table9).
여성은 남성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공복시 혈당의 교차비가 2.080

(1.564-2.767),중성지방 1.800(1.465-2.212),체질량지수 1.538(1.317-1.798),HDL-콜
레스테롤 1.413(1.185-1.686),고혈압 1.272(1.085-1.4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증가
된 백혈구 수 (≧6.8×103/ul)와 공복시 혈당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P<0.05)(Tab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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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999.OddsRatioand95% ConfidenceIntervalsofWBClevel
(≧6.8×103/lu) ineachvariables(mal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95%CI P-value
BMI(kg/m2) <25 2491 1.000

≧25 2626 1.396 1.257-1.551 <.0001

BP(mmHg) <130/85 2841 1.000
≧130/85 2276 1.353 1.218-1.504 <.0001

TG(mmHg) <150 2986 1.000
≧150 2131 1.977 1.770-2.210 <.0001

FBS(mg/dL) <110 4511 1.000
≧110 606 1.199 1.018-1.412 0.0295

HDL-cho.
(mg/dl)

Men≧40,
Women≧50 4505 1.000

　 　Men<40,Women<50 612 1.196 1.017-1.408 0.0310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TTTaaabbbllleee111000.OOOddddddsssRRRaaatttiiioooaaannnddd999555%%% CCCooonnnfffiiidddeeennnccceeeIIInnnttteeerrrvvvaaalllsssooofffWWWBBBCCCllleeevvveeelll
(((≧≧≧666...888××××111000333///uuulll)))iiinnneeeaaaccchhhvvvaaarrriiiaaabbbllleeesss(((fffeeemmmaaalllee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95%CI P-value
BMI(kg/m2) <25 2152 1.000

≧25 888 1.538 1.317-1.798 <.0001

BP(mmHg) <130/85 2186 1.000
≧130/85 854 1.272 1.085-1.491 0.0030

TG(mmHg) <150 2578 1.000
≧150 462 1.800 1.465-2.212 <.0001

FBS(mg/dL) <110 2853 1.000
≧110 187 2.080 1.564-2.767 <.0001

HDL-cho.
(mg/dl)

Men≧40,
Women≧50 2460 1.000

　 　Men<40,Women<50 580 1.413 1.185-1.686 0.0001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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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백백백혈혈혈구구구 수수수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위위위험험험도도도

1)연령과 대사증후군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령에서는 40세미만의 위험도를 1.0을 으로 했을때,40대 1.308(1.134-1.510),

50대에서 교차비가 1.295(1.079-1.554),60세 이상에서 1.096(0.879-1.366)로 60세
이상에서는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
타냈으며,40대에서 위험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결과를 보면 연령에서는 40세미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40대 2.011,50대

7.515,60세 이상에서 17.134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
을 볼 수 있다 (p<0.05)(Table11).

Table11.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ccordingtoage.(male,femal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95%CI P-value
Age
(male) <40 1697 1.000

40-49 2123 1.308 1.134-1.510 0.0002

50-59 814 1.295 1.079-1.554 0.0054
≧60 483 1.096 0.879-1.366 0.4166

Age
(female) <40 1136 1.000

40-49 994 2.011 1.319-3.065 0.0012

50-59 541 7.515 5.023-11.244 <.0001

≧60 369 17.134 11.563-25.391 <.0001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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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령 교정후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백혈구의 가장 낮은 분위 (<4.7×103/ul)의 위험도를 1.0으로 했을때,남성의 경

우 2분위,3분위,4분위에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는 각각 2.122,4.091,
6.838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
연령을 교정한 후 백혈구 사분위에 대한 대사증후군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한

결과 남성의 경우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0001).연령 교정 전,후의 위험도는 큰 차이는 없었다 (Table12)
여성의 결과를 보면 먼저 백혈구의 가장 낮은 사분위를 기준으로 했을때,2분

위,3분위,4분위에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는 각각 1.356,1.605,2.023로 유
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0.05).
여성도 연령 교정 후에 백혈구 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4분위에서 교정 전 위험도가 2.023이었으나,교정 후에는 1.763으로 감소
하였다 (Tab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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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Table12.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ccordingtowhitebloodcellcount.(mal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adjustmentfor
ageOR

adj.age
95%CI

WBC <4.7 742 1.000
4.7-5.6 1225 2.122 2.117 1.629-2.752
5.7-6.7 1540 4.091 4.081 3.194-5.214

　 　≧6.8 1610 6.838 6.810 5.353-8.663

Table13.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ccordingtowhitebloodcellcount.(femal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adjustmentfor
ageOR

adj.age
95%CI

WBC <4.7 943 1.000
4.7-5.6 851 1.356 1.261 0.871-1.825
5.7-6.7 737 1.605 1.502 1.052-2.144

　 　≧6.8 509 2.023 1.763 1.242-2.504

(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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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백백백혈혈혈구구구 감감감별별별계계계산산산과과과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과과과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분분분석석석

1)연령,흡연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백혈구 감별계산 (Segmentedneutrophil,Lymphocyte,Monocyte,Eosinophil)

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연령과 흡연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먼저 Segmentedneutrophil의 가장 낮은 분위 <240/ul의 위험도를 1.0으로 했

을때,남성의 경우 2분위,3분위,4분위에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는 각각
2.017,2.808,3.703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0.05).
Lymphocyte,Monocyte,Eosinophil,Basophil의 경우도 수가 증가할수록 교차비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14).
여성의 경우는 Lymphocyte는 수가 증가할수록 교차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으며,Basophil의 경우 수가 증가할수록 교차비는 감소하며,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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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Table14.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 ofthemetabolic
syndromeandwhitebloodcellsubtype(male)

Variables Category 　 Oddsratio 95%CI P-value
segmented <240 1.000
neutrophil 240-298 2.017 1.635-2.489 0.0012
(cells/μl) 299-376 2.808 2.290-3.443 <.0001

>=377 3.739 3.063-4.564 <.0001

lymphocyte <171 1.000
(cells/μl) 171-206 1.620 1.295-2.026 <.0001

207-245 2.569 2.077-3.177 <.0001
>=246 4.986 4.080-6.092 <.0001

monocyte <26 1.000
(cells/μl) 26-34 2.006 1.584-2.542 <.0001

35-42 3.102 2.463-3.908 <.0001
>=43 4.462 3.569-5.579 <.0001

eosinophil <7 1.000
(cells/μl) 7-14 1.627 1.308-2.025 <.0001

15-23 2.359 1.898-2.932 <.0001
>=24 3.162 2.563-3.902 <.0001

basophil <1
(cells/μl) >=1 　 1.042 1.024-1.061 <.0001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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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adjustmentforageandsmokingstatus)

Table15.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ndwhitebloodcellsubtype(female)

Variables Category 　 Oddsratio 95%CI P-value
segmented <240 1.000
neutrophil 240-298 0.917 0.655-1.285 0.6156
(cells/μl) 299-376 1.142 0.827-1.578 0.4193

>=377 1.472 1.081-2.007 0.0143

lymphocyte <171 1.000
(cells/μl) 171-206 1.682 1.154-2.450 0.0068

207-245 1.987 1.372-2.878 0.0003
>=246 2.376 1.663-3.393 <.0001

monocyte <26 1.000
(cells/μl) 26-34 0.971 0.728-1.331 0.8547

35-42 0.912 0.659-1.262 0.5787
>=43 0.621 0.442-0.874 0.0062

eosinophil <7 1.000
(cells/μl) 7-14 1.123 0.822-1.535 0.4662

15-23 0.956 0.685-1.334 0.7914
>=24 0.669 0.470-0.951 0.0253

basophil <1
(cells/μl)　 >=1 　 0.944 0.911-0.978 0.0015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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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혈구 수를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백혈구 감별계산 (Segmentedneutrophil,Lymphocyte,Monocyte,Eosinophil)

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백혈구 감별계산은 총 백혈구 수에 영향을
받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총 백혈구 수를 보정한 후에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Lymphocyte가장 낮은 분위 <171/ul

의 위험도를 1.0으로 했을때,2분위,3분위,4분위에서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
비는 각각 1.295,1.770,2.515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Table
16).
여성의 경우도 lymphocyte의 수가 증가할수록 교차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basophil의 경우 수가 증가할수록 교차비는 감소하며,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였다 (Tabl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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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6.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ndwhitebloodcellsubtype(male)

Variables Categor
y N　 Oddsratio 95%CI P-value

segmented <240 2040 1.000
neutrophil 240-298 2086 1.369 1.098-1.708 0.0053
(cells/ul) 299-376 2039 1.424 1.128-1.796 0.0029

>=377 1992 0.915 0.678-1.234 0.5609

lymphocyte <171 1970 1.000
(cells/ul) 171-206 2088 1.295 1.030-1.628 <.0001

207-245 2006 1.770 1.416-2.212 <.0001
>=246 2093 2.515 2.000-3.162 <.0001

monocyte <26 1898 1.000
(cells/ul) 26-34 2283 1.441 1.130-1.837 0.0032

35-42 1841 1.663 1.302-2.124 <.0001
>=43 2132 1.481 1.141-1.923 0.0031

eosinophil <7 1901 1.000
(cells/ul) 7-14 2380 1.195 0.953-1.198 0.1236

15-23 1782 1.372 1.091-1.725 0.0068
>=24 2094 1.398 1.113-1756 0.0039

basophil <1 4576 1.000
(cells/ul)　 >=1 3581　 1.018 1.000-1.036 0.0508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afteradjustmentforage,smokingstatusandwhiteblood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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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7.Theresultsofmutiplelogisticregressionofthemetabolicsyndrome
andwhitebloodcellsubtype(female)

Variables Category N　 Oddsratio 95%CI P-value
segmented <240 2040 1.000
neutrophil 240-298 2086 0.868 0.605-1.244 0.4404
(cells/ul) 299-376 2039 0.940 0.639-1.382 0.7529

>=377 1992 1.040 0.627-1.725 0.8800

lymphocyte <171 1970 1.000
(cells/ul) 171-206 2088 1.695 1.152-2.494 0.0074

207-245 2006 1.873 1.266-2.771 0.0017
>=246 2093 2.481 1.633-3.771 <.0001

monocyte <26 1898 1.000
(cells/ul) 26-34 2283 0.971 0.699-1.347 0.8592

35-42 1841 0.901 0.631-1.286 0.5669
>=43 2132 0.522 0.337-0.808 0.0035

eosinophil <7 1901 1.000
(cells/ul) 7-14 2380 1.223 0.885-1.690 0.2226

15-23 1782 1.240 0.875-1.757 0.2257
>=24 2094 0.957 0.653-1.401 0.8197

basophil <1 4576 1.000
(cells/ul)　 >=1 3581　 0.958 0.922-0.995 0.0257
*P-valuewasobtainedfrom themutiplelogisticregression
(afteradjustmentforage,smokingstatusandwhiteblood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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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의 결과,아시아 서태평양 기구에서 제시한 NationalCholesterol
EducationProgram AdultTreatmentPanelⅢ (NCEPATPⅢ)을 기준으로 분석
한 성(性)별 유병률은 남성이 24.55%,여성이 11.3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결
과를 보였고,성(性)별 연령별 유병률은 남성의 경우 50대가 27.42%로 가장 높았으
며,세대간의 유병률 차이는 크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60세 이
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2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은

20.1%,여성은 23.9%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었으며,남성의 경우 ,50대에서 정점
을 이루고 그 후 감소하였으나,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도 증가
하였다(오상우등.2005).이러한 현상은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
군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라기보다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 양상을 비추어 볼
때 40대,50대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약 2-3배 정도 높으며,특히 대
사증후군의 대사이상에 해당하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남자
들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여자들의 생존효과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통계청,2001).
2001년에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전체 24.1%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이러한 증가는,공
복 혈당 및 고혈압 보다는 이상지질혈증과 복부비만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이
러한 결과는 한국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이상지질혈증과 복부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적절한 식사요법 및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한편 미국의 제 3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NCEPATPⅢ의 진
단기준을 이용하였을 때,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23.7%였고 연
령별로는 60대에서 43.5%로 연령이 많을수록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남성은
24.0%,여성은 23.4%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FordESet.al.200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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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도 비만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동시에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 결과에서는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이 유

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백혈구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흡연
등을 보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 각각의 항목이 백혈구 수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이러한 항목들의 군집 현상 또한 백혈구 증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박혜순등.2004).
백혈구 수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기전은 좀 더 명백히 밝혀져

야 할 것이다.최근 인슐린 저항성은 면역체계와 염증의 만성적 활성화로부터 초
래된다는 보고가 있었고,많은 염증 매개인자 중에 TNF-a와 IL-6가 가장 중요한
인자로 생각되고 있다.이 두 가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지방조직에서 유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그 역할은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서 인슐린 작용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ysalKTetal.1997).또한 사이토카인은 백혈구 분
화의 강력한 유도체이므로 활성화된 사이토카인이 백혈구 수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TNF-a와 IL-6는 백혈구의 분획 중 대식구
(Macrophage)및 림프구(Lymphocyte)의 증식 및 분화를 증진하는 작용에도 관여
한다 (McCLATCHEYKD,2002).
백혈구는 전통적으로 감염,혈액 질환 여부를 알아내는 중요한 임상지표로 쓰

여 왔고,그 외에도 나이,성,임신,흡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연구에서 연령,흡연,백혈구 수를 보

정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남성의 경우 감별계산 중 림프구
(Lymphocyte)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
며,여성의 경우도 림프구 (Lymphocyte)의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가 증가하고 호염기구 (Basophil)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며,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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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파리의 전향적인 연구 II(The ParisProspective Study II)는 단핵구
(Monocyte)가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OlivaresR,1993).영국에서 시행된 두 가지 연구에 의하면 나이를 보정한 관상
동맥 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호중구 (Segmentedneutrophil),림프구(Lymphocyte),
단핵구 (Monocyte),호산구 (Eosinophil)가 높은 군에서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
고,다른 연구에서는 호중구 (Segmented neutrophil),호산구(Eosinophil)의 수와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는 있었으나,림프구 (Lymphocyte),
단핵구 (Monocyte)수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Sweetnam PM etal.,1997).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는데,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성(性)또는 인종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나,좀 더 정확한 연
구결과를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동일화 시킨 후 백혈구 감별계산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백혈구 감별계산 중 호중구 (Segmentedneutrophi)가 증가하는 대표적 질환은

세균감염증,일부 바이러스 감염,조직괴사 및 염증 ,심근경색증,육체적 또는 정
신적 스트레스,약물 등이 있으며,림프구 (Lymphocyte)는 바이러스감염,백일해,
톡소플라즈마증,약물 ,감염성 단핵구증,염증시 증가한다.단핵구 (Monocyte)가
증가하는 질환은 반응성 단핵구증가증,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폐결핵,장티푸
스,리케차 감염,궤양성 장염 (ulcerative colitis),지역성 소장염 (regional
enteritis),결체조직 질환,호지킨병,림프종,염증성 조직구 증가증이며,호산구
(Eosinophil)는 천식 (asthma),담마진 (urticaria),알러지성 혈관염,피부염,궤양성
대장염,흡연 등에서 증가한다.호염기구 (Basophil)는 알러지 또는 염증반응,궤양
성 대장염,류마티스성 관절염,약물이나 음식물 과민반응,방사선 조사,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바이러스 (chickenpox,influenza,smallpox),결핵,철 결핍
등에서 증가한다 (Rodak,2002).
본 연구는 일부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점과 단면적 연구로 사건의 시간
적 순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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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를 규명하고,백혈구 수가 예측인자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단위 연구와,시간적 순서에 대한 정보의 확충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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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일산지역의 한 종합병원 수검자를 대상으로 백혈구 수와 대사증후
군과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성이 24.55%,여성은 11.38%로 나타났으며,연

령별 유병률은 남성은 50대에서,여성은 60세이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
며,남,여 모두 백혈구 수가 증가할 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증가된 백혈구 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련요소 분석결과는 남성의 경우

정상인의 위험도을 1.0으로 했을때,중성지방의 교차비가 1.977(1.770-2.210),체질
량지수 1.396 (1.257-1.551),고혈압 1.353 (1.218-1.504),공복시 혈당이 1.196
(1.017-1.408)의 순으로 나타났다 (P<0.05)
여성은 남성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공복시 혈당의 교차비가 2.080

(1.564-2.767),중성지방 1.800(1.465-2.212),체질량지수 1.538(1.317-1.798),HDL-콜
레스테롤 1.413(1.185-1.686),고혈압 1.272(1.085-1.4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증가
된 백혈구 수 (≧6.8×103/ul)와 공복시 혈당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P<0.05).
셋째,대사증후군과 백혈구 수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남,여 모

두 백혈구 수가 증가할 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넷째,대사증후군과 백혈구 감별계산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남성은

Segmentedneutrophil,Lymphocyte,Monocyte,Eosinophil모두 수가 증가할 수록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여성의 경우는 Segmented
neutrophil,Lymphocyte는 수가 증가할 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Monocyte,Eosinophil은 그 수가 증가할 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백혈구 감별계산이 총 백혈구 수에 영향을 받
으므로 총 백혈구 수를 추가로 보정한 후의 결과에서는 남,여 모두 림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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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mphocyte)의 수가 증가 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정상범위 일지라도 증가된 백혈구 수는 대사

증후군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백혈구 감별계산과의 관련성
은 총 백혈구 수를 보정한 후의 결과를 보면,남,여 모두 림프구(Lymphocyte)의
수가 증가 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백혈구 수와
백혈구 감별계산이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인자로 가치가 있는지는 광범위한 대
단위 연구와 시간적 순서에 의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cohort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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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BetweenWhiteBloodCellCountsandtheMetabolicSyndrome

ChanInJeon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nHaJeePhD,MHS)

Increasedwhitebloodcellcountshavebeenassociatedwithaninflammatory
condition.
Recently,manystudieshaveshownthatobesityandthemetabolicsyndrome

isassociatedwithsystemicinflammation.Thisstudywasattemptedtoillustrate
therelationshipbetweenwhitebloodcellcountsandthemetabolicsyndrome
amongkorean.

Thisstudyincluded8,517adults(5,117males,3,040females)intheirthirties
werechosen outof12,510peoplewhovisited themedicalcheckup center
placed in Ilsan,Kyunggido,from September1,2004to December30,2005.
Indexofbloodtestandphysicalcheckupwereperformedonthestudysuch
astriglyceride,HDL-cholesterol,fasting sugarand white blood cellcounts.
LogisticregressionanalysiswasusedtoevaluatetheassociationbetweenWhite
bloodcellcounts,Whitebloodcelldifferentialcountsandmetabolicsyndrome.
withanadjustmentageandsmokingstatus.

Theresultsofthisstudy:first,therewasaprevalencerateofmetabolic
syndrome, 24.55% among males and 11.38% among females, an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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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highamongmalesintheir50s.Theincreaseinwhitebloodcell
countsled to high prevalence ofmetabolicsyndrome forboth malesand
females.
Secondly,aswhiteblood cellcountsincreased,thevaluesofbody mass

indexand cardiovascularrisk factorswereincreased significantly.Theodds
ratioforelevatedwhitebloodcellcountsincreasedsignificantlyinthesubjects
with each componentsofthemetabolicsyndromecompared to thesubjects
withoutthem.The lymphocyte countsin the White blood celldifferential
countswerehigherinpatientswithmetabolicsyndromethaninthosewithout.

High levelofwhiteblood cellcountsin normalrangecan beused as
indicaterinchronicinflammation.
Increasedwhitebloodcellcountsweresignificantlyassociatedwithmetabolic

syndromeamong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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