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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열(Earlobe crease)과 대사증후군의 관계 

 

이열은 1973년 Frank에 의해 처음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 은 추가적 연구들이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이 

군집하여 나타나는 고위험군으로 최근 수십년 간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대사증후군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즉 심혈관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뤄져 왔다. 

본 연구는 일개 건강검진센터를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수검자 

4,243명을 대상으로 이열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지표로서의 임상적 가치를 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참여에 적합하지 않는 408명을 제외한 총 3,835명 

수검자의 이열 유무를 시진하였고 과거 병력, 가족력 및 흡연력을 

포함한 문진과 함께 혈압, 허리둘레, 공복혈당 및 콜레스테롤 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조사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modified NCEP ATP III 및 IDF 진단기준을 

적용하였다.  

총 3,835명의 수검자 중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적용된 

진단기준에 따라 각각 11.03%(NCEP 기준), 9.75%(IDF 기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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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열의 양성률은 20.89%였고 대사증후군 및 이열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 있어 이열 유무에 따른 이상 항목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남성에서는 이열이 있는 군에서 허리둘레, 혈압 및 공복혈당 

이상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p=0.030, 

p=0.020) 여성에서는 허리둘레 및 HDL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p=0.005). 이열은 Framingham risk 

score(FRS)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열이 없는 군보다 

있는 군에서 높은 FRS를 나타냈다(p<0.001).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연령(남성 > 45세, 여성 

> 55세), 고혈압, 흡연, 비만, 이상지혈증, 당뇨병, 조기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을 모두 보정 한 뒤에도 이열이 있을 경우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진단기준에 따라 남성에서는  각각 23%, 

37% 증가하였고 여성에서는 각각 95%, 122%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열이 있을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열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보다 면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향후 이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이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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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Earlobe crease)과 대사증후군의 관계 

 

<지도교수 강 희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상 인 

 

Ⅰ. 서론 

 

1. 연구 배경 

 

이열(diagonal earlobe crease, ELC)(그림 1)은 외이도의 바깥 

부분으로부터 귓불 외면까지 발생하는 대각선의 열(裂) 또는 

주름(wrinkle)을 의미한다. 

 

그림 1. 전형적인 이열의 모습 



 4

이열의 유병률은 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국외 

보고들에서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군에서는 15% ~ 40%, 심혈관질환이 

있는 군에서는 47% ~ 7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1-4. 이열과 

심혈관질환과의 관계는 1973년 Frank5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이후 추가적으로 수행된 부검1, 6, 7 및 조직학적 연구8, 9를 포함한 

임상 연구들에서 이열이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하였다1, 2, 4, 6-8, 10-22.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1998년 박종구 등23이 

이열을 출혈성 뇌졸중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보고한 것이 유일하다. 

이렇듯 연관성을 보고한 여러 연구들과는 달리 이열과 심혈관질환 

간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은 연구 보고들24, 25도 있었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나이, 흡연, 고혈압, 고LDL- 

콜레스테롤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 비만, 신체적 

비활동성, 혈액응고이상 등이 이미 밝혀져 있는데26, 이러한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들이 선진사회 인구에서 한 개인에게 

매우 흔하게 군집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 수 십년 전부터 인지되어 

왔다. 1988년 Reaven은 이러한 군집현상의 공통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여 이를‘X 증후군’또는‘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으며27 이후 ‘dys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X’, ‘metabolic syndrome’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 왔다. 이에 World Health Organization(WH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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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Group for the Study of Insulin Resistance(EGIR)29,  US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30등 관련 단체에서 

대사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제시하였으며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에서도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고31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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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현재까지 이열이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기전으로 1) 귓불과 

심장은 모두 부행순환이 없는 종동맥(end artery)으로 혈액 공급을 

받는다는 점과 2) 전신적인 탄력소(elastin) 및 탄력섬유(elastic 

fiber)의 소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4, 8, 9. 이열이 

죽상경화증의 심한 정도를 반영한다는 연구보고와3 더불어 최근에는 

전신적 죽상경화증을 진단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동맥 내막-

중막 두께(carotid IMT;intima-media thickness)32-36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22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역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서 

죽상경화증을 야기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군집으로 인해 죽상경화증이 가속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4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증을 야기하는,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과 이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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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에 있는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20세에서 79세까지의 총 

4,244명(남자 2,375명, 여자 1,8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열은 

외이도 바깥 부분으로부터 귓불 외면까지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각선의 열(裂) 또는 주름(wrinkle)으로 

정의하였고(그림 1) 일측, 양측 이열 모두 이열 양성으로 

규정하였다. 이열 진단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귀걸이나 피어싱을 한 

수검자 는 제외하였으며 또한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수검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관찰치 측정 

신장과 체중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장은 

0.1cm, 체중은 0.1kg 단위로 측정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동일한 측정자에 의해 0.1cm 단위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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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제시한 측정 지침에 따라 

직립자세에서 골반 장골 능선 바로 위 부위에서 지면과 수평하게 

측정하였다41. 혈압은 혈압측정 30분 내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은 상태로 최소 5분간 안정 후 자동혈압기(ROLL 

STAND MMS-2000R, Mediana Co., Seoul, Korea)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공복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등 혈액 

검사는 적어도 공복 10시간 이후에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검사하였으며 (Hitachi-7600, Hitachi High-Technologies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평가 

문진을 통한 수검자들의 현재 증상과 더불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및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을 파악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modified NCEP ATP III42와 IDF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표 1,2). 

단, 허리둘레는 한국인의 복부비만기준(남자≥90cm, 여자≥85cm)을 

적용하였다43, 44. 

Framingham risk score는 2002년 NCEP ATP III에서 변형시킨 

양식에 의거 연령, 흡연, 총콜레스테롤, HLD-콜레스테롤 및 혈압, 

성별 간 차별화된 점수체계를 이용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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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odified NCEP ATP III 에 의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1. 허리둘레 남 ≥ 90cm 

  여 ≥ 85cm 

2. 중성지방 ≥ 15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3. HDL  남 < 4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여 < 5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4. 혈압  수축기 ≥ 130mgHg 혹은 약물치료 중 또는 

  이완기 ≥ 85mmHg 혹은 약물치료 중 

5. 공복혈당  ≥ 100mg/dL 혹은 약물 치료 중 

(위 5 가지 항목 중 3 가지 이상을 만족) 

표 2. IDF 에 의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1. 허리둘레 남 ≥ 90cm 

  여 ≥ 85cm 

2. 중성지방 ≥ 15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3. HDL  남 < 4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여 < 50mg/dL 혹은 약물치료 중 

4. 혈압  수축기 ≥ 130mgHg 혹은 약물치료 중 또는 

  이완기 ≥ 85mmHg 혹은 약물치료 중 

5. 공복혈당  ≥ 100mg/dL 혹은 약물 치료 중 

(위 1 번 항목을 만족하면서 2-5 번 항목 중 2 가지 이상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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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분석 

 

모든 연속변수는 mean ± SD로 표기하였다.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이열 유무, 성별, 과거병력 및 가족력 등 간의 비교는 χ2 

test를 사용하였으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인 연령, 혈압, 공복

혈당, 체질량지수 등 간의 비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변

량회귀분석을 통해 연령을 포함한 기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보

정하여 이열과 대사증후군 간의 독립적 관계를 평가하였다. P < 0.05

일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for Windows Ver 9.1(SAS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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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4,243명의 수검자 중 귀걸이나 피어싱을 

했거나(142명) 또는 불확실한 이열(77명)로 정확한 이열의 진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수검자 219명과 과거력 상 심혈관질환이 있었던 

189명을 제외한 3,835(여자 1672명, 43.60%)명에 대한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및 측정 항목들은 아래 표3 -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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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체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modified NCEP ATP III 기준)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423(11.03%) N = 3412(88.97%) N = 3835 p 

Earlobe crease(Yes)† 205(48.46%) 596(17.47%) 801(20.89%) <0.001 

Age(yr)* 53.28±10.99 47.86±11.53 48.46±11.60 <0.001 

Body mass index(cm/m2)* 26.83±3.03 23.42±2.91 23.80±3.11 <0.001 

Waist circumference(cm)* 90.54±7.64 79.52±8.59 80.73±9.17 <0.001 

Current smoker(yes)† 205(48.46%) 1304(38.22%) 1509(39.35%) <0.001 

Smoke(pyr)* 12.35±16.22 8.36±12.95 8.80±13.41 <0.001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8.56±13.47 115.78±13.07 117.19±13.71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3.76±9.65 74.18±10.47 75.23±10.80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3.78±38.37 196.25±34.53 197.08±35.05 <0.001 

Triglyceride(mg/dL)* 222.09±85.89 125.41±67.04 136.08±75.69 <0.001 

HDL-cholesterol(mg/dL)* 43.60±9.96 56.73±13.08 55.29±13.42 <0.001 

LDL-cholseterol(mg/dL)* 122.49±30.86 118.74±29.29 119.15±29.49 0.014 

Fasting glucose(mg/dL)* 103.35±28.12 91.11±16.82 92.46±18.80 <0.001 

Uric acid(mg/dL)* 5.52±1.37 4.94±1.44 5.00±1.44 <0.001 

Hx of hypertension(Yes)† 144(34.04%) 295(8.65%) 439(11.45%)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60(14.18%) 65(1.91%) 125(3.26%) <0.001 

Hx of dyslipidemia(Yes)† 50(11.82%) 67(1.96%) 117(3.05%) <0.001 

FHx of Cardio(yes)† 33(7.80%) 262(7.68%) 295(7.69%) 0.929 

Fatty liver     

  normal† 82(19.39%) 2160(63.31%) 2242(58.46%) 

<0.001‡ 
  mild† 94(22.22%) 545(15.97%) 639(16.66%) 

  moderate† 71(16.78%) 273(8.00%) 344(8.97%) 

  severe† 176(41.61%) 434(12.72%) 610(15.91%)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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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IDF 기준)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374(9.75%) N = 3461(90.25%) N = 3835 p 

Earlobe crease(Yes)† 219(58.56%) 596(16.82%) 801(20.89%) <0.001

Age(yr)* 52.27±10.93 48.05±11.60 48.46±11.60 <0.001

Body mass index(cm/m2)* 27.96±2.54 23.35±2.82 23.80±3.11 <0.001

Waist circumference(cm)* 94.19±4.96 79.28±8.29 80.73±9.17 <0.001

Current smoker(yes)† 206(55.08%) 1303(37.65%) 1509(39.35%) <0.001

Smoke(pyr)* 13.93±16.66 8.25±12.89 8.80±13.41 <0.001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7.42±14.11 116.09±13.20 117.19±13.71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3.17±9.97 74.38±10.54 75.23±10.80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5.37±35.75 196.18±34.86 197.08±35.05 <0.001

Triglyceride(mg/dL)* 206.26±87.16 128.49±70.27 136.08±75.69 <0.001

HDL-cholesterol(mg/dL)* 46.20±10.52 56.27±13.33 55.29±13.42 <0.001

LDL-cholseterol(mg/dL)* 125.09±30.28 118.51±29.33 119.15±29.49 <0.001

Fasting glucose(mg/dL)* 105.82±28.50 91.02±16.82 92.46±18.80 <0.001

Uric acid(mg/dL)* 5.69±1.38 4.93±1.43 5.00±1.44 <0.001

Hx of hypertension(Yes)† 111(29.68%) 328(9.48%) 439(11.45%)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36(9.63%) 89(2.570%) 125(3.26%) <0.001

Hx of dyslipidemia(Yes)† 44(11.76%) 73(2.11%) 117(3.05%) <0.001

FHx of Cardio(yes)† 33(8.82%) 262(7.57%) 295(7.69%) 0.388 

Fatty liver     

  normal† 47(12.57%) 2195(63.42%) 2242(58.46%) 

<0.001‡
  mild† 73(19.52%) 566(16.35%) 639(16.66%) 

  moderate† 67(17.91%) 277(8.00%) 344(8.97%) 

  severe† 187(50.50%) 423(12.22%) 610(15.91%)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14

표 5. 남성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modified NCEP ATP III 기준)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279(12.90%) N = 1884(87.10%) N = 2163 p 

Earlobe crease(Yes)† 143(51.25%) 430(22.82%) 573(26.49%) <0.001 

Age(yr)* 50.84±10.77 48.23±11.31 48.57±11.27 <0.001 

Body mass index(cm/m2)* 27.19±3.01 24.17±2.71 24.56±2.93 <0.001 

Waist circumference(cm)* 92.98±6.61 83.45±7.17 84.67±7.78 <0.001 

Current smoker(yes)† 200(71.68%) 1216(64.54%) 1416(65.46%) 0.019 

Smoke(pyr)* 18.29±16.81 14.34±14.17 14.85±14.59 <0.001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8.24±12.69 118.52±12.01 119.78±12.53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4.82±9,28 76.73±9.94 77.78±12.53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1.57±36.40 197.4±33.88 197.94±34.24 0.058 

Triglyceride(mg/dL)* 230.93±85.91 141.26±72.50 152.83±80.19 <0.001 

HDL-cholesterol(mg/dL)* 42.48±10.22 52.86±11.58 51.52±11.93 <0.001 

LDL-cholseterol(mg/dL)* 121.35±30.73 121.91±28.57 121.84±28.85 0.763 

Fasting glucose(mg/dL)* 103.78±27.99 93.71±18.60 95.01±20.33 <0.001 

Uric acid(mg/dL)* 6.02±1.30 5.65±1.29 5.70±1.30 <0.001 

Hx of hypertension(Yes)† 76(27.24%) 180(9.55%) 256(11.84%)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33(11.83%) 43(2.28%) 76(3.51%) <0.001 

Hx of dyslipidemia(Yes)† 32(11.47%) 39(2.07%) 71(3.28%) <0.001 

FHx of Cardio(yes)† 25(8.96%) 133(7.06%) 158(7.30%) 0.255 

Fatty liver     

  normal† 37(13.26%) 996(52.87%) 1033(47.76%) 

<0.001‡ 
  mild† 56(20.07%) 352(18.68%) 408(18.86%) 

  moderate† 53(19.00%) 206(10.93%) 259(11.97%) 

  severe† 133(47.67%) 330(17.52%) 463(21.41%)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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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남성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IDF 기준)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276(12.76%) N = 1887(87.24%) N = 2163 p 

Earlobe crease(Yes)† 163(59.06%) 410(21.73%) 573(26.49%) <0.001 

Age(yr)* 50.42±10.52 48.30±11.35 48.57±11.27 0.003 

Body mass index(cm/m2)* 28.07±2.61 24.05±2.60 24.56±2.93 <0.001 

Waist circumference(cm)* 95.52±4.54 83.09±6.83 84.67±7.78 <0.001 

Current smoker(yes)† 201(72.83%) 1215(64.39%) 1416(65.46%) 0.006 

Smoke(pyr)* 18.68±16.90 14.29±14.14 14.85±14.59 <0.001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7.09±13.51 118.71±12.01 119.78±12.53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3.83±9.70 76.89±10.00 77.78±12.53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4.84±35.29 196.93±33.97 197.94±34.24 <0.001 

Triglyceride(mg/dL)* 216.12±89.48 143.57±74.38 152.83±80.19 <0.001 

HDL-cholesterol(mg/dL)* 45.40±10.19 52.41±11.90 51.52±11.93 <0.001 

LDL-cholseterol(mg/dL)* 124.22±29.86 121.49±28.69 121.84±28.85 0.142 

Fasting glucose(mg/dL)* 105.99±29.45 93.4±18.09 95.01±20.33 <0.001 

Uric acid(mg/dL)* 6.07±1.31 5.65±1.29 5.70±1.30 <0.001 

Hx of hypertension(Yes)† 70(25.36%) 186(9.86%) 256(11.84%)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19(6.88%) 57(3.02%) 76(3.51%) 0.001 

Hx of dyslipidemia(Yes)† 31(11.23%) 40(2.12%) 71(3.28%) <0.001 

FHx of Cardio(yes)† 25(9.06%) 133(7.05%) 158(7.30%) 0.231 

Fatty liver     

  normal† 24(8.70%) 1009(53.47%) 1033(47.76%) 

<0.001‡ 
  mild† 51(18.48%) 357(18.92%) 408(18.86%) 

  moderate† 51(18.48%) 208(11.02%) 259(11.97%) 

  severe† 150(54.35%) 313(16.59%) 463(21.41%)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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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성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modified NCEP ATP III 기준)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144(8.61%) N = 1528(91.39%) N = 1672 p 

Earlobe crease(Yes)† 62(43.06%) 166(10.86%) 228(13.64%) <0.001 

Age(yr)* 58.01±9.85 47.41±11.80 48.32±12.01 <0.001 

Body mass index(cm/m2)* 26.15±2.96 22.50±2.86 22.81±3.07 <0.001 

Waist circumference(cm)* 85.83±7.30 74.67±7.68 75.63±8.26 <0.001 

Current smoker(yes)† 5(3.47%) 88(5.76%) 93(5.56%) 0.252 

Smoke(pyr)* 0.84±4.94 0.99±5.35 0.98±5.32 0.744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9.18±14.90 112.40±13.53 113.85±14.44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1.69±10.05 71.02±10.24 71.94±10.65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8.06±41.73 194.83±35.28 195.97±35.05 <0.001 

Triglyceride(mg/dL)* 204.98±83.52 105.88±53.54 114.41±63.16 <0.001 

HDL-cholesterol(mg/dL)* 45.77±9.09 61.52±13.25 60.17±13.67 <0.001 

LDL-cholseterol(mg/dL)* 124.69±31.10 114.83±29.7 115.68±29.94 <0.001 

Fasting glucose(mg/dL)* 102.49±28.46 87.91±13.68 89.17±16.04 <0.001 

Uric acid(mg/dL)* 4.56±0.92 4.06±1.08 4.10±1.08 <0.001 

Post-menopause(Yes)† 99(68.75%) 604(39.53%) 703(42.05%) <0.001 

Hormone replacement therapy(Yes)† 13(9.03%) 99(6.48%) 112(6.70%) 0.242 

Hx of hypertension(Yes)† 68(47.22%) 115(7.53%) 183(10.94%)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27(18.75%) 22(1.44%) 49(2.93%) <0.001 

Hx of dyslipidemia(Yes)† 18(12.50%) 28(1.83%) 46(2.75%) <0.001 

FHx of Cardio(yes)† 8(5.56%) 129(8.44%) 137(8.19%) 0.227 

Fatty liver     

  normal† 45(31.25%) 1164(76.18%) 1209(72.31%) 

<0.001‡ 
  mild† 38(26.39%) 193(12.63%) 231(13.82%) 

  moderate† 18(12.50%) 67(4.38%) 85(5.08%) 

  severe† 43(29.86%) 104(6.81%) 147(8.79%)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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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성 수검자에서 대사증후군(IDF 기준)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MS(+) MS(-) Total  

  N = 98(5.86%) N = 1574(94.14%) N = 1672 p 

Earlobe crease(Yes)† 56(57.14%) 172(10.93%) 228(13.64%) <0.001 

Age(yr)* 57.46±10.41 47.75±11.88 48.32±12.01 <0.001 

Body mass index(cm/m2)* 27.66±2.31 22.51±2.85 22.81±3.07 <0.001 

Waist circumference(cm)* 90.43±4.09 74.71±7.55 75.63±8.26 <0.0001 

Current smoker(yes)† 5(5.10%) 88(5.59%) 93(5.56%) 0.252 

Smoke(pyr)* 0.54±3.63 1.01±5.40 0.98±5.32 0.237 

Systolic blood pressure(mmHg)* 128.35±15.70 112.94±13.87 113.85±14.44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mmHg)* 81.32±10.54 71.36±10.38 71.94±10.65 <0.001 

Total cholesterol(mg/dL)* 206.86±37.16 195.29±35.89 195.97±35.05 0.002 

Triglyceride(mg/dL)* 178.52±73.87 110.42±60.25 114.41±63.16 <0.001 

HDL-cholesterol(mg/dL)* 48.48±11.16 60.90±13.49 60.17±13.67 <0.001 

LDL-cholseterol(mg/dL)* 127.53±31.44 114.94±29.70 115.68±29.94 <0.001 

Fasting glucose(mg/dL)* 105.33±25.77 88.16±14.66 89.17±16.04 <0.001 

Uric acid(mg/dL)* 4.60±0.95 4.07±1.08 4.10±1.08 <0.001 

Post-menopause(Yes)† 63(64.29%) 640(40.66%) 703(42.05%) <0.001 

Hormone replacement therapy(Yes)† 5(5.10%) 107(6.80%) 112(6.70%) 0.809 

Hx of hypertension(Yes)† 41(41.84%) 142(9.02%) 183(10.94%) <0.001 

Hx of diabetes mellitus(Yes)† 17(17.35%) 32(2.03%) 49(2.93%) <0.001 

Hx of dyslipidemia(Yes)† 13(13.27%) 33(2.10%) 46(2.75%) <0.001 

FHx of Cardio(yes)† 8(8.16%) 129(8.20%) 137(8.19%) 0.991 

Fatty liver     

  normal† 23(23.47%) 1186(75.35%) 1209(72.31%) 

<0.001‡ 
  mild† 22(22.45%) 209(13.28%) 231(13.82%) 

  moderate† 16(16.33%) 69(4.38%) 85(5.08%) 

  severe† 37(37.76%) 110(6.99%) 147(8.79%) 

MS: metabolic syndrome, Hx: history, 

FHx of 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 Data are mean ± SD.   

† Data are number(%). 

‡ Mantel-Haenszel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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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및 이열의 유병률 

 

연구에 포함된 총 3835명 중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수검자는 

modified NCEP ATP III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72%였고, IDF 

기준으로 하였을 때 9.59%로 두 기준 간에 유사한 유병률을 

보였다(그림 2). 

 

17.59

20.47

10.7111.53
9.82

6.5

1.73

9.59

17.32

12.96

10.369.91

6.36

1.73

0

5

10

15

20

25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전체

연령 구간(세)

대
사

증
후

군
 유

병
율

(%
)

NCEP

IDF

 

그림 2. 연령대별 대상증후군의 유병율 

NCEP: US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 III 기준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기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두 기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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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은 3835명 중 20.89%(801명)이 양성 소견을 보였으며 이전 

연구들8, 10, 14, 18, 20, 25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성률도 

증가하였다(p<0.001)(그림 3). 특히 여성에서보다는 남성에서 높은 

양성율을 보였다(p<0.001). 이열 양성인 801명 중 일측 이열을 

보인 수검자는 202명(25.22%)이었고 양측 이열을 보인 수검자는 

599명(74.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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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대별 이열의 유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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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증후군(modified NCEP ATP III 기준) 환자에서 이열 

유무에 따른 구성요소 

Modified NCEP ATP III 기준으로 진단된 대사증후군 환자 중 

이열 유무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표 9. 이열 유무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ELC(+) ELC(-) Total   

(남자) N =  143 N = 136 N = 279 p 

허리둘레 123(86.01%) 91(66.91%) 214(76.70%) <0.001 

중성지방 135(94.41%) 130(95.59%) 265(94.98%) 0.651  

HDL 68(47.55%) 77(56.62%) 145(51.97%) 0.130  

혈압 111(77.62%) 119(87.50%) 230(82.44%) 0.030  

공복혈당 22(15.38%) 9(6.62%) 31(11.11%) 0.020  

(여자) N = 62 N = 82 N = 144 p 

허리둘레 51(82.26%) 35(42.68%) 86(59.72%) <0.001 

중성지방 51(82.26%) 70(85.37%) 121(84.03%) 0.614  

HDL 46(74.19%) 75(91.46%) 121(84.03%) 0.005  

혈압 52(83.87%) 75(91.46%) 127(88.19%) 0.162  

공복혈당 14(22.58%) 11(13.41%) 25(17.36%) 0.151  

p from chi-square test 

 

대사증후군의 진단 구성요소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이상 소견을 

나타낸 항목은 남성에서는 중성지방이었고(94.98%), 여성에서는 

혈압이었으나(88.19%) 이열 유무 간에 차이는 없었다(p=0.651, 0.162). 

그러나 대사증후군 환자 중 남녀 모두에서 이열 양성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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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다 복부비만(허리둘레 기준 남자≥90cm, 여자≥85cm)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p<0.001).  

그 외에 남성에서는 혈압과 공복혈당, 여자에서는 HDL이 이열 유무

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표 9). 

 

4. 이열과 Framingham/ATP III risk score의 관계 

 Framingham/ATP III risk score(FRS)는 10-year risk 백분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0). 남녀 모두에서 

이열과 F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표 10. 이열 유무에 따른 Framingham/ATP III risk score   

남자:risk %(점수) ELC(+) ELC(-) Total p 

0~8%(0~11) 212(18.14%) 957(81.86%) 1169(54.05%)

<0.001 
10~16%(12~14) 265(34.55%) 502(65.45%) 767(35.46%) 

20~25%(15~16) 87(41.43%) 123(58.57%) 210(9.71%) 

≥ 30%(≥17) 9(52.94%) 8(47.06%) 17(0.79%) 

여자:risk %(점수) ELC(+) ELC(-) Total p 

<1~8%(0~19) 219(13.22%) 1437(86.78%) 1656(99.04%)

<0.001 
11~17%(20~22) 8(53.33%) 7(46.67%) 15(0.90%) 

22~27%(23~24) 0 1(100%) 1(0.06%) 

≥ 30%(≥25) 0 0 0 

  ELC: earlobe crease,   ATP: Adult Treatment Panel. 

  Data are number(%). 

 p: Linear-by-lin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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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변량회귀분석 

본 연구 결과 표 1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열이 있을 경우 

modified NCEP ATP III 및 IDF 기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다변량회귀분석(Unadjusted)   

  남자 여자 

 MS(NCEP) MS(IDF) MS(NCEP) MS(IDF)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ELC 1.93(1.68-2.22)* 2.27(1.98-2.62)* 2.58(2.12-3.13)* 3.41(2.74-4.26)* 

* p<0.001 

MS: metabolic syndrome,  ELC: earlobe crease, 

NCEP: modified NCEP ATP III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26라고 알려진 연령(남성 > 45세, 

여성 > 55세), 고혈압, 흡연, 비만, 이상지혈증, 당뇨병, 조기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을 모두 보정 한 뒤에도 남녀 모두에서 

이열이 있을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modified NCEP ATP III, 

IDF 기준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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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변량회귀분석(Model 1)   

  남자  여자 

 MS(NCEP) MS(IDF) MS(NCEP) MS(IDF)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ELC 1.23(1.01-1.50)* 1.37(1.13-1.66)* 1.95(1.38-2.78)* 2.22(1.60-3.08)* 

     

Age 1.02(1.00-1.04) 1.03(1.01-1.05)* 1.03(0.99-1.06) 1.05(1.01-1.08)* 

BMI 1.37(1.28-1.47)* 1.73(1.59-1.87)* 1.37(1.23-1.52)* 1.68(1.49-1.89)* 

Smoking 1.00(0.99-1.01) 1.01(1.00-1.02) 1.00(0.94-1.05) 0.99(0.93-1.05) 

SBP 1.01(0.99-1.03) 1.00(0.98-1.02) 1.03(1.00-1.06) 1.01(0.98-1.04) 

DBP 1.08(1.06-1.11)* 1.06(1.04-1.09)* 1.08(1.04-1.13)* 1.06(1.02-1.10)* 

TC 1.00(0.99-1.01) 1.01(1.00-1.02) 1.03(1.01-1.04)* 1.01(0.99-1.02) 

TG 1.01(1.01-1.01)* 1.01(1.01-1.01)* 1.01(1.01-1.01)* 1.00(1.00-1.01) 

HDL 0.91(0.89-0.93)* 0.97(0.95-0.98)* 0.84(0.81-0.88)* 0.93(0.90-0.96)* 

LDL  1.00(0.99-1.01) 0.99(0.98-1.00) 0.97(0.96-0.99)* 0.99(0.97-1.01) 

Glu 1.00(0.99-1.01) 1.02(1.01-1.02)* 1.02(1.00-1.03) 1.03(1.01-1.04)* 

Menopause ㅡ ㅡ 0.68(0.34-1.39) 0.63(0.31-1.28) 

HRT ㅡ ㅡ 1.47(0.54-4.00) 1.55(0.56-4.27) 

Hx_HTN 2.09(1.35-3.23)* 1.64(1.06-2.51)* 6.56(3.50-12.27)* 2.38(1.28-4.41)* 

Hx_DM 18.00(8.11-38.94)* 1.66(0.71-3.87)* 6.20(2.04-18.78)* 1.31(0.46-3.74) 

Hx_Lip 4.36(2.17-8.75)* 3.58(1.88-6.84)* 6.94(2.18-22.08)* 1.86(0.66-5.25) 

FHx_Cardio 0.86(0.46-1.63) 0.94(0.51-1.75)  0.46(0.14-1.52) 0.80(0.28-2.28) 

* p < 0.05 

Model 1: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모델. 

MS: metabolic syndrome,  ELC: earlobe crease, 

NCEP: modified NCEP ATP III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Glu: fasting glucose, 

UA: uric acid,   ELC: earlobe crease, 

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x_: history of,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Lip: dyslipidemia,  

FHx_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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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EP ATP III에서 규정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남자에서 OR 1.81 - 2.17, 여자에서 OR 2.42 – 2.97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대응위험도의 증가를 보였다(표 13). 

 

표 13. 다중회귀분석(Model 2)   

  남자 여자 

 MS(NCEP) MS(IDF) MS(NCEP) MS(IDF)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ELC 1.81(1.53-2.15)* 2.17(1.85-2.54)* 2.42(1.83-3.19)* 2.97(2.29-3.86)* 

     

Age 0.99(0.98-1.01) 0.99(0.97-1.00) 1.03(1.00-1.06) 1.02(1.00-1.05) 

Smoking 1.01(1.01-1.02)* 1.01(1.01-1.02)* 1.02(0.98-1.06) 0.99(0.94-1.05) 

SBP 1.02(1.01-1.04)* 1.01(0.99-1.03) 1.03(1.01-1.06)* 1.02(1.00-1.05) 

DBP 1.08(1.05-1.10)* 1.06(1.03-1.08)* 1.06(1.03-1.10)* 1.05(1.01-1.08)* 

HDL 0.89(0.87-0.90)* 0.94(0.93-0.95)* 0.86(0.83-0.88)* 0.92(0.90-0.95)* 

Hx_HTN 2.47(1.69-3.61)* 2.16(1.50-3.12)* 7.01(4.15-11.82)* 3.02(1.77-5.14)* 

FHx_Cardio 1.05(0.61-1.82) 1.11(0.67-1.85) 0.48(0.19-1.22) 0.90(0.38-2.15) 

* p < 0.05 

Model 2: NCEP ATP III에서 규정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모델. 

MS: metabolic syndrome,  ELC: earlobe crease, 

NCEP: modified NCEP ATP III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x_HTN: history of hypertension   

FHx_Cardio: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oronary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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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열의 임상적 유용성 

 이열이 임상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때의 민감도, 특이도에 

따른 ROC curve는 아래 그림 4, 5와 같다. 

 

 

그림 4. ROC 곡선(modified NCEP ATP III 기준, 남자) 

 

 

그림 5. ROC 곡선(modified NCEP ATP III 기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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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과 함께 임상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 복부비만 

(남자≥90cm, 여자≥85cm), 비만(BMI>25kg/m2) 이 각각 동시에 

존재할 때 대사증후군(modified NCEP ATP III 기준)을 예측하는 

민감도, 특이도 및 ROC curve는 아래와 같다(그림 6 - 11). 

 

 

그림 6. ROC 곡선, 이열과 혈압이 동반됐을 때(남자) 

 

 

 

 

 

 

 

그림 7. ROC 곡선, 이열과 혈압이 동반됐을 때(여자) 

 

민감도 41.86 

특이도 82.29 

양성예측율 50.35 

음성예측율 76.74 

민감도 58.97 

특이도 89.33 

양성예측율 74.19 

음성예측율 80.72 



 27

 

그림 8. ROC 곡선, 이열과 복부비만이 동반됐을 때(남자) 

 

 

 

 

 

 

 

 

 

그림 9. ROC 곡선, 이열과 복부비만이 동반됐을 때(여자) 

 

 

민감도 43.71 

특이도 93.73 

양성예측율 87.41 

음성예측율 62.56 

민감도 45.13 

특이도 90.43 

양성예측율 82.26 

음성예측율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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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OC 곡선, 이열과 비만이 동반됐을 때(남자) 

 

 

 

 

그림 11. ROC 곡선, 이열과 비만이 동반됐을 때(여자) 

 

 

민감도 35.98 

특이도 89.80 

양성예측율 82.52 

음성예측율 51.16 

민감도 44.04 

특이도 88.24 

양성예측율 77.42 

음성예측율 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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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임상적으로 심혈관질환이 없는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이열은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는 독립적으로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열의 유병률은 20.89%로 조사되어 과거 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이열의 진단을 귓불 면의 1/2 혹은 1/3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체에서 끊이지 않는 열이나 주름으로 정의했다. 

과거 연구들에서 이열의 길이 비율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귓불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이열만을 

취합했기 때문에 다소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귓불에서 이열의 길이 비율 및 인종 간 이열 유병률의 차이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증후군 및 이열 모두 연령대로 구분했을 때 60, 7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이는 과거 연구들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30대부터 산화스트레스와 만성염증 그리고 

내피세포기능장애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누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 보고45와는 달리 50대 이후 대사증후군의 유병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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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부비만의 기준을 80cm가 아닌 85cm로 적용하여 여성 

대사증후군 환자 진단에 있어 민감도가 다소 낮아져서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흡연력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여 

흡연력 또한 대사증후군 유병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45. 

Framingham risk score(FRS)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타당성을 입증 받은46 점수화 

예측 도구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수검자를 남녀별로 각각의  

계산법30으로 얻은 점수에 해당하는 10-year risk의 백분율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이열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남, 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01). 그러나 

전반적으로 낮은 위험도에 더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있었던 수검자는 제외하였고 

비교적 건강한 건강검진센터 수검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과거 이열과 심혈관질환에 관한 연구에서 이열은 52% ~ 85%의 

민감도 와 64% ~ 83%의 특이도를 보였다1, 2, 17, 47. 이열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데 modified NCEP ATP III 진단 기준으로 

남녀에서 각각 민감도 24.96%와 27.19%, 특이도 91.45%와 94.32%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른 양성예측율은 각각 51.25%와 43.06%, 

음성예측율은 77.18%와 89.14%로 음성예측율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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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양성예측율이 다소 낮게 조사된 이유는 이열의 진단을 

귓불 전면에 이어진 열이나 주름으로 국한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열의 위음성군이 증가하여 낮은 양성예측율을 

초래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향후 귓볼에서 이열이 차지하는 길이 

비율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열과 함께 검사실 검사가 아닌 임상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계측을 이용했을 때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데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향상되었다(그림 6-11). 

특히 남성에서는 이열과 함께 복부비만이 동반됐을 때 민감도가 

43.71%, 양성예측도가 87.41%로 향상되었고 여성에서는 이열과 

고혈압이 동반됐을 때 민감도가 58.97%, 양성예측도가 74.19%로 

향상되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열이 있을 경우, modified NCEP ATP III 기준으로 진단된 

대사증후군에 있어 남자에서는 OR 1.93(95% CI 1.68-2.22), 

여성에서는 OR 2.58(95% CI 2.12-3.13)이었고, IDF 기준으로는 남성에서 

OR 2.27(95% CI 1.98-2.62), 여성에서는 3.41(95% CI 2.74-4.26)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연령(남성 > 45세, 

여성 > 55세), 고혈압, 흡연, 비만, 이상지혈증, 당뇨, 조기 

심장질환의 가족력 등을 모두 보정 한 뒤에도 이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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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각각의 진단기준으로 남성에서는 23%, 37% 

이상(OR 1.23 95% CI 1.01-1.50, OR 1.37 95% CI 1.13-1.66), 

여성에서는 95%, 122% 이상(OR 1.95 95% CI 1.38-2.78, OR 2.23 95% 

CI 1.61-3.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CEP ATP III에서 규정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modified NCEP ATP III 기준으로 교차비가 남자에서 

1.81(95% CI 1.53-2.15), 여자에서 2.42(95% 1.83-3.19)인 것으로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이열은 대사증후군에 있어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이열이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기전으로 부행순환이 없다는 점과 전신적인 탄력소(elastin) 및 

탄력섬유(elastic fiber)의 소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4, 8, 9. 또한 이열이 죽상경화증의 심한 정도를 반영한다는 

연구보고와3 함께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carotid IMT;intima-media 

thickness)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22 과거 

연구들에서 제시한 가설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항목은 없었지만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 FRS와도 이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기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뒤에도 이열은 대사증후군에 대한 대응위험도가 

높았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한 전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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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상경화증이 이열로 반영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의 병리 기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는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index 혹은 정상혈당클램프 검사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가지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이열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열이 귓불에서 차지하는 길이 비율에 따른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 이열의 

길이 비율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이열이 대사증후군 환자에 있어 

전향적으로 어떤 예후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91년 Elliott 등48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이열이 있을 경우 모든 

사망원인을 포함한 9년-생존율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p=0.016, p=0.004)를 보여 이열이 단순히 심혈관질환을 

예측할 뿐 아니라 예후 예측에도 유용한 지표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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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이열을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의 경과, 치료 반응,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등을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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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심혈관질환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한다49. 그만큼 심혈관질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임상 및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의 예측인자로서 이열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이열은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열은 Framingham risk 

score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열은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보조적 지표로서 

제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한 장기간 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이열에 대한 보다 많은 

임상적 정보와 유용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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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earlobe crease and metabolic syndrome 

 

Sang In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Cheol Kang) 

 

Frank first repor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obe 

crease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1973 and there has been 

numerous reports supporting this hypothesis. Metabolic 

syndrome results from a cluster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there have been efforts to prevent cardiovascular diseases 

by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metabolic syndrom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e earlobe crease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The study subjects were over 

20 to 79 years old adults selected from a Health Promotion 

Center in Seoul Korea. Total of 3,835 subjects were observed 

for existence of unilateral or bilateral earlobe creases, past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cluding history of smoking, blood pressure, w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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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ference, fasting glucose and cholesterol.  

Modified NCEP ATP III and IDF diagnostic criteria were 

applied to improve reliability of the study. 11.03% (using 

modified NCEP) and 9.75% (using IDF) were discovered to have 

metabolic syndrome and 20.89% were found to have earlobe 

crease.   Both metabolic syndrome and earlobe crease were 

found to increase according to age.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2). Earlobe creas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ramingham risk score(p<0.001). 

Existence of earlobe crease reflect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 by 23%(modified NCEP ATP III criteria), 

37%(IDF criteria) in med  and 95%(modified NCEP ATP III 

criteria), 122%(IDF criteria) in women even after correcting 

for know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such as age, 

hypertension, smoking, obesity, dyslipidemia, diabetes 

mellitus, family history of premature cardiovascular disease 

(male<45 years old,  female<55 years old). 

 

 

Key Words : earlobe crease,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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