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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hsCRP를 선택적 진단 요소

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인에서의 최적 절단값을 구하고자 했다. 연구대상은 2007

년 6월말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종합검진 센터가 있는 경기 소재 종합병원에

서 검진을 받은 107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1076명의 대상자중 남자 602명, 여자 47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남자 

46.8 ±11.1세 여자 47.7 ±11.8 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NCEP 기준 남자 

22.7% 여자 23% (p=0.0893), IDF는 22.9%, 17.7% (p=0.0436) 였다. hsCRP는 남자 

1.33 ± 1.58 mg/L, 여자 0.96 ±1.22 mg/L(p<0.0001)로 차이가 있었다.  

2. Revised NCEP 정의 기준 남성에서는 흡연, 운동 제외 나이를 포함 나

머지 모든 변수에서 대사증후군 집단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HDL은 

낮았다(p<0.0001). hsCRP는 남자에서 1.54±1.56 vs. 1.25±1.58 (p=0.0390)였고, 

여성에서는 1.47±1.48 vs. 0.80±1.09 (p<.0001)로 여자에서 더 큰 차이가 있었다.  

3. hsCRP를 3분위수로 나눌때 남성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NCEP 

19.9, 27.6, 36.6% (p=0.0008, p trend=0.0002), IDF 15.7, 19.8, 34.0% (p<0.0001, p 

trend <0.0001)로 차이와 증가 추세는 IDF에서 조금 더 명확하였다. 여성의 경우 

NCEP 10.8, 20.4, 39.1% (p<0.0001, p trend <0.0001), IDF 5.1, 17.6, 

32.1%(p=<0.0001, p trend=<0.0001)로 둘 다 차이와 증가 추세 모두 확연하였다.  

4. hsCRP를 CDCP기준(1, 3mg/L)으로 세군으로 나눌때, 남자에서 NCEP 경

우 유병률이 22.1, 38.2, 32.0%(p=0.0005), IDF 사용시 16.3, 33.9, 30.7%(p<0.0001)

로 가장 높은군의 유병률이 중간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여자에서는 NCEP는 

15.1, 38.9, 40.0% (p<0.0001)로 가장 높은군이 중간군에 비해 미미하게 나마 증

가하였으나, IDF는 10.7, 32.8, 28.0 (<0.0001)로 가장 높은군에서 감소하였다.  

5. 피어슨 상관검정에서 남자는 hsCRP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가 HDL(r=-0.21933), 허리둘레(r=0.20260), BMI(r=0.18223)등이었고 혈압은 유의하



 

 

 

v 

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그 

중 허리둘레(r=0.23946)와 BMI(r=0.22662)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다.  

6. hsCRP를 3분위수로 나눈후 남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보정된 교차비는

NCEP 기준 1.52(0.96-2.42), 2.06(1.31-3.23), IDF는 1.30(0.78-2.18), 2.46 (1.52-

3.98)로 두번째  tertile의 교차비는 유의하지는 못했으나 hsCRP의 증가에 따라 

교차비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hsCRP를 CDCP 기준으로 나누면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의 교차비가 NCEP는 1.965, 1.485배, IDF는 2.391, 2.061배

로 모두 고위험군의 교차비가 중간위험군보다 오히려 작었다. 여성은 모든 경우 

교차비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지만 tertile로 나눈 NCEP

의 경우 남자에서와 같이 두번째 tertile의 교차비가 유의하지 않았다.  

7. ROC curve에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합이 가장 큰 지점의 hsCRP

값을 절단값으로 할때 남자는 NCEP는 1.0mg/L(Se=0.52 Sp=0.65 AUC=0.650), IDF

는 1.0mg/L(0.57, 0.65, 0.663)이었다. 여자는 NCEP 0.9mg/L(0.62, 0.71, 0.787), 

IDF 1.0mg/L(0.67, 0.70, 0.786)로 예측에 있어서는 여성에서 더 정확하였다.  

본 연구 결과상 남,녀 또는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상관없이 대사증후군의 유

무를 예측하는 hsCRP의 절단값은 1.0mg/L였다. 기존의 절단값은 hsCRP를 한국

인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의 보조적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은 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한 초기 hsCRP 값으로 3년후 대사증

후군의 발생을 예측하는 후향적 연구의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추론된 절단값과도 

거의 일치한다. 그러므로 향후 전향적이고 보다 대규모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인

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예측하는 절단값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 hsCRP의 절단값과,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예측하는 절단값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핵심단어; 대사증후군, 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 hsCRP, cut-off point, 절단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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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혈관 질환은 서구에서 뿐만 한국에서도 사망 원인 3위의 중요한 질환이

다. 그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기전 위험인자를 미리 

확인하여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예측해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Wilson et al., 1987). Framingham Risk Score이후에도 예측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인자를 찾기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대사증후군과 혈

관의 미세 염증을 반영해주는 염증 표지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사증후군과 

고민감도 C-반응성 단백(high sensitivity CRP: 이하 hsCRP)은 이미 심혈관 질환

의 위험을 예측 할 수 있는 독립된 인자라는 것이 널리 발표되어 왔다(Lakka et 

al., 2002; Ridker et al., 2003; Wilson et al., 2005). 이 두 가지 요소의 서로에 

대한 연관성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이다. 

임상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hsCRP를 대사증후군의 다섯 가지 진단 기준 외

에 추가적인 인자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은 많은 임상지침에서도 권장되는 

바이다(Grundy et al., 2005). 하지만 추가적 기준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절단값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대사

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절단값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이하 CDCP)이 2003년 권장한 절단값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절단점은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절단점일 수는 있으나 대사증

후군 예측을 위한 절단점이라는 증거가 아직은 없고, 또한 민족적 특성이 반영

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hsCRP의 절단값을 구해 임상에서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때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로서 활용 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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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대사증후군의 추가적 지표로서 hsCRP의 농도

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기준으로 확인 함으로서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

는 hsCRP의 최적 절단값을 찾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 본다.  

둘째, 대상군을 대사증후군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hsCRP을 비롯한 기타 일

반적 특성을 알아 본다.  

셋째, hsCRP를 삼분위수 기준으로 세군으로 나누어 각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

이와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를 알아본다.  

넷째, CDCP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의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를 확인 해 

본다.   

다섯째, 한국인에 맞는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최적 절단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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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무리를 지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Aizawa 

et al., 2006). Reaven등은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이 고중성지방혈증과 낮

은 고밀도콜레스테롤등과 함께 비인슐린의존성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유

발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Reaven, 1988), Kaplan등은 Androgen의 존재하에 과

도한 칼로리 섭취에 의한 상체비만이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여 위의 인자들을 

유발한다고 발표하였다(Kaplan, 1989).  

 

그 이후로,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경도의 전신적 염증 상태, 산화적 

스트레스와 혈관 내피 기능 장애등이 이들 위험인자를 하나로 묶는 공통적인 기

전으로 생각되어져 왔다(Dandona et al., 2005; Reilly and Rader, 2003; Sader et 

al., 2003; Sinaiko et al., 2005; Zimmet et al., 1999). 영양과다에 의한 비만의 염

증성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 두가지 저항성은 인

슐린의 항염증 작용과 렙틴의 항비만 작용을 방해하여 염증을 배가 시키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집합체인 대사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이다(Dandona et 

al., 2005).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당대사이상, 중성지방과 고밀도콜레스테롤 

대사이상 같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정의되

고,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여러 번 바뀌어 왔으나,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 지는 

2001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NCEP-ATPIII: 이하 

NCEP)은 대사증후군을 위의 5가지 관상동맥 위험인자 중 3가지 이상을 가질 때

로 정의하였다. 그 이후로도 국제당뇨병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이하 IDF)에서 새로운 대사증후군의 정의가 발표되었고(Alberti et al., 2005) 

NCEP의 정의 또한 2005년 미국 심장학회와 NHLBI에 의해 아시아인의 복부둘레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revised NCEP 진단기준을 발표 하였다(Grundy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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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여러 논문에

서 확인되어(Lakka et al., 2002; Wilson et al., 2005), 대사증후군의 심혈관 질환

의 예측 인자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되어가고 있다.  

 

한편 이미 언급되었듯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이 함께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경도의 전신적 염증이다. 염증성 표지자중  하나인 hsCRP는 지금까

지 심혈관계 위험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가장 촉망 받는 염증성 표지자이다

(Malik et al., 2005; Pearson et al., 2003; Ridker et al., 2003; Ridker et al., 

2004; Rutter et al., 2004; Tamakoshi et al., 2003). hsCRP에 대한 관심 또한 심

혈관 질환의 일차예방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 없으나 앞으

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감별해 내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일

차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80년대 이후 현

재까지 Framingham Risk Score가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지표 중 가장 성공적

으로 평가되어왔으나(Kannel et al., 1961; Wilson et al., 1987; Wilson et al., 

1998), 이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 지고 있다. 그 예로서 심혈관 질환에 이

환 되는 환자들의 5분의 1은 전통적인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들이고(Khot et al., 

2003), 또한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

들에서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Ridker et al., 2002). 또한 Framingham Risk 

Score에 의해 위험군을 나누면 중간 위험군이 너무 넓고, 다양하여 심혈관 위험

을 계층화할 보다 나은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고(Ridker, 1999), 

Framingham score와 심혈관 질환의 절대적 위험도의 연관성간이 대상 인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Brindle et al., 2003; D'Agostino et 

al., 2001).   

 

따라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시킬 새로운 위험인자의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고, 임상에서 실용적인 생물학적 표지자이면서, 값이 싸

고 일차진료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가 관심을 끌어 왔으며, 콜레스테롤 

검사등과 같이 단순 혈액 검사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가 가능성이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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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표지자중 경도의 혈관 염증을 반영하는 hsCRP가 

가장 유력하다고 여겨져 왔다(Ridker et al., 2004).  

 

일반적으로 CRP는 감염성 혹은 비 감염성 염증반응, 세포 및 조직대사 반

응으로 비특이적으로 증가하는 급성 반응상 물질(acute phase reactant)이다

(Pepys, 1981).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의 발생에 염증 반응

이 주요한 기전으로 받아들여 지면서(Libby et al., 2002) CRP, fibrinogen, 백혈

구수, 알부민,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factor VIII,  fibrin D-dimer등과 

같은 염증 표지자를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Lowe, 2005), 이중 hsCRP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연

구가 진행 되어, 현재 까지 LDL의 모든 수준과 Framingham Risk Score로 나뉘

는 모든 위험 수준에서도 독립적인 예후인자로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Ridker, 

2003). hsCRP가 증가할수록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

하고, 불안정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

려진 바이다(Danesh et al., 1998; Koenig et al., 1999; Ridker et al., 1998a; 

Ridker et al., 1998b).    

 

또한 hsCRP는 동맥경화증에 의한 염증의 반영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염증

반응 및 혈전의 형성 및 파열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

고 있어(Verma et al., 2006) 비 전통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로서 그 임상적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Ridker, 2007). 그러한 결과로 Ridker등은 2007년의 연

구에서 Frammingham Risk Score를 대치할 예측 지표로 hsCRP를 필수 요소로 

포함한 Reynold Risk Score를 주창하였다(Ridker et al., 2007).   

 

hsCRP가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주목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전신적 염증성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대사증후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에는 hsCRP가 대사증후군 진단의 추가적 요소로 받

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Alberti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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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a et al., 2000; Grundy et al., 2005).  

 

hsCRP가 대사증후군 진단의 추가적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단면적 연구들을 통해 hsCRP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요소인 중성지방의 증가,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 중심성 

비만, 혈압의 증가, 공복혈당의 증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졌다(Festa 

et al., 2000; Ridker et al., 2003). hsCRP는 그외에도 인슐린 저항성과 

fibrinolysis의 장애등과 같은 측정하기 어려운 대사증후군의 병리 생리학적 요소

들과도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Festa et al., 2000; Festa et al., 2002; 

Stehouwer et al., 2002; Yudkin et al., 1999). 이러한 추가적인 병리 생리학적 요

소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hsCRP의 측정이 대사증후군의 추가적인 임상적 진단 

기준으로서 심혈관 질환의 예측에 대한 정보를 더해줄 것이라는 가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Reilly and Rader, 2003). 이 가설을 뒷받침해 줄만한 증거를 여러 중

요 전향적 연구가 제공한다(Ridker et al., 2003; Sattar et al., 2003). 특히 

WHS(Women’s Health Study)에서는 시작 시점에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여성

들 중에서도 초기 hsCRP값이 <1, 1에서 3, >3mg/L로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 질

환 없는 생존율이 낮아져 가장 높은군이 가장 낮은 군에 비해 미래의 심혈관 질

환의 상대 위험도가 두배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95% CI, 1.1 to 4.2; 

p=0.001).(Ridker et al., 2003) 대사증후군이 있는 대상 중에서도 hsCRP를 아는 

것이 혈관 위험도의 예측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대사증후군 진

단 기준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직은 무리가 있을 지 모르나 초기 콜

레스테롤 검사와 같이 포함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검사의 용이성을 고려, 궁극적

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예측 하는 대사증후군 진단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hsCRP를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과 hsCRP값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 되었다(손중천 et al., 2003; 이상호 et al., 

2006; Frohlich et al., 2000; Ridker et al., 2003).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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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대부분 대사증후군의 인자들의 갯수에 따른 hsCRP의 평균값을 비교하거

나 대사증후군의 유무에 따라 hsCRP값이 다르다는 연구가 대부분이고, 자신

들의 연구에서도 외국의 절단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사증후군을 예측해 볼 

수 있는 hsCRP의 한국인에서의 절단값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Ridker등은 hsCRP 값의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데 있어 cut-

off point 값을 5분위수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 임상적으로 적용이 쉬

운 <1mg/L, 1~3mg/L, >3mg/L 세군(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눌 것

을 주장하였고(Ridker, 2003) 또한 이는 민족적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를 통해 발

표하였다(Ridker et al., 2003). 이와 거의 동시에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American Heart Association는 인구역학적 결과로 3분위수로 나

눈것도 위의 세 군으로 나눈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Ridker의 주장

을 뒷받침 해주었다(Pearson et al., 2003). Ridker등은 여성만을 대상으로한 그의 

2003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민족간의 hsCRP의 평균값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인데(Ridker et al., 2003), 그 이후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는 

민족간 차이가 있음이 발표되었고(Albert et al., 2004; Anand et al., 2004; 

Chambers et al., 2001; Forouhi et al., 2001; Khera et al., 2005) 이러한 것을 모

두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hsCRP의 cut-off point 또한 대상 민족간

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10mg/L이상은 확연한 염증소견, 3~10mg/L는 심혈관 질환의 고

위험군, 1~3mg/L는 중간 위험군, 1mg/L이하는 저위험군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

는 주로 백인들을 대상으로한 3분위수(tertile)를 기준으로 나누어 절단값을 제시

한 것이므로 한국인에서의 cut-off point 또한 그와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한 심혈관 질환의 예측 이전에 대사증후군의 유무나 위험성을 예측하는 절단

값 먼저 위의 절단값과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hsCRP의 cut-off point는 전향적 연구에서 결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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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질환이 발생한 환자의 초기 hsCRP 값을 분석해서 구해야 하고, 대사증후

군 발생의 예측을 위한 cut-off point 또한 초기 hsCRP와 미래의 대사증후군의 

실제 발생률과 관련하여 구해야 하겠으나 일단 이미 확립된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의거 단면적 연구로 현재의 대사증후군의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cut-

off point의 제시 또한 의미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 Oda등이 2006년 

일본인에서의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cut-off point로 0.65mg/L을 제시하였다

(Oda et al., 2006). 하지만 일본인에서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허리둘레 기준이 명

확하지 않은 관계로 그의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진단의 인자로 허리둘레를 

대신하여 BMI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대상군의 크기가 너무 작았다는 단점이 있

어, 이 값을 한국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또한 우리나라 인구에 특

이적인 cut-off point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서

의 대사증후군 진단의 선택적 요소로서의 hsCRP값의 최적 cut-off point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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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t-test χ2-test
 ANOVA χ2-test, trend test Pearson's

Correlation

logistic regression
Multivariate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ROC curve

종합검진 수검자

 MS와 non-MS 비교

: 일반적 특성 및 hsCRP

hsCRP와 관계있는

변수 확인

변수 보정후

hs CRP와 MS의 관계
hsCRP의 범주화 기준별

MS 유병률 교차비  비교

: tertil vs. CDCP

MS 유무에 대한

hsCRP의 절단값

: revised NCEP vs. IDF

남녀비교: 일반적 특성과

hsCRP level, MS 유병률

hsCRP의 범주화  기준별

MS유병률의 증가 추세 비교

:  tertile vs. CDCP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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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측정방법  

 

2007년 6월말부터 2007월 11월말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한 수검자 총3407명 중 hsCRP 검사를 받고 과거력과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지를 정확히 기록한 수검자를 추출해 그중 hsCRP값이 10mg/L

이상이거나 백혈구 수치가 10,000/HPF이상등 급성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심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총 10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키(m)와 체중(kg)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체

질량지수(kg/㎡)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허리둘레(cm)는 검사

자가 직립자세에서 최하위 늑골 하부와 골반 장골릉과의 중간 부위를 측정하였

다. 혈압은 자동혈압계(자원메디칼, FT -200S)로 측정하였고, 혈압이 높은 경우, 

10분간 휴식 후 재측정 후에 재측정값을 최종 혈압으로 삼았다. 이러한 신체계

측과 혈액검사를 통하여 수검자의 신장, 체중, 혈압,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sCRP, IGF1, homocystein등을 측정하였다. 

고혈압, 당뇨, 운동력, 흡연력 등은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미국의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 위원회의 제 3

차 보고서(NCEP ATPIII)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되 2005년 AHA/NHLBI의 개정

된 NCEP를 사용 복부비만, 혈압증가, 공복혈당증가, 고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있거나 그로 인해 약을 복용하는 5가지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

우로 하였고, 동시에 국제당뇨연맹(IDF)에서 제안한 정의를 사용 비교하였는데 

민족적 특성을 고려한 복부비만 항목은, 대한 비만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복

부비만 기준인 남자 ≥90cm, 여자 ≥85cm을 사용하였다. 개정된 NCEP의 정의와, 

대한비만학회 기준 허리 둘레를 적용한 IDF의 기준은 표 1에 자세히 명시하였다.   

hs-CRP는 Hitachi 747장비, Latex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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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Men ≥90 ≥90(specific to ethnicity)

Women ≥80 ≥85(specific to ethnicity)

SBP ≥130 ≥130

DBP ≥85 ≥85

or drug treatment or drug treatment

≥100 ≥100

or drug treatment or drug treatment

TG(mg/dl) ≥150 ≥150

or drug treatment or drug treatment

Men <40 <40

Women <50 <50

or drug treatment or drug treatment

BP(mmHg)

HDL(mg/dl)

Revised NCEP

(3 out of 5)

IDF

(WC + 2 out of 4)

Waist Circumference

(cm)

Fasting Blood

glucose(mg/dl)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WC: waist 

circumference, BP: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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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 

 

Table 2. Study variables & stratification 

변수 범주

성별(Sex) 남,여

연령(Age) 측정당시 연령

허리둘레(WC) cm

수축기혈압(SBP) mmHg

이완기혈압(DBP) mmHg

공복시 혈당(AC) mg/dL

중성지방(TG) 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HDL) mg/dL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 mmol/L

인슐린양 성장호르몬(IGF-1) ng/mL

대사증후군/revised NCEP(MS) 유,무

대사증후군/IDF(MS_IDF) 유,무

복부둘레이상/revised NCEP(MS-WC) 유,무

복부둘레이상/대한비만학회(MS-WC_K) 유,무

혈압이상(MS-BP) 유,무

혈당이상(MS-glucose) 유,무

중성지방이상(MS-TG) 유,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상(MS-HDL) 유,무

고혈압(hypertension) 유,무

당뇨(DM) 유,무

흡연(Smoking)
피운적없다
끊었다
피운다

운동(Exercise)
규칙적으로한다
불규칙하게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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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방법 및 통계 기법 

 

 모든 통계분석은 SAS 9. (for Window)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1) 성별간 기본 특성의 차이를 보았고, independent two-sample t-test와 χ
2
 

test를 사용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2)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간의 차이를 보았으며, independent two-

sample t-test와 χ
2
 test를 사용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3) hsCRP를 tertile, CPCP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이 모두에 대해 분석하여 어떻

게 나누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데 더 정확한지 확인해보았다. 

ANOVA, χ
2
 test, p for trend를 사용하여 그룹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4) 피어슨 상관관계를 통해 hsCRP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를 확인하였고, 

회귀분석으로 다른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의미있는지도 확인하였다.  

5) hsCRP의 분류군간의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차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

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서 확인하였고 ROC curve를 통해 대사증후군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hsCRP의 cut-off point를 구하였다. 최적 cut-off 

point는 ROC curve에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합이 가장 큰 지점의 

hsCRP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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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남녀 대비 

 

총 1076명의 연구 대상자중 남자 602명, 여자 474명이 포함되었고 평균나이

는 남자 46.8세 여자 47.7세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측정값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혈압, 체질량지수, 허리둘

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IGF-1등이 통계적으

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의 유병률에 대하여는 HDL이

상 여부는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모두 차이가 있었다.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은 NCEP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남자 22.7% 여자 23%로 차

이가 없었으나(p=0.0893), 하지만 한국인의 새로운 허리둘레 임계점을 사용한 

IDF 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남녀간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차이가 있었다

(22.9% vs, 17.7%, p=0.0436).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은 차이가 없었고, 흡연과 규

칙적인 운동습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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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Male(N=602) Female(N=474) p

Age(year) 46.8 ±11.1 47.7 ±11.8 0.1974

SBP(mmHg) 124.3 ±13.8 118.7 ±17.6 <0.0001

DBP(mmHg) 75.9 ±10.7 72.6 ±11.9 <0.0001

BMI(kg/m
2) 25.0 ±2.9 23.7 ±3.3 <0.0001

WC(cm) 88.5 ±7.8 83.2 ±8.7 <0.0001

F-glucose(mg/dl) 100.1 ±20.1  94.6 ±14.3 <0.0001

TG(mg/dl) 146.8 ±90.6 97.9 ±49.0 <0.0001

HDL(mg/dl) 54.9 ± 12.6 65.4 ±15.4 <0.0001

hsCRP/mean(mg/L) 1.33 ± 1.58 0.96 ±1.22 <0.0001

hsCRP/median(mg/L) 0.7(IQR=1.1) 0.5(IQR=0.9)

Homocystein(mg/dl)*  13.39 ±4.34(N=136)   10.96 ±5.74(N=136) 0.0001

IGF-1 150.58 ±47.51(N=48) 131.27 ±36.59(N=63) 0.0172

MS-WC(%) 44.5 63.5 <0.0001

MS-WC_K(%) 44.5 42.2 0.483

MS-BP(%) 41.4 31.4 0.001

MS-glucose(%) 38.4 24.7 <0.0001

MS-TG(%) 38.9 16.0 <0.0001

MS-HDL(%) 9.97 13.92 0.0563

MS(%) 27.7 23.0 0.0893

MS_IDF 22.9 17.7 0.0436

DM(%) 6.48 4.01 0.0999

Hypertension(%) 16.9 16.0 0.7519

Smoking(%)  <.0001

never 21.9 90.1

ex-smoker 37.1 3.5

smoker 41.0 6.5

Exercise(%) 0.0455

regular 38.1 31.2

irregular 42.7 45.0

non-exercising 19.2 23.8

 

WC: waist circumference, F-glucose: fasting blood glucos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MS-WC: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revised NCEP, 

MS-WC_K: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Korean society of 

obecity , MS: metabolic syndrome, MS_ID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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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사증후군을 가진 군과 정상군의 비교 

 

Revised NCEP 기준을 적용하여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나누

었을 때 남성에서는 homocystein과 IGF-1, 흡연, 운동을 제외하고는 나이를 포

함 나머지 모든 변수에 대해 대사증후군인 군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고 

HDL은 낮았다(p<0.0001). hsCRP 또한 1.54±1.56 vs. 1.25±1.58, p=0.0390으로 의

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여성에서도 의미있게 차이가 있는 항목이 똑 같았으나, hsCRP의 차이가 

1.47±1.48 vs. 0.80±1.09, p=<.0001로 남성에 비해 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  

 

Tabel 4. Comparison between MS group with non-MS group by revised NCEP 

definition 

 

MS

(N=167)

non-MS

(N=435)
p

MS

(N=109)

non-MS

(N=365)
p

Age(year) 49.5 ±10.3 45.8 ±11.3 0.0002 55.6 ±12.0 45.3 ±10.7 <0.0001

SBP(mmHg) 132.3 ±11.9 121.2 ±13.2 <0.0001 131.6 ±19.0 114.8 ±15.1 <0.0001

DBP(mmHg) 81.2 ±10.2 73.8 ±10.1 <0.0001 80.7 ±11.0 70.2 ±11.0 <0.0001

BMI(kg/m
2) 26.8 ±2.6 24.3 ±2.7 <0.0001 26.1 ±3.1 23.0 ±3.0 <0.0001

WC(cm) 94.1 ±6.3 86.4 ±7.3 <0.0001 89.8 ±7.4 81.2 ±8.1 <0.0001

F-glucose(mg/dl) 113.1 ±27.1 95.0 ±13.7 <0.0001 105.6 ±17.4 91.3 ±11.3 <0.0001

TG(mg/dl) 211.4 ±113.1 122.0 ±65.3 <0.0001 149.0 ±58.4 82.7 ±33.1 <0.0001

HDL(mg/dl) 49.2 ±11.8 57.1 ±12.2 <0.0001 55.6 ±13.3 68.4 ±14.8 <0.0001

hsCRP/mean(mg/L) 1.54 ±1.56 1.25 ±1.58 0.0390 1.47 ±1.48 0.80 ±1.09 <0.0001

hsCRP/median(mg/L) 1.0(IQR=1.4) 0.7(IQR=1.1) 1.1(IQR=1.3) 0.4(IQR=0.8)

Homocystein(mg/dl) 13.85 ±4.92 13.11 ±3.94 0.3328 12.20 ±7.84 10.02 ±3.08 0.0468

IGF-1 148.8 ±52.7 151.6 ±45.0 0.8453 130.6 ±36.5 132.2 ±37.5 0.8751

MS-WC(%) 82.6 29.9 <0.0001 95.4 54.0 <0.0001

MS-BP(%) 75.5 28.3 <0.0001 74.3 18.6 <0.0001

MS-glucose(%) 80.8 22.1 <0.0001 72.5 10.4 <0.0001

MS-TG(%) 78.4 23.7 <0.0001 57.8 3.6 <0.0001

MS-HDL(%) 28.1 3.0 <0.0001 45.9 4.4 <0.0001

DM(%) 13.2 3.9 <0.0001 11.9 1.6 <0.0001

Hypertension(%) 31.1 11.5 <0.0001 40.4 8.8 <0.0001

Smoking(%) 0.1605 0.3207

never 18.0 23.3 94.0 88.9

ex-smoker 42.8 35.0 2.0 3.92

smoker 39.2 41.7 4.0 7.23

Exercise(%) 0.1782 0.1902

regular 32.1 40.5 27.6 32.3

irregular 47.2 41.0 41.8 45.9

non-exercising 20.8 18.5 30.6 21.8

Male(N=605) Female(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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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sCRP를 3 분위수 기준으로 나눈 세 군의 비교  

 

남성에서 혈압, 흡연, 운동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3군간에 통계적으로 의

미있게 차이가 있었고 추세 검정에서는 연속 변수로는 허리둘레와 중성지방만이 

의미가 있고, hsCRP의 평균은 의미있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 못했다(p for 

trend=0.2239). 하지만 유병률 빈도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각각의 요소와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 모두가 차이가 있었으며 추세 검정에서도 모두 의미가 있게 증가하

였다. 여성에서는 혈압까지도 차이를 보이며 흡연, 운동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추세 검정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중성지방

이 의미 있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hsCRP는 여성에서도 의미있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p for trend=0.2043). 유병률 빈도에서는 역시 당뇨 제외한 모

든 항목에서 의미 있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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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among tertiles of hsCRP 

 

1st tertile

(N=216)

2nd tertile

(N=192)

3rd tertile

(N=194)

1st tertile

(N=176)

2nd tertile

(N=142)

3rd tertile

(N=156)

(hsCRP<0.6mg/L) (0.6≤,<1.2mg/L) (1.2mg/L≤hsCRP) (hsCRP<0.4mg/L) (0.4≤,<1.0mg/L) (1.0mg/L≤hsCRP)

Age(year) 45.4 ±10.6 46.2 ±10.2 48.9 ±12.2 0.0046 0.1934 43.7 ±10.3 50.4 ±12.6 49.8 ±11.5 <0.0001 0.3849

SBP(mmHg) 112.8 ±12.6 124.4 ±14.6 125.7 ±14.2 0.1087 0.2750 113.8 ±14.9 120.0 ±16.0 123.1 ±20.3 <0.0001 0.1210

DBP(mmHg) 75.1 ±10.4 76.3 ±10.6 76.4 ±10.9 0.3548 0.2893 69.6 ±10.8 73.1 ±11.0 75.6 ±12.9 <0.0001 0.0611

BMI(kg/m
2) 23.9 ±2.7 25.1 ±2.6 26.0 ±3.1 <0.0001 0.0524 22.3 ±2.6 23.7 ±3.1 25.3 ±3.5 <0.0001 0.0245

WC(cm) 85.9 ±7.6 88.8 ±6.9 91.2 ±8.0 <0.0001 0.0346 79.5 ±6.6 83.7 ±8.1 86.9 ±9.6 <0.0001 0.0496

F-glucose(mg/dl) 97.1 ±15.0 98.9 ±14.4 104.5 ±27.8 0.0006 0.1835 91.6 ±11.0 95.1 ±16.2 97.5 ±15.0 0.0006 0.0683

TG(mg/dl) 129.9 ±73.7 145.8 ±71.8 166.7 ±117.0 0.0002 0.0498 81.2 ±35.5 98.3 ±52.9 116.5 ±52.0 <0.0001 0.0115

HDL(mg/dl) 58.1 ±12.7 55.3 ±12.7 51.0 ±11.4 <0.0001 0.0773 68.4 ±15.5 66.9 ±16.4 60.7 ±13.1 <0.0001 0.2157

0.31 ±0.14 0.80 ±0.17 3.00 ±1.9 <0.0001 0.18 ±0.09 0.60 ±0.17 2.16 ±1.51 <0.0001

0.3(IQR=0.2) 0.8(IQR=0.3) 2.3(IQR=2.3) 0.2(IQR=0.2) 0.6(IQR=0.4) 1.6(IQR=1.25)

MS-WC(%) 31.5 45.9 57.7 <0.0001 <0.0001 49.4 64.8 78.2 <0.0001 <0.0001

MS-WC_K(%) 31.5 45.9 57.7 <0.0001 <0.0001 20.5 47.9 61.5 <0.0001 <0.0001

MS-BP(%) 34.7 42.2 47.9 0.0242 0.0065 18.2 35.2 43.0 <0.0001 <0.0001

MS-glucose(%) 31.9 39.1 44.9 0.0266 0.0072 14.2 24.7 36.5 <0.0001 <0.0001

MS-TG(%) 28.2 42.7 46.9 0.0002 <0.0001 8.0 15.5 25.6 <0.0001 <0.0001

MS-HDL(%) 7.4 7.3 15.5 0.0081 0.0075 6.2 12.7 23.7 <0.0001 <0.0001

MS(%) 19.9 27.6 36.6 0.0008 0.0002 10.8 20.4 39.1 <0.0001 <0.0001

MS-IDF(%) 15.7 19.8 34.0 <0.0001 <0.0001 5.1 17.6 32.1 <0.0001 <0.0001

DM(%) 4.6 4.7 10.3 0.0312 0.0218 1.1 7.0 4.5 0.0265 0.1041

Hypertension(%) 12.5 15.1 23.7 0.0074 0.0027 5.1 22.5 22.4 <0.0001 <0.0001

Smoking(%) 0.6795 0.4305

  never 24.5 21.1 19.7 88.6 90.6 91.3

ex-smoker 35.4 35.8 40.4 5.4 1.6 2.9

smoker 40.1 43.2 39.9 6.0 7.9 5.8

Exercise(%) 0.4188 0.1569

 regular 38.1 42.0 34.4 28.0 36.6 30.1

             irregular 45.1 37.6 45.2 50.6 42.8 40.6

   non-exercising 16.8 20.4 20.4 21.4 20.6 29.4

hsCRP/mean

(mg/L)

hsCRP/median

(mg/L)

p for

trend
p p

p for

trend

Men Women

 

WC: waist circumference, F-glucose: fasting blood glucos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MS-WC: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revised NCEP, 

MS-WC_K: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Korean society of 

obecity , MS: metabolic syndrome, MS_ID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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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sCRP를 CDCP기준으로 나눈 세 군의 비교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CDCP)가 2003년 발표한 기준인 

<1mg/L, 1~3mg/L, >3mg/L를 기준으로 나눈 3군간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군이 

남자 75명, 여자 25명으로 가장 낮은 군의 362명, 318명에 비하여 크게 적었다. 

남성에서 세 군간의 비교로는 혈압의 차이가 없는것은  tertile기준으로 하였을 

때와 비슷하였지만 추세 검정에서는 tertile분석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던 허리둘

레와 중성지방 까지도 증가 추세가 없었다. 유병률에서는 두가지 정의 모두에서 

고위험군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중간위험군 보다도 오히려 적었다.  

 

여성에서는 Tertile비교에서와 같이 남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혈압의 차이를 

보였고, 빈도에 있어서는 IDF 정의 사용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고위험군에서 

중간위험군위험군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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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among the three groups divided by CDCP cut-off points 

 

Age(year) 45.8 ±10.5 48.2 ±11.5 48.5 ±12.4 0.0201 0.2687 46.7 ±11.8 50.4 ±11.4 46.8 ±11.8 0.0098 0.9849

SBP(mmHg) 123.2 ±13.6 126.1 ±14.2 125.4 ±13.6 0.0544 0.4819 116.5 ±15.7 123.7 ±21.3 119.6 ±13.3 0.0004 0.7176

DBP(mmHg) 75.3 ±10.5 76.8 ±11.3 76.8 ±9.6 0.2127 0.3333 71.2 ±11.0 76.2 ±13.1 72.8 ±11.8 0.0002 0.7971

BMI(kg/m
2
) 24.4 ±2.7 25.9 ±3.0 25.8 ±3.2 <0.0000 0.3713 23.0 ±2.9 25.4 ±3.6 24.7 ±3.1 <0.0001 0.5164

WC(cm) 86.9 ±7.4 90.8 ±7.4 91.3 ±8.5 <0.0001 0.2671 81.4 ±7.6 86.9 ±9.7 87.2 ±9.4 <0.0001 0.3041

FBG(mg/dl) 97.9 ±14.8 101.6 ±17.3 107.3 ±38.4 0.0005 0.0778 93.2 ±13.7 97.1 ±14.0 99.7 ±19.9 0.0049 0.0732

TG(mg/dl) 135.1 ±74.3 165.9 ±102.3 161.4 ±121.8 0.0004 0.4197 88.8 ±44.9 118.6 ±53.5 105.1 ±42.2 <0.0001 0.6322

HDL(mg/dl) 57.1 ±12.6 52.4 ±12.2 49.7 ±11.0 <0.0001 0.0985 67.8 ±15.9 61.4 ±13.4 57.3 ±11.5 <0.0001 0.0801

0.47 ±0.24 1.61 ±0.55 4.86 ±1.70 <0.0001 0.1723 0.37 ±0.25 1.60 ±0.53 5.06 ±1.63 <0.0001 0.1706

0.5(IQR=0.8) 1.5(IQR=0.9) 4.6(IQR=1.9) 0.3(IQR=0.3) 1.5(IQR=0.9) 4.6(IQR=2.1)

MS-WC(%) 37.3 56.4 53.3 <0.0001 0.0001 56.3 78.6 76.0 <0.0001 <0.0001

MS-WC_K(%) 37.3 56.4 53.3 <0.0001 0.0001 32.7 61.8 60.0 <0.0001 <0.0001

MS-BP(%) 37.0 49.1 45.3 0.0251 0.0283 25.8 44.3 36.0 0.0006 0.0012

MS-glucose(%) 34.8 43.0 45.3 0.0822 0.0314 18.9 35.1 44.0 <0.0001 <0.0001

MS-TG(%) 32.6 50.3 44.0 0.0004 0.0017 11.3 27.5 16.0 0.0001 0.0013

MS-HDL(%) 6.9 13.9 16.0 0.0077 0.0026 9.1 23.7 24.0 <0.0001 <0.0001

MS(%) 22.1 38.2 32.0 0.0005 0.0023 15.1 38.9 40.0 <0.0001 <0.0001

MS-IDF(%) 16.3 33.9 30.7 <0.0001 <0.0001 10.7 32.8 28.0 <0.0001 <0.0001

DM(%) 4.7 6.7 14.7 0.0061 0.0031 3.8 4.6 4.0 0.9246 0.7654

HTN(%) 13.3 22.4 22.7 0.0125 0.0067 12.9 22.9 20.0 0.0272 0.0187

Smoking(%)

    never 23.6 18.8 20.3 0.4632 89.5 92.9 84.0 0.6492

       ex-smoker 35.4 37.6 44.6 3.7 2.7 4.0

           smoker 41.0 43.6 35.1 6.8 4.4 12.0

Exercise(%)

   regular 40.1 34.6 37.0 0.7741 31.8 31.4 24.0 0.1157

         irregular 41.8 45.3 41.1 47.2 42.4 32.0

 non-exercising 18.1 20.1 21.9 21.1 26.3 44.0

p
p for

trend

hsCRP<1mg/L

(N=362)

hsCRP/mean

(mg/L)

hsCRP/median

(mg/L)

1≤,<3mg/L

(N=165)

3mg/L≤hsCRP

(N=75)

p for

trend
p

Men Women

hsCRP<1mg/L

(N=318)

1≤,<3mg/L

(N=131)

3mg≤hsCRP

(N=25)

 

WC: waist circumference, F-glucose: fasting blood glucos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MS-WC: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revised NCEP, 

MS-WC_K: the waist circumference factor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Korean society of 

obecity , MS: metabolic syndrome, MS_ID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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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sCRP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 피어슨 상관분석 

 

군별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던 IGF-1과 homocystein을 제외한 

상태에서 남자에서는 나이,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공복혈당, HDL, TG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 하게 상관 관계가 있었으나 혈압은 상관 관계가 없었고, 그 중 

가장 상관계수가 큰 변수는 순서대로 HDL(r=-0.21933), 허리둘레(r=0.20260), 

BMI(r=0.18223)등 이었다.  

 

여성에서는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허리둘레

(r=0.23946)와 BMI(r=0.22662)가 가장 큰 상관 관계가 있었다.  

 

Table 7. Correlation of hsCRP to other variables: Pearson’s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Correlation

Coefficients
p

AGE 0.10135 0.0128 0.06571 0.1532

BMI 0.18223 <0.0001 0.22662 <0.0001

WC 0.20260 <0.0001 0.23946 <0.0001

SBP 0.02971 0.4669 0.10783 0.0189

DBP 0.02450 0.5486 0.09690 0.0349

F-glucose 0.18204 <0.0001 0.13173 0.0041

HDL -0.21933 <0.0001 -0.20546 <0.0001

TG 0.14037 0.0006 0.18883 <0.0001

Homocystein -0.01578 0.8554 0.00083 0.9924

IGF-1 -0.29896 0.0390 -0.11689 0.3616

Men Wome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F=glucose: fasting blood glucose 

Correlation coefficients: by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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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sCRP의 절단값의 차이에 의한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tertile vs. 

CDCP cut-off  

 

hsCRP를 3분위수로 나누면 남자에서는 revised NCEP 진단기준 나이, 흡연, 

운동을 보정하였을 경우 첫번째 tertile에 비해 두번째, 세번째 tertile이 대사증

후군이 있을 odd ratio가 1.522(0.955-2.425)와 2.055(1.306-3.234)로 증가하되 두번

째 tertile의 odd ration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ROC curve의 AUC는 0.650

이었다. IDF 진단 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odd ratio는 마찬가지로 1.301(0.779-

2176), 2.463(1.524-3.981)이어서 증가는 하되 2번째  tertile의 reference군에 비

한 odd ratio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hsCRP를 CDCP 기준으로 나누어 3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중간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대사증후군이 있을 odd ratio가 1.965배와 1.485배로 오히

려 고위험군의 odd ratio가 중간위험군의 것보다 작은것을 볼 수 있었고 AUC도 

0.645으로 더 작았다. IDF의 경우에도 중간위험군과 고위험군이 저위험군에비해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2.391배, 2.061배로 오히려 고위험군의 교차비가 더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성에서는 tertile로 나누는 것이 대사증후군

의 예측에 더 도움이 되었다.   

 

여성은 tertile로 hsCRP를 나눌 경우 NCEP 정의 사용시, 두번째 tertile의 

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DCP기준으로 나눌 경우에는 고위험군

의 odd ratio가 중간 위험군에 비해서도 증가는 하되 tertile 때만큼 많이 증가 

하지는 않았다. AUC는 tertile로 나누었을 때와 CDCP로 나누었을때가 비슷하게 

0.787이었다. 결론적으로 남성에서는 tertile로 나누는 것이 대사증후군 예측에 

도움이 되고 여성에서는 CDCP의 기준이 약간 우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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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dd ratios of MS determined by each cut-off criterion: tertiles vs. 

CDCP criterion 

 

Tertile: 0.6, 1.2mg/L          OR

(95% CI)
p

CDCP: 1, 3mg/L

OR           (95% CI)
p

Age 1.030  (1.013-1.048) 0.0006 1.030   (1.013-1.048) 0.0005

Smoking 1.373  (0.867-2.172) 0.1764 1.362   (0.860-2.155) 0.1875

Exercise 1.511  (1.031-2.214) 0.0342 1.481   (1.011-2.170) 0.0438

hsCRP

1st tertile 1 <1mg/L 1

2nd tertile 1.522  (0.955-2.425) 0.0771 1-3mg/L 1.965  (1.306-2.959) 0.0012

3rd tertile 2.055  (1.306-3.234) 0.0018 >3mg/L 1.485  (0.851-2.590) 0.1642

AUC=0.645

Tertile: 0.6, 1.2mg/L          OR

(95% CI)
p

CDCP: 1, 3mg/L

OR           (95% CI)
p

Age 1.026   (1.008-1.045) 0.0040 1.027   (1.009-1.045) 0.0033

Smoking 1.575   (0.949-2.616) 0.0790 1.555   (0.935-2.584) 0.0887

Exercise 1.416  (0.941-2.130) 0.0951 1.395   (0.927-2.100) 0.11

hsCRP

1st tertile 1 <1mg/L 1

2nd tertile 1.301   (0.779-2.176) 0.3167 1-3mg/L 2.391   (1.549-3.690) <.0001

3rd tertile 2.463   (1.524-3.981) 0.0002 >3mg/L 2.061   (1.160-3.661) 0.0136

AUC=0.663 AUC=0.665

Tertile: 0.4, 1.0mg/L

OR          (95% CI)
p

CDCP: 1, 3mg/L

OR           (95% CI)
p

Age 1.084  (1.059-1.108) <0.0001 1.086   (1.061-1.111) <.0001

Smoking 1.021  (0.375-2.775) 0.9681 0.979   (0.358-2.678) 0.9677

Exercise 1.360  (0.823-2.247) 0.2306 1.329   (0.804-2.197) 0.2667

hsCRP

1st tertile 1 <1mg/L 1

2nd tertile 1.281  (0.648-2.530) 0.4760 1-3mg/L 3.282  (1.980-5.441) <.0001

3rd tertile 3.941  (2.141-7.257) <0.0001 >3mg/L 4.611  (1.778-11.96) 0.0017

AUC=0.787 AUC=0.787

Tertile: 0.4, 1.0mg/L

OR       (95% CI)
p

CDCP: 1, 3mg/L

OR           (95% CI)
p

Age 1.063   (1.083-1.089) <0.0001 1.069   (1.044-1.094) <.0001

Smoking 0.556   (0.154-2.003) 0.3694 0.531   (0.147-1.912) 0.3329

Exercise 1.072   (0.630-1.826) 0.7967 1.027   (0.604-1.747) 0.9204

hsCRP

1st tertile 1 <1mg/L 1

2nd tertile 2.624   (1.143-6.020) 0.0228 1-3mg/L 3.694   (2.163-6.309) <.0001

3rd tertile  6.662   (3.085-14.386) <0.0001 >3mg/L 3.823   (1.382-10.57) 0.0098

AUC=0.786 AUC=0.775

revised NCEP

IDF

Women

revised NCEP

IDF

AUC=0.650

Men

 

Odd ratios are calculated by logistic regression. NCE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AUC: area under th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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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hsCRP의 optimal cut-off  point: ROC 

curve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최적의 cut-off point를 찾는데 있어 ROC curve에

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의 합이 가장 큰 점의 hsCRP값을 선택하였는데 남성

의 경우 revised NCEP 기준에서는 1mg/L(Se=0.52096 Sp=0.64828 AUC=0.650)이었

고 IDF 기준에서도 1mg/L(Se=0.57246 Sp=0.65302 AUC=0.663)이었다. 여성의 경우 

revised NCEP의 경우 cut-off point가 0.9mg/L(Se=0.62385 Sp=0.71233 AUC=0.787)

였고 IDF의 경우 1mg/L(Se=0.66667 Sp=0.70000 AUC=0.786)로 남성과 cut-off 

point는 거의 같았으나 AUC가 크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더 높아 남성에서보다 

여성에서 대사증후군의 예측력이 높았다. 그림 2는 각각의 대사증후군 기준 대

비 최적 cut-off point를 구하기 위한 ROC curve와 AUC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남자의 경우 AUC가 여자의 경우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진단 기준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중 여성의 복부둘레

를 80cm에서 85cm로 올려서 적용한 IDF 진단기준과 종래의 revised NCEP 정의

를 사용할 경우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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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ff point=1mg/L

sensitivity=0.52096

specificity=0.64828

IDF

AUC=0.650

revised NCEP 

Cut-off point=1mg/L

sensitivity=0.57246

AUC=0.663

specificity=0.65302

AUC=0.786

Cut-off point=1mg/L

sensitivity=0.66667

specificity=0.70000

Cut-off point=0.9mg/L

sensitivity=0.62385

specificity=0.71233

AUC=0.787

Men

WomenMen

Women

 

 

그림 2.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hsCRP 절단점: ROC curve, cut-off point, 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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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연구는 2007년 6월말부터 2007년 11월말 까지 일개 종합검진 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예측하는 추가적인 요소로 hsCRP

의 최적 절단값을 구하였다.    

 

1. 연구자료 및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종합검진을 자진해서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3097명의 수검자의 

검진자료를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그 중 hsCRP 검사를 받았고 과거력과 생활습

관에 대한 설문지를 정확히 기록한 수검자를 골라낸후, hsCRP값이 10mg/L이상

이거나 백혈구 수치가 10,000/HPF이상등 급성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총 10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추출에서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상자들이 종

합검진을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국민들

에 비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군일 가능성이 높아 평균적 건강상태가 국민 전체 

평균 비해 좋은 사람들이 추출되어서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종합

건강검진은 가격이 40~50만원대로 종함검진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 여력

이 평균보다 높은 층 일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들 중 

일정 부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 이미 치료를 받고 있거

나 생활습관 교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결과가 전국민으로 일반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인구의 분획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hsCRP의 검사

를 받은 수검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상 검진센터에서는 직장 단체 종합검

진 수검자에게는 이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원한 수검자에게만 실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은 집단검진 수검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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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고 자의에 의해서 검사를 받은 사람들만 포함되므로 위에서 언급된 대로 진

정 건강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만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조 연구자

에 의해 설문지의 내용이 컴퓨터에 입력 완료된 수검자들만이 포함되었는데 어

떤 사람의 설문지를 먼저 기입을 하는가에 있어서 기준은 따로 없었으나 hsCRP 

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그나마 8월 22일 이전에 hsCRP 

검사를 한 사람 전부가 포함된것도 아니므로 개인 수검자 위주라는 이미 언급된 

bias와의 중복 사항 말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나마 전수 조사한 

것은 아니므로 전수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자료를 

이용해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정의들에 대한 고찰을 한 논문의 결과와(Yoon et 

al., 2007) 비교 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 남자 46.8세, 여자 47.7세

는 참고논문의 남자 44.1세, 여자 45.1세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해 볼 때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hsCRP는 남자에서만 

연령과 상관 관계가 있었으므로 여자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

성이 많고, 남자에서도 연령 1세가 증가하였을 때 hsCRP가 약 0.01mg/L 정도 

증가하는 미미한 정도의 양의 상관 관계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

단해도 될 것이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데 있어 hsCRP의 절단값은 보통 3mg/L를 사용한다. 

이는 CDCP에서 권장한 이후로 아무런 반론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절

단값이 모든 대상인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례

로 구미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hsCRP의 4분위수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의 4분위수 보다 매우 높다(Oda et al., 2006; Rutter et al., 2004; Ye et al., 

2007). 또한 미래의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hsCRP의 절단값과 대사증

후군을 예측하는 절단값이 동일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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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기위한 hsCRP의 절단값과 대사증후군을 예측하기 위

한 절단값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남, 녀 공히 대사증후군의 유무를 예측하는 인자로

서 hsCRP의 cut-off point는 약 1mg/L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revised NCEP와 IDF 진단기준 모두 

cut-off point 0.9~1mg/L의 결과를 보였다. hsCRP를 3군으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을 가질 교차비를 확인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재

차 확인할 수 있다. hsCRP를 3분위수를 기준으로 3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3분위수가 남자에 있어서는  0.6, 1.2mg/L였고 여자의 경우는 0.4, 1.0mg/L

이었다. 이때 로지스틱 회귀분석상 1mg/L 근처의 절단값으로 분리되는 가장 높

은 집단은 기준집단에 비해 항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교차비를 보여주었다[남

자_NCEP:2.055(1.306-3.234),남자_IDF:2.463(1.524-3.981),여자_NCEP:3.941(2.141-

7.257),여자_IDF:6.662(3.085-14.386)]. 하지만 0.5 근처의 절단값을 가진 중간 집단

은 기준집단에 비해 여성의 경우 IDF 정의를 사용했을 경우만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교차비를 보여 주지 못했다[남자_NCEP:1.522(0.955-2.425), 

IDF:1.301(0.779-2.176), 여자_NCEP: 1.281(0.648-2.530), IDF: 2.624(1.143-6.020)]. 

이러한 결과는 hsCRP를 1mg/L와 3mg/L를 기준으로 3집단으로 나눈 CDCP 분류

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도 뒷받침 해준다.  3mg/L이상으로 가장높은 

집단의 교차비가 1mg/L의 절단값을 가진 중간집단의 교차비보다도 낮게 나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NCEP_중간위험:1.965(1.306-2.959), 고위험:1.485 (0.851-

2.590)], [IDF_중간위험:2.391(1.549-3.690), 고위험:2.061(1.160-3.661)], 여성에서는 

고위험군의 교차비가 중간위험군에 비해 높게 나왔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NCEP_중간위험:3.282(1.980-5.441), 고위험:4.611(1.778-11.96)], [IDF_중간위

험:3.694(2.163-6.309), 고위험:3.823 (1.382-10.57)].  

 

결국 1mg/L 근처의 값을 cut-off point로 잡을 때 대사증후군의 유,무를 가

장 잘 판별하였고, 이 cut-off point에서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대사증후군의 정

의에 따라 미미한 차이가 있으나 남성에서는 50% 중반, 60% 중반으로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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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는 60%중반, 70%초반으로 나와 여자에서 민감도 특이도가 높고 또한 

ROC curve의 AUC가 남성에서는 약 0.65, 여성에서는 약 0.77으로 나타나 여성

에서의 설명력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mg/L의 절단값은 국내에서 시행된 다른 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모

습을 보여준다(Jung et al., 2007). 이 논문에서는 단변적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

가 미래의 대사증후군을 발생을 예측하는 초기 hsCRP값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현재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3년전 hsCRP값을 분석하였다. 

3년전에 이미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 되었고, 초기에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상 3년후 대사증후군의 발생한 군의 초

기 hsCRP값이 의미있게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연구에서는 절단값에 대

한 분석은 하지 않았으나 4분위수를 기준으로 4군으로 나누어 시행한 분석에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결과 4집단중 초기 hsCRP값이 가장 높았던 집단만이 통계

적으로 의미있게 3년후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이 높았는데 바로 그 4번때 quartile

의 기준이 초기 hsCRP값 1.1mg/L이었다. 이 연구는 1mg/L의 절단값은 현재 대

사증후군의 유무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절단값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검사의 cut-off point를 구할 때 민감도가 높은 지점을 잡을 것인지 

특이도를 높은 지점으로 잡을 것인지는 검사결과에 따른 파장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검사의 결과로 치료가 반드시 시작되어야하고 투약이 필요한 상황이 된

다면 특이도가 높은 것이 좋을 것이다. 특이도가 낮으면 위양성이 많아져 필요

하지 않은 위험한 치료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의 경우 한

가지 특정 대사질환이 없더라도 복부비만, 혈압상승, 혈당증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등의 군집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특정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치료하면서 대사증후군을 동시에 해결하면 될 것이고, 아직 

특정 질병이 없이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대

사증후군을 교정하는 것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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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성이 높을 가능성에 대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이다. 대사증후군을 

초기에 의심하여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조절과 복부비만 예방, 금연, 저 콜

레스테롤식이, 소식, 저 염분식이등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관리

를 해주는 것은 임상의로서 어떠한 치료 보다도 중요한 의무일 수 있다.  콜레

스테롤을 초기에 검사할때 hsCRP를 같이 검사하여 절단점 1mg/L가 넘는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 조기에 발견 또는 예측 하여 생활습관의 변화에 대한 교육

을 철저히 하여 결국 대사증후군을 교정 또는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결국 미래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다소의 위 양성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훌륭한 도구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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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심혈관 질환은 2002년 통계 우리나라 사망원인 3위인 심각할 질환이다. 최

근 심혈관 질환의 치료방법이 크게 발전해왔고 성적도 좋아졌지만 일차 예방이 

최우선 되는 것은 질병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동안 Framingham 

Risk Score를 비롯해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연관시켜 심혈관 질

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 중 최근 혈관의 미세 염

증을 반영해줄 수 있는 hsCRP와 대사증후군이라는 subclinical한 대사적 이상 소

견이 심혈관 질환의 예측인자로서 주목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사증후군과 

hsCRP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왔지만, 대사증후군의 추가적 요소로서 떠오르

는 hsCRP의 절단값은 외국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는 심혈관 질

환을 예측하는 절단점이지 대사 증후군을 예측하거나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단점은 아니므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절단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절단점 1mg/L를 제시하였고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앞으로는 대상군이 보다 큰 연구와 전향적인 연구

를 통하여 대사증후군 유무를 위한 절단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사증후군을 

예측하기 위한 절단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미래의 심혈

관 질환을 예측하기 위한 한국인에서의 절단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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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Reynold Risk Score 

 

 

 

 

부록 2. Quartile 기준 나누었을 때의 일반적 특성: 한국vs.중국vs.서구 

 

1st quartile(N=168) 2nd quartile(N=141) 3rd quartile(N=143) 4th quartile(N=150)
(hsCRP<0.5mg/L) (0.5mg/L≤,<0.8mg/L) (0.8mg/L≤,<1.6mg/L) (hsCRP<1.6mg/L)

Age(year) 44.4 ±10.5 46.7 ±10.6 47.5 ±10.3 48.8 ±12.5 .0044 .0222

SBP(mmHg) 122.4 ±12.7 123.6 ±13.2 126.7 ±15.2 124.7 ±14.0 .0430 .2932

DBP(mmHg) 74.8 ±10.3 75.7 ±10.8 77.1 ±10.5 76.1 ±11.0 .3012 .2824

BMI(kg/m
2) 23.8 ±2.6 24.8 ±2.7 25.4 ±2.7 26.1 ±3.1 <.0001 .0062

WC(cm) 85.5 ±7.3 87.8 ±7.7 89.6 ±6.6 91.7 ±8.2 <.0001 .0010

F-glucose(mg/dl) 97.0 ±15.4 99.2 ±14.7 99.4 ±15.8 104.9 ±29.8 .0049 .0828

TG(mg/dl) 123.0 ±67.7 150.3 ±82.7 147.6 ±69.9 169.4 ±126.7 <.0001 .0745

HDL(mg/dl) 58.9 ±12.7 55.7 ±13.0 54.2 ±12.4 50.2 ±10.6 <.0001 .0134

hsCRP(mg/L)    0.25 ±0.11 0.60 ±0.08 1.06 ±0.22 3.4 ±1.85 <.0001 .0996

MS-WC(%) 29.2 43.3 48.3 59.3 <.0001 <.0001

MS-WC-K(%) 29.2 43.3 48.3 59.3 <.0001 <.0001

MS-BP(%) 33.3 39.7 48.3 45.3 .0385 .0106

MS-glucose(%) 30.4 41.1 37.8 45.3 .0437 .0140

MS-TG(%) 23.8 43.3 42.0 48.7 <.0001 <.0001

MS-HDL(%) 6.6 7.1 11.9 14.7 .0511 .0071

MS(%) 16.7 29.8 29.4 36.7 .0008 .0001

MS-IDF(%) 14.3 22.0 22.4 34.0 .0005 <.0001

DM(%) 4.2 6.4 3.5 12.0 .0110 .0190
Hypertension(%) 10.7 16.3 16.8 24.7 .0116 .0015

Smoking(%)  

never 27.4 20.6 19.2 19.5 .5251
                      ex-smoker 34.8 34.8 39.7 39.6

                           smoker 37.8 44.7 41.1 40.9

Exercise(%) 

regular 38.0 43.4 37.7 34.0 .3588

                         irregular 47.5 35.7 41.3 45.1

                 non-exercising 14.6 20.9 21.0 20.8

p for

trend
p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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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quartile(N=127) 2nd quartile(N=118) 3rd quartile(N=112) 4th quartile(N=117)

(hsCRP<0.3mg/L) (0.3mg/L≤,<0.6mg/L) (0.6mg/L≤,<1.2mg/L) (hsCRP<1.2mg/L)

Age(year) 43.2 ±10.0 47.9 ±12.1 50.0 ±12.1 50.2 ±11.7 <.0001 .0836

SBP(mmHg) 114.4 ±15.0 116.8 ±16.1 121.2 ±16.7 122.8 ±20.9 .0004 .0146

DBP(mmHg) 69.9 ±11.1 70.9 ±11.4 74.6 ±10.5 75.4 ±13.4 .0003 .0366

BMI(kg/m
2
) 22.2 ±2.6 23.2 ±2.8 24.4 ±3.2 25.2 ±3.7 <.0001 .0027

WC(cm) 79.4 ±6.4 81.3 ±7.3 85.8 ±8.5 86.8 ±10.1 <.0001 .0277

F-glucose(mg/dl) 91.1 ±9.5 93.5 ±14.1 96.3 ±17.4 97.8 ±14.6 .0011 .0066

TG(mg/dl) 77.3 ±32.8 93.3 ±45.1 104.9 ±53.6 118.3 ±53.6 <.0001 .0020

HDLl(mg/dl) 69.0 ±15.6 67.3 ±16.5 65.0 ±14.4 60.1 ±13.6 <.0001 .0313

Hs-CRP(mg/L) 0.14 ±0.06 0.38 ±0.08 0.86 ±0.18 2.52 ±1.58 <.0001 .0829

MS-WC(%) 51.2 50.9 78.6 75.2 <.0001 <.0001

MS-WC-K(%) 20.5 33.1 58.9 59.0 <.0001 <.0001

MS-BP(%) 20.5 23.7 40.2 42.7 <.0001 <.0001

MS-glucose(%) 13.4 19.5 28.6 38.5 <.0001 <.0001

MS-TG(%) 5.5 13.6 19.6 26.5 <.0001 <.0001

MS-HDL(%) 7.1 8.5 15.2 25.6 <.0001 <.0001

MS(%) 9.5 16.1 25.0 42.7 <.0001 <.0001

MS-IDF(%) 4.7 11.0 22.3 34.2 <.0001 <.0001

DM(%) 1.6 1.7 8.0 5.1 .0336 .0343

Hypertension(%) 5.5 15.3 21.4 23.1 .0006 <.0001

Smoking(%)  

never 89.3 88.0 91.9 91.4 .8816

                      ex-smoker 5.0 3.7 2.0 2.9

                           smoker 5.8 8.3 6.1 5.8

Exercise(%) 

regular 27.1 34.3 34.6 29.6 .0628

                         irregular 47.5 52.8 38.5 40.7

                 non-exercising 25.4 13.0 26.9 29.6

p
p for

tren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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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인 대상 논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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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Tertile, quartile, CDCP 기준으로 정리한 MS 유병률 

 

1st tertile 2nd tertile 3rd tertile

(hsCRP<0.6mg/L) (0.6mg/L≤,<1.2mg/L) (1.2mg/L≤hsCRP)

No. of Male(N=602) 216 192 194

MS(%) 19.9 27.6 36.6 0.0008 0.0002

MS-IDF(%) 15.7 19.8 34.0 <0.0001 <0.0001

(hsCRP<0.4mg/L) (0.4mg/L≤,<1.0mg/L) (1.0mg/L≤hsCRP)

No. of Female(N=474) 176 142 156

MS(%) 10.8 20.4 39.1 <0.0001 <0.0001

MS-IDF(%) 5.1 17.6 32.1 <0.0001 <0.0001

No. of Male(N=602) 362 165 75

MS(%) 22.1 38.2 32.0 0.0005 0.0023

MS-IDF(%) 16.3 33.9 30.7 <0.0001 <0.0001

No. of Female(N=474) 318 131 25

MS(%) 15.1 38.9 40.0 <0.0001 <0.0001

MS-IDF(%) 10.7 32.8 28.0 <0.0001 <0.0001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4th quartile

(hsCRP<0.5mg/L) (0.5mg/L≤,<0.8mg/L) (0.8mg/L≤,<1.6mg/L) (hsCRP<1.6mg/L)

No. of Male(N=602) 168 141 143 150

MS(%) 16.7 29.8 29.4 36.7 .0008 .0001

MS-IDF(%) 14.3 22.0 22.4 34.0 .0005 <.0001

(hsCRP<0.3mg/L) (0.3mg/L≤,<0.6mg/L) (0.6mg/L≤,<1.2mg/L) (hsCRP<1.2mg/L)

No. of Female(N=474) 127 118 112 117

MS(%) 9.5 16.1 25.0 42.7 <.0001 <.0001

MS-IDF(%) 4.7 11.0 22.3 34.2 <.0001 <.0001

p
p for

trend

p for

trend

Tertile

CDCP cut-off

Quartile

p
p for

trend

p

hsCRP<1mg/L 1mg/L≤hsCRP<3mg/L 3≤hs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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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Cut-off point를 위한 민감도 특이도 표 

   Obs  _PROB_ _POS_ _NEG_ _FALPOS_ _FALNEG_ _SENSIT_ _1MSPEC_  _spec_   MULT    SUM     Dist

NCEP-men  <1mg/L

    60 0.26032  124   173     262       43    0.74251  0.60230 0.39770 0.29530 1.14022 0.65503

    61 0.27330   71   312     123       96    0.42515  0.28276 0.71724 0.30493 1.14239 0.64063

    62 0.26676   91   261     174       76    0.54491  0.40000 0.60000 0.32695 1.14491 0.60589

    63 0.25820  139   140     295       28    0.83234  0.67816 0.32184 0.26788 1.15417 0.69858

    64 0.26246  113   211     224       54    0.67665  0.51494 0.48506 0.32821 1.16170 0.60805

    65 0.26893   87   282     153       80    0.52096  0.35172 0.64828 0.33772 1.16923 0.59430

IDF-men  <1mg/L

    60 0.23669   51   371      93      87     0.36957  0.20043 0.79957 0.29549 1.16913 0.66153

    61 0.21540   80   279     185      58     0.57971  0.39871 0.60129 0.34858 1.18100 0.57932

    62 0.22587   61   343     121      77     0.44203  0.26078 0.73922 0.32676 1.18125 0.61590

    63 0.22322   66   336     128      72     0.47826  0.27586 0.72414 0.34633 1.20240 0.59018

    64 0.22059   71   321     143      67     0.51449  0.30819 0.69181 0.35593 1.20630 0.57506

    65 0.21799   79   303     161      59     0.57246  0.34698 0.65302 0.37383 1.22548 0.55062

NCEP-women <0.9mg/L

    43 0.22565   61   270      95       48    0.55963  0.26027 0.73973 0.41398 1.29936 0.51153

    44 0.20617   73   230     135       36    0.66972  0.36986 0.63014 0.42202 1.29986 0.49586

    45 0.19996   78   214     151       31    0.71560  0.41370 0.58630 0.41956 1.30190 0.50203

    46 0.23242   59   282      83       50    0.54128  0.22740 0.77260 0.41820 1.31389 0.51199

    47 0.21252   71   244     121       38    0.65138  0.33151 0.66849 0.43544 1.31987 0.48108

    48 0.21901   68   260     105       41    0.62385  0.28767 0.71233 0.44439 1.33618 0.47354

IDF-women <0.9mg/L

    43 0.17691   48   296      94      36     0.57143  0.24103 0.75897 0.43370 1.33040 0.49170

    44 0.14774   69   200     190      15     0.82143  0.48718 0.51282 0.42125 1.33425 0.51888

    45 0.15700   61   243     147      23     0.72619  0.37692 0.62308 0.45247 1.34927 0.46588

    46 0.15231   65   226     164      19     0.77381  0.42051 0.57949 0.44841 1.35330 0.47749

    47 0.16180   59   257     133      25     0.70238  0.34103 0.65897 0.46285 1.36136 0.45263

    48 0.16672   56   273     117      28     0.66667  0.30000 0.70000 0.46667 1.36667 0.44845  

 

부록 6. 대사증후군 정의별 cut-off point 표 

 

cut-off point sensitivity specificity

NCEP_male 1.0mg/L 0.52096 0.64829

NCEP-female 0.9mg/L 0.62385 0.71233

IDF_male 1.0mg/L 0.57246 0.65302

IDF_female 0.9mg/L 0.6666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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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Cut-off Point of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s an Optional Diagnostic Factor  

for Metabolic Syndrome 

 

                      Serng Bai Pak, M D.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i, Ph. D.) 

Background: The prediction for the future cardiovascular disease event has 

drawn the most attention of medical professionals ever since the 

Framingham Risk Score. Metabolic syndrome and high sensitivity C-

reactive protein are in the center of this attention recently, due to the 

demand for tools to increase the predictive power of Framingham risk 

score. These two were thought to b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through 

vascular inflamma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and insulin resistance of 

metabolic syndrome, which has inflammation as one of its pathophysiologic 

mechanisms. Many researchers has shown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of 

C-reactive protein with metabolic syndrome and even the cut-off value 

for predicting cardiovascular diseases. C-reactive protein is now 

considered as an optional component in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However, the cut-off value of C-reactive protein for metabolic syndrome 

might be different from the cut-off value for cardiovascular event 

prediction. Furthermore, average level of C-reactive protein seems to be 

lower in Asian population. Therefore, there exists the need for new cut-

off value of C-reactive protein for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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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optimal cut-off value of the C-reactive 

protein as an optional diagnostic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4 men and women who had 

taken the comprehensive health examination and laboratory tests including 

waist circumference and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t a health 

promotion center of a general hospital at Kyunggi province from June 2007 

to November 2007.  Life style factors were taken from the survey they 

answered at the time of health examination.  

Results: Regardless of which definition of metabolic syndrome, whether 

revised NCEP or IDF, C-reactive protein level of 1.0mg/L was the optimal 

cut-off value for diagnosing metabolic syndrome in this study. Especially 

in the women, this cut-off value showed higher odd ratio of possessing 

metabolic syndrome with more statistical power. The previously suggested 

cut-off point of C-reactive protein for cardiovascular risk prediction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it might not always be right to take it 

for granted to adapt western reference ranges or cut-off values into 

Korean population,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in this case. The 

cut-off point of 1mg/L may give clinicians the chance to reconsider 

metabolic syndrome and make it more feasible and easy to define. More 

large scaled prospective studies are definitely called for to figure out the 

exact predictive power of C-reactive protein and cut-off value for the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However, for the time being, this cut-off 

value of 1mg/L may serve as a temporary criteria for clinicians to sort out 

those with the higher possibility of the metabolic syndrome.   

Key word; metabolic  syndrome, MS, hsCRP, cut-off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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