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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혈관 질환은 예방 및 치료 방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으로 여겨진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연간 17.5백만 명(31%)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으로 인한 사망은 85%를 차지하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심장 질환 60.2명, 뇌혈

관 질환 44.4명, 고혈압성 질환 11.3명으로 나타났으며, 10대 사망 원인 중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고혈압성 질환은 여자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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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waist to height ratio (WHtR) and resting heart rate (RHR)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mong Korean postmenopausal women.

METHODS: A cross-sec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analysis included a total of 1,540 postmenopausal women.  

RESULTS: Individuals with higher WHtR (>0.56)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lucose, triglyceride, insulin, Homeostatic Model Assess-
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IR), total cholesterol,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compared with ones with lower WHtR 
(≤0.51). Similar findings were found in those with higher RHR (≥90 bpm) compared with ones with lower RHR (<60 bpm) for glu-
cose and HOMA-IR. When determining the combined effects of WHtR and RHR o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dividual 
with WHtR above 0.5 and RHR above 80 bpm showed 10.39 times higher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compared with those 
with WHtR below 0.5 and RHR below 70 bpm. We further perform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how WHtR and 
RHR contribute to fasting glucose, and found that both WHtR and RHR contribute to fasting glucose levels independent of age, educa-
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income level.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the WHtR and RHR are associated with cardio-metabolic risk factor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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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남자(인구 10만 명당 6.9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심혈관 질환의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 나이, 비만, 알코올 섭취, 신체

활동 부족 그리고 폐경 등이 있다[4,5]. 특히 폐경은 에스트로겐 감소

와 함께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4]. 

Knopp et al. [6]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전 여성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

험도가 낮지만, 폐경 후에는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과 같은 지질 

증가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24년 동안 2,873명을 follow-up한 결과, 폐경 전 그

룹보다 폐경기 그룹에서 심근경색, 관상동맥과 같은 질환이 4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배 이상의 위험률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4].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폐경 유무와 조기 폐경을 

분석한 메타 연구에서는, 폐경기 전(premenopausal)과 비교하여 폐경

기 후(postmenopausal)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상대위험도가 1.36배 

(95% CI: 1.15-1.60)로 나타났고, 양측 난소 절제술 실시 후에도 심혈관 

질환의 상대 위험도는 2.62배(95% CI: 2.05-3.35)인 것으로 나타났다[7].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는 비만과 심혈관 발생률을 예측하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허리둘레/신장비(waist to 

height ratio, WHtR)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비만 평가를 위한 

선별 척도로 사용되었던 체질량 지수가 심혈관 위험인자를 예측한다

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7,8], 단면 연구 및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허리둘레[9], 허리둘레/엉덩이둘레비(waist circumference/hip ratio, 

WHR)[10], 허리둘레/신장비, 신체질량지수(body adiposity index, BAI)

와 같은 복부비만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체질량 지수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 또한 

최근에는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데 있어 체질량 지수

보다 복부내장지방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12,13]. 복부비만

도를 예측하기 위한 허리둘레 측정은 성별, 인종별 그리고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서양인보다 신장이 작은 동양인에게서 복부내장지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체질량 지수가 낮더라도 심혈관 질

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제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리둘레를 신장으로 보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15-18]. 성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예측하기 위하여 허리둘레/신

장비,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를 비교한 Ashwell et al. [16]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p< .005)에 대해 

허리둘레/신장비가 체질량지수보다 유의하게 판별력(discriminatory 

powe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그뿐만 아니라 허리둘레/신장비가 

대사증후군의 발생[17] 그리고 심혈관-대사 및 당뇨병 위험요인[18]에

서 각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

후군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이환율의 독립적인 예측인자

로서 안정시 심박수의 연구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안정시 심박수의 증

가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유병률, 더 나아가 발병률과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19-

22], 심근 허혈증, 부정맥, 피로, 죽상 동맥 경화증과의 관계성[23], 또한 

체력과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정시 심박수와 사망과

의 관계를 규명한 메타 분석 연구[24]도 나오고 있어, 건강과 질환의 예

측요인으로서 안정시 심박수의 유용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안정시 

심박수와 심혈관 위험인자를 조사한 87개의 전향적 연구를 메타 분석

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10 beat/min이 증가할수록 관상 동맥성 질환

이 1.07배(95% CI: 1.00-1.18), 심부전은 1.18배(95% CI: 1.10-1.27),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1.15배(95% CI: 1.11-1.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4], 안

정시 심박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성인 18,640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당뇨병, 고혈

압,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분석한 Yang et al. [25]의 연구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60 beat/min 미만인 그룹보다 90 beat/min 이상 그룹의 당뇨병 

유병률이 남자에서 3.85배(95% CI: 2.14-6.90), 여자에서 3.34배(95% CI: 

1.83-6.10), 대사증후군 3.55배(95% CI: 2.19-5.74), 2.15배(95% CI: 1.37-3.35)

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Park et al. [26]의 연구에서도 안정시 심박수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미치는 변인들(나이, 성별, 체중, 신체활동량)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60 beat/min 미만인 그룹보다 

가장 높은 그룹 90 beat/min 이상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odds ratio

가 2.34배(95% CI: 1.23-4.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폐경기는 생리학적으로 신경 내분비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

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여성의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높이

고[27], 내장 지방과 함께 복부비만을 증가시킨다[28]. 허리둘레/신장비

는 폐경 후 여성을 위한 복부비만 관리 지표와 심혈관 질환 및 대사 질

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평가 지표로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 있다. 하지

만, 최근까지의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의 예측인

자로써 허리둘레/신장비의 유용성[29]과 상관성[30]을 규명한 횡단 연

구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

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한

계를 가진다. 또한 이 지표가 폐경 여성에게도 예측할 수 있는 척도인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

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폐경 여성의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

와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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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를 이용하여 자료[31]

를 분석하였다. 전국 단위로 표본 추출한 7,380명 중에서 분석에 포함

된 대상자는 1) 국내 만 45세 이상 성인, 2) 폐경 여성, 3) 허리둘레와 혈

압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한 대상자, 4) 심혈관 위험요인 및 대

사 질환과 관련된 4가지 설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1,540 (26.4%)명이 선

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62.51 ± 0.26이며, 본 연구의 대상

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변인

본 연구는 허리둘레/신장비와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요 변인과 통제 변인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1) 폐경 여성 

폐경 여성 기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에 폐경 여부에 “예” 라

고 응답했거나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에 폐경 여성으로 정의하여 분

석하였다.  

2) 허리둘레/신장비

허리둘레/신장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나오는 허리둘레와 신

장 자료를 활용하여 허리둘레(cm)/신장(cm)으로 계산하였다.

3) 심혈관-대사 위험요인

(1)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15초 맥박과 60초의 맥

박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같은 단위로 분석을 통일하기 위해 15초 맥박

을 60초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2) 대사증후군 기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2002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

gram (NCEP ATP III) [32]을 바탕으로 혈당 장애(100 mg/dL 이상), 낮은 

고밀도 고콜레스테롤혈증 남자(40 mg/dL 미만), 여자(50 mg/dL 미만), 

높은 혈압(130/85 mmHg 초과), 고중성지방혈증(150 mg/dL 이상)과 복

부비만 기준은 대한비만학회[33]의 허리둘레 남자(90 cm 이상), 여자(85 

cm 이상)의 기준을 참조하여 5개의 요인 중에서 3개 이상 포함되는 경

우로 정의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Total (n=1,540)
WHtR ≤0.51 

(n=512)
WHtR 0.52-0.56 

(n=511)
WHtR >0.56 

(n=513)
p 

Age (yr) 62.51±0.26 58.92±0.38 62.35±0.43* 66.26±0.50*,# <.001
Anthropometric measure 

Height (cm) 154.40±0.17 155.69±0.29 154.35±0.25* 153.17±0.32*,# <.001
Weight (kg) 58.22±0.21 51.31±0.32 58.46±0.32* 64.87±0.49*,# <.001
BMI (kg/m2) 24.42±0.07 21.15±0.10 24.47±0.93* 27.63±0.16*,# <.001
WC (cm) 83.02±0.15 73.62±0.24 82.91±0.20* 92.54±0.37*,# <.001

Lifestyle factors 
Alcohol consumption, n (%) 1,406 (100) 480 (34.1) 478 (34) 448 (31.9) .26
Smoker, n (%) 1,402 (100) 480 (34.3) 477 (34.3) 445 (31.5) .24

Cardio-metabolic variable
Fasting glucose (mg/dL) 104.11±0.86 98.68±1.14 104.15±1.45* 109.48±1.75*,# <.001
Triglyceride (mg/dL) 132.82±2.61 103.75±3.15 137.70±4.50* 157.01±5.65*,# <.001
Insulin (mg/dL) 8.88±7.89 6.21±3.73 8.37±6.08 12.19±10.95*,# <.001
HOMA-IR 2.49±3.54 1.54±1.07 2.31±2.70 3.67±5.23 <.001
Total cholesterol (mg/dL) 199.86±1.15 199.38±1.98 199.39±2.13 200.81±2.00 .83
HDL-C (mg/dL) 52.08±0.44 56.23±0.72 51.06±0.69* 48.95±0.72*,# <.001
LDL-C (mg/dL) 120.37±1.04 118.05±1.64 120.98±1.83 122.09±1.88 .27
SBP (mmHg) 124.16±0.47 119.91±0.83 124.70±0.90* 127.89±0.91*,# <.001
DBP (mmHg) 74.90±0.28 73.00±0.53 75.04±0.52* 76.65±0.45*,# <.001
RHR (bpm) 68.43±0.32 68.23±0.48 68.51±0.49 68.54±0.56 .89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 2.05±1.35 1.15±1.01 1.99±1.17* 3.07±1.09*,# <.001

Mean±standard error. Bold: p <.05. Adjusted for age.     
Cardio-metabolic variabl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RHR, Resting heart r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HtR ≤0.5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HtR 0.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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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MA-IR

Homeostatic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HOMA-IR)는 

공복 인슐린과 혈장 공복혈당 농도를 측정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

하는 방법이다. HOMA-IR =[공복혈당(mg/dL)] ×공복 인슐린 농도

(µIU/mL)]/405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34].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2015)는 전수 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대표성 및 추정의 정확성을 위해 복합 표

본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허리둘레/신장비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의 비교를 위하여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삼분위

수(tertile)로 나누어 복합표본에서 선형(analysis of linear) 방법을 사용

하였고, 사후 검정은 bonfferoni를 이용하여 그룹 간 차이를 검증하였

다.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

여 안정시 심박수는 10 beat/min으로 분류하여 5그룹으로 나누어 동

일한 통계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기

준에 따라 허리둘레/신장비를 0.5 이상인 그룹과 0.5 미만인 그룹으로 

분류하고[34], 안정시 심박수는 70 beat/min 미만인 그룹과 80 beat/

min 이상인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폐경 

여성의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무를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혈관 위험요인과 관

련이 있는 나이, 흡연, 음주, 수입, 걷기 수준, 그리고 고혈압 등의 혼란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추정식의 정확도를 알아보

기 위해 다중상관관계수(R, R2), B값, p값, 추정의 표준 오차(S.E.), 다중 

공선성(T, VIF)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

을 p<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1. 허리둘레/신장비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

허리둘레/신장비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 허리둘레/신장비를 삼분위수(tertile)로 나누어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그룹 간 연령의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어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연령을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허리둘

레/신장비가 가장 낮은 그룹(≤ 0.51)에 비하여 허리둘레/신장비가 높은 

그룹(> 0.56)에서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인

Table 2. Cardio-metabolic risk factors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RHR<60 bpm 
(n=112)

60≤RHR<70 bpm 
(n=811)

70≤RHR<80 bpm 
(n=384)

80≤RHR<90 bpm 
(n=207)

RHR≥90 bpm 
(n=25)

p 

Age (yr) 66.62±1.83 62.53±0.37 63.25±0.62 66.21±0.83 66.31±2.42 .001
Anthropometric measure 

Height (cm) 154.99±0.61 154.33±0.33 153.48±0.32 153.58±0.52 153.56±1.31 .16
Weight (kg) 59.36±0.95 57.25±0.32 57.71±0.59 57.31±0.67 57.80±2.21 .34
BMI (kg/m2) 24.71±0.35 24.03±0.13 24.48±0.22 24.29±0.24 24.47±0.80 .30
WC (cm) 84.26±0.96 82.20±0.38 82.98±0.60 82.83±0.69 84.94±2.50 .29

Cardio-metabolic variable
Fasting glucose (mg/dL) 96.57±1.23 102.11±1.05* 105.62±1.79*,# 109.96±2.35*,#,+ 127.81±7.13*,#,+,§ <.001
Triglyceride (mg/dL) 121.61±6.49 127.79±3.12 139.06±4.97 131.64±6.40 178.02±24.98 .04
Insulin (mg/dL) 7.41±0.51 8.13±0.30 9.87±0.66* 9.83±0.57*,#,+ 21.36±6.34* .002
HOMA-IR 1.98±1.44 2.20±2.82 2.71±3.46 3.20±5.75# 5.72±6.56*,#,+,§ <.001
Total cholesterol (mg/dL) 196.91±3.91 199.65±1.51 199.33±2.51 201.46±3.36 185.75±9.66 .73
HDL-C (mg/dL) 52.13±1.61 53.21±0.65 50.35±0.73# 51.44±1.10 46.59±1.39# .002
LDL-C (mg/dL) 118.44±3.03 119.42±1.33 120.78±2.30 123.06±2.76 109.03±8.35 .61
SBP (mmHg) 126.85±1.63 124.36±0.70 124.65±1.11 124.48±1.15 124.65±2.99 .8
DBP (mmHg) 71.77±1.16 74.27±0.39 74.65±0.58 76.03±0.72 74.16±1.50 .05
RHR (bpm) 52.29±0.49 63.99±0.13* 73.38±0.11*,# 82.82±0.26*,#,+ 96.10±1.63*,#,+,§ <.001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

2.21±1.31 1.93±1.35 2.11±1.35 2.28±1.30# 2.38±1.36 .008

Mean±standard error. Bold: p <.05. Adjusted for age. 
BPM, beat per minutes; Cardio-metabolic variabl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
poprotein-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RHR, Resting heart rat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HR<60;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60≤RHR<70;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70≤RHR<80;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80 
≤RHR<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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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HOMA-IR, 혈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안정시 심박수를 10 beat/min 5그룹으로 나누어 

심혈관-대사 위험 요인을 비교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60 

beat/min)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 90 beat/min)이 나이를 통

제했을 때 공복시 혈당, HOMA-IR, 안정시 심박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심혈관-대사 위험요인과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허리둘레/신장비를 0.5 기준

에 따라 안정시 심박수를 70 미만과 80 이상의 4그룹으로 나누어 심혈

관–대사 위험요인을 비교한 결과, 허리둘레/신장비가 낮고, 안정시 심

박수가 낮은 그룹(WHtR< 0.5 & RHR<70)보다 허리둘레/신장비가 높

고,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WHtR ≥ 0.5 & RHR ≥80)에서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HOMA-IR, 인슐린 그리고 혈

압과 안정시 심박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무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허리둘레/신

장비가 높고,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Q4)은 허리둘레/신장비가 낮

고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Q1)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4.55

배(95% CI: 7.43-28.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시 심박수와 

대사증후군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알코올 섭취, 흡연, 수입, 주간 

걷는 횟수, 고혈압 등 단계적으로 혼란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허

리둘레/신장비가 높으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Q4)이 허리둘

레/신장비가 낮고,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그룹(Q1)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0.39배(95% CI: 4.91-21.9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공복 혈당에 따른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공복 혈당이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

이, 교육수준, 결혼여부, 수입수준을 통제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R= 0.265)로 확인되었고, 공차와 VIF 각각 0.1 이상 10 미만으로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육수준, 결혼여부, 수입수준을 

제외한 허리둘레/신장비(p< .001)와 안정시 심박수(p< .001)는 공복 혈당

Table 3.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and waist to height ratio  

WHtR<0.5 WHtR≥0.5
p RHR<70 bpm 

(n=251)
RHR≥80 bpm 

(n=58)
RHR<70 bpm 

(n=672)
RHR≥80 bpm 

(n=173)

Age (yr) 58.64±0.60 60.74±1.28 64.71±0.39*,# 68.00±0.98*,#,+ <.001
Anthropometric measure 

Height (cm) 155.77±0.37 155.33±0.71 153.81±0.22* 152.88±0.57*,# <.001
Weight (kg) 50.91±0.41 50.97±0.68 60.28±0.37*,# 59.93±0.81*,# <.001
BMI (kg/m2) 20.98±0.14 21.10±0.21 25.45±0.13*,# 25.60±0.27*,# <.001
WC (cm) 73.23±0.35 72.88±0.54 86.36±0.33*,# 87.16±0.71*,# <.001

Cardio-metabolic variable
Fasting glucose (mg/dL) 98.30±1.65 101.14±2.55 102.79±1.22 116.50±3.05*,#,+ <.001
Triglyceride (mg/dL) 99.65±3.59 94.58±7.01 139.32±3.94*,# 154.40±8.41*,# <.001
Insulin (mg/dL) 5.74±0.25 6.92±0.62 9.08±0.34*,# 12.81±1.34*,#,+ <.001
HOMA-IR 1.39±0.98 1.79±1.36 2.48±3.05* 4.09±6.73*,#,+ <.001
Total cholesterol (mg/dL) 201.66±2.57 195.44±4.86 198.34±1.82 200.62±3.97 .57
HDL-C (mg/dL) 57.48±1.21 54.00±1.80 51.05±0.59* 49.64±1.21* <.001
LDL-C (mg/dL) 119.02±2.21 118.02±4.85 119.50±1.53 122.14±3.11 .83
SBP (mmHg) 119.82±1.20 123.11±0.74 126.84±0.74* 125.10±1.14* <.001
DBP (mmHg) 71.88±0.72 73.31±1.45 74.88±0.41* 76.70±0.74* <.001
RHR (bpm) 63.14±0.38 83.36±0.57* 62.35±0.23# 84.57±0.55*,+ <.001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 1.01±0.97 1.37±1.07 2.35±1.28*,# 2.63±1.22*,# <.001

Mean±standard error. Bold: p <.05. Adjusted for age. 
BPM, beat per min; Cardio-metabolic variable,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
tein-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RHR, Resting heart rate. 
*p <.05 vs. Low WHtR & Low RHR; #p <.05 vs. Low WHtR & High RHR; +p <.05 vs. High WHtR & Low R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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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한 비표

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허리둘레/신장비(B =79.890), 안정시 심박수

(B = 0.439)로 나타나 모두 공복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폐경 여성의 허

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와 심혈관-대사 질환의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허리둘레/신장비가 높은 그룹일수

록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인슐린, HDL-C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안정시 심박수에서도 10 beat/min씩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낮은 안정시 심박수 그룹보다 높은 안정시 심박수 

그룹일수록 혈당, 중성지방, HOMA-IR, 인슐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리둘레/신장비가 높고,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허리둘레/신장비가 낮고 안정시 심박수가 가장 낮은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공복시 혈당, 중성지방, 

인슐린 그리고 HDL-C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추가로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에 따른 대사증후

군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허리둘

레/신장비가 높고, 안정시 심박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단계적으로 혼란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는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허리둘레/신장비가 증가할수록 공복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인슐린 

수준이 증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Liu et al. [18]의 연구에서는 총 772명 남녀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허

리둘레/신장비에 따른 심혈관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신장

비가 증가할수록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에서 남녀 모두 대사질환요

소에서 양의 상관관계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20세 이상의 성인 1,852명

을 대상으로 3.6년간 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허리둘레/신장비가 당뇨

병의 발병률을 가장 잘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36]. 더 나아가 최근 

중국인 8,0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허리둘레/신장비가 체질량지

수와 허리둘레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하

였다[37]. 본 연구의 목적은 허리둘레/신장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간

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서 허리둘레/신장비가 체질량지수, 허리둘

레, 허리둘레/엉덩이둘레비와 같은 복부비만 지표보다 더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을 잘 예측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허리둘레/

신장비의 유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38개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신장비가 고혈압과의 관련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의 결

과가 보고되었고[38], 측정자 간 오차와 재측정 신뢰도가 높으며, 백분

위수나 z-scores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 임상에서의 잠재적인 활용

도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35].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안정시 심박수 역시 측정의 용이성과 질

Table 4. Odds ratio of metabolic syndrome status according to resting heart rate and waist to height ratio  

WHtR<0.5 WHtR≥0.5

RHR<70 bpm  (n=251) RHR≥80 bpm (n=158) RHR<70 bpm (n=672) RHR≥80 bpm (n=173)

Model 1 1 2.31 (0.88-6.08) 10.77 (6.10-19.02) 14.55 (7.43-28.50)
Model 2 1 2.27 (0.82-6.26) 10.68 (6.06-18.82) 14.06 (7.15-27.63)
Model 3 1 2.57 (0.88-7.49) 8.32 (4.52-15.32) 10.39 (4.91-21.97)

Q1. Lowest WHtR (WHtR<0.5 & RHR<70); Q2. Low WHtR (WHtR<0.5 & RHR≥80); Q3. High WHtR (WHtR≥0.5 & RHR<70); Q4. Highest WHtR (WHtR≥0.5 
& RHR≥80);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Model 1+alcohol, smoking; Model 3, adjusted Model 2+income, the number of walking days 
in a week, hypertension.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fasting glucose as dependent variable and waist to height ratio and resting heart rate as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T VIF R (R2)

Age (yr) -0.310 0.090 -0.010 -0.34 .734 0.711 1.407

0.265 (0.070)

Education level -1.399 0.787 -0.58 -1.779 .076 0.636 1.573
Marital status -1.828 8.945 -0.005 -0.204 .838 0.990 1.010
Income level 0.876 0.643 0.037 1.363 .173 0.882 1.134
WHtR 79.890 11.916 0.193 6.704 .000 0.808 1.238
RHR (bpm) 0.439 0.074 0.154 5.915 .000 0.986 1.014

Dependent variable: fasting glucose.   
Independent variable: ag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income level, WHtR, RHR.  
Continuous variable: age, WHtR, RHR.          
WHtR, Waist to height ratio; RHR, Resting heart rate; Adjusted f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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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유병률 혹은 발병률과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건강지표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23,39].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본 연

구에서도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할수록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이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허리둘레/신장비와 안

정시 심박수를 이용할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더욱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에 따라 총 

네 그룹으로 나누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허

리둘레/신장비 0.5 이하 & 안정시 심박수 70 이하인 그룹보다 허리둘

레/신장비 0.5 이상 & 안정시 심박수 80 이상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유

병률이 10.39배(95% CI: 4.91-21.9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1,15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안정시 심박수가 10 

beat/min씩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의 발병이 19%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고, 비만과 고혈압 등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위험도가 더욱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40]. 안정시 심박수의 증가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의 유병률 그리고 발병률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

지는 않지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19-22], 심근 허혈증, 부정맥, 피로, 

죽상 동맥 경화증과의 관계성, [23] 또한 체력과의 관련성이 대두되고 

있다[41]. 최근에는 안정시 심박수와 사망과의 관계를 규명한 메타 분

석 연구[24]도 나오고 있어, 건강과 질환의 예측 요인으로서 안정시 심

박수의 유용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손쉽게 측정이 가능한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

를 이용하여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련

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 모두 대

사증후군 유병률과의 상관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두 변인이 복합적으

로(Joint association)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가 공복

시 혈당의 예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 모두 서

로 상호 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복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것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한국 폐경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 검증하였다는 연

구의 장점이 있지만, 또한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

시 심박수와 심혈관-대사 위험요인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고, 

각 변인 간의 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폐경 경로(자연 폐경 or 인공 폐경)를 정확

히 알 수 없다는 점과 어떤 경로가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더 증가시

키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45세 이후의 폐경 여성으로 

대상자들을 제한하여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60대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나이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같은 경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45세 이상의 폐경 여성의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수와 심혈관 

위험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보면 허리둘레/신장

비 및 안정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허리둘레/신장비와 안정시 심박수의 상

호작용 및 기전들을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혈관-대사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복부비만과 안정시 심박수를 관리해야 할 중요성을 제공하는 데 의의

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폐경 여성의 허리둘레/신장비 및 안정시 심박

수가 심혈관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대규모 연구

들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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