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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및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많

1.3% 증가하였으며, 여자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2)

은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하지만 각 학회별 팩트시트나 개

이에 반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에서 대사증후군은

인 연구 등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유병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정의

과 그 경향성을 보고하고 있다. 2015년도 대한당뇨병학회의 팩트시

는 NCEP-ATP III와 같고, 고중성지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의

트 및 논문에서 제시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13년 기준 전체

요소에서 약제의 사용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이 팩트시트와 관련하

30.52% (남자 30.5%, 여자 29.3%) 였으나,1)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에

여 작성된 논문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2009년에서 2013년에

서 제시한 팩트시트 및 논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15년 기준

걸쳐 28.84%에서 30.52%로 1.68% 증가하였고, 남녀 모두에서 증가

전체 22.4% (남자 26.9%, 여자 17.9%)였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하였다. 이는 심장대사증후군 연구회의 결과와는 상반된다.1) 한국

에서 2015 년에 제시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 32.1% (남자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자료원이 국

35.2%, 여자 29.1%)였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는 각 연구에서

민건강영양조사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인지가 명확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

히 나타나지 않았고,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NCEP-ATP III의 정의와

는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하나, 복부비만, 공복혈당 100 mg/dL 이상 혹은 당뇨병 기왕력,

2)

3)

빅데이터를 사용한 대사증후군 연구의 자료원 중 많이 사용되는

혈압 130/85 mmHg 이상 혹은 고혈압 기왕력, 중성지방 150 mg/dL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국민건

이상, HDL콜레스테롤 40 mg/dL 미만(남자) 혹은 50 mg/dL 미만(여

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자료이다. 심장대사증후군연구

자) 중 3가지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

회에서 발간한 팩트시트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다.3)

NCEP-ATP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Adult Treatment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원 및 대사증후군의 정의(예; 콜레스테

Panel) III 가이드라인의 대사증후군의 정의를 사용하였는데, 허리둘

롤관련 구성요소 약제의 사용을 정의에 포함하느냐 혹은 제외하느

레, 고혈당 및 고혈압 등 다른 구성요소의 정의는 같으나, 고중성지

냐)에 따라 유병률 및 그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저자가

방혈증과 저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약제의 사용을 각 정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시행한 서울시 대사증후군 유병률

제외하였다. 이 팩트시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에서는 대사증후

연구에서도 같은 자료원임에도 대사증후군의 정의에 따라 유병률

군의 유병률이 2007년에서 2015년에 걸쳐 전체 21.1%에서 22.4%로

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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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과 자료 특성에 맞추어 조작적 정의 및 자료 제시 및 기술이

이를 위해 개인연구자는 물론 국가적인 노력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한 연구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및 저 HDL 콜레스테롤 항목의
정의에서는 약제 사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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