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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인의 약 30%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사망한다.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인

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사망자의 27.6%가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을 포함한 전체 심혈관질환에 의해 사망하

였다(1). 대사증후군은 제 2형 당뇨병과 동맥경화성 심혈

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

념으로, 복부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등에 의해서 여러 심혈

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이 함께 군집되어 나타나는 상태를

일컫는다(2).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약 1/4이 대사증후군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러한 대사증

후군의 개념은 약 80여년부터 보고되고 있으며, 1988년에

Reaven은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해 고인슐린, 고혈압, 고혈

당,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들이 군집되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이를 “X 증후군” 또는 “인슐린 저항

성 증후군”으로 명명하였다(4). 1998년에 WHO(5)에서 이

를 “대사증후군”으로 명명하며, 처음으로 대사증후군 진

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IDF(6)와 AHA/

NHLBI(7)에서 제안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이 가장 흔하

게 사용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의 병태 생리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는 “병인위험요인”과 “대사위험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8). 병인위험요인은 대

사위험요인들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위험요인들

로, 대표적인 병인위험요인은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이며, 그 외 노화, 운동 부족, 동맥경화성 식사, 호르몬 이

상 등이 있다. 대사위험요인은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알려진 위험요인들로, 고혈압, 고

혈당, 동맥경화성 이상 지혈증, 낮은 강도의 염증, 혈액응

고이상 등을 포함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의 증가는 대사증후군 및

제 2형 당뇨병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지방조직의 증가는 혈중 유리지방산을 증가시키고, 인

슐린 민감성 장기인 간, 근육, 췌장 등에서 인슐린 저항성

을 발현시킨다. 특히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일부 내장지방이 피하지방

보다 지방분해능이 더 크고, 내장지방에서 방출된 유리지

방산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9,10). 지방 조직에서는 렙틴, 아디포넥틴, IL-6,

TNF-α, PAI-1 등과 같은 여러 아디포카인을 생성하는데,

내장비만이 증가하면 IL-6, TNF-α와 같은 염증성 아디포

카인과 PAI-1과 같은 혈액응고 이상을 일으키는 아디포

카인이 증가하고, 아디포넥틴과 같은 인슐린 민감성을 증

가시키는 항 염증성 아디포카인은 감소하여 인슐린 저항

성을 증가시킨다(2,8).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되

었던 요인이다(4).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의

지방분해에 대한 억제 작용이 감소하여 혈중 유리지방산

이 증가하고, 유리지방산이 간과 근육에 침착하여 지방간,

동맥경화성 이상 지혈증, 내당능 장애 등을 발현시키며,

다양한 기전에 의해 혈압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의 병태생리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사증후군의 모든 대사위험요인들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발현되지는 않는다(2,8).

동맥경화성 이상 지혈증은 중성지방 증가, HDL-C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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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apo B와 small dense LDL 증가를 포함한다. 간으로

유리지방산이 증가하면, apo B를 포함하는 중성지방이 풍

부한 VLDL의 합성이 증가한다. HDL의 cholesteryl ester

는 CETP의 작용을 통해 VLDL로의 이동이 자극되어

HDL-C의 농도는 감소되고, 중성지방이 풍부한 LDL은

지방분해를 거쳐 small dense LDL로 변화된다(11,12). 이

러한 동맥경화성 지질이상은 독립적인 동맥경화성 심혈

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의미

NCEP-ATP III(13)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줄

이기 위한 치료목표로 대사증후군을 고려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새로 발생할 심혈관질환의 약 25%

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Ford(14)는 2005년에

1998년부터 2004년에 시행된 전향적 연구를 메타분석하

여 대사증후군의 심혈관질환, 당뇨병 및 총 사망률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NCEP-ATP III의 진단기준에 의해

대사증후군을 정의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의 심혈관질환

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1.65(95% CI: 1.38～1.99)였으며, 당

뇨병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2.99(95% CI: 1.96～4.57)이었

고, 총 사망률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1.27(95% CI: 0.90～

1.78)이었다. 이를 일반인구기여위험분률(population attri-

butable fraction, PAF)로 나타내면, 심혈관질환에 대한

PAF는 12%이며, 당뇨병에 대한 PAF는 30%이고, 총 사

망률에 대한 PAF는 6%이다. 대사증후군은 총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의 위험보다는 당뇨병의 위험을 보다 잘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현재의 대사증후군 정

의는 총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에 발표된 Gami 등(15)의

메타분석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1.78(95% CI: 1.58～2.00)로, 총 사

망률에 대한 상대위험도는 1.60(95% CI: 1.37～1.92)으로

보고하여, Ford의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심혈관질환에 대

한 상대위험도는 비슷하였으나, 총 사망률에 대한 상대위

험도는 다소 높았다.

대사증후군은 제 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외에도 여러

악성 종양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6).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이 가장 잘 연구된 악성 종양

은 대장암이며, Colangelo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대사증

후군으로 진단될 경우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이 50% 증가

하였다. 대사증후군에서 악성 종양의 발생이 촉진되는 기

전으로는 ROS 생성 증가, aromatase, estrogen, 아디포카

인, IGF-1 등의 호르몬 불균형, 과도한 에너지 섭취 등이

연구되고 있다.

결 론

대사증후군은 제 2형 당뇨병과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 및 총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사증후군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임상에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사

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각 위험인자를 별

개로 진단하는 것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보다 잘 예측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이미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위험인자

를 조합하여 진단하는 것이므로, 대사증후군의 진단이 심

혈관질환의 위험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결과이다. 각 위험인자로 인한 위험 증가의 합보다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을 때의 위험 증가가 크지 않다면, 증

후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의 연구 결과는 대사증후군이 개별 위험인자들의 합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연구에

서 개별 위험인자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에는 대사증

후군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성은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둘째, 대사증후군과 Framing-

ham risk score와 같은 기존의 심혈관질환 예측 모형과의

비교에 대한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Framingham

risk score가 대사증후군보다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보

다 잘 예측한다(19). 이는 단순히 대사증후군이 심혈관질

환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사증후군은 보다 근본적인 병인위험요인과 이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대사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

사증후군의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병인위험요

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흡연과 LDL-C은 대사증후군

의 진단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심혈관질

환을 보다 잘 예측하려고만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

환의 위험인자인 흡연과 LDL-C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사증후군의 제 2형 당뇨병과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

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 증가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질병의 위험성은 인종과 종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에서의 대사증

후군의 임상적 의미와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지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더욱 풍성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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