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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evaluated an usefulness and association between serum levels of gamma-glutamyltranspeptiase (GGT) and 

metabolic syndrome (MS) in 40-year-old men and women. The prevalence of MS in men (11.8%) was higher than that 

of women (4.0%). Serum levels of GGT were higher in men and women with MS than in them without MS. In the 
prevalence of higher serum GGT, men group with MS (35.8%) was greater than women group with MS (22.7%). In the 

relative risk of MS to an increased level of GGT, women group was higher than men group (about 3 times) (female, 

OR=7.48 vs male, OR=2.46). The present study reveals that routine check of serum GGT in health examination can be 
useful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MS including cardiovascular and/or live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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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노령화, 식생활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성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980년부터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질병의 발병률이 기대만

큼 감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4월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란 암, 심혈관계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인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알맞은 검진항목을 선정하

여 질병을 조기 진단하여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에 목적

을 두고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200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

인으로 악성신생물 28.0%, 뇌혈관질환 11.3%, 심장질환 

8.7% 순이며, 이 중 심혈관질환은 총 사망자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2008). 주지의 사실과 같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병이나 내당

능장애 (glucose intolerance), 지질대사이상, 고요산혈증,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 (Isomaa et al., 2001). 또한 2008

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의 

유병률이 30.7%, 고혈압 26.8%, 고콜레스테롤혈증 10.9%, 

당뇨병 9.7%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심혈관계질환

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2009). Reaven 

(1993)은 고혈압, 내당능장애, 동맥경화성 지질혈증을 동

반하는 증후군을 'Syndrome X' 라고 명명하였고 이후 인

슐린 저항성이 이들 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증후군'으로 불리다가 1998년 WHO

에서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으로 정의하였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질환의 이환율과 이로 인한 사

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somaa et al., 

2001), 최근 대사증후군은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다 (Yamamoto et al., 2003). 심혈관질환의 관리에 대사증

후군의 중요성을 강조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이하 NCEP-ATP III)의 

기준에 따른 미국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남자 16.5~ 

28.0%, 여자 22.7~36.3%이며 인종마다 차이가 있다 (Ford 

and Giles 2003). 동일한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은 남자 5.2~9.4%, 여자 9.0~10.0%이며,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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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mass index)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유병률은 남자 

13.2~24.1%, 여자 12.4~18.4% 이었다 (Park et al., 2002; 

Lim et al., 2003).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으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 흡연군, 비운동군, 심혈관질환의 가족력, 낮은 

교육수준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ung et al., 

2002; Lim et al., 2003). 

최근 연구에서 혈청 gamma-glutamyl transpeptidase (이하 

혈청 GGT)가 심혈관계질환 및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됨에 따라 혈청 GGT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혈청 GGT는 임상적으로 주로 알코올 

섭취의 정도나 간담도계질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 간표지자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

들은 혈청 GGT와 다른 간효소 농도의 변화가 향후 고혈

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의 발생 및 예후에 대한 위험인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Yokoyama 

et al., 2002; Lee et al., 2003; Mun 2004; Lim et al., 2005; Choi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생애전환기 (40세)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GGT와 여타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들 간의 상관성을 조

사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혈청 GG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구미시의 종합병원 건강검진

센터를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생애전환

기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성인들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1,239명 (남, 688명; 여, 551명)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문진표를 이용하여 음주 

(음주는 일주당 평균 1.5회 정도, 한번 마실 때 소주 1~2

병 정도 기준), 흡연 (담배는 2일에 한갑 정도 기준), 운

동 (운동의 강도는 가볍게 걷는 경도이며 지속시간은 평

균 30분 정도 기준) 등 건강관련행위와 가족력을 자기기

입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아래의 변수들도 함께 분석하

였다. 

방법 

생화학적 분석. 전체 대상자들을 10시간 이상 금식 후 

채혈하여 혈청으로 분리한 후 Hitachi 7600 (Hitachi, 

Japan)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 공복혈당 

(fasting blood sugar), 혈청 GGT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

청 GGT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치를 적용하여 남자 

63 IU/L 이하, 여자 35 IU/L 이하를 정상으로 규정하였다. 

 

혈압 및 신체지수.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자동혈압기로 측정하였고, 허리둘레는 늑골 최하단부와 

장골능 최상단부의 중간지점에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

태에서 측정하였다. 복부비만의 지표로는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복부비만의 연관성을 중요시 하는 

NCEP-ATP III에 따라 허리둘레를 사용하여 WHO의 서태

평양지역 회의에서 아시아인을 위한 허리둘레 기준치를 

적용하여 남자 90 cm 이상, 여자 80 cm 이상인 경우 복

부비만으로 규정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2001년에 개정된 NCEP-ATP 

III의 기준에 따라 아래 5가지 대사이상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진단하였으며 (Expert Pan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사증후

군의 진단항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허리둘레 ≥ 남자 90 

cm, ≥ 여자 80 cm; 중성지방 ≥ 150 mg/dL; 고밀도 지단

백 콜레스테롤 < 40 mg/dL; 혈압 ≥ 130/85 mmHg 또는 

혈압치료 중; 공복혈당 ≥ 110 mg/dL 또는 혈당치료 중.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요인별 유병률과 건강

행태 및 가족력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빈도분석,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 검정을 하였다. 혈청 GGT

와 대사증후군 요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

차분석과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가능한 모든 자료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대상자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 

연구대상자 1,239명의 성별 분포는 남자 688명 (55.5%), 

여자 551명 (44.5%)으로 남자가 많았다.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남자 11.8%, 여자 4.0%로 남자의 유병률이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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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보다 약 3배 더 높아 매우 유의하였으며, 남녀 모

두 평균 3.3개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구성요소를 보유

하고 있었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별 유병률은 남자의 경

우 고중성지방 (38.4%)과 고혈압 (33.3%)에서 유병률이 

더 높아 매우 유의하였고 (P<0.05), 여자의 경우에 복부

비만 (24.5%)과 저HDL콜레스테롤 (20.7%)에서 남자보다 

유병률이 더 높아 매우 유의하였다 (P<0.05, Table 1). 

생활행태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생활행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자

의 경우 흡연, 음주, 운동과는 통계학적 관련성이 유의하

지 않았고 (P>0.05), 여자의 경우 현재 흡연군의 유병률

이 36.4%로 비흡연군의 유병률 3.3%보다 약 11배 더 높

아 흡연에서는 매우 유의하였으나 (P<0.001), 음주와 운

동에서 통계학적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P>0.05). 당

뇨병과 고혈압의 가족력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통계학

적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P>0.05, Table 2). 

대사증후군 인자별 혈청 GGT 평균농도 

대사증후군 인자별 진단기준에 따른 혈청 GGT의 평

균농도를 구하였다 (Table 3). 남자의 경우 복부비만군과 

고중성지방혈증의 혈청 GGT의 평균농도는 각각 62.2±

Table 1. Factor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MS) in study population 

Man (n=688) Woman (n=551) 
Factor 

Normal (%) MS (%) Normal (%) MS (%) 

Hypertension (≥130/85 mmHg) 459 (66.7%) 229 (33.3%) 487 (88.4%)  64 (11.6%) 

Hyperglycemia (≥110 mg/dL) 613 (89.1%)  75 (10.9%) 532 (96.6%)  19 ( 3.4%) 

Abdominal obesity (≥90 cm for man, ≥80 cm for women) 559 (81.3%) 129 (18.8%) 416 (75.5%) 135 (24.5%) 

Hypertriglycemia (≥150 mg/dL) 424 (61.6%) 264 (38.4%) 505 (91.7%)  46 ( 8.3%) 

Hpo-HDL-cholesterol (≤40 mg/dL) 613 (89.1%)  75 (10.9%) 437 (79.3%) 114 (20.7%) 

Final diagnosis as MS 607 (88.2%)  81 (11.8%) 529 (96.0%)  22 ( 4.0%) 

Mean case no. (M ± SD) 0.8±0.8 3.3±0.5 0.6±0.7 3.3±0.6 

MS, metabolic syndrom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The prevalence of MS related with life styles or family history 

Man (n=688) Woman (n=551) 
Variable 

Normal (%) MS (%) Total (%) Normal (%) MS (%) Total (%) 

Smoking       

No 273 (87.5%)  39 (12.5%) 312 (45.3%) 522 (96.7%) 18 ( 3.3%) 540 (98.0%)

Yes 334 (88.8%)  42 (11.2%) 376 (54.7%)   7 (63.6%) 4 (36.4%)†  11 ( 2.0%)

Drinking       

No 144 (89.1%)  18 (11.1%) 162 (23.5%) 367 (95.8%) 16 ( 4.2%) 383 (69.5%)

Yes 463 (88.0%)  63 (12.0%) 526 (76.5%) 162 (96.4%)  6 ( 3.6%) 168 (30.5%)

Exercise       

No 147 (88.0%)  20 (12.0%) 167 (24.3%) 100 (93.5%)  7 ( 6.5%) 107 (19.4%)

1~2 time/w 315 (88.5%)  41 (11.5%) 356 (51.7%) 306 (95.6%) 14 ( 4.4%) 320 (58.1%)

3~4 time/w 105 (89.0%)  13 (11.0%) 118 (17.2%) 86 (100%)  0 ( 0.0%)  86 (15.6%)

>5 time/w  40 (85.1%) 129 (14.9%)  47 ( 6.8%)  37 (97.4%)  1 ( 2.6%)  38 ( 6.9%)

Family history of DM       

No 511 (88.3%)  68 (11.7%) 579 (84.2%) 442 (95.9%) 19 ( 4.1%) 461 (83.7%)

Yes  74 (87.1%)  11 (12.9%)  85 (12.4%)  77 (97.5%)  2 ( 2.5%)  79 (14.3%)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No 505 (88.4%)  66 (11.6%) 571 (83.0%) 421 (96.6%) 15 ( 3.4%) 436 (79.1%)

Yes  82 (86.3%)  13 (13.7%)  95 (13.8%)  99 (94.3%)  6 ( 5.7%) 105 (19.0%)

MS, metabolic syndrome; w, week; DM, diabetes mellitus. 
†, P<0.001 by χ2 test (compared with non-s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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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IU/L (정상인군 42.6±49.9 IU/L), 58.2±50.1 IU/L (정상

인군 38.9±48.1 IU/L)로 정상인군 보다 복부비만과 고중

성지방혈증에서 혈청 GGT의 평균농도가 약 20 IU/L 정

도 더 높아 매우 유의하였다 (P<0.001). 고혈압군의 혈청 

GGT 평균농도는 53.9±40.9 IU/L (정상인군 42.5±53.2 

IU/L)로 정상인군 보다 11.4 IU/L 더 높았으며 (P<0.05), 

고혈당과 저HDL콜레스테롤에서는 혈청 GGT의 평균농

도는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 

여자의 경우 특히 복부비만에서 혈청 GGT의 평균농도가 

20.8±14.9 IU/L (정상인군, 16.3±9.3 IU/L)로 유의성이 가

장 컸으며 (P<0.001), 저HDL콜레스테롤를 제외한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에서도 혈청 GGT의 평균농도가 

정상인 그룹보다 더 높아 유의성이 있었다 (P<0.05). 남

녀 모두 대사증후군 요소 중 특히 복부비만에서 유의성

이 가장 컸다 (P<0.001). 대사증후군의 혈청 GGT 평균

농도는 남자 61.0±41.6 IU/L (정상군 44.3±50.4 IU/L), 여

자 29.9±17.8 IU/L (정상군 16.9±10.4 IU/L)로 정상인군 

보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그룹의 혈청 GGT의 평균농도가 

약 15 IU/L 더 높았다 (P<0.05, Table 3). 

대사증후군과 혈청 GGT 평균농도 증가 간의 유병율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 요인과 혈청 GGT 농도 증가 

간의 관련성은 Table 4와 같다. 남자의 경우 정상인 그룹

보다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에서 고혈

청 GGT 혈증의 비율이 높았으며 (P<0.001, Table 4),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에서는 혈청의 GGT 농도 증가율이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고혈압, 고혈당,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이 있을 경우 혈청 GGT의 농도

가 증가되어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관련 성인병 발병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자의 경우 정상인 그룹보

다 대사증후군 요인 중 복부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에서 

고GGT혈증과 유의성이 있었으나 (P<0.05, Table 4), 남자

보다 유의성은 낮았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건강한 중년

의 삶을 위해 복부비만 및 중성지방관리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판정그룹에서 고GGT혈증의 비율

이 남자 35.8% (정상군 18.5%), 여자 22.7% (정상군 3.8%)

로 남녀 모두 정상인 그룹보다 대사증후군 판정그룹에

서 고GGT혈증의 비율이 약 18% 높았으며 (P<0.001), 고

GGT혈증에 대한 비교 위험도가 남자 2.47배 (95% CI, 

1.50~4.06), 여자 7.49배 (95% CI, 2.51~22.32)로 여자의 

비교위험도가 남자보다 약 3배 더 높았다 (Table 4). 

대사증후군 인자와 고GGT혈증 간 교차비 

대사증후군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고GGT혈증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정상을 기준

으로 했을 때 남자의 경우 대사증후군 요인 중 고혈압에

서 고GGT혈증의 교차비가 1.61 (95% CI, 1.08~2.42), 고혈

당에서의 교차비가 1.54 (95% CI, 0.87~2.70), 복부비만에

서의 교차비가 2.73 (95% CI, 1.72~4.31), 중성지방에서 교

차비가 2.86 (95% CI, 1.90~4.31)으로 복부비만과 고중성

지방혈증에서 고GGT혈증이 정상인군에 비해 약 3배나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대사증후군 요인과 고GGT혈증과

는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5). 

 

고  찰 

 

WHO에서 제정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비만기준인 새

로운 허리둘레를 적용한 본 연구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남자 11.8%, 여자 4.0% 이었다. NCEP-ATP III 기준에 따

른 Mun (2004)의 연구에서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의 대사 

Table 3. Comparison between serum level of GGT and each factor
related with MS 

Serum level of GGT (IU/L) 
Variable Man 

(n=688) 
Woman 
(n=551) 

Hpertension   

Normal (<130/85 mmHg) 42.5±53.2 17.0±10.8

Abnormal (≥130/85 mmHg) 53.9±40.9** 20.9±12.8* 

Glucose   

Normal (<110 mg/dL) 45.0±50.9  17.3±11.1

Abnormal (≥110 mg/dL) 56.7±37.3* 22.5±10.6* 

Abdominal obesity   

Normal (<90 cm for man, 
<80 cm for woman) 42.6±49.9 16.3±9.3 

Abnormal (<90 cm for man, 
<80 cm for woman) 62.2±45.8† 20.8±14.9† 

Triglyceride   

Normal (<150 mg/dL) 38.9±48.1 17.0±10.7

Abnormal (≥150 mg/dL) 58.2±50.1† 22.3±13.9**

HDL-cholesterol   

Normal (>40 mg/dL) 47.0±52.0 17.4±11.3

Abnormal (≤40 mg/dL) 40.4±23.7* 17.5±10.4

Diagnosis as MS   

Normal 44.3±50.4 16.9±10.3

Abnormal 61.0±41.6** 29.9±17.8**

*, P<0.05; **, P<0.01; †, P<0.001 by unpaired t-test (compared 
with norm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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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 유병률이 낮았고 동양인 중 한국인의 유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ark 등 (2002)은 허리둘레

를 비만기준으로 적용한 연구에서 유병률은 10.9% (남자 

9.8%, 여자 12.4%), Lim 등 (2003년)은 15.4% (남자 16.9%, 

여자 14.2%)로 이들 연구보다 본 연구의 유병률이 전체

적으로 낮았으며 남자의 유병률은 비슷하였으나 여자의 

유병률이 좀 더 낮았다. 그러나 Bae (2007)의 연구는 남

자보다 여자의 유병률이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Lee (2007)의 연구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유병률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 연

Table 5. Relation between increased level of GGT and each factor associated with MS by logistic regression‡ 

95% CI of exp (B) 
Sex Factor B P-value Exp (B) 

Upper Lower 

 Hypertension 0.48 0.020 1.61 1.078 2.417 

 Hyperglycemia 0.43 0.138 1.54 0.872 2.702 

Man Abdominal obesity 1.00 0.001 2.73 1.724 4.307 

 Hypertriglycemia 1.05 0.001 2.86 1.897 4.312 

 Low-HDL -1.62 0.001 0.199 0.087 0.449 

Diagnosis as MS‡    2.45 1.50 4.06 

 Hpertension 0.293 0.612 1.340 0.432 4.160 

 Hyperglycemia 0.443 0.604 1.557 0.293 8.274 

Woman Abdominal obesit 0.811 0.063 2.250 0.957 5.289 

 Hypertriglycemia 1.024 0.070 2.785 0.921 8.421 

 Low-HDL -0.377 0.487 0.686 0.237 1.985 

Diagnosis as MS‡    7.49 2.51 22.32 
‡normal=0, abnormal=1 

Table 4. The prevalence of increased level of GGT to each factor related with MS 

Man (n=688) Woman (n=551) GGT 
 
Factor 

Normal 
(≤63 IU) 

Abnormal 
(>63 IU/L) 

Normal 
(≤63 IU) 

Abnormal 
(>63 IU/L) 

Hypertension     

Normal (<130/85 mmHg) 383 (83.4%)  76 (16.6%) 467 (95.9%)  20 ( 4.1%) 

Abnormal (≥130/85 mmHg) 164 (71.6%)†  65 (28.4%)†   59 (92.2%)   5 ( 7.8%) 

Glucose     

Normal (<110 mg/dL) 498 (81.2%) 115 (18.8%) 509 (95.7%)  23 ( 4.3%) 

Abnormal (≥110 mg/dL)  49 (65.3%)†  26 (34.7%)†   17 (89.8%)   2 (10.5%) 

Abdominal obesity     

Normal (<90 cm for man, <80 cm for woman) 467 (83.5%)  92 (16.5%) 402 (96.6%)  14 ( 3.4%) 

Abnormal (≥90 cm for man, ≥80 cm for woman)  80 (62.0%)†  49 (38.0%)†  124 (91.9%)*  11 ( 8.1%)* 

Triglyceride     

Normal (<150 mg/dL) 364 (85.8%)  60 (14.2%) 485 (96.0%)  20 ( 4.0%) 

Abnormal (≥150 mg/dL) 183 (69.3%)†  81 (30.7%)†   41 (89.1%)*   5 (10.9%)* 

HDL-cholesterol     

Normal (>40 mg/dL) 480 (78.3%) 133 (21.7%) 417 (95.4%)  20 ( 4.6%) 

Abnormal (≤40 mg/dL)  67 (89.3%)*   8 (10.7%)*  109 (95.6%)   5 ( 4.4%) 

Diagnosis as MS‡     

Normal 495 (81.5%) 112 (18.5%) 509 (96.2%)  20 ( 3.8%) 

MS  52 (64.2%)†  29 (35.8%)†   17 (77.3%)†   5 (22.7%)† 

*, P<0.05; †, P<0.001 by χ2 test (comparison between normal and abnormal group). 
‡, man's OR: 2.47 (95% CI, 1.50~4.06), woman's OR: 7.49 (95% CI, 2.5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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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유병률이 낮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제한 (40

세)과 조사대상자 수의 제한 및 단면연구에 따른 제한점

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별 유

병률은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NCEP-ATP III 기준에 

의한 미국의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빈도는 복부비만, 

저HDL콜레스테롤,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공복혈당장

애 순이며, 우리나라는 고혈압, 저HDL콜레스테롤, 복부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공복혈당장애 순 이었다 (Park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남자는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복부비만 순으로 유병률이 조사되어 Kwon 등 (2005)의 

연구와 비슷하였으나 Park 등 (2003)의 연구와 차이를 보

였다. 그러나 여자는 복부비만, 저HDL콜레스테롤, 고혈

압 순으로 조사되어 이는 Park 등 (2003)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에 

의하면 부모가 당뇨와 고혈압 질병력이 있는 자녀에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높으며 양쪽 부모 모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비교 위험도가 8.3배까지 증가하며 대사증후군

의 발생에 유전과 가족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 

역시 있다 (Hunt et al., 2000). 한편 Jung 등 (2002)의 연구

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있었으나, Mun (2004)의 연구에서

는 가족력이 대사증후군 및 그 구성요소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흡연은 H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LDL콜레

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복부비만과 심혈관질환 

및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여 여러 대사이상을 유발함으

로써 흡연이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지만 (Godsland et al., 1998; Jung et al., 2002; 

Mun, 2004), 본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흡연이 대사증후

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자의 경우 현재 흡연그룹에서 높은 대사증후군 유병률

을 보여 기존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

한 흡연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11명에 불

과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흡연여성들을 대

상으로 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Jung 등 (2002)

은 운동과 대사증후군 간에 유의한 부의 상관성이 있었

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Mun (2004)은 음주 및 운동이 대

사증후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생

활행태 및 가족병력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으로 알려

져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 음주, 운동 등 삶의 행태와 가

족력이 대사증후군 발생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에 의한 정확성 부족과 단면조사 연구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혈청 GGT 농도는 알코올 섭취의 정도나 간담도계질

환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효소이나 많은 연

구에서 혈청 GGT는 고혈압, 2형 당뇨, 뇌졸중, 내당성장

애 및 대사증후군과 강한 관련성이 있으며 (Ishida et al., 

2000; Lee et al., 2003; Nakanishi et al., 2003), 최근 미국의 

Coronary Artery Risk Development in Young Adults 연구에서 

혈청 GGT의 농도가 생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의 표지

자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 et al., 

2003; L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와 혈청 GGT 농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

두 복부비만과, 중성지방에서 혈청 GGT의 평균농도가 

유의하게 높음으로써, 비만의 경우 혈청 GGT가 BMI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산한 기존의 선행연구

들 (Robinson and Whitehead, 1989; Rantala et al., 2000)과 일

치하였다.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본 연구에서 복부비

만의 혈청 GGT 유병에 대한 비교 위험도는 남자 2.73배 

(95% CI, 1.72~4.31), 여자 2.25배 (95% CI, 0.96~5.29)이며, 

BMI를 기준으로 한 Miyake 등 (2003)의 연구에서 비만의 

고GGT혈증에 대한 비교 위험도가 1.5배 (95% CI, 1.1~ 

1.9), Mun (2004)의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가 2.73배 (95% 

CI, 2.12~3.51)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GGT혈증이 비만의 위험지

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간조직 내에서의 중성지방의 

축적은 산화 스트레스의 방어에 중요한 glutathion이 간조

직으로 이동하면서 혈청 GGT의 활성도가 증가하므로 고

중성지방혈증이 고GGT혈증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

킨다 (Borud et al., 2000; Lee et al., 2003). 따라서 간조직 내

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면 간조직에서 혈청 GGT의 수치

가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고중성지방혈증과 고

GGT혈증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고중성지방혈

증의 고GGT혈증에 대한 비교 위험도가 남녀 모두 약 

2.8배로 유의하게 높아 Mun (2004)의 연구 (3.43배, 95% 

CI, 2.66~4.44)와 유사하였다. Ikai 등 (1995)의 연구에서 

고혈압과 고GGT혈증 간에 관련성이 없었으나 Rantala 

등 (2000)과 Lee 등 (2003)의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고

GGT혈증 간에 관련성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고혈압과 고GGT혈증의 비교 위험도가 1.61배 (95% 

CI, 1.08~2.42)로 Mun (2004)의 연구에서 비교 위험도 



- 67 - 

1.93 (95% CI, 1.50~2.49)와 일치하였다. 

Szegedi 등 (2000)은 알코올 의존그룹에서 HDL콜레스

테롤과 혈청 GGT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HDL콜레스테롤과 혈청GGT 

간의 유의성이 낮음으로써 Mun (2004)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또한 과거의 일부 연구자들 (Perry et al., 1998; 

Ishida et al., 2000)이 공복시 고혈당이 고GGT혈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가 남녀 각각 1.54 및 1.56의 비슷한 수치를 보임

으로서 (95% CI, 0.87~2.70) 과거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유의성이 낮았다. 

Rantala 등 (2000), Yokoyama 등 (2002), 그리고 Mun 

(2004)의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인자수가 많을수록 

고GGT혈증의 유병률이 높아졌음이 입증됨으로서 대사

증후군이 고GGT혈증의 중요한 발생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대사증후군과 고GGT혈증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중

년 이후 성인에 있어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

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그룹이 정상인 그룹보다 고

GGT혈증이 남녀 모두 약 18% 높았으며 고GGT혈증에 

대한 비교 위험도가 남자 약 2.5배, 여자 약 7.5배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과 고GGT혈증 간의 유의

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중소도시 종합병원

의 40세 건강검진 수진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반 인

구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과 흡연, 음주, 운동, 질병

의 가족력을 면담이 아닌 자기기입식 문진표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처

음으로 실시한 생애전환기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성인에

서 증가하고 있는 대사증후군과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

는 건강검진사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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