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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relative hand-grip strength (HGS) with incident metabolic
syndrome (MetS) in Korean adults using a community-based cohort study.
METHODS: Total of 17,271 subjects (4,083 men and 13,188 women) aged 40-64,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were included. HGS was tested using a handgrip dynamometer and divided by body mass index (BMI). The
diagnosis of MetS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the hazard ratios (HR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s) of MetS
incidence according to HGS levels.
RESULTS: During the mean follow-up period of 5 years, the incidence of MetS was 435 (10.7%) and 1,260 (8.9%) subjects in men and
women,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Low HGS (reference, HR =1), the reduced MetS incidence of high HGS (HR =0.425,
95%CI =0.326-0.556, p <.001) in men and mid HGS (HR =0.859, 95%CI =0.752-0.980, p <.05) and high HGS (HR =0.564,
95%CI=0.564-0.756, p<.001) in women remained significant even after the adjustment for age, income, education, marriag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and exercise.
CONCLUSIONS: Maintaining a high level of HGS may be important strategies for MetS prevention among adults.
Key words: Relative hand grip strength, Metabolic syndrome, KoGES, Cohort study, Korean adults

서 론

비해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서구화된 식습관, 좌식생활 및 인구의 고
령화 등에 따라 대사증후군 인구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2].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혈관계질환과 제2형 당뇨병

최근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 심혈관계질환 발

의 위험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

생 및 모든 원인의 사망에 강력한 예측 인자로 보고되며[3,4], 이는 생

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30세 이

활습관 수정 인자인 신체활동, 심폐체력 및 근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

상 남녀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8.8%로 1998년 조사된 24.9%에

으로 나타났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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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인 운동 및 신체활동은 심혈관계질환(cardiovascular disease)

코호트의 참여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KoGES 중 도시기반 코호

과 조기사망(premature death)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독립적인 예측

트는 2004년부터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병원 검강검진센터 내원자

인자로 보고된다[6,7]. 특히 심폐체력(cardiorespiratory fitness, CRF)은

40-79세 성인 남녀의 주요 만성 질환의 환경적, 유전적 위험요인 규명

심혈관계질환의 발병률과 그로 인한 조기 사망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을 위해 생활습관, 환경요인 및 유전자원 등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독립 예측 인자인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6,7], 최근에는 근

선 기반조사 시 ≤ 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7년 1차

력 또한 심혈관계질환 및 조기사망률의 독립 예측 인자로 대두되고 있

추적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반 조사에 참여한 173,209명 중,

다[8,9].

19,170명의 64세 이상의 노인과 대사증후군으로 판명된 사람을 제외

악력은 전체적인 근력 혹은 하지 근력과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쉽게 측정 가능하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한 후, 1차 추적조사 시 악력과 기본 인구통계학적 변인, 대사증후군
관련 변인이 모두 완료된 17,27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있어 근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된다[10]. 일반적으로 악
력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수치를 절대치 악력, 즉 절대 악력이라 한다.

2. 측정 변인

그러나 절대 악력의 경우 피험자의 키, 체중, 체질량지수와 상관성이

연구의 참여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임상적 지표 및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상대 악력을 근력의 지표

체력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KoGES의 조사지침서를 숙지한 훈

로 사용하는 것이 체격으로 인한 악력 수치의 교란 작용을 최소화할

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획득되었다.

수 방법으로 제시된다[11].
최근 역학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악력은 심혈관계질환, 허약,

1) 신체 계측

제2형 당뇨, 조기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과도 유의한 상관

신장은 cm 단위로 기록하고, 체중은 kg으로 기록하였다. 허리둘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국외 코호트 연구에서도 낮은 악력 수

는 갈비뼈와 장골능상부 사이의 지연적인 허리 몸통의 제일 좁은 부

준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중성지방, 인슐린 저항성 등과도

분에 정상 호흡 끝 순간에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엉덩이 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0,12-14]. 국내 선행연구의

레는 다리를 모으고 서게 한 후 엉덩이의 가장 뒤쪽으로 나온 부분을

경우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 측정은 조용한 방에서 5분간 누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대사질환 및 조기 사망의

자세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수은 혈압계를 이용하여 30초 간격으

관련성을 8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낮은 악력 수준은 모든 원인의 사망

로 3회 반복 측정하여 낮은 2개 값의 평균값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안

률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그러나 또

정 시 심박수는 요골 부위 또는 요골 부위가 측정 불가능할 경우 측두

다른 선행연구의 경우 악력에 따른 제2형 당뇨 유병률 혹은 대사증후

동맥, 경동맥 등 측정 가능한 동맥에서 측정하였으며, 30초 동안 맥박

군 유병률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악력과 대사증후군과 연

을 잰 후 2를 곱하였으며,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1분 동안 측정하여 그

관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15,16]. 이는 근력의 지표로 절대

수를 기록하였다.

악력 혹은 절대 악력에 키를 보정하거나 체중을 보정하는 등 악력의
지표를 통일하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현재까지

2) 대사증후군 기준

진행된 악력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로 노

대사증후군은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

인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반 성인을 대상

ment Panel III (NCEP-ATP III)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

으로 한 전향적 추적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17], 과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증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경우 추가하였다; 1) 남자 허리둘레 ≥90 cm,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의 일반인 기반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

여자 ≥80 cm, 2) 공복 시 혈당 ≥100 mg/dL 또는 혈당 저하 관련 약물

여 평균 추적 기간 5년 동안 우리나라 남녀 성인에서 상대 악력 수준

을 복용하는 경우, 3) 공복 시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혈중지질 저

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 HDL-C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또는 혈중지질 저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5) 수축기혈압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2004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 KoGES의 도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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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mmHg 또는 이완기혈압 ≥85 mmHg 또는 혈압강하 관련 약물
을 복용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은 기반조사에서 해당 질환이 없었으나, 추적
조사에서 각 질환이 새롭게 진단된 사람의 분율로 계산하였다.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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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력 측정

변인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률을 비교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각각 One-

본 연구의 근력 지표인 악력은 악력계를 사용하여 왼손과 오른손

Way ANOVA와 χ²-test를 실시하였다. 상대 악력 수준과 대사증후군

각각 2번 측정 후, 왼손과 오른손 각각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왼손과

발생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Cox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

오른손 악력의 각각 상위 2.5%와 하위 97.5%에 해당되는 수치를 이상

비(Hazard ratio, H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공변량으로 나

치로 판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상치를 제외한 좌우 악력 평

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 유무, 음주 유무, 흡연 유무, 가족력, 그리

균값을 절대 악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대 악력은 절대 악

고 운동 유무를 보정하였다.

력에서 BMI (평균 절대 악력/BMI)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4) 혈액분석

모든 혈액검사는 일원화된 중앙검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복 채혈

1. 성별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10 mL를 Acid Citrate Dextrose (ACD)가 처리된 튜브에 담아 -70°C

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에 보관하였다가 국립보건원에서 분석하였다. 혈액 지표는 공복 시 혈

전체 연구 참여자 17,271명 중 남자 4,083명(23.6%), 여자 13,188명

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저밀

(76.4%)이다. 전체 평균 나이는 51.18± 6.89세이며 남자는 53.03 ±7.21세,

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측정하였으며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

여자는 50.61 ± 6.69세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키(p <.001), 체중

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p <.001), 체질량지수(p <.001), 허리둘레(p <.001), 엉덩이 둘레(p <.001)

LDL-C = 총콜레스테롤-HDL-C-(중성지방/5).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p <.001)와 흡
연(p <.001)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 지표의 경우

5) 사회경제적 지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혈압(p <.001), 혈당(p <.001), 중성지방(p <.001)이

교육 수준은 초등 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로 구분하였으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맥박수(p <.001), 총콜레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조사하여 월 100만 원 미만,

스테롤(p <.001),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p <.001), 저밀도지단백 콜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레스테롤(p <.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악력

미만,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그리고 현

이 높고 운동 참여가 많았지만, 비만(p <.001), 고혈압(p <.001), 당뇨

재 결혼상태에서 별거, 이혼, 사별을 합하여 ‘과거 기혼’으로 구분하였다.

(p <.001), 심혈관계질환(p <.001)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의 경우는 복부비만율(p <.001)이 높았다. 또한 남성이 월 수입이 높고

6) 건강관련 생활습관 지표

(p <.001) 교육수준이 높으며(p <.001) 기혼인(p <.001) 경우가 많았다.

음주와 관련하여 ‘원래 술을 못 마시거나 또는 처음부터(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술을 안 마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이것에 대

2. 상대 악력 수준에 따른 참여자의 특성

한 답변은 원래부터 음주를 하지 않음(비음주), 과거 음주, 현재 음주

Table 2는 상대 악력 수준을 남녀 집단에 따라 3분위로 나누어 측정

로 구분하였다. 흡연은 비흡연, 과거 흡연, 현재 흡연으로 구분하였다.

변인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 결과 남녀 그룹 모두에서 악력이 높아질수

만성질환 가족력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질환의 가족력(부, 모, 형

록 체중(p <.001), 체질량지수(p <.001), 허리둘레(p <.001), 엉덩이 둘레

제, 자매)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몸에 땀이 날 정

(p <.001)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도로 규칙적인 운동 여부’와 같은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답을 예와 아

경우 나이(p <.001)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선 경향이 나타났다. 건강관련

니오로 구분하였다.

지표의 경우 남성은 상대 악력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율(p =.036)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선 경향이 나타났다. 혈액 지표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3. 자료분석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SBP (남: p <.031, 여: p <.019), DBP (남: p <.001, 여: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ver 23.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p =.003), 총 콜레스테롤(p <.001), 중성지방(p <.001), 저밀도지단백 콜레

하였으며, 연속형 자료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범주형

스테롤(p <.001)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선 경향을 나타냈고, 고밀도지단

자료의 경우에는 비율로 표기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성별에 따

백 콜레스테롤(p <.001)과 심박수(p <.001)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선 경

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상대 악력 수준은

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공복 시 혈당(p <.001)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상대 악력 수준에 따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질환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상대 악력이 높을

른 인구통계학적요인들과 건강관련요인, 신체 조성, 대사증후군 관련

수록 비만(p <.001), 복부비만(p <.001), 고혈압(남: p <.001, 여: p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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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Total (n= 17,271)
Hand grip strength (HGS)
Relative HGS (kg/BMI)
Regular exercise
Body composition and health behavior
Age (yr)
Height (cm)
Body weight (kg)
BMI (kg/m2)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Past/current alcohol consumption, n (%)
Past/current smoking, n (%)
Blood chemistry
SBP (mmHg)
DBP (mmHg)
HR (bpm)
Fasting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Comorbidities
Obesity, n (%)
Central obesity, n (%)
Hypertension, n (%)
Diabetes, n (%)
Cardiovascular disease, n (%)
Socio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1,000 won)
<100
100-199
200-299
300-399
400-599
≥600
Marriage
Not married
Currently married
Not currently marri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Men (n = 4,083)

p-value

Women (n = 13,188)

1.15± 0.33
9,666 (56.1)

1.57 ± 0.30
2,460 (60.4)

1.02 ± 0.21
7,206 (54.8)

< .001
< .001

51.18± 6.89
159.79± 7.20
58.04± 8.37
22.87± 2.52
76.76± 7.58
92.62± 5.31
7,910 (46.0)
3,268 (19)

53.03 ± 7.21
168.48 ± 5.66
66.42 ± 7.81
23.38 ± 2.33
81.96 ± 6.45
93.97 ± 4.99
3,220 (79.2)
2,859 (70.2)

50.61 ± 6.69
157.10 ± 5.23
56.06 ± 6.88
22.71 ± 2.56
75.15 ± 7.18
92.21 ± 5.33
4,690 (35.7)
409 (3.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118.01± 13.42
73.13± 9.10
69.39± 8.54
89.56± 13.90
195.97± 33.64
195.97± 33.69
57.99± 12.64
118.70± 30.20

121.07 ± 12.94
75.74 ± 8.98
68.56 ± 8.66
93.28 ± 17.60
191.37 ± 33.34
112.09 ± 63.05
53.54 ± 11.94
115.44 ± 30.10

117.06 ± 13.47
72.33 ± 8.98
69.64 ± 8.49
88.41 ± 12.31
197.40 ± 33.68
91.68 ± 46.63
59.37 ± 12.54
119.71 ± 30.16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3,180 (18.4)
3,427 (19.8)
2,417 (14.0)
335 (2.6)
351 (2.0)

961 (23.5)
357 (8.7)
787 (19.3)
150 (4.9)
171 (4.2)

2,219 (16.8)
3,070 (23.3)
1,630 (12.4)
185 (1.9)
180 (1.4)

< .001
< .001
< .001
< .001
< .001

1,054 (6.3)
3,167 (18.9)
4,081 (24.3)
3,793 (22.6)
3,149 (18.8)
1,534 (9.1)

192 (4.8)
752 (18.8)
963 (24.2)
876 (22.0)
795 (19.9)
408 (10.2)

862 (6.7)
2,415 (18.9)
3,118 (24.4)
2,917 (22.8)
2,354 (18.4)
1,126 (8.8)

< .001

542 (3.2)
15,538 (90.7)
1,046 (6.1)

125 (3.1)
3,825 (94.5)
99 (2.4)

417 (3.2)
11,713 (89.6)
99 (3.4)

< .001

10,629 (14.0)
11,712 (15.5)
31.991 (42.2)
21,471 (28.3)

2,202 (8.6)
3,135 (12.2)
9,955 (38.8)
10,366 (40.4)

8,427 (16.8)
8,577 (17.1)
22,036 (43.9)
11,105 (22.1)

< .001

Data represent Mean±SD or n(%). p-value were calculated by student t-test or chi-squared test.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resting heart rat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당뇨(p <.001), 심혈관계질환(남: p =.001, 여: p =.003) 비율이 유의하게

3. 상대 악력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도

낮은 선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경제학적 지표는 남성의 경우 악력 수준

평균 5년의 추적 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 4,083명 중 435명(10.7%), 여

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악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성의 경우 14,188명 중 1,260명(8.9%)에서 대사증후군이 발생했으며, 악

높고(p <.001), 교육수준(p <.001)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선 경

력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발생 비율은 남성의 경우 Low HGS에서

향이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악력이 높을수록 월수입(p =.001)과 교육

14.3%, Mid HGS에서 11.7% 그리고 High HGS에서 6.0% 발생하였으며

수준(p =.005)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Low HGS에서 12.5%, Mid HGS에서 9.4% 그리고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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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0.19a
814 (60.0)
53.10 ± 7.24
168.25 ± 5.51a
66.77 ± 7.52a
23.55 ± 2.05a
82.51 ± 6.07a
94.27 ± 4.82a
1,090 (80.6)
955 (70.4)
121.56 ± 12.73
75.93 ± 9.07
68.80 ± 8.79a
93.46 ± 17.30a
191.89 ± 33.13
115.66 ± 67.42
53.11 ± 11.93
115.65 ± 30.34
334 (24.5)
126 (9.3)
264 (19.4)
1,125 (13.1)
66 (4.8)
63 (4.8)
235 (17.7)
335 (25.3)
293 (22.1)
267 (20.1)
133 (10.0)
40 (3.0)
1,273 (94.4)
35 (2.6)
91 (6.7)
163 (12.0)
559 (41.3)
542 (40.0)

1.25 ± 0.18
839 (61.9)
53.19 ±7.21
167.43 ±5.92
68.83 ±7.91
24.52 ±2.24
84.15 ±5.90
95.22 ±4.85
1,056 (78.1)
931 (68.7)
121.31 ±12.60
76.43 ±9.0
67.84 ±8.46
93.65 ±19.43
193.91 ±34.22
116.32 ±59.46
52.42 ±11.38
118.23 ±30.52
543 (39.9)
185 (13.6)
310 (22.8)
1,439 (16.7)
70 (5.1)
70 (5.3)
231 (17.4)
289 (21.8)
283 (21.3)
285 (21.5)
168 (12.7)
40 (3.0)
1,270 (94.4)
36 (2.7)
116 (8.6)
159 (11.8)
470 (34.8)
606 (44.8)

90 (6.6)
163 (12.0)
611 (45.0)
494 (36.3)

45 (3.3)
1,282 (94.6)
28 (2.1)

59 (4.4)
286 (21.4)
339 (25.4)
300 (22.5)
243 (18.2)
107 (8.0)

84 (6.2)
46 (3.4)
213 (15.7)
797 (9.3)
35 (2.6)

120.34 ± 13.03b
74.85 ± 8.81ab
69.04 ± 8.69a
92.72 ± 15.89ab
188.30 ± 32.42ab
104.30 ± 61.30ab
55.08 ± 12.33ab
112.45 ± 29.18b

52.79 ± 7.19
169.75 ± 5.31ab
63.65 ± 7.11ab
22.07 ± 2.01ab
79.23 ± 6.37ab
92.42 ± 4.89ab
1,074 (79.1)
973 (71.6)

1.88 ± 0.17ab
807 (59.4)

.005

.290

.001

< .001
< .001
< .001
< .001
.001

.031
< .001
.001
.346
< .001
< .001
< .001
< .001

.316
< .001
< .001
< .001
< .001
< .001
.412
.036

< .001
.177

p

670 (15.4)
730 (16.8)
1,960 (45.0)
997 (22.9)

151 (3.5)
3,859 (88.7)
339 (7.8)

351 (8.3)
874 (20.5)
1,065 (25.0)
916 (21.5)
703 (16.5)
352 (8.3)

1,411 (32.1)
1,587 (36.1)
580 (13.2)
1,511 (9.0)
76 (1.7)

117.41 ± 13.38
72.64 ± 8.94
69.35 ± 8.38
88.43 ± 12.75
198.93 ± 34.43
94.94 ± 49.37
58.03 ± 11.93
121.95 ± 30.93

51.0 ± 6.74
155.67 ± 5.33
58.23 ± 7.52
24.01 ± 2.72
77.87 ± 7.52
93.83 ± 5.57
1,537 (35.2)
140 (3.2)

0.80 ± 0.11
2,248 (51.3)

455 (10.4)
683 (15.7)
2,116 (48.4)
1,108 (25.4)

133 (3.0)
3,916 (89.7)
316 (7.2)

286 (6.7)
807 (19.0)
1,021 (24.0)
987 (23.2)
773 (18.1)
388 (9.1)

623 (14.2)
971 (22.1)
564 (12.8)
1,036 (6.1)
60 (1.7)

117.14 ± 13.47
72.36 ± 8.93
69.28 ± 8.23
88.74 ± 13.07
197.75 ± 33.62
92.52 ± 46.17a
59.24 ± 12.34a
120.01 ± 29.90

50.64 ± 6.32
156.85 ± 4.92a
56.0 ± 6.40a
22.74 ± 2.18a
75.09 ± 6.69a
92.13 ± 4.99a
1,617 (36.9)
136 (3.1)

1.04 ± 0.08a
2,445 (55.8)

349 (8.0)
581 (13.3)
2,280 (52.1)
1,163 (26.6)

133 (3.0)
3,938 (90.3)
292 (6.7)

225 (5.3)
734 (17.2)
1,032 (24.2)
1,014 (23.8)
878 (20.6)
386 (9.0)

185 (4.2)
512 (11.6)
486 (11.1)
753 (4.5)
44 (1.0)

116.62 ± 13.53a
71.98 ± 9.06a
70.30 ± 8.82ab
88.06 ± 11.02b
195.52 ± 32.89ab
87.60 ± 43.91ab
60.83 ± 13.16ab
117.18 ± 30.16ab

50.20 ± 6.67
158.80 ± 4.95ab
53.94 ± 5.95ab
21.38 ± 2.0ab
72.50 ± 6.22ab
90.66 ± 4.93ab
1,536 (35.1)
133 (3.1)

1.25 ± 0.14ab
2,513 (57.3)

Low HGS (n = 4,394) Mid HGS (n=4,397) High HGS (n= 4,397)

Women

< .001

.323

< .001

< .001
< .001
.002
< .001
.003

.019
.003
< .001
.037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 .001
.722
.811

< .001
< .001

p

Data represent Mean± SD or n (%). One-way ANOVA with Bonferroni post hoc.
HGS, hand grip strength;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R, resting heart rat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
p < .05 vs. Low HGS, bp< .05 vs. Mid HGS.					

Hand grip strength (HGS)
Relative HGS (kg/BMI)
Regular exercise
Body composition and health behavior
Age (yr)
Height (cm)
Body weight (kg)
BMI (kg/m2)
Waist circumference (cm)
Hip circumference (cm)
Past/current alcohol consumption, n (%)
Past/current smoking, n (%)
Blood chemistry
SBP (mmHg)
DBP (mmHg)
HR (bpm)
Fasting glucos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Comorbidities
Obesity, n (%)
Central obesity, n (%)
Hypertension, n (%)
Diabetes, n (%)
Cardiovascular disease, n (%)
Socioeconomic status
Income
<100
100-199
200-299
300-399
400-599
≥600
Marriage
Not married
Currently married
Not currently marrie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or higher

Men
Low HGS (n =1,360) Mid HGS (n =1,362) High HGS (n= 1,361)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andgrip strength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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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relative handgrip strength and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gender
N
Men
Low HGS
Mid HGS
High HGS
Women
Low HGS
Mid HGS
High HGS

MetS, n (%)

Model 1
HR (95% CI)

Model 2
HR (95% CI)

Model 3
HR (95% CI)

1,360
1,362
1,361

195 (14.3)
159 (11.7)
81 (6.0)

1 (Reference)
0.849 (0.688-1.047)
0.439 (0.339-0.569)***

1 (Reference)
0.865 (0.699-1.071)
0.424 (0.325-0.554)***

1 (Reference)
0.868 (0.701-1.074)
0.425 (0.326-0.556)***

4,394
4,397
5,397

548 (12.5)
413 (9.4)
299 (6.8)

1 (Reference)
0.817 (0.719-0.929)*
0.608 (0.528-0.700)***

1 (Reference)
0.855 (0.749-0.976)*
0.650 (0.562-0.753)***

1 (Reference)
0.859 (0.752-0.980)*
0.564 (0.564-0.756)***

Model 1: un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age, income, education, marriage, alcohol consumption, past/present smoking.
Model 3: adjusted for Model 1 plus exercise. 		
Met, Metabolic syndrome; HR, hazard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05, **p<.01, ***p<.001.

HGS에서 6.8% 발생하여 남녀 모두에서 근력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

상대 악력은 성인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에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

군 발생 비율이 감소하였다(Table 3).

용하였다.

상대 악력과 대사증후군 발생률의 연관성은 콕스 비례위험모형 생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나이와 성별에 영향을

존 분석을 통해 위험률을 산출하였다(Table 3).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악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18,19]. Vishram et al. [20]에 따르면 36개의 코호

력이 가장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Low HGS, HR =1) 했을 때, 악력이

트 연구를 통해 19세에서 78세까지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12.2년 동안

가장 높은 집단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0.439배(High HGS, 95%

추적 연구한 결과 남성은 40대 이전에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률이

CI: 0.339-0.56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 악력이 높아질수

약 10.5% 여성은 약 7.6%로 남성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에 반해 60대

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0.817배(Mid HGS, 95% CI: 0.749-0.929),

이후 남성은 21.8%로 2배 증가되었고, 여성의 경우 60대 이후 37.6%로 5

0.608배(High HGS, 95% CI: 0.528-0.700)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10.4%

나타났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인 나이, 사회경제학적 지표, 알

여성의 경우 8.9%로 대사증후군이 새롭게 발생하여 여성에서 대사증

코올 섭취, 흡연 유무, 운동 여부를 보정한 후에도 남성의 경우 상대 악

후군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력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0.425배(High HGS, 95% CI: 0.326-0.556), 여

여성 피험자의 평균 나이가 50세로 남성에 비해 평균 나이가 적었을

성의 경우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0.859배(Mid HGS, 95% CI: 0.752-

뿐만 아니라 60세 이전의 여성의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남성에 비

0.980), 0.564배(High HGS, 95% CI: 0.564-0.756)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게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감소하였다.

근력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질환뿐만 아니라 대사증후
군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히, 근력을 대표하는 악력과

논 의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다[9,10,12]. 우리나
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횡단 연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본 연구는 한국 성인에서 상대 악력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5,014명 성인을 대상으로 절대 악력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상대 악력과

위험률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

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5년간 추적을 실시한 결과 총 1,695명(9.8%)

군 위험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나이, 사회

에서 대사증후군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며 남성의 경우 435명(10.7%), 여

경제학적 지표, 건강관련 및 규칙적인 운동을 보정한 후에도 통계학적

성의 경우 1,260명(8.9%)에서 대사증후군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와 유사하게 국민건강영양조사

상대 악력을 3분위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위험률을 산출한 결과 남녀

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총 1,244명의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대

모두에서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감

악력과 대사증후군을 비교한 결과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 사회경제적 지표 및 건강 관련 생

군 유병률이 남성에서는 0.52배, 여성에서는 0.28배가 통계학적으로 유

활습관 인자를 모두 보정한 후에도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Lawman et al. [23]의 연구에 따

군 위험률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르면 20세 이상 4,221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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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악력은 혈압, 중성지방, 인슐린, 혈당 및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음

이 약 40%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연구에서
도 노인의 절대 악력을 체중으로 나눈 상대 악력과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상대 악력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결 론

위험도가 남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러나, Bisschop et al.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상대 악력이 낮아질수록 남

[16]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비만, 신체활동,

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다양한 공변량을 모두 보정한 후에

근력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 악력은 대사증후

도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대 악력은 한국 성인의 대

군 위험률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

사증후군 발생 위험에 독립적인 위험인자인 것으로 사료된다.

의하면 394명 성인을 대상으로 절대 악력과 제2형 당뇨병의 상관성을
10년간 추적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BMI를 4분위로 나누었을 때

CONFLICT OF INTEREST

BMI가 높은 집단에서는 악력과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BMI 25% 이하 집단에서만 절대 악력과 제2형 당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뇨병의 상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선행연구의 상반된 결과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

는 근력의 지표로 키와 몸무게가 반영된 상대 악력과 절대 악력 사용

음을 밝힌다.

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또한 심혈관계질환 예측에 절대 악력에 비해
상대 악력이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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