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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대사증후군은 관상 동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사증

후군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혈당 장애, 비만의 임상적 특징을 갖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질환이다. 대사증후군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 및 다양한 환경적

인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 조절 가능한 환경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대

사증후군, 더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 및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음주를 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성인 남

성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이 2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음주

는 대사증후군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 음주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구 결과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알코올 섭취 정도가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21년 4월까지 발행된 문헌들을 기준으로 PubMed, The Cochrane Library, 한

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검색하였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과거

음주자를 포함한 비음주자와 비교했을 때 하루 알코올 섭취량(g/day)이 대사증후군 유

병률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용량 반응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사증후군은

WHO, NCEP-ATP Ⅲ, AHA/NHLBI, IDF, AACE,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라 정의하였

다. PubMed에서 6,010개의 논문, The Cochrane library에서 review 1개, trials 131개,

RISS에서 학위논문 108개, 국내 학술지 논문 77개,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구연

547개가 검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개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Forest plot

을 이용하여 다중연구 분석을 한 후 선형성 분석을 하였으며 restricted 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용량 범주를 세분화하여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고 최종적으

로 이 둘의 예측 그래프를 결합하였으며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은 P <0.05 이며 신뢰구간은 95%이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of effect

size)검사는 Cochrane‘s Q 검정과 Higgin's I² 통계량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P <0.10 또

는 I² >50% 의 경우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Funnel plot과 Egger’s 회귀분

석(regression test)을 통해 출간 오류 분석을 하였으며 Trim and Fill을 이용하여 민감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비선형관계였으며 이질성의 척도를 나

타내는 Cochrane's Q 검정(P=0.000), Higgin's I²은 74.4%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으며

출간 오류는 없었다. 전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 33 g/day부터 알코올 섭취하는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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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섭취 시에는 알

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약 37 g/day, 전향적 연구들에서는 약 19 g/day, 단면 연구들에서는 약 37

g/day 부터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

우에는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

우 음주량에 상관없이 모든 음주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이 용량 반응 메타분석에서는 하루 약 33g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대사증후군 유

병률을 증가시키고 그보다 적은 양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

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저위험 음주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고위험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을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건강한 성인에서는 위험요인을 제한하여 심혈관계 질환 및 제2형 당뇨병을 예방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 알코올, 대사증후군, 용량 반응 관계, 메타분석

학 번 : 2015-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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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서구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활습관병 중 대사증후군은 관상 동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대사증후군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혈당 장애, 비만의 임상적 특징을 갖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질환이다[1].

1988년 Reaven은 인슐린 저항성이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및 관상 동맥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 대사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을 높인다고 알려져 왔다[2].

우리나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면,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된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의 제3차 성인치료 보고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NCEP-ATP Ⅲ) 기준으로 전

체 성인의 25~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

후군이 있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이 2~3배, 당뇨병 발생 위험성은 3~5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사증후군을 예

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사증후군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 및 다양한 환경적 인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 중 조절 가능한 환경적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대사증후군, 더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 및 제2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음주를

권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성인 남성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이 20% 이상으

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음주는 대사증후군 발생에 중요한 위험인

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음주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서로 다

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알코올 섭취 정도가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알코올 섭취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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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들을 대상으로 용량 반응 메타분석을 통해 알코올 섭취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봄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줄이고 심혈관계 질환 및 제2형 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다.

둘째,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성별, 연구 디자인에 따른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의 차이를 알아본

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대사 이상 질환

들의 복합체로서,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 병태생리의 핵심이다 [5].

그러나 그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

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2.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NCEP-ATP Ⅲ와 세계 당뇨병 연맹(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기준을

주로 사용한다(표1).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7]와 2001년 NCEP-ATP Ⅲ[8]는 높은 혈당, 높은 중성

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허리둘레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였다. 후자는 전자보다 혈압과 지질에 대해서는 분별점을

더 낮추어 적용하고 복부비만의 경우에는 분별점을 더 높게 산정하였다. 또한 WHO

기준에서는 혈당 장애를 진단기준에 포함 시킨 반면 NCEP 기준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을 포함하지 않았고 당 불내성보다는 공복혈당을 측정하였고 혈당 장애를 반드시 포함

하지는 않았다. 또한 인자 간 중요도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WHO 정의에 따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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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998 NCEP ATP Ⅲ 2001
AHA/NHLBI 2005

(revised NCEP ATP Ⅲ)

당뇨병, 내당능장애, 인슐린 저

항성 셋 중 하나

+ 다음 중 2가지 이상일 때

1. 이상지질혈증

TG≥150mg/dl or

HDL-C<35mg/dl(M),

HDL-C<40mg/dl(F)

2. 높은 혈압

BP≥140/90mmHg and/or

약물복용

3. 중심성 비만

BMI>30kg/㎡ and/or

WHR>0.90(M), 0.85(F)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

1. 혈당 장애

공복혈당≥110mg/dl

2. 고중성지방혈증

TG≥150mg/dl

3. 낮은 혈중HDL-콜레스테롤

HDL-C<40mg/dl(M)

HDL-C<50mg/dl(F)

4. 높은 혈압

BP≥130/85mmHg and/or

약물복용

5. 복부 비만

허리둘레>102㎝(M)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

1. 복부비만

허리둘레>90㎝ (M)

허리둘레>80㎝ (F)

2. 고중성지방혈증

TG≥150mg/dl and/or

약물복용

3. 낮은 혈중HDL-콜레스테롤

HDL-C<40mg/dl(M)

HDL-C<50mg/dl(F)

and/or 약물복용

4. 높은 혈압

BP≥130/85mmHg and/or

기준은 혈청 인슐린을 측정하고 미세 단백뇨를 측정해야 하는 제한점으로 인해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2005년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는 AHA/NHLBI(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진단기준(표1)을 제시

하였으며[9], 2006년 IDF에서는 복부 비만을 필수 항목으로 선정하였는데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높은 혈압, 높은 공복혈당 혹은 제2

형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

이라고 정의하였다[10].

2005년 AAC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표1)의 경우 비만

의 기준을 허리둘레 뿐만 아니라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사용하여 허

리둘레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11,12].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표1)은 IDF와 마찬가지로 복부 비

만을 필수로 하였으며 공복혈당대신 당화혈색소를 측정하였다[30].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이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진단기준을 사용

했는지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IDF 진단기준을 적용할

경우 NCEP-ATP Ⅲ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적게 나오는 경우

가 많다. 이는 전자는 복부 비만이 필수 항목이므로 복부 비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대사증후군 진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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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알부민뇨

AER≥20㎍/min or

ACR≥30㎎/g

허리둘레>88㎝(F)

약물복용

5. 혈당 장애

공복혈당≥100mg/dl

and/or 약물복용

IDF AACE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복부비만

허리둘레>90㎝ (M)

허리둘레>85㎝ (F)

+ 다음 4가지 중 2가지 이상

1. 고중성지방혈증

TG≥150mg/dl and/or

약물복용

2. 낮은 혈중HDL-콜레스테롤

HDL-C<40mg/dl(M)

HDL-C<50mg/dl(F)

and/or 약물복용

3. 높은 혈압

BP 130/85mmHg

and/or 약물복용

4. 혈당 장애

공복혈당≥100mg/dl

and/or 약물복용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

1. 비만

· 체질량지수(BMI)≥25.0kg/㎡

or 허리둘레>90㎝(M),

허리둘레>85㎝(F)

2. 고중성지방혈증

· TG≥150 mg/dL

3. 낮은 혈중HDL-콜레스테롤

· HDL-C<40mg/dl(M)

HDL-C<50mg/dl(F)

4. 높은 혈압

· BP 130/85mmHg

and/or 약물복용

5. 혈당 장애

공복혈당≥110mg/dl

and/or 약물복용

복부비만

허리둘레>85㎝ (M)

허리둘레>90㎝ (F)

+ 다음 4가지 중 2가지 이상

1. 고중성지방혈증

TG≥150mg/dl and/or 약물복용

2. 낮은 혈중HDL-콜레스테롤

HDL-C<40mg/dl(M)

HDL-C<50mg/dl(F)

and/or 약물복용

3. 높은 혈압

BP 130/85mmHg

and/or 약물복용

4. 혈당 장애

당화혈색소(HbAlc)>5.8%

and/or 약물복용

TG: triglycerid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P: blood pressur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hip ratio, AER: albumin excretion rate, ACR:

albumin/creatinine ratio, M: male, F: female

표 1.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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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알코올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선행연구

1. 외국의 선행연구

Denise C. 등(2016)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74세의 미국 히스패닉과 라티노

남녀 15,905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NCEP ATP Ⅲ 기준 중 공복혈당 기준을 100

mg/dl 이상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결과, 과거 음주자를 제외한 비음주자에 비해 가벼운

음주자 (남성: 주 1-7잔, 여성: 주 1-3잔), 중등도 음주자 (남성: 주 7-14잔, 여성: 주

3-7잔)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과거 음주자와 과다 음주자

(남성: 주 14잔 초과, 여성: 주 7잔 초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13].

Ichiro Wakabayashi(2010)는 야마가타 현의 30~54세 성인 30,585명을 대상으로 대사

증후군의 IDF 기준에 당화혈색소 5.8% 초과 기준을 포함하여 알코올 섭취와 대사

증후군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성에서는 비음주자에 비해 초과다음주자 (하루

44g 이상)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의미 있게 높은 반면, 가벼운 음주자(하루 22g

미만)와 과다 음주자(하루 22g 이상, 44g 미만)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에서는 가벼

운 음주자(하루 22g 미만)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의미 있게 낮았다[14].

2. 국내의 선행연구

Kim SK 등(2017)이 2001년부터 2002년의 40~69세를 대상으로 시행한 코호트 연구인

한국인 유전체 역학 조사사업(koGES) 자료를 토대로 NCEP ATP Ⅲ기준 중 아시아

태평양 국제 비만 대책기구(IOTF)의 복부 비만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에서는 평생 음주한 적이 없는 군에 비해 현재 음주 군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유의

한 감소를 보였으나 남성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22]. 그러나 알코올 섭취

량으로 봤을 때 두 성별 모두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 비해 하루 5g 미만의 매우

가벼운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Shin MH 등(2013)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 50세 이상

남녀 8,181명을 대상으로 NCEP ATP Ⅲ 개정안에 대한비만학회의 복부비만 기준을

적용한 결과 남성에서는 하루 2잔 이하의 음주보다 2잔 초과 음주 시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이 더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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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외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알코올 섭취 용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하는 용량 반응 메타분석 연구이다. 용량 반응 메타분석은

기본적으로 질병의 위험도와 노출량과의 관계를 양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이다.

2. 문헌 검색기준

코크란 지침의 PICOTS-SD (Participants, Interventions, Comparisons, Outcomes,

Timing, Setting, Study Design)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다[24]. 1) 연구 대상자

(P)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이며 2) 하루 알코올 섭취량(g/day)을 중재(I)로

하였다. 3) 대조군(C)은 과거 음주자를 포함한 비음주자이며, 4) 결과(O)는 대사증후군

의 발생으로 WHO, NCEP ATP Ⅲ, AHA/NHLBI, IDF, AACE,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따라

정의하였다. 5) 시점(T)은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ies)의 경우 연구 시작 후 추적

기간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ies)의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시점 이전 기간을 포함하였다. 6) 외래 및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S)

으로 하였으며, 7) 연구 설계(SD)는 전향적 연구와 단면 연구를 분석에 모두 포함하였

다.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논문의 전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2) 영어, 한국어 외의 언어로 출판된 경우 3) 알코올 섭취량을 하루 섭취한 gram

(g/day)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4) 대조군이 비음주자가 아닌 경우 5) 특정 주류만

연구한 경우 6) 교차비(Odds ratio, OR)를 구할 수 없는 경우

3. 자료수집 방법

2021년 4월까지 발행된 문헌들을 기준으로 PubMed, The Cochrane Library, 한국교육

학술정보원(RISS)에서 검색하였다. 또한 관련 저널 수작업 검색 (hand search),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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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gray literature) 검색, 연구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색하였다. MeSH (Medical

Subjects Headings)를 지원하는 PubMed와 The Cochrane Library에서는 alcohol

drinking, alcohol AND drinking, alcohol AND consumption, alcohol consumption,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AND syndrome로 검색하였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는 1) 대사증후군 AND, 2) 알코올 OR 음주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4. 자료추출 방법

알코올 섭취량은 주류와 관계없이 연구간 정확한 비교를 위해 1일 평균 섭취량

(g/day)으로 표시하였다. 알코올 섭취 정도를 측정한 방법은 연구들마다 다양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하루에 섭취하는 gram으로 모두 통일하였으며 표준 한잔

은 12.6g으로 계산하였다[25]. 한 달 동안 섭취한 알코올 잔 수로 보고된 경우 잔 수를

gram으로 환산한 후 30으로 나누고 일주일 동안 섭취한 잔 수로 조사한 경우 gram으

로 환산 후 7로 나누었다. 음주 빈도만 조사하였거나 1일당 gram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양한 공 변량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 가장 많은 혼

란 변수를 보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5. 분석 방법

통계분석은 Stata 14.0(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을 사용 하였으며[26], 대

상자의 알코올 섭취량을 독립변수로, 대사증후군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Forest plot을

이용하여 개별 연구들의 종합 효과 크기를 산출하여 다중연구 분석을 한 후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과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 둘의 예측

그래프를 결합하였다. restricted 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용량 범주를 세분화하여 기울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비선형관계로 생각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이며 신뢰구간은 95%이다. 효과 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of effect size) 검

사는 Cochrane‘s Q 검정과 Higgin's I² 통계량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P <0.10 또는 I²

>50% 의 경우 이질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27]. I² statistic에서는 25, 50, 75%를

각각 낮은, 중간, 높은 이질성으로 고려하였다. 효과 크기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확률효

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28]. 출간 오류 분석을 위해 funnel plot을

시행하여 시각적으로 비대칭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Egger’s 회귀분석(E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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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test)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P<0.05) 출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Trim and Fill을 이용하여 funnel plot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변경하여 확률효

과 모형의 효과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발

생위험 사이의 95% 신뢰구간 (95% CI)를 가지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교차비를 사용

하였으며 비음주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성별, 연구 디자인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에도 모두 적용하였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결과가 각각 나와 있는

연구의 경우 성별로 나누어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디자인에 따라 전향적

연구와 단면 연구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Ⅴ. 연구 결과

1. 논문 선정과정

검색 문헌의 논문 선택 방법은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고하였다[29]. 국내외 학술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PubMed에서 6,010개의 논문, The Cochrane library에서 review 1개,

trials 131개, RISS에서 학위논문 108개, 국내 학술지 논문 77개,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구연 547개가 검색되었다(그림1). 이 중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구연(N=547)은 제외하였으며 중복된 논문(N=24), 제목 또는 요약본으로 선별했을 때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논문(N=4810), 원문을 볼 수 없는 논문(N=26), 포르투갈어

로 출판된 논문(N=1)을 제외하고 1,465개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 중 주제와 관련성이

낮은 논문(N=796), 알코올 섭취량 자료가 없는 논문(N=17), 알코올 섭취량을 g/day로

환산하기 어려운 논문(21), 비음주자가 대조군이 아닌 논문(4), 주류 중 red wine만

포함한 논문(1), 통계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논문(11)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개

의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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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문헌들의 선정 과정

2. 연구 논문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논문들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미국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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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uthor

and year

of

publication

Study

name,

country

Participants

Age

range

(years)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Study

period
Adjusted variables

Byung Jin

Kim

2012[31]

Korea
all male:

4505
44

World Health

Organization-West

Pacific Region guideline

2002

to

2005

age, baseline weight, lifestyle factors
including diet, smoking status, ,exercise,
the number of MetS components at
baseline, LDL-C, hsCRP, ALT, uric acid,
and HOMA-IR values

Min-Ho

Shin

2013[23]

Korea

8181(male:

3178, female:

5003)

≥50 Modified NCEP ATP Ⅲ

2007

to

2010

age, smoking status, exercise, educational
level, marital status, and
healthcare service

Kim SK

2017[22]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

gy Study

(KoGES),

Korea

10037(male:

4762, female:

5275)

40-69 NCEP ATP Ⅲ

2001

to

2002 age, hypertension, BMI, and diabetes

Ichiro

Wakabaya

shi

2010[14]

Japan

30585

(male=19398,

female=11,18

7)

30-54

Modified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2009
age, history of smoking

Yumiko

Nakashita

2010[32]

Japan
all male:

3904
≥20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Janua

ry

2008

to

Dec

ember

2008

age, eating habits score, regular exercise,
and cigarettes smoked per
day

Raquel

Villegas

2008[33]

China
all male:

3988
40-74 Modified NCEP ATP Ⅲ

April

2002

to

age, kcal/day, smoking, physical activit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BMI

논문이 2개, 한국 9개, 일본 4개, 중국 4개, 폴란드가 1개이었다. 7개의 논문은 남자만

을 대상으로 하였고[31,32,33,34,37,38,45], 나머지 13개의 논문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였

으며 이 중 10개의 논문에서 남자와 여자의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14,22,23,35,36,39,40,42,46,47]. 전향적 연구는 5개[22,23,31,33,34], 단면 연구는 15개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NCEP ATP Ⅲ를 기준으로 한 논문이 9편, WHO를 기준으

로 한 논문이 1편[31],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30]가 기준인 논문이 3편[14,32,47], AHA/NHLB를 기준으로 한 논문이 4편

[34,40,41,43], AACE가 기준인 논문이 1편[45], IDF를 기준으로 한 논문이 2편[37,39]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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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06

Kerem

Shuval

2012[34]

USA
all male:

3411
20-79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AHA/NHLBI)

1979

to

2010

age, examination year, smoking status,
family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BMI, and alcohol or fitness

Luc

Djousse

2004[35]

The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

Family

Heart

Study,

USA

4510

(male=2077,

female=2433)

male:

25-91.

female:

25-93

NCEP ATP Ⅲ

1993

to

1995

age, age squared, education, current
smoking, physical activity, and CHD,
energy intake, risk group (random versus
high risk for CHD), dietary cholesterol, use
of multivitamins, dietary fiber, and percent
energy from polyunsaturated fatty acids,
monounsaturated fatty acids, and saturated
fatty acids

Masahide

Hamaguch

i 2012[36]

Japan

18571(male:

10982,

female: 7589

18-88 Modified NCEP ATP Ⅲ

Janua

ry

2004

to

Dece

mber

2009

age, usage of drugs that potentially
affected MS, and lifestyle factors such as
wine consumption, regular exercise, and
smoking status

Min Yu

2014[37]
China

all male:

8169
19-97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criteria

2009

to

2010

age, daily cigarette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daily

total caloric intake

SuJin

Song

2014[38]

Korea all male: 413 ≥30

NCEP ATP Ⅲ with a

modified waist

circumference cutoff for

Koreans

2006

to

2012

Age, BMI,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total energy intake

Edyta

Suliga

2019[39]

The PONS

project

(Polish-No

rwegian

Study),

Poland

12285(male:4

086, female:

8199)

37-66

The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criteria

2010

to

2012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smoking,

coee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and BMI

Ji Yeon

Park

2019[40]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

n Survey

(KNHNES)

Ⅵ,

Korea

3884(male:

1803, female:

2081)

≥19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AHA/NHLBI)

with a modified waist

circumference cutoff for

Koreans

2015

age,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or over a
collage),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separated, widowed, or divorced),
and energy intake percentage from fat, and
practice of regular aerobic exercise for
men and same variables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for women

윤영덕

2005[41]

Korean

National

4886(male:

2106, female:
20-99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200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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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

n Survey

(KNHNES)

Ⅲ,

korea

2780)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AHA/NHLBI)

with a modified waist

circumference cutoff for

Koreans

Lina Jin

2011[42]
China

19215(male:
7280,female:
11935)

≥40

NCEP ATP Ⅲ with the

Asian criteria

for waist circumference

June
2008
to
April
2009

age, sex, BMI, education levels, exercise
and
current smoking

Ching-Ch

u Chena

2012[43]

China

1)2359

(male:1147,

female:1212)

2)all male:

2358

50.47 ±
10.19 -
51.95 ±
12.78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AHA/NHLBI)

with minor modifications

1)Oct
ober
2004
to
Septe
mber
2005,
2)Jan
uary
2006
to
Dece
mber
2006

age, education level, smoking status,
physical activity, fat
intake, fiber intake, and lipid medication

Mi Young

Lee

2010[44]

The
Korean
Genomic
Research
Cohort
(KGRC)
Study,
Korea

10,106
(male: 4089,
female:6017)

male:

57.28±

8.04,

female:

55.87±

8.19

Modified NCEP ATP Ⅲ

2005

to

2009

age,total calorie intake, smoking, physical
activity, BMI, BP and fasting plasma
glucose

Soo Min

Nam

2007[45]

Korea
all male:

1775

40.0 ±
5.8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ACE)
criteria

May

2003

to

Marc

h

2005

Age, BMI, ALT, GGT, BMI,
TG(triglyceride), FBS(fasting blood sugar),
HDL-C(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ye Soon

Park

2004[4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

n Survey

(KNHNES)

2008,

Korea

6432
(male: 2707,
female:3725)

≥20 Modified NCEP ATP Ⅲ 2008

age, menopause in women, smoking,
education, marital status, occupation,
urbanity, personal income, percentage
of daily energy intake (kcal) from
carbohydrates, and physical activity (as a
continuous variable of MET minutes
per week)

Ippei

Shimoshik

iryo

2020[47]

The Japan
Multi-
Institutiona
l
Collaborati
ve Cohort
(J-MICC)
Study,
Japan

37371(male:
16559,female:
20812)

35-69

Committee to Evaluate
Diagnostic Standards for
Metabolic Syndrome,
2005

2004

to

2013

age; study regions; duration of education;
smoking habit; BMI; daily activity;
habitual exercise; intakes of meat, fish,
vegetables, fruits, cake, green tea, and
coffee; total energy intake; supplement
intake; menopause (among women); and
family history of CVDs

표 2.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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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메타분석 결과

3-1. 전체 분석

  각 연구들의 효과 크기 및 95% 신뢰구간은 그림 2의 forest plot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정사각형의 크기는 가중치, 정사각형의 위치는 효과 크기의 방향(+또는 -), 정사

각형의 가운데 위치는 효과 크기(magnitude of the effect)를 표현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효과 크기는 1.000 (95% CI: 1.00-1.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질성의 척

도를 나타내는 Cochrane‘s Q 검정의 p-value는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이질

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Higgins' I²은 74.4%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그림 2. Forest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전체) (ES(O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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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크기(sample size)가 작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

small-study effects(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로 인한 영향)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간오류(publication bias)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61]. 먼저 funnel plot을 이

용하여 표본의 크기와 효과 크기의 관계를 보여주었다(그림 3). X축은 효과 크기, Y축

은 표준오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이 큰 연구들은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하며,

가운데 직선 즉 평균 효과 크기 주변에 몰려 있다. 하지만 표본 크기가 작은 연구들은

효과 크기와 표준오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프의 하단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게 된다[62]. 대각선은 각 효과 크기의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시각적으로 양

쪽이 비대칭적으로 보이지만 Egger’s 회귀 분석(Egger's regression test)을 시행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value=0.115) 출간 오류는 없었다. Trim and Fill[63]을

이용하여 funnel plot을 대칭으로 변경 하였을 때 확률효과 모형의 효과 크기는 동일하

였다.

그림 3. funnel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전체)(X축: 효과크기, Y축: 표준오차)

고정효과 모형으로 알아봤을 때 이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단일연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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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질성이 높다고 나타나 확률효과 모형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차비는

1.0010(95% CI: 1.0003-1.0017)였다. 선형성을 가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0.211)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는 비 선형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용량 범주를 세분화하여 범주별로 용량 반응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최적

의 용량 범주를 설정하기 위하여 restricted cubic spline을 사용하여 세분화하였으며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비선형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4는 각각 선형성(짧은 점선)과 비선형(긴 점선)을 가정한 분석의 위험도이다. 우

선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의 경우 약 33 g/day부터 알코올 섭취하는 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OR=1.0059) 그 미만으로 섭취

시에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림 4. 선형성과 비선형성 분석 비교를 위한 용량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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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위집단 분석

우선 남자 11개의 논문과 여자 9개의 논문을 나누어 분석을 해보았다. 남자의 경우

전체 효과 크기는 1.000 (95% CI: 1.00-1.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5).

Cochrane‘s Q 검정(P=0.000)과 Higgins' I²은 79.3%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그림 5. Forest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M) (ES(O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s)

출간오류 분석을 위해 funnel plot을 실시한 결과 비대칭으로 보이며(그림 6),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출간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05). 민감도 분석인

Trim and Fill을 이용하여 누락되었다고 가정된 연구들을 포함 시킨 결과 효과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의 원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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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unnel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M)(X축: 효과크기, Y축: 표준오차)

그림 7을 보면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짧은 점선)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할수록 위

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긴 점선)에서는 하루 약 37

g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OR=1.0018) 그 미만으로 섭취

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 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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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선형성과 비선형성 분석 비교를 위한 용량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M)

두 번째로 여자의 경우 전체 효과 크기는 0.999 (95% CI: 0.998-1.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림 8). Cochrane‘s Q 검정에서 이질성이 있었으며(P=0.005),

Higgins' I²은 63.6%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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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orest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F) (ES(O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s)

Funnel plot(그림 9)은 비대칭적으로 보였으나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출간

오류는 없었으며(P=0.118), Trim and Fill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확률효과 모형에서 효과 크기가 감소(OR=0.996)하였으나 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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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unnel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F)(X축: 효과크기, Y축: 표준오차)

그림 10을 보면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짧은 점선)과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긴 점선)

모두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비선형성 분석

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 하루 약 15g 미만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섭

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더 컸으며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

는 알코올 섭취량 증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감소정도는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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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형성과 비선형성 분석 비교를 위한 용량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F)

다음으로 전향적 연구(prospective study) 5개,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

15개의 논문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전향적 연구의 경우 전체 효과 크기는 1.003

(95% CI: 1.002-1.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1). Cochrane‘s Q 검정에서는

이질성이 보이지 않았으나(P=0.169), Higgins' I²은 33.9%로 이질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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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orest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 (Prospective study) (ES(O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s)

그림 12의 Funnel plot에서는 비대칭적으로 보이지만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출간 오류는 없었으며(P=0.617), Trim and Fill을 시행한 결과 확률효과 모형에서 효과

크기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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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unnel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Prospective study)(X축: 효과크기, Y축: 표준오차)

그림 13을 보면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짧은 점선)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긴 점선)의 경우 약 19

g/day부터 알코올 섭취 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OR=1.016) 그 미만으

로 알코올 섭취하는 경우는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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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선형성과 비선형성 분석 비교를 위한 용량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

(Prospective study)

마지막으로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의 경우 전체 효과 크기는 1.000 (95%

CI: 1.000-1.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림 14). Cochrane‘s Q 검정에서 이질성이

있었으며(P=0.000), Higgins' I²은 72.1%로 상당한 이질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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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orest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 (Cross-Sectional study) (ES(OR): effect size, CI:

confidence intervals)

Funnel plot은 시각적으로 비대칭으로 보였지만(그림 15), Egger's regression test

결과 유의확률 0.469로 출판 오류는 없었으며 Trim and Fill을 시행한 결과 확률효과

모형에서 효과 크기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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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funnel plot showing combined estimates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Cross-Sectional study)(X축: 효과크기, Y축: 표준오차)

그림 16을 보면 선형성을 가정한 분석(짧은 점선)에서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선형성을 가정한 분석(긴 점선)의 경우 약 37

g/day부터는 알코올 섭취하는 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

며(OR=1.002) 알코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도 증가 정도는 비슷하였다. 그 미만

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비음주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군에서 오히려 대사증후군의 위

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32 -

Group No. of studies Egger's test P for heterogeneity I²
Total 20 0.115 0.000 74.4

Male 11 0.005 0.000 79.3

Female 9 0.118 0.005 63.6

Prospective Study 5 0.617 0.169 33.9

Cross-sectional Study 15 0.469 0.000 72.1

그림 16.. 선형성과 비선형성 분석 비교를 위한 용량에 따른 위험도 그래프

(Cross-Sectional study)

전체와 하위 집단의 출간오류와 이질성 분석은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출간오류와 이질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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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외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음주의 영향을 알아보

았으며 기존의 메타분석 연구들보다 많은 수의 연구들을 대상에 포함하였고 성별, 연

구 디자인 별로 하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 33 g/day부터 알코올 섭취하는 군에서 비음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섭취 시에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

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약 37 g/day

부터 알코올 섭취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 알코올 섭취 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향적 연구만 분석하였을 때 약 19 g/day부터

알코올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알코올 섭취

하는 경우는 비음주군에 비해 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마지막으로 단면 연구들의 경우 약 37 g/day부터는 알코올 섭취하는 군이 비음

주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 비음주군

에 비해 오히려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하루 33g

이상, 특히 남성의 경우 하루 37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

도가 증가하며 그 미만의 저위험 음주 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사증후군

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지만[15,16], 중등도 이상의 음주는 혈

청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17,18]. 일부 연구는 소량의 음주는 간의 마이크로솜 체계를 활성화시켜 간에

서 단백질 및 지질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혈청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특히 그 중

HDL 2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지만, 다량의 음주는 HDL 3가 증가하고 혈

청 중성지방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

다[19,20,21]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 발생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그 결

과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어떤 연구들은 알코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발

생이 증가하는 반면, 역, J형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어떤 연관성도 보이지 않은 연구

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 간에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당한 음주는 지질 대사, 복부비만, 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음주가 당뇨병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에 알코올 섭취가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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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고중성지방혈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코올이 HDL-콜레스테롤에 미

치는 영향과 다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 Ji Yeon Park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고 혈중 중성지방, 공복혈당 및 허리둘레가 증가하여 HDL-콜레스테롤 증가 효

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8].

이는 적절한 음주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

이는 주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증가, 그 중 특히 HDL 2의 증가, 혈액 응고와

혈소판 응집의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들은 알코올이

cholesterylester transfer protein(CETP)의 활성을 방해함으로써 HDL-콜레스테롤을 증

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51]. 그러나 음주량이 많을수록 고밀도지단백의 분율 중

HDL 3가 증가함으로써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증가 한다[21].

이 외에도 알코올 섭취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Chan Hee Jung 등은 알코올 섭취가 허리둘레의 증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

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49]. 또한 알코올 섭취와 혈중 중성지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U-shape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 여전히 논쟁이 되

고 있다[50]. 알코올 섭취가 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도 있다[44]. Keil 등의 연구

에서는 하루에 8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들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증가

하였으며 주당 200g 이상을 섭취한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52].

이렇게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인종, 개인의 유전적 차이나 생활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ukamal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

양상이 관상동맥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따라서 추후 인종이나 음

주 양상 등을 같이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 분석결과 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알코

올 소비행태와 식습관 차이, 선호하는 주류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Ji Young Ryu 등은 남성에서는 중등도 및 고위험 음주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고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중 고혈압과 고중성지방혈증이 높은 반면, 여성에서는 고위험

음주에서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았으며 그 중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증의 높은

위험을 보였다[54].

2009년 A. Alkerwi 등의 관찰연구 메타분석에서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에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였다[55]. 또한 2014년 K. Sun 등의 전향적 연구

메타분석에서는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 간에 대략적인 J 형태의 연관성을

보였다[56].

다른 메타분석 연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연구는 제한점이 있다. 먼저, 분석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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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 연구들의 질적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음, 폭음 등 음주 방식, 알코올 섭

취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식사와 함께 마시는지, 가끔 마시는지 등의 경우를 고려

하지 않았다. 또한 평생 동안 한 번도 마시지 않은 사람과 과거 음주자가 같은 비음주

자 집단으로 포함되어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음주자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금주를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알코올의 종류(맥주,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과일주, 소주, 막걸리 등)

나 인종(백인, 흑인, 동양인), 다른 심혈관 위험요소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므

로 그에 따른 영향은 알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가벼운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와인

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식사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와인은 바이오플

라보노이드(bioflavonoids)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므로 가벼운 음주군에서는 건강

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면 과일주나 단 포도주와 같이 단순당을 많이 함유한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고혈당을 유발할 수도 있다[57].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흑인이나 백인보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더 크다고 보고

한 연구가 있다[58]. 이 연구에서는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유병률이 더 큰 반면,

백인 남성은 흑인 남성보다 더 큰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알코올 섭취 방식에는 사회경제적 상태, 직업, 육체적 활동, 식이 습관, 교육 정

도, 가족관계 등 많은 혼란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각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알코올 섭취 정도가 자가 문진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

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성 음주자의 경우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과다 음주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선택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알코올 섭취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나라와 연구들마다 조금씩 달라 정

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잔을 12g, 영국과 유럽은 10g, 일본은 21.2g으로

가정하기도 한다[59,60]. 또한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

해 개발된 위험 음주 평가도구인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사용한 연구는 제외하여 선택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대사증후군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단면 연구의 경우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영어, 한글로 출간된 연구만을 선별적으로 포함시켜 언어적 오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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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 전문을 볼 수 없는 연구는 제외하여 접근하기 쉬운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

로 포함시키는 접근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출간오류 분석을 하였을 때 남자만을

하위 분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간오류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색 문헌도 분석에

포함시켜 표본추출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보다 명확하게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알코올 종류나 인종, 지역, 과음이나 폭음 등 음주 방식, 식습관 등과 같은 요인

들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다수의 구성요소 간의 영향이

발생률을 더 높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른 영향을 연구해보는 것

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따른 하위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청소년에서 비만과 제2 당뇨병의 비율이 올라감에 따라 비록 청소년

의 음주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청소년에서의 알코올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의 관계를 연

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연구와 단면연구를 모두 포함한 최

초의 알코올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한 용량 반응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결론적으로, 하루 33g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저위

험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아지므로 저위험 음주로 알코올 섭

취를 제한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고위험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을 예방하

고,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건강한 성인에서는 위험요인을 제한하여 심혈관계

질환 및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7 -

참고문헌

1. Galassi A, Reynolds K, He J. Metabolic syndrome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 meta-analysis. Am J Med 2006;119:812-9.

2. Reaven GM. Banting lecture 1988. Role of insulin resistance in human disease.

Diabetes 1988;37:1595-607.

3. 보건복지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4.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Health Statistics 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V-3). Cheongwon: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p27-8

5. 대한가정의학회. 가정의학 제 4판 개정 증보판 일차진료지침서. 2015

6. Liese AD, Mayer-Davis EJ, Tyroler HA, Davis CE, Keil U, Schmidt MI,

Brancati FL, Heiss G. Familial components of the multiple metabolic

syndrome: the ARIC study. Diabetologia 40:963-70, 1997

7. Alberti KG, Zimmet PZ. Definition,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and its complications. Part 1. Diagnosis and classification of diabetes

mellitus provisional report of a WHO consultation. Diabet Med 1998;15(7):539

–.53.

8. Executive Summary of The Thir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III).

JAMA 2001;285(19):2486–.97.

9. Grundy SM, Cleeman JI, Daniels SR, et al.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metabolic syndrome. an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Institute Scientific Statement. Circulation 2005;112:2735-52.

10. Alberti KG, Zimmet P, Shaw J. The metabolic syndrome—.a new worldwide

definition. Lancet 2005;366(9491):1059–.62.



- 38 -

11. Miranda PJ, DeFronzo RA, Califf RM, Guyton JR. Metabolic syndrome:

definition, pathophysiology, andmechanisms. Am Heart J 149:33-45, 2005

12. 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Conference on the Insulin Resistance

Syndrome. Available at: http://www.aace.com/pub/press/releases [Accessed

October 8, 2002].

13. Denise C. Vidot, PhD, Mark Stoutenberg, PhD, Marc Gellman, PhD,

Kristopher L. Arheart, EdD, Yanping Teng, MSPH, Martha L. Daviglus, MD, et

al. Alcohol Consumption and Metabolic Syndrome Among

Hispanics/Latinos: The Hispanic Community Health Study/Study of Latinos.

METABOLIC SYNDROME AND RELATED DISORDERS Volume 14,

Number 7, 2016

14. Ichiro Wakabayashi. Cross-S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Japanese Men and

Women. J Atheroscler Thromb, 2010; 17:695-704

15. Facchini F, Chen YD, Reaven GM. Light-to-moderate alcohol intake is

associated with enhanced insulin sensitivity. Diabetes Care 17:115-9, 1994

16. Gaziano JM, Buring JE, Breslow JL, Goldhaber SZ, Rosner B, VanDenburgh

M, Willett W, Hennekens CH. Moderate alcohol intake, increased levels of

high-density lipoprotein and its subfractions, anddecreased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N Engl J Med 329:1829-34, 1993

17. Dyer AR, Stamler J, Paul O, Berkson DM, Shekelle RB, Lepper MH,

McKean H, Lindberg HA, Garside D, Tokich T. Alcohol,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mortality: the Chicago experience. Circulation 64:III20-7,

1981

18. Chrysohoou C, Panagiotakos DB, Pitsavos C, Skoumas J, Toutouza M,

Papaionnou I, Toutouzas PK, Stefanadis C. Effects of chronic

Alcohol consumption on lipid levels, inflammatory and haemostatic fact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ATTICA' Study. Eur J Cardiovasc Prev Rehabil



- 39 -

10:355-61, 2003

19. Rumpler WV, Clevidence BA, Muesing RA, Rhodes DG. Changes in

women's plasma lipid and lipoprotein concentrations due to moderate

consumption of alcohol are affected by dietary fat level. J Nutr129:1713-7,

1999

20. LaPorte R, Valvo-Gerard L, Kuller L, Dai W, Bates M, Cresanta J, Williams

K, Palkin D.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liver enzymes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irculation64:67-72, 1981

21. Sillanaukee P, Koivula T, Jokela H, Myllyharju H, Seppa K. Relationship of

alcohol consumption to changes in HDL-subfractions. Eur J Clin Invest

23:486-91.1993

22. Kim SK, Hong SH, Chung JH, Cho KB. Associ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Metabolic Syndrome in a Community-Based Cohort of Korean

Adults. Med Sci Monit, 2017; 23: 2104-2110

23. Shin MH, Kweon SS, Choi JS, Rhee JA, Nam HS, Jeong SK et al. Average

Volume of Alcohol Consumed, Drinking Patterns and Metabolic Syndrome in

Older Korean Adults. J Epidemiol 2013;23(2):122-131

24. Higgins JPT, Green S, editor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Internet].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1 [cited 2014 September 5]. Available from: www.cochrane-handbook.org.

25. Organization WH. International guide for monitor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 Geneva: WHO; 2000. p. 51-5.

26. Cooper H, Hedges LV, Valentine JC.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2nd edition.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2009.

27.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G.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PLoS

Medicine. 2009;6(7):e1000097.

28. Higgins JP, Thompson SG, Deeks JJ, Altman DG. Measuring inconsistency



- 40 -

in meta-analyses. BMJ 2003 327(7414): 557-560.

29. DerSimonian R, Laird N. Meta-analysis in clinical trials. Control Clin Trials

1986 7(3): 177-188.

30. Matsuzawa Y. Metabolic Syndrome-Definition and Diagnostic Criteria in

Japan. J Jpn Soc Int Med, 2005; 94:794-809

31. Byung Jin Kim, MD, PhD; Bum Soo Kim, MD, PhD; Jin Ho Kang, MD, P.

Alcohol Consumption and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Men–A

3-Year Follow-up Study –. Circ J 2012; 76: 2363–2371

32. Yumiko Nakashita, Masakazu Nakamura, Akihiko Kitamura, Masahiko

Kiyama, Yoshinori Ishikawa, and Hiroshi Mikami. Relationships of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to Metabolic Syndrome in Japanese Men. J

Epidemiol 2010;20(5):391-397

33. Raquel Villegas, Ph.D, Yong-Bing Xiang, M.D, Gong Yang, M.D., M.P.H,

Qiuyin Cai, M.D., Ph.D, Sergio Fazio, M.D., Ph.D, MacRae F. Linton, M.D. et

al.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Three

Definitions in Middle-Aged Chinese Men

34. Kerem Shuval, PhD, MPH, Carrie E. Finley, MS, Karen G. Chartier, PhD,

Bijal A. Balasubramanian, MBBS, PhD, Kelley Pettee Gabriel, PhD, and

Carolyn E. Barlow, MS. Cardiorespiratory Fitness, Alcohol Intake, and Metabolic

Syndrome Incidence in Men. Med Sci Sports Exerc. 2012 November ; 44(11):

2125–2131. doi:10.1249/MSS. 0b013e3182640c4e

35. Luc Djousse, Donna K. Arnett, John H. Eckfeldt, Michael A. Province,

Martha R. Singer, R. Curtis Ellison. Alcohol Consumption and Metabolic

Syndrome: Does the Type of Beverage Matter?. Obes Res. 2004;12:1375–1385

36. Masahide Hamaguchi, Takao Kojima, Akihiro Ohbora, Noriyuki Takeda,

Michiaki Fukui, Takahiro Kato. Protective effect of alcohol consumption for

fatty liver but not metabolic syndrome. World J Gastroenterol 2012 January

14; 18(2): 156-167

37. Min Yu, Chun-Xiao Xu, Hong-Hong Zhu, Ru-Ying Hu, Jie Zhang, Hao

Wang, et al. Associations of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With Metabolic Syndrome in a Male Chinese Population: A Cross-Sectional

Study. J Epidemiol 2014;24(5):361-369



- 41 -

38. SuJin Song. Dietary Determinants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in Korean Adults. 서울대학교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39. Edyta Suliga, Dorota Kozieł, Elzbieta Ciesla, Dorota Rebak, Martyna

Głuszek- Osuch, Stanisław Głuszek.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Nutrients 2019,11, 2764;

doi:10.3390/nu11112764

40. Ji Yeon Park, Mi Joung Kim, Jung Hee Kim. 알코올 섭취량이 혈청 hs-CRP

수준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 J

Korean Diet Assoc 25(2):83-104, 2019

41. 윤영덕.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영양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연세

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석사 학위논문

42. Lina Jin, Yun Huang, Yufang Bi, Liebin Zhao, Min Xu, Yu Xu, et al.

Association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metabolic syndrome in 19,215

middle-aged and elderly Chinese.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92

(2011) 386-392

43. Ching-Chu Chena, Wen-Yuan Linc, Chia-Ing Lie, Chiu-Shong Liuc,

Tsai-Chung Lif, Ying-Tzu Chen, et al. The association of alcohol

consumption with metabolic syndrome and its individual components: the

Taichung community health study. Nutrition Research 32 (2012) 24–29

44. Mi Young Lee, Min Young Kim, Song Yi Kim, Jae Hyun Kim, Bo Hwan

Kim, Jang Yel Shin, et al. Association between alcohol intake amount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rural male population.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88(2010) 196-202

45. Soo Min Nam, Ho Yeol Yu, Mi Young Lee, Jang Hyun Koh, Jang Yel Shin,

Young Goo Shin, et al. Alcohol Consumption, Liver Enzymes,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 Men. J Kor Diabetes Assoc

31:253~260, 2007

46. Hye Soon Park, Sang Woo Oh, Sung-Il Cho, Woong Hwan Choi, Young

Soel Kim. The metabolic syndrome and associated lifestyle factors among

South Korean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4;33:328–336

47. Ippei Shimoshikiryo, Rie Ibusuki, Keiichi Shimatani, Daisaku Nishimoto,



- 42 -

Toshiro Takezaki, Yuichiro Nishida, et al. Association between alcohol intake

pattern and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nd simulated change by alcohol

intake reduction: A cross-sectional study from the Japan Multi-Institutional

Collaborative Cohort Study. Alcohol 89 (2020) 129e138

48. Ji Yeon Park·Mi Joung Kim·Jung Hee Kim. Influence of Alcohol

Consumption on the Serum hs-CRP Level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 Based on the 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J Korean Diet Assoc 25(2):83-104, 2019

49. Chan Hee Jung, M.D., Jeong Sik Park, M.D., Won Young Lee, M.D. and Sun

Woo Kim, M.D. Effects of smoking, alcohol, exercise, level of education, and

family history on the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Medicine : Vol. 63, No. 6, 2002

50. Suh I, Shaten BJ, Cutler JA, Kuller LH. Alcohol use and mortality from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le of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n

Intern Med 116:881-887, 1992

51. Hannuksela M, Marcel YL, Kesäniemi YA, Savolainen MJ(1992). Reduction

in the concentration and activity of plasma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by alcohol. J Lipid Res 33(5):737-744

52. Keil U, Chambless L, Filipiak B, Hartel U. Alcohol and blood pressure and

its interaction with smoking and other behavioural variables: results from the

MONICA augsburg survey 1984-1985. J Hypertens 9:491-498, 1991

53. Mukamal, K. J., Conigrave, K. M., Mittleman, M. A., Stampfer, M. J., Willett,

W. C., & Rimm, E. B. (2003). Roles of Drinking Pattern and type of alcohol

consumed in coronary heart disease in men,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2), 109-118.

54. Ji Young Ryu, Dae-Hwan Kim. 성별에 따른 알코올사용행태와 대사증후군과

의 관계- 제5기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Korean J Health

Educ Promot, Vol.30, No.1(2013)

55. Alkerwi Ala’a, Boutsen Michel, Vaillant Michel, Barre Jessica, Lair

Marie- Lise, Albert Adelin, et al. Alcohol consumption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Atherosclerosis 204 (2009) 624–35

56. Kan Sun, Meng Ren, Dan Liu, Chuan Wang, Chuan Yang, Li Yan. Alcohol



- 43 -

consumption and risk of metabolic syndrome:A meta-analysis of prospective

studies. Clinical Nutrition 33 (2014) 596e602

57. Hye-Kyung Chung. Alcohol Consumption and Diabetes Mellitus. J Korean

Diabetes 2016;17:41-45

58. Ford ES, Giles WH, Dietz WH. Prevalence of the metabolic syndrome among

US adults: findings from 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AMA 2002;287:356 –9.

59. Koppes LL, Dekker JM, Hendriks HF, Bouter LM, Heine RJ. Moderate

alcohol consumption lowers the risk of type 2 diabetes: a meta-analysis of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ies. Diabetes Care 2005;28(3):719–.25.

60. Rimm EB, Williams P, Fosher K, Criqui M, Stampfer MJ. Moderate alcohol

intake and lower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meta-analysis of effects on

lipids and haemostatic factors. BMJ 1999;319(7224):1523–.8.

61. Harris Cooper, Larry V. Hedges, Jeffrey C. Valentin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2ND EDITION. Russell Sage

Foundation 2009

62. 황성동, 심성률: 메타분석 forest plot에서 네트워크 메타분석까지. 한나래출판사

2018.

63. Sue Duval, Richard Tweedie: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56, 455-463 June 2000



- 44 -

Abstract

Alcohol Consumption and Metabolic Syndrome
: a Systematic Review and Dose-Response Meta-Analysis

Seunghee Choi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pidem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ckground: Metabolic syndrome is a major cause of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coronary artery disease. Metabolic syndrome is a disease in which several factors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yslipidemia, hypertension, fasting blood glucose
disorder, and obesity are complexly intertwined. Genetic factors and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can influence the occurrence of metabolic syndrome. Of these,
by managing controllable environmental factors, it can help prevent and treat
metabolic syndrome, further cardiovascular disease, and type 2 diabetes. In the case
of Koreans, there is a culture that recommends alcohol drinking, and it is known
that the high-risk alcohol drinking rate is very high,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n adult males, which is more than 20%. Such alcohol drinking can be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the occurr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rinking and metabolic syndrome.
However, this is still controversial and several studies have shown different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esults of each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lcohol intake on the occurrence of metabolic syndrome.

Methods: Based on documents published up to April 2021, we searched PubMed,
The Cochrane Library, and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A dose-response meta-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daily alcohol intake (g/day) o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
males and females 18 years of age or older compared to nondrinkers including past
drinkers. Metabolic syndrome was defined according to the metabolic syndrome
diagnostic criteria of WHO, NCEP- ATP Ⅲ, AHA/NHLBI, IDF, AACE, and
Japanese Committee for the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Twenty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After multi-study analysis using forest
plot, linearity analysis was performed. A restricted cubic spline was used to
subdivide the dose category and each analysis was performed assuming
non-linearity. Finally, the prediction graphs of the two were combined and a
random effect model was was us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is P <0.05 and
the confidence intervals(CIs) is 95%. Heterogeneity of effect size was tested using
Cochrane's Q test and Higgin's I² statistic, and P < 0.10 or I² >50% was considered
heterogeneous. Publication bias was analyzed through funnel plot and Egger's
regression test, and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rim and Fill.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non-linear, and the p-value of Cochrane's Q test was 0.000
and Higgins' I² was 74.4%, showing significant heterogeneity. There were no
publication bia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studies,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increased in the alcohol intake group from about 33 g/day compared to
the non-drinking group. In men, the risk increased when alcohol intake was from
about 37 g/day, from about 19 g/day in prospective studies, and from about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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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ay in cross-sectional studies. Below that,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showed a rather decreasing trend in the alcohol intake group compared to the
non-drinkers. In the case of women,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was reduced in
all drinking groups compared to non-drinkers, regardless of the amount of alcohol
consumed,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In this dose-response meta-analysis, alcohol intake of about 33 g or
more per day increase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drinking less
alcohol decrease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Therefore, by limiting
alcohol intake to low-risk drinking the occurrence of metabolic syndrome in
high-risk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can be prevented and in healthy
adults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and type 2 diabetes can
be prevented and managed more effectively by limiting risk factors.

………………………………………

keywords : Alcohol, metabolic syndrome, dose-response relationship,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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