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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

한국 노인의 대사지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비만지표는?
(대한비만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2)
What is the Most Reliable Obesity Index in Korean Elderly Population?
(Korean J Obes Vol.21 No.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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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전 세계적인 역학적 동향은 인구의 고령화와

6)
다. 특히 노인에서의 비만과 사망과 관련한 연구에서, 비록

비만이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총 인구 중에 65세 고령자

비만이 성인에서 조기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비만이 수명 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실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이득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구가 5년 만에 24%나 급증하였고 전체 인구의 11.3%가

따라서, 노인에서 이들 비만기준을 중년성인처럼 그대로 사

고령 인구였다. 노인에서 비만의 유병률도 증가 추세를 보

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

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60세 이상 남자의 30%, 여자는

존의 비만지표의 비판과 함께 노화로 인한 체성분의 변화를

그 이상의 고도 비만 유병률을 보인다. 노화는 신체구성성

반영하는 근육감소형 비만(sarcopenic obesity)이라는 새로

분 중에 지방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근육 소실과 근력저하

운 비만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2,3)

7)

체지방 분포 역시 노화에 의해 변화하는데

근육감소형 비만은 근육감소증(sarcopenia)와 비만(obesity)

복부의 내장지방이 증가하고 피하지방은 감소하며 이러한

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근육감소증(sarcopenia)은 그

체지방 분포의 변화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에는

리스어 sarx (flesh)와 penia (loss)에서 유래하였으며 원래

영향이 없지만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중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근육량 및 지방

를 일으킨다.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5)

량의 측정은 표준화되어 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중 에너지

비만의 정의는 건강을 위해 할 정도의 과도한 지방축적

X-선 흡수계(DXA)가 사용되거나 간단하게 생체 저항 전기

이라 할 수 있다. 국제비만대책위원회(International Obesity

분석법(BIA)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

Task Force)의 실무자 모임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으나 CT나 MRI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체

the Study of Obesity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of

성분을 분석하여 여러 근육감소형 비만지표들이 소개되고

WHO에서

체질량지수

있다. 최초로 Baumgartner 등이 제시한 기준의 경우 DXA

23.0~24.9 kg/m 은 과체중, 25.0 kg/m 이상을 비만으로 정

로 측정한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SM)를 신

의하였고 복부비만의 기준은 대한비만학회(Korean Society

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relative skeletal muscle index

for the Study of Obesity)에서 제시한 남성에서 허리둘레

2
(ASM/height )를 구하고 이 값을 젊은 성인 기준집단

90 cm 이상, 여성에서는 85 cm 이상을 통상적으로 사용하

(reference population)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2 표준편차

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일반 성인에서 사용되

(SD)이하의 경우를 근육감소증으로 정의하고 body fat

제시한 비만 기준에 따르면,
2

2

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와 같은 비만

percentage (%)가 중위수(median) (남자 27%, 여자 38%)

의 진단기준이 노인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제시하고 있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여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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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인의 대사지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비만지표는?(대한비만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2) －

경우 근육감소형 비만으로 제시하였다.4) 이외에도 AS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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