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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대장용종 보유여부에 따른 비만지표의 차이
(대한비만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3)
The Difference Patterns for Each Obesity Index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not
of the Colon Polyps in Age Groups (Korean J Obes Vol.22 No.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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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발생률 면에서는 2007년도 남자

은 내장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
8)

비만과 대장 용종과의 상관관계 역시 내장지

에서 10만명 당 44명, 여자에서 10만명 당 24.8명에서 2009

려져 있다.

년도 남자는 10만명 당 47명, 여자는 10만명 당 25.6명으로

방을 반영하는 지표를 통해 밝히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1)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근래 우리나라 인

생각한다.

구의 육식 섭취량의 증가 및 비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9)
이유정 등 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되고 있다.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선종(adenoma)과 같은

비만과 대장 용종과의 관계를 밝히는 의미 뿐 아니라 다

용종으로 시작하여 유전자 변형의 과정을 통해 암으로 변화

양한 비만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이들의 연관성을 밝히고

2)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장 용종의 위험인자를

자 한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저자들

사전에 예측하여 대장암으로의 변형 전에 제거하는 것은 보

이 밝힌 바와 같이 대상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건학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대장암의 전구 병변이라 할

이들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제한점이 있었음은 아쉬운 결

수 있는 대장 용종, 특히 선종의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특히

과라 할 것이다. 아울러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대장 용종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의미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과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생활 습관, 가족력이나 과

며 흡연, 음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동량이 많을

거 대장 용종에 대한 과거력 등이 보정되지 못한 점 또한

3)

수록 용종 발생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만은

연구의 아쉬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장 지방

4)
대장 용종의 재발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을 대표할 수 있는 허리둘레에서 일부 대상 그룹(50대 여

근 연구에서는 비만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군인 대사증후

성)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온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

5,6)

군도 대장 용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 하겠다. 추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다면 내

최근 비만 혹은 대사증후군과 대장 용종과의 관련성에 대

장 지방과 대장 용종의 관련성에 더 주목할 결과를 이끌

한 연구들은 대개 비만할수록 혹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

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슐린

을수록 대장 용종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쪽으로 결과가 일치

저항성과 대장 용종과의 관계, 더 나아가 대사증후군과 대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혹은

장 용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

성별에 따른 비만과 대장 용종에 대한 관련성을 본 연구는 비

리라 기대한다.

7)

교적 드문 편인데 Kim 등 이 보고한 2007년도 국내 일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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