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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비만의 임상적 의의

비만이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이환율 및 사망률과

허리-엉덩이 둘레비나 허리 둘레는 측정이 간편하여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비만의

역학 연구 등에 많이 쓰이지만14∼16), 복부의 피하지방

2
진단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kg/m )를

과 내장지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

2

이용하며,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 kg/m 를

전산화 단층촬영 (CT)이나 자기공명영상 (MRI)을 통

과체중, 30 kg/m2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고1,2), 우

해 복강내 지방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

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체질량지수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복부 비만이 대사 이

2

2

23∼24.9 kg/m 를 위험체중, 25 kg/m 이상을 비만으

상을 초래하는 것은 내장지방의 과다한 축적 때문으로

로 정의한다3). 하지만 일부에서는 체질량지수의 분별

생각된다. 예를 들어, CT로 측정한 내장지방 면적은

점 (cutoff point)을 더 높이거나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

인슐린저항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4∼6)

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최근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

17∼19)

적을

보정하면

전체

지방량과

, 내장지방 면

당불내성(glucose

들을 통해 체질량지수보다 체지방의 분포가 질병 발생

intolerance)은 아무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18,19). 건

위험을 더 잘 예측할 뿐 아니라, 체질량지수가 정상이

강한 성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장지방 면적은

라도 허리 둘레나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높으면 비만

인슐린 클램프 기법 (euglycemic hyperinsulinemic

관련 질병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이 훨씬 증가하는 것으

glucose clamp)을 이용한 인슐린 감수성과 역상관관계

7∼13)

로 밝혀지면서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비만의 평가

20,21)

를 보였다

. 내장지방 과다는 당 대사 뿐 아니라 혈

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체질량지수나 전체 지방량

중 중성지방치 증가,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보다는 지방의 분포, 특히 상체 비만 (중심성 비만, 복

저하 등 이상지질혈증도 초래한다22,23). Zamboni 등24)

부 비만, 남성형 비만)이 하체 비만 (여성형 비만)보다

은 복부 내장지방 과다가 체질량지수 값과 무관하게

임상적으로 더 의미있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복부 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만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내장지
방은 대사증후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불내성, 인
슐린저항성)의 각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내장지방량이 비슷하더라도 대사 이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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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사람마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므로 유전적 요

2. 허리 둘레

25)
인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내장지방이 대사 이상 및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

허리 둘레는 장골능 최상단부위와 늑골의 최하단부
1)
위 중간 지점에서 측정하며 , WHR 보다 복부 내장지
29,30)

.

며, 일부에서는 복부 피하지방량 역시 내장지방과 무

방 및 비만 관련 대사 이상과 연관성이 더 높다

관하게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Pouliot 등 은 허리 둘레 100 cm 이상일 때, 지질 대

26,27)

28)

사 및 당-인슐린 대사 이상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

.

여기서는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
자이면서 대사 증후군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
부 비만 혹은 내장지방 비만의 진단, 내장지방량의 측

고하였다. 허리 둘레는 신장에 관계없이 복부 비만 정
31)
도를 잘 반영할 뿐 아니라 , 허리 둘레의 변화는 심혈
28)
관질환 위험인자의 변화도 잘 반영한다 . 따라서 허

리 둘레는 임상에서 복부 비만 정도를 평가하는데 현

정 및 그 유용성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재까지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허리 둘레 측정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복부 지방의 분류

우선 허리 둘레 역시 성, 나이, 비만 정도에 따라 내장
21)

Marin 등 에 의하면 복부 지방은 피하지방과 복강

지방량과의 상관계수가 0.4∼0.9로 큰 차이를 보이며,

내 지방 (intraabdominal fat)으로 나뉜다. 복강내 지방은

내장지방량보다는 전체 지방량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그물막 지방 (omental fat)과 장간막 지방 (mesenteric

때문에

32,33)

,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내장지방량과의 상

fat)으로 이루어진 내장지방 (visceral fat)과 복막후 지

관계수는 크게 낮아진다. 둘째, 측정자간 혹은 측정자

방(retroperitoneal fa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부 비만

내 오차가 커서 재현성이 떨어진다34). 셋째, 비슷한 허

정도가 증가할수록 복막후 지방의 구성비는 작아지며

리 둘레라도 흑인보다는 백인이

26)

, 복막후 지방보다는 내장지방이 혈중 인슐린, 혈당,
21)

35∼39)

40)

시아인이

, 백인보다는 아

내장지방량이 더 많고 이에 따른 대사 이

상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모든 인

포도당 체내이용률과 훨씬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

종에 통용되는 분별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미국 NIH
41)
에서는 Han 등 이 20∼59세의 네덜란드 성인들을 대

복부 비만 혹은 복부 내장지방의 평가

상으로 시행한 단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만 관련 대

1. 허리-엉덩이 둘레비

사 이상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분별점을 남자 94

허리-엉덩이 둘레비 (WHR)는 허리 둘레와 엉덩이

cm, 여자 80 cm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분별점을 남

둘레의 측정비로 남자 0.95 이상, 여자 0.85 이상일 때

2)
자 102 cm, 여자 88 cm로 제시하였다 . WHO에서는

28)

복부 비만으로 진단한다 . 허리 둘레는 배꼽 위치 혹

남자 94 cm, 여자 80 cm를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제

은 가장 가는 부위, 엉덩이 둘레는 대전자 (greater

1)
시하였으나 , 이 기준점 역시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trochanter) 위치 혹은 가장 넓은 부위의 둘레를 줄자

연구결과에 근거한 수치이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WHR는 체질량지수보다 심혈

시아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WHO 서태

관질환 발생위험을 예측하는데 보다 유용한 것으로 알

평양지역 회의에서는 잠정적으로 남자 90 cm, 여자 80

려져 있으나, 동일한 WHR 값에 대한 전체 지방량이

3)
cm를 아시아인을 위한 기준치로 제시하였다 .

나 내장지방량의 개인 차이가 상당히 클 뿐 아니라 허

최근 multi-slice MRI를 통한 전체 내장지방량 측정

리 둘레의 변화나 내장지방량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

이 가능해지면서 일부에서 복부 비만 측정 지표들을

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어 현재에는 별로 사용하지

이용한 회귀식이나 상관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않는다.

42,43)

43)

.

2

Park 등 은 체질량지수 30 kg/m 미만의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전체 내장지방량과 허리 둘레, 허리-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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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밀도 측정기 (Dual-energy X-ray

B

absorptiometry; DXA)
DXA는 골내 미네럴 양을 측정하는 기기지만, 골량

을 제외한 연부조직 (soft tissue)에서 지방량 (fat mass)
과 제지방량 (lean mass)을 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DXA를 이용하면 전신의 골 미네럴, 지방체중, 제지방
체중 뿐 아니라 상지, 하지 및 몸통의 국소 지방량을
각각 구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DXA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region of interest (ROI)를 이용, 원
하는 부위의 지방량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복
43)
부 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 DXA는 CT나

MRI에 비해 측정이 쉽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CT에 비해 방사선 노출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허리 둘레 측정에 비해서는 복부 지방량을 직접

Fig. 1. DXA Region of Interest (ROI), L2-4 level

측정할 수 있고 재현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DXA ROI
둘레비, 복부 전후직경 (abdominal sagittal diameter)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각각 0.77, 0.69, 0.61로 허리

로는 복강내 지방과 피하지방을 구분하지 못한다.
43)
Park 등 은 전신 MRI 촬영으로 구한 전체 내장지방

량과 DXA ROI (L2-L4 사이, Fig. 1)의 상관계수는

둘레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비만 환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허리 둘레가 중요한
이유는 체중의 변화가 없음에도 허리 둘레의 감소와
함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Single-slice MRI로 계산한 내장지방 면적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중
DXA가 정확도와 재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연구에서 DXA를 황금기준 (gold standard)으

때문이다.

로 이용한다. 하지만 DXA 역시 3차원 이미지를 2차

3. 복부 전후직경 (Abdominal Sagittal
Diameter)
44)

원 영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만큼 조사 대상자의 몸
통 두께가 두꺼울수록, 비만정도가 클수록 재현성이

Kvist 등 은 배꼽부위의 single-slice CT에서 구한

떨어진다. 그리고 국소적 지방량 측정 역시 전신 지방

복부 전후직경 (sagittal diameter)이 내장지방량과 높

량 측정에 비해 정확도와 재현성이 낮다. 신장이 아주

은 상관계수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허리 둘

크거나 체중이 100 kg 이상인 환자는 기기 자체의 문

레와 복부 전후직경 중 어떤 방법이 내장지방량과 더

제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지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5. 컴퓨터 단층촬영 (CT)

일반적으로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복부 전
후직경의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오고, 비 (非)비만 인

복부에 Single-slice CT로 복강내 지방과 피하지방

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허리 둘레의 상관계수가 더 높

의 면적을 구함으로써 복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구

28)
게 나온다. Pouliot 등 은 복부 전후직경이 25 cm 이

분할 수 있게 되었다. 촬영 위치를 배꼽부위로 잡는 것

상이면 지질 및 당 대사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39)
에 대해 Sjostrom 등 은 비만 정도에 따라 배꼽 위치

였다. 복부 전후직경이 비교적 재현성이 좋다는 장점

가 변하기 때문에 요추 4∼5번 사이로 정해야 한다고

은 있지만 숙련된 측정자와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하였으며, Kvist 등41)은 L4-5 위치에서의 내장지

현재 임상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방 면적이 전체 내장지방량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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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gle slice CT findings of excess subcutaneous adipose tissue(A) and excess visceral adipose tissue

고 보고하였다.

6. 자기공명영상 (MRI)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면적은 -30∼-190 Hounsfield
units 감쇠 영역 (attenuation range)에서 지방 면적을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한다 (Fig. 2).
내장지방 면적 (V)과 피하지방 면적 (S) 비 (V/S ratio)
를 복강내 지방 축적 정도의 지표로 이용하기도 한다.
45)
Fujioka 등 은 비만 환자에서 V/S ratio가 0.4 이상인

내장지방 비만군은 0.4 미만인 피하지방 비만군에 비
해 혈당 및 지질 대사 이상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
였다. V/S ratio는 남자가 더 높았고, V/S ratio가 높은
그룹은 평균 연령이 더 많았으며, BMI 값과 무관하게

MRI는 multi-slice CT 측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
던 방사선 노출의 위험 없이 CT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준다. 따라서 muli-slice 혹은 전신 MRI 측정을 통
해 높은 정확도와 재현성을 보이는 전체 지방량의 측
정과 전체 내장지방량의 측정이 가능해졌다51). 전신
MRI로 구한 전체 지방량과 DXA로 구한 체지방량은
r=0.9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내장지방량 혹은 내장지방량 변화와 대사 이상의 연관
성을 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5)
대사 이상을 나타냈다 .

7. 초음파
2

46)

내장지방 면적이 여성 110 cm 이상 , 남성 131
cm2 이상일 경우47)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이 유의하
48)
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spres 등 은 남
2
녀 모두에서 내장지방 면적 100 cm 이상일 때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하고, 130 cm2 이상이면 혈당
및 지질 대사 이상 소견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
49)
였다. Anderson 등 은 제2형 당뇨병 중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MRI로 구한 내장지방 면적과 심혈관질환 위
험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내장지방 면적의 분별점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두
께를 측정할 수 있다. 배꼽에서 5 cm 상방 위치에서
피하지방은 7.5-MHz 탐촉자 (probe)를 이용하여 두께
를 측정하고, 내장지방은 3.5-MHz 탐촉자를 이용하여
52)
복부 근육과 대동맥 사이 거리를 측정한다 . 측정자

내 혹은 측정자간 재현성이 높으며, 초음파로 측정한
내장지방 두께와 CT로 측정한 내장지방 면적과의 상
53,54)

관계수도 0.67∼0.91까지 비교적 높다

2
50)
132 cm 로 제시하였다. Saito 등 은 일본인 남녀를

.

복부 비만과 대사 증후군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100 cm2 이상, 여자 90
2

cm 이상을 복부 내장지방 면적의 분별점으로 정하였
다.

Framingham Heart Study를 통해 밝혀진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여러 인자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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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은데, 이를 X 증후군55), 인슐린저항성 증후군
56)

맺 음 말

, 혹은 대사 증후군57) 등으로 불러왔다. 대사 증후군

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슐

복부 비만, 특히 내장지방 비만은 대사 증후군, 당뇨

린저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 및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55,58,59)

. 지방의 과다축적 (특히 복부 비만)과 신체활동

필요한 질병이다. 임상에서 복부 비만을 찾아내는 데

량 부족이 인슐린저항성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며, 대

에는 허리 둘레가 가장 유용해 보이며 아울러 대사 증

사 증후군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과 심혈관질환을 잇

후군의 임상지침을 활용하는 것도 정상체중의 내장지

60)

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이해된다 . 비만 인구가 크게

방 비만 환자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복부 비만

증가함에 따라 대사 증후군 유병률도 급격한 증가를

을 진단하고 이의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은 연구

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사

자들마다 다른 기준과 분별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용 중인 허리 둘레의 분별점이 적절한지, 복부 비만 혹

3∼35%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 왔다. 2000년 미 심장

은 내장지방 비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학회에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 (NCEP-ATP III)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연구자들이 풀어

을 새롭게 내면서 처음으로 대사 증후군의 임상지침을

야 할 과제이다.

61)
제시하였다 . 이전 WHO 기준과 달리 새로운 임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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