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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내장지방의 과잉축적이 동반된 복부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동맥경화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질환의 위험인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확한 내장지방량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며, 최
근 초음파는 내장지방을 평가하기 위한 쉽고 안전하며 믿을만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성인
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를 포함한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대사증후군 및 죽상경화증 유병의 예측인자로 유용한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비만 성인 200명 (남성 109명, 여성 9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제대 바
로 위에서 호흡이나 압박에 의한 왜곡 없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여 내장지방두께, 피하지방두께, 내장지방/피하지
방두께비의 세 가지 지표를 얻었다. 또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하여 경동맥 내중막두께를 측정하고 죽상경화판 동
반여부를 관찰하였다. 동시에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 혈
당, 혈압 및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다.
결과: 세 가지 초음파 지표 중 내장지방두께가 남녀 모두에서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와 가장 좋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나이,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및 경동맥 죽상경화판 동반여부에 따른 내장지방두께는 대사증후군 및 경동맥 죽상경화
판을 동반한 군에서 없었던 군에 비해 남녀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내장지방두께
는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인자로 나타났으며, 또한 남성에서만 경동맥 죽상경화판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결론적으로 비만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는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를 포함한 죽상경화증 위
험인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또한 대사증후군과 남성에서 경동맥 죽상경화증 유병의 예측인자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내장지방두께, 초음파, 비만, 대사증후군, 죽상경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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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

론

두 시행하였던 검사자 중,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에서
제시한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 ≥ 25
2

비만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여러 대사 질환과

kg/m 또는 남성에서 허리둘레 ≥ 90 cm, 여성에서 ≥ 80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은 이미 잘 알

cm) 중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비만 성인 200명을 연

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만에 동반된 이들 질환은 단순한 비

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남성이 109명, 여성이 91명

만의 정도뿐만 아니라 지방조직의 체내 분포와도 밀접한 관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남성이 51.6 ± 10세 (31세~72세), 여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조직 중에서도 복

성이 53.7 ± 9.6세 (31세~79세)였다. 대상자 모두 문진을

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과잉축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통한 과거력 및 현재의 병력에서 기존에 뇌혈관계 및 심혈

1,2)

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이들 질환과 내장지방과의 병인

관계 질환이 있거나 혈압, 당 및 지질 이상으로 치료 병력이

적 관계나 상세한 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

있는 검사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분명한 것은 내장지방의 증가로 인슐린저항성과 고인슐

2. 방법

린혈증이 초래되며 이것이 내장지방으로 인한 대사 질환에
3,4)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

1)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환이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으로, 이는 죽상경화

전체 대상자에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를

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자들로 구성되어

산출하였으며,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시킨 후

있어 대사증후군의 존재 자체가 죽상경화증의 위험이 높음

자동혈압계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10시간

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

이상 금식 후 정맥혈을 채혈하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대사증후군의 최종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공복 혈

위와 같이 국소적인 복부 내장지방의 과잉축적이 대사증

당을 자동분석기 (Roche Hitachi, D2400, P800)를 이용하

후군과 죽상경화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

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총콜레스테롤은 enzymatic

할 때, 정확한 내장지방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colorimetric assay, 중성지방은 enzymatic assay without

들어 CT와 MRI의 등장으로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정확히

glycerol blank,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고밀도지단백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중 CT는 현재까지 내장지방 평

레스테롤은 enzymatic selective protection, 공복 혈당은

가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내장지방의 정도를 정확히

hexokinase method로 측정하였다.

5)

정량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러나 임상에서 CT를 이용하여 내장지방을 평가하는 데는

2) 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 및 피하지방

방사선 노출, 고비용, 장비 이용의 어려움 등 많은 제한점이

두께의 측정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임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내장지

전체 대상자에서 복부 초음파를 실시하여 복부 지방두께

방을 평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요구되었고, 그중 가장 손

를 측정하였다. 측정자 간 오차를 없애기 위해 동일 검사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내장

에 의해 Acuson sequioa (Acuson, Mountain View,

지방을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 초음파로 측정한 복부 내장

Califonia, USA) B-mode 초음파 4 MHz 타원형 탐촉자를

지방두께가 CT로 측정한 복부 내장지방면적과 유의한 상관

이용하여 제대 바로 위에서 소장의 장내가스가 포함되지 않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 되면서, 초음파는 방사

은 부위를 측정하였다. 복부 지방두께 측정 시 호흡에 의한

선 노출 없이 저비용으로 쉽게 내장지방을 평가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호흡의 흡기상태에서 호흡정지

6-8)

후 측정하였으며, 또한 탐촉자 압박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우수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초음파를 이

위해 탐촉자에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부 지방두께를

용한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를 포함한 죽상

측정하여 내장지방두께 (visceral fat thickness, VFT), 피하

경화증 위험인자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대사증후

지방두께 (subcutaneous fat thickness, SFT), 내장지방/피하

군 및 죽상경화증 유병의 예측인자로 유용한지 규명해 보고

지방두께비 (visceral to subcutaneous fat thickness ratio,

자 하였다.

VSR)의 세 가지 지표를 얻었다. 복근 (rectus abdominis)
내면으로부터 대동맥의 전벽까지의 최대두께를 내장지방

대상 및 방법

두께로 정의하였고, 복근 외면으로부터 피부사이의 최대두
께를 피하지방두께로 정의하였으며 (Fig. 1), 내장지방두께

1. 대상

와 피하지방두께로부터 내장지방/피하지방두께비를 얻었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건강증

다.

진센터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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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ltrasonic measurement of the abdominal visceral fat thickness
and subcutaneous fat thickness. Visceral fat thickness was defined as the
maximal distance between the internal face of the rectus abdominis
muscle and the anterior wall of the aorta, and subcutaneous fat thickness
was defined as the maximal distance between the skin and the external
face of the same muscle. SFT, subcutaneous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R, rectus abdominis muscle; L, linea alba; A, aorta; V,
inferior vena cava; VB, vertebral body.

3)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정의한 1.3 mm를 기준으로 이 이상 내강으로 돌출된 섬유
10)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NCEP-ATP III 에 근거한 진단

형, 섬유석회화형, 석회화형의 병소를 죽상경화판으로 정의

9)

하고, 이들의 동반여부를 관찰하였다.

기준에서 복부비만 항목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 에
서 제시한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을 토대로 한 대사증후군의

5) 통계분석

진단 기준 (modified NCEP-ATP III)을 적용하였다. 본 연
2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

구는 대상자 모두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의 비만 환자이
10)

므로 NCEP-ATP III 의 진단 기준 중 복부 비만 항목을

였으며, 모든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시행하였고, 통계수치

제외하고, 아래에 제시된 4가지 진단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군의 평균치 분석은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t-test를 이용하였고, 각 군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① 고중성지방혈증: ≥ 150 mg/dL

correlation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대사증후군과 죽상경

②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화증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인자의 분석에는 다중 로
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남성에서 < 40 mg/dL, 여성에서 < 50 mg/dL
③ 고혈압: ≥ 130/85 mmHg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

④ 공복 고혈당: ≥ 110 mg/dL

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 및 경동맥
죽상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질환의 예측을 위한 내장
지방두께의 적정 임계수치 결정을 위해 Receiver Operating

4)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한 내중막두께의 측정 및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구했다.

죽상경화판의 관찰
경동맥 초음파는 Acuson sequioa 고해상도 B-mode 초음
파 15 MHz 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여 동일한 검사자에 의하

결

여 측정하였다. 앙와위 상태에서 좌우측 경동맥의 종단면을

과

1. 성별에 따른 대상군의 임상양상과 복부 초음파로
측정한 지표

따라 경동맥 구부에 가장 인접한 총경동맥 후벽의 확대상에
서 가장 두꺼운 부위의 내중막두께를 측정하고 좌우측 내중
막두께의 산술평균치를 구하였다. 경동맥 내중막두께는 총

전체 연구대상자 200명을 성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경동맥 후벽의 내막에 해당하는 처음 고음영선 (echogenic

복부 초음파로 측정한 세 가지 지표 중 내장지방두께와 내

line)의 상연과 외막에 해당하는 두 번째 고음영선 상연 사이

장지방/피하지방두께비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부위에 죽상경화판 (athero-

0.001), 반면에 피하지방두께는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sclerotic plaque)이 있는 경우 죽상경화판이 포함되지 않은

(P < 0.001). 혈액 검사 중 공복 혈당은 남성에서 (P <

근위부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죽상경화판은 Multicenter

0.05),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여성에서 (P < 0.05) 유의

11)

하게 높았으며, 그 외의 검사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Isradipine Diuretic Atherosclerosis Study (MIDAS)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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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나이 (r = 0.394),

이가 없었다 (Table 1).

체질량지수 (r = 0.423), 수축기 혈압 (r = 0.277), 공복 혈

2. 복부 초음파로 측정한 지표와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

당 (r = 0.289), 총콜레스테롤 (r = 0.245), 저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 (r = 0.216), 중성지방 (r = 0.336), 고밀도지단백

복부 초음파로 측정한 지표 중 내장지방두께가 피하지방

콜레스테롤 (r = -0.229), 경동맥 내중막두께 (r = 0.560)와

두께나 내장지방/피하지방두께비에 비해 죽상경화증 위험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장지방/피하지방두께비는 남

자들과 남녀 모두에서 가장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장

성에서 나이 (r = 0.339), 수축기 (r = 0.432) 및 이완기 (r

지방두께는 남성에서 나이 (r = 0.385), 체질량지수 (r =

= 0.291) 혈압, 공복 혈당 (r = 0.282), 총콜레스테롤 (r =

0.289), 수축기 (r = 0.403) 및 이완기 (r = 0.212) 혈압, 공

0.218),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r = 0.209), 중성지방 (r =

복 혈당 (r = 0.301), 중성지방 (r = 0.321), 고밀도지단백콜

0.270)과, 여성에서는 나이 (r = 0.477), 저밀도지단백콜레

레스테롤 (r = -0.199), 경동맥 내중막두께 (r = 0.396)와 유

스테롤 (r = 0.214), 경동맥 내중막두께 (r = 0.404)와 유의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ultrasonographic indexes of subjects according to gender
Men (n = 109)
Age (years)

Women (n = 91)

51.6 ± 10

53.7 ± 9.6

26.5 ± 1.7

26.6 ± 2.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3.7 ± 18.5

131.8 ± 17.0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1.1 ± 11.5

78.9 ± 10.9

Fasting serum glucose (mg/dL)

103.7 ± 28.8

95.9 ± 17.9

Total cholesterol (mg/dL)

193.8 ± 35.0

198.9 ± 36.5

LDL-cholesterol (mg/dL)

128.1 ± 33.8

133.7 ± 34.5

Triglyceride (mg/dL)

179.7 ± 94.7

151.2 ± 111.2

HDL-cholesterol (mg/dL)

48.5 ± 10.3

52.9 ± 11.0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mm)

0.71 ± 0.63

0.61 ± 0.14

Visceral fat thickness (cm)

7.05 ± 1.20

5.70 ± 0.93

Subcutaneous fat thickness (cm)

1.43 ± 0.30

2.00 ± 0.40

5.2 ± 1.4

2.9 ± 0.7

2

Body mass index (kg/m )

Visceral to subcutaneous fat thickness ratio
All values are means ± SD.
* P < 0.05.
†P < 0.001.

*

*

†
†

†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ultrasonographic indexes with atherosclerotic risk factors
Men
SFT
Age
Body mass index

-0.201

*

*

0.273

*

Systolic blood pressure

-0.208

Diastolic blood pressure

-0.170

Fasting serum glucose

-0.101

Total cholesterol

-0.212

LDL-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Women

VFT

*

-0.171
-0.135
-0.012

-0.385

VSR
†

-0.289

*

-0.339

SFT
*

- 0.432

-0.212

*

-0.301

*

-0.403

0.148
0.143
-0.321

*

-0.199

*

†

-0.236

*

0.020

†

VFT
*

-0.321

VSR

0.394

†

0.477

0.423

†

0.040

*

0.192

†

-0.050

0.277

- 0.291

*

-0.064

0.180

- 0.282

*

-0.175

- 0.218

*

-0.036

- 0.209

*

- 0.270

*

-0.137

-0.075
-0.088
-0.006

†

0.100

0.289

*

0.059

0.245

*

0.189

0.216

*

0.214

0.336

*

0.149

*

-0.147

-0.229

†

*

†

-0.146
-0.052
- 0.560
0.404
Carotid IMT
0.099
-0.396
SFT, subcutaneous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VSR, visceral to subcutaneous fat thickness
ratio; IMT, intima-media thickness.
* P < 0.05.
†P < 0.001.

- 9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6 권 제 1 호 2007 －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피하지방두께는 남성에서 나이 (r =

또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죽상경화판이 동반된 죽상

-0.201), 체질량지수 (r = 0.273), 수축기 혈압 (r = -0.208),

경화증 환자는 남성에서 24명 (22%), 여성에서 10명 (11%)

총콜레스테롤 (r = -0.212)과, 여성에서는 나이 (r = -0.236),

이었다. 경동맥의 죽상경화판 동반여부에 따라 남녀별로 두

체질량지수 (r = 0.32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군으로 나누어 내장지방두께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죽상경

2). 나이와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에 내장지방두께와 죽상

화판을 동반한 군에서 없었던 군에 비해 내장지방두께가 남

경화증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내장지방두께

성 (6.79 ± 1.07 vs. 7.99 ± 1.17, P < 0.001)과 여성 (5.61

는 남성에서 수축기 혈압 (r = 0.319), 공복 혈당 (r =

± 0.89 vs. 6.44 ± 0.98, P = 0.026)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

0.295), 중성지방 (r = 0.399),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r =

았다 (Table 3).

-0.203), 경동맥 내중막두께 (r = 0.284)와 유의한 상관관

4. 대사증후군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인자의
분석

계를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수축기 (r = 0.233) 및 이완기
혈압 (r = 0.224), 공복 혈당 (r = 0.294), 중성지방 (r =

대사증후군의 유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위험인

0.362), 경동맥 내중막두께 (r = 0.420)와 유의한 상관관계

자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

를 보였다.

지단백콜레스테롤, 내장지방두께였으며, 이들 모두를 이용

3. 대사증후군 및 경동맥 죽상경화판 동반여부에
따른 내장지방두께의 분석

하여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에서 공복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내장지방두께가,

2

아시아인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지수 25 kg/m 이상을 적

여성에서는 수축기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

용한 modified NCEP-ATP III 기준으로 진단된 대사증후군

백콜레스테롤이 대사증후군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

환자는 남성에서 46명 (42%), 여성에서 38명 (42%)이었다.

인자로 나타났다. 나이, 체질량지수, 내장지방두께만을 이용

대사증후군 동반여부에 따라 남녀별로 두 군으로 나누어 내

하여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내장지방두께

장지방두께를 비교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군에

가 남녀 모두에서 대사증후군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

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내장지방두께가 남성 (6.49 ±

인자로 나타났고, 남성에서 내장지방두께의 비차비는 4.125

0.98 vs. 7.81 ± 1.05, P < 0.001)과 여성 (5.38 ± 0.95 vs.

(P < 0.001)로 유의하였으며, 여성에서도 내장지방두께의

6.14 ± 0.71, P < 0.0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비차비는 2.904 (P = 0.002)로 유의하였다 (Table 4).

Table 3. Comparison of the visceral fat thickness according to presence or abs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carotid atherosclerosis
Men (n = 109)

Women (n = 91)

Visceral fat thickness (cm)

Visceral fat thickness (cm)

Metabolic syndrome (-)

6.49 ± 0.98

Metabolic syndrome (+)

7.81 ± 1.05

Carotid plaque (-)

6.79 ± 1.07

Carotid plaque (+)
All values are means ± SD.
* P < 0.05.
†P < 0.001.

7.99 ± 1.17

5.38 ± 0.95
†

6.14 ± 0.71

†

6.44 ± 0.98

†

5.61 ± 0.89
*

Table 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metabolic syndrome using age, body mass index and
visceral fat thickness
Men
Odds ratio

95% C.I.

0.979

0.930~1.030

Body mass index (kg/m )

0.906

Visceral fat thickness (cm)

4.125

Age (year)
2

Women
Odds ratio

95% C.I.

P value

0.412

1.006

0.954~1.060

0.832

0.680~1.205

0.497

0.976

0.755~1.262

0.853

2.264~7.514

< 0.001

2.904

1.486~5.673

0.002

2

P value

X = 38.542 (P < 0.001)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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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동맥 죽상경화판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
정인자의 분석

6. 내장지방두께에 의한 대사증후군과 경동맥
죽상경화증의 예측

경동맥 죽상경화판의 유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위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과 경동맥

험인자는 내중막두께, 나이, 수축기 혈압, 저밀도지단백콜레

죽상경화증 유병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적 지표로써의 유용

스테롤, 내장지방두께였으며, 이중 내중막두께를 제외한 위

성을 위해 ROC 곡선을 이용하여 적정수치를 구하였다. 이

험인자 모두를 이용하여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경우 대사증후군 예측을 위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서는 남성에서 나이, 수축기 혈압이, 여성에서는 나이만이

높은 임계수치는 남성의 경우 내장지방두께가 7.25 cm이었

경동맥 죽상경화증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인자로 나

고, 여성의 경우 5.85 cm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사

타났다. 나이, 체질량지수, 내장지방두께만을 이용하여 시행

증후군 예측 시 남성에서 76%의 민감도와 89%의 특이도를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에서 나이와 내장지

가지며, 여성에서는 74%의 민감도와 79%의 특이도를 가지

방두께가 경동맥 죽상경화판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결정

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또한 경동맥 죽상경화증 예측

인자로 나타났고 나이와 내장지방두께의 비차비가 각각

을 위해 구한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가장 높은 임계수치

1.185 (P < 0.001)와 1.982 (P = 0.016)로 유의하였으며,

는 남녀 모두 민감도가 너무 낮아 적정수치로 보기 어려웠

여성에서는 나이만 경동맥 죽상경화판 유병에 관여하는 독

으며, 대사증후군 예측을 위한 적정 임계 수치인 남성에서

립적 결정인자로 나타났고 비차비가 1.155 (P = 0.009)로

7.25 cm와 여성에서 5.85 cm의 내장지방두께를 경동맥 죽

유의하였다 (Table 5).

상경화증의 예측에 적용시켰을 때는 남성에서 79%의 민감도
와 73%의 특이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80%의 민감도와 62%의 특이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arotid atherosclerosis using age, body mass index and
visceral fat thickness
Men
Odds ratio
Age (year)

Women

95% C.I.

P value

Odds ratio

95% C.I.

P value

1.185

1.084~1.295

< 0.001

1.155

1.036~1.287

0.009

Body mass index (kg/m )

0.876

0.605~1.267

0.480

1.232

0.858~1.769

0.259

Visceral fat thickness (cm)

1.982

1.136~3.458

0.016

1.708

0.581~5.026

0.331

2

X2 = 43.515 (P < 0.001)

X2 = 17.476 (P - 0.001)

C.I., confidence interval.

Fig. 2. Visceral fat thickness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in men and women (ROC curve).
A visceral fat thickness of 7.25 cm and 5.85 cm in men and women, respectively, was chosen as the
cutoff value to predict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with sensitivity of 76% and specificity of
89% in men, sensitivity of 74% and specificity of 79% in women. The area under the ROC curve was
0.844 in men and 0.762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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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을 증가시키고 또한 이로 인
21)

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

현재 비만은 그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증후군의 임상적 의의는 궁극적으로 죽상경화증과 이에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발전상과

따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

더불어 발생한 중요한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식생활의 서구화, 과잉 영

위와 같이 대사증후군과 죽상경화증 발병에 있어 복부

양 섭취, 도시화, 생활양식의 자동화로 인한 운동량의 부족

내장지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내장지방의 평가는

등의 이유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복부비만과 내장지방을 측정하는 가장 쉬운

되고 있다. 임상적으로 비만은 여러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

방법으로는 신체계측에 의한 평가로 전신비만의 지표인 체

환의 발생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질량지수 보다는 허리둘레와 허리/둔부 둘레비가 흔히 사용

는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한 비만의 정도뿐만 아니라 지방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체계측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조직의 체내 분포 차이도 이들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구별할 수 없어 같은 허리둘레와 허리/둔부 둘레비를 가

을 하고, 지방조직 중에서도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이 피

지더라도 내장지방은 많은 차이가 나 내장지방을 정확하게

1,2)

평가하기 어렵고, 내장지방을 정량화 할 수도 없는 문제점

내장지방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방조직의 분포

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 CT와 MRI의 등장으로 내

부위에 따라 다른 대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지방조

장지방과 피하지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직의 대사율은 복부 내장지방, 복부 피하지방, 대퇴부 피하

중 CT는 현재까지 내장지방 평가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

하지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

기초 지방분해율이 빠른 내장

고, 내장지방의 정도를 정확히 정량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

지방으로부터 지방 분해 산물인 유리지방산이 쉽게 간 문맥

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내장지방 평가 시 CT

지방의 순으로 왕성하다.

5)

14)

내로 유출되어 문맥혈 중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

의 경우 방사선 노출, 고비용, 장비 이용의 어려움 등 많은

증가된 유리지방산은 간의 인슐린 제거를 감소시켜 고인슐

제한점이 있으며, MRI도 방사선 노출 없이 내장지방을 평

4,15)

초저밀도지단백을

가하기에 유용하나 이 역시 임상에서 이용하기에는 비싸고

과잉 생산하게 하여 중성지방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고지혈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실제 임상진료에서 손

린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16)

그리고 내장지방의

쉽고 간편하게 내장지방을 평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요구

과다 축적은 포도당-지방산 회로 (glucose-fatty acid cycle)

되었고, 그중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를 이

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를 통한 근육의 포도당 이용과 저장을 방해하고 , 근육에

용하여 내장지방을 평가하는 것이다. 초음파는 내장지방두

서의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

께를 직접 영상화 할 수 있고, 방사선 노출 없이 적은 비용

4)

또한 지방조직에서는 종양괴

으로 쉽게 내장지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환자에

사인자-알파, 인터루킨-6, 플라스미노젠 활성억제자-1, 렙틴,

서도 시행할 수 있고, 반복측정이 용이하며, 내장지방두께의

아디포넥틴 등 다양한 아디포사이토카인 (adipocytokine)들

변화를 쉽게 정량적으로 추적 관찰 할 수 있어 임상에서 이

이 분비됨이 밝혀져 지방조직은 생물학적으로 활발한 기능

용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음파를 이용

을 가진 내분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도 내장지방

하여 복부 내장지방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가 CT로 측정한 내장지

으로 인한 대사 질환의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18-20)

위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내장지방

방면적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 복부 내장지방 평가에 있어

과 대사 질환과의 병인적 관계나 상세한 기전은 아직까지

초음파는 간편하고 믿을만한 방법이며 , CT로 측정한 내장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내장지방의 증가로 인슐린

지방면적과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 및 신체계측과

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이 초래되고 이것이 내장지방으로

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도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

인한 대사 질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인정받고

가 허리둘레나 허리/둔부 둘레비에 비해 CT로 측정한 내장

있으며,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대사증후군이다. 대사증

지방면적과 가장 좋은 상관관계를 보여 초음파가 내장지방

후군은 인슐린저항성에 따른 고인슐린혈증, 제2형 당뇨병,

을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대체방법으로 보고되어 있다.8) 본

고혈압, 이상지혈증과 같은 일련의 질환이 한 개체에서 동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내장지방 평가에 여러 장점을 가진

시에 군집해서 발생하고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상호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지방두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성을 갖는 하나의 질환군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또

복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두께가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

한 대사증후군은 죽상경화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부 내장지방두께는 여성보다

여러 인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사증후군의 존재 자체가 죽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었으

상경화증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죽상경화증으

며, 반면에 피하지방두께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증

보고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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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성인에서 대사증후군과 동맥경화증 예측인자로서 초음파를 이용한 복부 내장지방두께의 유용성 －

가되었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보았으며, 대사증후군과 경동맥 죽상경화증의 예측을 위

일반적으로 복부 내장지방은 동양인에서 서양인에 비해 같

해 구한 내장지방두께의 적절한 임계 수치는 비만 남성에서

은 체질량지수나 허리둘레에서 상대적으로 내장지방이 더

7.25 cm, 비만 여성에서 5.85 cm이었다. 본 연구는 대상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2),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서 많

수가 너무 적고 비만 성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 수치

23)

본연

가 비정상적인 내장지방을 진단할 내장지방두께의 절대적

Tokunaga 등 은 복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제대

문제가 있으며, 이 수치의 임상적 이용을 위해서는 앞으로

수준의 CT촬영으로 내장지방면적/피하지방면적비를 측정하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

여 0.4 이상일 때와 0.4 미만일 때를 각각 내장지방형

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비만 기준을 복부비만의

(visceral type)과 피하지방형 (subcutaneous type) 비만으로

지표인 허리둘레 대신 체질량지수만을 고려 한 점도 본 연구

정의하였으며, 그 후 내장지방형 비만인 경우 피하지방형

의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Ribeiro-Filho

비만보다 여러 대사 질환과 죽상경화증이 많음을 보고하였

등 이 100명의 비만 여성을 조사하여 내장지방형 비만의

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기준치는 될 수 없고, 더욱이 일반 성인에게 적용하기에는

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24)

25)

다.

8)

또한 동일한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의 조건하에서도

감별을 위한 초음파 내장지방두께는 6.9 cm으로 보고하였

내장지방이 많을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

다. 한국에서는 김 등 이 복부 비만이 없는 240명의 남성과

사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

106명의 여성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유병의

26)

려져 있다.

7)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

예측을 위해 구한 초음파 내장지방두께의 적절한 임계 수치

가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이자 대사증후군의 관련인자인 체

는 남성에서 4.76 cm, 여성에서 3.55 cm로 보고하였으며,

질량지수,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

비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초음파 내장지방두께

테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미 몇몇 연구에서

와는 차이가 있었다.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가 여러 대사 질환 및 심혈관
27-29)

계 위험인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고

이상의 결과로, 비만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

,

두께는 대사증후군 관련인자를 포함한 죽상경화증 위험인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

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대사증후군과 남성에서 죽

서 대사증후군 동반 시 내장지방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상경화증 유병의 예측인자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

있고, 동시에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 유병에 관여하는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부 초음파 검사 시 내장지방두께가

독립적 결정인자로 나타나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 유

유의하게 증가된 비만 성인은 대사증후군 및 죽상경화증의

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

모두에서 전신 죽상경화증의 지표로 인정받고 있는 경동맥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중막두께가 내장지방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동맥 죽상경화판 동반 시 내장지방두께가 유의하게 증가

ABSTRACT

되어 있어 내장지방두께가 경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에도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이와 체질량지수를 보

Background: Abdominal obesity with visceral fat

정하여 시행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내장지방두께

accumulation is known to be an important contributing

는 남성에서만 경동맥 죽상경화판 유병에 관여하는 독립적

factor to the development of metabolic syndrome and

결정인자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증례가 너무 적어 통계

atherosclerosis. Therefore, estimating the precise amount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상으

of visceral fat is an important step in assessing the risks

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of these diseases.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도 복부 비만은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죽상경화증의 증가와

ultrasonography is a simple, noninvasive and reliable

30,31)

연관성이 있고

, 초음파를 이용한 복부 내장지방두께는

method for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

visceral fat evaluation. This study was

undertaken primarily to investigate how visceral fat

져 있어32), 내장지방두께가 경동맥 내중막두께 및 죽상경화

thickness measured by ultrasonography correlates with

증과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atherosclerotic risk factors including components of

위와 같이 초음파를 이용한 내장지방두께가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and secondly to assess its usefulness

과 경동맥 죽상경화증이 동반된 비만 성인에서 의미 있게

as a predictor of metabolic syndrome and atherosclerosis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내장지방두께가 이들 질환을 예측할

in obese adults.

수 있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단적 지표로

2

Methods: Total of 200 obese (BMI ≥ 25 kg/m )

써의 유용성을 위해 ROC 곡선을 이용하여 적정 수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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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16 권 제 1 호 2007 －

subjects (109 men and 91 women) were recruited in this

in men and women aged 18-79 years. J Chronic Dis

study. An ultrasonographic evaluation of abdomen just

1987;40:421-8.

above the umbilicus was conducted to obtain three

3. Fujioka S, Matsuzawa Y, Tokunaga K, Tarui S.

ultrasonographic indexes, visceral fat thickness (VFT),

Contribution of intra-abdominal fat accumulation of

subcutaneous

the impairment of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in

fat

thickness

(SFT),

and

visceral

to

human obesity. Metabolism 1987;36:54-9.

subcutaneous fat thickness ratio (VSR). The measurements

4. Boden G. Fatty acids and insulin resistance. Diabetes

were taken cautiously to avoid distortions caused by

Care 1996;19:394-5.

respiration or compression. Also, an ultrasonographic
evaluation of carotid artery was conducted to evaluate

5. Zhao B, Colville J, Kalaigian J, Curran J, Curran S,

intima-media thickness (IMT) and to determine the

Jiang L, et al. Automated quantification of body fat

presence of atherosclerotic plaque. Concurrently serum

distribution on volumetric computed tomography. J

total

Comput Assist Tomogr 2006;30:777-83.

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6. Tornaghi G, Raiteri R, Pozzato C, Rispoli A, Bramani

triglyceride, fasting serum glucose, blood pressure and

M, Cipolat M, et al. Anthropometric or ultrasonic

body mass index (BMI) were measured.
Results: Of the three ultrasonographic indexes, VFT

measurements in assessment of visceral fat?: a

was most closely correlated with atherosclerotic risk

comparative study.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factors, and VFT was correlated with age, BMI, systolic

1994;18:771-5.

triglyceride,

7. Kim SK, Kim HJ, Hur KY, Choi SH, Ahn CW, Lim

HDL-cholesterol and carotid IMT in both male and

SK, et al. Visceral fat thickness measured by

female subjects. VF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ltrasonography can estimate not only visceral obesity

subjects

but also risks of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

blood

pressure,

with

fasting

serum

metabolic

glucose,

syndrome

and

carotid

Am J Clin Nut 2004;79:593-9.

atherosclerotic plaque than in those without these diseases
in both men and women. According to multiple logistic

8. Ribeiro-Filho FF, Faria AN, Zanella MT, Ferreira SR.

regression analysis, VFT was an independent determinant

Methods of estimation of visceral fat: advantages of

of metabolic syndrome in both men and women, and an

ultrasonography. Obes Res 2003;11:1488-99.
9.

independent determinant of carotid atherosclerotic plaque

WHO

West

Pacific

Region.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IOTF

in only men.

2000.

Conclusion: VFT using ultrasonography significantly
correlates with atherosclerotic risk factors including

10.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ecutiv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 obese adults. Also,

summary of the third report of the national cholesterol

VFT using ultrasonography can be used as a predictor of

education program (NCEP) expert panel on detection,

metabolic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syndrome

in

obese

adults

and

carotid

adults(adult treatment panel III). JAMA 2001;285:

atherosclerosis in obese male adults.

2486-97.
11. Furberg CD, Byington RP, Borhani NA. Multicenter

Key words: Visceral fat thickness, Ultrasonography,

Isradipine Diuretic Atherosclerosis Study (MIDAS).

Obesity, Metabolic syndrome, Atherosclerosis

Am J Med 1989;8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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