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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노인비만은 중요한 보건사

The problem of obesity among the elderly group has
become an important public health issue with the rapidly

회적인 문제이다. 노인비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만의 진
단기준과 다른 진단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rising elderly population. Additional or different obesity
criteria, apart from the general criteria of adult obesity, is
needed to diagnosis obesity in the elderly population. Proper

의학적 상태, 동반질환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

treatment of obesity for the aged group is necessary because
obesity is related to various medical conditions, diseases and

므로 노인비만은 적합한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골밀도와 근육
량 등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ncreased mortality. When managing obesity in the elderly
group, caution should be taken not to decrease their bone
density or muscle volume.

중심단어: 노인, 비만, 진단기준, 근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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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화에 따른 신체 구성의 변화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
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09년 10.7%에서

노화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

2018년에는 인구의 약 1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러한

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서 체질량지수를 중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에서도 마찬가

년성인처럼 비만의 진단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할 것인

지로서 앞으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보건사회적인 문제로 인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화에 따른 체성분 변

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비만 인구 또한 증가하게 되

화로는 복강 내 지방, 근육 내 지방, 간지방 등 지방량은 증

고, 이에 따라 비만과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가하는 반면, 제지방은 감소(특히 하지 근육량)하는 특징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노인에서 건강문제로 자리 잡게 될

2)
갖고 있으며, 이는 체중의 변화가 없이도 일어난다. 근육량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인비만은 일반적인 성인 비만의

의 감소는 근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신체기능을 유

특징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을 치료하는 임상의

지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지방조직 외 체지방

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의 증가, 특히 근육 내 지방축적은 종양괴사인자-알파, 인터
류킨-6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근육의 단백대
2)

사를 저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체성분의 변화는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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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신체활동, 대사기능 및 질병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친

고유한 근감소증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Table 1). 그

다. 아울러 노인에게 적합한 비만의 진단기준에 대한 연구

전까지는 노인에서 체질량지수보다는 허리둘레와 허리-엉덩

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Fig. 1).

이 둘레비로 중심성 비만증 동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임
상적으로 유용하다.

노인비만의 평가
노인비만의 관련 질환
비만의 정의는 건강을 위해할 정도의 과도한 지방축적이
라 할 수 있다.3)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일반 성인에서

비록 비만이 성인에서 조기사망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

사용되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및 허리-엉덩이 둘레비와

으로 알려졌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비만이 수명 연장에

같은 비만의 진단기준이 노인에서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하

미치는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결과를 보

여 새롭게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라는 개념을

여주고 있다.

4-6)

3,8,9)

이를 비만의 역설(obesity paradox)이라고

최근 유럽노인근감소증연구회(European

하는데, 많은 연구에서 비만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진행

Working Group on Sarcopenia in Older People)는 지속적,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체중감소는 이러한 질환

전신적 골격 근육량 및 근력의 감소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

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데 반해, 총 사망률과

였다. 아울러 근력이 근육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과체중과 비만 심혈

문에 근감소증의 진단에는 근육 기능의 감소(근력 또는 수

관 질환 환자가 저체중과 정상체중 심혈관 질환 환자에 비

제시하고 있다.

2,7)

그러나 체질량지

하여 낮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수의 비만기준이 동서양에 차이가 있듯이, 한국인 노인에게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의심되는, 과체중

행기능)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Fig. 1. Suggested mechanisms of sarcopenia.

Table 1. Avaliable diagnostic tools for sarcopenic obesity
Variable
Muscle volume

Muscle power
Physical Performance

Diagnostic tool
Bioimpedence analysis
Dual-emission X-ray absorptiometry
Anthropometry
Handgrip strength test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Walking speed
Get-up-and-g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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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비만한 40~70세 남자에서 고강도의 운동을 통해 수명

시키고23) 건선 관절염과도 연관이 있다.24) 이는 비만환자에

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만의 역설이 바

서 아디포넥틴, 렙틴과 같은 아디포카인의 변화가 염증반응

10)

25)

즉 과체중이거나 비만

뀔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혈관 환자라도 운동의 강도가 낮을 경우 정상적인 체중의

4. 요실금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비만의 역설에서 보이는
이로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과이며 적절한 강도의 운동의

특히, 여자에서 요실금은 비만으로 인한 복부의 하중이

효과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

증가함으로써 복강 내 압력과 방광 내 압력이 상승하여 발

서 노인비만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개념

생된다.

26-29)

여성 노인에서도 비만은 기존의 요실금을 악화

30,31)

시킨다.

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암

1. 심혈관 질환
모든 연구마다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비

유방암의 7~15%와 장관암의 11~14%가 비만과 연관성

만의 역설처럼 과체중 및 중등도 비만은 심장보호 작용이

을 가진다.32) 폐경 여성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으면 유방암의

있어 보인다.

9)

33,34)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체질량지수가 노인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과

35)

상인보다 비만인에서 발병 위험이 높다.

연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허리둘레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체지방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11)

그 외 담낭암, 췌

장암, 전립선 암 등 역시 비만한 노인에서 그 위험이 증가한

과도

36,37)

다는 보고가 있다.

한 체중감소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보고도 있다(Table 2).

, 대장암도 정

11,12)

비만한 사람에서 암의 위험이 증가하

는 것은 성호르몬들과 종양조직 및 유방, 자궁내막, 난소,
전립선 등 스테로이드에 민감한 조직 간의 결합과 연관이

2. 대사적 질환

38-40)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으로 활동적이고 허리둘레가 작은 노인은 당뇨병

포의 선택적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다.

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적다.13,14)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

41)

6. 만성 통증

로 노인에서도 지방과 제지방을 같이 보는 체질량지수보다

노인에서 흔한 만성통증은 비만과 관련이 깊어, 70세 이

는 지방의 분포와 관련성이 높은 허리둘레 또는 허리-엉덩
9,15,16)

에스트로겐이 암전구 세포와 암세

비만한 노인

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정상에 비해 비만

남자에서 성선기능저하증은 더욱 흔하며 대사증후군의 특

하면 2배, 심하게 비만하면(체질량 지수 35 kg/m2 초과)

이 둘레비가 당뇨병와 연관성이 더 높다.

폐경여성에서는 지방세포로부터 유래

4)
4배 더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물리

된 향족화 에스트로겐이 성선호르몬의 대다수를 구성하게

적인 하중, 저등급의 염증반응 증가,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불내성 등의 대

및 골관절염 등의 비만관련 질환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42)

17)

징과 연관이 있다.

사적 이상을 유발하기 보다는 복강 내 지방의 축적을 증가

7. 인지기능 장애, 치매

18,19)

시켜 대사적 이상을 유발하게 된다.

비만과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3. 관절염

43,44)

있다.

인지기능의 저하는 이상지질혈증45), 고혈당46) 및

비만한 사람의 경우 과도한 긴장이이 무게를 지탱하는

대사증후군47) 등 혈관 위험 인자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21)

반면에 심한 관절염이 있

혈관성 치매와 달리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10개의 코호트

으면 움직임의 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에너지 소비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논문의 결과를 보면 알츠하이머병의 발

감소를 초래하여 체중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 외 비

병에 비만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관절의 골관절염을 유발한다.

22)

만은 소관절의 골관절염을 일으키고

즉, 과체중은 위험성이 없으며, 비만뿐 아니라 저체중도 치

통풍의 위험을 증가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mortality and obesity indices among the elderly who never smoked
2

< 18.5

18.5~25

25~30

≥ 30

Hazard ratio (95% CI)

4.5 (1.4~-14.5)

Ref.

0.8 (0.5~1.2)

2.6 (1.3~5.3)

< 79

79~94

94~102

≥ 102

1.0 (0.2~4.2)

Ref.

1.7 (1.1~2.8)

1.6 (1.0~2.8)

BMI (kg/m )

WC (cm)
Hazard ratio (95% CI)

BMI, Body mass index; CI, confidence interval; WC,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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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8) 하지만 체

다.

58,59)

중증가, 허리둘레 증가 및 피부주름 두께 증가는 모든 연구

익과 손실을 고려한 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노인비만에서 수술적 치료는 치료에 따른 이

에서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

8. 기능장애

론

노인에서 운동 능력은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 등의 위험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비만에 대해 의사들이 많은 관심

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13개의 단면연구와 15개의 종

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노인비만은 현재

적 연구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근육량의 상대적 혹은 절대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만의 진단기준과는 다른 진단기준

감소와 동반된 지방조직의 증가는 운동성과 기능 손상에 영

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향을 준다고 한다.49) 체구성이 향후 운동 부전에 미치는 영

진행되고 있다. 비록 진단기준의 다양성이 존재하더라도 노

향을 입증할 수 있는 전향적 연구가 요구된다.

인에게서 비만은 중, 장년층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질환
및 기능 장애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치료해야

노인비만의 치료

할 문제이다. 다만, 노인비만은 치료할 때에는 일반적인 관
점과는 다르게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노인의 체중조절은 복합적인 장애, 허약, 근감소, 운동성

한다. 향후 노인비만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노인비만

과 기능의 제한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적인

의 진단기준과 치료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사항을 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50) 그럼에도
노인에서 체중감소 치료에는 반드시 뼈와 근육의 감소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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