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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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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Obesity Defined by Body Mass Index and Metabolic Status in the Elderly

Jaekyung Choi,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obesity defined by body mass index (BMI) and metabolic status in the
elderly.
Methods: The correlates of combined BMI (normal weight, <23.0; overweight, 23.0 to 24.9; obese, ≥25.0 kg/m2) and meta-
bolic status (metabolically healthy, 0 or 1 metabolic abnormality; metabolically abnormal, ≥2 metabolic abnormalities) were
assessed in a cross sectional sample of 1,043 subjects aged 60 years and older. Metabolic abnormalities included abdo- 
minal obesity, elevated levels of triglyceride and fasting glucose, elevated blood pressure, and low high-density lipopro- 
tein cholesterol level.
Results: Only abdominal obes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verweight and obese phenotypes among the metaboli- 
cally healthy and abnorrnal subjects. The correlations of the metabolically healthy and abnormal status wi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among normal-weight and obese subjec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Of the included metabolic abnormalities, only abdominal obesity was observed to be associated with obesity 
as defined by the BMI in our elderly subjec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into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s underly-
ing these different phenotypes and their impact on health i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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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인자로 체질

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심장혈관 및 대사적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1,2). 하지만, 최근에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 기존에 알려져 있는 비만에 대한 

질병과 건강위험인자의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3-5). 이런 구분으로 정의하면, 대사적으로 건강

하지만, 비만한 사람들(metabolically healthy but obese indivi- 

duals, MHO)은 비만하지만, 심장혈관 및 대사적 위험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경우이며,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지만, 정상체중을 갖는 사람들(metabolically obese but normal- 

weight individuals, MONW)은 정상 체중을 가지지만, 심장혈

관 및 대사적 위험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이다
3-7). 

MHO의 경우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고, 비만한 사람들에 

비해 내장지방이 적고 염증 상태가 좋은 편이며, 허혈성심장질

환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과들이 알려졌다
8-10). 반면에 

MONW는 인슐린 저항성이 MHO 보다 더 높았으며, 당뇨병이

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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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분에 대한 임상적 의미와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

고,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와 특히 노인에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특성들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상

본 연구는 서울의 일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타에서 검진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은 60세 이상의 성인 

1,066명 중 검사 결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 23명을 제외한 1,043

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2. 방  법

신체계측은 검진용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키(m)와 몸무게(kg), 허리둘레(cm),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mmHg)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를 사용한 비만의 정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의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에서 제안한 25 kg/m2 

이상으로 하였다13).

연령, 성별, 교육 정도, 월평균 소득, 혈압약, 당뇨약 등의 

현재 복용 약물과 생활양식인 음주, 흡연,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기입식 문진표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음주는 14 g의 알코

올을 함유하는 음주량을 1단위로 정의하였으며 1주일당 음주

횟수와 1회당 음주량을 통하여 계산하였고, 1주일에 7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음주군으로 정의하였다. 흡연에 대해서는 

현재 흡연하지 않는 금연군과 현재 흡연하고 있는 현재 흡연군

으로 구분하였다. 활동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시행된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조사하여 한 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시행하여 정기적 운동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군을 비운동군으로 분류하였다.

혈액검사는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에서 정맥혈을 이용하

여 혈당,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인슐린,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 

CRP) 등을 측정하였다. 대사적 위험인자에 대한 기준은 Ame- 

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 

titute에서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였다14). 그 기준에서는 대사

적 위험인자에 대해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

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의 5가지를 정의하였다. 

그 중 높은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mmHg 이상이거나 이완

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외에도 고혈압약을 복용중인 

경우도 포함하였고, 높은 혈당은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

이거나 당뇨약을 복용중인 경우로 하였다. 고중성지방혈증은 

150 mg/dL 이상,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는 40 mg/ 

dL 미만, 여자는 50 mg/dL 미만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부

비만은 복부둘레에 대해 2006년도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기준인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으로 하였다15). 

인슐린 저항성 평가 방법인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HOMA-IR)은 [공복인슐린(μU/mL) × 공

복혈당(mg/dL)]/405로 계산하였다16).

비만의 정의에 따른 분류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하였고,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대사적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을 갖는 경우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으로, 1개 이하를 갖는 경우를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으로 정의하였다17).

3. 통계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PASW statistics ver. 17.0 (SPSS Inc., Chi- 

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과 대사적으

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에 따라 정상 체중을 갖는 군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양식

과 대사 이상에 대한 과체중과 비만의 교차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상 체중을 갖는 군을 

기준으로 우도비 경향분석법을 이용하여 경향분석을 시행하

였다. 또한, 정상 체중을 갖는 군에서 생활양식에 대한 대사적

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의 교차비와 비만한 군에서 생활양식

에 대한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의 교차비는 다중로지스틱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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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
Metabolically healthy Metabolically abnormal

Normal weight 
(n=231)

Overweight 
(n=135)

Obese 
(n=61)

Normal weight 
(n=125)

Overweight
(n=181)

Obese 
(n=310)

Age (yr)  65.7±4.8  64.5±4.3  65.5±4.7  66.4±5.7  66.4±5.3  66.1±5.0
Male 151(65.4)  79 (58.5)*  32 (52.5)*  67 (53.6) 117 (64.6) 171 (55.2)
BMI (kg/m2)  21.0±1.6  23.8±0.6*  26.3±1.2*  21.3±1.4  24.0±0.6*  27.2±1.9*

Waist Circumference (cm)  77.7±5.8  83.7±4.8*  88.6±6.6*  80.3±5.9  87.1±5.5*  93.5±6.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9.6±12.9 121.1±12.5 120.3±12.2 128.5±16.1 129.9±13.1 131.7±13.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8.3±9.5  78.3±9.4  78.0±9.2  81.1±10.6  83.3±9.4  84.2±9.9*

Fasting glucose (mg/dL)  90.3±13.0  89.5±13.6  89.4±11.0 107.3±29.0 101.7±23.1 105.1±28.0
HbA1c (%)   5.6±0.6   5.5±0.5   5.4±1.1   6.1±1.1   5.9±0.8   6.1±1.0
Triglyceride (mg/dL)  92.4±38.0  98.4±42.0 104.9±40.9* 161.3±127.2 159.4±81.3 163.3±87.5
HDL-C (mg/dL)  62.4±15.9  59.2±13.8  56.3±11.6  52.2±15.0  49.6±12.1  51.1±11.6
LDL-C (mg/dL) 118.0±27.9 127.6±28.7* 135.6±28.1* 119.6±33.0 125.9±34.1 126.2±31.6
Insulin (IU/mL)   3.2±1.8   4.5±2.4*   6.0±4.3*   5.2±3.5   7.2±3.9*   7.7±4.4*

HOMA-IR   0.7±0.4   1.0±0.6*   1.4±1.0*   1.4±1.3   2.0±1.6   2.0±1.3
hsCRP (mg/dL)   1.3±1.2   1.3±1.3   1.2±1.2   3.5±1.9   2.6±1.5   2.1±1.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or number (%).
BMI, body mass index; HbA1c, glycosylated hemoglobin;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p-values <0.05 vs. normal weight within metabolic subgroup by analysis of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 1,043명 중 430명(41.2%)은 대사적으로 건강

하였으며, 616명(58.8%)은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가지고 

있었다.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에 따른 분류로는 356명

(34.2%)은 정상 체중을 가졌고, 316명(30.2%)은 과체중이었

으며, 371명(35.6%)은 비만이었다. MHO는 61명(5.8%)이었

고, MONW는 125명(12.0%)이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 

내에서는 정상 체중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과체중과 비만군

은 남자가 적었으며,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저밀도콜레스테롤, 

인슐린, HOMA-IR은 더 높았다. 중성지방은 비만군에서 더 

높았다. 대사적으로 이상소견을 갖는 군 내에서는 정상 체중군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인슐린이 더 

높았으며, 이완기 혈압은 비만군에서 더 높았다(Table 1).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 내에서 생활양식과 대사적 특성에 

대한 과체중과 비만군의 교차비를 살펴 보면, 나이와 성별, 

현재 흡연, 위험음주, 비운동,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

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

만은 정상 체중군을 기준으로 하여 과체중과 비만군의 교차비

가 각각 15.38 (95% 신뢰구간, 3.05-77.58), 183.23 (95% 신

뢰구간, 28.51-1177.6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

을 가졌다.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 내에서 생활양식

과 대사적 특성에 대한 과체중과 비만군의 교차비를 살펴 

보면, 나이와 성별, 현재 흡연, 위험음주, 비운동,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을 

보정하였을 때 복부비만은 정상 체중군을 기준으로 하여 과체

중과 비만군의 교차비가 각각 7.34 (95% 신뢰구간, 3.31- 

16.32), 61.80 (95% 신뢰구간, 27.12-140.81)이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가졌고, 높은 혈압은 나이와 성별, 

현재 흡연, 위험음주, 비운동, 복부비만, 높은 혈당, 고중성지

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을 보정하였을 때, 정상

체중군을 기준으로 하여 과체중과 비만군의 교차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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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of metabolically abnormal status asso- 
ciated wi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normal-weight subjects

Characteristic Crude odds ratio Multivariate-adjusted*

Current smoking 1.26 (0.70-2.25) 1.18 (0.59-2.35)
At-risk drinking 1.07 (0.67-1.70) 1.16 (0.62-2.17)
Sedentary activity 0.85 (0.50-1.43) 0.97 (0.57-1.66)
*Each factor was adjusted for age, sex, and every other factor 
in the table.

Table 4. Odds ratios of metabolically healthy status associated 
wi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obese subjects

Characteristic Crude odds ratio Multivariate-adjusted*

Current smoking 1.61(0.75-2.77) 1.05 (0.65-1.98)
At-risk drinking 1.10 (0.53-2.26) 0.82 (0.34-1.96)
Sedentary activity 0.76 (0.41-1.39) 0.92 (0.44-1.95)
*Each factor was adjusted for age, sex, and every other factor 
in the table.

Table 2. Odds ratios of overweight and obese phenotypes to behavioral and metabol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Metabolically healthy p for

trend

Metabolically abnormal p for 
trendNormal 

weight    Overweight      Obese Normal 
weight    Overweight     Obese

Current smoking
  Crude 1  1.08 (0.60-1.92)   0.69 (0.13-1.24) 0.195 1 0.80 (0.43-1.47)  0.50 (0.28-0.90) 0.015
  Multivariate-adjusted† 1  1.19 (0.59-2.41)   0.76 (0.20-1.60) 0.517 1 0.78 (0.35-1.74)  0.77 (0.31-1.93) 0.603
At-risk drinking
  Crude 1  0.88 (0.52-1.47)   0.85 (0.41-1.78) 0.568 1 1.03 (0.59-1.80)  1.10 (0.67-1.80) 0.696
  Multivariate-adjusted† 1  1.04 (0.57-1.89)   1.16 (0.40-3.33) 0.803 1 0.86 (0.41-1.82)  1.37 (0.60-3.10) 0.325
Sedentary activity
  Crude 1  1.52 (0.95-2.43)   1.49 (0.80-2.77) 0.082 1 0.91 (0.56-1.48)  1.06 (0.68-1.65) 0.683
  Multivariate-adjusted† 1  1.34 (0.78-2.31)   1.38 (0.58-3.31) 0.301 1 0.76 (0.41-1.39)  1.01 (0.53-1.92) 0.800
Abdominal obesity
  Crude 1 16.50 (3.75-72.60) 110.81 (25.23-486.61) <0.001 1 6.72 (3.58-12.58) 46.69 (24.63-88.50) <0.001
  Multivariate-adjusted† 1 15.38 (3.05-77.58) 183.23 (28.51-1177.61) <0.001 1 7.34 (3.31-16.32) 61.80 (27.12-140.81) <0.001
Elevated blood pressure
  Crude 1 1.15 (0.73-1.79)   0.87 (0.47-1.61) 0.902 1 1.48 (0.85-2.57)  1.53 (0.93-2.52) 0.128
  Multivariate-adjusted† 1 1.07 (0.58-1.97)   3.21 (0.94-10.95) 0.141 1 2.00 (0.86-4.66)  2.49 (1.02-6.07) 0.061
Reduced HDL-C
  Crude 1 0.95 (0.31-2.89)   0.84 (0.18-3.98) 0.825 1 0.96 (0.59-1.55)  0.72 (0.46-1.12) 0.098
  Multivariate-adjusted† 1 1.53 (0.43-5.48)   1.75 (0.16-19.33) 0.481 1 1.44 (0.73-2.82)  1.15 (0.56-2.35) 0.868
Elevated triglyceride
  Crude 1 0.91 (0.37-2.20)   1.01 (0.32-3.16) 0.945 1 0.71 (0.45-1.12)  0.72 (0.49-1.08) 0.166
  Multivariate-adjusted† 1 1.03 (0.34-3.10)   3.78 (0.52-27.56) 0.391 1 0.90 (0.49-1.68)  1.25 (0.64-2.43) 0.398
Elevated fasting glucose  
  Crude 1 0.67 (0.32-1.34)   0.13 (0.02-0.95) 0.018 1 0.64 (0.40-1.03)  0.57 (0.37-0.87) 0.013
  Multivariate-adjusted† 1 0.48 (0.17-1.35)   0.69 (0.07-7.19) 0.221 1 0.67 (0.35-1.25)  0.87 (0.44-1.67) 0.889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y likelihood ratio test for trend, †Each factor was adjusted for age, sex, and every other factor in the table. 

2.00 (95% 신뢰구간, 0.86-4.66), 2.49 (95% 신뢰구간, 1.02- 

6.07)이었으며, 경계역상으로 유의한 경향성을 가졌다(p for 

trend=0.061) (Table 2).

정상 체중군 내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에 대한 대사적으

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의 생활양식에 대한 교차비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과 위험음주, 비운동군에 대한 나이와 성별, 다른 

생활양식을 보정하였을 때 각각 1.18 (95% 신뢰구간, 0.59- 

2.35), 1.16 (95% 신뢰구간, 0.62-2.17), 0.97 (95% 신뢰구간, 

0.57-1.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비만군 

내에서도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에 대한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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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군의 생활양식에 대한 교차비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과 

위험음주, 비운동군에 대한 나이와 성별, 다른 생활양식을 

보정하였을 때 각각 1.05 (95% 신뢰구간, 0.65-1.98), 0.82 

(95% 신뢰구간, 0.34-1.96), 0.92 (95% 신뢰구간, 0.44-1.9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특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체질량

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연관된 대사적 이상 소견은 복부비만 

뿐이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 내에서는 비만할수록 여성비

율이 높아졌으며, HOMA-IR과 저밀도콜레스테롤이 증가하

였고, 복부비만이 더 많았다.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 내에서는 비만할수록 복부비만이 더 많았다.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라 현재 흡연, 위험음주, 비운동 

등의 생활양식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노인에서의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관련 연구는 많지 않고, 유병률에 대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1999- 

2004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에서 비만한 

사람 중 22.1%가 대사적으로 건강했다17). 국내에서 2005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에서 비만한 사람 중 남자는 34.7%, 여자는 28.2%가 대사적

으로 건강했으며, 정상 체중을 갖는 사람 중 남자는 24.2% 

여자는 32.6%가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사람들이었다18). 

본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 중 16.4%가 대사적으로 건강했으며, 

정상 체중을 갖는 사람 중 35.1%가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가졌고, 전체 중 MHO는 5.8%, MONW는 12.0%였다.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1999-2004의 자료

를 이용한 연구에서 20세 이상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MHO는 9.7%, MONW는 8.1%이였으며17), 국내에서 

2005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20세 이상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MHO는 15.2%, 

MONW는 8.7%였다18). 이는 노인에서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비만한 사람 중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사람이 적고, 

정상 체중인 사람 중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사람이 

많음을 나타낸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 모두에서 체성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체중의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난다19). 즉, 노화에 

따른 체성분의 변화는 체중의 변화 없이도 발생하며, 체지방이 

증가하고 제지방량 또는 근육량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이런 체성분의 변화는 신체 구획에 따라 달리 

발생하고, 이는 체중의 변화 없이도 발생한다20). 피하지방량

은 감소하고, 복강 내 지방은 증가함으로 지방의 재분포가 

발생하게 된다21). 최근 국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복부비만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22). 

이런 노인에서의 체성분 변화에 대한 특성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비만과 대사 질환과의 관계가 일반 성인에서와 노인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대사적인 이상 소견이 비만과 연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단지 복부비만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노인에서는 그 자체로 대사 질환의 위험인자이

며, 이는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보다는 체성분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노인에서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의 대사적 이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노인에서는 체성분 변화 외에도 나이 증가에 따른 

척추골 높이의 감소와 추간연골수축으로 인한 키의 감소가 

체질량지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젊었을 때와 똑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더라도 키가 줄어듬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더 높게 측정되어 실제보다 더 많이 비만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젊었을 때의 키를 물어보아 보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라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양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몇몇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비만한 사람에서 대사적 이상 소견이 

적었으며, 신체활동량이 적을수록 정상체중을 갖는 사람에서 

대사적 이상 소견이 많았다4,17,18).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대사적으로 건강한 과체중 또는 비만한 여성에서 운동을 해도 

심혈관대사 위험에 대한 좋은 효과는 관찰하지 못했다고 보고

하였다23). 금연은 비만한 사람에서 대사적 위험을 줄이고 

적정 음주는 정상체중인 사람에서 대사적 위험의 감소와 연관

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7,18). 운동은 대사적 위험을 감소시

키고 체중 감소와 체성분의 호전에도 효과가 있다24,25). 음주는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의 대사적 위험인자와 연관이 있지만, 

그 관계가 아직은 모호하다26,27).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라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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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연관성의 

차이를 보였을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기에 비만하거나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

을 갖는 경우에 건강한 생활양식을 지키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는 많아 선택 오류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비만과 대사 상태에 대한 흡연, 음주, 운동 등의 생활양식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경우를 정의할 때 대사증후군의 구성인자로 정의하여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도 대사적으로 정상인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비만을 정의하였

으므로 대사적 이상과 연관관계가 더욱 큰 내장 지방량이나 

전체 지방량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서구보다 우리나라

와 같은 아시아 인종에서, 또는 젊은 사람보다 본 연구 대상자

들인 노인에서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28,29). 하지만, 현재 비만

의 진단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했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임상에 더 유용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는 일개 대학병원의 건강검

진센타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노인에서의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상

태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논문이 거의 드문 상태에서 본 연구가 

1,043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수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강점이라 하겠다. 젊은 성인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기존연구에서 연관성을 보인, 체질량지

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상태에 따른 특성들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것에 대해 

앞으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만과 대사상태에 따른 적절

한 접근방식과 관련 기전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요   약

연구배경: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노인에서의 특성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

에서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대사 상태에 따른 특성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60세 이상 노인 1,043명에 대해 체질량지수(정상, 

<23.0; 과체중, 23.0-24.9; 비만, ≥25.0 kg/m2)와 대사상태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 대사적 위험인자 1개 이하; 대사적으

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 대사적 위험인자 2개 이상) 와 결합된 

분류에 따른 특성을 단면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사적 

이상으로는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고밀도콜레스테롤혈증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과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 내에서 단지 복부비만 만이 과체중과 비만을 갖는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정상 체중과 비만을 

갖는 군 내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군과 대사적으로 이상 

소견을 갖는 군은 생활양식과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결론: 노인에서 체질량지수로 정의된 비만과 관련된 대사

적 위험인자는 복부비만 뿐이었다. 이에 대한 병태생리적 

기전과 그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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