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원가에서 볼 수 있는 혈관질환 케이스 토론 (vascular damage in obesity) 

 

원 주 의 대: 김 장 영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인간의 삶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역병’으로 

언급하고 있고, 전세계 65억 명 인구 가운데 10억 명이 과체중이고, 이중 3억 명이 심각한 

병적 비만으로, 2015년에는 그 인구가 1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비만의 

경향은 세계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

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비만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전단계인 대사 증후군 (metabolic 

syndrome)을 최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대사 증후군의 사망률 및 심혈관 질

환 발생을 전향적으로 조사한 DECODE연구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사망률을 1.44배, 심혈

관 질환 위험율을 2.26배 증가 시키고, 여자는 각각 1.38배, 2.78배 증가 시킨다고 보고하

고 있다. 따라서, 비만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라기보다는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보이는 질

환으로 인식되며, 비만 환자의 임상 증례를 통하여 혈관 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를 알아보고

자 한다.  

증 례 

20세 남자 (대학생)  

주소: 입대 신체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혈압 

과거력: 특이 과거력 없음  

신체검사: 혈압 162/92 mmHg (24시간 병균 혈압; 159.4/93.9 mmHg, dipper) 

          맥박수: 101 /min  키: 177cm, 몸무게: 136.5 Kg BMI: 43.7 Kg/m
2
 

          허리둘레: 115cm. Waist/hip ratio: 0.98 

Visceral fat area: 173 cm
2
 (normal < 100cm

2
) 

Regular heart beat without murmur 

검사실 소견: total cholesterol: 205 mg/dL, triglyceride: 156mg/dL,  



LDL-cholesterol: 122mg/dL, HDL-C: 39mg/dL 

Apo A-I : 119mg/dL ( 104 <normal <200mg/dL), apo-B: 85mg/dL ( <133mg/dL) 

CRP: 0.62mg/dL (normal < 0.3mg/dL) 

Glucose: 92mg/dL, creatinine: 0.8mg/dL, uric acid : 7.0mg/dL ( <6.0mg/dL) 

AST:  42 U/L ( < 40), ALT: 71U/L ( <40), Na/K: 141/4.7 mM/L 

 

Imaging and functional study 

Chest PA: mild cardiomegaly (C/T ratio = 0.6) 

EKG: Normal EKG 

Echocardiography: eccentric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Septum and posterior wall thickness: 1.2cm, LV end-diastolic dimension: 5.7cm),  

LA size: 4.9cm, LA volume index: 31ml/m2 ( 22 ± 6) 

E velocity: 0.8m/S, A-velocity: 0.6m/S, E/e ratio: 6.2 

Common carotid IMT: left 0.72mm/ right 0.76mm  

(75% of age-sex normal range: 0.60mm) 

baPWV: 1076cm/s (right), 1074cm/s(left) : (ref < 1400cm/s) 

Ankle-brachial index: 1.19 (right), 1.12 (left) : (ref >0.9) 

Flow-mediated vasodilation: 5.4% 

 

Clinical diagnosis: obesity class III, metabolic syndrome, hypertensive heart 

Medications: telmisartan 80mg, felodipine 10mg, Sibutramine 15mg, pravastatin 10mg 



1. 비만의 평가 및 복부비만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만의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비만 학회에

서 과 체중의 기준을 신체 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23 이상, 비만의 기준은 신

체 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정의한다(표1).  

표1. 아시아 성인에서 체질량지수에 의한 과체중의 분류 및 건강 위험도 

분류 체질량지수(kg/m2) 비만관련질환의 위험 

저체중* <18.5 낮음 

정상체중 18.5∼22.9 보통 

과체중 ≥23.0  

위험체중 23.0∼24.9 위험 증가 

비만 1 단계(obese class I) 25.0∼29.9 중등도 위험 

비만 2 단계(obese class II) > 30 고도 위험 

비만 3 단계(obese class III) ≥ 40.0 극심한 위험 

출처: WHO 아시아 태평양 진단 기준 (2003년 제정) 

신체 질량 지수 이외에 허리둘레로 본 한국인의 비만의 기준은 남자 90cm (35인치) 이

상, 여자 80cm (31인치) 이상으로 정의한다 (표2).  

표 2.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아시아인의 복부 비만의 참고치 

  증가 극도로 증가 

남자 ≥ 90 cm ≥102 cm 

여자 ≥ 80 cm ≥88cm 

 출처: Wlorld Heath Organization /Asia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The Asia-

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management, Sydney: Health Communicationa 

Australia Pty Limited, 2000 



전세계적으로 인종,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비만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의하면 2001-2002년에 전 국

민의 비만 및 과 체중은 전체 성인 인구의 65.7% (비만: 30.6%) 이며, 이는 1999년의 61%

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0%에 이르고 있으며, 98년 26.3 %, 01년 29.6%, 05년은 30%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

다. 또한, 최근의 식이 변화에 따른 19세 이전의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소아 청소년의 31%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1970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청소년 비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비만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적인 역병’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다. 비만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동반되는 다양한 질환 때

문으로 그림 1와 같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역시 동맥 경화 관련 심혈관 합병증임이 잘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의 기준보다는 복부비만이 심혈관 질환과 밀

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 도상국의 심근 경색증 발생의 위험 요인을 조사한 



INTERHEART연구에 의하면, 심근 경색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체질량 지수 (OR: 0.98, 

0.88-1.09) 보다는 허리둘레가 유의한 연관성 (OR: 1.33, 1.16-1.53)을 보였다. 대표적인 

심혈관 코호트 연구인 Framingham 연구에서 비심인성 사망자의 부검조사를 해 본 결과 남

자의 경우 체질량지수와 조기 동맥 경화의 소견은 연관성이 있지만 여자의 경우 이런 연관

성이 적었다. 또한 체질량지수 자체 보다는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

사 증후군이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관상 동맥 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의 

추적 관찰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서 혈관 질환 사망률은 체질량지수는 영향이 없었고, 허리 

둘레가 남(OR: 2.31), 여 (OR: 8.71) 모두에서 유의하게 관계가 있었다. 또한, 주요 관동맥 

합병증도 심혈관 남녀 모두에서 체질량지수는 영향이 없었고, 허리 둘레가 남(OR: 2.05), 여 

(OR: 4.5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3).  

표 3 Prognostic value of high waist circumference beyond BMI: data from an analysis of 756 patients 

undergoing coronary angiography.
5
  

 Men  Women  

 Odds ratio (95% CI) P-value Odds ratio (95% CI) P-value 

Vascular mortality     

BMI 1.04 (0.62–1.73) 0.886 0.35 (0.10–1.20) 0.095 

Waist circumference 2.31 (1.16–4.60) 0.017 8.71 (1.78–42.68) 0.008 

Major coronary events     

BMI 0.99 (0.63–1.57) 0.965 0.47 (0.18–1.24) 0.128 

Waist circumference 2.05 (1.06–3.94) 0.032 4.55 (1.12–18.48) 0.034 

For BMI, data shown are standardized odds ratios adjusted for age, gender, smoking and total cholesterol. 

Similar adjustments were made for waist circumference including adjustment for BMI. Major coronary events 

were defined as fatal/non-fatal MI, sudden cardiac death, or mortality from congestive heart failure of ischemic 

etiology. 

출처 : Int J Obes 2005;29:785-791 

이상에서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예후는 전통적인 비만의 기준인 체질

량지수보다는 복부비만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2. 복부 비만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기전: 



과형성된 복부 비만 조직은 활발한 내분비 및 면역기능을 하며 다양한 adipokine을 분비한

다. 대표적인 adipokine물질은 인슐린 저항성 관련 물질 (예; 글라이세롤, 유리 지방산 분비, 

adiponectin 감소 등), 염증성 물질 (TNF-ā, IL-6, C-reactive protein등), 혈전 관련 물질 

(PAI-1)등이 있다 (표 4).  

표4 Overview of key adipokine 

Adipokine Key properties 
Secretion in 

abdominal obesity 

Adiponectin 

Anti-atherogenic, reduces risk of developing diabetes 

↓Differentiation of macrophages into foam cells 

↓Atherogenic vascular remodeling 

↓Hepatic glucose output 

↑Insulin sensitivity 

↓ 

IL-6 

Promotes inflammation, pro-atherogenic, promotes diabetes 

↑Vascular inflammation 

↑Hepatic C-reactive protein production 

↓Insulin signalling 

↑ 

TNF  

Pro-atherogenic/pro-diabetic 

Paracrine role in the adipocyte 

↓Insulin signaling 

↑Secretion of other pro-inflammatory mediators 

↑ 

C-reactive 

protein 

 

Promotes inflammation, pro-atherogenic 

Marker of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 

Predicts adverse cardiovascular outcomes 

↑ 

PAI-1 
Pro-atherogenic, pro-coagulant 

↑Atherothrombotic risk 

↑ 

Resistin 

Exacerbates insulin resistance 

↓Insulin signaling 

↓Endothelial function 

↑Vascular smooth muscle proliferation 

↑ 

이런 물질은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데, 국소적으로는 비만세포의 대식 세포등의 

염증세포 침윤을 유발시키며 IL-6와 TNF-α등과 같은 염증 관련 싸이토 카인의 분비 증가 

및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adiponectin과 같은 물질의 분비를 저하시킨다. 이에 따른 



염증의 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전신적으로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은 지방조직의 

가수 분해를 조장하여 유리 지방산의 분비가 촉진되며, 이런 유리 지방산은 각 장기 (근육, 

간, 췌장 세포 등)에 흡수가 되어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증폭시킨다. (그림 2)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 물질의 상승은 혈관 내피기능 장애, 중성 지방의 증가, 

고혈압, 당 대사 장애, HDL콜레스테롤의 저하, small dense LDL콜레스테롤의 증가 CRP의 

상승 등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혈관의 동맥 경화의 촉진 및 당뇨병을 유발한다. 이러

한, 다양한 전신적 대사장애를 임상적으로는 복부비만과 연관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의 

군집(cluster)를 보이는데 이를 대사 증후군 (metabolic syndrome)이라고 한다.  

 

그림 2. Pathophysiologic effects of visceral adiposity( the impact of cytokine and free fatty acid) 

 IL, interleukin; TNF, tumor necrosis factor; ROS: reactive oxygen species,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 

 

대사증후군은 1988년 Reaven이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인 “ cardiovascular risk factor 

syndrome”을 처음 명명하였다. 이는 임상적으로 허리 둘레의 증가, 중성 지방의 증가, 고

혈압, 당 대사 장애, HDL콜레스테롤의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001년의 



NCEP-ATPIII 나 최근 2005년의 IDF진단 기준에 따라 진단된다 (표5). 이 중 허리둘레는 

인종의 차이를 인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90cm이상을 여자는 80cm이상을 기준으

로 하여 진단된다. 대사 증후군은 서론에 언급하였던 DECODE연구에서와 같이 심혈관 질

환의 발생 및 사망률에 유의하게 증가시켜 임상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외도 대사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10,357명을 대상으로 한 

NHANES의 보고에 의하면 대사 증후군은 급성 심근 경색증의 위험 (OR: 2.01) 및 뇌졸증

의 위험(OR: 2.16)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사망의 위험율을 2.02배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복부비만의 비만조직은 다양한 adipokine을 매개로 전신의 인

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내피기능 장애,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혈증 등의 중요한 동맥 

경화의 위험인자를 증가시키며, 이는 임상적으로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되고 차후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5 Diagnostic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Defining Entity 

Risk Factor World Health 

Organization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NCEP)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BMI BMI>30Kg/m2 or   

Waist/Hip ratio    

Men >0.09   

Women >0.85   

Waist circumference    

Men  >40 in (102 cm) 

> 90 cm in Korea 

> 90 cm in Korea  

Women  >35 in (88 cm) 

> 80 cm in Korea 

> 80 cm in Korea 

Triglyceride >150 mg/dl ≥150 mg/dl ≥150 mg/dl 

HDL Men <35 mg/dl <40 mg/dl <40 mg/dl 

HDL Women <40 mg/dl <50 mg/dl <50 mg/dl 

Blood pressure antihypertensive therapy 

or BP≥140/90mmHg  

antihypertensive therapy or 

BP≥135/85mmHg 

antihypertensive therapy or 

BP≥135/85mmHg 

Glucose Type 2 DM or Impaired Fasting glucose ≥110 mg/dl Fasting glucose ≥100 mg/dl 



glucose tolerance or Type 2 DM 

Requirement for diagnosis Confirmed type 2 DM or 

Impaired glucose 

tolerance and Any other 2 

or the above criteria 

Any 3 of the above criteria Central obesity plus 2 of 

others 

 

3. 비만과 현성 심혈관 질환 합병증의 연관성  

정맥 질환: 비만한 사람은 우심실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잘 붙는다. 그 이유

는 비만한 경우 심실의 충만기압의 상승과 다리 정맥 판막의 기능 부전에 의한다. 특히, 허

리 둘레가 100cm이상인 경우는 정맥 혈전증이 잘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

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는 약 2.42배의 정맥 혈전증의 빈도가 높다. 따라서, 비만한 경우 정

맥 혈전증 및 이로 인한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혈압: 비만한 경우 고혈압은 매우 자주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6배의 위험이 

증가한다. 약 10킬로그램이 높으면 수축기는 평균 3.0 mmHg 이완기는 2.3mmHg 증가하고, 

추후에 뇌 경색의 위험은 24%, 관동맥 질환의 위험은 12%증가한다.  

비만 시 혈압이 상승하는 기전으로는 지방 세포의 증가에 의한 체액양의 증가 및 심박출량

의 증가, 내피기능 장애에 의한 말초 저항의 증가, 교감 신경계의 항진, 전신의 adipokine에 

의한 염증의 증가로 설명한다. 그 외에도, 비만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이차적인 혈

압이 증가도 보인다.  

비만을 동반한 고혈압인 경우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는 잘 알려져 있으며, 1킬로그램 감량 

시 수축기는 1-4mmHg, 이완기는 1-2mmHg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고혈압 환자는 항고혈압 약물 치료와 더불어 체중감량 치료가 필수적이다.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비만이다. 앞서 기술한 데로, 비만에

서 고혈압을 유발하는 임상적 원인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미국의 통계에 의하

면 4천만 명이 수면 호흡장애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외에도 부정맥, 심부전, 심근 경색증의 다른 



순환기 질환과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임상가가 비만한 경우 문진에서 수면 무호흡

증의 증거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별을 하여 치료를 요한다.  

뇌졸증: 비만과 뇌졸증은 비만과 연관된 고혈압 당뇨병등의 합병증에 의해서도 유발되지만, 

비만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21,414명의 의사

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25-30인 경우 25이하인 군에 비해 허혈

성 뇌졸증은 1.35배 출혈성 뇌졸증은 1.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0이상인 

경우는 각각 1.87배, 1.92배 증가하며, 체질량 지수 1증가 시 허혈성 뇌졸증은 4% 출혈

성 뇌졸증은 6%의 상대 위험률이 증가한다.  

이는 전술한 데로 비만에 의한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 물질의 상승, 혈관 내피기

능 장애, 중성 지방의 증가, 고혈압, 당 대사 장애, HDL콜레스테롤의 저하, small dense 

LDL콜레스테롤의 증가로 인한 동맥 경화증의 악화에 기인한다.  

관상 동맥 질환: 비만의 의한 동맥 경화의 주요 표적 기관은 관상동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만의 모든 형태의 관상 동맥 질환 (급성 심근 경색, 불안정형 또는 안정형 협심증)의 

발생의 위험 인자이다. 또한, 이미 관상 동맥 질환을 진단 받고, 관상 동맥 중재술이나 관

상 동맥 우회술을 시행한 환자의 재발 및 예후의 중요한 인자이다. 이는 특히 복부 비만

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과 중성 지방 상승에 따른 산화 LDL콜레스테롤 증가에 기인하여 

관동맥 질환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며, 관상 동맥 우회술의 경우는 수술 후 합병증인 폐

동맥 전색증의 증가, 수술 후 폐렴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호발 하여 수술의 예후를 나

쁘게 한다. 따라서, 관상 동맥 질환의 일차 및 이차 예방을 위해서 비만의 관리는 필수적

이다.  

심부전: 비만은 앞서 언급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등)의 발생을 증

가시키고 혈역학적으로는 심장의 충만기 압력을 증가시켜 수축기 및 이완기 심부전의 발

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nchaiah등의 보고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 1상승

에 따라 남자의 경우 5% 여자의 경우 7%의 심부전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비만은 심부전의 발생을 증가시키나 체중 감소가 심혈관 질환의 예후가 호전된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으며, 유럽 및 미국의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치료 지침은 없다.  

부정맥: 비만은 부정맥 및 심장 돌연사를 증가 시킨다. Framingham 연구에 의하면 비만한 

경우 심장 돌연사가 40배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전적으로는 비만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심전도의 QTc의 간격이 증가하며, 심장 돌연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QRS

의 끝부분의 후 전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심장의 자율 신경계 장애를 동반

하여 심 박동 가변성의 감소가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4. 비만과 preclinical atherosclerosis 

비만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이전에 심장과 혈관

의 비치명적 중간 종점을 (intermediate endpoint)를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치료 및 예방

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좌심실 비후여부, 동맥 경직도, flow-mediated vasodilatation (FMD)등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른 위험인자를 고려하여도 비만자체가 좌심실 비후

를 유발하고, 경동맥의 동맥 경화를 촉진하며, FMD를 저하시키며, 동맥 경직도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기관에서는 한국 정상 성인의 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고자 코호트 연구인 

Atherosclerosis RIsk of Rural Area iN Korea General population (ARIRANG)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비만에 따른 preclinical atherosclerosis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0세에서 70

세까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속적인 1716명(남자: 40%)을 대상으로 심초음파를 이용하

여 심장 구조 및 수축, 이완기 기능,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였다. 비만의 기준은 아시

아인 국제기준에 따라 (1) 정상 (BMI < 23, n=551); (2) 과체중 (23 ≤ BMI < 25, n=427); 

(3) 비만 (BMI ≥ 25, n=738)의 세 군으로 분류하였고, 비만자체의 의한 각 지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성별, 혈압,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변수들을 보정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56.4±8.3세, 여자가 54.3±7.9세 였으며, 남자의 46.9%, 여자의 40.3%

가 비만에 해당되었다. 좌심실구혈율(EF) 및 상대 심근벽 두께(relative wall thickness)는 

세 군간에 비슷하였다. 그러나, 이완기 좌심실 크기(LVIDd), 확장기말 용적(EDV), 좌심실 

질량 지수(LVM index와 LVM/m
2.75

)는 세 군에서 순차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LVIDd, 

cm: 4.8±0.5, 4.9±0.5, 5.1±0.6, p<0.01; EDV, ml: 111.2±26.9, 116.2±25.6, 128.3±33.5, 

p<0.01; LV mass index, g/m²: 73.8±18.8, 76.2±18.3, 82.5±21.7, p<0.01; LVM/m
2.7

, 

g/m
2.7

: 32.7±8.7, 35.6±8.9, 41.3±11.6, p<0.01). 이완기의 지표인 좌심방 용적 지수(LA 

volume index), deceleration time과 E/E ’ 비는 순차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LA 

volume index, ml/m²: 17.3±5.2, 18.7±4.9, 20.1±5.7, p<0.01; DT, msec: 224.4±58.7, 

226.7±60.8, 242.3±68.1, p<0.01; E/E’ratio: 9.9±4.1, 10.3±3.1, 10.9±3.1, p<0.01). 또한, 

평균, 최대 및 최소 경동맥 내중막 두께도 순차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IMT average, 

mm : 0.565±0! .126, 0.591±0.133, 0.630±0.162, p<0.01; IMT maximum, mm : 0.700±

0.165, 0.727±0.181, 0.783±0.213, p<0.01; IMTminimum, mm : 0.433±0.123, 0.455±

0.120, 0.474±0.136, p<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건강한 정상 성인에서 비만도가 증

가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좌심실의 편심 비대(LVIDd, EDV, LV mass index and LVM/m
2.7

), 

이완기 장애(LA volume index, Decerelation time and E/E’ ratio) 및 경동맥의 동맥 경화

성 변화와 관련을 보였다.   

5. 비만 치료 (체중 감량) 와 심혈관 질환 

비만의 체중 감량은 장단기적으로 비만관련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이상지혈증,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체중감량 자체가 심

혈관 질환의 자체의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자료는 부족하다. 아래 내용은 

비만 치료인 생활 치료 (다이어트 및 운동 요법) 약물치료 및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식이 요법: Tsai등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체중감량에 효과적임



이 밝혀 졌다. 비만에서 하루 800Kcal이하로 철저한 식이를 조절한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체중의 15-25%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치료를 2년간 장기적으로 추적 시 

약 반수에서 다시 체중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가 힘든 현실적인 문

제가 있다. 장기적인 체중 조절에 효과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나, Avenell등에 의하면 저

지방 식이가 평균 3.55Kg(95% CI -4.54 to -2.55 Kg)의 체중감량과 더불어 이상 지혈증 

및 혈압을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diet regimen이 비만에서 심질

환 발생 및 장기적 예후에 유리한지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은 확립되지 않았다.  

참고적으로 체중 조절을 위한 금식이나, 단백질만 섭취하는 다이어트 (일명 황제 다이어

트 등)등의 다이어트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점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특히 한때 국내에서 유행한 단백만 흡수하는 다이어트 치료는 심각한 부정맥을 초래

한다는 보고가 있어 피해야 한다. 더불어, 시판되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비만의 합병증을 줄

인다는 신뢰할만한 보고는 없다.  

수술적 치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체질량 지수가 35이상인 비만은 수술적 치료 (위  

절 제 술  등 )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Cloguitt등의 2005년 전의 24개의 수술적 치료 및 비

수술적 치료를 비교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앞선 언급한 고도 비만에서 내과적 치료에 비해 

수술적 치료가 우월하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 

디자인의 문제가 있어, 수술 방법 및 수술의 유효성 안정성에 대한 평가의 새로운 임상 연

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006년 발표된 미국 연방 정부 자료에 의하면 비만 치료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 40%

가 6개월 안에 합병증을 보인다고 밝혔다. 합병증으로는 구토와 설사, 복부 탈장과 감염, 폐

렴, 호흡기 질환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와 소장의 접합 시술이 잘못돼 위의 소화액

이 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는 적응증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심스럽게 고

려하여야 하겠다.  

약물치료: 최근 비만의 약물치료제는 매우 각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두 가지 약은 



orlistat와 sibutramine이다. Orlistat은 pancreatic lipase inhibitor로 음식물의 지방 흡수 

억제제이다. 최근의 임상연구에 의하면 생활 치료와 Orlistat를 치료하면 장 단기적으로 체

중 조절이 가능하며, 관동맥 위험인자인 이상 지혈증 및 고혈압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심혈관의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관계의 부작용으로, 때때로 이런 부작용으로 약물 순응도를 저하

시키는 경우가 있다.  

Sibutramine은 중추성 serotonin-norepinephrine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으로,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비만 치료에 사용된다. 최근 2년간의 추적 관찰된 보고에 

의하면 체중조절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그 외로 혈당의 조절, 이상 지혈증의 호전을 보

고하고 있다. 그러나, Sibutramine 역시 장기 추적에서 심혈관의 발생률 및 사망률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주의할 것은 약리작용상 norepinephrine 에 작용하여 고혈압

이 있으면서 비만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중인 약물로는 cholecystokinin, topiramate, zonidamide등이 연구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복부 비만에서 endocannabinoid system의 항진되어 있음이 밝

혀져 이를 억제하는 CB1 수용체 억제제인 rimonabant가 개발되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 중이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체중감소, 허리둘레의 감소, 

이상 지혈증의 호전을 보고하고 있다. 향후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6. 요약  

비만의 동맥 경화의 위험인자는 체질량 지수 보다는 허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심혈관 예

방에 더욱 중요하며, 진료실에서 신체 계측 시 반드시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비만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 치료 시 비만에 따른 표현되는 개별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고 중성 지방, 고혈압 등)를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환의 근원인 되는 복

부 비만에 대한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본이 되는 식이요법 및 운동 등의 생활 개선 

치료가 치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생활 개선 치료와 더불어 복부 비만을 개선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물 (시부트라민과 올리스타트)나 수술적 치료 (고도 비만)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최근 비만에서 endocannabinoid system을 억제하는 CB1 수용체 억제제인 

rimonabant가 개발되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 중으로 향

후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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