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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세계적으로 비만의 유병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어, 2009~2010년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Na t i o n a l  H e a l t h a n d Nu t r i t i o n 

Examination Survey; NHANES) 성인 남성의 

35.5%, 성인 여성의 35.8%가 비만으로 분류되었다[1]. 

국내에서도 성인 비만 유병률은 1998년 26.0%에서 

2011년 31.4%로 증가하였다[2]. 비만은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비롯하여 각종 암 발생의 유의한 위험인

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질량지수만으

로 기준한 비만은 대사 질환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

험도를 예측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

에 따라 대략 10~25%의 비만 환자의 경우 대사적으로

는 건강하며(metabolically healthy)[3], 반대로 미국

의 NHANES III 통계 자료에서는 남성의 4.6%, 여성

의 6.2%는 정상 체질량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

군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  한국의 

NHANES III 분석 결과는 훨씬 더 많은 12.7%의 대상

자에서 체질량지수가 25 kg/m2 미만임에도 대사증후

군이 동반되었다[5]. 이와 같이 체질량지수는 비만이지

만 대사적으로 건강한 성인을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MHO), 체질량지수는 정상이지만 대사적 위

험요인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Metabolically Obese 

Normal Weight (MONW)라 지칭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와 같은 MHO와 MONW의 병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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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obesity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type 2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CVD), the 
association of obesity with cardiometabolic disorders and mortality varies widely among obese individuals. 
Recently, unique subsets of individuals have been getting novel attention; metabolically obese but normal 
weight (MONW) and metabolically healthy obese (MHO) people. The MONW individuals, despite having a normal 
body mass index (BMI), display several risky phenotypes including reduced insulin sensitivity, high blood 
pressure (BP) andatherogenic lipid profiles which contribute to the increased risk of CVD. On the cont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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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risk stratification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CVD. This manuscrip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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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MHO와 MONW의 

임상적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  론

1. 병태생리

MHO 대상자의 경우 체질량지수는 높지만,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지혈증의 소견이 없는 반면[6], 

MONW 대상자는 체질량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

슐린 저항성이 높으며,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된다

[7]. 이러한 MHO와 MONW를 구별 짓는 병태생리학적 

요인으로는 ① 체성분 구성 및 체지방 분포의 차이 ② 

염증 반응 및 산화스트레스의 차이가 거론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 및 신체 운동량, 식습관 등의 생활 환경적 

요인이 상기와 같은 병태생리학적 차이를 결정짓는 원

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1) 체성분 구성 및 체지방 분포의 차이 

체질량지수는 사용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현재 비만 

진단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체질량지수와 체

지방도는 정비례의 관계가 아니다[8]. 지방 조직은 현재 

능동적인 내분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세포

에서 분비되는 여러 아디포카인들이 지방대사, 에너지 

항상성 및 인슐린 감수성을 조절하면서 비만 관련 대사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 지방 조

직도 내장 지방과 피하 조직에 따라 대사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복부 내장 지방은 혈중 유리

지방산의 농도를 높이고, 대사적으로 유해한 아디포카

인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반면[10], 대퇴의 피하지방은 

lipoprotein lipase의 활성도가 높고 hormone 

sensitive lipase의 활성도는 낮기 때문에 혈청 중성지

방 농도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복부 내장 지방의 영향을 완충해 주거나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11]. Brochu 등은 MHO특징을 갖고 있는 

폐경 후 여성은 대사적 이상이 동반된 비만한

(Metabolically Abnormal Obese: MAO) 폐경 후 여

성에 비하여 전체 체지방량은 유사하지만 복부 내장 지

방이 49% 감소된 것을 보고하였다[12]. 또한, Stefan 

등은 핵자기 공명 분광법으로 측정된 근육 및 간에 침착

된 지방 분율이 MHO 그룹에서 MAO 그룹에 비하여 현

격히 낮음을 확인하였다[13]. 

이와 같은 체내 지방 분포의 차이는 혈중 아디포카인

의 농도 차이도 유발시키는데, 822명의 아프리카계 미

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비비만군에서 측정된 

혈청 아디포넥틴 농도의 평균 값보다 높은 농도를 갖고 

있는 비만군의 상당수가 MHO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14]. 최근 근육도 지방 조직과 상호 작용

을 일으키며 체내 항상성 및 대사 질환의 발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교실에서는 

최근에 MONW 특성을 갖고 있는 남성에서 정상 대조

군에 비하여 근감소증의 위험도가 연령, 흡연력, 음주

력, 신체 활동량 및 고민감도 C-반응 단백을 보정한 후

에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odds ratio 

11.30, 95% confidence interval, 1.73–73.28)[15]. 

이와 같이 체성분 구성 및 체지방의 분포 특성에 따

라서 동일 체질량지수 내에서도 대사적 이상 동반 유무

가 다양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체지방의 

분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체질량지수로는 비만의 

대사 위험도 평가를 정확히 수행할 수 없으며, 체성분 

구성 및 체지방 분포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주는 

새로운 신체학적 지표 발굴이 필요하겠다. 

2) 염증 반응 및 산화스트레스의 차이 

체내 만성적 염증 반응의 항진은 산화스트레스 및 인

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동맥경

화증을 매개하는 주요 병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Esser 등은 복부 내장 지방 조직 내에서의 대식세포 침

윤 및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이 MAO군에 비하여 

MHO군에서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복부 내장 

지방 조직으로부터 얻어진 대식세포 내에서 caspase-1 

및 inteleukin-1β의 발현도 MHO군에서 MAO군에 비

하여 유의하게 낮아[16], 지방 조직내의 염증 반응 경로

의 활성 자체가 두 그룹 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Fetuin-A는 염증 반응이 항진된 간에서 분비가 촉

진되는 주요 헤파토카인으로, Kloting 등은 MHO 그룹

에서 MAO 그룹에 비하여 혈중 fetuin-A의 농도가 유

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17]. 반대로, 혈장 내 산화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농도 및 산화스트레스를 반

영하는 표식자로 잘 알려진 8-epi-prograglandin F2

α의 소변 내 농도는 MONW 그룹에서 정상 체중을 가

진 대사 질환이 없는 대조군에 비하여 연령, 음주력, 흡

연력 등의 고식적 위험인자 교정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

되어 있어[18], 체질량지수에 상관 없이 산화스트레스

의 항진이 대사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킴을 알 수 있

었다.  

2. 임상적 의의

현재까지 MHO 및 MONW의 임상적 의의에 관련된 

다수의 코호트 연구 및 단면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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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트 연구는 주로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에 대하

여, 단면 연구는 무증상성 동맥 경화증 지표와의 연관

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 MHO의 임상적 의의 

MHO군에 대한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에 대한 코호

트 연구는 주로 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

들은 MHO를 정의한 기준, 연구 참여자의 수 및 추적 

관찰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기저에 당

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없던 2,903명의 성인을 11년간 

추적 관찰한 Framingham Offspring Study에 의하

면, MHO 특징을 갖고 있던 대상자들은 정상 체중 대조

군에 비하여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발생에 유의

한 증가가 없었으며[19], Calori 등에 의하면 15년간 추

적 관찰 결과도 마찬가지로 MHO군에서 심혈관, 암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20]. 하지만, 최근 5,269명의 Whitehall II 코호트를 

평균 17.7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서는 MHO 그룹

도 MAO 그룹과 마찬가지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사

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21], 기저에 당뇨병이 

없던 건강한 중년의 1,758명의 남성을 약 30여년간 추

적 관찰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MHO군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22]. 최근 14개의 MHO관련 코호

트 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 전체 사망률 및 심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MHO 그룹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여 준 연구는 전체 연구의 대략 

30% 정도였지만, 나머지 연구들도 모두 MHO군에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추적 기간이 길

수록 MHO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3]. 따라서, MHO는 비만군이 대사적 위험군으로 이

행해가는 중간 단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Soriguer 등은[24] 약 37.1%의 MHO 대상자가 6년뒤 

추적 관찰 시 MAO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환됨을 

보고하여, MHO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유동적인 개

념임을 강조하였다. 

MHO군에 대한 단면 연구로는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 

및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s의 비교가 가장 많

이 이루어졌는데, MHO 그룹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서 무증상성 동맥 경화증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 MHO군의 심혈

관 질환 위험도는 정상과 MAO군의 사이 정도로 예측

되었다[23]. 따라서, MHO군은 비만 관련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 군이라는 인식 보다는, MHO군

에서 대사적 이상이 동반되는 MAO군으로의 이행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규명하여, MHO군에서 MAO군

으로의 전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하겠다. 

2) MONW의 임상적 의의 

MHO에 대한 연구가 주로 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것에 반하여 MONW에 대한 연구는 아시아인을 대

상으로 주로 보고되고 있다. 아시아인의 경우 비만의 

유병률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서구인에 비하여 높은 내

장 지방 함유율 및 낮은 근육량을 보이고 있어, 동일 체

질량지수에 비하여 쉽게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MONW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체로 

대사증후군이 없는 정상 체중군에 비하여 MONW군이 

유의한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발생의 고위험군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MHO군보다도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junen 등은[25] MONW군이 MHO군에 비하여 

Framingham risk scores (FRS)가 18.7% 대 10.4%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근 이 등의[26] 연

구에 의하면 MONW군의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s (CACS)는 MAO군과 유사하여 MONW군의 고

위험군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심혈관 질

환의 발생은 MONW 그룹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2~3배 가량 증가하였고[19], NHANES III mortality 

study에 의하면, 정상 체중을 보이나 체지방 분율이 가

장 높은 삼분위수 환자를 MONW군으로 정의하여 8.8

년간 추적 관찰하였을 때 MONW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다른 혼란 변수 보정 후에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률이 2.2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교실에서도 2,137

명의 노인들을 10년 추적 관찰한 결과 MONW군은 다

른 위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MHO군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상대적 위험도가 1.8배

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27]. 

따라서, 정상 체중이라도 대사적 위험 요인의 동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봄으로써,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으로의 이행에 대한 예방 지침을 조기에 적용할 대상인

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결  론 

현재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체질

량지수는 대사 위험도의 정확한 판별에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MHO와 MONW의 특성을 갖고 있는 대상

군을 정확히 감별해 내고 두 그룹 간의 병태생리적 차이

를 규명하는 일은 비만 관련 대사 질환 및 심혈관 질환

의 예방 정책을 적용할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층화하

고,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을 

밝혀 냄으로써 보다 근원적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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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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