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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경변증 환자에서 골격근 감소와 피하지방조직이 사

망률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 

 

암 환자에 있어서 골격근의 저하 또는 피하지방조직의 변화가 불량한 

예후와 관련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간경변증에 있어서도 현재 이에 

대하여 관한 연구 또한 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골격근의 감소의 경우 

간경변증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1 피하지방 

조직과 간경화환자의 예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간경화 환자에서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 

및 골격근을 측정하여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성별 및 

간경변증의 진행 정도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 및 비만지표들에 따른 

식도정맥류 및 복수 같은 간경화 합병증의 발생의 차이점 또한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550명의 환자에서 피하지방조직과 내장지방조직 및 골격근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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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요추 3번(L3) 위치에서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단위면적을 키로 나누어 내장지방조직지수(visceral adipose tissue index, VATI, 

cm2/m2)와 피하지방조직지수(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SATI, 

cm2/m2), 골격근지수(skeletal muscle index, SMI, cm2/m2)를 계산하였다. 

근감소증은 상용화된 cut-off value를 사용하여 분류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여성의 경우 SMI <39 cm2/m2, 남성의 경우 <50 cm2/m2 로 

정의하였다.2 지방조직지수의 cut-off value는 본 연구의 SATI 및 VAT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환자들 중 대부분은 남성 이었으며(n=436, 

79.2%) 평균 연령은 53.8 ± 10.0 세였고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 의 평균은 10.4 ± 3.0 였다. 인체 구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에서 SMI가 높게 나타났으며(p=0.001), SATI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p=0.001). 총 550명의 환자 중, 높은 SATI를 가진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76.1%였으며, 낮은 SATI 환자들의 5년 생존율 65%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g-rank P =0.019). 낮은 VATI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67.6%로 측정되었고, 높은 VATI 환자에서의 60.5%와 비교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log-rank P =0.657).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44.5%로 나타났으나,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 74.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log-rank P <0.026). 

성별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을 경우 여성 간경변증 환자 중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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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 level을 가진 환자군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djusted HR= 0.292, 95% CI: 0.098-0.869 p=0.027) 남성 간경화 환자에서는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adjusted 

HR= 1.469, 95% CI: 1.013-2.131 p=0.043). 또한 MELD score에 따른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여성 간경변증 환자 중 MELD score 10 이상 환자군에

서 높은 SATI level과 생존율이 연관을 보였으며, 남성 환자의 경우 MELD 

score 10미만 환자군에서는 높은 SATI level과 생존율이, MELD score 10 이상 

환자군에서는 근감소증과 사망률이 연관성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높은 SATI를 

갖은 환자 군의 경우 낮은 SATI 환자군보다 명확하게 적은 식도정맥류 출혈

이 나타났다(HR=0.421, p<0.001). 복수의 경우 높은 SATI 환자 군에서 낮은 

SATI 환자 군보다 더 적은 경향을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HR, 0.715; P=0.070). 본 연구 결과 여성에서 내장지방조직

지수가 아닌 피하지방조직지수의 증가가 환자의 생존율과 연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감소증은 남성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본 연

구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골격근 외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을 측정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을 예측하는 매개변수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지방조직의 분포가 예후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핵심 되는 말: 근감소증, 피하지방, 내장지방, 간경변증,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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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간경변증은 간이 오랜 기간 계속된 부담으로 인해 섬유화되는 증상으로 환

자의 삶의 질의 저하, 노동력의 감소, 제한적인 신체활동, 병원에 입원 등의 

영향을 끼쳐 큰 경제학적 및 사회적 손해를 일으키는 질병이다.3 이러한 간경

변증 환자는 종종 매우 적은 신체적 활동과 함께 단백질에너지 손실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골격근 부피의 감소와 근력 약화를 의미 하는 근감소증

(sarcopenia)이 흔히 나타나게 된다.4 최근 연구들을 통해 근감소증이 간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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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낮은 생존율을 예측하는 요소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5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만성 간질환 환자의 영향 상태의 측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제기 되고 있다.6 

 

비만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의 기초위험인자로 여겨진다.7 환자의 비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그 동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를 측정

하여 그 영향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 고령에서 낮은 BMI의 경우 사

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BMI가 사망률에 더 많은 연관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나 최근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암 

및 소모성 질환 환자에서 비만 지표가 높은 경우 사망률이 낮은 “Obesity 

Paradox” 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0 이를 통하여 BMI만으로 환자

의 예후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고 거론되고 있다.11  

 

최근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골격근의 저하 또는 피하조직의 변화

가 암환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근거들이 증가하고 있으며11 흑인, 

백인, 황인 등 다양한 인종에서 내장지방조직지수가 높을 경우에 당뇨병 유병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2, 13 피하지방조직지수에 관해서는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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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14, 15 이러한 당뇨 환자군 중 여성 환자에서 피하지방이 높을 경우 

새로운 당뇨의 진단이 더 많이 되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6  이는 성별간에 

지방 대사의 차이17 또는 성별 간의 인슐린 저항성 및 신체 구성의 차이18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골격근,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 등 다양한 비만

지표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들을 컴퓨터 단층촬영 및 자

기 공명 영상 등의 검사로 요추 3번(L3) 위치에서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 요추 3번 위치에서 관찰 가능한 부위는 인체의 큰 주요 근육들 및 기

능성 근육들(psoas, erector spinae, quadratus lumborum and transversus 

abdominus, external and internal obliques, and rectus abdominus)을 포함하

고 있어, 요추 3번이 골격근 분석의 최적의 위치로 지정되었다.20 현재 골격근

의 감소가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의학적 합의는 도출되고 있으나1 

피하지방조직과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경화 환자에서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 및 골격

근을 측정하여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으며, 성별 및 간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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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의 진행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 및 비만지표들에 따른 식도정맥류 및 복수 

같은 간경화 합병증의 발생의 차이점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 1월 ~ 2014년 5월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화기내과

에서 간경변증으로 확진 된 20세 이상의 성인 환자 중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

행 받은 615명의 환자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추적 자료가 없거나 간세포

암종을 진단 받은 65명의 환자를 제외한 총 5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으로 진행하였다. 환자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연령, 간경변증의 원인, 간경

변증의 Child-Pugh stage, 당뇨 과거력, 알부민, 총빌리루빈, 반복적 복수 유

무, 혈청 크레아티닌, MELD score, BMI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간경변증은 임상적 소견에 따라  (i) 혈소판 수치 <100,000/μL와 초음파 소견

상 간경화를 시사하는 경우(blunted, nodular liver edge accompanied by 

splenomegaly (bipolar diameter > 12cm)), 또는 (ii) 문맥압 항진증을 의미하

는 복수, 식도 또는 위 정맥류, 간뇌병증 같은 임상적 증상들이 있는 경우 진

단 되었다.21 간경변증 환자를 MELD Score 10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

었다. 본 연구의 1차 평가 지표는 생존율이었으며, 생존율은 추적조사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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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에서 검토하였고, 환자들의 생존율에 관한 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 및 

대한민국 행정 자치부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원주세브란

스기독병원의 연구심의워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였다.  

 

2.2 방법 

2.2.1 지방조직지수와 골격근량 측정 검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피하지방조직과 내장지방조직 및 골격근의 단위 면적이 요추

3번 위치에서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통하여 측정되었다.20 신체 구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plethysmograph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또는 

dual-energy X-ray 등의 다양한 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22, 23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이 신체의 근육과 지방조직의 양을 구체적으로 측정 할 수 있

는 수단으로 각광 받기 시작하였다.24 비만 지표들은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하

여 다양한 부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나 요추3번(L3) 부근을 기준점으로 하여 영

상의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합리적이며20 많은 연구에서 요추 

3번 위치의 단일 scan이 골격근, 피하지방, 내장지방의 총 조직 부피를 계산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측정 방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26 요추 3번 위치

에서, 가능한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과 sliceOsmatic4.3 (Tomovision,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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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Canada)를 이용하여 둘러싼 근육들(i.e., the psoas, paraspinal muscles, 

transversus abdominis, rectus abdominis, and internal and external obliques)

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Matlab version 

R2010a)(Mathworks Inc., Natick, MA,USA) 소프트웨어는(BMI_CT) 다음 URL 

에서 사용 가능하다. 

(https://sourceforge.net/projects/muscle-fat-area-measurement).27 

이 부위에서의 근육의 단면적을 사용한 이유는 이 부위가 전신의 근육량을 가

장 잘 반영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28 각 조직의 단면적은 표준 Hounsfield 

Unit (HU) 문턱 값을 사용하였으며 골격근에서는 -29 to 150 HU, 내장지방조

직에서는 -150 to -50 HU, 그리고 피하지방조직에서는 -190 to -30 HU 였다. 

내장지방조직은 내부 복벽에서 계량하였다. 피하지방조직은 피부경계선과 바

깥 복벽 사이 공간에서 측정되었다. 각 조직지수들은 키에 따른 표준화를 시

행하였는데, 근육 또는 지방조직(cm2)을 키(m2)로 나누어 시행하였다29; 

skeletal muscle index (SM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SATI), 

visceral adipose tissue index (VATI) (이후 SMI, SATI, VATI 로 통칭). 골격근 

및 지방조직의 단면적은 골격근 해부학을 전공한 영상의학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되었으며 임상 정보에 대하여 비 공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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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방조직지수와 근감소증 분류 기준  

SATI 와 VATI에 따른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 합병증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각 높은 SATI group과 낮은 SATI group, 높은 VATI group과 낮은 

VATI group으로 나누었으며, 두 군간 cut-off value는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남성의 경우 SATI의 평균값이 35.98 cm2/m2 

였고, 여성의 경우 68.01 cm2/m2 였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VATI의 평균값은 

37.76 cm2/m2 였고, 여성의 경우 35.95 cm2/m2 였다.   

 

골격근량의 요추부 SMI cut‐offs의 경우 기존 타 연구30에서 사용된 기준 

cut-off value를 사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근감소증은 

여성의 경우 SMI <39 cm2/m2, 남성의 경우 <50 cm2/m2 로 정의하였다. 31 

 

2.2.3 통계학적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기술 통계는 연속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퍼센

티지를 이용하여 기술되었다. 연구 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연속 변수 및 

범주형 변수에서 각기 t-test 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생존율은 진

단 시점부터 사망일 혹은 마지막 접촉일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Cox 비례위험

모델을 이용하여 임상 요소들이 종결 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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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망률에 관련된 예후 인자들은 Cox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

석되었다. 다변량분석의 경우 단변량분석에서 p-value < 0.05 인 요소들을 포

함시켜 분석하였다. 예측 생존율과 부작용 발생률은 Kaplan–Meier 방법을 사

용하여 계산하였다. 두 군 간의 차이는 Log rank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

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

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III. 결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본 연구의 550명의 환자의 기본 특성은 하기 표에 정리되어있다(Table 1). 

환자들 중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며(n=436, 79.2%) 평균 연령은 53.8 ± 10.0 

세였고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의 평균은 10.4 ± 3.0 

였다. 간경변증의 원인이 성별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Alcohol은 남성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며 (남성 289명(66.3%) vs 여성 37명(32.5%)) 

(p<0.001), 바이러스성의 경우 여성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 이였다 (남성 141

명(32.3%) vs 여성 60명(52.6%)) (p<0.001). Child Pugh Score의 경우 A 313

명(56.9%), B 191명(34.7%), C 46명(8.4%)로 Stage A가 반 이상 이였다.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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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유병률은 271명(49.3%), 알부민 수치는 평균 3.48 ± 0.61 g/dL 이였다. 

BMI는 평균 23.49 ± 3.36 kg/m2 이였다. 환자들에게서 VATI와 SATI (cm2/m2)

를 포함하는 지방조직지수들이 측정 되었으며, 인체 구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는데, 남성에서 SMI (53.2 ± 8.6 vs. 47.3 ± 10.5)가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SATI (35.98 ± 17.20 vs. 68.01 ± 33.20)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

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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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by sex (n=550) 

  
All  

(n=550) 

Female 

(n=114) 

Male 

(n=436) 

p-

value 

 

Age (years) 53.89 ± 10.01 55.03 ± 12.35 53.71 ± 9.30 0.209 

Etiology, n (%)     

  Others 23 (4.2%) 17 (14.9%) 6 (1.4%) <0.001 

  Viral  201 (36.5%) 60 (52.6%) 141 (32.3%) <0.001 

  Alcohol 326 (59.3%) 37 (32.5%) 289 (66.3%) <0.001 

Child Pugh Stage, n 

(%) 
   0.964 

    A 313 (56.9%) 66 (57.9%) 247 (56.7%)  

    B 191 (34.7%) 39 (34.2%) 152 (34.9%)  

    C 46 (8.4%) 9 (7.9%) 37 (8.5%)  

Diabetes, n (%) 271 (49.3%) 55 (48.2%) 216 (49.5%) 0.386 

Albumin (g/dL) 3.48 ± 0.61 3.50 ± 0.52 3.47 ± 0.63 0.720 

Total bilirubin 

(mg/dL) 
1.81 ± 2.37 2.12 ± 4.10 1.73 ± 1.63 0.119 

Refractory ascites, n 

(%) 
197 (35.8%) 35 (30.7%) 162 (37.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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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Result are expressed as mean ± S.D in continuous variables, 

percentage in categorical variables 

MELD score,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score; BMI, Body Mass Index; 

SMI, skeletal muscle index;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VATI, 

Viceral adipose tissue index 

 

 

 

Creatinine (mg/dL) 0.80 ± 0.75 0.65 ± 0.47 0.84 ± 0.81 0.015 

MELD score 10.46 ± 3.62 10.32 ± 4.26 10.39 ± 3.89 0.876 

Body composition 

characteristic 
    

BMI (kg/m2) 23.49 ± 3.36 23.78 ± 4.07 23.41 ± 3.16 0.292 

SMI (cm2/m2) 51.99 ± 9.33 47.39 ± 10.53 53.20 ± 8.61 <0.001 

SATI (cm2/m2) 42.20 ± 24.68 68.01 ± 33.20 35.98 ± 17.20 <0.001 

VATI (cm2/m2) 37.39 ± 19.58 35.95 ± 20.62 37.76 ± 19.30 0.378 

Mortality, n (%) 144 (26.2%) 25 (21.9%) 119 (27.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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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조직지수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3.2.1 피하지방조직지수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우리는 SATI 및 VATI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Kaplan–Meier curve 분석에서 지방조직지수 SATI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총 550명의 환자 중, 높은 SATI를 가진 환

자들의 5년 생존율은 76.1% 였으며, 낮은 SATI 환자들의 5년 생존율 65%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og-rank P =0.019) (Fig. 1A).  

 

3.2.2 내장지방조직지수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Kaplan–Meier curve 분석에서 총 550명의 환자 중, 낮은 VATI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67.6%로 측정되었고, 높은 VATI 환자에서의 60.5%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log-rank P =0.657) (Fig. 1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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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aplan–Meier estimat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SATI level 

and VATI level in total patients. In a total of 550 patients, the 5-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higher SATI was 65.0%, while it was 76.1% in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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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lower SATI (A). The 5-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lower VATI 

was 67.6%, while it was 60.5% in those with higher VATI (B). which was not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성별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에 여성 간경변증 환자 중 높은 SATI 

level을 가진 환자 군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djusted HR= 0.292, 95% CI: 0.098-0.869 p=0.027)(Table 2) (log-rank P 

=0.016) (Fig. 2A), 남성에서는 SATI level에 따른 사망률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log-rank P =0.107)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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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aplan–Meier estimat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SATI level 

in male and female patients. In a total of 550 patients, female wa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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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nd male was 436. higher SAT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females (A)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rvival 

according to SATI in male (B).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성별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VATI level에 따른 남성과 여성 간경

변증 환자 군과 생존율은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Fig. 3A,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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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Kaplan–Meier estimat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VATI level 

in male and female 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rvival according 

to VATI in both female(A), and male(B)  

VATI, Viceral adipose tissue index 

 

3.3 근감소증과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우리는 근감소증과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연관성 또한 알아보았다. 

Kaplan–Meier curve 분석에서 근감소증과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생존율이 44.5%로 나타났으

나, 근감소증이 없는 경우 74.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log-rank P <0.026)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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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Kaplan–Meier estimat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Sarcopenia 

in total patients 

 

 

성별에 따른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MELD score 와 알부민을 조절한 상

황에서 여성 간경화 환자의 경우 근감소증과 사망률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

으나(log-rank P =0.747) (Fig. 5A), 남성 간경화 환자에서는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adjusted HR= 1.469, 95% CI: 

1.013-2.131 p=0.043) (Table 2) (log-rank P <0.037) (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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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Kaplan–Meier estimates of overall survival according to the 

sarcopenia in male and female 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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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sarcopenia in female (A), while sarcopenia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ortality risk in males after adjusting for MELD score and 

albumin (B) 

 

 

 

Table 2. Variable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female 

and male cirrhotic patients 

Variable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HR 95% CI p-

value 

HR 95% CI p-value 

Female 

patients 

      

Age (years) 0.985 0.952-1.019 0.376    

Etiology, n (%) 0.981 0.958-1.005 0.123    

  Others Reference      

  Alcohol 
3.414 0.770-

15.139 

0.106    

  Viral 0.798 0.165-3.856 0.779    

Albumin (g/dL) 
0.217 0.093-0.507 <0.001 0.262 0.106-

0.646 

0.004 

Total bilirubin 

(mg/dL) 

1.031 0.945-1.125 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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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ory 

ascites, n (%) 

2.104 0.954-4.642 0.065    

Serum 

creatinine 

(mg/dL) 

1.605 1.010-2.549 0.045 1.151 0.698-

1.895 

0.582 

MELD score 
1.135 1.032-1.248 0.009 1.052 0.934-

1.186 

0.403 

Body 

composition 

characteristics 

      

Sarcopenia 

(cm2/m2) 

1.118 0.380-3.292 0.840    

High SATI 

(cm2/m2) 

0.288 0.097-0.851 0.024 0.292 0.098-

0.869 

0.027 

High VATI 

(cm2/m2) 

0.621 0.268-1.441 0.268    

Male patients       

Age (years) 0.997 0.978-1.017 0.778    

Etiology, n (%) 0.981 0.958-1.005 0.123    

  Others Reference      

  Alcohol 
1.819 0.253-

13.053 

0.552    

  Viral 0.798 0.103-5.701 0.795    

Diabetes, n (%) 1.153 0.804-1.654 0.438    

Albumin (g/dL) 
0.498 0.378-0.655 <0.001 0.609 0.444-

0.836 

0.002 

Total bilirubin 1.239 1.136-1.35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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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 

Refractory 

ascites, n (%) 

1.496 1.106-2.024 0.009 1.248 0.835-

1.863 

0.280 

Serum 

creatinine 

(mg/dL) 

1.102 0.963-1.261 0.159    

MELD score 
1.122 1.077-1.169 <0.001 1.085 1.036-

1.136 

0.001 

Body 

composition 

characteristics 

      

Sarcopenia 

(cm2/m2) 

1.475 1.020-2.135 0.039 1.469 1.013-

2.131 

0.043 

High SATI 

(cm2/m2) 

0.757 0.527-1.088 0.132    

High VATI 

(cm2/m2) 

1.007 0.703-1.444 0.969    

 

MELD score,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score; BMI, Body Mass Index; 

SMI, skeletal muscle index;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VATI, 

Viceral adipose tissu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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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ELD Score 에 따른 피하지방조직지수 및 근감소증과 여성 간

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간경변증 환자를 MELD Score 10 기준으로 나누어 

SATI 및 근감소증이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여

성 간경변증 환자 중 MELD Score 10 미만인 환자 군은 전체 여성환자의 

53%(61명)였으며 10 이상인 환자 군은 47%(53명)였다. MELD Score를 이용

한 세부 분석은 Kaplan–Meier curve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낮은 MELD 

Score 군(10 미만, log-rank P <0.069)에서는 SATI Level에 따른 생존율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Fig 6A), 높은 MELD Score 군(10 이상, log -

rank P <0.039)에서는 높은 SATI level을 가진 환자가 낮은 SATI level을 가진 

환자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Fig 6B). 근감소

증의 경우 높은 MELD score 및 낮은 MELD score를 가진 여성 간경변증 환

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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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Kaplan–Meier survival curves according to SATI level and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 in female patients. A) High 

SATI was not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B) High 

SATI was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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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LD < 10 Female=61 people, B. MELD ≥ 10 Female=53 people,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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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Kaplan–Meier survival curves according to Sarcopenia and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s in female pat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rvival according to Sarcopenia in both MELD < 10 

group (A), and MELD ≥ 10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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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ELD Score 에 따른 피하지방조직지수 및 근감소증과 남성 간

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상관관계 

남성 간경변증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MELD Score 10을 기준으로 나누어 

SATI 및 근감소증이 환자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남

성 간경변증 환자 중 MELD Score 10 미만인 환자 군은 전체 남성 환자의 

54%(237명)였으며 10 이상인 환자 군은 43%(199명)였다. MELD Score를 이

용한 세부 분석은 Kaplan–Meier curve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여성 환자 

군과 반대로 남성 환자 군의 경우 낮은 MELD Score 군(10 미만, log-rank P 

<0.041)에 High SATI level을 가진 환자가 Low SATI level을 가진 환자에 비하

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Fig 8A), 높은 MELD 

Score 군(10 이상, log -rank P <0.752)에서는 SATI level에 따른 생존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8B). 근감소증의 경우 여성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남성 환자 군에서는 높은 MELD 

Score 군(10 이상, log -rank P <0.011)에서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가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9B). 낮은 MELD Score 군에서는 근감소

증의 유무와 생존율이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Fig 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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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Kaplan–Meier survival curves according to SATI level and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 in male patients. A) High 

SATI was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B) High SATI 

was not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A. MELD < 10 Male=199 people,  B. MELD ≥ 10 Male=237 people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２９ 

 

A 

 

 

 

 

B 

 

 

 

 

 

 

 

Figure 9. Kaplan–Meier survival curves according to sarcopenia and the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 in male patients. A) 

Sarcopenia was not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B) 

Sarcopenia was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MELD >= 10 group 

A. MELD < 10 Male=199 people,  B. MELD ≥ 10 Male=237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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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방조직지수와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률과의 상관관계  

간경변증 환자의 흔한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및 복수와 환자의 SATI 

Level과의 상관 관계 분석에 있어서 Kaplan–Meier curve 분석은 높은 SATI를 

갖는 환자 군의 경우 낮은 SATI 환자 군보다 유의하게 적은 식도정맥류 출혈

의 위험성을 나타냈다(HR=0.421, p<0.001)(Fig. 10A). 복수의 경우 높은 SATI 

환자 군에서 낮은 SATI 환자 군보다 더 적은 경향을 보이긴 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HR, 0.715; p=0.070) (Fig.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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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Kaplan–Meier estimates of Development of variceal bleeding and 

ascites In a total of 550 patients, Lower SAT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Variceal bleeding apprearance (A) while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SATI and ascites (B) ; SATI,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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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지방조직지수 SATI 및 VATI와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의 연관성, 

근감소증과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으며, 성별을 나눈 

세부 분석을 통해서 성별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간경변증의 

경우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경과를 보이기에 MELD Score 10을 기

준으로 나누어 환자 군을 비교해 보았다. 추가로 지방조직지수와 식도정맥류, 

복수 같은 간경변증 합병증 발생의 연관성에 대하여 또한 알아 보았다. 우리

는 근감소증이 간경변증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기존 연구들33, 

34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간경변증 환자의 성별 및 간경변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방조직지수 및 근감소증이 환자의 사망률, 예후 및 간경변증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 하였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VATI의 경우 생존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높은 

SATI를 갖은 경우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근감소증이 없는 환자 또

한 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간경변증 환자는 SATI가 높을 

시 생존율이 높아지며, 근감소증이 없어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근감소증과 SATI가 상호 작용을 하여 간경변증 

환자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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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parodox" 란 높은 BMI의 환자가 중증 질환, 악성 종양 환자, 패혈

증, 외상 또는 주요 외과 수술 후 같은 상황에서 생존율에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BMI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또한 생존율을 증가시킨다35. 본 연

구는 Obesity paradox 라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그 전에 통념적으로 사용하던 

BMI라는 비만의 기본 단위를 대체할 더 세부적인 인체의 구성의 요소들에 대

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조직은 에너지 저장소로 주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조직이 단백질, 호르몬, 사이토카인 및 성장 인자를 방

출 가능함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한 견해가 크게 변하고 있다36. 이 물질들은 

지방동원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자기 분비 기전을 통하여 지질 축적 및 

지방 세포의 분화를 조절한다. 또한, 지방동원호르몬은 인슐린 작용과 분비, 

음식 섭취와 에너지 대사를 조절 할 수도 있다37.  

 

피하지방조직과 내장지방조직은 체내에서의 기능 및 역할이 다른데, 내장지

방조직은 혈관과 신경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더 많은 수의 염증 및 면역 

세포를 포함하고 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안드로겐 수용체 또한 피하지방

조직보다 내장지방조직에 더 많다. 내장지방조직에서의 지방 분해는 유리 지

방산을 생성하고 이는 직접 간으로 전달된다. 피하지방조직은 순환하는 유리 

지방산 및 중성지방 흡수에 더 활성화되어 있다38. 따라서 병태 생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지방조직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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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간의 세부 분석을 통하여 여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지방조직의 경우, 내

장지방이 아닌 피하지방조직에서 사망률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총 환자군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SATI가 높을 시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총 환자 군의 결과와 다르게 여성 환자 군에서는 

근감소증과 생존율의 연관성이 없었다. 반면 남성 간경화 환자는 요추 3번 부

위에서 골격근을 측정하여, 근감소증이 있을 시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율이 낮

아진다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행된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신체 구성에 큰 변화가 있으며 여성에서는 지방

조직의 고갈이 관찰되는 반면 남성에서는 근육 손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39. 

여성과 남성에서 이러한 지방조직과 근육량의 분포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

방산의 저장, 동원, 산화가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17. 성별 간의 호르

몬 계수의 차이 또한 체내의 지방조직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명확한 기

전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에너지 소비와 기질의 산화 또한 잠재적으로 

관련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8.  

 

MELD Score 10을 기준으로 나누어 환자 군을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 

환자의 경우 낮은 MELD Score 군에서는 SATI level 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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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나 높은 MELD Score 군에서는 높은 SATI level을 갖는 환자가 생존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감소증은 MELD Score와 관계없이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환자의 경우 낮은 MELD Score 군에서는 높은 SATI l

수치를 갖는 환자가 생존율이 높았으며 높은 MELD Score 군에서는 근감소증

이 없는 경우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부 분석을 

통하여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성별 및 지방조직의 분포, 간경변증의 진행 정도

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예후 예측에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간경화의 주요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및 복수가 피하지방조직과 연관

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식도정맥류의 경우 낮은 SATI 군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으나 복수의 경우 통계학

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환자의 영양상태 관리에 따른 지방조

직의 분포의 조절을 통하여 간경변증 합병증의 감소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게 

한다. 특정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간경변증 환자의 MELD Score에 SMI와 

SATI를 추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식도정맥류가 있는 환자의 경우 낮은 SATI군에서 더 발생하기 때문에 

SATI 의 추가는 임상적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최근에 간 경직도 및 혈소

판 계수의 조합으로 식도정맥류 유무를 예측하는 연구 결과40가 발표되고 있

는데, 지방조직분포를 이에 추가 시 그 예측력을 훨씬 높일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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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은 아직 확정적으로 규정된 기준 값이 없어 본 연구의 환자 군의 

평균값을 cuff-off value 로 쓸 수 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이는 다른 연

구에서도 나타난 부분이다19.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cuff-off value 를 

명확히 함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 단층촬영 연구들에 따르면 22% 에서 70%에 이르는 간경변증 환자

가 근감소증이 있으며36 이 중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알려져 있다22. 본 연구의 

환자 군은 대부분 남성(79%)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과 총 환자 군

과의 연관성은 성별 구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성별 간의 결과의 차이는 간경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각 성별 별로 다르

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여성 Viral vs 남성 Alcohol) 원인 별 환자 군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세부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는 추후 

간경변증의 원인 별로 나눈 대규모 스터디를 통하여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다.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이미 불량한 전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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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영양이 부족하며 지방의 총량이 낮다. 영양 상태

가 불량하고 낮은 총량의 지방을 가진 상태의 환자 군만을 대상으로 통계학적 

비교를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  

 

피하지방조직과 간경변증 여성의 사망률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피하지방조직의 주요 기능이 에너지 저장이고, 피하지

방조직의 저하는 간경변증에 의해 유발 된 심각한 에너지 고갈을 반영하는 것

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더 좋지 않은 예후로 이어진다. 더욱이, 에스트로겐

은 여성에서 지방 분포 시 내장지방 보다 피하지방의 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은 여성 간세포암 환

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연관이 있다42. 당뇨병은 간경변증 환자 예후의 악화와 

연관이 있는데43, 피하지방조직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기 때

문에 여성에서 피하지방의 감소와 당뇨병 사이에 가능한 상호 작용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이다. 피하지방조직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로 간경변증 환자에

서 BMI 보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통해 사망률 및 예후를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３８ 

 

V. 결론 

근감소증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사망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간경변증 환자에도 생존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는 요추3번 위치에서 골격근 외에도 피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을 측정하는 

것이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을 예측하는 매개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또한 총 환자 군에서 

근감소증은 간경화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켰으며, 추가로 피하지방조직의 감

소가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여성과 

남성 환자 군의 나누어 연구하였을 경우와 간경변증의 진행 정도 에 따라 나

누어 연구하였을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여성 환자의 경우 MELD Score 

높을 시에 높은 SATI 군에서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남성 환자의 경우 

MELD Score가 낮을 시는 높은 SATI level 군에서, MELD Score 가 높을 시에

는 근감소증이 없는 군에서 생존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성별 및 간경변증 진

행 정도에 따라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체내성분이 다르며, 간경변증 환자의 

좋은 예후를 위해선 골격근 및 지방조직 측정 및 성별간의 차별화 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요추 3번 위치에서 골격근 외 에도 피

하지방조직, 내장지방조직을 측정하여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 및 사망률을 예

측하는 매개변수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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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effect of sarcopenia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on mortality 

and prognosis of liver cirrhosis 

 

Jae Woong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oon Young Kim 

 

Increasing evidence suggests that decreased skeletal muscle mass 

(sarcopenia) or adipose tissue assessed predicts negative outcomes in 

patients with cancer. In liver cirrhosis, while there is consensus that 

sarcopenia has been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the prognostic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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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se tissue is not clear. We investigated the independent prognostic 

significance of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ity in predicting mortality in 

liver cirrhosis. and further more we devided group by gender, MELD score to 

find out ther diffence. 

The cross-sectional areas (cm2) of skeletal muscles (SM) and subcutaneous 

and visceral adipose tissues were measured on CT imaging at the level of the 

third lumbar (L3) vertebra. Adipose tissue markers, including the visceral 

adipose tissue index (VATI, cm2/m2)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index 

(SATI, cm2/m2), were estimated for 550 patients diagnosed with cirrhosis. 

Sarcopenia was defined using established cut-offs in patients with cirrhosis 

as SM index (SMI) <39 cm2/m2 in females and 50< cm2/m2 in males. The cutoff 

values for low subcutaneous or visceral adipose tissue were adopted if SATI 

or VATI were lower than the mean for men and women. 

Among the patients, most were male (79.2%) with a mean age of 53.8 ± 10 

years and model for end-stage liver disease (MELD) score of 10.4 ± 3. Body 

composition differed according to sex, with male having greater SMI (mean, 

53.2 ± 8.6 vs. 47.3 ± 10.5) and VATI (37.76 ± 19.30 vs. 35.95 ± 20.62) 

whereas SATI (35.98 ± 17.20 vs. 68.01 ± 33.20) was higher in females. In a 

total of 550 patients, the 5-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higher 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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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76.1%, while it was 65.0% in those with lower SATI (p=0.019). The 5-

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lower VATI was 67.6%, while it was 60.5% 

in those with higher VATI (p=0.657). A low VATI was not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both females and males. The 5-year overall survival in 

patients with sarcopenia was 44.5%, while it was 74.5% in those without 

sarcopenia (p<0.001). In gender stratified multivariate analyses, higher SAT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adjusted HR [aHR]=0.292, 

p=0.027) in females whereas sarcopenia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mortality risk (aHR=1.469, p=0.043) in males after adjusting for MELD score 

and albumin. Also, in MELD score stratified multivariate analyses, higher SATI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in female high MELD score 

group, where as male group had different result in low and high MELD score 

group. In male low MELD score group, higher SATI was associated with overall 

survival whereas sarcopenia was associated with mortality  in male High 

MELD score group.  Moreover, patients with lower SATI were at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variceal bleeding than those with higher SATI (HR=0.421, 

p<0.001). Lower SATI group showed a trend toward a higher risk of 

developing of ascites than higher SATI group,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R, 0.715; P=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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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utaneous adipose tissues, but not visceral adipose tissues,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a reduction in mortality risk, demonstrating the prognostic 

importance of fat distribution in female patients with cirrhosis. Meanwhile, SMI 

predicts mortality in male patients with cirrhosis. Moreover, the effect of 

sarcopenia on survival was more pronounced in male patients with low muscle 

mass. 

 

 

Key words : Sarcopenia, Subcutaneous adipose, Viceral adipose, Liver 

cirrhosis, Gen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