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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에개봉하여크게흥행한 화‘미녀는괴로워’의주인공한나(김아중)는 극중에서노래만

큼은 누구 못지않게 잘 부르지만, 뚱뚱한 외모 때문에 미녀 가수 아미의 립씽크 용‘얼굴 없는 가수’를

전전한다. 마음도 착하고 노래실력도 출중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이었던 한나는 결국 전신 성형

수술이라는최후의방법을동원하여‘미녀가수’로거듭나게된다.

한나는 날씬녀가 되기 위해 전신 성형수술을 택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일반적

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비만 퇴치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정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비만의원인자체를생활습관으로봤기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바이러스도 비만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향후 비만 예방 백신의 개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내 산학연의

지속적인모니터링과체계적인연구개발이요구된다.

비만1)이심장병, 고혈압, 제2형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 일부암성질환(유방암,

대장암등)과관련이깊다는것이입증되면서비만자체를질병으로인식하는추세가확산되고

있다.

비만도바이러스때문이라는데!



비만인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약 2배 정도

고혈압 발생 비율이 높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므로 심장질환이 잘 발생한다. 

고지혈증으로인해혈관이나간, 담낭에지방이

축적돼 동맥경화와 지방간, 담석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다. 이 외에도 무거운 체중으로

퇴행성관절염과지방이대사되면서생기는요산

때문에 통풍이 유발된다. 월경불순과 불임, 

성기능 장애,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의

원인도모두비만이다.

비만은 의료비 증가 부담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늘리는것은물론국가경쟁력까지떨어

뜨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비만으로 발생한 진료비와 그 진료에 따른

소득손실 등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은비만치료에쏟아부은돈이

2000년 한 해에 1,170억 달러(약 110조 원)나

됐으며유럽은비만때문에전체의료비의 7%,

국내총생산의 1%를썼다.

문제는 향후 비만 인구가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2)는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2억 명에서 2015년에는

그 수가 15억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또한 국제비만태스크포스(IOTF)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약 17억 명이 비만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약 5%씩

증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의 원인

가운데 80%는 유전자3)에 있고, 나머지 20%는

환경적 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비만을 개인의 무한한 식욕 탓으로 돌리는

무지의 편견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수백 수천가지의 서로 다른 비만 유전자가

결합하는 형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까지 비만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찾지못하고있다.

이와 같이 비만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비만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가능성을 주목

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비만 인구가

우려할 만큼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미국은체질량지수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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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녀는 괴로워’의 포스터

[1] 체중을 신장의제곱으로나눈 BMI(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kg/㎡) 수치가 25~29.9는 과체중, 30이상을
비만증으로간주. 남자의 경우체중의 25% 이상, 여자의 경우 30%이상일때를비만으로정의

[2] 세계보건현황(State of the World) 보고서
[3] 그동안비만의원인은잘못된식습관때문이라고알려져오다지난 1994년 처음비만유전자의존재확인



이상의 인구가 무려 23%에 이르며, 독일은

19%, 국은 15% 등이다. 이런 수치는 1980년

대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마치

에이즈처럼강력한전염성질환의형태를보이고

있는셈이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은 체중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현저

하게 많은 등 비만과 바이러스 감염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속속밝혀지고있다.

바이러스가비만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주장

은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페닝턴생물의학연구센터가중점적

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센터는‘감염비만’이

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니킬 두르나다

(Dhurandher) 박사가이끌고있다.

감염비만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르나다박사가인도뭄바이

대학에서 병리학자 S. M. 아진키아와 함께

인도일대를휩쓸었던닭전염병을조사하면서

비만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닭을 해부한 결과

간과 콩팥이 부어올라 있었으며, 배에서 지나

치게 많은 지방이 발견됐다. 이 바이러스를

추출해 닭 100마리에 투입한 결과 닭들은

뚱뚱해졌으며, 특이하게도 기존 통념과 달리

콜레스테롤과트리 리세리드의수치가낮았다.

이들은이바이러스를‘SMAM-1’로명명했다.

또한 비만증 환자 52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20%)에게서 SMAM-1 바이

러스의 감염 사실이 드러났으며, 한번 감염된

환자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보다 몸무게가

평균 15㎏이나더무거웠다. 이같은연구결과로

비만의 원인이 바이러스가 될 수 없다는 고정

관념이 무너졌으며, 비만인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높다는속설도뒤집어졌다.

그후두르나다박사는위스콘신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에서리위그햄(Whigham) 박사와

함께비만바이러스에대해연구했다. 연구팀은

2006년 1월에감기를일으키는아데노바이러스

(Adenovirus)의 일종인‘AD-36’을 닭, 쥐, 

원숭이에 감염시킨 결과 모두가 눈에 띄게

살이찌고혈중콜레스테롤은떨어지는현상을

발표4)하 다.

그리고 연구팀은 2007년 8월 루이지애나

주립대 생의학연구소의 연구진(막달레나 파시

리카 박사 등)과 함께 위스콘신, 플로리다, 

뉴욕 3개 주에 보관되어 있는 500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5), Ad-36이 지방조직의

성체줄기세포를 지방으로 전환시킨 것을 확인

하 다. 이는 AD-36이 인간의 체중을 증가

시킬수있다는최초의임상실험결과이다.

또다른연구로미국위스콘신대학에서호주인

2천명의 혈액표본 검사를 한 결과, 약 20%가

체중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 바이러스 Ad-36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6)

되었다. 이는호주인들의 5명중 1명꼴로비만과

관련돼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 모른다는

새로운 연구결과이다. 이 혈액검사를 실시한

리처드 에머리터스 교수는 이 비만 바이러스가

비만증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를 설명해줄 수

있는하나의원인이될수있다고밝혔다.

앞의 연구결과들은 최근 하버드의대 크리스타

키스(Nicholas A. Christakis, M. D.) 박사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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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Regulatory, Integrative and Comparative Physiology
[5] 제234차 미국화학회전국대회(the 234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미국 버지니아주리치몬드의 Obetech비만연구센터(Richard Atkinson 박사 등)와 공동연구
[6] 2006년 2월 18일 시드니모닝헤럴드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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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부터 2003년까지 1만 2,067명을 대상

으로 진행한‘프래밍햄 심장연구’7)의 과정에서

드러난“사회적 관계에 의한 비만 전염 가능

성”과 일맥상통하여 향후 비만연구에 중요한

잣대가될것으로전망된다. 연구결과에의하면

비만인사람이불특정지역의사람들과관계를

맺게 되면 지역전체가 비만의 위험성에 빠질

위험성이 높았다. 특히 비만인 친구가 있는

사람이 비만이 될 위험은 57%가량이며, 형제

자매나 배우자가 비만일 경우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은 각각 40%, 37%로 나타났고 동성

일 경우 비만의 위험성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사회적 결속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사람이비만인경우, 비만의위험은덜한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얼마나 많은 인간 아데노바이러스가

비만을 일으키는지, 바이러스가 인간의

비만을 유발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직

알 수 없고 Ad-36 이외의 다른 바이

러스가 인간의 비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

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비만하게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바이러스성

비만에 감수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 무엇

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비만환자의 인체에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바이러스가 제거

된 후 지방축적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봤을

때 바이러스가 비만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Ad-36과 SMAM-1의 인간

비만 유발에의 관련성은 이미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성과들이 도출될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비만 유발은 머지않아 소아아비나 B형 간염처

럼 백신 한방으로 예방·치료할 수도 있는

시대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 잠재

력이 큰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의 개화를 의미

한다. 이때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국내의노력이필요하다.

비만 바이러스의 일종
출처 : 234th nat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출처 : 조선일보

[7] 2007년 7월 27일‘뉴잉그랜드의학저널’발표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