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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T 영상으로 측정한

복부지방량의 면적과 체적의 비교

 비만을 선별하는 목적은 체중을 감량하거나 적어도 

유지하여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1][2][3]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복부지방량중에서 특히, 내장지방량을 평가한 결과 비

만건강위험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부지방량을 측정하는 가장 보

편적인 방법중  L3/L4 위치의 CT나 MRI 영상에서 

 어

느것이 더 비만건강위험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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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바에 의

하면

최

근 미국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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