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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을 공통분모로 비만, 고혈압, 내당능장애, 이상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질환군으로 죽상경화증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병태생리인 인슐린저항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복부비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비만인에서 지방과 혈장의 아디포
넥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이 있는 성인에서 혈장 아디포넥틴과 대사증
후군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복부둘레가 대
한비만학회(2005년)의 한국인 기준에 따라 남자는 90 cm, 여자는 85 cm 이상에 해당하는 110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청지질, 공복혈당, 인슐린, 아디포넥틴 농도 등을 측정하였다.
결과: 총 110명 중 남자는 65명(59.1%), 여자는 45명(40.9%)이었고, 연령은 23세에서 71세에 걸쳐 분포하였으
며, 평균 연령은 48.02 ± 11.41세였다. IDF의 진단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70명(63.6%),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40명(36.4%)이었다. 공복 혈장 인슐린 농도와 HOMA-IR 값은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공복혈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공복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
롤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때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가 독립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대한비만학회의 복부비만 기준과 IDF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가
운데 저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만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복부비만의 개선 노력에 따른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의 변화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해 전향적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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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얇은 옷만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

론

였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상완동맥에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저항성(insulin resistance)과 고인슐

서 수은 혈압계를 사용해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

린혈증(hyperinsulinemia)을 공통분모로 비만, 고혈압, 내당

하였다. 우측 상완의 혈압을 2회 측정하여 두 값의 평균값

능장애, 이상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질환군으로, 1988년

을 구하였다. 복부둘레는 직립자세에서 늑골의 가장 아랫부

Reaven에 의해 ‘증후군 X (syndrome X)’로 처음 소개되었

위와 골반장골릉 사이의 가장 가는 부분을 측정하였다. 모

1)
으며 ,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고

든 혈액검사는 8시간의 금식 후에 시행하였다.

2)

실제적인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인슐린 농도는 면역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Immun-

각 질환들은 흔히 동일한 환자에서 병발할 뿐만 아니라, 죽

oassay, ADVIA centaur, Germany)을 이용하였고, 아디포

상동맥경화증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주목

넥틴은 효소면역측정법(Human adiponectin ELISA, R&D

3,4)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식생활의 서구

systems, USA)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또한 homeostasis

화, 육체활동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이하 HOMA-IR)은

을 받고 있다.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
하다.

5,6)

공복 혈장 인슐린(μU/mL) × 공복혈당(mmol/L)/22.5로 구
16)

하였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학회와 단체에서 각기 다른 진단기준
2,7-10)

을 제시하고 있으며

, 지난 2005년 국제당뇨병연맹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이하 IDF)10)에서는 대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2005년 IDF에서 제시한 지침
에 따라 복부비만을 포함하고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것으로 하였다.10)

사증후군의 진단에 복부비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인

① 중성지방 ≥ 150 mg/dL 또는 치료 중

슐린저항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복부비만의 중요성을 보다

②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40 mg/dL (남), < 50

강조하였다.

mg/dL (여) 또는 치료 중

복부비만의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에서는

③ 혈압 ≥ 130/85 mmHg 또는 치료 중

아시아인의 경우 복부둘레가 남성에서 90 cm 이상, 여성에

④ 공복혈당 ≥ 100 mg/dL 또는 치료 중

11)

서 80 cm 이상일 때를 복부비만으로 정의하였고 , IDF에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서는 복부둘레의 기준치가 민족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version 11.5 (Chicago,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0)

이에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남녀에서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군과 그렇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국인의 복부비만 진단기준을 남녀 각

않은 군의 차이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90 cm와 85 cm를 제시한 바 있다.12)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판정하

인정하였다.

아디포넥틴(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cy-

였다. 인슐린저항성을 반영하는 HOMA-IR 값, 혈장 아디포

tokine의 하나로 혈중에 고농도로 순환함으로써 대사성질환

넥틴 농도와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은

이나 심혈관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혈장 아디포넥틴에 영

13)
며 , 아디포넥틴과 인슐린저항성, 그리고 염증상태 사이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찾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

는 강한 역상관관계가 있고, 비만인에서 지방과 혈장의 아

용하였다.

디포넥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5)

그러나, 비만인

에서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의

결

연관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복부비만이 있는 성인에서 혈장 아디포넥틴과 대사증후군

연구에 포함된 총 110명 중 남자는 65명(59.1%), 여자는

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5명(40.9%)이었고, 연령은 23세에서 71세에 걸쳐 분포하

방

였으며, 평균 연령은 48.02 ± 11.41세였다. 대사증후군을

법

만족하는 대상자는 70명(63.6%),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40
2006년 5월부터 8월까지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

명(36.4%)이었다.

에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혈압이 130/85 mmHg 이상이거나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한 복부둘레가 대한비만학회의 한국인 기준에 따라 남자는

사람은 남성에서 24명(21.8%), 여성에서 14명(12.7%)이었

90 cm, 여자는 85 cm 이상에 해당하는 110명을 대상으로

다. 공복혈당이 100 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으로 치료 중

하였다. 대상군의 신체계측은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신장,

인 사람은 남성에서 41명(37.3%), 여성에서 21명(19.1%)이

체중을 측정하였다. 신장은 정면을 본 상태에서 무릎을 펴

었다.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인 사람은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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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en

Women

Variables

no MS group
MS group
no MS group
MS group
(n = 21)
(n = 44)
(n = 19)
(n = 26)
Age (years)
44.86 ± 11.99
45.07 ± 10.52
52.68 ± 11.14
52.15 ± 10.68
2
27.33 ± 2.11
28.01 ± 2.51
26.10 ± 2.02
27.48 ± 2.92
BMI (kg/m )
*
92.88 ± 2.56
95.42 ± 5.07
88.14 ± 3.55
91.53 ± 7.38
WC (cm)
s-BP (mmHg)
129.57 ± 12.24
136.82 ± 15.34
126.26 ± 17.01
133.62 ± 14.98
d-BP (mmHg)
79.62 ± 7.29
83.84 ± 12.11
76.84 ± 9.82
77.15 ± 10.80
3 †
6041.43 ± 1432.97
6727.95 ± 1907.42
5401.58 ± 1364.20
6309.62 ± 1424.43
WBC (/mm )
Uric acid (mg/dL)
4.66 ± 2.53
5.27 ± 2.77
4.54 ± 0.75
4.85 ± 1.46
hs-CRP (mg/L)
1.60 ± 1.78
1.30 ± 1.22
1.34 ± 0.97
1.39 ± 1.05
†
26.48 ± 8.94
30.86 ± 10.73
21.42 ± 5.14
25.73 ± 7.21
AST (IU/L)
†
33.62 ± 22.56
41.48 ± 26.39
19.16 ± 10.61
27.77 ± 12.80
ALT (IU/L)
TC (mg/dL)
197.05 ± 26.34
207.43 ± 34.58
203.42 ± 30.90
211.00 ± 35.65
*†
120.62 ± 50.07
209.41 ± 89.56
94.32 ± 31.84
167.08 ± 62.87
TG (mg/dL)
*†
50.33 ± 9.06
41.86 ± 8.93
59.11 ± 10.98
46.54 ± 8.55
HDL-C (mg/dL)
LDL-C (mg/dL)
123.53 ± 25.64
126.91 ± 35.42
125.46 ± 30.22
130.29 ± 31.19
*†
95.14 ± 6.24
110.20 ± 19.24
94.26 ± 7.75
107.31 ± 15.44
FPG (mg/dL)
*†
7.41 ± 3.18
10.71 ± 6.73
6.51 ± 3.93
10.89 ± 7.91
Insulin (μIU/mL)
*†
2366.67 ± 1194.07
1649.77 ± 938.10
5559.84 ±2981.52
3426.77 ± 3492.56
Adiponectin (ng/mL)
HOMA-IR*†
1.74 ± 0.78
2.89 ± 1.79
1.52 ± 0.93
3.05 ± 2.98
* P < 0.05 in men, †P < 0.05 in women.
P value is calculated from the Mann-Whitney U test.
MS, metabolic syndrome;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BC, white blood cel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PG, fasting plasma glucos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urrogate markers of insulin resistance and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
Insulin
HOMA-IR
Adiponectin
WC (cm)
0.186
0.151
0.021
†
0.306†
0.000
s-BP (mmHg)
0.333
†
0.309†
-0.047
d-BP (mmHg)
0.312
*
0.154
-0.179
TG (mg/dL)
0.190
†
HDL-C (mg/dL)
-0.183
-0.167
0.288
†
†
FPG (mg/dL)
0.270
0.451
-0.754
Data ar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djusted for age and sex.
* P < 0.001, †P < 0.05.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s;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PG, fasting plasma glucose.

서 20명(18.2%), 여성에서 23명(20.9%)이었다. 중성지방이

2. 인슐린저항성 및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와 대사
증후군의 구성요소와의 상관성

150 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혈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은 남
성에서 36명(32.7%), 여성에서 17명(15.5%)이었다.
남녀 모두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
에 비해 공복 혈장 인슐린과 HOMA-IR의 값이 유의하게
높았고,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감소하였다. 남성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군에서 복부둘레가 유의하게 컸으며,
여성에서는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성별과 연령을 보정하였을 때 공복 혈장 인슐린 농도와
HOMA-IR 값은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 공복혈당이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혈장 아
디포넥틴 농도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수
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2).

비해 백혈구, AST, ALT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3.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가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
에 미치는 영향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혈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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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sting adiponectin concentration and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t
WC (cm)
-0.020
-0.208
s-BP (mmHg)
0.238
1.892
d-BP (mmHg)
-0.219
-1.776
TG (mg/dL)
-0.139
-1.336
*
HDL-C (mg/dL)
0.331
3.020
FPG (mg/dL)
-0.016
-0.178
Dependent variable: fasting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 P < 0.05.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TG, triglycerides;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FPG, fasting plasma glucose.

디포넥틴 농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

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슐

행한 결과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통계적

린저항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HOMA-IR 값을 구하고, 혈장

으로 유의하게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아디포넥틴 농도를 측정하여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와

2

타났다(R = 0.204, F = 4.407, P < 0.05) (Table 3).

비교하였다. 대사증후군의 각 구성요소를 제외한 다른 혈액
검사상 여성에서는 백혈구, AST, ALT 수치가 더 높았다.

고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남성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백혈

찰

20)

구 수치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정상체중의 당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 고혈압, 죽상

뇨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

동맥경화증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

방간 질환이 있는 군에서 인슐린저항성이 높았고 대사증후

로 체내 지방의 과다 축적상태인 비만증을 통해 심혈관질

군의 여러 요인들과 관련이 있었다.

21)

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생화학적으로 비만증은 체내

HOMA-IR 값은 수축기혈압(r = 0.306), 이완기혈압(r =

인슐린의 작용저하인 인슐린저항성으로 특징지워지는데,

0.309), 공복혈당 농도(r = 0.45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인슐린저항성은 비만 외에도 자궁 내 발육부전, 운동부족,

내었고,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유전적인 감수성 등이 있는 사람에서

농도(r = 0.288)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사

잘 발생하여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미세알부민뇨,

증후군의 각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혈장 아디포

혈액응고이상, 내당능장애 등이 동반되는 상태라고 할 수

넥틴 농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있다.

17)

결과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정상체중이면서 복부비만으로 인하여 인슐린저항성을 가
진 사람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대사성 질환이 발생할 위험
18)

유의하게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경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cytokine인 아디포넥틴의

대사성 질환이 발병하지 않도록 식사요법, 운동요법 및 약

혈장 농도는 공복혈당, 공복 혈장 인슐린 농도, 중성지방,

물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여 복부비만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

체질량지수와 역상관관계가 있으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

러한 현상은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의 평가만으로는 인슐

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린저항성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혈

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 대사성 비만이라 한다.

22,23)

한국인에서는 제

내장에 축적된 지방은 피하지방보다 대사적으로 중요한

장 아디포넥틴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수축기혈압과 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강 내 지방조직 또는 내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가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의 독

장 지방조직의 증가는 지방조직으로부터 유래한 과량의 지

립변수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방산이 내장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유입되는 반면, 피하지

포넥틴과의 상관관계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보고하고 있

방은 지방분해 산물이 전신 순환계로 유입됨으로써 간 대사

다.25,26)

24)

그러나, 고혈압과 아디

에 직접적인 영향, 즉 포도당 생성, 지질 합성, 혈전성 단백

현재 대사증후군에 대한 진단기준은 학회와 단체에 따라

질인 fibrinogen과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다양하다.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뇨병 또는 인슐린

의 생성을 피하게 된다. 내장지방은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

저항성이 있고,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지단백

고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미세알부민뇨 중 두 가지 이상이 있

19)

로 인해 죽상동맥경화증을 촉진시킨다.

2)

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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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는 당대

－ 복부비만이 있는 성인에서 혈장 아디포넥틴과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의 연관성 －

사 장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사증후군 연구를 통해

ABSTRACT

당뇨병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미세알부민뇨를 진
단기준에 포함시켜 향후 발생할 신장질환에 대비하고자 하
였다. 1999년 유럽인슐린저항성연구회에서는 인슐린저항성
증후군(insulin resistance syndrome)으로 명칭을 통일하면

The Association Between Plasma Adiponectin
and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with Abdominal Obesity

서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보다 복부비만을 강조하였으며, 인
Background: The metabolic syndrome is a constellation

슐린저항성증후군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하여
7)

이를 진단에서 배제하였다.

2001년 미국국립콜레스테롤교

of interrelated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and cardio-

Cholesterol

vascular disease. Abdominal obesity is emphasized as the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이하

most important cause of insulin resistance, which is the

NCEP-ATP III)에서는 대사증후군을 복부비만, 고혈압, 고

major pathogenesis of the metabolic syndrome. It is

중성지방혈증, 고혈당,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

reported that adiponectin concentration in fat and plasma

중 세 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로 정하면서 고혈당 또는

is decreased in obese individuals. In this study, we

인슐린저항성에 가중치를 주지 않았으며, 심혈관질환 위험

evalu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lasma adiponectin and

육프로그램위원회의 제3차 보고서(National

요인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8)

2003년 미국임상내분비

전문의학회에서는 NCEP-ATP III을 일부 변형하여 복부비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in adults with
abdominal obesity.
Method: This study included 110 Korean adults with

만의 진단기준으로 복부둘레 대신 체질량지수를 사용하였
9)

고, 당뇨병을 진단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05년 IDF

abdomin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 90 cm in men

에서는 복부비만이 인슐린저항성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음

and ≥ 85 cm in women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복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05), who

부비만과 다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의 관계에 있어 인종

visited to Center for Health Promotion in Chung-Ang

10)

이처럼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ir blood pressure, lipid

이 다양한 관계로 연구자 간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profiles, fasting plasma glucose, insulin, and adiponectin

고 있으므로 향후 일치된 정의와 진단기준의 확립이 필요

concentration were measured.

적인 차이를 강조하였다.

Results: A total 110 adults (aged 23-71 years, 65 men

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센터를 내원한 복부비만 성인만

and 45 women) were included. Using the IDF criteria,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대상수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number of individuals with metabolic syndrome was 70

또한 대사증후군에 있어 현재 복부비만의 진단기준으로 사

(63.5%).

용 중인 허리둘레만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HOMA-IR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ystolic and

내장 지방량의 측정을 통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fasting plasma glucose

료된다. 대사증후군의 병인으로 복부비만의 중요성이 강조

concentration. In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analysis,

되고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의 유무와 상관없이 복부비만이

fasting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was mainly

있는 성인에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혈장 아

influenced by serum HDL cholesterol concentration.

Fasting

plasma

insulin

concentration

and

디포넥틴 농도의 감소를 시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슐린

Conclusion: It is noted that low level of HDL

저항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

cholesterol concentration was the only independent factor

에서는 대한비만학회의 복부비만 기준과 IDF의 대사증후군

of fasting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Further

진단기준을 사용하였을 때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가운데

prospective studies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혈증만 혈장 아디포넥틴 농

change in plasma adiponectin and the components of the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비만을 동반한

metabolic syndrome after relieving abdominal obesity

성인에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seem to be warranted.

대사증후군의 동반 또는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개
Key word: Abdominal obesity, Plasma adiponectin,

선요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복부비만의 개선 노력에 따른 혈장 아

Metabolic syndrome

디포넥틴 농도의 변화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의 연관성
에 대해 향후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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