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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소아에서도 C-reactive protein (CRP)와 몇몇 아디포카인이 비만과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전기 소아에서 혈청 CRP 및 몇몇 아디포카인 중 어떠한 것이 대사위험
인자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8~9세 사이의 사춘기 전기 소아 중에서 만성 질환 및 급성 감염성 질환이 없는 남아 149명(과체중군 90명,
정상체중군 59명), 여아 175명(과체중군 105명, 정상체중군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계측, 혈압측정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청 hs-CRP, adiponectin, tumor necrotic factor-α (TNF-α), vaspin, retinol-binding protein
4 (RBP4)농도를 측정하였다.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hs-CRP및 측정한 아디포카인 농도가 대사위험인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지표에 대해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남아에서 혈청 hs-CRP농도는 BMI (r = 0.339, P < 0.001), 허리둘레(r = 0.356, P < 0.001), 수축기혈압(r
= 0.183, P < 0.05), 이완기혈압(r = 0.168, P < 0.05), ALT (r = 0.311, P < 0.001), insulin (r = 0.226, P <
0.05), HOMA-IR (r = 0.199, P < 0.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아에서는 BMI (r = 0.332, P <
0.001), 허리둘레(r = 0.311, P < 0.001), Triglycerides (r = 0.177, P < 0.05), HDL-C (r = -0.232, P < 0.001),
ALT (r = 0.152, P < 0.05), insulin (r = 0.238, P < 0.01), HOMA-IR (r = 0.233,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BMI가 혈청 hs-CRP농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혈청 adiponectin농도는 남아에서 혈청 AST 및 ALT와 여아에서 혈청 ALT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아
에서는 TNF-α, vaspin, RBP4는 어떤 지표와도 관련성이 없었고, 여아에서는 TNF-α는 혈청 glucose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vaspin은 혈청 glucose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hs-CRP만이 BMI, 허리둘레,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adiponectin,
TNF-α, RBP4, vaspin과 대사위험인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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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 시행하는 건강 검진 시 보호자에 의해 이 연구에 대한

론

동의를 얻은 8~9세 사이의 사춘기 전기 소아를 대상으로 하
소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소아

였다. 검사는 보호자에게 검사목적과 검사에 대한 설명 후

비만 유병률 또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의 승인

다. 미국의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을 받고 시행하였다.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신질환 등 만

Survey (NHANES)결과에서 보고된 소아 과체중 및 비만

성 질환 및 급성 감염성 질환이 없는 324명(남아 149명, 여

유병률은 1999~2000년 28.2%에서 2003~2004년 38.6%로

아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급성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1)

우리나라에서는 소아비만 유병률이 1997년

는 검진 당시 최근 10일간 급성 감염성 질환의 여부에 대한

13%에서 2005년 1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7~12세는 약 2

문진을 통해 배제하였고 CRP 6.0 mg/dL 이상인 대상자는

증가하였다.

배로 증가하였다.

2)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중 체질량지수(BMI)가 85백분위

비만한 소아의 경우 6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
3)

수 이상의 과체중군은 195명(남아 90명, 여아 105명), 85백

며 , 성인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이상지혈증, 제

분위수 미만의 정상체중군은 129명(남아 59명, 여아 70명)

2형 당뇨병, 고혈압을 유발하고 사망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이었다.

알려져 있다.4-6)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으로

2. 방법

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비만한 소아 중에

1) 신체계측

서도 고위험군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조직은 단순한 잉여 에너지의 저장고보다는 아디포

아침 공복 시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로 키, 체중을 측정하

카인을 분비하여 당과 지질대사를 조절하거나 인슐린 작용

2
여 체중(kg) / [신장(m)] 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7-9)

또한 인

BMI)를 구하였다. 허리둘레는 숨을 내쉰 상태에서 늑골 하

슐린 저항성과 동맥경화의 중요한 위험 요인인 염증 반응에

단부와 장골능 상부 중간 지점을 측정하였다. 혈압과 맥박은

을 조정하는 활동적인 내분비기관으로 간주된다.
7)

C-반응단백(C-reactive

안정상태에서 수은혈압계로 측정하였고 맥박은 1분 동안 측

protein, CRP)은 간에서 생산되는 단백질로 비특이적이기는

정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대상 소아의 성 성숙도는 모두 사

하지만 급성염증 반응에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증가한

춘기 전기(prepuberty, tanner stage 1)에 해당하였다.

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최근 비만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CRP와 같은 염증지
10,11)

표들이 비만도에 따라 증가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

2) 생화학검사

또

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높은 CRP농도

대상자는 모두 8시간 이상 공복한 후 아침 8~10시 사이

가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라고 하였다.10) 해외

에 채혈하였다. 식전 혈당은 자동분석기(Hitachi 736-40,

연구에서는 소아에서도 비만도에 따라 CRP농도가 높아진

Japan)를 이용하여 hexokinase법으로 측정하였고, 혈청 지

다는 보고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2-16)

질 성분 및 아미노전이효소치(ALT, AST)는 혈액자동분석

최근까지 새로운 아디포카인에 대한 발견은 계속 이어지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슐린은 방사면역측정법(RIA)

고 있으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leptin, adiponectin,

(Daichi, Japan)을 이용하였고, CRP는 high sensitivity CRP

visfatin, vaspin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resistin,

(hs-CRP)로서 Latex 응집비탁법(Hitachi 7080, Japan)으로

tumor necrotic factor-α (TNF-α), interleukin-6 (IL-6),
9)

측정하였다. Adiponectin, TNF-α, vaspin, RBP4는 enzyme

retinol-binding protein 4 (RBP4)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성

linked immunosorvent assay (ELISA)방법을 이용하여 측

인에서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아디포카인의 상관관계에

정하였다.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소아에서는 몇몇 보고가 있을
17,18)

뿐이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대사위험인자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

춘기 전기 소아에서 CRP 및 adiponectin, TNF-α, vaspin,

대사위험인자로는 신체계측치 중 혈압, BMI, 허리둘레와

RBP4와 대사위험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 중

생화학검사 수치 중 혈중 지질 농도 및 당대사 지표들을 사

어떠한 것이 대사위험인자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 알아보

용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HOMA-IR (homeostasis model

고자 하였다.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 [fating insulin concentration
(μU/mL) × fasting glucose concentration (mmol/L)] / 22.5)로

방

계산하였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분류는 성별, 연령을

법

고려한 후 BMI가 85백분위수 이상 인 경우 과체중군으로

1. 대상

19)

정의하였다.

2007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지역 일부 학교에

생화학 검사를 통해 총 콜레스테롤(TC), 중

성지방(TG), HDL-콜레스테롤(HDL-C) 농도를 측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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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콜레스테롤(LDL-C)은 Friedewald 공식(TC ꠏ [HDL-C

결

+ TG / 5])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과

1.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의 신체계측 및 대사
위험인자

3. 통계 분석
남아와 여아는 층화하여 분석하였으며, Kolmogorov-Smirnov

평균 연령 및 키와 생화학검사 수치 중 Aspartate

test를 통해 변수의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신체계측치 및 생

aminotrasferase (AST)는 남아와 여아 모두 정상체중군과

화학검사 결과는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 평균 ± 표준편차로

과체중군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남아에서는 공복혈당

표기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위수로 나타내었다. 정상

에서 여아에서는 수축기혈압, 총 콜레스테롤 농도에서 양

체중과 과체중 그룹 간의 비교를 위해 independent t-test를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시행하였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TG, ALT, insulin,

2.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의 hs-CRP 및
Adipokine 농도

HOMA-IR, hs-CRP 및 아디포카인 혈청농도에 대해서는
Mann-Whitney U-test를 시행하였다. 연속적인 두 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았던 변수에 대해

혈청 hs-CRP농도는 남아, 여아 모두 정상체중군보다 과

서는 로그변환을 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체중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adiponectin, TNF-α,

단변량분석 시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독립변

vaspin, RBP4 측청치는 남아, 여아 모두에서 정상체중군과

수에 대해 단계선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포함

과체중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Table 2).

된 독립변수는 남아에서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 혈

3. 남아에서 hs-CRP 및 Adipokine과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 검사 수치 간의 상관관계

압, 이완기 혈압, ALT, HOMA-IR이었고 여아에서는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LT, HOMA-IR
이었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14.0 프로그램을 이용

hs-CRP및 아디포카인의 혈청 농도와 ALT, insulin,

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HOMA-IR수치는 로그변환 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Anthropometric and metabolic parameters i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children
Boys
Girls
Normal weight
Ov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n = 59)
(n = 90)
(n = 70)
(n = 105)
Age (years)a
8.9 ± 0.3
8.9 ± 0.2
8.9 ± 0.1
8.9 ± 0.1
a
136.4 ± 6.0
135.5 ± 6.5
135.5 ± 4.5
134.2 ± 5.5
Height (cm)
a
30.3 ± 4.1
42.6 ± 7.4‡
29.8 ± 3.7
37.6 ± 4.7‡
Body Weight (kg)
2 a
‡
BMI (kg/m )
16.2 ± 1.0
23.1 ± 2.4
16.2 ± 1.2
20.8 ± 1.6‡
a
‡
WC (cm)
57.2 ± 4.4
71.7 ± 7.5
55.8 ± 5.0
66.1 ± 5.0‡
a
‡
SBP (mmHg)
108.6 ± 16.1
120.9 ± 17.3
111.5 ± 16.8
112.4 ± 17.7
a
‡
*
68.7 ± 13.1
77.3 ± 12.5
71.0 ± 15.0
73.1 ± 13.2
DBP (mmHg)
a
*
Total Cholesterol (mg/dL)
168.3 ± 26.3
179.6 ± 31.5
177.0 ± 31.7
181.3 ± 28.3
b
60.0
69.5
70.0
90.0
Triglyceride (mg/dL)
(24.0-96.0)
(35.0-210.0)†
(35.0-114.0)
(47.0-227.0)‡
HDL-C (mg/dL)a
57.9 ± 10.4
53.6 ± 9.4†
56.8 ± 10.3
51.0 ± 8.4†
a
*
LDL-C (mg/dL)
97.9 ± 23.4
108.5 ± 28.1
105.9 ± 29.9
109.0 ± 25.7*
a
AST (IU/L)
25.6 ± 5.7
26.2 ± 7.2
24.5 ± 6.3
24.6 ± 6.1
b
21.0
26.0
19.0
23.0
ALT (IU/L)
(16.0-28.0)
(18.0-70.0)‡
(14.0-27.0)
(17.0-40.0)‡
a
‡
Serum Glucose (mg/dL)
79.1 ± 10.9
79.3 ± 16.4
76.4 ± 7.1
81.0 ± 10.7
b
Insulin (μIU/mL)
4.6
7.1
5.2
7.9
‡
‡
(1.1-15.1)
(2.3-20.4)
(2.4-12.9)
(3.2-25.5)
b
HOMA-IR
0.90
1.41
1.01
1.54
(0.22-3.25)
(0.39-4.28)‡
(0.42-2.30)
(0.60-5.29)‡
a
th
th
b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or median and range (5 , 95 percentile) . Overweight was defined as being at
th
or above the 85 percentile of the gender-specific BMI for age in the 200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 P values were
a
b
calculated by independent t-test and Mann-Whitney U-test as appropriate.
* P-value < 0.05.
†P-value < 0.01.
‡P-value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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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um levels of hs-CRP and several adipokines in normal weight and overweight children
Boys
Girls
Normal weight
Overweight
Normal weight
Overweight
(n = 59)
(n = 90)
(n = 70)
(n = 105)
hs-CRP (mg/dL)
0.001
0.079
0.025
0.076
(0.001-0.201)
(0.001-0.710)‡
(0.001-0.342)
(0.001-0.857)†
Adiponectin (μg/mL)
20.6 (2.6-72.1)
17.6 (1.1-82.9)
18.3 (1.8-86.0)
14.6 (1.0-70.6)
TNF-α (pg/mL)
3.6 (1.6-40.7)
3.8 (2.2-14.3)
3.7 (2.0-24.7)
3.8 (1.6-16.6)
Vaspin (pg/mL)
0.13 (0.02-0.72)
0.12 (0.03-2.07)
0.13 (0.05-0.43)
0.12 (0.03-1.24)
RBP4 (μg/mL)
28.5 (4.0-80.7)
27.5 (6.2-86.7)
26.9 (6.3-80.6)
27.4 (4.4-85.9)
Data are shown as median and range (5th, 95th percentile). Overweight was defined as being at or above the 85th percentile of
the gender-specific BMI for age in the 2007 Korean National Growth Chart. P values were calculated by Mann-Whitney U-test.
* P-value < 0.05.
†P-value < 0.01.
‡P-value < 0.001.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hs-CRP, several adipokines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boys
Ln (hs-CRP)
Ln (Adiponectin)
Ln (TNFα)
Ln (Vaspin)
Ln (RBP4)
2
‡
BMI (kg/m )
0.399
-0.074
-0.070
0.083
0.005
‡
WC (cm)
0.356
-0.136
-0.076
-0.010
0.010
SBP (mmHg)
0.183*
-0.018
-0.019
0.028
-0.057
†
-0.086
-0.022
0.066
-0.064
DBP (mmHg)
0.225
TC (mg/dL)
0.065
0.124
0.004
0.016
0.014
Ln (TG (mg/dL))
0.124
0.028
0.045
-0.082
0.036
LDL-C (mg/dL)
0.108
0.030
0.123
0.044
-0.057
HDL-C (mg/dL)
-0.064
0.092
-0.117
0.009
-0.072
*
AST (IU/l)
0.072
-0.167
-0.048
-0.092
-0.026
‡
†
-0.193
-0.088
-0.067
0.002
Ln (ALT (IU/l))
0.311
Glucose (mg/dL)
0.103
0.068
-0.030
-0.039
0.016
Ln (Insulin (μU/mL))
0.226†
-0.120
-0.017
0.052
-0.001
Ln (HOMA-IR)
0.199†
-0.142
-0.005
0.055
0.014
Serum hs-CRP, TNF-α, vaspin, adiponecitin, RBP4, TG, ALT, insulin, HOMA-IR values were log transformed to achieve normal
distribution. Coefficients (r) and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P-value < 0.05.
†P-value < 0.01.
‡P-value < 0.001.

hs-CRP 농도는 BMI (r = 0.399, P < 0.001), 허리둘레(r =

< 0.05), HDL-C (r = -0.231, P < 0.001), ALT (r = 0.152,

0.356, P < 0.001), 수축기혈압(r = 0.183, P < 0.05), 이완

P < 0.05), insulin (r = 0.238, P < 0.01), HOMA-IR (r = 0.233,

기혈압(r = 0.225, P < 0.01), ALT (r = 0.311, P < 0.001),

P <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청 adiponectin농도

insulin (r = 0.226, P < 0.01), HOMA-IR (r = 0.199, P <

는 ALT와 TNF-α 및 vaspin은 공복혈당과 상관관계를 보였

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청 adiponectin농도는

고, 나머지 변수와는 관련이 없었다(Table 4).

AST (r = -0.167, P < 0.05), ALT (r = -0.193, P < 0.01)

5. 혈청 hs-CRP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TNF-α, vaspin, RBP4는 어

단변량분석 시 혈청 hs-CRP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떤 지표와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여아에서 hs-CRP 및 Adipokine과 신체계측치
및 생화학 검사 수치 간의 상관관계
여아에서 혈청 hs-CRP 농도는 BMI (r = 0.332, P <
0.001), 허리둘레(r = 0.311, P < 0.001), TG (r = 0.117, P

나타난 변수에 대해 단계선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 남아에서는 BMI (β = 0.4, P < 0.001)와 여아에서는
BMI (β = 0.288, P < 0.001)와 HDL-콜레스테롤(β = -0.14,
P < 0.05)이 혈청 hs-CRP농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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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hs-CRP, several adipokines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girls
Ln (hs-CRP)
Ln (Adiponectin)
Ln (TNFα)
Ln (Vaspin)
Ln (RBP4)
2
‡
BMI (kg/m )
0.332
-0.064
0.022
-0.016
0.087
‡
-0.086
-0.022
-0.042
0.064
WC (cm)
0.311
SBP (mmHg)
0.085
-0.019
0.038
0.037
0.036
DBP (mmHg)
0.132
-0.032
-0.036
0.027
0.057
TC (mg/dL)
0.062
0.093
-0.028
-0.043
0.068
Ln (TG (mg/dL))
0.177*
0.013
-0.034
-0.081
0.091
LDL-C (mg/dL)
0.077
0.117
0.082
0.045
0.068
†
0.053
-0.054
0.052
-0.011
HDL-C (mg/dL)
-0.231
AST (IU/l)
0.000
-0.033
0.038
0.030
-0.027
*
-0.148*
0.119
0.073
0.008
Ln (ALT (IU/l))
0.152
*
*
0.140
-0.002
Glucose (mg/dL)
0.043
-0.101
-0.136
0.238†
-0.049
0.013
0.007
-0.062
Ln (Insulin (μU/mL))
Ln (HOMA-IR)
0.233†
-0.039
0.010
0.021
-0.071
Serum hs-CRP, TNF-α, vaspin, adiponecitin, RBP4, TG, ALT, insulin, HOMA-IR values were log transformed to achieve normal
distribution. Coefficients (r) and P 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P-value < 0.05.
†P-value < 0.01.
‡P-value < 0.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independent relationships between serum Ln hs-CRP levels and
metabolic risk factors
Variables
B
SE
(SE)β
P value
Boys
(R2 = 0.156)
2
0.087
0.015
0.400
< 0.001
BMI (kg/m )
2
Girls
(R = 0.119)
2
0.084
0.020
0.288
< 0.001
BMI (kg/m )
HDL-C (mg/dL)
-0.013
0.007
-0.140
< 0.05
Abbreviations: B,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E)β, standardized coefficient(β). Regression estimates were computed with
stepwise linear regression model.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were BMI (kg/m2), waist circumference (cm), systolic blood
2
pressure (mmHg),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Ln (ALT (IU/l)) and Ln (HOMA-IR) in boys and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HDL-C (mg/dL), Ln (TG (mg/dL)), Ln (ALT (IU/l)) and Ln (HOMA-IR) in girls.

고

서구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여 BMI와 CRP의 관련성

찰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11) 사춘기 전기의 아
본 연구는 8~9세인 사춘기 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CRP농도는 과체중 및

hs-CRP 및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아디포카인이 대사위험인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다른 여러 대사위험인자와 관련이 있

자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혈청 hs-CRP농도

었다.

는 남아에서는 BMI, 허리둘레,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이 증가할수록 BMI, 허리둘레, 인슐린 저항성 등의 대사위

ALT, 공복인슐린 농도, HOMA-IR과 여아에서는 BMI, 허

험인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계

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ALT, 공복인슐린 농

위험인자 노출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됨을 보여주었다.

도, HOMA-IR과 여아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연구에서도 BMI, 허리둘레,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hs-CRP

보였다. 다변량분석 시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BMI가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변량분석 시 BMI가

hs-CRP농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

hs-CRP농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

12,15,20,21)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2)

7세 소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CRP값

12)

본

Adiponectin은 남아에서 AST,

는 사춘기 이전의 소아에서도 비만이 전신적 염증상태를 유

ALT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TNF-α, vaspin, RBP4는

발한다고 볼 수 있다. 비만이 어떻게 CRP를 상승시키는 지

어떤 지표와도 관련성이 없었다. 여아에서도 adiponectin은

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과도한 지방조

ALT 와 음의 상관관계를 TNF-α 및 vaspin은 공복혈당과

직에서 분비되는 TNF-α, MCP-1, IL-1β, IL-6 등의 염증유

각각 음의 상관관계 및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발 사이토카인에 의해 간에서의 CRP생성이 증가되는 것으

변수와는 관련이 없었다.

로 추측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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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혈청 TNF-α농도와 BMI 및 인슐

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
39)

사춘기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BMI와 인

린 저항성 지표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다.

또한 TNF-α와 hs-CRP사이에도 연관성이 없었다. TNF-α에

슐린 저항성 지표가 혈청 vaspin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일부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에서

보였다. 하지만 이는 비만군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

14,24,25)

증가된 수치를 보였으며

,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련성

26-28)

40)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혈청 vaspin농도

였다.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와 신체계측치 및 대사위험인자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혈청 TNF-α 농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사춘기 소아에서 비만군과

24)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

정상체중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와는 차

균 BMI는 비만군에서 약 29, 정상군에서는 20으로 양 군

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춘기 전기의 소아에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서는 내장지방의 비율이 높지 않아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대상으로 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BMI 및 인슐린 저항성 지

저항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vaspin의 생성이 미미하여

표와 유의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차이가 없게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Vaspin은 그

평균 BMI가 약 23 정도인 학교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질이 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리적 특성이 분명히 밝

시행하였기 때문에 정상체중군 비율이 높아 유의한 연관성

혀지지는 않았으므로 소수의 연구결과로 결론 내리기는 어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28)

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려울 것이다.

에서도 과체중군의 평균 BMI가 남아에서는 23, 여아는 20

RBP4는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새로운 아디포카인으로

이었고, 95 percentile 이상은 남아 27명, 여아 16명으로 과

지방조직에서 GLUT4발현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

체중군 대부분이 85~95 percentile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는 평균 연령 15세의 청소년이었으나 본 연구는 내장지

체에서도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

방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춘기 전기의 소아를 대상으

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42) 일부 국내 보고에서는 혈청

로 하여 뚜렷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RBP4농도는 BMI, 지질 대사 지표,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연구 대상자의 분포 특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43) 사춘기 이전

28)

보다는 사춘기 소아에서 이러한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였으

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1)

동물실험뿐 아니라 인

소아비만과 adiponectin의 관련성을 연구한 보고는 몇몇이

44)
며 , 성별 간의 차이가 있어 남아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있다.18,29)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만아에서 혈청 adiponection

났다.4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이 발

25,30)

인슐

생하기 전부터 RBP4와 인슐린 저항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

린 저항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BMI를 보정한 후

45)
다고 하였고 , 소아에서는 정상체중군에서도 RBP4와 인슐

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1) 그리고 사춘기 전 보

린 저항성이 관련 있다고 하였다.43)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

다는 사춘기 시기의 비만아에서 혈청 adiponectin농도가 더

서는 비만도에 따라 혈청 RBP4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

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32)

낮으며 , 사춘기가 진행함에 따라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으로 나왔고, 인슐린 저항성과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

혈청 adiponectin의 농도가 더 낮아진다 하였다.33,34) 본 연

타났다.

구에서는 BMI, 허리둘레 및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는 어떠

었고,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련성도 보이지 않았다.

46)

본 연구에서도 비만도에 따른 RBP4의 증가는 없

한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다. 소아 비만은 초기에 주로 내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장지방보다는 피하지방이 축적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알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의 비만아가 적어 결과변수에

려져 있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복부 내 내장지방의 두께를

차이가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BMI의 그룹 간 차이

측정한 경우 소아 비만에서도 adiponectin과 내장 지방의

가 더 컸다면 통계적 검정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35)

본 연구의 대상

둘째, 단면연구이므로 혈청 hs-CRP농도와 대사 위험인자

아동이 모두 사춘기 전기에 해당하는 비교적 어린 연령의

간의 관련성이 부수현상(epiphenomenon)인지 아니면 비만

소아였기 때문에 BMI, 허리둘레 및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과 이러한 위험인자 사이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

축적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였다.

17,34,36)

adiponectin과의 관련성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Vaspin은 제2형 당뇨병과 비만표현형을 지닌 OLEFT

한 연구에서는 높은 CRP농도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독립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rat의 내장지방에서

10)
적인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어 , 소아에서도 전향적 연구를

분리된 새로운 아디포카인이다.37) 성인에서 BMI 및 체지방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

비율과 내장지방에서의 vaspin mRNA의 발현은 양의 상관

재 연구를 시행하여 hs-CRP농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38)
관계를 보였고 , 증가된 혈청 vaspin농도는 당불내인성이

필요할 것이다.

없는 성인에서는 비만 및 인슐린 감수성과 연관성이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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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 vaspin, RBP4 및 염증지표인 hs-CRP가 소아에서

correlated with serum TNF-α levels, and positively

대사위험인자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중

correlated with serum vaspin levels. In multiple linear

hs-CRP가 사춘기 전기 소아에서 BMI, 허리둘레 및 몇몇

regression analysis, body mass index was best predictor of

대사위험인자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예민한 지표로 나타났

hs-CRP in boys and girls.

다. 향후 사춘기 전기의 비만소아에서 높은 hs-CRP 농도가

Conclusion: Serum hs-CRP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심혈관 질환 발생의 독립적 예측 인자로서 유용한지에 대한

with BMI, waist circumference and other metabolic risk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actors in pre-pubertal children. Among these metabolic
risk factors, BMI was the best predictor of hs-CRP
concentration in both boys and girls. A larger study might

ABSTRACT

be helpful to characte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Between C-reactive Protein,
Several Adipokines and Metabolic Risk
Factors in Korean Children

metabolic risk factors and inflammatory markers in this
age group.
Key word: C-reactive protein, Adipokines, Children,

Background: C-reactive protein and adipokines are

Metabolic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The
relations between C-reactive protein, adipokin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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