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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병인으로서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와
연관된 고지혈증, 고혈압의 발생은 결과적으로 혈관 합병증의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인슐린 저항성 평가법인 QUICKI법을 이용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고, 이와 비만도 및 체지방 분포, 지질 등의 대사성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한양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당뇨병으로
치료 받은 환자 중 인슐린과 경구혈당 강하제를 투여하지 않은 10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슐린 저항
성은 공복시 측정한 인슐린치와 포도당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QUICKI법을 이용하였다. 비만도는 입원
시 키와 몸무게를 통하여 체질량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체지방의 정량화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QDR4500의 DEXA system (Hologic, USA)을 이용하여 지방량과 건체중, 총 체지방률, 복부 지방률 등
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으로 제시하였고 남녀간 평균값의 비교 분석은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인슐린 저항성과 각 변수들과의 상관 관계는 Pearson 상관 계수를 통해
비교하였고,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평가하였다. 이
상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1.0)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p값을 0.05 이하로
하였다.
결과: (1) 평균 연령은 55.7±12.8세, HbA1C는 9.9±2.7%로 측정되었고, 체질량지수는 23.8±
2
3.7kg/m , QUICKI값은 0.38±0.07로 계산되었다.

(2) 남녀간에 체질량지수, HbA1C, 연령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QUICKI값, 총 체지방량
및 복부 지방량, 총 체지방률과 복부 지방률, 그리고 각각의 지질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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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I법으로 측정된 인슐린 저항성은 HDL 콜레스테롤과 양호한 양의 상관 관계 (r=0.456,
p<0.01)를 보인 반면, 체질량지수(r=-0.407, p<0.001), 총 체지방량 (r=-0.458, p<0.001), 복부 지방량
((r=-0.475, p<0.001), 총 체지방률(r=-0.438, p<0.01), 복부 지방률 (r=-0.457, p<0.01) 그리고 건체중과
대비한 총 체지방량(r=-0.392, p<0.01)과 복부 지방량 (r=-0.423, p<0.01)과도 양호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총 콜레스테롤(r=-0.281, p<0.01), TG (r=-0.333, p<0.01), LDL 콜레스테롤(r=-0.326, p<0.01)과
도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HbA1C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한편, 이러한 대사성 인자들과 QUICKI값과의 상관 관계의 정도는 HOMAIR값과의 상관 관계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복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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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률(R =0.209, p<0.001), HDL 콜레스테롤(R =0.135, p<0.001), 총 콜레스테롤 (R =0.056, p<0.01) 등
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QUICKI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순한 체
질량지수나 전체 및 복부의 절대적인 지방량 보다는 복부를 구성하는 체성분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인
복부 지방률과 혈중HDL 콜레스테롤 및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인자들에 대한 개선 노력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및 제2형 당뇨병 발현의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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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
혈 클램프 (euglycemic hyperinsulinemic clamp)법 과

론

7)
최소 모형 접근법 (minimal model approach) 은 비교

인슐린 저항성 (insulin resistance)이란 인슐린에 대
1)

적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습적이고 평가

한 생물학적 반응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사증

과정이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어 대규모의 역학적 연

후군 (metabolic syndrome)의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구에는 부적절하며, 공복시에 측정한 인슐린치와 혈당치

알려져 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는 1988년 Reaven2)

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에 의해 고혈압, 내당능 장애, 고TG혈증, 저HDL 콜레

쓰이는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스테롤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 요소들을 특징으로

insulin resistance) 법은

하는 ‘syndrome X’가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많은 연

낮은 경우나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

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이의 발현이 비만, 특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2000년도에 새로이 개발된11)

3)
복부 비만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 또한 이러한

평가법인 QUICKI (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대사성 인자들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에 있어서 중요

check index)법은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HOMAIR법

한 병인임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 인

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하나 정상혈당 고인슐린형 클

4,5)
자로 여겨지고 있다 .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램프법으로 측정한 인슐린 저항성과는 HOMAIR법에

정확한 평가는 제2형 당뇨병의 병인 규명 및 치료 결정

비해 상관 관계의 정도가 더 높으며 더 좋은 선형관계

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관리에 있어서도

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슐린 저항성의

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하여 QUICKI법을 이용

측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정상혈당 고인슐린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고, 이에 기여할 것으로

8,9)

혈당이 높고 인슐린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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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체질량지수, 지방량 및 지방률, 혈청 지질과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QUICKI법으로 계산된 인슐린

같은 대사증후군의 여러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를 평가

저항성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 간의 상관

하여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있어 기초 자료를 제공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 상관 관계 분석

고자 하였다.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wit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방

법

1. 연구 대상

QUICKI값을 종속 변수로 하고 체질량지수, 총 체지
방률 및 복부 지방률, 건체중 대비 지방률, 혈청지질농
도, 그리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등을 독립 변수로

2000년 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한양대학병원 내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비대사내과에 입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인슐

analysis)을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

린 보충요법과 경구혈당 강하제를 투여하고 있지 않

는 인자들을 평가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SPSS

은 환자 103명 (남성 53명,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하

(Version 11.0)를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였다.

p값을 0.05이하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상 환자들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의 평가는 공복시
채취한 혈액에서 측정한 혈당치와 인슐린치로 QUICKI

결

과

1. 대상군의 특성

법 (1/[log insulin((U/mL)+log glucose(mg/dL)])을 이

대상 환자 103명중 남성은 53명, 여성은 50명이었

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참고로 HOMAIR (insulin

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55.7±12.8세 이었다 (Table

((U/mL)×glucose(mg/dl)/22.5)을 계산하여 이와 비교

2
1). 이들의 체질량지수 (kg/m )는 평균 23.8±3.7로 25

하였다. 비만도는 내원시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미만이었으며, 분포에 있어서도 체질량지수 (kg/m2)가

2
체질량지수 (kg/m )를 측정하였으며, 체지방의 정량화

25이상인 환자가 33명(32%)에 불과하고 미국을 비롯

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QDR4500의 DEXA (dual

한 서양 국가에 있어 비만의 기준인 30이상인 환자는

energy X-ray absorptiometry) system (Hologic, USA)

8명(8%)에 불과하여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을 이용하여 총 체지방량 (kg) 및 복부 지방량 (kg), 건

비비만형 환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 주었다.

체중 (kg), 그리고 총 체지방률 (%) 및 복부 지방률(%)

또한, 체질량지수로 나타낸 비만도에 있어서는 남성

등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총 체지방량과 복부 지방

(23.4±3.8)과 여성(24.2±3.6)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량은 온몸과 복부를 구성하는 지방의 절대량으로 나타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총 체지방률(%)은 남성에

냈으며, 총 체지방률은 온몸의 체성분중 지방이 차지

서 23.6±6.5, 여성에서는 35.5±8.5로 측정되었고 복

하는 비율, 복부 지방률은 복부를 구성하는 체성분중

부 지방률(%) 역시 남성에서 22.4±8.0, 여성은 34.3

지방의 비율을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혈청지질농도는

±8.5로 측정되어, 여성에서 체지방과 복부지방의 비

enzymatic techniques (Hitachi 747, USA) 방법으로

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HbA1C는 평

측정하였으며,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등의 대사증후

균 9.9±2.7%로 측정되어 혈당 조절이 원활치 않았던

군의 인자들과 HbA1C, 연령 및 성별 등의 기초 자료를

것으로 판단되었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mmHg)

조사하였다.

은 각각 127±14, 81.9±9.1로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으
며, 이들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외

3. 통계 처리 및 분석

에도, 공복시 측정한 인슐린치와 혈당치의 평균에 있

측정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으로 제시하

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을 이용하여

였고 남녀간 평균값의 비교 분석은 Independent t-test

계산한 QUICKI값은 여성 (0.36±0.04)에서 남성(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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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Total
(Mean±SD)

Number

Male
(Mean±SD)

Female
(Mean±SD)

p Value

103

53

50

-

55.7±12.8

54.4±13.5

57.3±10.9

NS

Body mass index (kg/m )

23.8±3.7

23.4±3.8

24.2±3.6

NS

Total body fat (kg)

18.5±7.3

16.0±6.6

21.1±7.2

< 0.001

Age (years)
2

Abdominal fat (kg)

8.7±3.9

7.4±3.7

10.2±3.7

< 0.001

Lean body mass (kg)

41.8±9.2

47.6±7.7

35.6±6.3

< 0.001

Abdominal fat(kg)/Total body fat (kg)

0.46±0.07

0.44±0.07

0.48±0.06

< 0.001

Total fat percent (%)

29.3±9.6

23.6±6.5

35.5±8.5

< 0.001

Abdominal fat percent (%)

28.2±10.7

22.4±8.0

34.3±8.5

< 0.001

Fasting insulin (pmol/L)

3.9±2.9

3.4±2.8

4.5±3.1

NS

Fasting glucose (mg/dL)

212.0±85.2

203.2±71.3

221.5±97.7

NS

QUICKI

0.38±0.07

0.39±0.07

0.36 ±0.04

< 0.01

HOMAIR

1.90±1.54

1.59±1.43

2.23±1.59

NS

HbA1c (%)

9.9±2.7

9.7±2.6

10.2±2.7

NS

SBP (mmHg)

127.3±14.0

127.6±12.9

127.0±15.2

NS

DBP (mmHg)

81.9±9.1

82.3±7.3

81.5±10.7

NS

CROL (mg/dL)

192.7±42.6

185.3±41.1

200.6±43.2

NS

TG (mg/dL)

155.9±98.2

130.0±63.7

183.4±119.5

< 0.01

HDL (mg/dL)

44.1±12.8

46.9±12.9

41.2±12.1

< 0.05

LDL (mg/dL)

117.9±35.9

110.8±32.8

125.5±37.9

< 0.05

QUICKI, quantitative insulin check index;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CR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NS, not significant.

±0.07)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여성

테롤 (mg/dL)은 남성 (46.9±12.9)에서 여성(41.2±12.1)

에서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HOMAIR치는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음을 의미
하는데 평균값이 여성 (2.23±1.59)에서 남성 (1.59±
1.43)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를 통한 평가에

2. 인슐린 저항성 (QUICKI)과 비만도 및 대
사성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

서도 여성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QUICKI법으로 측정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성 인

으나 결과치의 분산 및 표준편차의 범위가 너무 넓게

자들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평가한 결과, QUICKI값

나타났다. 한편, 총 콜레스테롤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은 HDL 콜레스테롤과는 양호한 양의 상관 관계 (r=0.456,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이를 구성하는 LDL 콜레

p<0.001)를 보였으며 체질량지수 (r=-0.407, p<0.001),

스테롤 (mg/dL)은 남성에서 110.8±32.8, 여성에서는

대부분의 지방도 지표 및 지질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

125.5±37.9로 측정되었고, TG (mg/dL)는 남성에서

였다. 즉, 총 체지방률 (r=-0.438, p<0.001), 복부 지방률

130.0±63.7, 여성에서는 183.4±119.5로 측정되어 각

(r=-0.457, p<0.001), 총 체지방량 (r=-0.458, p<0.001)

각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HDL 콜레스

과 복부 지방량 (r=-0.475, p<0.001) 등이 QUICKI값

－ 대한비만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2003 －

Table 2. Correlations of QUICKI and HOMAIR with Adiposity and Metabolic
Variables
Variables

HOMAIR

QUICKI
r

p Value

r

p Value

Body mass index

-0.407

<0.001

0.377

<0.001

Total fat percent
Abdominal fat percent
Total fat mass

-0.438
-0.457
-0.458

<0.001
<0.001
<0.001

0.407
0.390
0.448

<0.001
<0.001
<0.001

Abdominal fat mass
Lean body mass
Total fat/ Lean body mass

-0.475
0.021
-0.392

<0.001

0.438
-0.049
0.401

<0.001

Abdominal fat/Lean body mass

-0.423

<0.001

0.412

<0.001

HbA1C

NS

0.122
-0.079

NS

SBP

-0.059
0.104

DBP

0.142

NS
<0.01
<0.01

-0.106
0.244
0.356

NS
<0.05
<0.001

CROL
TG

-0.281
-0.333

NS
<0.001

NS

NS
<0.001

NS

HDL

0.456

<0.01

-0.237

<0.05

LDL

-0.326

<0.01

0.175

N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hown above with 95% confidence intervals.
QUICKI, 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CR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NS, not significant

과 의미 있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체성분중
지방량과 건체중의 비율이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한 건체중 대비 총 체지방
량 (r=-0.392, p<0.001) 및 건체중 대비 복부 지방량
(r=-0.423, p<0.001)과도 양호한 음의 상관 관계를 보
였다. 총 콜레스테롤 (r=-0.281, p<0.01), TG (r=-0.333,
p<0.01), LDL 콜레스테롤 (r=-0.326, p<0.01)과도 음
의 상관 관계를 보여, 이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HbA1C와 수축기 및 이완
기 혈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Table 2). HOMAIR과 상기의 여러 인자들과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LDL 콜레스테롤이 HOMAIR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에 있
어서는 QUICKI로 평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
나 상관 관계의 정도가 약간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인슐린 저항성 (QUICKI)과 다른 요소들
과의 다중회귀분석
QUICKI법으로 측정한 인슐린 저항성을 종속 변수
로 하고, 지방도 및 대사성 인자들 중 단순 상관 관계
에서 의미 있게 나온 요소들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
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복부 지방률, HDL 콜레스테
롤, 총 콜레스테롤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3).

고

찰

비만이란 현상은 우리 신체에 있어 지방량의 증가로
인한 단순한 체형 변화뿐만 아니라 보다 더욱 중요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는데 이는 지방대사의 장애에 기
인한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이다. 최근 수십 년간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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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dicting Variables on Insuline Sensitivity (QUICKI)
Variables

2

Beta

p Value

- 0.457

< 0.001

0.135

0.377

< 0.001

0.056

-0.246

< 0.01

R

Abdominal fat percent

0.209

HDL
CROL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QUICKI as dependent variables. QUICKI,
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ROL, total
cholesterol

슐린 저항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기로서, 이

성 평가에 있어 HOMAIR법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는 인슐린 저항성이 제2형 당뇨병의 병인으로서 뿐만

보고하였는데

13∼15)

아니라

, 고혈압 및 관상동맥 질환 그리고 지질이

25)

이후로 이의 유용성에 대해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QUICKI법은 정상인에서 뿐
26)

비만 환자25), 당뇨병 환자27), 그리고 임신한

상 등으로 대표되는 대사 증후군의 병인으로도 평가되

아니라

고 있기 때문이다2,16,17). 이러한 이유로 인슐린 저항성

여성에 있어서도

의 정량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왔으며 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와 함께 체지방 분포에 대한 평가 또한 매우 활발하게

모두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반면, 비비만형이

진행되었다.

많고 인슐린 분비 장애의 빈도가 더 높은 동양인 제2형

인슐린 저항성 측정에 있어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
6)

가되는 방법은 1979년 Defronzo 에 의해 개발된 정상
18)

28)

인슐린 저항성 측정에 있어 매우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주
29)
로 일본에서 진행되었다. Kishimoto 등 은 QUICKI법

혈당 고인슐린혈 클램프법과 1987년 Bergman 등 에

을 이용하여 비비만형 일본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

의해 개발된 최소 모형 접근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경

슐린 저항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최소 모형 접근법과

19,20)

구 당부하 검사를 통한 방법도 소개되어 있으나

,

비교하여 좋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이들은 모두 침습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대규

30)
며, Katsuki 등 도 역시 비비만형인 일본인 제2형 당

모의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복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 전후의 인슐린 감수

시 혈당과 인슐린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인슐린 저항성

성을 정상혈당 과인슐린혈 클램프법과의 상관 관계를

8,11, 21∼23)

, 대

통해 평가하여 QUICKI법이 인슐린 저항성 유무의 판

표적인 방법이 단순 혈당/인슐린 비를 구하는 것이다.

단뿐 아니라 호전, 악화에 대한 평가에도 유용함을 주

이는 공복시 혈당이 정상적일 때에는 인슐린치가 더

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성 및 재현

올라갈수록 그 값은 감소되는 것으로 저항성의 증가를

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으나, 일본에서

판단할 수 있으나, 혈당이 비정상적일 때에는 그 값이

의 연구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24)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외에도 가장

도 이러한 근거로 대상 환자에 대한 인슐린 저항성을

검사 또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8)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HOMAIR로서 , 인슐린 저항성

평가하는데 있어 QUICKI 법을 사용하였다.

평가에 있어 매우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평가법으로 여

이러한 QUICKI값에 대해서 정상 범위가 확정되어

겨져 왔지만, 이 또한 혈당치가 높고 공복 인슐린치가

31)
있지는 않다. Hrebicek 등 은 43명의 평균 56세의 건강

낮은 경우나 체질량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

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QUICKI값을 0.366±

10)

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정상혈당 고인슐린혈

0.03으로 밝혔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0.31

클램프법과의 상관 관계에 있어 좋은 선형 관계를 보

11)
±0.04로 밝혔다. 반면 Katz 등 이 처음 QUICKI법

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에 들어서는

의 유용성을 보고하면서 정상인은 0.382±0.007, 당뇨

11)

Arie Katz 등 이 QUICKI법을 개발하여 인슐린 저항

병을 가진 환자는 0.304±0.007로 보고하여 약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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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을 가

알려져 있으며, 이는 특히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구

진 환자에서의 평균 QUICKI 값이 0.38±0.07로 측정

38)
분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반면

되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체질

DEXA를 이용한 복부 비만의 측정은 내장지방과 피하

량지수 및 지방도, 연령, 유병 기간, 검사 방법, 그리고

지방의 구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인종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현성이 좋고 실험자에 의한 오차가 적다는 측면에서 많

정상 성인 및 비만 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내장지방

대규모 연구에 근거한 QUICKI값의 참고치 결정은 중

과의 상관 관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 체지방량 및 복부 지방량과 건체중은 DEXA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을 보이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
23)

39,40)

재

41∼43)

.

에서 더 효과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방사선 피폭량이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McAuley 등 은

적다는 점이 유익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TG와의 상관 관계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는 단순한 복부의 지방량 뿐만 아니라 건체중에 대비

32)
33)
Abbasi 등 과 Omar 등 은 체질량지수가 인슐린 저

한 지방의 비율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DEXA를 통한

항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

체성분 분석을 선택하였다.

34)

에 있어서도, 오태근 등 은 남성에서는 체질량지수가,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QUICKI법을 이용하여

여성에서는 DHEA-S가 건강한 성인에서의 인슐린 저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와 DEXA를 이

항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듯

용한 체성분 인자 및 다른 대사성 인자와의 상관 관계

체질량지수로 표현되는 비만도와 인슐린 저항성이 밀

를 평가하였는데, 단순 상관 관계에 있어서는 인슐린

접한 관계가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저항성과 체질량지수, 총 체지방률 및 복부 지방률, 건

최근의 연구에서는 단순한 비만뿐 아니라 특별히 복부

체중 대비 지방량, 그리고 모든 지질 수치에 있어서 유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Banerji 등 은 미국내

QUICKI값을 종속 변수로 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에

인도인에 있어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체질량지

있어서는 복부 지방률, HDL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

수에 비하여 복부 비만 특히 내장지방의 비율이 더 높

롤 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으며 이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복부 지방률이 가장

와 관련한 지질이상,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질량지수

36)
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Raji 등 도 이와 유

혹은 절대적인 복부 지방량 보다는 복부의 전체 체성

37)

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본의 Taniguchi 등 은

분중 지방의 비율이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에 가장 중

111명의 비비만형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인슐린 저항

요한 인자임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DL

성군과 정상 감수성을 갖는 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

콜레스테롤 과 총 콜레스테롤 역시 인슐린 저항성 및

데, 단순 상관 관계에 있어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한 상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발병과 관련한 중요한

관 관계를 보였던 체질량지수와 다른 지질 수치가 다

예측 인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부 지방률을 비롯한

중회귀분석을 통한 평가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반

주요 예측인자에 대한 개선 방법의 모색은 인슐린 저

면, 복부의 내장 및 피하 지방률과 TG가 인슐린 저항

항성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도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특히 복부 비만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DEXA

결

론

를 이용하여 body composition을 평가하였다.
복부 비만에 대한 지방량의 정량적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CT)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이면서도 간편한 인슐린 감수성 측정법인 QUICKI법

－ Insulin Resistance and Obesit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

을 이용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였으며, DEXA를

multivariate model, the predicting variables on

이용하여 측정한 지방도 및 지방률과 혈액검사를 통하

insulin resistance were abdominal fat percent, HDL

여 측정한 혈청지질을 포함한 여러 대사성 인자들과의

cholesterol, and total cholesterol.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체질량지수나 절대

Conclusion: In this study, we observed that the

적인 지방량보다는 복부를 구성하는 체성분중 지방이

abdominal fat percent, HDL cholesterol and total

차지하는 비율인 복부 지방률이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

cholesterol were meaningful variables correlated with

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HDL

insulin resistance among variables. Therefore, to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도 인슐린 저항성을 잘 설

improve insulin sensitivity in Korean type 2 diabetic

명하는 인자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 인자를

patients, we should reduce the abdominal fat percent

통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

and total cholesterol and increase the level of

한 효과적인 개선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을 유도할

HDL-cholesterol.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Insulin resistance, QUICKI, Abdominal
fat percent, Type 2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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