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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최근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인슐린 저항성간의 연관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
성은 비만의 병인에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체중 감량
치료는 혈중 인슐린 수치의 감소와 월경 이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이 어떠한 기전으로 개선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탄수화물 제한 식사요법이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도에 어떠한 효과을 주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삼성제일병원 불임크리닉, 비만크리닉에 내원한 다
2
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중(n=204),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되어(체질량지수 >25 kg/m ) 6개

월 동안 추적 관리된 최종 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저열량 요법으로 체중감량을 시도하였
다. 저탄수화물 식사는 수행 수준에 따라 4단계(변화 없음, 약간 개선, 중등도 개선, 많이 개선)로 개선
도를 평가하였다. 공복혈당 및 인슐린을 이용하여 HOMA 지수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지표로 하였다.
결과: 39명의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저탄수화물 식사요법 후, 체중은 75.4±16.4 kg에서
70.9±14.3 kg으로 체지방률은 37.6±5.5%에서 36.2±6.4%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aired t-test,
p<0.01).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IR도 5.6±3.0 에서 4.1±2.7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paired
t-test, p<0.01). 그러나, 이러한 HOMAIR의 변화는 체중감량 및 체지방 감소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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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관지수 각각 0.275, 0.022), 단지 저탄수화물 식사 수행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
다 (상관지수 0.742, p<0.01).
결론: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중, 체지방 감량 정도
보다 탄수화물 제한 식사요법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탄수화물 제한도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어지며,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다낭성난소증후군, 인슐린저항성, HOMA지수

서

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 등4)에 의하면

론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Polycystic ovary syn다낭성 난소 증후군 (Polycystic ovary syndrome)은

drome)은 정상 체중군에 비하여 성호르몬 결합 글로

무배란성 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다낭성

불린의 농도가 낮으며 인슐린 저항성은 높은 것으로

난소 증후군의 진단은, 난소나 부신, 뇌하수체의 특이

4,5)
보고하였다 .

한 질환이 없이 배란 장애에 의한 무월경 및 희발월경

최근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와 인슐린 저항성간의

이 존재할 경우, 내분비검사에서 고안드로겐혈증 (hyp-

연관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은 비

erandrogenism), 황체호르몬 (LH) 수치의 상승, 황체

만의 병인에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

호르몬 (LH)/난소자극호르몬 (FSH)비의 상승이 있을

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체중 감량치료는 인

경우 및 초음파 검사에서 다낭성 난소의 영상이 확인

슐린 수치의 감소와 월경 이상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1)
되는 경우 이루어진다 . 이러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

6,7)
보고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치료 방법이 어떠한

자 중 약 40% 정도가 비만 (obesity) 및 과체중 (over

기전으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밝히거나,

weight)과 연관되어 있고,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

체중 감량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

자의 경우 정상 체중 (Normal weight) 다낭성 난소 증

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만 다낭성

후군 환자에 비해서 월경 장애와 불임의 유병률 (pre-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요법

valence)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때 동반될 수

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있는 남성화 정도도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대하여 연구하였다.

2,13)

하고 있다

.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Polycystic ov-

ary syndrome)환자의 내분비적 특징을 볼 때, 총 테스

대상 및 방법

토스테론 (Total testosterone)의 농도는 정상 체중군과
차이가 없으나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Sex hormone

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삼성 제일병원 산

binding globulin)이 현저히 낮아 유리 테스토스테론

부인과 불임 크리닉, 비만 크리닉에 내원하여 다낭성

(Free testosterone)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선별하였으며 (n=204),

3)
고 있다 . 비만 정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

이들 중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Obese Polycystic

(Body mass index)와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Sex

2
ovary syndrome; 체질량지수 >25 kg/m )으로 진단되

hormone binding globulin)사이에 역상관 관계 (inv-

어 6개월 이상 추적 관리된 39명의 환자를 최종 대상

erse correlation)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

자로 정하였다.

며, 이러한 기전에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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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초음파로 다낭성 난소가 확인

또한 대상자들에게 황체화 호르몬 (LH), 난소 자극

된 경우로 하였다. 체지방은 공복시 생체 전기 저항법

호르몬 (FSH), 유즙 분비 호르몬 (Prolactin), 남성 호

을 사용한 Inbody 3.0으로 측정 하였으며 동시에 신장,

르몬 (Testosterone, DHEA-s), 성호르몬 결합글로불린

체중, 허리 둘레 (WHO 기준: 늑골 하단부와 장골릉

(Sex hormone binding globulin)을 방사 면역측정법

상부의 중간부위) 및 엉덩이 둘레 (대퇴골 대전차 부위

(RI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비만의 기준은 체질량

둘레)를 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하여, 8시간

2
지수 25 kg/m 이상을 비만군, 이하를 정상 체중군으

금식후 인슐린 (Insulin)과 공복혈당 (Fasting blood gl-

로 구분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운동량의 변화 없이

ucose)을 측정하였으며 HOMA (Homeostasis model

저탄수화물 저열량요법 (-350 kcal/일)으로 체중감량을

assessment)지수를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시도하였고, 저탄수화물 식사는 수행 정도에 따라 4단

HOMA지수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계 (1: 변화 없음, 2: 약간 개선 - 이전보다 10%이하 탄
수화물 섭취 감소, 3: 중등도 개선 - 이전보다 10~20%

HOMA지수=
공복 인슐린 (uU/mL)×공복혈당 (mmol/L)/22.5

탄수화물 섭취 감소, 4: 많이 개선 - 이전보다 20%이상
탄수화물 섭취의 감소)로 개선도를 평가하였다. 체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39)
Variable

Mean±S.D.

Min.

Max

Age (year)

30.7±4.42

21

41

Height (cm)

161.8±5.44

151

179

2
BMI (kg/m )

28.2±5.70

20.9

40.1

Waist (cm)

88.1±11.76

66

112

Body fat (%)

36.7±5.99

24.5

48.8

Table 2. Hormone and Lipid Profiles of the Subjects (n=39)

Mean±S.D.

Min.

Max

Glucose (mg/dL)

Variables

102.6±27.30

78

205

T.cholesterol (mg/dL)

192.5±39.46

148

301

Triglyceride (mg/dL)

109.3±44.72

38

180

HDL-Chol (mg/dL)

49.9±10.94

34

77

Insulin (uIU/L)

20.3±7.84

8.4

45.0

Cortisol (ng/dL)

8.8±3.99

3.0

22.0

DHEA (ug/dL)

182.9±66.37

75.0

305.0

5.4±3.36

2.5

14.0

Prolactin
Estradiol

46.3±22.95

8.7

83.0

SHBG

38.0±25.18

11.0

91.0

6.6±4.12

0.5

14.0

LH
Testosterone
IGF-1

0.4±0.28

0.2

0.6

252.6±69.04

195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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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of the Insulin Resistance (HOMA index)
Change and BMI, Body Fat, Diet Change (p<0.01**)
BMI change

Fat change

Diet change

HOMA change

-

0.633**

0.269

0.275

-

0.152

0.022

-

0.742**

BMI
Fat
Diet
HOMA

-

87.2
90
80

85.3

75.39
70.96

70
60
50

37.7 36.2

40

Initial
After 6 mo.

28.4 27.1

30
20
10
0
Weight

BMI

Waist

Body fat

Fig. 1. Changes of the Athropometric Index Weight(kg), Waist(cm):abdominal waist circumference,
2
BMI(kg/m ): Body mass index, Body fat: percent body fat

방, 체중, 혈중 공복혈당 및 인슐린을 측정하였으며,

났고, 체질량 지수는 28.2±5.7 kg/m2, 허리 둘레는

인슐린 저항성은 연구 시작 시점과 6개월 이후의

88.1±11.7 cm, 체지방은 36.7%로 비만하였다(Table 1).

HOMA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인슐린 저

연구 대상자의 혈액 지질 및 내분비 호르몬 평균 수치

항성 개선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상관

는 평균 공복혈당 102.6 mg/dL, 총 콜레스테롤 192.5

분석을 시행하였다.

mg/dL, 중성 지방 109.3 mg/dL, HDL-콜레스테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

49.9 mg/dL, 인슐린 20.3 uU/L, 프로락틴 5.4 ng/mL, 에

어 졌으며, Paired t-검정, Partial (Pearson) correlation

스트라디올 46.3 pg/mL,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38.0

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nmol/L, 황체호르몬 6.6 mIU/mL, 총 테스토스테론
0.4 ng/mL, IGF-1은 252.6 ng/mL로 나타났다 (Table 2).

결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저탄수화물 식사

과

요법 후 체중은 75.4±16.4 kg에서 70.9±14.3 kg으로
최종 연구 대상자는 39명의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

감소되었고, 체지방은 37.6±5.5%에서 36.2±6.4%로

령은 30.7±4.4세, 평균 신장은 161.8±5.4 cm로 나타

허리 둘레는 87.2±6.2 cm에서 86.3±5.6 cm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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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25
15.3
20

Initial

15

After 6 mo.
5.6
4.1

10

5

0
Insulin(uU/L)

HOMA

Fig. 2. Changes of the Insulin resistance index
HOMAIR: Fasting insulin(uU/L)×Fasting glucose (mmol/L)/22.5

하였으며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aired

의하면 장기간 동안 무배란성 비만을 보이던 여성 11

t-test, p<0.01, Fig. 1).

명 중 5명이 체중 감량 후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IR도 5.6±3.0 에

체중 감량이 5% 이하인 군의 성공률 (8명중 1명)에

서 4.1±2.7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paired t-test,

비하면 현저히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12). 다낭성 난

p<0.01, Fig. 2) 그러나, 이러한 HOMAIR의 변화는 체

소 증후군을 초음파 영상으로 확진한 연구는 아니었으

중 감량 및 체지방 감소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나, 월경 이상 또한 체중 감량 이후 현저히 개선되었다

(연관지수 각각 0.275, 0.022), 단지 저탄수화물 식사

는 보고도 있으며 또한 총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는 체

수행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상

중감량 후 감소되었고 유리 테스토스테론과 Androst-

관지수 0.742, p<0.01, Table 3).

9)
enedione의 농도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

최근 저열량 식사요법 (Calrorie restriction)이 인슐

고

린의 분비와 활동의 변화를 유발하여 비만 환자의 내

찰

분비적 임상적 개선을 일으킨다는 연구 보고가 증가하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치료는, 월

고 있다. 고인슐린혈증은 비만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

경 정상화를 위한 호르몬 치료와 수술에만 의존을 해

나는 특징으로서 최근에는 이를 대사 증후군 (Metab-

왔다. 그러나, 최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인슐린 저

olic syndrom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특히 다낭성 난

항성을 동반한 대사 증후군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면

소 증후군 여성의 경우는 체중을 보정 한 이후에도 높

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을 위한 운동 요법과 식사 요

은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낸다는 Robinson 등의 보고

8,9)

10)
가 있다 . 김, 유 등은 비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식사 요법에 의한 체중 감량 (5% 이상)이 지질 대사

에서, 정상 체중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 (HOMA지

와 같은 생화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난소의 기능을 개

수)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4). 또한, Conway에

선시킨다는 결과는 Kopelman 등에 의하여 보고된 바

의하면 고인슐린혈증 (Hyperinsulinemia)을 동반한 다

2,7,14)

있다

. 비록 대조군 연구는 아니었으나, 이 연구에

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정상 인슐린 농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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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 비해 월경이상의 빈도가

에 비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3). 그러므로 인슐린의 저
항성의 감소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난소 기

ABSTRACT

능 개선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치료로써 저열량 식사요법을 통한

Background: Insulin resistance has been reported

체중 감소나 Metformin과 같은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

to act as an important cause in the etiology of

등이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Jean 등은 남성화 비

obesity and polycystic ovarian syndrome is assoc-

만 여성에서 저열량 식사요법과 Metfomin을 투여한

iated with insulin resistance. Previous studies have

후 인슐린 농도와 남성호르몬 (유리 테스토스테론, an-

shown that weight loss may decrease the serum

drostenedione) 농도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

insulin level and improve the symptoms related to

과 저열량 식사 요법에 의한 체중감소에 의하여, 인슐

polycystic ovarian syndrome. However, there has

린 농도와 남성호르몬 농도는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been controversial debate on whether weight loss is

Metformin 투여 후 부가적인 상승 효과는 없는 것으

an independent effe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11)

로 보고하였다 . 최근에는 인슐린의 농도 감소를 위

to determine the effect of low carbohydrate diet on

하여 저탄수화물 식사 (Low carbohydrate diet)를 권장

insulin resistance in obese patients with polycystic

하고 있으며, 특히 당도 (Glycemic Index)가 높은 가

ovarian syndrome.

공 외인성당(NMES)의 섭취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Thirty-nine obese patients

본 연구에 의하면,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

2
(BMI >25 kg/m ) with polycystic ovarian syndrome

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정도는 비만도 (체중, 허리둘레,

visited our Center for Bariatric and Infertility at

체지방) 보다는 탄수화물 제한정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Samsung Cheil Hospital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만 다낭성 난

All patients underwent tests for fasting blood sugar

소 증후군 환자의 난소 기능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단

and serum insulin level. The subjects were recomm-

순한 저열량 식사요법 보다는 탄수화물 성분을 제한하

ended to restrict carbohydrate and total caloric for

는 저열량 식사요법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추정할 수

six months. We evaluated diet practice performance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and graded as no change, slightly reduced, modera-

탄수화물 제한도 (carborhydrate restriction)에 대한 정

tely reduced, markedly reduced. The efficacy of low

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arbohydrate diet or weight loss was independently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 어떤 기전을 통하여 난소기능을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fasting

개선하는 지에 대한 것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규명

blood sugar, serum insulin and HOMA index.

이 필요하며, 난소의 기능적인 측면 또한 월경이상의

Results: A slight decrease in body weight (from

개선 및 임신 성공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

75.4±16.4 kg to 70.9±14.3 kg) and body fat (from

어 져야 할 것이다.

37.6±5.5% to 36.2±6.4%) were found in 39 patients with low carbohydrate diet compared with the

결

initial to that of 6-month follow-up (paired t-test,

론

p<0.01). A significant overall reduction in HOMA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Obese polycystic ovary

index (5.6±3.0 to 4.1±2.7, paired t-test, p<0.01)

syndrome) 환자에서 인슐린저항성 (HOMA 지수)을

was observed. However, HOMAIR was significantly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제한 식사요법이 체

associated with low carbohydrate diet (correlation

중, 허리둘레, 체지방과 같은 비만도를 감소시키는 것

coefficient; 0.742, p<0.01) whereas weigh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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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body fat did not. (correlation coefficient 0.275

7. Kopekman PG, White N, et al. The effect of

and 0.022)

weight loss on sex steroid secretion and binding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et in

in massively obese women. Clinical Endocrino-

low carbohydrate is effective in improving insulin

logy 1981;14:113-116.

resistance of obese patients with polycystic ovarian

8. Pasquali R, Antenucci, D. Casimiri F, et al. Clin-

syndrome. Our findings do not support the previous

ical and hormonal characteristics of obese ame-

belief that weight or body fat reduction may prevent

norrhoeic hyperandrogenic women before and

insulin resistance in these patients. However, detailed

after weight loss. Journal of Clinical Endocri-

studies must be designed with more strict restriction

nology and Metabolism 1989;68:173-179.

of carbohydrate in a large number of patients

9. Pasquali R, Casimiri F, et al. Insulin resistanc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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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crinol 1983;104:110-116.
10. Robinson S, Chan SP, Learner J, et al. Reduced
postprandial thermogenesis and increased insulin

참 고 문 헌

resistance in polycystic ovary syndrome. Journal
1. Adam J, Polson DW. Prevalence of polycystic

of Endocrinology 1990;124(Suppl.):149.

ovaries in women with anovulation and hirsui-

11. Jean-Charles Crave, Sylvie Fimbel, Herve Leje-

tism. British Medical Journal 1986;293:355-359.

une, et al. Effects of diet and Metformin Admi-

2. Kirschner MA, Samojlik E, et al. Androgen-est-

nistration on Sex Hormone-Binding Globulin,

rogen metabolism in women with upper body

Androgens and Insulin in Hirsute and Obese

versus lower body obesity. J Clin Endocrinol

Wome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 1990;70:473-479.

Metabolism 1995;80:2057-2062.

3. Conway GS, Jacobs HS, Holly JMP. Effects of

12. Deborah S. Kiddy, Diana Hamilton-Fairley, et al.

luteinising hormone, insulin, insulin-like growth

Improvement in endocrine and ovarian function

factor-I and insulin-like growth factor small bin-

during dietary treatment of obese women with

ding protein-1 in the polycystic ovary syndrome.

polycystic ovary syndrome. Clinical Endocrino-

Clinical Endocrinology 1990;33:593-604

logy 1992;36:105-111.

4. 김상만, 이득주, 유근재 등.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

13. Insler V, Shoham Z, et al. Polycystic ovaries in

자에서 비만도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

non-obese and obese patients:possible pathoph-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3;46:1543-1548.

ysiological mechanism based on new interpre-

5. Shoupe D, et al. Insulin resistance in polycystic

tation of facts and findings. Human Reprod

ovary syndrome. Am J Obstet Gynecol 1983;
147:588-592.

1993;8:379-384.
14. Bate G & Whitworth MS. Effect of body wei-

6. Dunaif A, Segal KR, et al. Profound insulin

ght reduction on plasma androgens in obese,

resistance, independent of obesity, in polycystic

infertile women. Fertility and Sterility 1982;38:

ovary syndrome. Diabetes 1989;38:1165-1174.

406-409.

- 1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