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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질환인 고
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감소, 인

형 비만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료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슐린 저항성 등이 군집되어 나타나는 대사 증후군과의 관련

연구방법은 먼저 내장 지방형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연

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비만한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병과

관성에 대한 분야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논문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 내장지방형 비만은 복부,

들을 분석하였다. 정보원으로는 국내 논문과 외국의 관련

특히 복강 내에 지방 (장간막 지방, 대장의 지방 등 문맥계

논문들을 검색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하고

의 지방조직)이 과잉 축적된 상태이며, 내장지방의 축적은

이를 기초로 진료지침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이런 대사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이 밝혀져서

하였다. 내장 비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허리둘레와 체지방

피하지방량보다 내장지방량이 증가된 비만 환자에서 관상

CT 측정에 대한 근거, 내장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

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 (Fig. 1).

1-7)

내장비만과 혈당과의 관계, 내장 지방형 비만이 제2형 당뇨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근거

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중심 의학을 기초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행하

펴보았으며, 각각의 항목에 관련 된 논문을 검색하고 이들

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고찰에서는 내장 지방

자료를 미국 보험정책 연구국 (AHCPR)의 증거 평가 분류

Fig. 1. Metabolic disturbances associated with visceral obesity.
Apo B, apolipoprotein B; C, cholesterol; HDL, high-density lipoprotein; LDL, low-density lipoprotein;
PAI,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Source: Sharma AM. Adipose tissue a mediator of cardiovascular risk,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26 (2002) (suppl 4), pp. S5–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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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미국 보험정책 연구국 (AHCPR)의 증거 평가 분류
Level
I
IIa

설 명
Evidence obtained from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well controlled study without randomization

IIb

Evidence obtained from at least one other type of well designed quasi-experimental study

III

Evidence obtained from well designed non-experimental descriptive studies, such as comparative
studies, correlation studies and case control study

IV

Evidence obtained from expert committee reports or opinions and/or clinical experience of respected
authorities

19)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Table 1).

수보다 우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등이 2003년과 2004

년 각각 2월과 4월에, 총 2개년 동안 충주시 읍, 면에 거주

허리둘레와 체지방 CT 측정에 의한 내장 지방형
비만의 평가

하는 40세 이상의 주민들을 층화집락 추출방법으로 163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 중 선정된 주민들 중에서 동의서를 받
은 5,330명 (남자 2,197명, 여자 3,133명)을 대상으로 시행

비만은 당뇨병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당뇨병 환자

한 연구에서는 대사성 질환이 증가하는 허리둘레의 임계점
20)

의 대다수가 비만하며 또한 비만이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이 남자는 89 cm, 여자는 86 cm으로 측정되었다. 최

위험인자이기도 하다. 특히 복부비만은 당뇨병 외에도 고혈

이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센터에

압,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 여러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

내원한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824명 (남성 427명, 여

9-11)

의 이환율 및 사망률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인자

등

이기도

성 39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과 관

하다. 이처럼 복부비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

련된 허리둘레의 ROC 분석에 따른 절단값이 남성은 85 cm

를 평가할 정확한 진단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감도 65%, 특이도 54%, P < 0.001), 여성은 82 cm (민

허리둘레는 측정이 간편하면서, 허리-엉덩이 둘레비보다

감도 71%, 특이도 60%, P < 0.001) 이었으며 ROC curve

복부비만, 특히 내장지방형 비만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

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치를 고려하

1998년 WHO와 미국립보건원에서는 비만관리 기준을 정하

였을 때, 최종적으로 한국인 허리둘레의 절단값으로 남성은

면서 허리둘레가 복부비만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측정치로

90 cm, 여성은 85 cm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등21)도

인정하였다.12-14) 그러나 이때 마련된 기준은 서구인을 대상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총 6,562명: 남자 2,930

15)

으로 한 연구에 근거하여 세운 기준으로 우리나라 를 포함

명, 여자 3,632명)를 사용하여 남성의 경우 90 cm 이상, 여

한 아시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아시아인에서는 같은 체

자의 경우는 85 cm 이상이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복부비

지방량을 갖더라도 상대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서구인에 비

만의 절단값이라고 분석하였다.

해 높기 때문에 같은 체질량지수를 가진 경우 당뇨병의 위

허리둘레는 측정이 간편하지만 복부의 피하지방과 내장지

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방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체지방 CT는 복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는 아시아인의 비만에 대한 새로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내장지방

16)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서 에서는 복부비만의 기준도

22-25)

형 비만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26)

제시하였는데, 남자는 90 cm 이상, 여자는 80 cm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의하였다. 2004년 말 IDF (International
17)

Kvist

등은 L4-5 위치의 내장지방면적이 전체 내장지

방의 양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2002년
27)

Diabetes Federation) 에서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진단기준

에 일본에서 시행된 한 연구 에서는 내장지방량이 100

을 공표할 때, 복부비만이 필수적으로 진단기준에 포함되도

cm2 이상일 때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

록 하였으며, 그 기준으로 허리둘레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고하였으며, 현재 100 cm2 이상을 내장지방형 비만의 판정

또한 허리둘레의 기준치가 민족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황

인정하여 그 기준을 종족별/국가별로 다른 허리둘레 기준치

지 1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CT로 측정한 복부내

를 사용하도록 제시하였다.

장지방과 허리둘레가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18)

김

등이 1996년 9월부터 1998년 1월까지 비만클리닉

에 내원한 481명 (여자 410명, 남자 71명)을 대상으로 시행

28)

29)

김

등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

등은 1999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에 내원한 18세에서 70세 까지의 성인 278명 (남성 101명,

한 연구에서는 허리둘레가 내장지방량 및 대사이상을 예측

여성 1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ROC curve로 분

할 수 있는 단순비만지표로 허리-엉덩이 둘레비나 체질량지

석한 결과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빈도가 증가되는 내장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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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허리둘레와 체지방 CT 측정에 의한 내장 지방형 비만의 평가

논문

대상 집단

중재/분석

경과/결과

최성희 등 2004
level III

19)

3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
인 842명 (남 427명, 여
397명)

2001년 NCEP ATP III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

대사증후군을 증가시키는 BMI
의 cut-off value는 남성24.8
kg/m2,여성 24.9 kg/m2 허리둘레
의 cut-off value는 남성 86 cm
여성 82 cm

이혜정 등 2005
level III

18)

40세 이상의 충주시/읍면의
거주자들 대상 층화집락추
출방법으로 163개 마을 선
정
참여자 총 5,330명 (남
2,197명, 여 3,133명)

여러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
증후군 유병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높이는
허리둘레 기준 남자 89 cm, 여자
86 cm

이상엽 등 2006
level IIb

20)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
사자료 이용
총6,562명 (남 2,930명, 여
3,632명)

IDF의 기준에 따른 분석

남자 90.0 cm 여성 85 cm 이상
의 허리둘레에서 IDF 기준의 대
사항목 2개 이상 집합체의 교차
비가 증가

황진숙 등 200527)
level III

대학병원에서 컴퓨터단층
촬영을 시행한 112명

NCEP ATP III의 대사증
후군 기준

복부내장지방 면적이 120 cm2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증가

Kvist H 등 1988
level IV

25)

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6)
2002.
level III

김정아 등. 2006
level III

28)

남자 17명, 여자 10명

다른 위치보다 L4-5 위치의 내장
지방의 양이 전체 내장지방의 양
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1,193명의 20~84세 사이의
일본인 (남자 775명, 여자
418명) BMI 14.9~56.4
2
kg/m

대사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BMI
의 값은 25 kg/m2 이상이며 내장
2
지방의 양은 100 cm 이상부터
임.
허리둘레는 남성 85 cm 이상, 여
성 90 cm 이상

18세에서 70세까지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내장지방을
측정한 278명 (남 101명,
여 177명)

BMI 정상군과 높은군
(BMI ≥ 25 기준)
내장지방이 정상인군과 높
2
은군 (≥ 100 cm 기준)

BMI 및 내장 지방량이 정상인군
과 비교 시 높은군의 대사증후군
의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
비만 관련 질환의 빈도를 높이는
내장 지방량의 cut-off value는
114 cm2, 해당 허리 둘레는 남자
74.2 cm, 여성 87.37 cm

양의 절단값은 114.3 cm2이며 이에 해당되는 허리둘레는

왔다. 그러나 모든 비만한 사람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

남성에서 74.2 cm, 여성에서 87.37 cm라고 보고하였다.

현되는 것도 아니며, 정상 체중인 사람에게서도 인슐린 저

복부 비만의 판정 기준으로 허리둘레는 남성 ≥ 90 cm,

항성이 발현되기도 한다. 같은 비만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 ≥ 85 cm 이상이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

허리-엉덩이 둘레비나 허리둘레가 높은 사람에게서 인슐린

각되며, 아직 국내 연구에 의한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체지

저항성, 제2형 당뇨병과 여러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높다

2

30,31)

방 CT 측정에 의해 내장지방 면적이 100 cm 이상일 때 내

는 초기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

장지방형 비만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실

MRI를 통해 총지방량, 복부피하지방량과 내장지방량을 정

험연구는 없지만 비교연구나 상관성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

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내장지방이 인슐린 저항성, 대사

되고 있다 (Table 2).

증후군, 제2형 당뇨병 등의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32,33)

있다.

내장 지방형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

, 최근에는 복부 CT나

그러나 복부피하지방이 내장지방 못지않게 인슐

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어서
3)

이견이 있다.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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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내장 지방형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
문헌
Lapidus 등.
64)
1984 , 레벨 IIa

대상
38~60세 1,462명의 스웨덴
여성

중재/분석
허리/엉덩이 둘레 비와 심혈관
질환 및 사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12년 추적 관찰)

임상경과 / 결과
허리/엉덩이 둘레 비의 증가는
12년간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사망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Lemieux 등.
32)
1996 , 레벨 IIa

30명의 폐경전 당뇨병이
없는 여성 (35.2 ± 5.6세)

체지방의 변화 및 내장
지방량의 변화와 혈당/인슐린
항상성 지표의 변화의
관련성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
(7년 추적 관찰)

혈당/인슐린 항상성 지표의
변화는 체지방량이나
피하지방량의 변화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내방지방량의 변화만 연관이
있음.

Abate 등.
3)
1995. 레벨 III

39명의 남성 (백인 30명,
흑인 4명, 멕시코인 2명,
동양인 2명, 이집트인 1명)

전체/지역별 체지방량 (MRI,
skinfold thickness)과 인슐린
민감성 (hyperinsulinemic
euglycemic glucose clamp
study)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피하 지방량은 말초/간 인슐린
민감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으나, 내장 지방량과
후복막 지방량은 인슐린
민감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Goodpaster 등.
36)
1997. 레벨 III

26명의 남성, 28명의
폐경전 여성 (44명 백인,
9명 흑인, 1명 동양인)

인슐린 민감성 (hyperinsulinemic
euglycemic glucose clamp
study)과 지역별 체지방량
(DEXA, CT)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복부피하지방은 내장지방을
보정하더라도 인슐린 민감성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근육 내
지방량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좋은 지표였음.

Fujimoto 등.
1999.33) 레벨 IIa

175 명의 일본계 미국인
남성 (54명 당뇨병 환자,
121명 정상 내당능 남성;
평균 연령 61.2세)

내장 지방량 (CT)과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10년 추적 관찰)

내장지방량, 혈압, 혈당이
관상동맥질환 발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음.

Boyko 등.
2000.34) 레벨 Ⅱa

290명의 2세대 일본계
미국인 (평균 연령
61.8세)과 230명의 3세대
일본계 미국인 (평균 연령
40.1세)

지역별 체지방량 (CT)과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6~10년
추적 관찰)

내장지방량의 증가는 제 2형
당뇨병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음.

Goodpaster 등.
36)
1999. 레벨 IIb

4개월간의 체중감량
프로그램에 참가한 32명의
비만 남성 (15명)과 폐경전
여성 (17명)과 15명의
대조군 (남성 7명, 여성
8명)

체중감소와 전체/지역별
체지방량 (DEXA, CT)과
인슐린 민감성 (Euglycemic
insulin infusion) 변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체중 감소는 인슐린 민감성의
증가와 전체/지역별
체지방량의 감소와 연관이
있었으나, 체지방 분포의 지표
중에서 내장 지방량의
변화만이 인슐린 민감성과
관련이 있었음.

Weiss 등.
37)
2003 , 레벨 III

8~18세의 14명의 내당능
장애 소아/청소년과 14명의
정상 소아/청소년

비만한 내당능 장애 소아와
정상 소아에서 근육 내 지방량
(MRS)및 내장지방량 (MRI)
등의 차이를 분석

근육내 지방량과 내장지방량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Klein 등.
38)
2004. 레벨 IIb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은 15명의 비만 여성
(7명 당뇨병, 8명 정상
내당능)

지방흡입술의 효과 분석
(insulin sensitivity, CRP,
IL-6, TNF-α, adiponectin)

복부 지방흡입술은 비만 관련
대사 이상을 개선시키지
못했음.

Buchwald 등.
84)
2004. 레벨 I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에
대한 136개의 연구에
참여한 22,094명의 환자
(평균 연령 39세)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 분석

배리아트릭 수술에 의한 체중
감소는 당뇨병, 고지질혈증,
고혈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의 비만 관련 대사 질환을
개선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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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yazaki 등.
39)
2002. 레벨 IIb

16주 pioglitazone 받은
13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
(9명 남성, 4명 여성; 평균
연령 52 ± 3세, 평균
체질량지수 29.0 ± 1.1
kg/m2)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pioglitazone 치료의 내당능
(OGTT), 인슐린 분비 , 인슐린
민감성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혈중 지질
농도, 복부 지방 분포 (MRI)에
대한 효과 분석

pioglitazone 치료에 의한
내장지방에서 피하지방으로의
체지방 분포의 변화는 인슐린
민감성의 개선과 연관되었음.

Jensen 등.
40)
1989. 레벨 III

10명의 상체비만, 9명의
하체비만, 8명의 정상체중
폐경 전 여성

체지방 분포와 유리지방산
대사 이상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

상체 비만자는 유리지방산
대사 이상과 연관이 있었음.

Kelly 등.
41)
1994. 레벨 III

11명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와 9명의
당뇨병이 없는 사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근육의 자유지방산
이용의 장애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 (limb indirect
calorimetry, percutaneous
muscle biopsy)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서 근육의 유리지방산
이용, 흡수, 지방 산화의
장애가 관찰되었음.

Westerbacka 등.
200443), 레벨 III

132 명의 건강한 백인
(18~60세; 남성 66명, 여성
66명)

간 내 지방량 (proton
spectroscopy)과 체지방 분포
(MRI) 및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

간 내 지방량은
피하지방량과는 관련이
없었으며, 내장지방량과는
연관성이 있었고,
내장지방량보다 인슐린
저항성과 더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Ostman 등.
44)
1979 , 레벨 IIb

22명 (남성 11명, 여성
11명)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정상체중의 건강인
(평균 연령 48 ± 6세)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noradrenaline과 isopropyl
noradrenaline의 지방분해
효과의 차이를 분석

내장 지방의 지방분해반응이
피하지방보다 더 컸음.

Nielsen 등.
45)
2004. 레벨 III

비만 여성 24명, 비만 남성
20명, 정상체중 여성 12명,
정상체중 남성 12명

내장지방이 간의 유리지방산
순환에 기여하는지를 분석
(isotope dilution/hepatic vein
catheterization technique)

내장지방이 증가함에 따라
간으로 순환되는 유리지방산에
대한 내장지방의 지방분해의
기여도가 증가하나, 아무리
내장지방형 비만이 심해도
내장지방의 지방분해의
기여도는 50% 이내였음.

Bajaj 등.
46)
2004. 레벨 IIb

제2형 당뇨병의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있는 5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 (평균
연령 40 ± 4세)

acipomox 7일 치료 후
자유지방산의 감소의 말초/간
인슐린 민감성 (hyperinsulinemic
euglycemic clamp), 내당능
(OGTT), adipocytokine
농도에 대한 효과를 연구

acipomox 치료로 인한
유리지방산의 감소는
adipocytokine 농도에는 영향
없이 말초/간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켰음.

등의 대사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내장지방의 감소만이 인슐린 민감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계 미국인을

고 보고하였다. 비만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내

34,35)

연구한 Fujimoto 등

은 내장 지방이 제2형 당뇨병, 관상

동맥질환과 고혈압의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능장애가 발생한 비만 소아에서 근육 내 지방과 내장지방
38)

만이 증가하였으며, 복부피하지방량은 감소하였다.
39)

Despres와 Bouchard의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도 내장

Klein 등 은 8명의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7명의 제2형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 내당능 장애와 심혈관계 질환의 위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부피하지방의 지방흡입술 전

36)

험인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Abate와 Garg 등 의 연구

과 10~12주 후의 인슐린 저항성 등의 대사 이상을 비교하

결과는 오히려 복부피하지방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

였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10.5 ± 3.3 kg, 당뇨병이 없는 사

음을 보여주었고,

복부피하지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람들에서는 9.1 ± 3.7 kg의 복부피하지방을 제거하였으나,

Goodpaster 등 도 복부피하지방이 내장지방에 독립적으로

양 군에서 모두 인슐린 저항성, 혈당, 인슐린 농도, 아디포

인슐린 민감도를 예견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넥틴 농도 및 다른 대사 증후군 관련 인자들의 개선은 발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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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지방형 비만과 혈당과의 관계

할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배리아트릭 수술을 시행 받은
사람들에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비만에 합병된
대사질환들이 개선됨을 관찰하였다.

37)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내장비만과 혈당과의 관계에

pioglitazone, rosiglitazone 등의 Peroxisome proliferator

대한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찾기 어려우나, 국내외 연구에

-activated receptor (PPAR) γ 효현제는 총지방량과 복부피

서 정상 또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내장비만과 혈당과의 관련

하지방은 증가시키나, 내장지방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

성에 대해 연구한 보고는 찾을 수 있었으며, 무작위 대조군

는다. thiazolidinedione 사용 후 비만도의 악화에도 불구하

연구가 일부 있었으며, 대부분 내장 지방형 비만에 의해 혈

고 인슐린 민감도나 대사증후군 관련 인자들은 모두 개선되

당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차이가 없다는

어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혈장 내 유리지방산과 간 내 지방

결과의 보고도 있었다.

도 유의하게 감소한다.40) 이러한 관찰은 총지방량이나 복부

지방세포의 대사율은 내장 지방형 비만, 복부 피하지방,

피하지방량이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

대퇴부 피하지방 순으로 왕성하며 대퇴부 지방보다 내장 지

려 지방에서 분비되어지는 유리지방산과 사이토카인과 같

방이 약 3배, 복부 피하지방이 약 2배가량 높다.48) 지금까지

은 물질과 관련되어짐을 시사한다.

알려진 바로는 내장지방형 비만은 내당능 장애와 혈청지질

유리지방산의 농도 증가가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기전으

의 상승 등 대사 이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49)

로 제시되었으며, Jense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상체 비만에

다.

서는 자유지방산 농도가 증가되어지나, 하체비만에서는 유

지방산은 쉽게 가수 분해되어 혈액으로 유출되며 과량의 유

리지방산 농도가 정상이었다.

41)

이처럼 빠른 대사율을 갖는 내장지방으로부터 유리

골격근 내로 유리지방산의

리 지방산은 간으로 유입되어 VLDL을 과량으로 생산하여

전달이 증가하면 근육세포 내에 중성지방 침착이 증가하게

고중성지방혈증을 초래한다. 또한 혈액 내 과량의 유리지방

42)

되며, 근육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

유사하게 유

산은 근육의 포도당 이용을 감소시켜 근육 내 glycogen 축

리지방산이 간으로 많이 전달되면 간세포 내에 중성지방 침

적을 감소시키며, 간 내 포도당 이용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

착이 증가하고 초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분비

항성에 기여하고, 간의 인슐린 제거를 방해하여 고인슐린혈

가 증가하며 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된다.43,44)

증을 초래한다. 이렇게 초래된 고인슐린혈증은 근육이나 지

Ostman 등은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큰 지방분해능이

방조직에서 인슐린 수용체를 더욱 둔감하게 하여 인슐린 저

45)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 내장지방은 지방분해 작용이 더욱

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혈압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키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간문맥으로 직접 자유지방산을 분비하

동맥경화증을 초래한다.

므로 간에 일차통과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당-지방산 회로 (glucose-fatty acid cycle)를 통한 근육의 포

46)

50-52)

내장 지방의 과다 축적은 포도
53)

그러나 Nielsen 등 이 비만한 환자에서 간으로 순환되는

도당 이용과 저장을 방해하고,

유리지방산의 단 20%만이 내장 지방에서 기인한 것이며,

간의 인슐린 제거를 감소시켜 고인슐린혈증과 인슐린 저항

전신 순환하는 간외 유리지방산중 내장지방에서 기인한 것

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5%도 안된다고 보고하면서, 인슐린저항성에 있어서 내

있으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어야만 포도당 이용이 촉진되

장지방의 역할에 의문이 생겼다. Bajaj 등은 제2형 당뇨병

고 Lipoprotein lipase에 의한 유리지방산 이용을 자극하여

환자를 대상으로 acipimox를 투여하여 유리지방산을 낮추

지방을 합성하고 지방의 가수분해를 억제하는데

었을 때 아디포넥틴, resistin, IL-6, TNF-α 등의 농도에 변

분비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상대

화 없이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됨을 밝혀서47) 여전히 유리지

적인 인슐린 결핍이 일어나 내당능 장애 또는 인슐린 비의

증가된 혈청 유리지방산은
54-57)

인슐린 저항성이

58)

인슐린

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존성 당뇨병으로 이행된다. 고혈당이 계속되는 경우 인슐린

제시하였다.

저항성은 더욱 증가되고 또 고혈당은 베타세포를 계속 자극

내장 지방형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다는 많

59)

하여 베타세포는 탈진되어 고혈당은 계속 악화된다.

은 역학적, 실험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

내장 지방형 비만은 활동량의 감소, 단 음식과 포화지방

방형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확실

산의 과다 섭취 등 최근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하지 않았다. 현재 내장 지방형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

증가되었다.

련성에 대한 기전으로, 유리지방산과 아디포넥틴 등의 아디

인해 나타나며 성장호르몬의 분비 감소와 같은 내분비 장애

포카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내장지

시에도 나타난다. 성장호르몬은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 세

방형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확실

포에서 Lipoprotein lipase의 활성을 더욱 억제하여 내장지

하지 않으나, 내장지방형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

방의 축적을 방해하고 지질분해를 촉진하므로 내장지방량

다는 광범위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Table 3).

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성장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활성화

60)

또한 열량의 과다 섭취와 운동량의 감소로

형태인 IGF-1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내장지방 면적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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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내장 지방형 비만과 혈당과의 관계에 대한 근거
문헌
68)
Brochu et. al. 2000 ,
레벨Ⅲ

대상
44명의 건강한 폐경기여성
(평균 56.5세)

중재/분석
weight, diet stabilization period,
body composition (DEXA), CT,
energy enpenditure,
Hyperinsulineic/euglycemia
clamp

임상경과 / 결과
visceral fat은 glucose disposal
에 중요하고 독립적인 예측인자
임. 내장 지방의 정도에 따라
공복 시 혈당은 차이가 없었으
나 glucose disposal이 낮았음.

71)

38명의 여성 (10 마른 흑인,
10 비만 흑인, 9 마른 백인,
9 비만 백인)

신체계측, 대사증후군 관련 인
자 분석, 체구성

비만 흑인여성 보다 흑인에서
내장지방이 유의적으로 높음.
비만인에게서 인종에 관계없이
glucose oxidation이 감소됨. 그
룹 간, 그룹 내 내장 지방의 차
이 관찰됨.

24명의 폐경기 전 여성 (8
마른 여성, 8상체비만, 8하
체 비만)

체중감량에 따른 체구성 (MRI),
식이조사, 식이, 혈압과 혈액
검사 결과의 변화

상체 비만형 여성이 하체비만형
여성 보다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공복
시 혈당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허갑범 등. 1993.
레벨Ⅱb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강한
중년여성 55명 (평균연령
47.9세)

24시간 회상법, 식체계측, 혈
압, 내당능 검사, 인슐린, 혈청
지질 등, CT

VSR은 공복혈당 (0.315), 혈당
반응 (0.263)과 유의적으로 높
은 상관관계 나타남. 내장비만
이 > 10,000 이상인 군이 <
7,400이하인 군보다 공복 시 혈
당이 유의적으로 높았음.

윤지영 등. 1997.60)
레벨Ⅳ

총 237명 (정상체중이면서
당대사가 이상인 36, 내당능
장애 9, 과다체중이면서 당
대사가 정상인 89, 내당능
장애 53, 정상체중 당뇨 장
기이환군 22, 과다체중이면
서 단기이환군 11, 장기이환
군 17)

인체계측, 체지방 분포, CT, 당
부하검사, 혈청 지질과 호르몬
농도, 혈청 인지질, 지방산 조
성

장기 이환 당뇨 환자에서 공복
시 공복과 당부하 시 유리지방
산 농도가 증가된 것은 내장지
방량의 증가와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 때문으로 생각되고 이렇게
증가된 유리지방산 농도는 혈당
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됨.

62)

20세 이상의 과체중 이상 성
인 418명 (남 115명, 여 303
명)

인구사회학적 변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생활습관, 24시간 회
상법, 혈압, 혈당, 혈청 지질,
인슐린 농도, CT

내장 지방형 비만의 위험도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
남. 남녀 모두 미혼보다 기혼자
에게서, 기존 체중의 20% 이상
체중 증가가 있는 경우, 폭식경
향이 있는 경우 내장 지방형 비
만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남. 남
녀 모두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경
우 공복 시 혈당 농도가 높게
나타남.

67)

264명 (평균연령 57.1세)

신체계측, 공복혈당, 혈청지질,
초음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분포)

내장 지방 비만 정도에 따라 작
고 밀집한 저밀도 지단백과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공복
시 혈당은 군 간의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음.

Punyadeera 등. 2000.
레벨Ⅳ

Janke 등. 2006.
레벨 Ⅳ

63)

박혜순 등. 2002.
레벨 Ⅱb

심완섭 등. 2006.
레벨Ⅲ.

61)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연구 (윤지영 등, 1997)에

윤지영 등의 연구 를 보면 비만도가 다양한 40~65세 사

서도 IGF-1농도와 내장지방 면적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

이의 여성 237명 (정상인 125명, 내당능 장애 62명, 인슐린

성을 보였다. 장기이환 당뇨병 환자에서 혈청의 성장 호르

분비 의존형 당뇨병 50명을 대상으로 내장 지방형 비만이

몬과 IGF-1 농도의 감소는 당뇨병 환자의 내장지방 축적을

혈청 포도당, 인슐린, 인지질, 지방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악화시키고 혈당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복과 당부하 시 유리지방산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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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도가 증가된 것은 내장지방의 증가와 상대적인 인슐린 결핍

당과 인슐린 농도와 연관이 있었으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증가된 유리 지방산 농도가 결국

지방형 비만인에서 혈당 개선 효과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체중감량 후 내장

혈당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

지방조직의 분포에 따라 혈당의 차이가 없었다는 심완섭

도 혈청 유리 지방산 농도의 증가와 고혈당은 성장 호르몬

등과 Brochu 등의 보고도 있었으나68,69), 124 명의 아프리카

이나 IGF-1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부하

여성을 대상으로 복부비만에 따른 혈액성상을 연구한

후 포도당 과 유리 지방산 면적이 내당능 장애군, 단기 및

과에서는 내장비만의 정도에 따라 혈당의 차이는 보이지 않

장기 이환 당뇨병 환자 순으로 점차 증가되었으며 복부의

더라도 인슐린 농도나 HOMA 값의 차이는 관찰되었다. 그

내장지방은 상대적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장기간의 고혈당

러나 이들 외의 다른 연구

과 고농도 유리 지방산으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

혈당과의 연관성을 보고하였으며, 인종, 연령에 따라서 연관

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4)

62)

다른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70)

71-73)

결

에서는 내장 지방형 비만과

평균 연령 47.9세 (40~59

이상과 같이 내장 지방형 비만은 제2형 당뇨병에서 혈당

세) 여성 55명 (비만 36, 과체중 11, 정상 8)을 대상으로 컴

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실험연구는 없지만 비교

퓨터 단층촬영에 의한 내장 지방형 비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구나 상관성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Table 4).

보면 내장지방/피하지방비와 내장지방이 공복 시 혈당이나

내장 지방형 비만이 제2형 당뇨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혈당 반응 면적이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장 지방량에 따라 군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내장지방형 비
만군에서 이완기 혈압, 공복 시 유리 지방산, 혈당, 인슐린,
C-peptide 농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피하지방형 비만

내장 지방의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기전은

군과 비교하였을 때, 내장지방형 비만군이 유의적으로 혈당

문맥계를 통하여 유리지방산이 대량 간으로 유입되어 증가

면적, 유리지방산 면적, 인슐린 면적 등이 높게 나타났다. 내

된 유리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

장지방형 비만인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게 나타나 당

질대사의 이상을 일으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으

뇨병이나 내당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경

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당능장애와 고지혈증 및 고혈압의

우 인슐린 분비능이 조금만 감소되어도 당대사를 조절하지

발생이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비만성인 418명 (남자 115명, 여자

당뇨병 환자에서 내장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평

63)

30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 모

75,76)

,

77)

가하는데 유용하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증가에는 여러

두 내장 지방형 비만에서 피하 지방형 비만 보다 공복혈당,

78)

총콜레스테롤 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HDL-콜레스테

기전이 작용하며

롤은 낮게 나타났으며, 공복 시 인슐린 농도는 남자의 경우에

경우 지방조직에서 염증유발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6와

서만 피하 지방형 비만에서 내장형 비만 보다 높게 보고되었
64)

다. 최근 보고된 국외 연구에서 보면

상체형 비만인에서 내
65)

장 지방형 비만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 내장비만이 혈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비만의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분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
해 동맥의 죽상경화가 발생한다. 또한 간에서 C-reactive
protein과 fibrinogen의 생산이 증대하고,

plasminogen

Table 5. 내장 지방형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
논문
67)
심완섭 등 2006
레벨 Ⅲ

대상집단
제2형 당뇨 환자 264명
대상

중재/분석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 지단백
및 작고 밀집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 측정

경과/결과
내장지방과 작고 밀집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의
연관관계 규명

Katsuki A, 199880)
레벨Ⅱa

normal 12명,
nonobese NIDDM 12명,
obese NIDDM 12명 대상

피하지방, 내방지방,
TNF-α측정
4주간 식이, 운동처방 실시

혈청 TNF-α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유의적으로 증가를 보임.
4주간의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비만 당뇨병 환자에서
TNF-α가 감소됨

2 groups of 30 overweight
and obese diabetic and
overweight and obese
non-diabetic women

PAI-1 activity와 내장 지방
측정

비만한 제2형 당뇨 환자에서
PAI-I증가, 내장지방은
fibrinolytic process에 중요한
역할 담당

Mertens I 등, 2001
레벨 Ⅲ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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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or inhibitor-1 (PAI-1)의 증가하여 혈액응고가 촉진
된다.

79)

국내 논문과 외국의 관련 논문들을 검색하여 각각의 논문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평가된 결과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장지

다음과 같다.

방은 fibrinolytic process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장지방의

내장 지방형 비만의 기준은 허리둘레 남성 ≥ 90 cm, 여

증가는 PAI-1의 활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thrombovascular

성 ≥ 85 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이는 CT 측정에 의한

80)

2

또한 Katsuki 등에 의하면

내장비만 면적 100 cm 에 해당된다. 내장 지방형 비만은

혈청 TNF-α는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정상인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제2

이나 정상체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형병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

가를 보였으며 4주간의 식사와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비만

다.

disease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에서 TNF-α가 감소되었다.81)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내장 지방형 비만은 관리가 권고

또 다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내장비만과

되어야 하며, 향후 제2형 환자의 내장 지방형 비만을 관리

혈중지질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내장지방량이 나

하는 근거 중심의 임상관리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

이,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각된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 low density liporp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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