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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여성은 폐경을 맞이하면서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비만 발생률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만성퇴행성 질환 발병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폐경 후 비만 여성에서 혈중 항산화효소 활성 및 혈중 지질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폐경 후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체질량지수 85th percentile 이상인
대상자를 비만군(27명), 그 이하는 대조군(33명)으로 분류하였다. 신체계측과 식이섭취조사, 혈액 채취를
실시하였고,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total antioxidant 활성을 측정
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비만군이 65.4세, 대조군이 64.2세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가 없었
고, 비만군의 체중 (p<0.001), 체질량지수(p<0.001), 허리-엉덩이 둘레비(p<0.001), 체지방률(p<0.001)
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열량 섭취량은 1일 평균 비만군이 1551.4 kcal (권장량의
89.4%), 정상군이 1516.1 kcal (권장량의 85.9%)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영양소 섭취량도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품군별 섭취량 조사 결과 비만군의 감자 및 전분류
(p<0.01), 난류(p<0.01)의 섭취량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비만군의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
와 관련된 지표인 혈청 총 콜레스테롤 (p<0.05), 중성지방(p<0.05)의 수준도 비만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항산화효소 활성을 분석한 결과, SOD, GPx, TA 활성은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액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SOD가 양의 상관관계(p<0.05)를
보였다.
결론 : 비만군은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준이 대조군보다 높아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SOD 활성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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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를 보임으로써 비만도 증가에 따른 혈중 지질 수준의 변화는 항산화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폐경후 여성, 비만도, 항산화능

서

포를 파괴시키는 과산화지질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론

활성 산소의 세포 손상 작용이 축적되게 되어 여러 가
비만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우리나라

12)
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우

에서 비만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구 전반의 체

리나라에서도 만성 심혈관계질환이나 당뇨병, 암의 진

1)

질량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비만과 지질대사

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총 항산화능의 변화와 면역능

이상에 관한 연구는 그 상관성이 높은 만큼 많은 연구

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 보고되고 있는데, 비만은 콜레스테롤과 지단백 사

한 환자들에게서 혈중 총항산화능, 항산화 비타민이

이에 이상을 야기시켜 고지혈증의 발생을 초래한다고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활성산소의 주요 발생 원인으

밝혔다2). 유춘희 등3)의 보고에 의하면 50세 이상 연령

로는 최근 환경 요인 외에 과음, 과식 등이 또 하나의

군에서는 혈청 총 콜레스테롤이 체중과 양의 상관관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비만인의 경우 혈중 지질

를 보였고, 혈청 LDL-콜레스테롤이 신장과 유의한 양

의 함량이 높음으로 인해 활성 산소의 공격에 노출될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 한국

확률이 많으므로 산화 스트레스 또한 정상인에 비하여

인에서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이 정상체중인 사람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을 맞이하

4∼6)

13)

이러

체질

면서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체지방 증가와 함께 비만

량지수는 혈청 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폐경 후 비만인의 여

인으로 나타났다.

러 가지 만성 질환의 발병이 항산화체계의 변화와 관

보다 혈청 콜레스테롤이 높았다고 보고되어

한편,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활성 산소 (oxygen free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radical)와 관련하여 국내․외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7∼11)

이상과 같이 비만도의 과도한 증가는 만성퇴행성 질

. 신체는 에너지 생성 과정, 정상적인 신

환 발병 위험을 초래하고, 항산화 요인에도 변화를 초

진대사 및 면역 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활성 산소를 생

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폐경으로 인한

지고 있다

성한다. 체내에는 이러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스트레

비만 및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을 대상

스 방어 체계로 효소적 방어계와 비효소적 방어계가

으로 비만도와 항산화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생체 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효소적 방어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 60명을

로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superoxide dismutase

14)
대상으로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의한 연구대상

(SOD),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의 효소가 있

자의

으며, 비효소적 방어에 관여하는 물질로는 비타민 A,

percentile 이상인 대상자를 비만군, 그 이하는 대조군

비타민 C, 비타민 E, β-카로틴, 페놀 화합물, 셀레늄

으로 분류하고, 식이 섭취상태, 혈액 중의 지질, 항산

등이 있다.

화능지수인 SOD, GPx와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

성별과

연령에

준하여

체질량지수가

85th

그러나 이러한 산화스트레스 방어체계의 균형이 깨

중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알부민, 요산, 아스코

질 경우 과잉으로 생성된 활성 산소는 신체내 불포화

르브산, α-토코페롤, 빌리루빈 등의 총괄적인 유해산소

지방산과 지질 및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신체내 세

중화능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의료분야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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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사용하고 있는 혈중 총항산화능 (total antioxidant

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식이섭취조사 결과는 영양분석

capacity)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16)
프로그램 Can-pro 를 이용하여 영양소 섭취량을 분

폐경 후 여성에서 비만시 항산화효소 활성, 혈중지질의

석하였다. 개인별 영양소 섭취량 계산 후, 한국인 영양

변화를 관찰하고, 식이섭취 상태․체질량지수와 항산화

권장량에 제시된 11가지의 영양소 (열량, 단백질, 칼슘,

효소 활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폐경 후 여성의

인, 철,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 비타민 C)에 대하여 연령별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

하고자 한다.

(% RDA)을 산정하였다. 3대 영양소의 총 열량 섭취
량에 대한 구성 비율도 계산하였다.

방

법
3) 혈액분석

1. 연구대상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해당일 아침에 정맥혈 20 mL

연구대상자는 2000년 6월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며

를 채취하고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2,500 rpm에

주로 노인대학에 다니는 50∼77세의 폐경 후 여성 60

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70℃에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NHANES 자료에서 체

냉동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질량지수 85th percentile을 비만기준으로 사용한 것에

과 HDL-콜레스테롤, 중성지질은 효소법을 이용한 kit

15)

근거하여 , 우리나라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연

(Boehringer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자동생

령별 체질량지수의 85th percentile을 기준으로 비만군

화학분석기 (HITACHI 747, Japan)로 분석하였고, 혈

(≥85th percentile) 27명과 대조군 (<85th percentile)

17)
청 중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riedenwald 의 공식

33명으로 분류하여,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과 식이섭

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취조사, 혈액 채취를 실시하였고, 혈중 지질과 항산화
효소 활성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4) 항산화효소 활성 분석
가. Superoxide dismutase

2. 연구방법

SOD의 활성은 Floh 등18)의 방법에 기초하여,

1) 신체계측

xanthine이 xanthine oxidase에 의해 생성된 superoxide

신장과 체중은 신체 자동계측기 (DS-102, JENIX,

radical이 I.N.T (2-[4-iodophenyl]-3- [4-introphenol]-5

Korea)를 사용하여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신발을 벗

phenyl-tetrazolium chloride)와 반응하여 Formazan

고 직립한 자세로 측정하였다.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

dye를 형성하는데, SOD의 활성도는 이 반응이 억제되

여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 체중(kg)/신

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검체의 전처리는 헤파린 처리

2
장(m) )를 산출하였다. 체지방 함량 (body fat %)은 체

된 전혈 1.0 mL에 0.85% NaCl을 넣어 3000 rpm으로

지방 측정기 (TBF-105 FANITA, Japan)를 사용하여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분리된 혈액의 상층을 제거한

연령과 신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

후, 이러한 과정을 4회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증류수를

이 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이를 기준으

첨가하여 전체 부피를 2.0 mL로 맞춘 다음 4℃에서

로 WHR (waist hip ratio)를 계산하였다. 혈압은 자동

15분간 배양한 후 0.1 mmol/L phosphate buffer (pH

혈압기 (BP-750A, NISSEI, Japan)를 사용하여 수축기

7.0)를 이용하여 25배 희석하여 전처리 후 자동분석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Cobas MIRA, Roche, 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나. Glutathione peroxidase
19)
GPx의 측정원리는 Pagila와 Valentine법 에 기초

2) 식품 및 영양 섭취조사
식이섭취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식

한 UV법으로서, 글루타티온이 GR (Glutathione

기와 음식 모형을 제시하여 3일간의 식이섭취를 회상

reductase)과 NADPH에 의하여 환원될 때 NADP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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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Non-obese
(n=33)
64.24 ± 7.901)
49.00 ± 4.09
150.18 ± 5.59
53.75 ± 5.96
23.82 ± 2.21
0.85 ± 0.05
33.19 ± 5.63
141.44 ± 18.94
76.29 ± 9.41

Age (yr)
Age of menopause (yr)
Height (cm)
Weight (kg)
3)
BMI
WHR4)
Body fat (%)
5)
SBP
6)
DBP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 : p<0.001
3)
Body Mass Index
4)
Waist hip ratio
5)
Systolic Blood Pressure
6)
Diastolic Blood Pressure

65.40
49.18
152.55
67.07
28.80
0.90
43.77
152.95
78.09

Obese
(n=27)
± 8.04
± 4.65
± 5.07
± 5.66***2)
± 1.89***
± 0.05***
± 4.33***
± 21.09
± 9.70

Table 2. Mean Daily Energy and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Non-obese
Obese
1516.19 ± 474.711)
1551.47 ± 369.58N.S2)
Energy (kcal)
Protein (g)
61.55 ± 15.42
70.12 ± 27.90
Animal protein
24.40 ± 11.22
31.15 ± 24.29
Plant protein
37.15 ±
8.72
37.31 ±
9.27
Fat (g)
27.21 ±
8.25
28.50 ± 10.95
Animal fat
11.55 ±
6.46
12.19 ±
9.20
Plant fat
15.65 ±
5.01
17.15 ±
6.69
Carbohydrate (g)
255.92 ± 62.12
248.93 ± 52.98
757.65 ± 326.74
864.88 ± 337.32
Vitamin A (R.E)
56.37 ± 61.82
54.41 ± 52.10
Retinol
4085.13 ± 1861.94
4690.55 ± 2244.94
Carotene (μg)
1.10 ±
0.57
1.07 ±
0.31
Vitamin B1 (mg)
0.84 ±
0.37
0.87 ±
0.30
Vitamin B2 (mg)
14.85 ±
8.28
15.25 ±
5.96
Niacin (mg)
100.87 ± 34.28
95.59 ± 44.10
Vitamin C (mg)
565.61 ± 178.23
545.89 ± 181.50
Calcium (mg)
1072.68 ± 376.54
1117.89 ± 414.95
Phosphorus (mg)
11.43 ±
3.86
12.65 ±
3.92
Iron (mg)
1)
Mean±Standard Deviation
2)
No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흡광도가 340 nm에서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실온에서 활성화하였다. 이 용액을 double strength

검체의 전처리는 kit 속에 들어있는 regent diluent 1

Drabkin's solution 1 mL를 추가한 후 20분 이내에 자

㎖에 헤파린 처리된 전혈 0.05 mL를 가한 후 5분간

동분석기 (Cobas MIRA. Roche. Switzerland)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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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ood Intakes of the Subjects
Food groups

Non-obese
(n=33)

Potatoes
8.51
Cereals
233.58
Meats
23.92
Fruits
110.60
Eggs
4.68
Sugars
6.89
Soy foods
25.59
Mushrooms
1.45
Fishes
49.92
Milk
41.44
Beverages
29.78
Seasoning
29.06
Seeds and Nut
2.86
Vegetables
266.68
Seaweeds
1.57
Total
1120.84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 : p<0.01

±
±
±
±
±
±
±
±
±
±
±
±
±
±
±
±

Obese
(n=27)

15.711)
66.26
19.09
101.92
7.28
8.06
23.01
3.55
38.41
62.00
71.20
12.24
6.04
85.74
2.94
390.84

21.42
241.68
22.22
155.54
21.94
3.84
27.07
1.49
61.29
30.31
12.37
23.53
3.28
244.03
5.96
1121.38

±
±
±
±
±
±
±
±
±
±
±
±
±
±
±
±

29.52**2)
78.37
18.57
199.11
23.16**
3.91
22.60
3.63
37.59
43.11
27.43
9.82
5.27
129.57
12.31
366.44

Student's t-test

정하였다.

결

다. Total antioxidant capacity

과

1. 연구대상자의 기본 사항

Ⓡ
ABTS (2,2'-Azino-dl-[3-ethylbinzthiazoline sulphonate])

를 peroxidase 및 H2O2와 배양시킨 후 ABTSⓇ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비만군이 65.4세, 대조군

매우 안정한 청록색 분자인 양이온이 생성되면 600

이 64.2세였으며, 폐경 연령은 비만군이 49.1세, 대조

nm에서 측정하였다. 이 안정된 청록색 분자는 검체 속

군이 49.0세로 모두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의 양에 의해 발색이 억제되고, 그

다 (Table 1). 신체 계측 결과 대상자의 평균 신장은

정도는 항산화 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며, mmol/L로 표

비만군이 152.5 cm, 대조군이 150.1 cm로 유의적인

시하였다. 검사시약은 total antioxidant status (RAN-

차이가 없었다. 체중은 비만군 67.0 kg, 대조군 53.7

DOX, United Kingdom)을 사용하였으며, 자동분석기

kg이었으며 (p<0.001), 체중과 신장으로부터 산출한
2
2
체질량지수는 비만군 28.8 kg/m , 대조군 23.8 kg/m

(Hitachi 7150, HITACHI, Japan)로 측정하였다.

이었다 (p<0.001).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비만

3. 통계처리

군 152.9 mmHg, 대조군 141.4 mmHg로 비만군이 높

실험결과로 얻어진 각 분석치의 통계분석은 SAS

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가 없었고, 이

프로그램 (version 8.1)을 이용하였다. 비만도에 따른

완기 혈압은 비만군 78.0 mmHg, 대조군 76.2 mmHg

두 군간의 비교는 student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

로 유의적인 차가 없었다.

다.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r)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영양소 및 식품군별 식품 섭취상태
본 연구에서는 3일간의 24시간 회상법으로 식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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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Lipid Levels of Subjects

Total 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Non-obese
172.54 ± 36.281)
100.94 ± 41.01
50.84 ± 19.33
103.75 ± 44.00

1)

Mean±Standard Deviatio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 : p<0.05

Obese
193.03 ± 34.17*2)
119.92 ± 37.18
45.96 ± 12.21
135.92 ± 56.74*

Table 5.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Subjects
Non-obese
(n=33)
108.89 ± 14.301)
1041.56 ± 257.45
1.11 ±
0.14

SOD(U/ml)2)
GPx(U/ml)3)
4)
TA(mmol/l)
1)
Mean±Standard Deviation
2)
Superoxide dismutase
3)
Glutathion peroxidase
4)
Total antioxidants capacity
5)
No significanse 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취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열량

Obese
(n=27)
112.90 ± 17.10N.S5)
999.08 ± 279.43
1.20 ±
0.13

청 지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섭취량은 비만군이 1551.4 kcal (권장량의 89.4%), 대

비만군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193.0 mg/dL, 중성

조군이 1516.1 kcal (권장량의 86.9%)로 두 군간에 유

지방은 135.9 mg/dL로 대조군의 172.5 mg/dL, 103.7

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Table 2에 제시한 기타 영양

mg/dL보다

소 섭취량에 있어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L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이 100.9 mg/dL, 비만군이

나지 않았다. 섭취 열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

119.9 mg/dL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HDL-

질의 섭취비율은 비만군은 64.7:17.9:17.4이었으며 대

콜레스테롤은 비만군이 45.9 mg/dL, 대조군 50.8

20)
조군의 경우 65.2:16.9:17.9로 한국인영양권장량 에

mg/dL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비만군의 HDL-콜레

서 제시하는 65:15:20과 비교시 두 군 모두 유사한 섭

스테롤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취 수준이었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p<0.05).

4. 항산화 효소 활성

비만군과 대조군의 식품군별 식품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만군의 감자 및 전분류 (p<0.01),

비만군과 대조군의 항산화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난류 (p<0.01)의 섭취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

하여 항산화 효소인 SOD, GPx, TA를 분석한 결과는

로 높았다.

Table 5와 같다. SOD는 비만군이 112.9 U/mL, 대조
군은 108.8 U/mL이었고, TA는 비만군이 1.20 mmol/l,

3. 혈중 지질 양상

대조군이 1.11 mmol/l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비

연구대상자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만군의 항산화효소 활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

일반적인 생화학 지표로서 공복시 혈액을 채취하여 혈

면 GPx는 비만군의 990.8 U/mL이 대조군이 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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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hysical Tests and Serum
Lipids Levels and Antioxidant Activity on Subjects Adjusted for Age
1)

Height
Weight
BMI4)
5)
WHR
Body fat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Superoxide dismutase

2)

Glutathione peroxidase

3)

Total antioxidant capacity
Body mass index
Waist-hip ratio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 : p<0.05

5)
6)

GPx
0.1868
0.1030
0.0155
0.0555
0.0363
0.1931
0.1746
-0.0101
0.0217

0.3317*6)
0.2818
-0.0185
0.1101

1)

4)

2)

SOD
0.1945
0.1359
0.0590
0.0821
0.0752

3)

TA
0.2519
0.2682
0.1795
0.0980
0.1171
0.2682
0.1953
0.0610
0.0888

U/mL보다 항산화 효소 활성 값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

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대조군보다 높았으나, 항산화

나 두 군간의 유의차는 없었다.

효소 활성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 혈청 지질과 항산화효소 활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 전체의 비만도와 항산화 효소 활성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체질량지수

대상자들의 혈청 지질과 항산화 효소 활성간의 상관

와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는

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6),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혈중 지질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SOD가 양의 상관관계 (p<0.05)를 보였다.

과 SOD가 양의 상관관계 (p<0.05)를 보였고, 유의적
이지는 않았으나 항산화효소 활성이 LDL-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이

찰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비만
산소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산

도가 증가할수록 체내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화적 대사과정 중에 자유라디칼을 생성한다. 생체 내에

이에 대한 방어 작용으로 항산화효소 활성이 높아지는

는 이들에 대한 방어기구로서 SOD, catalase (CAT),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GPx 등의 항산화효소와 함께 비타민 E, 비타민 C, 글

비만인에게 지질 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루타티온, 유비퀴논, 요산 등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존재

다음과 같이 설명된 바 있다. 즉 비만이 되면 심장이

21)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체내 항산화능

기계적, 대사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이고, 심근의 산소

이 저하되거나, 자유라디칼이 과잉 생산되면 심혈관질

소비가 많아지며,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과

22)

환이나 암을 비롯하여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

도하게 되어 superoxide, hydroxyl radical, hydrogen

비만인의 경우 이상과 같은 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peroxide 생성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세포는 항산화반

이러한 원인이 산화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되어 지질과산화가

가설하에 비만도에 따라 대상자들의 항산화효소 활성

일어난다. 또 다른 가능성은 비만인은 체중이 무겁기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만군의 혈청 총 콜

때문에 신체의 세포가 압력을 많이 받게 되어 세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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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일어나게 되어 지질 과산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an exceptional case. In postmenopausal women

것이다. 또한 비만은 주로 영양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

changes in hormonal profiles may raise a problem of

고 할 수 있으며, 식이를 통해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obesity. Obesity is correlated to chronic degene-

많을 경우 체내에서 지방산의 이중구조가 쉽게 산화되

rative diseases and the antioxidant status. The

23)
어 지질 과산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ntioxidant

24)

실제로 Vincent 등 은 비만이 심근의 산화 스트레

enzyme activities and serum lipid of obese postmeno-

스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쥐 실험연구에서 12개월 된

pausal women to those of non-obese subjects, and

마른쥐 (평균 몸무게 590 g, n=6)와 비만쥐 (882 g,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nutritional status,

n=7)의 항산화 효소를 측정한 결과, SOD는 비만쥐가

BMI, and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postmeno-

마른쥐보다 높았으며 (135 vs 117 U/mg protein), GPx

pausal obese women.

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만

Method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subjects

이 산화 스트레스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항산화 효소의

in to the obese postmenopausal women (n=27) and

활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

non-obese (n=33)

7)

according

to

their

BMI,

and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순경 등 의 연구에서 20대

measured dietary intakes, serum lipid, SOD (Super-

남성을 대상으로 총항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체중과다

oxide dismutase activity), GPx (Glutathione peroxidase

군의 총항산화능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activity) and TA (Total antioxidants capacity).

게 나타났다.

Results: The average age of obese and non-obese

본 연구에서 비만군은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

were 65.4 yrs and 64.2 yrs, respectively and there

방의 수준이 대조군보다 높아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ody weight (p<0.001),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혈청 총 콜레

body mass index (p<0.001), waist-hip ratio (p<0.001)

스테롤은 SOD 활성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 (p<0.05)

of obes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를 보임으로써 비만도 증가에 따른 혈중 지질 수준의

non-obese. The mean daily intake of energy in obese

변화는 항산화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and non-obese subjects were 1551.4 kcal (89.4% of

진다. 이와 같이 비만과 체내 항산화능의 변화에 관한

RDA) and 1516 kcal (85.9% of RDA), respectively

연구가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마다 각기 다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mean

를 결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원수와

daily nutrient intakes of obese was not significantly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from those of non-obese subjects. The obese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nsumed significantly greater quantities of potatoes
(p<0.01) and eggs (p<0.01) compared those consumed
by

감사의 글

non-obese.

Serum

total

cholesterol (p<0.05),

triglyceride (p<0.05) of obese were significantly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2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higher than those of non-obe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D, GPx, TA activitie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as

present

between total cholesterol and SOD (p<0.05).

ABSTRACT

Conclusion: Obese postmenopausal women had
higher serum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han

Background: Increases in the number of obese

those of the non-obese. Obesity is associated with

population is an international issue, and Korea is not

elevated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A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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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4:30-37.

stress.

9. Schulz HU,

Niederau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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