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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내장지방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방
의 저장 장소가 아닌 여러 가지 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내독소는 그람
음성균주의 세포벽 조각인 지질 다당체(Lipopolysaccharide, LPS)로서 이는 TNF-α, IL-1를 분비하여 염증을 일으
키는 인자로 보고 있으며 최근 atherosclerosis의 위험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내장지
방량과 내독소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에 내원한 20세 이상 환자
중 이 연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복부 CT)을 이용하여 복부 내장지방량을 측정하고 내
장지방 면적 100 cm² 이상을 환자군으로, 100 cm² 이하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2시간 공복상태에서
내독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대상자는 총 40명이었으며 복부 내장 지방량과 혈청 내독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0.587, P = 0.000). 혈청 내독소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수축기 혈압,
나이,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내장지방면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내장지방량만이 유의한
2
관련성을 보였고(R = 0.345, P < 0.001), 수축기혈압(P = 0.240), 연령(P = 0.199), 공복혈당(P = 0.218), 체질량

지수(P = 0.359)는 혈청 내독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독소는 내장지방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향후 대규모의 성인을 대상으로
내장지방량과 내독소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복부비만, 내장지방, 내독소

서

(energy harvest)과 항상성, 비만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보

론

고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세균종(bacterial species)뿐 아니라
비만은 에너지 섭취, 소비, 저장이라는 에너지 균형이 깨

3)

미생물 집단의 기여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어진 것 이며 만성적인 전신성 염증(chronic systemic

inflammation)과 연관되어 있다.

2)

사람의 장에는 미생물총이라 불리는 100조 이상의 미생

비만의 원인은 다양하여

물들이 있으며 대부분 무산소성균(anaerobes)이고 그 중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 모두를 포함한다. 최근의 연

1)
90% 이상이 Bacteroidetes군과 Firmicutes의 군이다. 소장

구들에서 장 미생물총(gut microbiota)들이 에너지 수확

에서 대장으로 갈수록 미생물 수가 증가하며, 대부분을 차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접수일자: 2010년 4월 7일, 심사일자: 2010년 5월 17일, 게재승인일자: 2010년 8월 31일
교신저자: 염근상, (480-717)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정의학과
Tel: 031-590-3179, Fax: 031-847-3941, E-mail: yks6303@catholic.ac.kr , Mobile: 010-6326-3790

- 78 -

－ 성인에서 내장지방량과 내독소와의 연관성 －

하는 무산소성균은 short-chain fatty acid에 의한 발효 등을

교하였다. 현재 감염과 관련된 증상 및 검사실 결과를 보이

포함한 여러 대사 작용을 수행하고 비타민 생성, 상피의 영

는 경우, aspirin이나 statin 등 염증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3)

복용하고 있는 경우, 과거 복부수술을 한 경우, 전이성 암,

양작용을 증가시키고, 면역체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미생물의 존재는 숙주의 식이로부터 에너지 산출

복벽의 부종 또는 복수, 만성 간 질환, 간비대, 비장 비대, 3

량을 증가시켜, 무균 쥐에게 정상 쥐의 장 미생물총을 이식

개월 이상 침상생활 병력, 측정 부위 이상소견이 있는 환자

하면 체지방의 60%가 증가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장

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강에서 단당류 흡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지방분해가 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연구 대상자에게는 동의

서 증가하며, Fiaf (fasting-induced adipocyte factor, 장상피

서를 받았다.

에 존재하는 lipase inhibitor)억제로 인해 지방분해효소의

2. 신체 계측

활동이 증가하며 지방세포에서의 중성지방 저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3)

가벼운 옷차림으로 키(Height, cm)와 몸무게(Weight, kg)

또한 미생물 집단의 구성도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2
를 측정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kg/m )를 계산

보여 비만 쥐의 경우 마른 쥐보다 장내 Firmicutes군의 분획

하고. 생체전기저항 분석법(Body composition analyzer,

이 더 높고 마른 쥐는 Bacteroides군의 분획이 더 높았다.

Inbody 3.0 Biospace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체지방

같은 식이를 주었을 때 비만 쥐의 분변은 칼로리가 더 적고

률(Percent body fat, %)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안정한

발효산물이 더 많아 비만 쥐가 더 효과적으로 주어진 식이
4)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에서 칼로리를 추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독소(endotoxin)는 그람 음성 장 세균에서 기인한 물질

3. 혈액 검사

로서, 리포다당질(Lipopolysaccharide, LPS)라고도 한다.5,6)
세균성 LPS는 선천적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신호로 작용

12시간 공복상태에서 정맥혈을 채취하여 총 콜레스테롤,

을 하여 혈액 내의 LPS-결합 단백질(LPS-binding protein,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

LBP)과 결합한 후 대식세포막에 존재하는 CD14와 결합을

테롤, 공복혈당, 백혈구 수치, ESR, CRP를 측정하였다.

하고.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전염증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4. 복부 내장지방량의 측정

cytokine)으로 TNF-α, IL-1β I-8, IL-2, IL-4, IL-6과 같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여 이들 상호 간의 작용을 통해 사이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4번과 5번 요추골 부위에서 스캔하

토카인의 증폭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을 더욱 심하게 하는

여 전산화 단층촬영(High Speed Advantage, General

7,8)

한 쥐 모델 연구에서 LPS 농도는 먹

Electric Co., USA)을 시행하여 housfield unit -150에서 0

는 동안 증가하고 특히 고지방 식이를 할 때 LPS 분획이 증

에 속하는 부위를 측정하였다. 이중 복부와 배부의 복막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했는데 이처럼 고지방 식이로 인해 만성적으로 혈중 LPS

경계로 안쪽을 내장지방, 바깥쪽을 피하지방으로 하여 내장

농도가 정상의 2~3배로 증가하게 될 때(대사 내독소혈증,

지방량을 측정하였다.

metabolic endotoxemia) 염증의 정도를 조절하기 어렵게 하
며 체중증가와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9)

5. 내독소의 측정

음식에

포함된 지방과 탄수화물의 양과 질에 따라 장 미생물총들의

1) 내독소 검출 시약

구성과 장 투과성이 변화되어 결국 만성적으로 증가된 혈중

Kinetic Turbidimetric Assay (KTA, 탁도 변화 방식-비탁

LPS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연결고리로 여겨

법)을 위해 LAL reagent KTA2 (Charles River La b. Inc.,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부 CT를 이용하여 측정된

USA)를 사용하였다.

내장지방과 내독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혈액 채혈 및 전처리
혈액을 sodium heparin vacuum tube에 3 cc 채혈하였다.

연구방법

이 채혈한 혈액을 2개의 microcentrifuge tube에 옮겨 6,000

1. 연구 대상

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였고 분리된 혈액에서 plasma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

(상층액)만 5 mL polystyrene tube로 옮겼다. 그 양은 약

모병원 가정의학과 외래를 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 중 복

1 mL 정도되는데 이 Plasma를 new polystyrene tube에 10

부비만에 대한 검사를 받기 원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

배 희석하였다. 즉 100 uL plasma에 900 uL dispersing

2

10)

2

agent (BD 100 buffer)를 더하여 희석시켰다. 이 tube를

이상을 환자군으로, 100 cm 이하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

75℃에서 10분 동안 heat inactivation하여 전처리하였고 얼

였다. 복부 내장지방 면적 100 cm 을 기준 으로 100 c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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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냉장실에서 전처리 한 tube를 서서히 10분 정도 식

씩 넣어준 후 LAL시약을 녹였다. 즉 Powder 상태인 LAL

혔다. 내독소를 바로 측정하거나, 측정 시까지 -20℃ 또는

시약에 5.2 mL LRW를 넣고, 3~5분 정도 기다린 후 사용하

-70℃에서 보관하였다. 검사는 1주일을 넘기지 않고 측정하

였다. 이것은 enzyme이므로 vortex 하지 않았고, vial을 살

였다.

살 돌려 가면서 녹여주였다. powder가 LRW에 다 묻을 정
도로 살살 돌려주고, 3분 정도 그냥 두면 다 녹아서 투명하

3) 내독소 표준원액(CSE: Control Standard Endotoxin)의
조제

게 되었다. LAL 시약이 완전히 녹으면, 표준용액과 샘플을
넣은 곳에 LAL 시약을 100 uL씩 가능한 한 빨리 분주하였

50 EU/mL의 표준용액을 5, 0.5, 0.05, 0.005 EU/mL로
희석하였다(각 2 mL씩).

고 분주가 끝나면, 분광광도계 Endo-Chek TM (Diatech
Korea Co..Ltd.,Seoul, Korea)에 plate를 넣고 시료 내의 내

각 단계별 과정을 2분 이상 vortex하였고 단, ①의 경우에

독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는 5분 정도 격렬하게 vortex하였다. powder 상태인 50

6. 통계처리 및 분석

EU/mL Control Standard Endotoxin (CSE)를 LAL Reagent

통계학적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5.0을 이용

Water (LRW)로 녹였다.

하였고 모든 측정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군의 평균값 비교분석은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내장지방량

4)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정량

과 내독소 간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상

분석
-20℃ 또는 -70℃에 보관되었던 샘플을 상온에서 천천히

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혈청 내독소 농도와 내장지방면

녹였다. 표준용액과 샘플을 96 well plate에(Fig. 1)과 같이

적 사이의 관련성은 혈청 내독소 농도를 종속변수로, 내장지

100 uL씩 분주하였다. 각 샘플에 spike를 처리하였고 Spike

방면적 및 관련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는 5 EU/mL짜리 Standard 1을 spike 처리 할 well에 10 uL

알아보았다.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으로 하

①

② Standard 1

③ Standard 2

④ Standard 3

⑤ Standard 4

50 EU/mL CSE

5 EU/mL
①번 0.2ml
+
1.8 mL LRW

0.5 EU/mL
②번 0.2 mL
+

0.05 EU/mL
③번 0.2 mL
+

0.005 EU/mL
④번 0.2 mL
+
1. 8mL LRW

STD1
5EU

STD1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5EU
1
1
4
4
7
7
10
10

STD2 STD2 Sample Samp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0.5EU 0.5EU
1
le1
4
4
7
7
10
10
STD3
0.05

STD3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0.05
2
2
5
5
8
8

STD4
0.005

STD4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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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96 well plate of Control Standard Endotoxin (CSE) an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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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청 내독소 농도도 환자군이 0.17 ± 0.06 EU/mL로 대조군의
0.065 ± 0.04 EU/m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WBC가 환자군

결

에서 7.25 ± 1.99 109/L으로 대조군의 5.81 ± 1.72 109/L보

과

1. 연구 대상자의 내장지방 면적에 따른 임상양상의 차이

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ESR과 CRP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환자군과 대조군의 ESR이 각각 9.18 ±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남자는 27명(67.5%),

6.20/ 7.81 ± 6.21 mm/h, CRP는 각각 0.26 ± 0.49/0.21 ±

2
여자는 13명(32.5%)이었고, 내장지방 면적 100 cm 을 기준

0.30 mg/dL).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환자군과 대조

으로 100 cm2 이상을 환자군으로, 100 cm2 이하를 대조군

군이 각각 137.10 ± 13.09/ 81.10 ± 9.94 mmHg과 120.70

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내장지방면적의 평균은 환자군은

± 14.81/ 74.05 ± 9.12 mmHg으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

2
2
140.97 ± 24.97 cm 이었고 대조군은 59.45 ± 19.57 cm 이

았으며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도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해

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환자군과 대조군의 체질량지수

두 군의 특성을 비교하면 나이는 환자군이 45.75 ± 10.48

2
는 각각 29.60 ± 4.16/ 22.80 ± 3.02 kg/m , P = 0.001, 환

세, 대조군이 37.45 ± 8.48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혈

자군과 대조군의 체지방률은 각각 30.92 ± 6.40/ 22.06 ±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se (N = 20)
Control (N = 20)
P value
Mean ± SD
Mean ± SD
Male/Female†
14/6
13/7
0.500
Age (year)
45.75 ± 10.48
37.45 ± 8.48
0.009*
2
Visceral fat area (cm )
140.97 ± 24.97
59.45 ± 19.57
0.000*
VFA/SFA ratio
0.92 ± 0.38
0.64 ± 0.50
0.054
*
Endotoxin (EU/mL)
0.17 ± 0.06
0.065 ± 0.04
0.000
WBC count (109/L)
7.25 ± 1.99
5.81 ± 1.72
0.020*
ESR (mm/h)
9.18 ± 6.20
7.81 ± 6.21
0.532
CRP (mg/dL)
0.26 ± 0.49
0.21 ± 0.30
0.785
*
SBP (mmHg)
137.10 ± 13.09
120.70 ± 14.81
0.001
*
DBP (mmHg)
81.10 ± 9.94
74.05 ± 9.12
0.025
Height (cm)
167.63 ± 7.90
168.87 ± 8.35
0.631
*
Weight (cm)
83.59 ± 17.20
64.94 ± 9.16
0.000
2
BMI (kg/m )
29.60 ± 4.16
22.80 ± 3.02
0.000*
TC (mg/dL)
207.40 ± 65.79
174.80 ± 34.95
0.060
*
Triglycerides (mg/dL)
268.10 ± 332.34
98.10 ± 69.14
0.036
HDL cholesterol (mg/dL)
45.10 ± 10.12
50.90 ± 12.83
0.121
LDL cholesterol (mg/dL)
117.25 ± 60.60
103.00 ± 37.95
0.380
Body fat (%)
30.92 ± 6.40
22.06 ± 8.81
0.001*
BMI, body mass index calculated as weight in kilograms divided by height in meters squared;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mg/dL); LDL, low density lipoprotein (mg/d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SD, Stanard
deviation; SFA, subcutaneous fat area; TC, Total cholesterol; VFA, Visceral fat area.
2
2
Case: visceral fat area ≥ 100 cm , Control: visceral fat area < 100 cm .
* P < 0.05. P-values are calculated by T-test.
†P < 0.05. P-values ar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Table 2.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s of endotoxin with SBP, visceral fat, age, BMI, FB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td. Error
Beta
SBP
0.001
0.001
0.177
1.194
0.240
VFA
0.000
0.000
0.587
4.471
0.000
Age
0.001
0.001
0.184
1.307
0.199
BMI
0.004
0.003
0.183
0.929
0.359
FBS
0.001
0.001
0.169
1.252
0.218
Stastical significances were test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 0.345.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glucos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VFA, Visceral fa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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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between visceral fat and endotoxin in men and wome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represent endotoxin and
visceral fat. Serum endotoxin concentr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isceral fat in adult.

8.81%, P = 0.001). 지질대사지표 중 중성지방이 환자군

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에서 Firmicutes와 Bacteroides군의

268.10 ± 332.34 mg/dL, 대조군 98.10 ± 69.14 mg/dL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는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은 마른 사람에 비해 Firmicutes

11)

식이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군이 더 많고 Bacteroides군이 적었다. 하지만 체중 감량에

2. 복부 내장 지방량과 혈청 내독소와의 관련성

성공한 비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Bacteroides군이 많아지

복부 내장 지방량과 혈청 내독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고 Firmicutes군이 적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마도 이는 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

생물이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를 발효시켜 단당류와 짧은 사

수 0.587, P = 0.000) (Fig. 2). 혈청 내독소와 유의한 상관

슬 지방산이 장내로 흡수되어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

관계를 보인 수축기 혈압, 나이,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내장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지방면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행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내
2

또한 내독소에 의한 혈관-방수장벽의 파괴와 대식세포 등

장지방량만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R = 0.345, P <

은 여러 가지 염증매개인자를 혈액 내로 방출하여 각종 면

0.001). 수축기혈압(P = 0.240), 연령(P = 0.199), 공복혈당

역 반응 및 염증반응을 초래하여 각종 질환을 야기하고 기

(P = 0.218), 체질량지수(P = 0.359)는 혈청 내독소에 영향

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13)

을 주지 않았다(Fig. 2).

이를 바탕으로 내독소혈증과 비알콜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atohepatitis, NASH)과의 관련성14)을 보고하며 장

고

찰

내 세균의 과성장과 장내막의 투과성 증가로 인한 내독소의
과도한 간, 내장지방으로의 흡수, 이로 인한 면역반응의 변

장내 미생물총이 비만에 기여하는 기전은 세 가지 정도로
추측되는데, 첫 번째는 소화되지 않는 식이 다당류의 발효를

화와 간조직의 손상을 가능성 있는 가설로 제시하는 논문들
이 보고되고 있다.

14,15)

16)

이는 내독소가 중성지방, VLDL에

통해 섭취된 음식들로부터 칼로리 추출(calories extracion)

의해 영향을 받고

을 촉진시키고 지방조직에 저장시키는 일을 도우며, 두 번째

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방아쇠 인자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가

는 Fiaf 억제와 PGC-1α/AMPK 활성을 통해 LPS의 활성도

설17) 들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이다. 또한 내독소에 의한 염증

를 증가시키며, 세 번째는 식이 중에 포함된 지방량에 따라

이 심혈관계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보고 atherosclerosis의

LPS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이는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대사증후군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18,19)

미생물 집단의 구성변화도 비만에 선행한다는 연구들도

정상 쥐에 LPS를 주입하면 인슐린저항성과 고혈당혈증,

보고되고 있다. 비만 쥐와 마른 쥐 간의 장내 미생물총의 차

9)
비만이 생겼고 고지방 식이 쥐를 항생제로 치료했을 때, 내

4)

이를 본 연구 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

독소와 염증과 관련된 여러 표지자들이 감소했으며 내당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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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되고 체중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20)들을 볼

IL-10. Endotoxin is also related with many inflammation

때 LPS가 미생물총과 연관된 염증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factors and atherosclerosis. There are only few studies

로 보여진다.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endotoxin concentration

이처럼 내독소와 염증, 비만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본

and visceral fat in adult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연구에서는 내독소와 복부 CT를 이용하여 측정된 내장지방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isceral fat and serum

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endotoxin concentration in adults.

본 연구 결과 그 동안 여러 단면 연구에서 알려진 것과

Methods: A total of 40 of subjects (26 men and 14

같이 혈중 내독소와 내장 지방량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women) were enroll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을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대사증후군지표를

selected among Korean adults who visited the Department

보정한 후에도 혈중 내독소와 내장 지방량과의 유의한 상관

of Family Medicine from January 2009 to August 2009.

관계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내독소가 단순히 세균 감염의

Abdominal fat area was calculated from CT scan taken at

진단에 유용할 뿐 아니라 대사증후군의 한 위험인자로서 볼

the umbilical level. Serum endotoxin concentration was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measured by Endo-Chek TM (Diatech Korea Co..Ltd.,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

Seoul, Korea).

었고, 둘째,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복부 컴
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Results: Serum endotoxin concentr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visceral fat in adults (P < 0.05).

전 인국 집단에 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점이고 셋째, 대상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rum

자의 복부비만에 중요한 유발인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인자

endotoxin concentr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로 흡연력, 가족력, 운동량, 알코올 섭취량 등의 식이조사에

visceral fat in adults. Further appropriate studies are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

required to better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였다는 점이다. 넷째,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구하지 못하였다

visceral fat and serum endotoxin concentration among

는 점과 또한 여성의 복부 비만이 폐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Korean adult population.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 환자에서 폐
경 전, 후의 나이에 따른 차이와 남자 환자에서도 나이에 따

Key words: Abominal obesity, Visceral fat, Endotoxin

른 차이를 구하지 못하였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
째, 이 연구는 단면적 연구이기 때문에 내독소와 내장지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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