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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연구배경: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병인이면서 죽상경화성 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인슐린 저항
성, 지질대사 이상 및 고혈압의 원인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비만에 의한 대사성 및 혈관 합병증은
전신적 지방량의 증가보다 복강내 지방축적이 병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과 이들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연구 조사한 성적은 많지
않다. 이에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전신적 비만과 복강내 지방 축적을 반영하는 각각의 신체계측지수들
과 죽상경화증 위험인자와의 상관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비만도가 대사성 및 혈관
성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과 신체계측지수들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제2형 당뇨병 환자 425명 (남자 196명, 여자 2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적 단백뇨가 있거
나 인슐린 치료, 혈압강하제 또는 지질대사개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제외시켰다. 전신 비만은 체용적지
수 그리고 피부두겹 두께로 산출한 체지방률을, 복강내 지방축적도는 허리둘레 및 요둔위비를 이용하였
다.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내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농도, 인슐린 저항성
을 나타내는 공복 인슐린 및 C-peptide 농도, 지질 대사 상태를 나타내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 그리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선택하였다. 전
신 비만지수 및 복부 비만지수와 이들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는 연령과 당뇨병 이환기간을 보정하고 편
상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2
결과: 1. 여성군에서 남성군에 비해 체용적지수 (24.2 대 23.0 kg/m , p<0.01) 및 체지방률 (23.8 대

13.5%, p<0.01)은 다소 높았으나 허리둘레(87.0 대 85.8 cm)와 요둔위비(0.96 대 0.96)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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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슐린 저항성을 반영하는 공복 인슐린 및 C-peptide 농도는 체용적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 및 요
둔위비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0.21∼0.42, 모두 p<0.05).
3. 혈청 지질중에는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만이 남성 환자군에서 비만지수들과 약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향이었고,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농도는 상관성이 없었다.
4.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남성군에서만 체용적지수, 체지방률, 허리둘레 및 요둔위비가 커질수록 상
승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0.21∼0.33, 모두 p<0.05).
결론: 국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전신 비만도 및 복부 비만도가 서구인에 비해 심하지는 않으나 포
도당 대사, 인슐린 저항성, 지질 대사 및 고혈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도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체계측을 통한
전신 비만 및 복부 비만 지수 모두가 당뇨병 및 죽상경화증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예견하는 유용한 척도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제2형 당뇨병, 비만지수, 내장지방, 피하지방, 인슐린저항성, 죽상경화증

서

비만은 인슐린의 감수성을 저하시키고 이를 보상하기

론

위하여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나 간에서 인슐린 추출률
비만은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이면서 제2형 당뇨병

이 저하되어 결국 순환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

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병인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

는 일련의 대사성 장애가 동반된다. 뿐만 아니라 복부

1∼5)

다

. 또한 제2형 당뇨병은 비만과 마찬가지로 사망

비만과 이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은 내당능 장애, 지질

률을 증가시키고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및 고혈압 등

대사 이상, 고혈압을 유도하여 결국은 제2형 당뇨병,

의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

관동맥질환, 뇌졸중, 그리고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하

4,6)
다 .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은 모두 복합적인 병인을

게 된다

8∼10)

.

가지며 유전적 인자로 서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서로

한편 한국인의 제2형 당뇨병은 서구의 제2형 당뇨

병존하고 연관되어 있다. 제2형 당뇨병의 상당수는 비

병과 병인론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꾸

만하며, 비만한 사람의 상당수는 제2형 당뇨병 또는

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비만을 동반한 환자가 80%를

내당능 장애를 보이게 된다. 반면 체중을 감소시키면

차지하는 서구의 제2형 당뇨병 환자들과 달리 국내 제

포도당 및 인슐린의 항상성 장애가 호전된다. 그러나

2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을 동반하는 비율은 물론 비

비만 그 자체가 제2형 당뇨병을 발생시킨다고 단정하

만의 정도나 비만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는 못한다. 따라서 비만과 여러 가지 대사성 및 혈관

구의 비만형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발병하기 오래

성 질병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체중을 중심으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로 하는 비만의 정도만으로 해석하기는 힘들고 체내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인슐린 저항성을

축적된 지방의 분포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보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행되면서 점차 인슐린 분비

4,7∼11)

다

12∼14)

.

. 서

능이 탈진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병인적 과

복강내 지방 (visceral adiposity)의 축적에 의한 복

15)
정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다 . 반면 한국인의 제2

부 비만은 고인슐린혈증, 혈장내 중성지방 농도의 증

형 당뇨병은 비만형보다 비(非)비만형이 더 큰 몫을

가 및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 그리고 혈압의

차지하고 이들은 인슐린 저항성보다 인슐린 분비 장애

10,13,14∼17)

상승을 야기하는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

12,13,16)

. 복부

가 병인에 더 크게 관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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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hropometric Indices in Type 2 Diabetics
Male (n=196)

Female (n=229)

p value

Height (cm)

167.0±5.45

153.8±4.94

<0.01

Body weight (kg)

64.3±9.09

57.2±8.25

<0.01

BMI (kg/m )

23.0±2.76

24.2±3.20

<0.01

%BF (%)

13.5±3.89

23.8±6.13

<0.01

Waist (cm)

85.8±7.67

87.0±9.62

NS

2

Hip(cm)

89.5±5.79

90.6±5.92

<0.05

WHR

0.96±0.055

0.96±0.077

NS

BMI: body mass index, %BF: percent of body fat, WHR: waist/hip ratio,
NS : no significance

Table 2. Indices of Glycemic Control, Serum Insulin and C-peptide Levels in
Type 2 Diabetics

FBS (mg/dL)

Male (n=196)

Female (n=229)

p value

187.7±61.30

178.6±57.90

NS

HbA1c (%)

10.2±2.13

9.8±2.11

<0.05

Insulin (μIU/mL)

9.2±7.44

11.8±11.56

<0.05

C-peptide (ng/mL)

1.9±1.05

2.3±1.34

<0.05

FBS: fasting blood sugar, HbA1c: hemoglobin A1c

국인과 인종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일본인 제2형 당뇨

형태와 죽상경화증 병발 위험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인론적 연구에서도 비슷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신 비만도 및 복부 비만도를

17,18)

. 경구 당부하에 따른 초

반영하는 각각의 신체계측지수와 고인슐린혈증, 지질

기 인슐린 분비 반응의 장애가 제2형 당뇨병의 주된

대사 이상 및 고혈압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여 향후 임

병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는

상적 척도로서의 신체계측지수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주요 병태가 복강내 지방축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하였다.

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제2형 당뇨병의 병인적 기전에
서 전신 비만이나 복부 비만의 정도와 제2형 당뇨병과

방

법

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 31세 이상 70세 이하의

지 국내에서 비만과 죽상경화증과의 상관성을 연구 보
고한 성적들은 거의 대부분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을

환자로써 남자 196명, 여자 229명 모두 425명을 대상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비

으로 하였다. 임상적 단백뇨가 합병된 환자, 인슐린 치

만-특히 신체의 지방 분포 양상과 죽상경화증의 위험

료를 받는 환자 그리고 지질강하제 또는 항고혈압제를

인자와의 상관성을 연구 보고한 성적은 매우 드문 실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제외시켰다. 남녀 각 군의 평균

19)

연령은 남자 환자군 54±10.0세, 여자 환자군 57±9.2

정이다 .

세였으며 제2형 당뇨병이라 진단받은 연령은 남자군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제2형 당뇨병에서 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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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um Lipid Profiles in Type 2 Diabetics
Male (n=196)

Female (n=229)

p value

TC (mg/dL)

198.6±44.85

214.5±44.96

<0.01

TG (mg/dL)

166.2±143.20

161.0±112.30

NS

HDL-C (mg/dL)

47.4±13.41

49.4±11.95

NS

LDL-C (mg/dL)

121.1±39.37

132.9±40.31

<0.01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able 4.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in Type 2 Diabetics
Male (n=196)

Female (n=229)

p value

sBP (mmHg)

131.1±21.71

132.8±22.27

NS

dBP (mmHg)

80.0±12.71

81.0±12.71

N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에서 48±9.5세, 여자군에서 51±9.1세였다. 진단받은

2. 죽상 경화증의 위험인자

이후의 이환기간은 남자군에서 82±71.7개월, 여자군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혈당조절 정도, 인슐린

에서 71±55.7개월이었다.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혈중 지질 농도 그리고 고혈압
의 정도를 변수로 삼았다.

1. 비만도 측정

1) 혈당 조절 정도: 혈중 포도당 농도는 저녁 식사

전신 비만을 반영하는 지표로 체용적지수와 체지방

후 10시간 이상 금식한 공복 상태에서 수지 끝부분의

2
률을 이용하였다. 체용적지수 (kg/m )는 체중 (kg)을

모세혈관에서 채혈한 전혈을 glucose oxidase법을 이

신장 (m)의 제곱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체지방률을

용한 Accutrend기기 (독일, Beringer-Manheim사)로

구하기 위한 피부두겹두께는 Eioken type의 caliper

측정하였다. 당화혈색소 농도 (hemoglobin A1c)는 Ion-

(야가미 회사, 일본)를 사용하였다. 남성은 우측 흉부,

exchange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복부 및 대퇴부를, 여성은 우측 삼두근, 대퇴부 및 장골

법을 이용한 VariantTM hemoglobin testing system

20)

상부 세 곳의 피부두겹두께를 측정하고 Jackson 등

(Bio-Rad사, 미국)의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의 공식에 따라 체밀도를 산출하였다. 이어 산출한 체

2) 인슐린 저항성: 저녁 식사후 10시간 이상 금식한

밀도를 Brozek 등21)의 공식에 대입하여 체지방률을

공복상태에서 채혈한 정맥혈의 혈청내 인슐린 및

구하였다.

C-peptide 농도는 방사면역축정법을 이용한 kit로 측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지표로 허리둘레 및 허리둘

정하였다.

레/둔부둘레 비 (waist/hip ratio, 이하 요둔위비)를

3) 혈청 지질 농도: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콜

이용하였다. 숙련된 동일 검사자가 직립 자세에서 허

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는 저녁 식사후 10시간 이상

리둘레는 늑골하단과 장골능의 중간 수준인 배곱 높이

금식한 공복상태에서 채혈한 정맥혈청으로 enzymatic

에서 가장 짧은 둘레를, 둔부둘레는 대퇴골의 큰 돌기

colorimetry의 원리를 이용한 자동화학분석기 (Hitachi

(great trochanter) 수준에서 가장 긴 둘레를 선택하

7060, 일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저밀도지단백 콜

였다.

22)

레스테롤 농도는 Friedewald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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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rtial Correlation of Body Mass Index(BMI) and Percent of Body
Fat(%BF) with Indices of Glycemic Control, Serum Insulin,
C-peptide Levels, Serum Lipid Profiles, and Blood Presure in Type
2 Diabetics
BMI (kg/m2)
Male

Female

%BF (%)
Total

Male

Female

Total

FBS (mg/dL)

-0.21*

-0.12

-0.17

-0.12

-0.12

-0.13

HbA1c (%)

-0.33*

-0.16

-0.24*

-0.28*

-0.13

-0.19

Insulin (μIU/mL)

0.24*

0.30*

0.29*

0.21*

0.29*

0.26*

C-peptide (ng/mL)

0.36*

0.42*

0.40*

0.35*

0.26*

0.28*

TC (mg/dL)

0.11

0.04

0.11

-0.00

-0.05

0.10

TG (mgdL)

0.09

0.09

0.08

0.12

-0.11

-0.03

HDL-C (mg/dL)

-0.15

-0.11

-0.10

-0.22*

-0.01

0.02

LDL-C (mg/dL)

0.08

0.04

0.09

-0.01

-0.01

0.01

sBP (mmHg)

0.24*

0.17

0.20*

0.21*

0.13

0.12

dBP (mmHg)

0.21*

0.18

0.19

0.24*

0.14

0.15

FBS: fasting blood sugar, BMI: body mass index, %BF: percent of body fat,
*: p<0.05

성지방/5-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에 따라 산출하였다.

체중은 167.0 cm, 64.3 kg이었고 여성의 평균 신장 및

4) 혈압: 안정 상태의 좌 위에서 자동 혈압측정기

체중은 153.4 cm, 57.2 kg이었다. 이로부터 산출된 체

(BP-203RVII, 일본 Colin사)를 이용하여 수축기 및

용적지수는 남성군에서 23.0±2.76 kg/m2으로 여성군

이완기 혈압을 기록하였다.

의 24.2±3.20 kg/m2보다 적었다 (p<0.01). 신체 세 곳
의 피부두겹두께로부터 산출한 체지방률은 남성군에

3. 통계 분석

서 13.5±3.89%, 여성군에서 23.8±6.13%로 전신 비만

남녀 각각에서 전신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용적

의 정도가 여성에서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지수 및 체지방률, 그리고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허리

(p<0.01). 허리둘레는 남성군에서 85.8±7.67 cm, 여성

둘레 및 요둔위비와 죽상경화증 위험인자들-공복 혈당,

군에서 87.0±9.62 cm로 여성에서 커져 있었으나 그

당화혈색소 농도, 공복 혈청 인슐린 및 C-peptide 농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둔부둘레는 남성군의 89.5

도, 혈청 지질 그리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의 상

±5.79 cm에 비해 여성군은 90.6±5.92 cm로 유의하게

관관계는 연령과 당뇨병의 이환기간을 보정한 편상관

커져 있어 (p<0.05), 산출된 요둔위비는 남녀 모두

분석법(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0.96으로 서로간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복강내 지

성은 p 치가 0.05 미만일 때로 하였다.

방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은 모두 남녀간에 차
이가 없었다.

결

과

2. 혈당 및 혈청 인슐린 지표

1. 각 군 및 성별 신체계측치 및 비만지수

혈당의 조절 정도를 반영하는 공복시 혈당은 남성에

관찰대상의 관찰 대상인 남녀 각군별 신체계측치 및

서 187.7 mg/dL, 여성에서 178.6 mg/dL이었고, 당화

비만 지수는 Table 1과 같았다. 남성의 평균 신장 및

혈색소 농도 (Hemoglobin A1c, HbA1c)는 남성군에서

- 97 -

－ 대한비만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2003 －

Table 6. Partial Correlation of Waist Circumference and Waist/Hip Ratio (WHR)
with Indices of Glycemic Control, Serum Insulin, C-peptide Levels,
Serum Lipid Profiles, and Blood Pressure in Type 2 Diabetics
Waist circumference (cm)
Male

Female

WHR

Total

Male

Female

Total

FBS (mg/dL)

-0.17

-0.07

-0.11

-0.06

0.07

0.02

HbA1c (%)

-0.26*

-0.11

-0.17

-0.01

0.01

0.02

Insulin (μIU/mL)

0.20*

0.28*

0.26*

0.03

0.14

0.10

C-peptide (ng/mL)

0.39*

0.38*

0.38*

0.33*

0.27*

0.28*

TC (mg/dL)

0.02

0.09

0.07

-0.03

0.14

0.07

TG (mg/dL)

0.08

0.07

0.06

0.08

0.10

0.09

-0.21*

-0.11

-0.14

-0.21*

-0.13

-0.16

LDL-C (mg/dL)

0.02

0.11

0.08

-0.01

0.14

0.08

sBP (mmHg)

0.31*

0.12

0.19

0.33*

0.08

0.16

dBP (mmHg)

0.25*

0.09

0.15

0.24*

0.03

0.10

HDL-C (mg/dL)

FBS: fasting blood sugar, WHR: waist/hip ratio, *: p<0.05

수축기 혈압은 남성군에서 131.1±21.71 mmHg 여

10.2±2.13%로 여성군의 9.8±2.11%에 비해 높았다

성군에서 132.8±22.27 mmHg 이완기 혈압은 남성군

(p<0.05, Table 2).

에서 80.0±12.71 mmHg 여성군에서 81.0±12.71 mmHg

인슐린 저항성을 반영하는 공복 상태의 혈청 인슐린
농도는 남성군에서 9.2±7.44 μIU/mL로 여성군의 11.8

으로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4).

±11.56 μIU/mL에 비해 낮았으며 (p<0.05) 공복 혈청

5. 비만지수와 대사지표의 상관성

내 C-peptide 농도 역시 남성군에서 1.9±1.06 ng/mL

전신 비만을 반영하는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률과 혈

로 여성군의 2.3±1.34 ng/mL에 비해 낮았다 (p<0.05,

당 조절의 대사 지표인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 그리

Table 2).

고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나타내는 공복 인슐린 및

3. 혈청지질과 지단백

C-peptide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았다. 체

지질 대사 상태를 반영하는 혈청 지질 농도는 Table

용적지수와 체지방률과 공복 혈당 및 당화혈색소의 상

3과 같았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남성군의

관성은 남녀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198.6±44.85 mg/dL에 비해 여성군에서 214.5±44.96

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

mg/dL로 높았으며 (p<0.05), 중성지방 농도는 남성군

었다 (p<0.05).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공복 인슐린

에서 166.2±143.2 mg/dL, 여성군에서 161.0±112.30

및 C-peptide 농도와 전신 비만 지수와는 모두 유의한

mg/d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는 남성군에서

양의 상관관계 (p<0.05)를 보였으며, 공복 인슐린 농도

47.4±13.41 mg/dL, 여성군에서 49.4±11.95 mg/dL으

(0.21-0.30)보다 C-peptide (0.26-0.42)와의 상관계수가

로 남녀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률과

롤 농도는 남성군에서 121.1±39.37 mg/dL로 여성군의

혈청 지질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았다. 남

132.9±40.31 mg/dL에 비해 낮았다 (p<0.05).

녀 모두에서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률과 총 콜레스테
롤, 중성 지방 또는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

4. 혈압의 변화

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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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률 모두 고밀도지단백 콜

들 수 있다.

레스테롤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대사성 또는 혈관성 병태의

각각 -0.15, -0.22, 모두 p<0.05). 체용적지수 및 체지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만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

방률과 혈압과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았다. 체용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신적으

적지수는 남성군에서만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은

로 지방이 축적된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중하체

모두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0.24, 0.21,

23)
중측정법 (underwater weighing) 이 체지방량 측정법

모두 p<0.05). 체지방률 역시 남성군에서만 수축기 및

의 정확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외에 체지방량

이완기 혈압과 모두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는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동위원소나 지용성 화합물을 이

각각 0.21, 0.24).

용한 희석법, 체내 전기전도률을 이용한 Tobec법 등이

복강내 지방축적 정도를 반영하는 허리둘레 및 요둔

있으나 임상에서 실제 사용하기는 힘든 제한성이 있

위비와 혈당 조절 대사 지표 및 인슐린 저항성 정도와

다. 또 전신 dual photon absorptiometry 등 방사선학

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았다. 허리둘레와 요둔위

적 방법도 소개되고 있으나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역

비도 역시 혈당 조절정도와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

시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계측치를

향이었으며 남성에서 그 상관성이 다소 높았다. 공복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체지방량을 반영하는 지수들이

인슐린 및 C-peptide 농도와 복부 비만지수와는 역시

고안되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p<0.05)를 보였으며, 역시

이 체용적지수이다. Keys 등

공복 인슐린 농도보다 C-peptide와의 상관계수가 다소

적지수는 신장과는 독립적으로 체지방량과 밀접한 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허리둘레 및 요둔위비 역시

계가 있다고 하여 임상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

남녀 모두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또는 저밀도

26)
러나 근년에 Garrow 등 은 체용적지수는 어디까지나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

신장에 따른 체지방률을 반영하므로 체지방률보다는

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군에서만 허리둘레 및 요둔위

비만을 평가하는 지표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 여성

비 모두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 음의 상관관

에서는 남성과 달리 체용적지수의 임상적 가치가 크지

계를 보였다 (상관계수 각각 -0.21, 모두 p<0.05). 허리

않다고도 한다. 그러나 체용적지수는 체지방량과 0.7

둘레 및 요둔위비와 혈압과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지므로 임상적 가치는 인정할 만

같았다. 전신 비만 지수와 마찬가지로 남성군에서만

27)
하다고 하겠다 .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의 경우 체

허리둘레와 요둔위비 모두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중의 10∼20%가, 여성의 경우 체중의 20∼30%가 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용적지수나 체지방률에

3)
26)
방이 차지하는 몫이라고 한다 . Garrow 등 은 서양

비해 상관계수 (각각 0.24, 0.33)가 더 높았다.

인의 경우 체용적지수가 20-25 kg/m2이면 ‘정상’, 25

24)

및 Roche 등25)은 체용

2
2
∼29.9 kg/m 이면 ‘과체중’(1도 비만), 30∼40 kg/m 이

고

2
면 ‘비만’(2도 비만), 40 kg/m 을 초과하면 ‘병적 비만’

찰

(morbid obesity, 3도 비만)이라고 분류하였다.
비만은 유전적, 환경적 및 신경내분비적 요인들에

피부두겹두께를 측정하여 체밀도를 구하고 체밀도
28,29)

의해 병인적 기전이 영향을 받는 이질적이면서 복합적

로부터 체지방량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인 질병이다. 비만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

정도가 심할수록 피부두겹두께로 산출한 체지방량과

적된 상태이면서 지방 조직의 크기, 위치 및 대사에 따

실제 체지방량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질 수 있으나 피부

라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효과에 영향을 미

두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의 오차를 줄인다면 수중하

치게 된다. 비만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문제

측정법에 의한 체밀도와의 상관계수가 0.8에 다다른다

로는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제2형 당뇨병, 고

27)
고 한다 .

혈압, 죽상경화증 그리고 일부 악성 종양의 발생 등을

. 비만의

한편 신체의 지방 분포 (fat distribution) 양상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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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33)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한국인의 전신성 비만도가

져 있다. 서양인의 경우-특히 체용적지수가 35 kg/m

2

2
서양인에 비해 낮아 체용적지수가 35 kg/m 를 초과하

미만으로 전신성 비만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지방

는 예가 적다는 보고들을 감안할 때 국내 당뇨병 환자

3)

분포 양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 복부 비만의 임

에서는 체지방의 분포 양상이 보다 더 중요한 임상적

상적 중요성은 복강내 축적된 지방 (visceral adiposity)

의의를 가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저자의 관찰 대상

의 양, 즉 복강내 지방축적도를 반영한다는 사실에 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체용적지수는 남녀 각각 23.0,

2,30)

. 복강내 지방축적도를 직접 평가하

24.2로서 서구인의 정상 체용적지수에 해당될 정도로

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학적 접근이 제안되어 가장

전신 비만도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체지방률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복부 자기공명상이나 전산

역시 남녀 각각 13.5%, 24.2%로 서구인에서의 일반적

거를 두고 있다

31)

28)

화단층촬영상을 이용한 분석법이 있다 . 그러나 자기

체지방률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박 등 이 건강한 한

공명상은 매우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그리고 전산화단

국인 30∼4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체용적지수가 남자

층촬영상은 상당히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에서 23.7, 여자에서 22.6이였던 보고와 비교하면 저

단점으로 하여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실제 임

자의 관찰대상 여성군의 체용적지수가 상대적으로 증

상에서 정규 검사법으로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

가하여 전신 비만이 다소 있는 듯하다. 이러한 성적은

제 임상에서 신체내 지방 분포를 평가하는데 가장 널

16)
14)
13)
Shin 등 , 허 등 및 조 가 조사한 국내 제2형 당뇨

리 이용되는 방법은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실측하

병 환자의 전신 비만도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한국인

여 요둔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복부 비만도를 나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비만도는 서구와 크게 차이가 있

내는 신체계측지수인 단순 허리둘레와 요둔위비 두가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내 거주하는 일본

지 중에서 어느 것이 장관 지방축적도를 보다 정확하

인을 대상으로 한 체용적지수 24.4∼26.7보다 낮은 편

8)

게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 요둔위

이었다.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허리둘레는 남녀 각각

비가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지수이기는 하나 비만하지

85.8 cm, 87.0 cm였으며, 요둔위비는 남녀 모두 0.96

않은 사람에서는 복강내 지방축적도와 상관성이 낮다

14)
13)
으로 허 등 의 0.91∼0.97과 유사하고 조 의 0.87보

32)
고 하였다 .

13)
16)
다는 크게 산출되었다. 조 의 0.87은 Shin 등 이 연

엉덩이 둘레가 적을 경우 요둔위비가 증가하는 요인

천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0.87∼0.88과 유사

이 된다. 엉덩이 둘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골반골

하여 시골에 거주하는 당뇨병 환자의 복부 비만도와

의 크기나 둔부의 근육량 (주로 gluteal muscle)인데

유사하였다. 복부 비만을 나타내는 허리둘레 및 요둔

32)

이는 음주량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 엉덩이 크기

위비는 전신 비만도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보여 국

는 인슐린 민감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근육량과 관

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복부 비만도가 전신 비만도보

계가 있다. 엉덩이 둘레의 영향을 받는 요둔위비보다

다 더 임상적 의의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는 단순 허리둘레가 보다 장관 지방축적 정도를 반영
1)

비만은 남녀 모두에서 제2형 당뇨병의 병인중에서

할 것으로 주장이 있다. Chan 등 은 허리둘레는 전신

3)
가장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특히 연령

적 지방분포와 복강내 지방 분포의 누진 절대값이라고

이 증가함에 따라 비만의 병인적 영향력은 강하게 나

주장하였다. 전체 비만 정도에서 복부 비만이 차지하

타난다고 한다. 제2형 당뇨병의 빈도는 비만의 중증도

는 몫을 따진다면 요둔위비가 보다 나은 척도가 될 수

에 비례하여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량이 증가할수록 발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만도의 측정 방법과 제2형

병 위험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연령이 40 ∼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인종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

49세에 달하는 노르웨이 성인을 대상으로 10년간의

고 있다. 체용적지수는 백인, 인도인 그리고 멕시코인

전향적 추적 결과 정상 체중의 25%를 초과하는 군의

에서 당뇨병과 연관된다고 하는 반면 요둔위비는 백인

23%가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빈도는 정상

을 제외한 인도인과 멕시코인에서만 당뇨병의 병인적

34)
체중의 초과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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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ima 인디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도

립적이면서도 전신 비만에 추가적 인자로 작용할 수

3)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 미국인 50,000명을 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복부 비만이 포도당-인슐린 항

2

상으로 5년간 추적한 결과 체용적지수가 24 kg/m 를

상성에 미치는 일련의 대사 변화과정이나 전신 비만의

초과하는 군부터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

영향을 악화시키는 기전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Peiris

기 시작하여 체용적지수가 35 kg/m2을 초과하는 사람

9)
등 은 상체부의 지방 축적이 포도당 대사에 미치는 영

2
의 경우 체용적지수가 23 kg/m 미만인 군에 비해 제2

향을 두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상체부 지방 축적 환

35)

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40배에 달하였다고 한다 . 최

자는 인슐린이 간을 일차로 관류할 때 인슐린을 추출

근들어 뒤늦게 급속하게 서구화된 사회에서 제2형 당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뇨병 발생 양상을 근거로 비만과 당뇨병의 병인과의

전신 비만이 있을 경우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어 말초

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에 극

혈액중 인슐린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에

도의 기근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중에서 제2형 당

서 인슐린 추출률이 저하된다면 이는 인슐린의 간에

뇨병이 발생되는 예는 드물지만 이들이 서구화된 생활

40)
대한 작용이 저하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따라서 간

양식에 적응하게 되면 비만증과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의 인슐린 추출능력 저하는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

36)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역학적 조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시

사는 소위 “절약유전자 가설 (thrify gene hypothesis)”

사한다. 둘째 상체부 지방 축적 환자는 골격근내 인슐

과 연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린 수용체 수가 감소되어 있고 또한 인슐린에 의해 자

비만이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하는 병인론적 기전에

극되는 당원 합성 효소 I (glycogen synthase I)의 활성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비만이 인

2)
도가 감퇴되어 있다는 것이다 . 골격근에서의 포도당

슐린 저항성 및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할 수 있음은 인

대사가 혈중 포도당 이용률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임을

정되고 있다. 그러나 체용적지수가 체내 인슐린의 감

감안할 떄 골격근세포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당내인성

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1/3에 그친다는 연구결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유발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

35)

는 전신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혈증을 유

장이다15). 뿐만 아니라 Peiris 등 9)은 정상혈당 Clamp기

발하는 주요 인자가 아니라 신체 특정 부위에 지방 축

법을 이용하여 상체부 지방 축적과 전신 비만에서 포

37)

적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 체간 비만은 남성의

도당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직이 간인지 골격

신체적 특성이라 남성형 비만이라고도 불리운다. 복강

근인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근육 등의 말초

내 지방 축적은 성인이 된 이후의 체중 증가의 주 원

조직에 비해 간이 태생적으로 인슐린에 더 민감하지는

38)

인이며 , 비만과 상관없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장관

않으며 전신 비만은 간 및 말초 조직 모두에서 인슐린

내 지방량이 2∼3배 많다고 한다. 신체에 축적된 지방

감수성을 중등도로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전신적

중에서 장관 지방량이 증가할 경우 남녀 모두에서 고

으로 비만한 여성에서 상체부 지방 축적이 심할 경우

혈압, 혈중 포도당 농도의 상승, 혈장 인슐린 농도의

하체부 지방 축적이 심한 여성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상승, 초저밀도지단백의 상승 및 고밀도지단백의 감소

더욱 저하되고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반응성도 더욱

27)

가 흔히 관찰된다고 한다 . 또한 체간 비만자들은 흡

저하됨을 관찰하고 상체 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말초조

연 및 음주량도 일반인에 비해 많으며 사회경제적 불

직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기전이 당내인성 장애를

이익, 정신신체적 결함 및 심리적 정신적 문제-우울증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나 불안신경증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건강

한편 한국인의 제2형 당뇨병은 병인적 기전에서 서

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향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

구의 제2형 당뇨병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둔위비로 평가한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

물론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장애가 복합적 병

린혈증 및 당불내인성을 초래하는 강력한 예견인자라

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겠으나 어느 것이

5,39)

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연관성은 전신 비만과는 독

일차적 결함인가에 대해서는 서구와 다를 것이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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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서구의 제2형 당뇨병 환자의 80%가 비만 특

C-peptide 농도 증가, 그리고 경구 당부하후 인슐린 분

히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 이들은 당뇨병이 발병

비 반응 저하가 위험인자였으며, 5년 후 발병한 군에

하기 오래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이를 보상

서는 복부 비만과 경구 당부하후 인슐린 분비 반응 저

하기 위하여 췌장의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하가 위험인자라고 하였다. 이들 중 일부 환자에서는

증가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

복부 비만이 생기기 이전에 인슐린 분비 반응이 저하

가 지속되면 베타 세포의 보상적 분비 기능이 저하되

되었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인도의 제2형 당뇨병 환자

고 더 이상 인슐린 저항성을 보상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 60% 이상은 체용적지수가 18.5 이하인 비비만형이

이행된다. 결국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이 쇄진하

41)
라는 보고도 있다 . 이러한 보고들은 국내 제2형 당

여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뇨병 환자의 발병 기전에서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 종

3)

병인적 과정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 서구에서 제2

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의 성적에

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연구된 대부분의 성적에서 이들

서 전신 비만 지수 및 복부 비만 지수와 공복 혈당 및

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공복시 고인슐린혈증

당화혈색소와는 미약하나마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주요 위험인자임을 제시하여 왔다. 반면 국내 제2

특히 남성군에서 체용적지수 및 체지방률이 증가할수

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만을 동반하는 비율은 물론 비

록 혈당 조절이 양호하여 당화혈색소가 저하되는 경향

만의 정도나 비만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반면 한

을 보인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 대상 환자

국인의 제2형 당뇨병은 비만형보다 비(非)비만형이 상

들의 비만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사실과 제2형 당뇨병

대적으로 많다. 비비만형의 경우에는 병인의 일차적

환자들의 상당수는 혈당 조절 장애가 인슐린 분비 결

결함이 인슐린 저항성보다 인슐린 분비 장애일 가능성

핍이 상대적으로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혈당 조절

이 꾸준하게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시골인 연천

이 더 불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 조사에서 비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만하지 않은 제2형 당

나 공복시 고인슐린증이 제2형 당뇨병의 병인적 위험

뇨병 환자에서 복강내 축적된 지방조직의 양은 혈당

인자가 아니며 혈중 프로인슐린 농도의 증가가 암시하

조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시해

는 바로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 장애가 발병

준다고 하겠다.

16)

14)

예측인자이라고 하였다 . 허 등 도 한국인 제2형 당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는 기전 역시 아직

뇨병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대한 인슐린 분비 반응

논란이 되고 있다. 말초 지방조직에서 분해된 유리지

의 장애는 비만도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방산이 골격근에서 Randle cycle을 통해 산화됨으로써

한 대상 환자들의 약 60%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관찰

경쟁 관계인 포도당의 산화 및 분해를 억제하여 결과

되지만 약 40%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지 않기

적으로 골격근에서 포도당 섭취를 저하시킨다는 가설

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보고는 한국인과 인

42)
이 제시되었다 . 또다른 가설로 포도당의 산화 및 분

종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일본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해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골격근에서의 글리코겐 합성

대상으로 실시한 병인론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저해가 주요 기전이라는 것이다43). 최근 들어서는 소위

18)

18)

보여 주고 있다 . Matsumoto 등 은 정상 내당능을

44)
‘지질독성설(lipotoxicity)’이 대두되었다 . 과다한 유리

보이던 환자가 이후 내당능 장애로 진행되는 과정의

지방산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골격근

병인적 요인은 비만도에 무관하게 경구 당부하에 따른

의 포도당 대사도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유

17)

초기 인슐린 분비 반응의 장애라고 하였다. Chen 등

리지방산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에도 변화를 초래하

도 미국에 거주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닌 일본인을 대

여 비만에 의한 당뇨병 및 고혈압의 병인에 연결고리

상으로 5년간 추적 결과 2.5년 또는 5년이 경과한 후

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한 환자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

성을 초래하는 기전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설도

다. 2.5년 후 발병한 군에서는 복부 비만, 공복시 혈중

유리지방산의 대사와 관련된다. 복부 지방조직내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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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말초 지방조직에 비해 보다 대사가 활발하게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45)
이루어진다고 한다 . 이는 복부의 풍부한 혈류, 교감

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채 몇가지 가설이 제시되어 왔

신경의 밀집, 그리고 지방분해를 중재하는 β3-아드레날

다.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고인슐린혈증은 신장에서의

46)

린 수용체의 증가에 기인한다 . 복부 지방이 분해되어

49)
나트륨 저류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비만에서 특징

생성된 지방산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유입되어

적으로 관찰되는 혈액량의 증가도 역시 고혈압의 발생

acetyl-CoA로 산화된다. acetyl-CoA는 pyruvate carboxy-

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 복부 비만이 둔부 비

lase를 자극하여 pyruvate로부터 포도당신생을 조장하

만에 비해 혈액량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는 없다. 한

게 되며 그 결과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이 증가하게 된

편으로 고인슐린혈증은 교감신경계를 직접 자극하여

15,30)

. 혈중 유리지방산의 증가는 간에서의 인슐린 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시되고

출능력도 저하시키며 골격근에서의 포도당 이용률도

있다 . 혈중 인슐린 농도의 증가는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시킨다고 한다.

의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혈중 카테콜라민 농도를 증가

다

49)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이러한 기전을 통해 전신적

49)
시킬 수 있다는 보고 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저자의

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

성적에서는 남성 환자군에서만 전신 비만지수 및 복부

차적으로 고인슐린혈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비만지수 모두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과 양의 상관관

죽상경화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증후 - 소위 X 증후군

계를 보였으며, 복부 비만지수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경

38)

향을 보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적과 유사한

- 을 야기하게 된다. 고인슐린혈증은 일반인과 당뇨

병 환자 모두에서 관동맥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

결과를 나타내었다.

48)

다 . 저자의 성적에서도 체용적지수, 체지방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적을 요약하면 국내 제2형 당뇨병 환

허리둘레 및 요둔위비가 증가할수록 공복 인슐린 및

자들의 전신 비만도 및 복부 비만도가 서구인에 비해

C-peptide 농도가 증가하여 제2형 당뇨병에서 비만도

심하지는 않으나 포도당 대사, 인슐린 저항성, 지질 대

및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연관됨을 입증할 수

사 및 고혈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 그러나 전신 비만 지수와 복부 비만 지수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도

두드러진 상관계수의 차이가 없었던 점은 복부 비만도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체

가 심각하지 않았던 신체계측 결과 때문이라 추정된다.

계측을 통한 전신 비만 및 복부 비만 지수 모두가 당

비만이 죽상경화성 동맥경화증의 병인에 중요한 역

뇨병 및 죽상경화증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예견할 수

할을 하는 것은 지질대사의 장애가 주된 병인의 하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강내 지방축적은 중성지방의
농도 증가 및 고밀도지단백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알려

ABSTRACT

45)
져 있다 .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이거나 약

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나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Background: Obesity is the powerful risk factor

운반이 증가되어 있다. 저자의 성적에서 전신 비만지

for type 2 diabetes and also associated with a

수와 복부 비만지수 모두 혈청 총 콜레스테롤이나 저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insulin resistance,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물론 혈청 중성지방 농도

dyslipidemia, hypertension and atherosclerosis.

와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성군

Although obese individuals have these diseases, the

에서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 약한 음의 상관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these diseases was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었다. 혈청 중성지방 농도와 상

not certain until regional fat distribution was taken

관성이 없는 이러한 소견은 서구에서 발표된 성적과는

into account. Repor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 역시 비만의 정도가

obesity and the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in type

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2 diabetics in Korea are very rare.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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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importance of anthropometric indices on th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ll these indices only in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and obesity-related

male group (r=0.21∼0.33, p<0.05 in all).

metabolic and vascular complications, the correlation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of these indices with the risk factors for ather-

severity of both generalized and visceral adiposity in

osclerosis were studied.

thes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were

Methods: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only mild but adiposity with abdominal distribution

(n=425, male 196, female 229) who not used antihy-

of body fat in diabetes mellitus could be a

pertensives or anti-lipidemic agents were investigated.

significant risk factor of developing atherosclerosis.

Body mass index (BMI) and percentage of body fat

In clinical practice, these anthropometric indices

(%BF) estimated by skinfold-thickness in assessing

indicating general adiposity and abdominal obesity

generalized adiposity, and waist circumference (Wc)

may

and waist-to-hip ratio (WHR) in assessing visceral

disease risks, especially of diabetes and cardio-

adiposity were taken as anthropometric indices. We

vascular disease indirectl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redicting

included the indicators of glycemic control (fasting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lood sugar and HbA1c), insulin resistance (fasting

Key Words: Obesity indices, Adiposity, Ather-

serum insulin and C-peptide concentrations), lipid

osclerosis, Type 2 diabetes mellitus

abnormalities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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