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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서 체중 변화와 인슐린저항성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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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a change in body weight from 20 years of age
to the present with insulin resistance and several parameters of metabolic syndrome in individuals at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Methods: From patients with a diagnosis related to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who were examined at our endocrinology clinic
from January 2012 to December 2014, the present study recruited 125 individuals between 30 and 64 years of age with hemoglobin
A1c levels from 5.7 to 6.4%. The change in body weight of each patient from 20 years of age to the present was retrospectively determined, and the associations of this change with insulin resistance and several parameters of metabolic syndrome were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gain in body weight after 20 years of age was 11.3 kg and there was no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patients. The proportion of overweight and obese patients at 20 years of age was 14%, but was 74% at the time of
the visits to our endocrinology clinic. A change in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mass index, insulin resistance, and waist circumference. Additionally, as the tertile of change in body weight increased, fasting insulin levels, insulin resistance, and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significantly increased.
Conclusions: In the present study, an increase in body weight from 20 years of age to the present was correlated with insulin resistance and several parameters of metabolic syndrome in individuals at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Korean J Med 2015;89:68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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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청년기는 넓게 13-14세부터 22-23세에 걸치는 시기를 가

연구 대상

리키며[1], 전반의 성적 성숙이 두드러지는 시기를 사춘기라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당뇨병 발생

고도 한다. 이 중 골격의 크기는 청년기의 시작과 동시에 발

고위험군 관련 진단명(R730)이 입력된 459명 환자 중, 내분

달하며 20세에 발육이 정지된다. 이후 키는 성장이 되지 않

비내과를 방문한 42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

으나,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바쁜 사회 생활 및 육

세 때의 체중이 기록되고 공복 인슐린이 측정된 자를 포함

아 등으로 인해 많은 성인에서 체중증가를 보인다. 체질량지

하였으며, 30-64세인 자 중에서 당화혈색소 5.6% 이하거나

수와 비만과 관련된 생활습관병 및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의

6.5% 이상 해당되거나 경구당부하 검사가 시행된 대상자 중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다.

에서 당뇨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였고, 결론적으로 총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increased risk for diabetes)은 제2형

12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이
용되고 있으며[2]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에 속한다. 과거 ‘당

방법

뇨병전기’ 또는 ‘전당뇨병(prediabetes)’으로 불렸으나, 2010년

대상자들의 내분비내과 처음 방문 당시의 키, 체중 및 20

도 미국당뇨병학회 표준진료 권고안[3]에서부터 ‘당뇨병 발

세 때의 체중을 차트 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내분비내과 방

생의 고위험군(categories of increased risk for diabetes)’으로

문 당시의 체중은 의료진이 측정 및 기록하였고, 20세 때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복혈당장애, 내당능장애와 함께 당화

체중은 과거 기억과 자기 보고에 의해 기록되었다. 체질량지

혈색소(HbA1C) 수치 5.7-6.4%가 당뇨병 발병의 고위험군의

수(body mass index, BMI)를 다음 공식으로 산출하였다(체질

진단 기준에 포함되었다.

량지수 = 체중[kg]/신장[m2]). 20세 때의 BMI는 대상자들의

체중증가에 따른 비만은 혈당과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중

키가 20세 이후에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20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며 고밀도지질단백질을 감소시켜 결과

세 때와 내분비내과 처음 방문 당시의 체중 변화량은 다음

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공식으로 산출하였다(체중 변화량[△weight] = 내분비내과 방

증가시킨다[4].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게 생활습관교정을 시

문 당시의 체중 - 20세 때의 체중). 비만 판정은 체질량지수

행한 연구들에서, 체중 감량,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과 함께

에 따른 비만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아시아-태평양 지

체중 감량을 5-7% 이상 권장한 결과 연구 기간뿐만 아니라

역의 비만 기준에 따라 저체중(BMI < 18.5 kg/m2), 정상체중

연구 종료 후 7-10년 후에도 당뇨병 발생 위험에서 34-36%

2
2
(BMI 18.5-23 kg/m ), 과체중(BMI 23.0-24.9 kg/m ), 비만(BMI

의 상대위험도 감소를 나타냈다[5-7]. 또한 여러 생활습관교

≥ 25.0 kg/m2)으로 분류하였다[10]. 허리둘레는 남자는 90 cm

정 치료 항목 중에서 체중감소가 다른 항목보다 큰 비중을

이상, 여자는 85 cm 이상을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였다[11].

차지하였다[5]. 실제 체중 1 kg 감소당 당뇨병 발생의 위험성

과거력에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의사에게 진단받은

은 16% 정도 감소하였다[8]. 고혈압 환자와 고혈압 위험 환

적이 있는 자 또는 약 복용 중인 자를 조사하였고, 흡연 유무

자에서 중등도의 체중감소로 의미 있는 혈압감소가 있었고,

는 비흡연자/현재 흡연자로 구분하였으며, 음주 섭취는 주 1

체중이 5-10%만 줄어도 중성지방이 현저하게 줄고 고밀도

회 이상 음주 여부로 분류하였다. 운동 여부는 주 150분 이상

지질단백질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9]. 그러나 당뇨병 발생

시행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고위험군에서 성인기에 얼마나 체중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서는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체중증가의 정도와 대사증후군 요소와의 관련성은 잘 알려

of insulin resistance (HOMA-IR)를 다음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져 있지 않다.

(HOMA-IR = 공복인슐린[μU/mL] × 공복혈당[mg/dL]/405) [12].

본 연구는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세 때와의

계산 결과 HOMA-IR 값이 3.0 이상이면 인슐린저항성이 있

체중 변화를 분석하면서 체질량지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는 것으로 보고[13] 체중 변화량 삼분위에 따라 분석하였다.

았고, 체중 변화량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지

본원에서의 공복혈당(fasting blood glucose), 당화혈색소

표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HbA1c) 및 혈청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 고밀도지질단백질(high density lipoprotein), 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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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측정값을 조사하였다.

상 및 생화학적 특성은 mean ± standard deviation 또는 number

공복혈당은 hexokinase 방법으로, 당화혈색소는 turbidimetric

(%)로 표시하였고,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남녀별로

inhibition immunoassay 방법으로, 혈청 인슐린 농도는 immu-

구분하여 Chi-square test 및 student’s t-test로 비교검정하였으

noradiometric assay (IRM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총 콜레스

며, 20세 때의 체질량지수에 따른 비만도 및 현재의 비만도를

테롤은 enzymatic colorimetric assay 방법, 중성지방은 Glycerol-

percentage (%)로 빈도 분석하였다. 체중 변화량과 연속 변수

3-Phosphate Oxidase N-(3-sulfopropyl)-3-Methoxy-5-Methylaniline

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였고, 체중

(GPO HMMPS) glycerol blanking 방법, 고밀도지질단백질과

변화량을 삼분위로 나누었을 때의 생화학적 특성은 one-way

저밀도지질단백질은 selective inhibition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체중 변화량
삼분위에 따른 인슐린저항성 여부는 binary logistic regression

자료 분석 방법

analysis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IBM Co., Armonk,

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Total

Number

Male

125

66 (52.8)

Female

p value

59 (47.2)

Age, yr

49.2 ± 7.7

47.6 ± 7.2

50.9 ± 8.0

0.019

Waist, cm

86.4 ± 7.8

89.0 ± 7.1

83.5 ± 7.6

< 0.001

Weight, kg

67.6 ± 10.7

73.7 ± 9.5

61.0 ± 7.9

< 0.001

Weight at 20 years of age, kg

56.3 ± 8.9

62.3 ± 7.7

49.7 ± 4.5

< 0.001

11.3 ± 7.2

11.2 ± 7.1

11.3 ± 7.4

0.961

a

△ Weight , kg
b

Ratio of weight change , %

20.1 ± 14.4

Height, cm
2

BMI, kg/m

2

BMI at 20 years of age, kg/m
Change in BMI, kg/m2
FBS, mg/dL

18.6 ± 12.9

23.1 ± 15.7

0.083

164.2 ± 7.8

169.7 ± 5.6

158.0 ± 4.8

< 0.001

25.0 ± 2.8

25.5 ± 2.5

24.5 ± 3.1

0.047

20.8 ± 2.0

21.6 ± 2.2

19.9 ± 1.4

< 0.001

4.2 ± 2.7

3.9 ± 2.4

4.5 ± 3.0

0.173

113.0 ± 6.6

115.0 ± 6.9

110.8 ± 5.5

< 0.001

HbA1c, %

5.9 ± 0.2

5.8 ± 0.2

5.9 ± 0.2

0.201

TC, mg/dL

196.7 ± 29.6

195.7 ± 29.9

198.8 ± 30.0

0.461

TG, mg/dL

131.0 ± 60.9

152.9 ± 70.3

108.0 ± 38.1

< 0.001

HDL, mg/dL

50.4 ± 10.4

46.5 ± 8.2

54.8 ± 10.9

< 0.001

LDL, mg/dL

117.3 ± 25.4

117.7 ± 26.9

117.3 ± 23.9

0.992

Insulin, IU/mL

9.6 ± 4.3

10.4 ± 5.3

8.6 ± 2.7

0.014

HOMA-IR

2.7 ± 1.2

3.0 ± 1.5

2.4 ± 0.8

0.005

Presence of hypertension

24 (19.2)

10 (15.2)

14 (23.7)

0.224

Presence of dyslipidemia

18 (14.4)

8 (12.1)

10 (16.9)

0.443

Smoking

25 (20.0)

23 (34.8)

2 (3.4)

< 0.001

Alcohol intake (≥ 1/wk)

20 (16.0)

19 (28.8)

1(1.7)

< 0.001

Exercise (≥ 150 min/wk)

60 (48.0)

33 (50.0)

27 (45.8)

0.636

BMI, body mass index; FBS, fasting blood glucos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a
(weight at present) - (weight at 20 years of age).
b
△ Weight / Weight at 20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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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le

B

Female

Figure 1. Change in percent distribution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from 20 years of age to the present.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 change in weight and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 Weighta

Age

HOMA-IR

Waist
r (p value)

HbA1c

TG

Age
Total

0.045 (0.615)

Male

-0.077 (0.537)

Female

0.163 (0.217)

HOMA-IR
Total

0.455 (< 0.001)

-0.317 (< 0.001)

Male

0.357 (0.003)

-0.431 (< 0.001)

Female

0.400 (0.002)

-0.042 (0.751)

Waist
Total

0.631 (< 0.001)

0.071 (0.427)

0.455 (< 0.001)

Male

0.660 (< 0.001)

-0.242 (0.051)

0.419 (< 0.001)

Female

0.683 (< 0.001)

0.248 (0.059)

0.449 (< 0.001)

Total

0.167 (0.061)

0.103 (0.252)

0.109 (0.225)

0.049 (0.584)

Male

0.117 (0.349)

-0.107 (0.394)

0.131 (0.294)

-0.010 (0.937)

Female

0.220 (0.094)

0.242 (0.065)

0.181 (0.169)

0.183 (0.165)

0.299 (< 0.001)

0.343 (< 0.001)

HbA1c

TG
Total

0.284 (< 0.001)

-0.128 (0.154)

Male

0.457 (< 0.001)

-0.139 (0.266)

0.280 (0.023)

Female

0.015 (0.908)

0.126 (0.342)

0.052 (0.695)

Total

-0.113 (0.206)

0.151 (0.091)

-0.249 (0.005)

-0.287 (< 0.001)

0.125 (0.164)

-0.381 (< 0.001)

Male

-0.210 (0.090)

0.122 (0.329)

-0.265 (0.031)

-0.258 (0.037)

0.082 (0.511)

-0.319 (0.009)

Female

-0.051 (0.702)

0.034 (0.796)

-0.064 (0.628)

-0.099 (0.456)

0.080 (0.546)

-0.275 (0.035)

0.416 (< 0.001)
-0.067 (0.614)

-0.097 (0.279)
-0.074 (0.555)
-0.025 (0.852)

HDL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for insulin resistanc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a
(weight at present) - (weight at 20 year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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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총 125명의 대상자 중 남자는 66명(52.8%), 여자는 59명
(47.2%)로서, 평균 연령은 49세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허리
둘레, 현재 체중과 BMI, 20세 때의 체중과 BMI, 키가 유의하
게 높았고, 공복혈당, 공복인슐린 및 HOMA-IR 수치도 높았
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남
성이 여성보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높았고, 고밀도지질단백
질 수치는 낮았다. 1주에 150분 이상의 운동 여부는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력 및 음주력은 남성이 각 10배 및 17배 높았
다. 그러나 현재와 20세 때의 체중 변화량은 남녀 각 11.2 kg,
11.3 kg으로 통계적으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20세 때의 체중에 비해 평균 20% 정도 대상자들의 체
중이 증가한 상태로, 여자에서 평균 23.1% 증가하였고, 남자

Figure 2. Odds ratios (95% CI) for insulin resistance according
to the tertile of weight change from 20 years of age to the
present. The presence of insulin resistance was defined as a
HOMA-IR level ≥ 3. CI, confidence interva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 tertile. ap <
0.05. b(weight at present) - (weight at 20 years of age).

는 평균 18.6% 증가하였으나 남녀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

혈압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남녀별로 나누어 분석

다(Table 1).

하였을 때 양 군에서 체중 변화량은 공복인슐린, HOMA-IR,

과거 20세 때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저체중, 정상체중, 과

복부 비만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혈압 유병률

체중, 그리고 비만 분포는 남성에서 각 6명(3%), 44명(67%),

과의 유의성은 여성에서만 관찰되었다. 이상지질혈증, 외래

14명(21%), 2명(3%)였고, 여성에서 각 9명(15%), 49명(83%),

방문 당시의 흡연 행태, 음주 및 운동 행태와는 무관하였다.

1명(2%), 0명(0%)이었다. 현재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저

현재 체질량지수를 삼분위로 나누었을 때 체질량지수와 임

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그리고 비만 분포는 남성에서 각 0명

상 지표와의 관련성도 동일한 유의성을 나타냈다(Data not

(0%), 9명(14%), 20명(30%), 37명(56%), 여성에서 각 1명(2%),

shown).

23명(39%), 9명(15%), 26명(44%)으로 과체중, 비만 인구가 남

인슐린저항성은 체중 변화량의 1삼분위에 비해 2삼분위

녀 모두 증가하였다(Fig. 1). 남녀 구분 없이 전체 대상자를

및 3삼분위는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CI])가 각

분석하였을 때, 20세 때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그리고

6.5 (1.6-26.4), 8.3 (2.0-33.7)로 유의하게 높았다(Fig. 2).

비만이 각 15명(12%), 93명(74%), 15명(12%), 2명(2%)으로 과
체중 및 비만에 속했던 그룹은 전체의 14%였지만, 내분비내

고

찰

과 방문 시점에서 각 1명(1%), 31명(25%), 30명(24%) 및 63명
(50%)으로 과체중 및 비만에 속하게 된 그룹은 전체의 74%
로 증가하였다(Data not shown).

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일개 대학병원에서의
차트 분석을 통해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의 20세 이후의 체

체중 변화량과 다른 지표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BMI

중 변화량 실태를 조사하였고, 임상학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와 강한 상관성(r = 0.741, p < 0.001)을 가졌고, HOMA-IR,

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30-64세 성인으로, 남녀 성인

허리둘레, 중성지방과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나이, 당화혈색

기 초기 체중보다 평균 11.3 kg 정도 증가하였고, 과체중 및

소, 고밀도지질단백질과는 상관성을 가지지 않았다. 남녀별

비만에 해당하는 비율은 5.3배 증가하였다. 허리둘레, 중성

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양 군에서 체중 변화량은 HOMA-IR

지방과 상관성을 가진 체중 증가량은 인슐린저항성과 깊은

과 허리둘레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중성지방은 남성에서만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Table 2). 그 외 총콜레스테롤, 저밀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은 당뇨병으로 진행하기 쉬운 고위

도지질단백질과도 상관성을 가지지 않았다(Data not shown).

험의 시기이고, 이 시기부터 이미 당뇨병성 미세혈관합병증

Table 3은 체중 변화량을 삼분위로 나누었을 때, 체중 변

이 시작하며, 내피세포 기능장애 및 염증의 증가로 인한 죽

화량과 임상 지표와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체중 변화량 삼분

상경화증의 촉진으로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대혈관합병증의

위가 증가할수록 공복인슐린, HOMA-IR, 복부 비만율과 고

이환율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14]. 따라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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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에도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

중/비만은 17명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당뇨병 발생 고위험

고 심혈관질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생활습관교정이 필요하

군이 된 시점에는 93명이 과체중/비만으로 되면서 5.5배 증

다. 미국당뇨병협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의 제2형

가하였다. 특히 성인기 초기에 대부분 정상 체중이었고 2%만

당뇨병예방 권고안[15]에 따르면 공복혈당장애 혹은 내당능

이 비만이었으나, 성인기를 지나면서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

장애가 있는 경우 5-10%의 체중 감량과 매일 30분간의 중등

이 되었을 때는 절반이 비만에 속하였다. 2013년 국민건강영

도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교정을 해야만 한다.

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비만의 유

de Mutsert 등[16]은 이른 성인기의 비만과 이후의 체중 증

병률은 19세 이상 성인 남자의 37.6%, 성인 여자의 25.1%로

가는 모두 중년기와 노인기의 남성의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

평균 32%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30-50대까지 40%

도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39,909명의 남자 참여

가 넘다가 60대에는 29.3%로 감소하는 데 반해 여자는 30대

자들을 대상으로 성인기의 과도한 체중 증가를 살펴본 연구

17.9%, 40대 25.7%, 50대 33.7%, 60대 42.7%로 증가하였다.

에서, 비만관련 만성질환(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포

평균 연령 49.2세인 본 연구의 비만 유병률은 50%로서, 국민

함)은 성인 체중 변화가 없었던 군과 비교해서 체중이 2.5-4.9

건강영양조사 통계보다 매우 높았고 남성과 여성의 체질량지

kg 증가한 군에서 1.12배, 체중이 5-9.9 kg 증가한 군에서 위

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 성인이 아닌 당뇨병 발

험도가 1.41배, 체중이 10-14.9 kg 증가한 군에서 1.72배, 체중

생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15 kg 이상 증가한 군에서 위험도가 2.45배 증가하였다. 한

1988년 Reaven [22]이 포도당불내성,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편, Finnish Diabetes Prevention Study 연구[5]는 총 1,079명의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이 한 사람에게서 함께 잘 나타나는

과체중 혹은 비만한 내당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현상의 원인이 인슐린저항성임을 주장하며, 이를 인슐린저항

을 교정하여 제2형 당뇨병 발생의 감소 효과를 관찰한 최초

성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후에 비만을 포함하여 대

의 무작위 배정 연구로서, 이 연구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사증후군이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

의미 있는 체중 감소가 있었던 실험군에서 공복혈당과 경구

인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의 알려진 주된 병인은 상대적인 인

당부하 2시간 후 혈청 인슐린 농도, 당뇨병 발생률이 줄어들

슐린 결핍과 인슐린저항성으로, 공복혈당장애는 간에서의 인

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과 중성지방도 감소했음이 확인되었

슐린저항성에 따른 공복혈당상승에 의한 것이고, 내당능장

다. 또한 3,234명의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인 미국 성인을 대

애는 골격근에서의 인슐린저항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였던 U.S. Diabetes

실제로 McAuley 등[23]은 식사, 운동요법 등 생활습관의 교

Prevention Program [17]에서는, 치료 시작 1년 후 체중이 1 kg

정과 이에 따른 체중 감량이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

감소될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도는 16%씩 감소되었다.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20세 때 체중을 환자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국내연구에 의하면, HOMA-IR은 2.3 이상이면 대사증후군

외래 의무기록지에 쓰인 값을 이용하였다. Rimm 등[18]은

이 동반될 확률이 높아지며 3.0 이상이면 인슐린저항성이 있

123명을 대상으로 자기가 기록한 체중과 두 차례 의료인이

다고 보고 있다[13]. 일본당뇨병학회에서는 1.6 이하이면 정

측정한 체중 사이에 pearson 상관 계수가 0.97로 높았으며, 자

상이라고 하고 있고, 2.5 이상이면 인슐린저항성을 의심하도

기 기록에 의한 경우가 1.06 kg (95% CI: 0.44, 1.71)으로 다

록 권고하고 있다[24]. HOMA-IR 3 이상인 군을 인슐린저항

소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성이 있다고 하였을 때, 비만을 불러오는 성인기 초기 이후의

다른 코호트에서도 기억 및 자기 보고에 의한 체중과 실제

체중 증가량 삼분위가 증가할수록 인슐린저항성이 급격히 증

측정된 체중을 비교할 때 높은 정확성을 보고하였다[19,20].

가하였다(Table 3, Fig. 2). 체중 변화량은 공복혈당이나 당화

McAdams 등[21]은 20세 이상의 성인 10,639명을 대상으로 한

혈색소와 상관성이 없었다. 공복 혈당이 100-124 mg/dL로 제

2

연구에서, 자기 기록에 의한 계산된 평균 BMI (25.07 kg/m )
2

한되어 있던 본 연구에서 체중 증가량과 HOMA 구성 성분의

와 실제 측정한 BMI (25.52 kg/m )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을

하나인 공복인슐린은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20세 때의 체중을 실제로 측정하지는

로 판단된다(Table 3).

못했지만, 기억과 자기 보고에 의한 체중도 충분히 신뢰할 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자기 보

하며 본 연구에서 20세 때 비만한 남성은 2명밖에 되지 않았다.

고 방식에 의한 체중과 실제 측정된 기록 사이에 큰 차이가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성인기 초기에 과체

없다는 논문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20세 때의 체중을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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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단어: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당뇨병전기); 비만; 인

기억에 의존했다. 둘째, 모든 대상자에게 경구당부하 검사를
시행되지 못하였고,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값으로만 고위

슐린저항성

험군으로 진단된 대상자들이 있어 초기 당뇨병 환자가 일부

REFERENCES

포함되었을 수가 있다. 셋째, 20세 때 및 현재의 생활 패턴을
보정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오직 당뇨병 발생 고위
험군의 체중증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HOMA-IR이 남성에서
연령과 반비례하는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
하면서 인슐린저항성과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여 고위험군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대조군 또는 당뇨병 환자군과의 비교가 필요하겠다. 다
섯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을 30-65세로 제한하였는
데, 20세부터 현재까지의 체중 변화까지는 대상자들마다 기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서 20세 이후 평균 11.3
kg의 체중 증가를 가져오면서 체질량지수의 증가와 함께 비
만의 유병률을 높였고, 체중 증가율은 인슐린저항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졌다. 성인기 초기부터 적극적인 체중 조절을 하
여 체중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슐린저항성을 병인으로
하는 대사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목적: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서 20세 때부터 체중증가와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각종 지표와의 연관성에 대
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12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본원 내분비내과에
서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연령 30-64
세 및 당화혈색소 5.7-6.4%에 해당하는 125명을 선택하여 20
세에서 내분비내과 방문 사이의 체중 변화량과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각종 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20세 이후 평균 11.3 kg의 체중증가가 나타났고 남
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0세 때 과체중 및
비만에 속하는 인원은 전체의 14%였으나, 내분비내과 방문
시에는 74%로 증가하였다. 체중 변화량은 현재의 체질량지
수, 인슐린저항성, 허리둘레와 상관성을 보였다. 그리고 체중
변화량의 삼분위가 증가할수록 공복인슐린, 인슐린저항성,
복부 비만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에서 20세 이후 증가한 체중과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의 각종 지표와의 연관성이 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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