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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상 부족한 저에게 이 작은 글이 완성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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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강남구, 서초구의 여러 보건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동맥경직도 측정기기를 대여해주신 동아 제약 임용갑 선생님, 신체계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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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에도 불평 없이 외조를 잘 하여 준 남편 박기덕 선생님에게 

지금에서야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 아들 찬혁이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이 

늘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결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님, 시어머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작은 글이 끝맺음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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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연구배경    및및및및    목적목적목적목적: : : : 최근최근최근최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비만비만비만비만    자체보다자체보다자체보다자체보다    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과질환과질환과질환과    더더더더    밀접한밀접한밀접한밀접한    관련이관련이관련이관련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보고되며보고되며보고되며보고되며, , , , 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    임상임상임상임상    전기의전기의전기의전기의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거쳐거쳐거쳐거쳐    

어린어린어린어린    시절부터시절부터시절부터시절부터    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    널리널리널리널리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다있다있다있다. . . . 본본본본    연구는연구는연구는연구는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남자에서남자에서남자에서남자에서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정도와는정도와는정도와는정도와는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동맥동맥동맥    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    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    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    한다한다한다한다....            

방법방법방법방법: : : : 남자남자남자남자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256 256 256 256 명의명의명의명의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 , 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체지방률, , , , 지질지질지질지질    변수변수변수변수,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HOMA, HOMA, HOMA, HOMA----IR), IR), IR), IR),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GF/IF), (GF/IF), (GF/IF), (GF/IF), 양적양적양적양적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지표지표지표(QUICKI)](QUICKI)](QUICKI)](QUICKI)]를를를를    측정하고측정하고측정하고측정하고    생활습관에생활습관에생활습관에생활습관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 . . . 이들을이들을이들을이들을 HOMA HOMA HOMA HOMA----IRIRIRIR 의의의의    

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과그룹과그룹과그룹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나누고나누고나누고나누고        

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체중체중체중체중으로으로으로으로    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    후후후후    네네네네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 , , ,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 , , ,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 , , , 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 ) ) ) 상완발목맥파속도를상완발목맥파속도를상완발목맥파속도를상완발목맥파속도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동맥동맥동맥동맥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결과결과결과결과: : : : 높은높은높은높은    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    가지더라도가지더라도가지더라도가지더라도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성의민감성의민감성의민감성의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청소년은청소년은청소년은청소년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정상체중정상체중정상체중정상체중    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    비해비해비해비해    상완발목맥파속도가상완발목맥파속도가상완발목맥파속도가상완발목맥파속도가    낮았다낮았다낮았다낮았다. . . . 연령연령연령연령, , , ,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 , 

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 , , , 평균혈압평균혈압평균혈압평균혈압, , , , 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 , , , 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    및및및및    컴퓨컴퓨컴퓨컴퓨터터터터    시청시간을시청시간을시청시간을시청시간을    

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    때때때때    상완발목맥파속도는상완발목맥파속도는상완발목맥파속도는상완발목맥파속도는    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    및및및및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들과지표들과지표들과지표들과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    있었다있었다있었다있었다. . . .     

결론결론결론결론: : : : 본본본본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    비만과비만과비만과비만과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동맥동맥동맥동맥경직도와경직도와경직도와경직도와    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    

있었으며있었으며있었으며있었으며,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조기의조기의조기의조기의    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    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    관련요인임관련요인임관련요인임관련요인임을을을을    

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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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 , , , 비만비만비만비만, , , , 동맥경직도동맥경직도동맥경직도동맥경직도, , , ,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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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남자남자남자남자에서에서에서에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동맥동맥동맥    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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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동맥경화는    증상이증상이증상이증상이    분명하지분명하지분명하지분명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임상임상임상임상    전기의전기의전기의전기의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거쳐거쳐거쳐거쳐    어린어린어린어린    시절시절시절시절부터부터부터부터    

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시작한다고    널리널리널리널리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다있다있다있다....1,21,21,21,2        최근최근최근최근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비만비만비만비만    중중중중    어느어느어느어느    요인이요인이요인이요인이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에질환에질환에질환에    더더더더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미치미치미치는가에는가에는가에는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관심이관심이관심이관심이    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    있있있있다다다다....3,43,43,43,4    이에이에이에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연구연구연구연구는는는는    아직아직아직아직    논쟁의논쟁의논쟁의논쟁의    여지가여지가여지가여지가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정확히정확히정확히정확히    결론지어지지결론지어지지결론지어지지결론지어지지    않았다않았다않았다않았다....5,65,65,65,6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    체지방량에체지방량에체지방량에체지방량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받받받받기에기에기에기에,,,,7777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에질환에질환에질환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역할을역할을역할을역할을    따로따로따로따로    구분하기란구분하기란구분하기란구분하기란    

쉽지쉽지쉽지쉽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일이다일이다일이다일이다. . . .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비만이비만이비만이비만이    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음에도있음에도있음에도있음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    비만비만비만비만    단독만으로는단독만으로는단독만으로는단독만으로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    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완벽하게    설명할설명할설명할설명할    수수수수    없다없다없다없다. . . . 모든모든모든모든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지는있지는있지는있지는    않으며않으며않으며않으며,,,,8888    반대로반대로반대로반대로    비만하지비만하지비만하지비만하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당뇨병이당뇨병이당뇨병이당뇨병이    없는없는없는없는    사람사람사람사람    중에도중에도중에도중에도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9999    또한또한또한또한    

비만하지비만하지비만하지비만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사람도사람도사람도사람도    제제제제 2222형형형형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을을을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다있다있다있다....10101010 



 ２ 

따라서따라서따라서따라서    어린어린어린어린    시절에시절에시절에시절에    비만비만비만비만한한한한    어떤어떤어떤어떤    아동들은아동들은아동들은아동들은    성장하여성장하여성장하여성장하여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이질환이질환이질환이    발생하고발생하고발생하고발생하고    

다른다른다른다른    아동들은아동들은아동들은아동들은    발발발발생생생생하지하지하지하지    않는지에않는지에않는지에않는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의문이의문이의문이의문이    생긴다생긴다생긴다생긴다. . . . 더하여더하여더하여더하여    비만이비만이비만이비만이    

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과질환과질환과질환과    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기는있기는있기는있기는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최근의최근의최근의최근의    

연구들은연구들은연구들은연구들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비만비만비만비만    자체보다는자체보다는자체보다는자체보다는    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과질환과질환과질환과    더더더더    

밀접한밀접한밀접한밀접한    관련이관련이관련이관련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보고하고보고하고보고하고보고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6666             

동맥경직도는동맥경직도는동맥경직도는동맥경직도는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를속도를속도를속도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측정할측정할측정할측정할    수수수수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 , , 일반일반일반일반    인구를인구를인구를인구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조기의조기의조기의조기의    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    반영하는반영하는반영하는반영하는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으며있으며있으며있으며, , , , 동맥의동맥의동맥의동맥의    신신신신전성전성전성전성    

감소는감소는감소는감소는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의질환의질환의질환의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위험인자로위험인자로위험인자로위험인자로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다있다있다있다....11111111    압평안압방식압평안압방식압평안압방식압평안압방식(tonometric (tonometric (tonometric (tonometric 

method)method)method)method)으로으로으로으로    측정한측정한측정한측정한        목동맥목동맥목동맥목동맥----대퇴동맥대퇴동맥대퇴동맥대퇴동맥    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    동맥동맥동맥동맥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    측정하는측정하는측정하는측정하는    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    

널리널리널리널리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 , , , 이이이이    측정법은측정법은측정법은측정법은    두두두두    동맥동맥동맥동맥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정확하게정확하게정확하게정확하게    탐촉자탐촉자탐촉자탐촉자(transducer)(transducer)(transducer)(transducer)를를를를    

위치시켜야위치시켜야위치시켜야위치시켜야    하는하는하는하는    번거로움이번거로움이번거로움이번거로움이    있다있다있다있다....12121212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brachial ankle pulse (brachial ankle pulse (brachial ankle pulse (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bawave velocity;bawave velocity;bawave velocity;baPWV)PWV)PWV)PWV)는는는는    이를이를이를이를    보완한보완한보완한보완한    간단한간단한간단한간단한    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방법으로    일반일반일반일반    인구집단을인구집단을인구집단을인구집단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의질환의질환의질환의    예측을예측을예측을예측을    위해위해위해위해    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    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편리하게    고안된고안된고안된고안된        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방법이다....13,1413,1413,1413,14    최근최근최근최근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YamashidaYamashidaYamashidaYamashida 등은등은등은등은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가속도가속도가속도가 대동맥대동맥대동맥대동맥 맥파속도와맥파속도와맥파속도와맥파속도와 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 있있있있다고다고다고다고 

말하였고말하였고말하였고말하였고,13131313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의속도의속도의속도의 증가는증가는증가는증가는 조기의조기의조기의조기의 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 

예측할예측할예측할예측할 뿐뿐뿐뿐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심장이완능을심장이완능을심장이완능을심장이완능을 반영한다고반영한다고반영한다고반영한다고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15151515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동맥의동맥의동맥의동맥의    경직도와경직도와경직도와경직도와    관련이관련이관련이관련이    있다는있다는있다는있다는    선행선행선행선행    연구들연구들연구들연구들    있지만있지만있지만있지만,,,,16,1716,1716,1716,17        

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    인슐린저항성이인슐린저항성이인슐린저항성이인슐린저항성이    어린어린어린어린    시절시절시절시절    동안동안동안동안    동맥의동맥의동맥의동맥의    경직도에경직도에경직도에경직도에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지에지에지에지에    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    아직아직아직아직    보고된보고된보고된보고된    바바바바    없다없다없다없다....  

본본본본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는는는는    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    있어있어있어있어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정도와는정도와는정도와는정도와는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    관련이관련이관련이관련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가정하였다가정하였다가정하였다가정하였다. . . .     

HHH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HOMAHOMAHOMAHOMA----IRIRIRIR))))의의의의    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과그룹과그룹과그룹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나누고나누고나누고나누고, , , , 

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체중으로체중으로체중으로체중으로    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    후후후후    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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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 , , ,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 , , ,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 , , , 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네네네네    그룹그룹그룹그룹으로으로으로으로    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  .  .  .  

이들이들이들이들    네네네네    그룹에서그룹에서그룹에서그룹에서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ba(ba(ba(baPWV)PWV)PWV)PWV)로로로로    측정한측정한측정한측정한    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    차이를차이를차이를차이를    

비교하고비교하고비교하고비교하고,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    및및및및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    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    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    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알아보고자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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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강남구강남구강남구강남구, , , , 서초구에서초구에서초구에서초구에    위치한위치한위치한위치한    중중중중, , , , 고등고등고등고등학교학교학교학교    학생학생학생학생    중중중중    자원자를자원자를자원자를자원자를    서울시서울시서울시서울시    교육청의교육청의교육청의교육청의    

협협협협조를조를조를조를    얻어얻어얻어얻어    모집하였다모집하였다모집하였다모집하였다. 12. 12. 12. 12 세에서세에서세에서세에서 18 18 18 18 세세세세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총총총총 256 256 256 256 명명명명    남자남자남자남자    청소년이청소년이청소년이청소년이    

연구대상에연구대상에연구대상에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포함되었다포함되었다포함되었다. . . . 제외제외제외제외    기준은기준은기준은기준은    문진과문진과문진과문진과    신체검사상신체검사상신체검사상신체검사상    과거의과거의과거의과거의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이질환이질환이질환이    

있거나있거나있거나있거나    이차성이차성이차성이차성    비만비만비만비만, , , , 당뇨당뇨당뇨당뇨병병병병, , , , 조절되지조절되지조절되지조절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심한심한심한심한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휴식시휴식시휴식시휴식시    수축수축수축수축기기기기    혈압혈압혈압혈압    

170170170170 이상이상이상이상, , , , 이완기이완기이완기이완기    혈압혈압혈압혈압 100  100  100  100 이상이상이상이상), ), ), ), 고지혈증고지혈증고지혈증고지혈증, , , , 최근최근최근최근 6 6 6 6 개월개월개월개월    동안동안동안동안    체중변화가체중변화가체중변화가체중변화가    

5kg5kg5kg5kg 이상인이상인이상인이상인    경우경우경우경우, , , , 내분비내분비내분비내분비    질환질환질환질환, , , , 알려진알려진알려진알려진    감염성감염성감염성감염성    질환질환질환질환, , , ,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기능이나기능이나기능이나기능이나    대사에대사에대사에대사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줄줄줄줄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약물을약물을약물을약물을    복용하는복용하는복용하는복용하는    경우경우경우경우, , , , 흡연흡연흡연흡연, , , , 음주를음주를음주를음주를    하는하는하는하는    경우경우경우경우로로로로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 . . 모든모든모든모든    

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    부모에게서부모에게서부모에게서부모에게서    동의서를동의서를동의서를동의서를    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받았으며,,,,    일개일개일개일개    대학대학대학대학    병원병원병원병원    의학의학의학의학윤리위원회의윤리위원회의윤리위원회의윤리위원회의    승인을승인을승인을승인을    

받았다받았다받았다받았다. . . .  

 

 

2. 2. 2.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가가가가. . . . 신신신신체체체체    계측계측계측계측    및및및및    체성분체성분체성분체성분    분석분석분석분석  

신체계측은신체계측은신체계측은신체계측은    가벼운가벼운가벼운가벼운    옷차림을옷차림을옷차림을옷차림을    한한한한    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상태에서    신을신을신을신을    벗고벗고벗고벗고, , , , 체중과체중과체중과체중과    신장신장신장신장를를를를    킬로그램과킬로그램과킬로그램과킬로그램과    

센티미터센티미터센티미터센티미터    단위로단위로단위로단위로    각각각각각각각각    소수점소수점소수점소수점    한한한한    자리자리자리자리까까까까지지지지    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 , , ,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body mass (body mass (body mass (body mass 

index)index)index)index)는는는는    체중체중체중체중(kg)/(kg)/(kg)/(kg)/신장신장신장신장(m)(m)(m)(m)2222 으로으로으로으로    계계계계산산산산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 . .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정의는정의는정의는정의는    국제국제국제국제    

체질량지수의체질량지수의체질량지수의체질량지수의    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기준으로    하였는하였는하였는하였는데데데데, , , , 이는이는이는이는 2 2 2 2 세에서세에서세에서세에서 18 18 18 18 세세세세까까까까지의지의지의지의    남남남남녀녀녀녀    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    및및및및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중중중중 6 6 6 6 개국의개국의개국의개국의    대표성이대표성이대표성이대표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표본을표본을표본을표본을    추출추출추출추출하여하여하여하여    성인의성인의성인의성인의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30  30  30  30 이상에이상에이상에이상에    

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해당하는    체질량체질량체질량체질량    지수를지수를지수를지수를    정한정한정한정한    값이다값이다값이다값이다....18 1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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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는허리둘레는허리둘레는허리둘레는    직립자세에서직립자세에서직립자세에서직립자세에서    늑골늑골늑골늑골의의의의    가장가장가장가장    아아아아래래래래    부위와부위와부위와부위와    골골골골반장반장반장반장골골골골능능능능    사이의사이의사이의사이의    가장가장가장가장    

가는가는가는가는    부위를부위를부위를부위를    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    엉덩이엉덩이엉덩이엉덩이    둘레는둘레는둘레는둘레는    엉덩이의엉덩이의엉덩이의엉덩이의    가장가장가장가장    굵굵굵굵은은은은    부위를부위를부위를부위를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 . . 

허허허허벅벅벅벅지지지지    둘레는둘레는둘레는둘레는    슬슬슬슬개개개개골골골골    위위위위에서에서에서에서 10cm  10cm  10cm  10cm 상부의상부의상부의상부의    둘레를둘레를둘레를둘레를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    

둘레비둘레비둘레비둘레비(waist hip ratio;WHR)(waist hip ratio;WHR)(waist hip ratio;WHR)(waist hip ratio;WHR)는는는는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엉덩이둘레로엉덩이둘레로엉덩이둘레로엉덩이둘레로    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 , , , 허리허리허리허리    

허허허허벅벅벅벅지둘레비지둘레비지둘레비지둘레비(waist thigh ratio;WTR)(waist thigh ratio;WTR)(waist thigh ratio;WTR)(waist thigh ratio;WTR)는는는는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허허허벅벅벅벅지지지지    둘레로둘레로둘레로둘레로    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 . . . 

측정변이를측정변이를측정변이를측정변이를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전체를전체를전체를전체를    한한한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생체전기저항분석생체전기저항분석생체전기저항분석생체전기저항분석(Inbody 3.0, Biospace, Korea)(Inbody 3.0, Biospace, Korea)(Inbody 3.0, Biospace, Korea)(Inbody 3.0, Biospace, Korea)을을을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체지방량과체지방량과체지방량과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을제지방량을제지방량을제지방량을    구하고구하고구하고구하고    체지방률을체지방률을체지방률을체지방률을    계계계계산산산산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19191919  

 

나나나나....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 (baPWV) (baPWV) (baPWV) (baPWV)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는속도는속도는속도는    용적용적용적용적----체적체적체적체적    변동변동변동변동    기기기기록록록록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방식으로 (form/ABI, Colin, Co.  (form/ABI, Colin, Co.  (form/ABI, Colin, Co.  (form/ABI, Colin, Co. 

ltd.,Komaki, Japaltd.,Komaki, Japaltd.,Komaki, Japaltd.,Komaki, Japan) n) n) n)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 . . 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를를를를    적어도적어도적어도적어도 5 5 5 5 분분분분    이상이상이상이상    휴식을휴식을휴식을휴식을    취취취취하게하게하게하게    한한한한    후후후후    

앙와위앙와위앙와위앙와위    자세로자세로자세로자세로    측정하였측정하였측정하였측정하였으며으며으며으며,,,,    측정측정측정측정    띠띠띠띠를를를를    양양양양쪽쪽쪽쪽    상완과상완과상완과상완과    발목에발목에발목에발목에    감았다감았다감았다감았다. . . . 맥맥맥맥박박박박    용적용적용적용적    

파형파형파형파형은은은은    반도체반도체반도체반도체    센서를센서를센서를센서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상완과상완과상완과상완과    발목에서발목에서발목에서발목에서    기기기기록록록록되되되되었다었다었다었다....    사지의사지의사지의사지의    혈압은혈압은혈압은혈압은    

oscillometric oscillometric oscillometric oscillometric 방법을방법을방법을방법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측정하였으며    이를이를이를이를    통통통통해해해해 ankle ankle ankle ankle----brachial pressure brachial pressure brachial pressure brachial pressure 

index (ABI)index (ABI)index (ABI)index (ABI)가가가가    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    계계계계산산산산되었다되었다되었다되었다. . . . 우측우측우측우측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속도맥파속도맥파속도맥파속도, , , , 좌좌좌좌측측측측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를를를를    측정측정측정측정하였하였하였하였다다다다. . . . 우측우측우측우측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와속도와속도와속도와    좌좌좌좌측측측측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는속도는속도는속도는    

의미의미의미의미    있는있는있는있는    양의양의양의양의    상관관계에상관관계에상관관계에상관관계에    있기에있기에있기에있기에 (r=0.91, p<0.0001), (r=0.91, p<0.0001), (r=0.91, p<0.0001), (r=0.91, p<0.0001),20202020    본본본본    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연구에서는    

좌좌좌좌측우측의측우측의측우측의측우측의    평균평균평균평균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속도맥파속도맥파속도맥파속도를를를를    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 . . . 이이이이    방법의방법의방법의방법의    타타타타당도는당도는당도는당도는    이미이미이미이미    

검증되었고검증되었고검증되었고검증되었고,,,,21212121    측정자에측정자에측정자에측정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변동계수변동계수변동계수변동계수(coefficient variation(coefficient variation(coefficient variation(coefficient variation;;;;CV), CV), CV), CV), 측정자간측정자간측정자간측정자간    

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    각각각각각각각각    8.4%, 10.0%8.4%, 10.0%8.4%, 10.0%8.4%, 10.0%였다였다였다였다. . . . 21212121  

 

다다다다. . . . 혈혈혈혈액액액액    검사검사검사검사     



 ６ 

8888 시간시간시간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금금금금식한식한식한식한    후후후후    총총총총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 , , 고밀도고밀도고밀도고밀도    지단지단지단지단백백백백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 , , 아아아아스스스스파파파파테테테테이이이이트트트트아미아미아미아미노노노노전이전이전이전이효효효효소소소소(AST)(AST)(AST)(AST), , , , 알라알라알라알라닌닌닌닌아미아미아미아미노노노노전이전이전이전이효효효효소소소소(ALT)(ALT)(ALT)(ALT)는는는는    

비비비비색색색색법법법법(Colorimetry)(Colorimetry)(Colorimetry)(Colorimetry)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  ADVIA 1650 전자동전자동전자동전자동    임상화학분석기임상화학분석기임상화학분석기임상화학분석기 (Bayer,  (Bayer,  (Bayer,  (Bayer, 

terrytown, NY, USA)terrytown, NY, USA)terrytown, NY, USA)terrytown, NY, USA)를를를를    사용하였고사용하였고사용하였고사용하였고, , , , 저밀도저밀도저밀도저밀도    지단지단지단지단백백백백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은은은은 Friedewald  Friedewald  Friedewald  Friedewald 

equationequationequationequation22222222 에에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계계계계산산산산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 . . 고감도고감도고감도고감도 CCCC 반반반반응응응응단단단단백백백백은은은은 COBAS INTEGRA 700 COBAS INTEGRA 700 COBAS INTEGRA 700 COBAS INTEGRA 700 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particle enhanced immunoturbidometric method(Roche Diagnostiparticle enhanced immunoturbidometric method(Roche Diagnostiparticle enhanced immunoturbidometric method(Roche Diagnostiparticle enhanced immunoturbidometric method(Roche Diagnostic system, c system, c system, c system, 

Basel, Switzerland)Basel, Switzerland)Basel, Switzerland)Basel, Switzerland)를를를를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측정하였다. . . . 측정자에측정자에측정자에측정자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변동계수변동계수변동계수변동계수(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variation:CV), variation:CV), variation:CV), variation:CV), 측정자간측정자간측정자간측정자간    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변동계수는    각각각각각각각각    2.702.702.702.70±±±±1.13%, 2.551.13%, 2.551.13%, 2.551.13%, 2.55±±±±1.0%1.0%1.0%1.0%이었다이었다이었다이었다....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은인슐린은인슐린은인슐린은    화학발화학발화학발화학발광광광광면역분석면역분석면역분석면역분석 (chemilumine (chemilumine (chemilumine (chemiluminesssscence immunoassay)cence immunoassay)cence immunoassay)cence immunoassay)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Elecsys 2010 (Roche, Indianapolis, IN, USA) Elecsys 2010 (Roche, Indianapolis, IN, USA) Elecsys 2010 (Roche, Indianapolis, IN, USA) Elecsys 2010 (Roche, Indianapolis, IN, USA) 장비로장비로장비로장비로    분석하였다분석하였다분석하였다분석하였다.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은저항은저항은저항은    

HOMAHOMAHOMAHOMA----IR IR IR IR 지표지표지표지표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U/ml]  [U/ml]  [U/ml]  [U/ml] ××××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mmol/L] /22.5) [mmol/L] /22.5) [mmol/L] /22.5) [mmol/L] /22.5)를를를를    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23232323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는민감도는민감도는민감도는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 / / 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공복인슐린(GF/IF), (GF/IF), (GF/IF), (GF/IF), 양적양적양적양적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지표지표지표(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 ; ; ; QUICKI)QUICKI)QUICKI)QUICKI)를를를를    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이용하였다....24242424    양적양적양적양적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지표지표지표(QUICKI)(QUICKI)(QUICKI)(QUICKI)는는는는 1/[log ( 1/[log ( 1/[log ( 1/[log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U/ ml) + log ( (U/ ml) + log ( (U/ ml) + log ( (U/ ml) + log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mg/dl)](mg/dl)](mg/dl)](mg/dl)]으로으로으로으로    계계계계산산산산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    HOMAHOMAHOMAHOMA----IRIRIRIR 의의의의    중앙값중앙값중앙값중앙값 3 3 3 3 을을을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과그룹과그룹과그룹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나누고나누고나누고나누고, , , , 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정상체중과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체중으로체중으로체중으로체중으로    정의한정의한정의한정의한    후후후후    네네네네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분류하였다. . . . 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S),IS),IS),IS),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R),IR),IR),IR),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S),IS),IS),IS),    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obese(obese(obese(obese----IR) IR) IR) IR) 네네네네    그룹그룹그룹그룹으로으로으로으로    나누었다나누었다나누었다나누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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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문진문진문진문진  

설문을설문을설문을설문을    통통통통해해해해    연령연령연령연령, , , , 과거병과거병과거병과거병력력력력, , , , 흡연흡연흡연흡연    유무유무유무유무,,,,    음주음주음주음주    여부여부여부여부를를를를    확인하였확인하였확인하였확인하였다다다다....    흡연은흡연은흡연은흡연은    현재현재현재현재    

시점에서시점에서시점에서시점에서    흡연을흡연을흡연을흡연을    하는하는하는하는    사람으로사람으로사람으로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정의하였으며정의하였으며정의하였으며,,,,    음주는음주는음주는음주는    일주일에일주일에일주일에일주일에    한한한한    번번번번    이상이상이상이상    음주를음주를음주를음주를    

하는하는하는하는    군으로군으로군으로군으로    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정의하였다.... 

    또한또한또한또한    생활양식을생활양식을생활양식을생활양식을    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수면수면수면수면패턴패턴패턴패턴, , , , 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    및및및및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시청시청시청시청    시간시간시간시간, , , , 

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    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 . . . 최최최최근근근근    한한한한    달달달달    동안동안동안동안    수면수면수면수면    시간시간시간시간, , , , 학교수학교수학교수학교수업업업업을을을을    제외한제외한제외한제외한    최근최근최근최근    

일주일일주일일주일일주일    동안의동안의동안의동안의    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    및및및및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시청시청시청시청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 , , , 신체활동도는신체활동도는신체활동도는신체활동도는    한한한한    주주주주    

동안동안동안동안    평균적으로평균적으로평균적으로평균적으로    걷걷걷걷는는는는    시간시간시간시간, , , , 최근최근최근최근    일주일일주일일주일일주일    동안동안동안동안    중등도중등도중등도중등도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신체활동을신체활동을신체활동을신체활동을 30 30 30 30 분분분분    

이상이상이상이상    지속한지속한지속한지속한    날날날날수를수를수를수를    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조사하였다. . . . 중등도중등도중등도중등도    이상이상이상이상    신체활동은신체활동은신체활동은신체활동은    약간약간약간약간    숨숨숨숨이이이이    차며차며차며차며    땀땀땀땀이이이이    날날날날    

정도의정도의정도의정도의    배배배배드드드드민민민민턴턴턴턴, , , , 탁탁탁탁구구구구, , , , 수영수영수영수영, , , , 스케스케스케스케이이이이트트트트, , , , 집안청소집안청소집안청소집안청소, , , , 조조조조깅깅깅깅, , , , 야야야야구구구구, , , , 축구축구축구축구, , , , 스스스스키키키키, , , , 등등등등산산산산    

등의등의등의등의    운동을운동을운동을운동을    포함한다포함한다포함한다포함한다. . . .          

 

마마마마. . . . 통통통통계분석계분석계분석계분석....  

모든모든모든모든    자자자자료료료료는는는는 SAS 9.1 SAS 9.1 SAS 9.1 SAS 9.1 통통통통계계계계    패패패패키지키지키지키지(SAS Institute Inc. Cary, NC, USA)(SAS Institute Inc. Cary, NC, USA)(SAS Institute Inc. Cary, NC, USA)(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를를를    

이용하였고이용하였고이용하였고이용하였고,,,,    측정치는측정치는측정치는측정치는    평균평균평균평균±±±±표준표준표준표준편편편편차로차로차로차로    표시하였다표시하였다표시하였다표시하였다. . . . 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비만도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에저항성에저항성에저항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네네네네    군의군의군의군의    특특특특성의성의성의성의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있는지있는지있는지있는지    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단측단측단측단측 ANOVA ANOVA ANOVA ANOVA 검검검검정을정을정을정을    

시행하였으며시행하였으며시행하였으며시행하였으며,,,,    여기에서여기에서여기에서여기에서    의미의미의미의미    있는있는있는있는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있는있는있는있는    경우경우경우경우 Tuke Tuke Tuke Tukeyyyy 의의의의    사후사후사후사후    검정을검정을검정을검정을    

시행하였다시행하였다시행하였다시행하였다. . . .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와속도와속도와속도와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위험인자위험인자위험인자위험인자    및및및및    생활생활생활생활    습관과의습관과의습관과의습관과의    연관성을연관성을연관성을연관성을    

분석하기분석하기분석하기분석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피피피피어어어어슨슨슨슨    상관분석을상관분석을상관분석을상관분석을    실실실실시하였다시하였다시하였다시하였다. . . .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와속도와속도와속도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저항저항저항성성성성    지표지표지표지표    및및및및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지표지표지표의의의의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    파파파파악악악악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혼혼혼혼란변수인란변수인란변수인란변수인    나이나이나이나이, , , , 체질량체질량체질량체질량    지수지수지수지수, , , , 허리허리허리허리    엉덩이엉덩이엉덩이엉덩이    둘레비둘레비둘레비둘레비, , , , 평균평균평균평균    혈압혈압혈압혈압, , , , 맥맥맥맥박박박박, , , ,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 , , 

총총총총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 , , ALTALTALTALT, , , , 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텔레비전    및및및및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    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신체활동도    을을을을    

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포함하여    다중다중다중다중    회회회회귀귀귀귀    분석을분석을분석을분석을    실실실실시하였다시하였다시하였다시하였다....     P  P  P  P 값이값이값이값이 0.05  0.05  0.05  0.05 미만일미만일미만일미만일    때때때때    통통통통계적계적계적계적    유유유유의성이의성이의성이의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것것것으로으로으로으로    간주하였다간주하였다간주하였다간주하였다. . . .     



 ８ 

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TableTableTableTable 1 1 1 1 은은은은    네네네네    그룹의그룹의그룹의그룹의    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    특특특특성을성을성을성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내는내는내는데데데데, , , , 네네네네    그룹그룹그룹그룹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나이나이나이나이, , , , 

신체계측치신체계측치신체계측치신체계측치, , , , 생체전기저항분석에생체전기저항분석에생체전기저항분석에생체전기저항분석에    의한의한의한의한    체성분체성분체성분체성분, , , , 수축기와수축기와수축기와수축기와    이완기이완기이완기이완기    혈압혈압혈압혈압, , , , 맥맥맥맥박박박박, , , ,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 , , 총총총총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고밀도고밀도고밀도고밀도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 , ,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HOMA, HOMA, HOMA, HOMA----IR, GI/FI, IR, GI/FI, IR, GI/FI, IR, GI/FI, 

QUICKI, ALT, QUICKI, ALT, QUICKI, ALT, QUICKI, ALT, 평균평균평균평균 baPWV baPWV baPWV baPWV에서에서에서에서    유유유유의한의한의한의한    차이가차이가차이가차이가    있었있었있었있었다다다다. . . .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R)IR)IR)IR)은은은은    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S)IS)IS)IS)에에에에    비해비해비해비해    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    둘레비가둘레비가둘레비가둘레비가    크크크크고고고고    체지방량이체지방량이체지방량이체지방량이    

많많많많았으며았으며았으며았으며,,,,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 , ,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총총총총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 , , ALT,ALT,ALT,ALT,    baPWbaPWbaPWbaPWVVVV값이값이값이값이    

유유유유의한게의한게의한게의한게    높았다높았다높았다높았다. . . . HOMAHOMAHOMAHOMA----IRIRIRIR의의의의    중앙값중앙값중앙값중앙값    만을만을만을만을    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이용하여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과그룹과그룹과그룹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나누었기에나누었기에나누었기에나누었기에    이를이를이를이를    보완하기보완하기보완하기보완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인지표인지표인지표인    

GF/IFGF/IFGF/IFGF/IF와와와와 QUICKI QUICKI QUICKI QUICKI를를를를    조사하였는조사하였는조사하였는조사하였는데데데데, , , ,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민민민감한감한감한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S)IS)IS)IS)은은은은    

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R)IR)IR)IR)에에에에    비해비해비해비해    높은높은높은높은 GI/FI,  GI/FI,  GI/FI,  GI/FI, 

QUICKIQUICKIQUICKIQUICKI의의의의    값을값을값을값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어내어내어내어    일치된일치된일치된일치된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S)IS)IS)IS)은은은은    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R)IR)IR)IR)에에에에    비해비해비해비해    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    둘레비둘레비둘레비둘레비, , , , 체지방량체지방량체지방량체지방량, , , , 혈압혈압혈압혈압, , , ,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 , ,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ALT, ALT, ALT, ALT,,,,    평균평균평균평균 baPWV  baPWV  baPWV  baPWV 값은값은값은값은    유유유유의하게의하게의하게의하게    낮았다낮았다낮았다낮았다.(.(.(.(Figure 1)Figure 1)Figure 1)Figure 1)    또한또한또한또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를민감도를민감도를민감도를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내는내는내는 GI/FI  GI/FI  GI/FI  GI/FI 와와와와     QUICKI QUICKI QUICKI QUICKI의의의의    값은값은값은값은    통통통통계적으로계적으로계적으로계적으로    유유유유의하게의하게의하게의하게    높높높높았다았다았다았다....(Table 1)(Table 1)(Table 1)(Table 1) 

더더더더욱욱욱욱이이이이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S)IS)IS)IS)은은은은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R)IR)IR)IR)에에에에    비하여비하여비하여비하여    낮은낮은낮은낮은    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공복혈당, , , ,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 , , 평균평균평균평균    

baPWVbaPWVbaPWVbaPWV값을값을값을값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었내었내었내었다다다다. . . . 또한또한또한또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    지표인지표인지표인지표인 GI/FI, QUICKI  GI/FI, QUICKI  GI/FI, QUICKI  GI/FI, QUICKI 는는는는    

높았다높았다높았다높았다.(.(.(.(FigureFigureFigureFigure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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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Non-obese-IS 

(N=101) 

Non-obese-IR 

(N=29) 

obese-IS 

(N=31) 

obese-IR 

(N=95) 

Age (years) 14.2 ± 1.3 15.0 ± 1.5b 14.4 ± 1.5 15.3 ± 1.6be 

Anthropometry     

Body Mass Index (kg/m2) 22.9 ± 3.9 26.4 ± 2.0b 29.4 ± 2.0bd 31.2 ± 2.7bde 

Waist circumference (cm) 77.1 ±11.9 90.3 ± 7.0b 89.9 ± 5.7b 98.3 ± 7.6bde 

Hip circumference (cm) 94.2 ± 10.2 102.8 ± 5.4b 105.1 ± 5.6b 110.3 ± 5.8be 

Thigh circumference (cm) 47.4 ± 8.1 52.5 ± 4.6b 59.5 ± 13.3bd 58.5 ± 6.1bd 

Waist to hip ratio 0.81 ± 0.07 0.88 ± 0.05b 0.86 ± 0.05b 0.89 ± 0.04be 

Waist to thigh ratio 1.64 ± 0.16 1.73 ± 0.17 1.56 ± 0.26 1.69 ± 0.19 

Body impedance     

Total fat mass (kg) 15.1 ± 7.9 23.3 ± 6.2b 28.2 ± 5.2b 35.0 ± 8.1bde 

Total lean mass (kg) 32.9 ± 10.8 27.5 ± 5.9 35.0 ± 11.6 36.0 ± 7.1c 

Total body fat % 22.7 ± 8.6 32.1 ± 6.6b 34.7 ± 6.3b 37.0 ± 5.9b 

Cardiovascular risk factors     

Mean BP (mmHg) 78.8 ± 8.3 83.3 ± 9.8 84.6 ± 8.3b 89.9 ± 8.6bde 

Heart rate (/min) 76.4 ± 10.4 78.1 ± 13.2 78.2 ± 13.3 81.4 ± 11.4a 

Cholesterol (mg/dl) 161.1 ± 29.1 180.6 ± 33.6b 179.7 ± 34.9b 177.4 ± 29.6b 

Triglyceride (mg/dl) 77.7 ± 35.5 118.4 ± 65.9b 107.4 ± 45.0 138.8 ± 84.0b 

HDL-cholesterol (mg/dl) 46.1 ± 8.4 44.0 ± 6.5 44.7 ± 6.8 42.8  ± 8.1a 

LDL-cholesterol (mg/dl) 99.5 ± 25.2 112.9 ± 30.0 113.5 ± 29.6 106.9 ± 28.2 

Fasting glucose (mg/dl) 82.4 ± 6.8 89.6 ± 10.5b 80.8 ± 8.9d 85.7 ± 9.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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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 insulin (UIu/ml) 8.7 ± 3.7 21.8 ± 7.9b 9.9 ± 4.2d 27.6 ± 14.3bde 

HOMA-IR 1.76 ± 0.74 4.95± 2.43b 1.96 ± 0.83d 5.93 ± 3.39be 

GI/FI 13.2 ± 16.6 4.4 ± 0.9b 14.4 ± 19.6d 3.6 ± 1.2be 

QUICKI 0.16 ± 0.02 0.13 ± 0.01b 0.16 ± 0.02d 0.13 ± 0.01be 

ALT(IU/L) 19.1 ± 9.4 38.6 ± 27.0b 31.9 ± 18.5 62.0 ± 49.3bde 

AST(IU/L) 21.8 ± 4.9 24.9 ± 9.8 26.2 ± 9.2 34.0 ± 19.3bde 

hs-CRP (mg/dL) 0.10 ± 0.22 0.24 ± 0.56 0.17± 0.34 0.13 ± 0.14 

baPWV (cm/s) 965.4±105.6 1102.3±106.0b 971.1±125.3d 1132.1.±117.5be 

Life style     

Sleep (hours/day) 7.0 ± 0.9 6.7 ± 1.2 6.9 ± 1.3 6.9 ± 1.5 

TV and computer (hours/week) 5.5 ± 4.7 6.7 ± 8.0 7.7 ± 7.5 6.8 ± 5.3 

Walking (min/day) 58.4 ± 43.9 57.4 ± 28.5 67.8 ± 61.8 65.6 ± 54.0 

Physical activity ,moderate 

(day/week) 

3.5 ± 1.8 

 

4.0 ± 1.6 

 

3.4 ± 1.8 

 

3.4 ± 1.7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P-values are calculated by an ANOVA test.  

aP < 0.01; bP < 0.001 vs. non-obese-insulin sensitive(IS);  

cP < 0.01; dP < 0.001 vs.non-obese-insulin resistant(IR); eP < 0.001 vs. obese-IS  

 

Mean BP: mean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 2 X diastolic blood pressure) / 3 

HDL-cholesterol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esterol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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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F is in mg/dl for fasting glucose and mU/ ml for fasting insulin 

QUICKI: 1/[log (fasting insulin (µU/ ml)) + log (fasting glucose (mg/dl))]. 

ALT: alanine aminotransferase(IU/L) 

AST: aspartate aminotrasferase(IU/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Sleep: the average sleeping hours/day for the nearest month 

TV and computer: the hours of watching TV or using the computer for the week except during 

school hours 

Walking: the average walking time (min)/day for the nearest week 

Physical activity, moderate: the number of days in the latest week with continuous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an ‘above-medium-degree’ of intensity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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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MI, waist hip ratio, HOMA-IR, triglyceri de and baPWV values according to 

median HOMA-IR values and obesity.  

Adolesc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median HOMA-IR values and 

obesity: non-obese-IS (HOMA-IR value <3), non-obese-IR (HOMA-IR value ≥3), obese-IS, 

and obese-IR groups. 

 p < 0.001 is used as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four groups. 

 

a.  BMI of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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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aist to hip ratio of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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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OMA-IR of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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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riglyceride of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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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aPWV values of the fou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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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WbaPWbaPWbaPWVVVV 는는는는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rrrr=0.416; =0.416; =0.416; =0.416; PPPP<0.001), <0.001), <0.001), <0.001), 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허리둘레((((rrrr=0.403; =0.403; =0.403; =0.403; PPPP<0.001), <0.001), <0.001), <0.001), 

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허리엉덩이둘레비 (WHR) ( (WHR) ( (WHR) ( (WHR) (rrrr=0.313; =0.313; =0.313; =0.313; PPPP<0.001), <0.001), <0.001), <0.001), 허리허허리허허리허허리허벅벅벅벅지둘레비지둘레비지둘레비지둘레비(WTR) ((WTR) ((WTR) ((WTR) (rrrr=0.164; =0.164; =0.164; =0.164; 

PPPP=0.009), =0.009), =0.009), =0.009), 전체전체전체전체    지방량지방량지방량지방량 ( ( ( (rrrr=0.456; =0.456; =0.456; =0.456; PPPP<0.001), <0.001), <0.001), <0.001), 나이나이나이나이 ( ( ( (rrrr=0.479; =0.479; =0.479; =0.479; PPPP<0.001), <0.001), <0.001), <0.001), 평균평균평균평균    혈압혈압혈압혈압    

((((rrrr=0.624 =0.624 =0.624 =0.624 PPPP<0.001), <0.001), <0.001), <0.001), 맥맥맥맥박박박박((((rrrr=0.197; =0.197; =0.197; =0.197; PPPP<0.001), <0.001), <0.001), <0.001),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rrrr=0.380; =0.380; =0.380; =0.380; PPPP<0.001), <0.001), <0.001), <0.001), 

HOMAHOMAHOMAHOMA----IR (IR (IR (IR (rrrr=0.=0.=0.=0.347; 347; 347; 347; PPPP<0.001), <0.001), <0.001), <0.001), 총총총총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rrrr=0.203; =0.203; =0.203; =0.203; PPPP=0.001), =0.001), =0.001), =0.001),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rrrr=0.333; =0.333; =0.333; =0.333; 

PPPP<0.001), ALT (<0.001), ALT (<0.001), ALT (<0.001), ALT (rrrr=0.318; =0.318; =0.318; =0.318; PPPP<0.001), <0.001), <0.001), <0.001), 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rrrr=0.188; =0.188; =0.188; =0.188; 

PPPP=0.004)=0.004)=0.004)=0.004)과과과과    양의양의양의양의    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    있었으며있었으며있었으며있었으며, , , , GI/FI (GI/FI (GI/FI (GI/FI (rrrr====----0.258; 0.258; 0.258; 0.258; PPPP<0.001), QUICKI <0.001), QUICKI <0.001), QUICKI <0.001), QUICKI 

((((rrrr=0.447; =0.447; =0.447; =0.447; PPPP<0.001)<0.001)<0.001)<0.001)와는와는와는와는    음의음의음의음의    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상관관계가    있었다있었다있었다있었다. baPW. baPW. baPW. baPWVVVV 는는는는    고밀도고밀도고밀도고밀도    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과과과과    

통통통통계계계계적적적적으로는으로는으로는으로는    의미가의미가의미가의미가    있지는있지는있지는있지는    않았지만않았지만않았지만않았지만, , , , 약한약한약한약한    음의음의음의음의    상관관상관관상관관상관관계가계가계가계가    있었다있었다있었다있었다((((rrrr=0.112; =0.112; =0.112; =0.112; 

PPPP=0.073)=0.073)=0.073)=0.073)....((((TableTableTableTable 2) ( 2) ( 2) ( 2) (FigureFigureFigureFigure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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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rrelation of pulse wave velocity with insulin resistance indices (fasting 

insulin, HOMA-IR) and insulin sensitivity indices (GI/FI, QUICKI).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GF/IF is in mg/dl for fasting 

glucose and mU/ ml for fasting insulin, QUICKI: 1/[log (fasting insulin (µU/ ml)) + log 

(fasting glucose (mg/dl))]. 

 

a. The correlation of baPWV and fasting insu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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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correlation of baPWV and HOM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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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correlation of baPWV and G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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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correlation of baPWV and QUIC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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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pulse wave velocity and body compositi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life style. 

 

 Pulse wave velocity 

 r P- values 

Anthropometry    

Body mass index (kg/m2)  0.416 <0.001 

Waist circumference (cm) 0.403 <0.001 

Waist to hip ratio 0.313 <0.001 

Waist to thigh ratio 0.164 0.009 

Body impedance   

Total fat mass (kg) 0.456 <0.001 

Total lean mass (kg) -0.006 0.937 

Total body fat % 0.388 <0.001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ge (years)  0.479 <0.001 

Mean blood pressure (mmHg) 0.624 <0.001 

Heart rate (beats/min)  0.197 0.001 

Total cholesterol (mg/dL) 0.203 0.001 

Triglyceride (mg/dL) 0.333 <0.001 

HDL cholesterol (mg/dL) -0.112 0.073 

LDL- cholesterol (mg/dLl) 0.101 0.106 

Fasting glucose (mg/dL)  0.064 0.309 

Fasting insulin (UIu/ml)  0.38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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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IR 0.347 <0.001 

GI/FI -0.258 <0.001 

QUICKI -0.447 <0.001 

Alanine aminotrasferase (IU/L) 0.318 <0.001 

Aspartate aminotrasferase(IU/L) 0.189 0.002 

hs-CRP (mg/Dl)  0.108 0.084 

Life style   

Sleep (hours/day) -0.069 0.287 

TV and computer (hours/week) 0.188 0.004 

Walk (min/day) 0.035 0.587 

Physical activity, moderate (day/week) -0.097 0.129 

Coefficients (r) and P-values are calculated by the Pearson correlation model.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GF/IF is in mg/dl for fasting glucose and mU/ ml for fasting insulin 

QUICKI: 1/[log (fasting insulin (µU/ ml)) + log (fasting glucose (mg/dl))]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s-CRP: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Sleep: the average sleeping hours/day for the nearest month 

TV and computer: the hours of watching TV or using the computer for the week except during 

school hours 

Walking: the average walking time (min)/day for the nearest week 

Physical activity, moderate: the number of days in the latest week with continuous physical 

activity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an ‘above-medium-degree’ of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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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ba PWV)(ba PWV)(ba PWV)(ba PWV)와와와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저항성저항성저항성    지표지표지표지표((((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HOMA, HOMA, HOMA, HOMA----IR), IR), IR), IR),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지표지표지표(GI/FI, QUICKI)(GI/FI, QUICKI)(GI/FI, QUICKI)(GI/FI, QUICKI)의의의의    고고고고유유유유한한한한    관계를관계를관계를관계를    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알아보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나이나이나이나이, , , ,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 , 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허리엉덩이    둘레비둘레비둘레비둘레비, , , , 평균혈압평균혈압평균혈압평균혈압, , , , 맥맥맥맥박박박박, , , , 총총총총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ALT, , ALT, , ALT, , ALT, 

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텔레비전과    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    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시청시간, , , , 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신체활동도를    보정하여보정하여보정하여보정하여    다중다중다중다중    회회회회귀귀귀귀    분석을분석을분석을분석을    실실실실시하였을시하였을시하였을시하였을    

때때때때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는속도는속도는속도는    공복공복공복공복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HOMA, HOMA, HOMA, HOMA----IR, GI/FI, QUICKIIR, GI/FI, QUICKIIR, GI/FI, QUICKIIR, GI/FI, QUICKI 와와와와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유유유유의한의한의한의한    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    있었다있었다있었다있었다.(.(.(.(TableTableTableTable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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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ependent association of pulse wave velocity with fasting insulin, HOMA-IR, 

GF/IF and QUICKI. 

 ba-PWV 

 Regression coefficient ± SD P-values 

Model 1: age adjusted    

  fasting insulin 3.771 ± 0.551 <0.001 

HOMA-IR 15.738 ± 2.350 <0.001 

GI/FI -1.859 ± 0.565 0.001 

QUICKI -2582.663 ± 383.517 <0.001 

Model 2: Model 1+BMI adjusted    

  fasting insulin 3.350 ± 0.626 <0.001 

HOMA-IR 13.798 ± 2.638 <0.001 

GI/FI -1.437 ± 0.563 0.011 

QUICKI -2267.339± 429.460 <0.001 

Model 3: Model 2+waist hip ratio, mean BP, HR, TG, cholesterol, and ALT adjusted  

  fasting insulin 2.603 ± 0.584 <0.001 

HOMA-IR 10.676 ± 2.451 <0.001 

GI/FI -1.081 ± 0.495 0.030 

QUICKI -1685.461 ± 392.832 <0.001 

Model 4: Model 3+ exercise and watching TV and computer usage adjusted  

fasting insulin  2.736 ± 0.611 <0.001 

HOMA-IR 11.298 ± 2.585 <0.001 

GI/FI -1.071 ± 0.508 0.036 

QUICKI -1733.973 ± 409.35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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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were calculated by a multiple regression model using the mean pulse wave velocity as 

the dependent variable.  

 

BMI: Body Mass Index (kg/m2) 

mean BP: mean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 2 X diastolic blood pressure) / 3 

HR: Heart rate (/min)  

TG: Triglyceride (mg/dl) 

exercise: the average walking time (min)/day for the nearest week 

TV and computer usage: the hours of watching TV or using the computer for the week except 

during school hour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GF/IF is in mg/dl for fasting glucose and mU/ ml for fasting insulin 

QUICKI: 1/[log (fasting insulin (µU/ ml)) +  log (fasting glucose (mg/dl))]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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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고찰고찰고찰고찰  

 

성인과성인과성인과성인과    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아이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많많많많은은은은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비만은비만은비만은비만은    

이상지혈증이상지혈증이상지혈증이상지혈증, , , ,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 , ,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과질환과질환과질환과    연관이연관이연관이연관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다있다있다있다....25,2625,2625,2625,26    최근최근최근최근    관심의관심의관심의관심의    

초점은초점은초점은초점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과저항과저항과저항과    비만비만비만비만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어느어느어느어느    것것것것이이이이    더더더더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질환에질환에질환에질환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크크크크게게게게    

미치는가이다미치는가이다미치는가이다미치는가이다....3,3,3,3,4444    비비비비록록록록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청소년의청소년의청소년의청소년의    많많많많은은은은    비비비비율율율율에서에서에서에서    내당능내당능내당능내당능    장장장장애애애애가가가가    보고되고보고되고보고되고보고되고    

있기는있기는있기는있기는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27272727    최근최근최근최근    한한한한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보고에보고에보고에보고에    따따따따르르르르면면면면    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    비만과비만과비만과비만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상관도는상관도는상관도는상관도는 0.26  0.26  0.26  0.26 미만미만미만미만 7777 인인인인    것것것것으로으로으로으로    보아보아보아보아    비만비만비만비만    이외의이외의이외의이외의    무언무언무언무언가가가가    다른다른다른다른    요소가요소가요소가요소가    

내내내내재재재재할할할할    것것것것으로으로으로으로    여여여여겨겨겨겨진진진진다다다다....  

성인을성인을성인을성인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여여여여러러러러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    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관련이관련이관련이관련이    있음을있음을있음을있음을    보고하고보고하고보고하고보고하고    있다있다있다있다. . . . MMMMiki iki iki iki KoizumiKoizumiKoizumiKoizumi 등은등은등은등은    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    말초동맥말초동맥말초동맥말초동맥    질환과질환과질환과질환과        

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관련성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28282828    HHHHanefeld anefeld anefeld anefeld 등은등은등은등은    초기의초기의초기의초기의    당뇨병당뇨병당뇨병당뇨병    환자들에서환자들에서환자들에서환자들에서    

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    내경동맥내경동맥내경동맥내경동맥두께두께두께두께(intima media thickness)(intima media thickness)(intima media thickness)(intima media thickness)로로로로    측정한측정한측정한측정한    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동맥경화도와    

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29292929 Urbina  Urbina  Urbina  Urbina 등은등은등은등은    대사증후군의대사증후군의대사증후군의대사증후군의    위험요소가위험요소가위험요소가위험요소가    증가할수증가할수증가할수증가할수록록록록    

목동맥목동맥목동맥목동맥    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    증가한다고증가한다고증가한다고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보고하였다보고하였다보고하였다....30303030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아직아직아직아직    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청소년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경화의동맥경화의동맥경화의동맥경화의    연관성을연관성을연관성을연관성을    살펴살펴살펴살펴    본본본본    연구는연구는연구는연구는    없었다없었다없었다없었다. . . .     

본본본본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중심중심중심중심    내용은내용은내용은내용은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남자남자남자남자에서에서에서에서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로속도로속도로속도로    측정한측정한측정한측정한    동맥의동맥의동맥의동맥의    

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경직도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증가함에증가함에증가함에증가함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일일일일괄괄괄괄적으적으적으적으로로로로    증가한다는증가한다는증가한다는증가한다는    것것것것이다이다이다이다. . . .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정도는정도는정도는정도는    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동맥경직도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관계에관계에관계에관계에    의미의미의미의미    있는있는있는있는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치지미치지미치지미치지    못못못못하였하였하였하였으며으며으며으며    

모든모든모든모든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청소년이청소년이청소년이청소년이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지는내지는내지는내지는    않았다않았다않았다않았다. . . . 체중이체중이체중이체중이    많많많많이이이이    나감에도나감에도나감에도나감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    몇몇몇몇몇몇몇몇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청소년들은    정상정상정상정상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를민감도를민감도를민감도를    나나나나타타타타내었으며내었으며내었으며내었으며,,,,    심혈관심혈관심혈관심혈관    

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위험인자와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가속도가속도가속도가    정상정상정상정상    체중의체중의체중의체중의    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    비비비비슷슷슷슷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최근최근최근최근    

당뇨가당뇨가당뇨가당뇨가    없는없는없는없는 60 60 60 60 세세세세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성인을성인을성인을성인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 , 혈당혈당혈당혈당    등을등을등을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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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한보정한보정한보정한    후에도후에도후에도후에도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동맥경동맥경동맥경동맥경직도와직도와직도와직도와    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독립적인    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    있었다는있었다는있었다는있었다는    

DavidDavidDavidDavid의의의의    보고보고보고보고 31313131와와와와    일치하는일치하는일치하는일치하는    결과이다결과이다결과이다결과이다.   .   .   .       

이전이전이전이전    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연구에서    ThomasThomasThomasThomas Reinwhr  Reinwhr  Reinwhr  Reinwhr 등은등은등은등은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소아와소아와소아와소아와    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    체중의체중의체중의체중의    변화가변화가변화가변화가    

없더라도없더라도없더라도없더라도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지표인지표인지표인지표인 HOMA HOMA HOMA HOMA----IRIRIRIR 이이이이    개선개선개선개선    될될될될    경우경우경우경우    혈압혈압혈압혈압, , , , 중성지방의중성지방의중성지방의중성지방의    

향상과향상과향상과향상과    연관이연관이연관이연관이    있다고있다고있다고있다고    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 , , , 반대로반대로반대로반대로    체중이체중이체중이체중이    감소하더라도감소하더라도감소하더라도감소하더라도 HOMA HOMA HOMA HOMA----IRIRIRIR 의의의의    개선이개선이개선이개선이    

없다면없다면없다면없다면    이들이들이들이들    지표의지표의지표의지표의    변화가변화가변화가변화가    없다고없다고없다고없다고    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32323232
 이는이는이는이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비만한비만한비만한비만한    소아와소아와소아와소아와    

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청소년에서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및및및및    고지혈증을고지혈증을고지혈증을고지혈증을    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    핵심핵심핵심핵심적인적인적인적인    원인임을원인임을원인임을원인임을    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  .  .  .  본본본본    

연구에서도연구에서도연구에서도연구에서도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R)IR)IR)IR)은은은은    

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정상체중이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S)IS)IS)IS)에에에에    비해비해비해비해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 , , 

총총총총콜콜콜콜레레레레스테롤스테롤스테롤스테롤, , , , 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중성지방, ALT, , ALT, , ALT, , ALT,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속도속도속도    등의등의등의등의    값이값이값이값이    높았으며높았으며높았으며높았으며, , , , 

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비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S)IS)IS)IS)은은은은    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비만하면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그룹그룹그룹((((obeseobeseobeseobese----IRIRIRIR))))에에에에    비해비해비해비해    혈압혈압혈압혈압, , , , 공복공복공복공복    혈당혈당혈당혈당, ALT , ALT , ALT , ALT 등의등의등의등의    대사적대사적대사적대사적    지표들과지표들과지표들과지표들과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가속도가속도가속도가    낮았다낮았다낮았다낮았다....        

더더더더욱욱욱욱이이이이    비비비비만하지만만하지만만하지만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청소년은청소년은청소년은청소년은(obese(obese(obese(obese----IS)IS)IS)IS)은은은은    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정상체중이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non(non(non(non----obeseobeseobeseobese----IR)IR)IR)IR)에에에에    비하여비하여비하여비하여    대사대사대사대사    지표들이지표들이지표들이지표들이    유유유유리한리한리한리한    값을값을값을값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었으며내었으며내었으며내었으며, , , ,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도속도도속도도속도도    낮았다낮았다낮았다낮았다.... 본본본본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결과는결과는결과는결과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심혈관질환의심혈관질환의심혈관질환의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위험도를위험도를위험도를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내는내는내는    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    비만과는비만과는비만과는비만과는    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독립적으로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미미미침침침침을을을을    

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의미한다....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의동맥의동맥의동맥의    경직도경직도경직도경직도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존재존재존재존재하는하는하는하는    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메커니즘에에에에    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대해서는    아직아직아직아직    잘잘잘잘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지있지있지있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본본본본    연구와연구와연구와연구와    같같같같이이이이    단면단면단면단면    연연연연구구구구에에에에서서서서    원인원인원인원인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밝힐밝힐밝힐밝힐    수는수는수는수는    없다없다없다없다. . . .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동맥동맥동맥동맥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    높이는높이는높이는높이는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몇몇몇몇몇몇몇몇    기전으로는기전으로는기전으로는기전으로는    첫째첫째첫째첫째,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저항성은    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고인슐린혈증과    고혈당증을고혈당증을고혈당증을고혈당증을    통통통통해해해해    혈관에혈관에혈관에혈관에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미미미미친친친친다다다다....    

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고인슐린혈증이    혈관에혈관에혈관에혈관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효효효효과는과는과는과는    나나나나트륨트륨트륨트륨    재재재재흡수의흡수의흡수의흡수의    증가와증가와증가와증가와    연관이연관이연관이연관이    있는있는있는있는데데데데 33333333    

이는이는이는이는    교감긴경을교감긴경을교감긴경을교감긴경을    자자자자극극극극하고하고하고하고 34343434    혈관의혈관의혈관의혈관의    평활근평활근평활근평활근    증식을증식을증식을증식을    촉촉촉촉진하여진하여진하여진하여 33335555    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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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증가시증가시증가시킨킨킨킨다다다다. . . . 혈중혈중혈중혈중    공복혈당이공복혈당이공복혈당이공복혈당이    올올올올라가게라가게라가게라가게    되면되면되면되면    동맥벽에동맥벽에동맥벽에동맥벽에    위치한위치한위치한위치한    단단단단백백백백에에에에    

당화당화당화당화(glycosylation)(glycosylation)(glycosylation)(glycosylation)작용이작용이작용이작용이    일어나고일어나고일어나고일어나고    이이이이    당화단당화단당화단당화단백백백백은은은은    기기기기관관관관    손손손손상상상상    및및및및    동맥경화와동맥경화와동맥경화와동맥경화와    

연관이연관이연관이연관이    있다있다있다있다....33336666  

둘둘둘둘째째째째는는는는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상태에서는상태에서는상태에서는상태에서는    인슐린에서인슐린에서인슐린에서인슐린에서    유유유유도되는도되는도되는도되는    잠재잠재잠재잠재적인적인적인적인    혈관확장혈관확장혈관확장혈관확장    

작용이나작용이나작용이나작용이나    내내내내피피피피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세포에서    유유유유도되는도되는도되는도되는    산산산산화화화화    질소질소질소질소    분비가분비가분비가분비가    감소한다감소한다감소한다감소한다....33337777    이에이에이에이에    따른따른따른따른    혈관혈관혈관혈관    

손손손손상이상이상이상이    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증가하고    결국에는결국에는결국에는결국에는    혈관이혈관이혈관이혈관이    경직되게경직되게경직되게경직되게    된다된다된다된다. . . . 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    일어나는일어나는일어나는일어나는    이이이이런런런런    

혈관의혈관의혈관의혈관의    부작용은부작용은부작용은부작용은    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    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일으키는    초기단계가초기단계가초기단계가초기단계가    된다된다된다된다....1,21,21,21,2         

본본본본    연구는연구는연구는연구는    단면단면단면단면    연구이기에연구이기에연구이기에연구이기에    갖갖갖갖는는는는    몇몇몇몇    가지가지가지가지    한계점이한계점이한계점이한계점이    있는있는있는있는데데데데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동맥동맥동맥    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    원인원인원인원인    결과결과결과결과    관계를관계를관계를관계를    정확히정확히정확히정확히    밝힐밝힐밝힐밝힐    수수수수    없고없고없고없고,,,,    HOMAHOMAHOMAHOMA----IR IR IR IR 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중앙값을    지표로지표로지표로지표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그룹과그룹과그룹과그룹과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한민감한민감한민감한    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그룹으로    나누어나누어나누어나누어    대사대사대사대사    지표들을지표들을지표들을지표들을    

비교하였다비교하였다비교하였다비교하였다. HOMA. HOMA. HOMA. HOMA----IR IR IR IR 중앙값은중앙값은중앙값은중앙값은    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지표는지표는지표는지표는    아아아아니니니니며며며며, , , ,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내는내는내는    방법방법방법방법으로는으로는으로는으로는 hyperinsulinemic hyperinsulinemic hyperinsulinemic hyperinsulinemic----euglycemic clampeuglycemic clampeuglycemic clampeuglycemic clamp 방법이방법이방법이방법이    가장가장가장가장    

이상적인이상적인이상적인이상적인    것것것것으로으로으로으로    알려져알려져알려져알려져    있다있다있다있다....33338888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이이이이    시시시시술술술술은은은은    매매매매우우우우    침침침침습적이며습적이며습적이며습적이며,,,,    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측정하기    

어어어어렵렵렵렵기에기에기에기에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이이이이 clamp clamp clamp clamp 방법과방법과방법과방법과    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연관성이    있는있는있는있는    간단한간단한간단한간단한    대용대용대용대용    방법을방법을방법을방법을    사용하였다사용하였다사용하였다사용하였다....33339999    

HOMAHOMAHOMAHOMA----IRIRIRIR 을을을을    보완하기보완하기보완하기보완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    지표인지표인지표인지표인 GI/FI GI/FI GI/FI GI/FI 와와와와 QUICKI QUICKI QUICKI QUICKI 를를를를    같같같같이이이이    

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조사하였으며 HOMA HOMA HOMA HOMA----IRIRIRIR 이이이이    높은높은높은높은    그룹은그룹은그룹은그룹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민감도의    지표가지표가지표가지표가    낮아낮아낮아낮아    일치된일치된일치된일치된    결과를결과를결과를결과를    

보였다보였다보였다보였다. . . . 또또또또    우리우리우리우리    연구연구연구연구    결과의결과의결과의결과의 HOMA HOMA HOMA HOMA----IR IR IR IR 중앙값중앙값중앙값중앙값 3.0 3.0 3.0 3.0 은은은은    이전이전이전이전    대대대대규규규규모모모모    인구를인구를인구를인구를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연구의연구의연구의연구의    값과값과값과값과    비비비비슷슷슷슷하다하다하다하다....40404040        

    비만의비만의비만의비만의    지표로지표로지표로지표로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체질량지수를    이용하였는이용하였는이용하였는이용하였는데데데데, , , , 좀좀좀좀    더더더더    정확한정확한정확한정확한    체구성을체구성을체구성을체구성을    

반영하기반영하기반영하기반영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체질량체질량체질량체질량    지수지수지수지수    대신대신대신대신    체지방체지방체지방체지방    비비비비율율율율이나이나이나이나    체지방량으로체지방량으로체지방량으로체지방량으로    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    때에도때에도때에도때에도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지표나지표나지표나지표나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민감도민감도민감도    지표와지표와지표와지표와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와의속도와의속도와의속도와의    관련성에관련성에관련성에관련성에    

변화는변화는변화는변화는    없었으며없었으며없었으며없었으며, , , , 상체비만과상체비만과상체비만과상체비만과    하체비만의하체비만의하체비만의하체비만의    비를비를비를비를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내는내는내는    허리엉덩이둘레로허리엉덩이둘레로허리엉덩이둘레로허리엉덩이둘레로    

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보정하였을    때에도때에도때에도때에도    결과는결과는결과는결과는    동일하였다동일하였다동일하였다동일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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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지지지지막막막막으로으로으로으로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속도는맥파속도는맥파속도는맥파속도는    신신신신뢰뢰뢰뢰도와도와도와도와    타타타타당도가당도가당도가당도가    높은높은높은높은    재현재현재현재현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동맥경직도의    측정방법이기는측정방법이기는측정방법이기는측정방법이기는    하지만하지만하지만하지만    12,1312,1312,1312,13    중심동맥과중심동맥과중심동맥과중심동맥과    말초동맥말초동맥말초동맥말초동맥    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경직도를    모모모모두두두두    

포함하기에포함하기에포함하기에포함하기에    향후향후향후향후    상완상완상완상완----발목발목발목발목    맥파맥파맥파맥파    속도의속도의속도의속도의    신중한신중한신중한신중한    해석을해석을해석을해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연구들이연구들이연구들이연구들이    좀좀좀좀    더더더더    

필필필필요할요할요할요할    것것것것으로으로으로으로    사사사사료료료료된다된다된다된다....        

이이이이러러러러한한한한    한계에도한계에도한계에도한계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불구하고    본본본본    연구는연구는연구는연구는    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청소년에서서서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동맥동맥동맥동맥    

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경직도의    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관련성을    살펴살펴살펴살펴    본본본본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연구로연구로연구로연구로    의의가의의가의의가의의가    있다있다있다있다. . . .     

결론적으로결론적으로결론적으로결론적으로,,,,    단단단단순순순순히히히히    체중을체중을체중을체중을    감량하는감량하는감량하는감량하는    것것것것보다보다보다보다    식이식이식이식이    요법요법요법요법과과과과    활동량활동량활동량활동량    증가의증가의증가의증가의    병병병병합합합합    

요법을요법을요법을요법을    통통통통한한한한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향상향상향상향상 41414141,,,,42424242 은은은은    조기의조기의조기의조기의    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동맥경화를    예예예예방하는방하는방하는방하는    데데데데    비만비만비만비만    

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청소년과    정상체중정상체중정상체중정상체중    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    모모모모두두두두에서에서에서에서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다. . . . 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청소년기에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저항성을    빨빨빨빨리리리리    

발발발발견견견견하고하고하고하고    교정하는교정하는교정하는교정하는    것것것것은은은은    성인기로의성인기로의성인기로의성인기로의    동맥경화동맥경화동맥경화동맥경화    이행을이행을이행을이행을    막막막막는는는는    예예예예측측측측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예예예예방이방이방이방이    될될될될    

수수수수    있다있다있다있다. . . .     

향후향후향후향후    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    및및및및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저항성이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경과를경과를경과를경과를    밟밟밟밟아아아아    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동맥경직도를    

증증증증가시키고가시키고가시키고가시키고,,,,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민감도가민감도가민감도가민감도가    어어어어떻떻떻떻게게게게    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동맥경직도에    이로운이로운이로운이로운    효효효효과를과를과를과를    나나나나타타타타내는지내는지내는지내는지    

밝밝밝밝히는히는히는히는    연구가연구가연구가연구가    필필필필요하다요하다요하다요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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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sionship of insulin resistance and arterial stiffness in male 

adolescents  

 

Ji-Won Lee  

 

Departments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e-Ree Lee)  

 

 

Aim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arterial stiffness in 

adolescents regardless the degree of their obesity.   

Methods: We evaluated body fat, lipid parameters, indices of insulin resistance (fasting 

insulin,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insulin 

sensitivity (fasting glucose/fasting insulin (GF/IF), the quantitative insulin sensitivity check 

index (QUICKI)), and life style parameters in 256 male adolescents. We divided the study 

population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based on the median values of the HOMA-IR 

and obesity: non-obese with insulin sensitivity (IS), non-obese with insulin resistance (IR), 

obese with IS, and obese with IR. In order to estimate arterial stiffness, we measured the 

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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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Despite high body mass indexes(BMI), obese-IS adolescen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fasting insulin, HOMA IR, and baPWV, but had higher insulin sensitivity indices 

than non-obese-IR adolescents. After an adjustment for age, BMI, waist to hip ratios, 

mean blood pressures, heart rates, total cholesterol levels, triglycerides, alanine 

aminotrasferase (ALT) levels, physical activity, and television and computer viewing times, 

multiple regression models showed that baPWV independently correlated with insulin 

resistance and insulin sensitivity indices.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 an independent association of insulin resistance and 

PWV, suggesting that IR is a risk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early atherosclerosis.  

Interventions directed towards insulin resistance in addition to weight reduction may be 

required in order to alter the early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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