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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약물 요법을 이용한 중등도 체중감량에서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  

 

Adiponectin은 혈중에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adiponectin 

분자가 몇 개씩 모여 multimer를 형성하여 혈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 과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체중 감량이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약물 

요법을 이용한 단기간의 중등도 체중 감량이 복부 지방과 

adiponectin oligomer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들과 심혈관 질환 위험 

관련 인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2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외의 비만에 

의한 동반질환이 없는 비만(BMI≥25kg/m2) 남녀를 대상으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군 실험을 실시하였다.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phentermine HCl 37.5 mg을 경구 투여하였다. 총 68명(남자 

13명, 여자 55명)의 비만인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초기 2주간의 

run-in period를 포함한 14주간의 치료기간을 완료한 사람은 

phentermine군 24명, 위약군 12명이었고, 이 기간을 통해 

phentermine군에서 -7.2 ± 2.7 kg, 위약군에서 -1.9 ± 2.7 kg의 

체중 감량이 일어났다. Phentermine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총 지방 

면적(p = 0.029)과 피하 지방 면적(p = 0.008)의 감소가 더 많았다. 

하지만 내장 지방 면적의 감소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otal adiponectin은 phentermine군(7.19 ± 4.85에서 9.28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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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 위약군(7.16 ± 3.39에서 9.04 ± 3.81 μg/mL) 모두에서 체중 

감량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high molecular weight (HMW) 

adiponectin (phentermine군 5.80 ± 5.18에서 6.77 ± 5.16 μg/mL; 

위약군 5.58 ± 3.48에서 6.54 ± 4.09 μg/mL) 역시 증가하였지만, 

HMW adiponectin 백분율(phentermine군 71.21 ± 21.45에서 65.92 

± 20.60%; 위약군 71.88 ± 16.81에서 66.69 ± 16.88%)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adiponectin의 변화는 양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otal adiponectin과 HMW adiponectin 사이에는 

치료 전(r = 0.974)과 치료 후(r = 0.974) 모두에서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Total 및 HMW adiponectin의 변화량과 내장 

및 피하 복부 지방의 변화량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Total 및 HMW adiponectin은 체중 감량 이전에 중성지방 및 

HDL 콜레스테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중성지방 및 HDL 콜레스테롤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phentermine을 이용한 중등도의 체중 감량을 통해 total 

및 HMW adiponectin의 혈청치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증가는 

위약군에 비해 더 우월하지는 못했다. 체중 감량 시 total과 HMW 

adiponectin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로 인해 total adiponectin 

레벨의 측정만으로도 HMW adiponectin 레벨의 추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체중 감량 시 HMW adiponectin의 임상적 유용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핵심되는 말 : 사람, adiponectin, adiponectin oligomer, phentermine,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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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법을 이용한 중등도 체중감량에서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 

 

<지도교수 강강강강    희희희희    철철철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김        경경경경        곤곤곤곤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신체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는 비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며 장기간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 질환이다. 

이러한 비만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다. 게다가 비만은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유발하며,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관련

된 질병을 관리하는 데 드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1-4  

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여러 질병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미 과거의 여러 연구들에 의해 비만은 죽상

경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이 알려져 있다.5-7 비만이 죽상경화를 유

발하는 기전을 크게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방세포가 분비하

는 여러 가지 adipokine들, 비만에 의해 발생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

능 부전,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그들이다.8 그간 많은 종류의 

adipokine들이 규명되었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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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왔다. 이 중 1990년대 중반에 그 존재가 밝혀진 adiponectin은 

이들 adipokine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된 물

질이다.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peptide인 adiponectin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

이는 효과가 있으며9-11, 항 염증 효과와 항 죽상경화 효과도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2-19 Adiponectin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진행됨

에 따라 adiponectin이 혈중에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multimer의 형태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20, 21 이

들 adiponectin의 multimer는 통상적으로 그 분자량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데, trimer를 low molecular weight (LMW), hexamer

를 middle molecular weight (MMW), 그리고 oligomer를 high 

molecular weight (HMW) adiponectin으로 지칭한다.21 아직까지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의 과정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몇몇 보고에서는 다른 범주의 adiponectin에 비해 

HMW adiponectin의 생물학적 활성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22, 23 

체중 감량이 adiponectin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지만24-26, 

체중 감량이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에 대한 연구는 얼마 없다. 또한 체중 감량 시 나타나는 복부 지방량 

변화와 adiponectin multimerization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를 보여준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젊고 건강한 비만인을 상대로, 식욕 억제

제를 이용하여 유도된 단기간의 중등도 체중 감량이 복부 지방과 

adiponectin oligomer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때 adiponectin 

oligomer와 복부지방량, 지질 그리고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 관련 인

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 관계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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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비만에 의한 동반질환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비만인을 대

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남녀 성

인으로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사람들이다. 각 연구 참여자들의 체질량 

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25 

kg/m2이상이다.27, 28 이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 모집은 대한민국 서

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목표 참여자 수는 80명이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monoamine oxidase (MAO) 억제제를 

제외한 혈압약 복용을 통해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완기 혈압

이 90 mmHg 이하로 잘 조절되고, 연구 참여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복

용하는 혈압약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지질 저하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는 사람만 대

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혈당에 대해서는, 그간 당뇨병을 진단 받

은 적이 없고,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복 혈당이 

126 mg/dL 미만인 사람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약제 

이외에 연구 기간 동안 복용을 허용하기로 한 약제는 뇌혈관 질환 예

방을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과 MAO 억제제를 제외한 혈압약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수개월 이내에 기초 체중의 5% 이상의 체중 변화

를 경험한 사람은 제외되었다. 임신 및 수유 중인 여성들도 제외되었

다. 연구 기간 동안 복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약물 외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연구 참여자 모집 이전 1개월 내에 일체의 의학적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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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역시 제외되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외의 급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최근 5년간의 악성 종양, 

섭식 장애, 체중 감량을 위한 수술적 치료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제외되었다.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 과거력상 심각한 간질환, 신

장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약물 남용, 정신과적 병력, 녹내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다. 초기 screening 검사에서 현저한 이상을 보이는 

대상자 역시 제외되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결정 이전에 연구 과정에 대해서 설

명을 받았으며, 모든 참여자에게서 서명 동의를 받았다. 이 연구는 세

브란스 병원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연구 진행을 허가 

받은 이후 진행되었다. 

 

2. 방법 

가. 체중 감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중 감량 방법은 phentermine을 이용한 약물 

요법이다. 이 연구는, 처음에 스크리닝을 시행한 다음, 초기 2주간의 

위약을 이용한 단일 맹검 run-in 기간을 포함하여 총 14주간의 무작

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군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스크리닝 단계에서 모든 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고, 이들이 

연구 참여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자들

로 하여금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로 연구자를 방문하게 하여, 보다 

정확한 신체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스크리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

다. 스크리닝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각 대상자의 연구 참

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가 허용된 대상자를 무작위로 

두 군에 배정하여, 초기 2주간은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위약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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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 이후 한 군에는 위약을, 그리고 다른 군에는 

phenetermine HCl 37.5mg을 1일 1회 투여하였다. 약물 배정 시 위

약군과 phentermine군의 숫자는 1:1로 하였다. 초기 run-in period를 

제외한 실제 약물 투여기간은 12주였다. 

2주간의 run-in period 이후 모든 대상자들에게 Brownell29이 고안한 

LEARN 프로그램에 기초한 행동 요법을 4주마다 한번씩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하루에 1500 kcal의 식단을 권유하였고, 다양한 

행동량 증가 방법을 교육하였다. 매 방문 시마다 연구 지침에 대한 

순응 여부를 평가하였다.  

 

나. 관찰치 측정 

연구 시작 시점에서 신장을 측정하였고, 그 이후 매 방문 시마다 체

중, 허리둘레, 혈압을 측정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공복이며 가벼운 의

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장은 0.1 cm, 체중은 0.1 kg 단위로 측정하

였다. 체질량 지수는 kg으로 나타낸 체중을 m로 나타낸 신장의 제곱

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0.5 cm 

단위로 NIH에서 제시한 측정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30 연구 시작 

시점과 연구 종료 시점에 공복 상태에서 채혈한 정맥혈을 이용하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 혈

당, high-sensitive C-reactive protein (hs-CRP), 요산, 백혈구 수치

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혈액학 검사와 

화학 검사와 같은 기초 실험실 측정도 함께 실시하였다. 더불어, 약물 

치료에 따른 안전성을 위하여 약물 투여 시작 전에 모든 대상자에서 

흉부 X-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 및 갑상선 자극 호르몬 치를 측정하

였다. 



 

- 

- 6 - 

복부 지방량 측정을 위해서는, L4-5 level에서 횡단면 전산화 단층 

촬영 사진을 얻은 후 Hounsfield unit -190~-30HU 사이에 위치하는 

면적을 구하여 지방 조직의 면적으로 이용하였다.31 

 

다. Total adiponectin과 adiponectin oligomer의 측정 

공복상태에서 채혈하여 수집된 정맥혈에서 혈청을 분리한 후, 모든 

샘플을 측정 시까지 영하 80℃에 저장하였고, 측정 간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샘플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혈청 total adiponectin level은 sandwich ELISA system 

(adiponectin ELISA kit, Otsuka Pharmaceutical Co. Ltd.)를 이용하

여 기존에 보고된 방법대로 분석하였다.32  

HMW adiponectin의 측정에는, total adiponectin 분석과는 달리 SDS

와 boiling을 이용한 denaturing 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대상자로부터 수집된 혈청(10 µL)을, bovine serum albumin 

(BSA)와 Tween 20을 포함하고 있는 phosphate buffer saline (PBS) 

2000 µL에 혼합했다. 각 well 당 anti human adiponectin 

monoclonal antibody (ANOC9121)를 5 µg/mL씩 넣은 96 well plate

를 4°C에서 overnight incubation 한 후 BSA와 sorbitol을 함유한 

PBS로 blocking 했다. 정제된 인간 혈장 HMW adiponectin으로 

calibration을 실시한 pooled human serum을 standard로 이용하였다. 

각 well을 Tween 20을 포함한 PBS (wash buffer)로 씻어낸 후, 희

석된 샘플 100 µL를 항체가 코팅된 plated의 각 well에 넣었으며 실

온에서 1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다음에 각 well을 wash 

buffer로 3번 씻어냈다. 그 후 두 번째 항체 (biotin conjugated anti 

human adiponectin ANOC9121)를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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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ion 하였다. 각 well을 다시 wash buffer로 3번 씻어낸 후 3, 

3', 5, 5'-Tetra-methyl-benzidine-horseraddish peroxidase 

conjugated streptavidin method를 이용해서 두 번째 항체의 결합 정

도를 판정하였다. 

 

라. 통계적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for Window 

(version 8.01)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신체 계측치와 혈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방법을 이용한 intention-to-treat (ITT) 분석을 이

용하였다. 이 분석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T-test를 

시행하였다. 

실험실 측정 결과는 연구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각 군의 

연구 완료자 숫자가 너무 적거나 측정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Phentermine군과 위약군 

사이의 결과를 비교하는 데에는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치료 전후 변화의 유의성 평가

에는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s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였

다. 

Adiponectin의 분석에는,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 치

와 더불어, 산술적으로 계산한 HMW adiponectin 백분율 ([HMW 

adiponectin / total adiponectin] x 100 으로 계산) 값을 사용하였으

며, 이들의 혈청치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요인을 결정하는 데에는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는 양측 검정이 이용되었고, 유의수준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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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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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자 특성 

연구 참여자는 총 76명으로서, 이중 8명은 초기 스크리닝 이후 배제

되었는데, 배제된 8명에서도 스크리닝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었으며 

일부 분석에서 이들의 데이터도 이용되었다. 실제로 체중 감량을 시

행 받은 사람은 남자 13명과 여자 55명, 총 68명이었고, 이들은 

phentermine 군에 35명, 위약군에 33명이 배정되었다. 총 68명 중 

36명(52.9%)이 14주간의 치료 기간을 완수하였으며, phentermine군

은 35명 중 24명(68.6%)이, 위약군은 33명 중 12명(36.4%)이 연구

를 완료하였다.  

초기 데이터상, 양 군 간에 연령, 성별, 체중, 허리둘레, 혈압, 그리고 

흡연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복부 지방 면적 및 total 

adiponectin, HMW adiponectin, 그리고 HMW adiponectin 백분율에

서도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2. 체중 감량 

처음 2주간의 run-in period 동안에 0.58 ± 1.18 kg의 체중 감량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체질량 지수는 0.22 ± 0.46 kg/m2, 허리둘

레는 1.20 ± 3.19 cm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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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1 1 1 1. Baseline characteristics 

 Total  

(n = 76)
‡
 

Phentermine  

(n = 35) 

Placebo  

(n = 33) 

Age (years)
*
 33.4 ± 8.2 34.7 ± 8.5 32.0 ± 8.1 

Sex (female)
†
 59 (77.6 %) 28 (80.0%) 27 (81.8%) 

Weight (kg)
 *
 77.5 ± 10.7 76.4 ± 10.3 77.4 ± 10.4 

BMI (kg/m2)
 *
 29.4 ± 3.0 29.3 ± 3.1 29.4 ± 2.9 

Waist (cm)
 *
 92.7 ± 7.3 92.8 ± 6.4 92.3 ± 8.0 

SBP (mmHg)
 *
 127.3 ± 14.3 125.4 ± 11.4 125.9 ± 13.3 

DBP (mmHg) 
*
 84.4 ± 13.5 79.7 ± 9.2 82. 5 ± 10.0 

Smoking (current 

smokers)
 †
 

19 (25.0%) 10 (28.6%) 6 (18.2%) 

Total adipose tissue 

(cm
2
) 

418.1 ± 89.1 417.7 ± 87.8 413.0 ± 89.0 

Subcutaneous 

adipose tissue (cm
2
) 

293.2 ± 78.8 297.4 ± 69.5 284.3 ± 87.7 

Visceral adipose 

tissue (cm
2
) 

124.9 ± 43.5 120.3 ± 41.2 128.7 ± 49.1 

Total adiponectin  

(μg/mL)
 *
 

6.78 ± 3.70 7.29 ± 4.29 6.77 ± 3.20 

HMW adiponectin  

(μg/mL)
 *
 

5.30 ± 3.94 5.75 ± 4.57 5.39 ± 3.46 

HMW adiponectin 

(%) 

70.8 ± 19.1 70.5 ± 20.2 73.5 ± 18.3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 Data are means ± SD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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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are number (%).  

‡ 8 of excluded 11 from weight reduction are incorporated. 

 

Last observation carried forward 방법을 이용한 Intention-to-treat 

대상자에서의 분석 결과는 Table 2 및 Figure 1과 같으며, 연구 완료

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치료기간을 통해 대

상자들의 체중(-4.7 ± 3.8 kg)과 허리둘레(-4.8 ± 4.4 cm)는 의미 있

게 감소하였다. Phentermine으로 치료한 군의 체중 감량 성적이 위약

군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Run-in period에 감량된 체중을 포

함하면, 위약군에서는 약 2~3kg 정도의 체중이 감량된 반면, 

phentermine군에서는 약 7kg 정도의 체중이 감량되었다. Run-in 

period를 제외하고 분석한 경우에도 phentermine군의 성적이 위약군

에 비해 체중 감량(완료자 분석 -7.1 ± 2.4 kg, ITT 분석 -6.7 ± 2.5 

kg) 및 허리둘레 감소(완료자 분석 -6.9 ± 3.3 cm, ITT 분석 -6.2 ± 

3.5 cm; 데이터는 표에 제시되지 않음; 모든 경우에서 p < 0.001) 모

두에서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총 복부 지방 면적, 피하 복부 지방 면적, 그리고 내장 복부 지방 

면적 모두 체중 감량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phentermine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총 지방 면적과 피하 지방 면적의 

감소가 더 많았다. 하지만 내장 지방 면적의 감소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약군의 경우 체중 감량에 따라 내장 지방 

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총 지방 면적과 피하 지방 면적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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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2 2 2 2. Changes of body weight,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pressure in Intention-to-treat population 

  Total  

(n=52) 

Phentermine 

(n=28) 

Placebo 

(n=24) 

p
*
 

Baseline 77.7 ± 11.1  77.7 ± 11.0  77.8 ± 11.5  

14
th
 wk 73.0 ± 11.8  70.5 ± 11.1  75.9 ± 12.1  

Weight 

(kg) 

Change -4.7 ± 3.8
†
  -7.2 ± 2.7

‡
  -1.9 ± 2.7

‡
 <0.001 

Baseline 92.5 ± 7.3 93.0 ± 6.4 91.9 ± 8.4  

14
th
 wk 87.7 ± 8.3  85.8 ± 7.6  89.9 ± 8.7  

Waist 

(cm) 

Change -4.8 ± 4.4
†
  -7.2 ± 3.1

‡
  -2.0 ± 4.0

‡
 <0.001 

Baseline 124.9± 12.5 126.3± 11.4 123.4± 13.7  

14
th
 wk 125.6± 11.5 124.3± 12.6 127.3± 10.0  

SBP 

(mmHg) 

Change 0.7 ± 12.2  -2.0 ± 12.0   3.9 ± 11.8 0.081 

Baseline 78.9 ± 8.3 79.6 ± 8.5  78.1 ± 8.1  

14
th
 wk 83.8 ± 10.4 83.3 ± 11.0  84.4 ± 9.7  

DBP 

(mmHg) 

Change 4.9 ± 8.8
†
   3.7 ± 9.3   6.3 ± 8.1

‡
 0.296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k, 

week. 

Data are means ± SD. 

* Phentermine group vs. placebo group by Student’s t-test. 

† P < 0.01 by paired t-test. 

‡ P < 0.01 by Wilcoxon’s signed 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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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FigureFigureFigure 1 1 1 1. Change from baseline in body weight (A) and w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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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ference (B). (continue) 

Data are mean (SE) values for the full intention-to-treat 

population with the last observations carried forward. P < 0.001 

for phentermine vs. placebo in body w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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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3 3 3 3. Changes in anthropometric valu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patients who completed 14 weeks of treatment 

  Total  

(n=36) 

Phentermine  

(n = 24) 

Placebo  

(n = 12) 

p* 

Baseline  77.8 ± 10.7  78.0 ± 11.5  77.4 ± 9.4  

14th wk  71.8 ± 11.4  70.5 ± 11.8  74.3 ± 10.5  

Weight (kg) 

Change  -6.1 ± 3.5
†
  -7.5 ± 2.7  -3.1 ± 3.2 0.001 

Baseline 92.5 ± 7.2 93.1 ± 6.8 91.1 ± 8.0  

14th wk  86.5 ± 7.8  85.8 ± 8.1  87.8 ± 7.3  

Waist (cm) 

Change  -6.0 ± 4.2
†
  -7.3 ± 3.3  -3.3 ± 4.7 0.003 

Baseline 127.6 ± 12.2 126.9 ± 12.1 129.0 ± 13.0  

14th wk 126.3 ± 12.7 123.8 ± 13.5 131.2 ± 9.5  

SBP 

(mmHg) 

Change  -1.4 ± 11.5  -3.1 ± 12.5   2.2 ± 8.5 0.122 

Baseline 79.8 ± 7.3 79.4 ± 7.8  80.5 ± 6.4  

14th wk 84.9 ± 11.2 83.5 ± 11.7  87.8 ± 9.9  

DBP 

(mmHg) 

Change   5.2 ± 8.7
†
   4.1 ± 9.0   7.3 ± 8.1 0.219 

Baseline  90.2 ± 9.22  89.2 ± 9.9  92.3 ± 7.7  

14th wk  87.7 ± 9.00  88.0 ± 9.8  87.1 ± 7.6  

Fasting 

glucose 

(mg/dL) Change  -2.5 ± 9.0  -1.2 ± 10.1  -5.2 ± 5.7 0.163 

Baseline 177.6 ± 29.1 183.0 ± 32.1 166.8 ± 18.9  

14th wk 175.9 ± 30.3 175.2 ± 32.7 177.4 ± 25.9  

Total 

cholesterol 

(mg/dL) Change  -1.7 ± 27.2  -7.8 ± 28.5  10.7 ± 20.2 0.048 

Baseline 129.7 ± 71.2 120.3 ± 54.6 148.7 ± 96.5  

14th wk 114.3 ±171.4  89.3 ± 41.1 164.4 ±293.0  

Triglyceride 

(mg/dL) 

Change -15.4 ±140.8 -31.0 ± 45.2  15.8 ±239.1 0.907 

Baseline  52.3 ± 14.1  52.0 ± 14.2  52.9 ± 14.4  

14th wk  54.6 ± 13.3  53.9 ± 12.5  55.8 ± 15.1  

HDL 

(mg/dL) 

Change   2.2 ± 8.1   1.9 ± 7.8   2.9 ± 8.8 0.840 

Baseline 108.6 ± 29.1 116.5 ± 31.9  92.8 ± 12.7  LDL 

(mg/dL) 14th wk 112.9 ± 27.8 115.7 ± 30.4 107.2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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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4.3 ± 27.2  -0.8 ± 28.5  14.4 ± 22.2 0.058 

Baseline 6087 ± 1395 6356 ± 1447 5571 ± 1175  

14th wk 7163 ± 1899 7456 ± 2067 6602 ± 1440  

WBC 

(/mm3)ơ 
Change 1076 ± 1436

†
 1100 ± 1657 1031 ± 941 0.848 

Baseline   1.60± 2.33   2.18± 2.76   0.59± 0.44  

14th wk   1.23± 1.58   1.38± 1.79   0.95± 1.17  

hs-CRP 

(mg/dL)
¶
 

Change  -0.37± 2.66  -0.79± 3.14   0.36± 1.35 0.203 

Baseline   4.94± 1.53   5.01± 1.65   4.78± 1.29  

14th wk   5.03± 0.28   4.89± 1.59   5.31± 1.94  

Uric acid 

(mg/dL) 

Change   0.09± 0.92  -0.13± 0.74   0.53± 1.11 0.062 

Baseline 412.9±94.2 426.9±100.0 384.9±77.7  

14th wk 354.3±106.2 352.5±118.7 357.9±79.9  

Total 

abdominal 

fat (cm
2
) Change -58.6±62.6

†
 -74.4±55.8

‡
 -27.0±65.8 0.029 

Baseline 286.2±78.7 302.3±77.3 253.9±74.0  

14th wk 252.0±78.5 251.6±88.0 252.9±58.5  

SubQ 

abdominal 

fat (cm
2
) Change -34.2±54.6

†
 -50.74±42.0

‡
  -1.1±63.2 0.008 

Baseline 101.3±36.2 101.2±39.2  99.7±30.8  

14th wk 87.9±36.4  85.7±39.4  92.3±30.4  

Visceral 

abdominal 

fat (cm
2
) Change -13.5±20.0

†
 -16.5± 21.3

‡
  -7.4±16.0

§
 0.283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k, 

week. 

Data are means ± SD. 

* Phentermine group vs. placebo group by Wilcoxon rank sum test. 

† P < 0.01 by paired t-test. 

‡ P < 0.01 by Wilcoxon signed-rank test. 

§ P = 0.064 by Wilcoxon signed-rank test. 

ơ Number of phentermine group = 23. 

¶ Number of phentermine group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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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s-

CRP, 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SubQ, subcutaneous. 

 

ITT와 연구 완료자 분석 모두에서, phentermine 군의 5% 및 10% 

이상의 체중 감량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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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loss ≥10% (ITT population) (p = 0.001)

8.3

5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lacebo Phentermine

P
ro

p
o
rt

io
n
 o

f 
p
a
ti
e
n
ts

 (
%

) 
  

.

 

Weight loss ≥5% (completers) (p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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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loss ≥10% (completers) (p = 0.018)

16.7

58.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lacebo Phentermine

P
ro

p
o
rt

io
n
 o

f 
p
a
ti
e
n
ts

 (
%

) 
  

.

 

FigureFigureFigureFigure 2 2 2 2. Proportion of patients who lost ≥5% and ≥10% of 

baseline weight at 14th week. ITT: intention-to-treat. 

 



 

- 

- 20 - 

3. 혈압과 실험실 측정치의 변화 

14주간의 치료를 통해 유의한 체중 감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혈압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이완기 혈압은 오히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혈압의 변화는 수축기와 이완기 모두에서 두 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혈압 변화는 ITT 및 완료자 분석 

모두에서 마찬가지였다(Table 2, 3). 

치료 전후의 지질, 공복 혈당, hs-CRP 그리고 요산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연구 완료자들에서의 지질 변화를 살펴보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두 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총 콜레

스테롤의 경우 phentemine군에서는 감소한 반면 위약군에서는 증가

하여서 양 군간의 차이가 의미 있었다. 또한 두 군간에 비-HDL 콜레

스테롤의 변화 역시 유의하였다(표에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음, 

phentemine군 -9.7 ± 24.8 mg/dL, 위약군 7.8 ± 24.8 mg/dL, 윌콕

슨 순위합 검정 결과 p = 0.023). 하지만 각 군 내에서의 변화는 총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공복 혈당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요산의 경우 체중 감량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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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4 4 4 4. Changes of adiponectin oligomer in completers 

  Total  

(n = 35
*
) 

Phentermine 

(n = 23) 

Placebo  

(n = 12) 

p
†
 

Baseline 7.18±4.36 7.19±4.85 7.16±3.39  

14th wk 9.20±4.64 9.28±5.10 9.04±3.81  

Change 2.02±3.65 2.09±4.16 1.88±2.56 0.781 

Total  

(μg/mL) 

p
‡
 <0.001 0.001 0.034  

Baseline 5.73±4.61 5.80±5.18 5.58±3.48  

14th wk 6.69±4.76 6.77±5.16
‡
 6.54±4.09  

Change 0.96±3.42 0.96±3.83 0.96±2.58 0.781 

HMW  

(μg/mL) 

p
‡
 0.002 0.010 0.077  

Baseline 71.44±19.73 71.21±21.45 71.88±16.81  

14th wk 66.18±19.15 65.92±20.60 66.69±16.88  

Change -5.25±9.75 -5.29±10.34 -5.19±8.93 0.835 

HMW  

(%) 

p
‡
 0.001 0.001 0.064  

* One of phentermine group missed adiponectin data. 

† Phentermine group vs. placebo group by Wilcoxon rank sum test. 

‡ By Wilcoxon signed-ran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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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중 감량에 따른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 

연구 완료자들의 adiponectin은 total adiponectin과 HMW 

adiponectin이 모두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HMW adiponectin 

백분율은 체중 감량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서 체중 감량에 따라 

MMW + LMW adiponectin의 백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체중 

감량 후 total adiponectin과 HWM adiponectin의 양이 모두 증가하

지만, HMW adiponectin 백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때, HMW 

adiponectin의 증가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MMW + LMW 

adiponectin의 증가 정도가 더욱 많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은 양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 감량 전후에 있어서 양군 

사이에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의 혈청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otal adiponectin과 HMW adiponectin의 양 사이에는 체중 감량 이

전(r = 0.974, p < 0.001)과 이후(r = 0.974, p < 0.001) 모두에서 강력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otal adiponectin 절대량과 HMW 

adiponectin 백분율을 살펴보면, total adiponectin의 양이 많을수록 

HMW adiponectin이 차지하는 백분율도 높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체

중 감량 이전(r = 0.833, p < 0.001)과 이후(r = 0.755, p < 0.001) 모

두에서 마찬가지였다. Total adiponectin의 변화량과 HWM 

adiponectin의 변화량 사이에도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 = 0.880, p < 0.001). 하지만 total adiponectin의 변화량과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화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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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adiponectin vs. HMW adiponectin 

Before weight reduction (r = 0.974, p < 0.001) 

 

 

After weight reduction (r = 0.974,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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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tal adiponectin vs. HMW adiponectin in percent 

Before weight reduction (r = 0.833, p < 0.001) 

 

 

After weight reduction (r = 0.75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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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ariance(Δ) of total adiponectin vs. variance(Δ) of HMW 

adiponectin (r = 0.880, p < 0.001) 

 

D. Variance(Δ) of total adiponectin vs. variance(Δ) of HMW 

adiponectin in percent (r = -0.112, p = 0.523) 

 

Figure Figure Figure Figure 3333. Relationship between total and HMW adipone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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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weight reduction. 

 

5. 체중 감량에 따른 복부 지방 면적과 adiponectin의 상관관계 변화  

체중 감량 이전에 비록 total adiponectin이 피하 지방 면적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지만, 내장 지방 면적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

었다. 또한 total adiponectin과 내장 지방 백분율 사이의 역 상관관

계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HMW adiponectin에서도 마찬가지여

서, HMW adiponectin 혈청치 및 그 백분율은 피하 지방 면적과는 유

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장 지방 면적 및 내장 지방 백

분율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Figure 4).  

체중 감량 이후 total adiponectin은 총 지방 면적 및 피하 지방 면적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체중 감량 이전에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던 내장 지방 면적과의 역 상관관계도 약화되었다. 

하지만 total adiponectin과 내장 지방 백분율 사이의 역 상관관계는 

체중 감량 후에도 유의하였다. HMW adiponectin은 체중 감량 이후에 

총 지방 면적 및 피하 지방 면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

만, 내장 지방 면적 및 내장 지방 백분율과는 계속 유의한 역 상관관

계를 보였다. HMW adiponectin 백분율은 체중 감량 이후 총 지방 면

적 및 피하 지방 면적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내장 

지방 면적과의 역 상관관계도 약화되었으나, 내장 지방 면적 백분율

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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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adiponectin 

A-1. Total abdominal fat 

Before (r = -0.226, p = 0.054)  After (r = -0.079, p = 0.651) 

   

A-2. Visceral fat 

Before (r = -0.445, p < 0.001)  After (r = -0.330, p = 0.053) 

   

A-3. Subcutaneous fat 

Before (r = -0.194, p = 0.101)  After (r = 0.017, p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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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Visceral fat in percent 

Before (r = -0.319, p = 0.006)  After (r = -0.371, p = 0.028) 

   

B. HMW adiponectin 

B-1. Total abdominal fat 

Before (r = -0.225, p = 0.056)  After (r = -0.066, p = 0.708) 

   

B-2. Visceral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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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r = -0.465, p < 0.001)  After (r = -0.343, p = 0.044) 

   

B-3. Subcutaneous fat 

Before (r = -0.055, p = 0.645)  After (r = 0.059, p = 0.735) 

   

B-4. Visceral fat in percent 

Before (r = -0.348, p = 0.003)  After (r = -0.448, p = 0.007) 

   

C. HMW adiopnectin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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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Total abdominal fat 

Before (r = -0.194, p = 0.101)  After (r = 0.024, p = 0.878) 

   

C-2. Visceral fat 

Before (r = -0.461, p < 0.001)  After (r = -0.318, p = 0.063) 

   

C-3. Subcutaneous fat 

Before (r = -0.015, p = 0.897)  After (r = 0.213, p =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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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Visceral fat in percent 

Before (r = -0.378, p = 0.001)  After (r = -0.597, p < 0.001) 

   

FigureFigureFigureFigure 4 4 4 4. Relationship between adiponectin and abdominal fat area 

according to weight reduction. 

 

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따른 복부 지방 면적의 변화 정도가 체중 감량에 따른 

adiponectin의 변화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total adiponectin, HMW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의 

백분율의 변화량과 복부의 총 지방 면적, 내장 지방 면적 및 피하 지

방 면적의 변화량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단지 허리둘

레만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의 변화량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중 감량 이전의 체중, 복부 지방 면적이 체중 

감량에 따른 adiponectin의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나, total adiponectin, HMW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화량과 체중 감량 이

전의 체중, 복부의 총 지방 면적, 내장 지방 면적 및 피하 지방 면적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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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중 감량에 따른 adiponectin과 지질 및 hs-CRP 사이의 관계 

체중 감량 전후에, 지질은 total 및 HMW adiponectin, 그리고 HMW 

adiponectin 백분율과 특별한 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체중 감량 이전의 HDL 콜레

스테롤과 adiponectin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 및 중성지방과 

adiponectin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체중 감량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었다. 변화량의 경우, total adiponectin의 변화량은 총 콜레스테롤 

및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량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HMW adiponectin의 변화량은 HDL의 변화량과 유의한 역 상관관계

를 보였다(Table 6). 

체중 감량 이전에 hs-CRP는 total 및 HMW adiponectin과 역 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체중 감량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

다. 게다가, hs-CRP의 변화량은 adiponectin의 변화량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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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TableTableTable 5 5 5 5.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nce(Δ) of adiponectin and abdominal fat area according to 

weight reduction 

 Δ Total 

adiponectin 

(μg/mL) 

Δ HMW 

adiponectin 

(μg/mL) 

Δ HMW 

adiponectin 

(%) 

Δ Body weight (kg) -0.047 -0.104 -0.218 

Δ BMI (kg/m2) -0.074 -0.110 -0.179 

Δ Waist circumference (cm) -0.462
*
 -0.393

†
 -0.044 

Δ Total abdominal fat (cm
2
) -0.132 -0.118 -0.183 

Δ Visceral abdominal fat (cm
2
) -0.093 -0.091 -0.149 

Δ Subcutaneous abdominal fat 

(cm
2
) 

-0.187 -0.188 -0.190 

Δ Visceral abdominal fat (%) -0.053 -0.081 0.049 

Body weight before weight 

reduction (kg) 

-0.334 -0.244 0.086 

BMI before weight reduction 

(kg/m2) 

-0.240 -0.107 0.204 

Waist circumference before 

weight reduction (cm) 

-0.207 -0.046 0.180 

Total abdominal fat before 

weight reduction (cm
2
) 

-0.169 -0.037 0.084 

Visceral abdominal fat before 

weight reduction (cm
2
) 

-0.285 -0.276 0.082 

SubQ abdominal fat before 

weight reduction (cm
2
) 

-0.136 0.040 0.147 

Visceral abdominal fat before -0.169 -0.292 -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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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reduction (%) 

SubQ, subcutaneous; before, before weight reduction.  

* p < 0.01. 

†
 p < 0.05 

 

 

TableTableTableTable 6 6 6 6.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diponectin 

and lipid profiles, or hs-CRP with respect to weight reduction 

  Total-

C 

TG HDL LDL hs-CRP 

Before
*
  -0.062 -0.405

†
 0.420

†
 -0.144 -0.367

†
 

After
*
  -0.036 -0.503

†
 0.390

‡
 -0.180 -0.245 

Total 

adiponectin 

(μg/mL) Δ
 *
  -0.384

‡
 -0.044 -0.312 -0.344

‡
 -0.319 

Before
*
  -0.050 -0.409

†
 0.446

†
 -0.113 -0.327

†
 

After
*
  -0.042 -0.547

†
 0.417

‡
 -0.176 -0.270 

HMW 

adiponectin 

(μg/mL) Δ
 *
  -0.305 -0.123 -0.364

‡
 -0.177 -0.082 

Before
*
 -0.034 -0.381

†
 0.404

†
 -0.043 -0.208 

After
*
  0.017 -0.565

†
 0.396

‡
 -0.092 -0.124 

HMW 

adiponectin 

(%) Δ
 *
  0.151 -0.247 -0.051 0.244 0.290 

Total-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 Before, n =76; after, n = 35; Δ, n = 35.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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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iponectin oligomer와 심혈관 질환 위험 관련 요소 및 복부 지

방 면적 

Adiponectin과 그의 oligomer의 변화와 관련된 요소를 찾기 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 관련 요소 및 복부 지방 면적을 이용한 다변량 분

석을 시행하였다. 성별과 치료 이전의 초기 BMI를 보정한 상태에서,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의 변화량에 대해서는 총 콜

레스테롤의 변화량이 유의한 요소이기는 하였지만, 다변량 분석을 통

해 구한 모델은 적합하지 않았다.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화량

에 대해서는 LDL 콜레스테롤, 총 복부 지방 면적, 그리고 hs-CRP의 

변화량이 유의한 요소였다(Table 7). 



 

- 

- 37 - 

TabTabTabTablllleeee 7 7 7 7. Multivariate analysis of adiponectin change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 Model 

R
2
 

Sex 1.112 1.315 0.405 0.281 

Baseline BMI  -0.149 4.520 0.190  

Δ Total 

adiponectin 

(μg/mL) Δ Total-C 

(mg/dL) 

-0.054 -0.018 0.006  

Sex 

 

1.513 1.295 0.253 0.175 

Baseline BMI -0.081 0.149 0.589  

Δ HMW 

adiponectin 

(μg/mL) 

Δ Total-C 

(mg/dL) 

-0.039 0.018 0.038  

Sex 1.697 4.324 0.698 0.487 

Baseline BMI  0.391 0.485 0.427  

ΔLDL (mg/dL) 0.161 0.060 0.012  

Δ hs-CRP 

(mg/dL) 

1.539 0.598 0.016  

Δ HMW 

adiponectin 

(%) 

Δ Total 

abdominal fat 

(cm
2
) 

-0.065 0.024 0.014  

Total-C, total cholesterol. 

The backward elimination method was used to select a model. Sex 

and baseline BMI were included for adjustment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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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trimer나 hexamer에 비해 HMW adponectin 

multimer의 혈관 보호 효과에 대한 생물학성 활성이 더 높을 것임이 

보고되었으며, 인슐린 감수성 측정치와 상관관계를 측정해 보면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 보다 HMW-to-total adiponectin 

비가 더욱 상관관계가 깊은 지표라고 보고되었다. 22, 23, 34, 35 이 연구를 

통해 간단한 행동요법과 함께 14주간 phentermine을 투여함으로써 

유의한 체중 및 복부 지방량의 감소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위약군보

다 phentermine군에서 두드러졌다. 체중 감량에 따라 total 

adiponectin은 물론 HMW adiponectin이 증가하였고, total 

adiponectin 증가분의 약 50% 정도가 HMW adiponectin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체중 감량 이후에 HMW adiponectin 백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즉 체중 감량 이전의 기초 수준을 고려했을 

때 HMW adiponectin의 증가 정도보다 MMW + LMW adiponectin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 양상은 phentermine을 투여하여 보다 

많은 체중 감량을 획득한 대상자들과 위약을 투여한 대상자들 차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분명한 비만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적 

건강한 비만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 있다. 다른 대사 이상이 심하

지 않은 비만인에서, 비만 자체의 호전을 통해 유도되는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와, 체중 감량을 통한 대사 상태의 개선이 

adiponectin oligomer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Bobbert 등36은 6개월에 걸친 생활 습관 교정에 의해 체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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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유도하였을 때의 adiponectin multimer 변화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이후에 HMW와 MMW adiponectin은 

증가하였고 LMW adiponectin은 감소하였으며, total adiponectin 증

가량의 15% 정도가 HMW adiponectin의 증가에 기인했다. Swarbric 

등37은 Roux-en-Y 위장관 bypass 수술을 통한 체중 감량을 통해 수

술 후 12개월 후에 HMW 및 MMW adiponectin은 증가하였고 LMW 

adiponectin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otal 

adiponectin 증가의 80%가 HMW adiponectin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이들 세 연구 결과는 생활 습관 교정, 약물 요법, 

그리고 수술 요법의 세가지 체중 감량 방법 모두 HMW adiponectin

의 혈청치를 상승시켰다. 하지만 이들 세 연구에서 total adiponectin 

증가분에서 HMW adiponectin의 증가량이 차지하는 부분은 서로 다

르다. 이에 대한 한가지 이유는 각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차이 때문

일 것이다. 수술적 요법에 관한 연구의 대상자가 이 세 연구의 대상

자 중 비만의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생활 습관 교정 연구에서는 17명 중 2명이, 그리고 수술적 요법 연구

에서는 19명 중 3명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였다. 또 다른 이유로서 이

들 세 연구 사이에 체중 감량 이전의 대상자들의 adiponectin 혈청치

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otal 7.18 μg/mL, HMW 5.73 

μg/mL이었으며, 생활 습관 교정 연구에서는 total 5.3 μg/mL, HMW 

0.37 μg/mL이었고, 수술적 요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total 4.4 

μg/mL, HMW 1.8 μg/mL 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보다 total 

adiponectin과 HMW adiponectin이 높은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비교

적 건강하고 젊으며 비만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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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연구 결과의 상이점에 대한 다른 이유로서 adiponectin의 측

정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4주의 체중 감량 후 측정

을 하였는데, 각기 6개월 및 12개월의 치료 후 측정한 다른 두 연구

에 비해 짧은 치료 기간 후 adiponectin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아

직까지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 과정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

다. 따라서 체중 감량이 adiponectin multimerization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지 잘 모른다. 또 본 연구에서 

adiponectin에 대한 mRNA 발현에 대해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유도된 정도의 체중 감량에 의한 adiponectin 증가가 과연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 결과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phentermine군에서 체중 감량 

성적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adiponectin 변화 패턴은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간 체중 감량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위약-

대조군 실험에서 adiponectin의 변화를 보고한 대표적인 연구는 

sibutramine을 이용한 Hung 등38의 연구와 rimonabant를 이용한 

RIO-Lipids study39 결과가 있다. Hung 등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sibutramine을 매일 15 mg씩 투여하여 평균 2.5 

kg의 체중 감량을 유도하였는데, sibutramine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adiponectin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RIO-Lipids 

study에서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인에서 1년간의 매일 rimonabant 5 

mg 및 20 mg 투여를 통해 평균적으로 위약군 2.3 kg, 5 mg 투여군 

4.2 kg, 20 mg 투여군 8.6 kg의 체중 감량을 획득하였고 20 mg 투여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유의한 adiponectin의 증가를 보고하였는데, 

위약군에서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은 

없다. 본 연구 결과는 이들 연구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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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치료 기간의 차이와 대상자 특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

다. 

Bobbert 등36의 연구와 Swarbric 등37의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량 변

화를 측정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의 탈락자가 많아서 체중 감량 

전후의 통계학적 유의성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adiponecin

은 total이나 HMW 혈청치는 물론 HMW-to-total 비 모두 내장 지방 

면적과 체중 감량 전후에 모두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유지되었다. 이

러한 역 상관관계는 복부 지방량의 경우에도 내장 지방 백분율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결과에서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 

상관관계는 각 군간의 차이와 성별을 보정하고서도 유의하였다. 생활 

습관 교정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 이후에 total 및 HMW adiponectin

의 혈청치 자체는 체중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HMW 

adiponectin의 백분율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6 단면적 연구에

서는 복부 지방량과 adiponectin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주로 내

장 지방의 절대량을 이용한다. 하지만 체중 감량의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피하 지방에 비해 내장 지방의 감소가 많은 반면, 반대인 경

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면적 변화의 절대치보다 총 

지방 면적에 대한 내장 지방 면적의 비율이 체중 감량 과정의 

adiponectin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체중 감량 시 adiponectin의 변화와 가장 깊

은 관계를 가지는 복부 지방 관련 수치는 총 복부 지방에 대한 내장 

지방의 상대량임을 알 수 있다. 

Adiponectin oligomer와 지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 Lara-Castro 등40

은 그들의 단면 연구를 통해서, total 및 HMW adiponectin은 H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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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 결과 중 특이한 사항은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화량이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량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

화량은 hs-CRP의 변화량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비만인의 체중 감량을 통해 얻어지는 LDL 콜레스테롤 및 

hs-CRP의 감소에 HMW adiponectin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trimer나 hexamer가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total 

adiponectin과 HMW adiponectin 사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otal adiponectin의 측정을 통해서도 HMW 

adiponectin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total adiponectin의 변

화량과 HMW adiponectin 백분율의 변화량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없

었다. 체중 감량 과정에서 HMW adiponectin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다 

그 백분율의 증감 여부가 multimerization의 기전에 대한 주요한 열

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hentermine은 β-phenethylamine 계 약물로 

분류되며, 작용 기전은 중추신경계에서 noradrenalin의 분비를 촉진

시키고 이를 통해 β-adrenergic 수용체를 자극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1, 42 이 약물이 처음 사용되게 된 것은 1959년 

미국 식약청에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간 치료제로 승인 받게 되고 

난 이후이다.  

비록 비만 치료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었

고 또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는 중인 시대이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phentermine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phentermine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 

- 43 - 

sibutramine 10mg을 매일 투여할 경우 한달에 103.8 $의 비용이 들

고 체중 감량 성적은 12개월에 4.45 kg정도인 반면, phentermine 

resin 30 mg을 매일 투여하는 경우는 한달에 39.59 $의 비용이 들고 

6개월에 3.6 kg 정도의 체중이 감량된다.43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약물로 phentermine을 사

용하였다.  

Phentermine에 의한 체중 감량 외에도 phentermine 자체가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도 있다. 최근에, cannabinoid CB1 수용

체 효현제가 adiponectin 유전자 발현과 adiponectin의 혈청치에 미

치는 영향은 단순히 음식 섭취량의 감소 때문이고 약물 자체의 직접

적인 영향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44 본 연구의 구조는 

adiponectin의 multimerization에 대해 약물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양 군의 차이에 의한 영향은 별로 없고 주로 체중 및 복

부 지방 감소가 주된 영향일 것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우선 같

은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동반 여부

에 따라 체중 감량 시adiponectin oligomer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로 adiponectin oligomer가 

대사적 그리고 심혈관적 위험에 대해 작용하는 기전에 대한 좀 더 정

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체중 감량 과정 내에서 연속적

으로 adiponectin oligomer와 adiponectin 유전자 발현 정도를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체중 감량이 adiponectin 

oligomer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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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건강하고 젊은 비만 남녀 성인에게 식욕 억제제인 

phentermine을 투여하여 중등도 체중 감량을 유도하였을 때, 체중 

감량이 adiponectin oligomer에 어떤 변화를 주고, 이 과정에서 

adiponectin oligomer가 복부 지방 및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들과 어

떤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phentermine에 의한 중등도 체중 감량으로 인해 total adiponectin 

및 HMW adiponectin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phentermine

을 이용한 체중 감량이 위약군에 비해 체중 감량 성적이 훨씬 우수했

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군에 비해 더 두드러진 adiponectin의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HMW adiponectin의 변화는 total adiponectin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total adiponectin을 통해서도 

HMW adiponectin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바, 체중 감량 과정에서 

HMW adiponectin 혈청치의 유용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통한 adiponectin의 증가가 모두 HMW adiponectin의 

증가 때문 만은 아니며, 체중 감량 이전의 초기 혈청치를 고려할 때 

MMW + LMW adiponectin의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체

중 감량 시 HMW adiponectin의 백분율의 변화는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HMW adiponectin 혈청치 자체보다 백분율의 변화가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되며, 이는 체중 감량 후의 비만인의 대사 상태 

변화에 MMW 혹은 LMW adiponectin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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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nectin exists in circulation not as a single form but as a 

series of multimers. However the mechanism of adiponectin 

multimerization is not fully understood. Although weight reduction 

is known to increase serum adiponectin levels,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changes in adiponectin multimerization after weight 

reduc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short-term moderate weight reduction by phentermine on 

abdominal fat and on adiponectin oligomer, and the nature of the 

interplay between adiponectin oligomer, abdominal fat, and 

cardiovascular risk related factors. This study was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with a 14 week treatment 

period including a 2-week single-blind placebo run-in perio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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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f 68 (13 men and 55 women) obese people (age≥20, 

BMI≥25kg/m2) without co-morbidities except hypertension and 

dyslipidemia, participated  in a weight reduction course based on 

phentermine HCl 37.5 mg daily. A greater mean reduction of body 

weight was observed for phentermine-treated subjects (-7.2 ± 

2.7 kg) than for placebo group subjects (-1.9 ± 2.7 kg), and in the 

phentermine group, there was a greater mean reduction of total (p 

= 0.029) and subcutaneous abdominal fat (p = 0.008) over the 

treatment period. However, differences in visceral fat decrease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the two groups. Levels of total 

adiponectin (phentermine group, 7.19 ± 4.85 to 9.28 ± 5.10 

μg/mL; placebo group, 7.16 ± 3.39 to 9.04 ± 3.81 μg/mL) and high 

molecular weight (HMW) adiponectin (phentermine group, 5.80 ± 

5.18 to 6.77 ± 5.16 μg/mL; placebo group, 5.58 ± 3.48 to 6.54 ± 

4.09 μg/mL)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HMW adiponectin in 

percen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treatment in both 

groups (phentermine group, 71.21 ± 21.45 to 65.92 ± 20.60%; 

placebo group, 71.88 ± 16.81 to 66.69 ± 16.88%). Total and HMW 

adiponectin levels show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fore (r = 

0.974) and after (r = 0.974) treatmen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variance(Δ) of adipose 

tissue in weight reduction and the variance(Δ) of adiponecti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DL and adiponectin (total, HMW and 

HMW adiponectin in percent)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riglycerides and adiponectin remained after weight redu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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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lthough total and HMW adiponectin levels increased 

during weight reduction achieved using phentermine, these 

increased adiponectin levels were not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bsereved in the placebo group. The findings show that 

absolute HMW adiponectin level is not an important indicator and 

that it can be predicted from total adiponectin level in the course 

of weight reduction treatment. 

 

Key Words : human, adiponectin, adiponectin oligomer, 

phentermine,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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