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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복부지방 분포 변화와 

Rosiglitazone 치료 효과 간의 관계  

 

Rosiglitazone은 thiazolidinedione(TZD)계 약물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PPAR-γ) 핵수용체에 작용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rosiglitazone의 혈당강하 효과와 복부지방 분포의 변화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기존에 rosiglitazone등 TZD계열의 약물을 제외한 다른 경구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혈당 조절을 하고 있었던 제 2형 

당뇨병 환자 173명(남자 111명, 여자 62명)에게 rosiglitazone(4 

mg/day)을 추가로 복용하게 하였다.  

Rosiglitazone은 12주간 투여하였고, 투여 전후에 초음파로 복부지방 

분포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정지 영상에서 피하지방 두께 (subcutaneous 

fat thickness, SFT)와 내장지방 두께(visceral fat thickness, VF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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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Rosiglitazone 12주 치료 후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되었고, 

체중은 증가하였다. 복부 초음파 측정 결과, rosiglitazone 투여 후 

피하지방 두께는 9.6% 증가하였고 내장지방 두께/피하지방 두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내장지방 두께는 변화가 없었다. Rosiglitazone 투여 후 

공복혈당의 변화량(%)과 당화 혈색소의 변화량(%)은 피하지방 두께 증가 

(r=-0.327, p<0.001; r=-0.353, p<0.001, respectively) 혹은 체중 증가 (r=-0.316, 

p<0.001; r=-0.327, p<0.001, respectively)와 반비례 관계가 있었다. 다중 

회귀분석결과, 피하지방 두께의 변화가 공복혈당(p=0.019)이나 당화 

혈색소(p=0.010)의 개선과 관련이 있었다. 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rosiglitazone 투여 전 공복 혈당(p=0.007) 및 당화 

혈색소(p=0.018), 초기 내장지방 두께(p=0.002), 피하지방 두께의 

변화량(p=0.005) 그리고 내장지방 두께의 변화량(p=0.008) 등이 

rosiglitazone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는 반응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하지방 두께나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한 군에서 

rosiglitazone 투여로 인한 혈당 개선 효과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 rosiglitazone, 피하지방두께, 내장지방두께,제2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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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복부 지방 분포 변화와 

Rosiglitazone의 치료 효과 사이의 관계 

 

<지도교수   이 현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허 규 연 

 

 

I. 서 론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장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나 

고인슐린혈증은 고혈압, 다낭성 난소 증후군, 죽상경화증 혹은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2,3. 따라서 

제 2형 당뇨병이나 다양한 대사 질환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Thiazolidinediones (TZD)는 말초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계발되어 왔으며4,5, 인슐린 감작제로서 제2형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TZD가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46-72%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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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다는 최근 보고들도 있었다6,7.  

 TZD는 포도당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수용체의 

subfamily인 핵내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PPAR-

γ)를 활성화시킨다4,8. PPAR-γ는 주로 비만세포에 분포하는데 PPAR-γ가 

활성화되면 lipogenic genes의 표현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비만세포의 

성장과 분화가 일어난다9. 따라서 PPAR-γ 리간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체증의 증가가 혈당 개선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10. 그러나 체중 증가가 대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PPAR-γ 리간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기전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 이러한 결과들은 TZD 치료 후 혈당이 개선되는 

것이 지방 대사나 지방 분포의 변화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최근 보고들 가운데는 TZD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피하 지방의 축적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11,12,13. 그러나 지금까지는 

TZD를 사용 후 복부 지방 분포 변화가 혈당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TZD계의 

약물인 rosiglitazone의 혈당 강하 효과가 체지방 분포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복부 지방량을 측정했던 것과는 달리 초음파를 이용하여 rosiglitazone 

투여 전후로 복부 피하지방 두께와 내장지방 두께를 측정하였고, 특히 



 5

피하 지방량의 변화가 혈당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더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더불어 복부지방 분포의 변화와 지질대사 개선과의 

관련성도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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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 

외래에 내원한 제 2형 당뇨병 환자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남자 111명과 

여자 62명). 모든 환자들은  적정 용량의 sulfonylurea나 metformin, 혹은 

인슐린을 rosiglitazone 투여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이상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TZD 계열의 약물이나 비만치료제 혹은 부신피질호르몬 

제제등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지난 3개월동안 체중변화가 2 kg 이상 

있었던 경우, 울혈성 심부전 (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or 

IV), 신기능저하(serum creatinine >159 μmol/L), 간기능부전(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notransferas[AST], alkaline phosphatase, or 

total bilirubin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증가), 당뇨성 케톤산 혈증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및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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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가. 신체 계측 및 혈청학적 검사 

연구 시작할 당시, 환자들에게 이전과 같은 방식의 식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대상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rosiglitazone (4 mg/d)을 

투여하였다(평균 투여기간, 3.8+1.7개월).  

투약 전과 12주 투약 후에 신체 계측을 시행하였는데, 키와 몸무게는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kg/m2])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계산값으로 하였다. 허리,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여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WHR)를 구하였다. 또한 투약 

전후로, 10시간 공복 후  식전 혈당, 당화 혈색소, 혈청 인슐린과 C-

peptide 및 지질 농도를,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채혈하였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소법을 이용하여 Hitachi 736-40 

자동분석기로 측정하였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선택적 억제제와 

촉진제를 사용한 직접 측정법(selective inhibition and direct enzyme 

method, Daichii,Tokyo,Japen)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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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지방 분포 측정 

체지방 분포는 bioelectrical impedence analyzer로 측정하고14 복부 

지방분포는 초음파로 측정하였다..  

초음파는 Suzuki 등15과 Armellini 등16이 기술한대로 SA 9900 (Medison, 

Kore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요약하자면, 피검자는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받았고 호흡 상태나 복벽의 힘에 영향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정된 상태에서 호흡하고 있을 때 실시하였다. 피하지방 두께는 7.5MHz 

probe을, 내장지방 두께는 배꼽 1cm 위에서 3.5 MHz prob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피하지방 두께는 피부와 지방 경계 부위와 백선사이로 

정의하였고, 내장지방 두께는 복부 대동맥에서 복근까지의 수직거리로 

정의하였다. 이 거리는 초음파 정지 영상에서 이미지를 얻은 후  전자 

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내장지방 두께/피하지방 두께의 비는 

컴퓨터 단층 촬영시  내장지방 면적/피하지방 면적의 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검사자내의 검사결과 재현율은 내장지방 

두께는 1.4% 그리고 피하지방 두께는 1.8%였다. 두 검사자 사이의 

검사결과 재현율은 내장지방 두께는 1.9% 그리고 피하지방 두께는 1.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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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 

혈당은 Beckmam glucose analyzer(Beckmam Instruments, Fullerton, CA, USA)를 

이용한 glucose oxidase 법으로 측정하였다. HbA1c는 affinity chromatography로 

측정하였다. 혈청 인슐린 농도는 RIA kit(Linco Reaserch, Inc., St. Charles, MO)를 

사용하여 이중 항체 방법을 이용한 RIA로 측정하였다.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 

지방 농도는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HOMA-IR)을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삼았으며 다음의 공식에 준해 

계산하였다.  

HOMA-IR = [fasting plasma glucose level (mmol/L) x fasting serum 

insulin level (μU/mL)]/22.5. 

 

3. 통계 및 분석 

 

통계학적 분석은 SPSS 10.0 software package (SPSS Inc, Chicago)를 

사용하여 실행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mean + S.D 로 표현하였다. 투약 

전후 측정한 값은 paired t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룹간의 

비교는 Scheffe's post hoc test에 따라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연속 변수들 사이의 비교는 linear relationship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의 감소퍼센트와 변수들의 기저값이나 변화량 사이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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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공복혈당의 

감소 퍼센트와 당화 혈색소의 감소 퍼센트는 종속 변수였고,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의 기저값 그리고 신체 계측값(기저값과 변화량 모두)은 독립 

변수였다. Rosiglitazone 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결과값이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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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Rosiglitazone 투여 대상환자는 173명(남자 111명, 여자 62명)이었고 기

존의 치료에 rosiglitazone을 병용하여 12주간 투여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9.3세였고,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5.7±5.2년, 평균 체

질량지수는 24.8±3.0 kg/m2 였다. 대상 환자들의 치료 전 임상적 특성, 신

체 계측치 및 복부 초음파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2. Rosiglitazone 투여 후 생화학적 지표 및 신체 계측치의 변화 

  

Rosiglitazone 투여 후 공복혈당(p=0.001), 식후 혈당(p<0.001) 및 당화 

혈색소(p=0.012)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1). 또한 공복 총콜레스테롤과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중성 지방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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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linical and anthropometric indexes before and after  

rosiglitazone treatment for 12 weeks 

 

 Before After P value 

FPG (mmol/L) 8.28 ± 2.58 7.65 ± 2.33 0.001 

PP2hr glucose (mmol/L) 12.42 ± 4.46 10.95 ± 4.00 <0.001 

HbA1c (%) 7.66 ± 1.44 7.42 ± 1.12 0.012 

Total cholesterol (mmol/L) 4.63 ± 0.81 5.04 ± 1.00 <0.001 

HDL-cholesterol (mmol/L) 1.17 ± 0.31 1.22 ± 0.36 0.005 

Triglyceride (mmol/L) 1.87 ± 1.19 2.04 ± 1.30 0.063 

Fasting insulin (pmol/L) 68.3 ± 51.2 56.2 ± 45.0 0.027 

C-peptide (ng/mL) 1.81 ± 0.72 1.49 ± 0.56 < 0.001 

HOMA-IR 3.35 ± 2.32 2.65 ± 2.50 0.050 

Weight (kg) 67.9 ± 10.0 68.7 ± 9.9 <0.001 

BMI (kg/m2) 24.8 ± 3.0 25.1 ± 3.0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6.6 ± 8.6 87.9 ± 7.9 <0.001 

Hip circumference (cm) 95.4 ± 5.6 95.9 ± 5.5 0.006 

WHR 0.91 ± 0.05 0.92 ± 0.05 0.004 

Soft lean mass (kg) 47.1 ± 6.5 47.0 ± 7.1 NS 

Fat mass (kg) 19.6 ± 5.8 20.7 ± 7.0 0.001 

SFT (mm) 21.9 ± 7.6 24.0 ± 8.3 <0.001 

VFT (mm) 53.4 ± 15.8 53.1 ± 16.9 NS 

VFT/SFT ratioa 3.03 ± 1.48 2.66 ± 1.33 <0.001 

Data are means ± SD 

aVisceral fat thickness to subcutaneous fat thickness ratio, the parameter corresponding to the 

computed tomography-determined visceral to subcutaneous fat area ratio 

FPG ;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glucose ; 2hr postprandial glucos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to hip ration,     SFT; soft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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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 및 C-peptide 농도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은 rosiglitazone투여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rosiglitazone를 

투여하면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반면, 체중 (p<0.001), 체질

량 지수(p<0.001), 허리둘레(p<0.001), 허리/엉덩이 둘레의비(p=0.004), 

그리고 지방량(p=0.001)은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치료 기간중 lean body mass에는 변화가 없었다. 초음파로 복부 체지방 

분포를 측정해본 결과 rosiglitazone의 투여 후 피하지방 두께는 의미있게 

증가했고 내장지방 두께/피하지방 두께의 비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내장

지방 두께는 rosiglitazone 투여 전후 간의 차이가 없었다 (표 1). 

 

 

3. Rosiglitazone에 대한 반응과 복부 지방분포의 변화 사이의 관계 

  

Rosiglitazone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데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감

소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Best response는 공복 혈당이 기

저치보다 20% 이상 감소하고 동시에 당화 혈색소는 15% 이상 감소하는 경

우로, good response는 공복 혈당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당화 혈색

소가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poor response는  공복 혈당

이 10%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당화 혈색소는 8%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그

리고 no response는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는 상기 어느 범위에도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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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표 2는 rosiglitazone 치료 반응에 따라 환자들을 분류하고 

rosiglitazone 투여 전에 갖고 있던 생화학적 특성 및 복부 지방 분포를 

보여준 것이다. 나이, 성별, 당뇨병 유병기간, 치료 방법, 지질 수치, 공

복 혈청 인슐린 농도는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rosiglitazone에 반응이 좋은 군일수록, 치료전에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값이 높았고(각각 p<0.001), 더 비만하였다(체중, p for 

trend=0.062 그리고 체질량 지수, p for trend=0.025). HOMA-IR, 체지방량, 

그리고 내장지방 두께는 반응이 좋은 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

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Rosiglitazone 투여에 대해 반응이 좋은 군들에서 rosiglitazone 투여 후 

체중과 피하 지방 두께가 더욱 증가하였다 (표 3). 그러나, 혈청 인슐린의 

변화나 C-peptide의 변화, 내장지방 두께 변화나 내장지방 두께/피하지방 

두께 비의 변화에 있어서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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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Baselin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sponse of 

rosiglitazone  

for 12 weeks 

 

Response Poor No Good Best pa 

N (male/female) 29 (19/10) 81 (54/27) 35 (22/13) 28(16/12) NS 

Age (years) 53.5 ± 11.5 54.6 ± 7.8 51.9±10.8 52.5± 9.0 NS 

Duration (years) 6.2 ± 6.0 5.5 ± 4.5 6.8 ± 6.5 4.5 ± 3.6 NS 

Treatment (n)     NS 

Sulfonylurea 5 16 5 4  

Metformin 14 34 16 13  

Combination 8 20 10 10  

Insulin 2 10 4 4  

FPG (mmol/L) 6.68 ± 1.40 7.95±2.43 9.57±2.83 9.29±2.40 <0.001 

PP2hr glucose (mmol/L) 10.84±3.06 11.97±4.51 13.75±3.65 13.91±3.78 0.013 

HbA1c (%) 7.1 ± 0.8 7.4 ± 1.2 8.3 ± 1.0 8.3 ± 1.2 <0.001 

Insulin (pmol/L) 63.9 ± 48.1 63.9± 31.6 67.4±31.6 63.1±48.1 NS 

C-peptide (ng/mL) 1.67 ± 0.69 1.87±0.75 1.81±0.64 1.65±0.48 NS 

HOMA-IR 2.7 ± 2.1 2.9 ± 1.7 3.6 ± 1.7 3.7 ± 3.2 NS 

Total cholesterol(mmol/L) 4.60 ± 0.76 4.68±0.87 4.45±0.79 4.69±0.72 NS 

HDL-cholesterol (mmol/L) 1.23 ± 0.32 1.18±0.31 1.17±0.35 1.09±0.26 NS 

Triglyceride (mmol/L) 1.87 ± 0.84 1.92±0.94 1.88±1.00 1.75± 0.69 NS 

Weight (kg) 64.7 ± 7.8 66.7 ± 9.4 70.9 ± 9.8 68.9±11.0 0.062 

BMI (kg/m2) 23.8 ± 2.0 24.3 ± 2.9 25.6 ± 2.8 25.7 ± 3.8 0.025 

Waist (cm) 84.9 ± 6.3 86.0 ± 9.4 88.1 ± 6.4 86.5 ± 8.8 NS 

Fat mass (kg) 17.9 ± 4.5 19.0 ± 5.7 21.1 ± 6.1 20.6 ± 6.3 NS 

SFT (mm) 21.4 ± 7.5 21.2 ± 7.8 22.6 ± 8.2 22.2 ± 7.4 NS 

VFT (mm) 50.5 ± 13.5 52.6±18.5 53.0±13.4 55.7±18.7 NS 

qp value for trend      FPG ;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glucose ; 2hr postprandial glucose,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to hip ration,  SFT; soft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HO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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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표 3. Changes of laboratory and anthropometric indexes after  

rosiglitazone treatment  

  

Response Poor No Good Best pa 

Δ FPG (mmol/L) 2.39±2.50 -0.13±0.78c -2.24±1.12c,d -3.19±2.13c,e <0.001

Δ PP2h glucose (mmol/L) 1.93±2.74 -0.76±3.08b -3.53±2.96b -4.60±4.89c,e <0.001

Δ HbA1c (%) 1.07±0.96 -0.03±0.59c -0.81±0.71c -1.53±1.34c,e <0.001

Δ Insulin (pmol/L) -7.5±10.1 -14.4±27.3 -14.6±28.0 -7.5±21.6 NS 

Δ C-peptide (ng/mL) -0.32±0.45 -0.37±0.47 -0.25±0.49 -0.27±0.40 NS 

Δ Total cholesterol (mmol/L) 0.51±0.64 0.58±0.58 0.27± .47 -0.01±0.44d 0.002

Δ HDL-cholesterol (mmol/L) 0.08±0.17 0.03±0.21 0.10±0.14 0.04±0.18 NS 

Δ Triglyceride (mmol/L) 0.32±0.69 0.31±0.88 -0.22±0.75 0.10±0.73 NS 

Δ Weight (kg) 0.15±1.15 0.65±1.59 1.11±1.45b 1.65±1.71b 0.018

Δ Waist (cm) 0.77±1.20 1.39±2.01 1.02±2.56 2.18±1.71 NS 

Δ Fat mass (kg) 0.16±1.75 0.78±2.50 1.88±2.28 2.71±7.74b NS 

Δ SFT (mm) 0.78±3.31 1.41±3.38 3.08±2.84b 4.10±3.11b,d 0.001

Δ VFT (mm) 0.01±5.34 0.14±7.16 -0.54 ± 6.31 -0.06±5.8 NS 

 

Data are means ± SD  

a p  for  trend,  b p<0.05 vs  poor  response,  c p<0.001  vs  poor response,  d p<0.05  vs  

no  response,  

 e p<0.001  vs  no  response 

 

FPG ;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glucose ; 2hr postprandial glucose,    

BMI; body mass index,   SFT; soft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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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지방 분포의 변화와 rosiglitozone이 혈당과 지질에 미치는 영

향 사이의 관계 

 

Rosiglitazone 투여 후에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감소를 피하지방과 

체중의 변화에 대한 tertile에 따라 비교하였다(그림 1). 피하지방이나 체

중 증가가 많은 군일수록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저 피하지방 두께나 기저 체중에 따라 군을 나누었을 경우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 농도의 변화가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감소는 각각 피하지방 두께의 증가나 체중 증

가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졌다(그림 2). 그러나,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

소의 변화 정도 그리고 내장지방 두께의 변화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r=-0.116, r=0.032, p=NS, respectively).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혹은 중성 지방과 체지방 변화 

사이의 상관 관계를 비교하였다. 총콜레스테롤 농도의 퍼센트 변화는 체중

(r=0.199, p=0.033), 피하지방 두께(r=0.180, p=0.05), 그리고 내장지방 

두께(r=0.240, p=0.003, 그림.3A)와 상관 관계가 있었다. 고밀도지단백콜

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변화 정도는 내장지방 두께의 증가와 의미 있는 상

관 관계가 있었으나(그림 3B,C) 피하지방 두께나 체중의 변화와는 상관 관

계가 없었다. 



 18

 

 

A                                 B 

        

 

 

 

그림 1. Hypoglycemic effec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ubcutaneous 

fat thickness(A) and weight(B).  

 

The p values for trend by ANOVA are as follows; <0.001 and 0.0001 

(fasting plasma glucose); 0.045 and 0.007 (postprandial 

glucose);0.001 and 0.012(HbA1c), repectively. 

ap<0.005 compared to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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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2. The linear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s of fasting plasma glucose 

(FPG) or HbA1c and the changes of subcutaneous fat thickness (SFT) and 

weigh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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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 changes of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centrations and the change of visceral 

fat thickness (V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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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siglitazone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다중 회귀분석에서 종속 변수로서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의 변화를 

사용한 결과 치료후의 공복혈당의 감소 정도는 기저 공복혈당과 피하지방 

두께와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기저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

소 그리고 피하지방 두께나 내장지방 두께의 변화는 당화 혈색소의 감소 

정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표 4). 그러나 체중, 체질량 지수, 

지방량의 기저값과 변화량은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를 독립적으로 개선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rosiglitazone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적인 인자들, 반응군과 비반응군을 알아보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기저 공복혈당(p=0.007), 기저 당화 혈색소 

(p=0.018), 내장지방 두께의 변화량(p=0.002), 및 피하지방 두께의 변화량

(p=0.005)이 rosiglitazone 치료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독립 인자임

을 알 수 있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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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linical and anthropometric  

indexes with rosiglitazone response 

 

 % Decrease in FPG % Decrease in HbA1c 

 β Sig. β Sig. 

FPG -0.438 <0.001 0.261 0.003 

HbA1c -0.054 NS -0.689 <0.001 

Weight 0.090 NS 0.006 NS 

Fat content -0.182 NS -0.295 0.058 

SFT 0.036 NS 0.120 NS 

VFT 0.042 NS 0.109 NS 

BMI -0.054 NS -0.015 NS 

Δ Weight -0.854 NS -0.544 NS 

Δ Fat content -0.012 NS 0.023 NS 

Δ SFT -0.188 0.019 -0.177 0.010 

Δ VFT 0.025 NS 0.171 0.013 

Δ BMI 0.805 NS 0.300 N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the percent changes of fasting plasma glucose 

and HbA1c.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he baseline values and change of 

various clinical and anthropometric indexes. The model r2 are 0.387 and 0.560, 

respectively. 

FPG ;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glucose ; 2hr postprandial glucose,    

BMI; body mass index,   SFT; soft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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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to affect the  

response to rosiglitazone  

 

 B S.E Sig. 95% CI 

Constant 20.095 5.152 <0.001  

FPG -0.024 0.009 0.007 0.960~0.994 

HbA1c -0.581 0.247 0.018 0.345~0.907 

Weight -0.099 0.055 0.072 0.813~1.009 

BMI -0.421 0.232 0.069 0.417~1.034 

Fat content 0.040 0.098 0.685 0.859~1.260 

SFT 0.057 0.041 0.167 0.977~1.147 

VFT 0.069 0.023 0.002 1.025~1.121 

Δ Weight 1.221 1.644 0.458 0.135~10.089 

Δ BMI -4.531 4.633 0.381 0.448~8.578 

Δ Fat content 0.052 0.090 0.564 0.883~1.257 

Δ SFT -0.216 0.082 0.005 0.686~0.946 

Δ VFT 0.144 0.051 0.008  1.044~1.278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sponse to rosigltazone, as responder 

or nonresponder. Responder was defined as groups showing the best and 

good responses, and nonresponder was defined as groups showing the no 

and bad response. 

 

FPG ; fasting plasma glucose,      PP2hr glucose ; 2hr postprandial glucose,    

BMI; body mass index,   SFT; soft fat thickness,   VFT; visceral fat thickness,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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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최근 TZD가 PPAR-γ 리간드이며 PPAR-γ는 특히 지방세포에서 발현됨을 

알게 되었다4,17. PPAR-γ의 활성화는 지방 합성의 중요한 효소의 유전자 

전사과정을 촉진하여 지방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일으킨다9. 따라서, 

rosiglitazone에 의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PAR-γ 리간드의 지방 세포에 대한 효과는 지방 분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TZD는 피하지방 조직에서는  preadipocytes가 

adiopocytes로 분화되는 것을 촉진시키지만, 내장 지방에서는 이런 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18. 또한, Okuno 등19은 troglitazone을 투여한  Zucker 

fatty rats에서 지방 조직을 형성하는 지방 세포들의 크기가 줄어들었음을 

관찰하였는데, 크기가 작은 지방 세포들(<2,500 μm2)의 숫자는 400% 

증가하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크기가 큰 지방 세포들(>5,000 

μm2)의 숫자는 50% 감소하였다. 아마도 인체 실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것처럼, 체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TZD가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당을 

개선시키는 작용기전 중의 하나가 바로 PPAR-γ 리간드에 의한 복부 

지방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다19. 그러나 rosiglitazone에 의한 

혈당 강하와 체중 증가 혹은 체지방 분포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TZD는 피하지방과 체중은 증가시켰지만 내장지방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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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rosiglitazone을 3개월 투여한 후에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는 유의한 감소를 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PPAR-γ agonist를 투여한 후 혈당이 개선된 것은 피하 지방 및 

체중 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체중이 많이 

증가할수록, 혹은 피하 지방 조직이 증가할 수록 rosiglitazone 투여 후 

혈당강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내장 지방의 의미 있는 감소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sulfonylurea와 rosiglitazone을 병용 투여하였을 경우(n=30)에는 

내장 지방이 증가 한 반면(1.79+3.70 mm), metformin과  병용 투여 하였을 경우(n=72)에는 

내장 지방의 감소(-0.93+4.02 mm, p=0.041)를 보였다. 이는 sulfonylurea가 내장지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로써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20. 따라서, 

rosiglitazone으로 인해 내장 지방은 감소하였더라도  sulfonylurea와 병용 투여함으로써 

증가된 내장 지방에 의해 결국 증가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내장 지방의 과다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국 대사성 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을 야기시킨다21. 따라서, 내장 

지방량을 감소 시키는 것이 고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로지 내장 지방량의 감소만으로 rosiglitazone의 

효과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Vitanen 등22은 metformin 투여가 혈당을 

개선시키고 내장 지방을 감소시켰지만 인슐린 감수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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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하여, rosiglitazone 투여 후 내장 지방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량의 감소도 rosiglitazone의 혈당 강하 효과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인자임을 보여주었다. 즉, rosiglitazone의 혈당 강하 효과에 

있어서는 체지방량의 증가, 특히 내장 지방량보다는 피하 지방량의 증가가 

더 중요한 결정 인자임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총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농도도 다소 증가하였는데 

rosiglitaozne의 용량이 적었던 점이나 sulfonylurea와 병용 투여했던 점, 그리고 

인종간의 차이 등으로 이런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치료 방법에 따라 지질농도 변화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증가가 내장 지방의 증가와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던 반면, 피하 지방이나 체중 변화와는 그러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지질대사 장애의 개선은 아마도 내장지방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체지방 분포는 복부 수준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는 것이 표준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23,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체지방 

분포를 측정하였는데, 초음파 역시 내장지방량을 측정하는데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고 된 바 있다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대상군에 lipid 

profile이나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구 혈당 

강하제나 혈압약, 혹은 지질약 등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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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TZD 이외의 약물들이 줄 수 있는 영향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점이다. 비록 서로 다른 치료군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가 non-controlled, 그리고 비교적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placebo-controlled, 그리고 최소한의 

변수를 갖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상 

환자들이 본 연구에 앞서 최소한 6개월 이상 당화 혈색소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적절한 양의 경구 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rosiglitazone에 대한 반응에 따라 분류한 군간에는 당지수가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rosiglitazone에 대한 반응을 혈당 강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공복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높은 환자일수록 

rosiglitazone에 반응이 더 좋은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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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결론적으로, rosiglitazone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체지방량, 특히 피하 지방량을 증가시키는데, 피하 지방량의 증가가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고 rosiglitazone의 효과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인자라고 

생각된다. 반면 지질 대사 장애의 개선은 내장 지방량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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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 between the changes in abdominal fat 

distribution and the efficacy of rosiglitazone 

 

Kyu Yeon Hur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 Chul Lee) 

 

We investigated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hypoglycemic effects 

of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 ligand and the 

changes of regional adiposit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We added rosiglitazone (4 mg/day) to 173 diabetic patients (111 

males and 62 females) already taking a stable dose of conventional 

antidiabetic medication except PPAR-γ lignads. Distribution of body 

fat was assessed by ultrasonography at baseline and repeated after 12 

weeks. On ultrasonographic images, subcutaneous fat and visceral fat 

thickness (SFT and VFT, respectively)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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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iglitazone treatment significantly improved glycemic control and 

insulin sensitivity, and resulted in weight gain. In ultrasonographic 

findings, rosiglitazone treatment increased SFT by 9.6% and decreased 

VFT/SFT ratio, but did not alter VFT. The percent changes in fasting 

plasma glucose (FPG) and HbA1c concentrations after treatment were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in SFT(r=-0.327 and r=-0.353, 

p<0.001, respectively) and/or body weight(r=-0.316, p<0.001 and r=-

0.327, p<0.001). The group with the greater increase in SFT or body 

weight showed better glycemic control after treatme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hange in SFT was related with improvements 

of fasting plasma glucose (p=0.019) and HbA1c(p=0.01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baseline fasting plasma 

glucose(p=0.007) and HbA1c(p=0.018), baseline VFT(p=0.002), and the 

changes of SFT (p=0.005) andVFT (p=0.008)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response to rosiglitazone treatment. 

The present findings suggest that PPAR-γ agonist significantly 

increased subcutaneous fat mass, but did not alter visceral fat mass, 

and that the hypoglycemic effect of PPAR-γ agonist was closely 

correlated with the increase in body weight, especially subcutaneous 

fat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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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the reduction in the visceral fat mass may be the 

prime determinant to improve dyslipidemia. 

 

 

Key words : rosiglitazone, subcutaneous fat thickness, visceral fat 

thickness, type 2 diabe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