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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약 -

복부비만 여성에서 체 중 감량 후
HOMA index의 변 화

목 적 :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 저자들은 체중 감량으
로 복부비만의 지표인 허리둘레가 감소될 때,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가 되
는 HOMA index 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대 상 및 방 법 : 본 연구는 2001 년 10 월부터 2002 년 3 월까지 일개 대학
병원 비만 크리닉을 내원한 여성 복부비만 환자 9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중감량을 위해 식이제한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연구시작전과
3 개월에 체중, 허리둘레, 공복 혈당 및 인슐린, HOMA index 측정하고 그에
따라 HOMA index 계산하였다.

결 과 : 연구시작 3 개월 후, 체중, 허리둘레, 공복 혈당 및 인슐린, HOMA

-1 -

index,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은 연구 전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초기
HOMA index 를 quartile 로 나누어서 체중 감량에 따른 체중,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공복 시 혈당 및 인슐린,
HOMA index,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변화는 초기 HOMA index 가 높을수록 체중 감량에 따른 공복 시 인슐린과
HOMA index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결 론 : 3 개월간의 체중 감량 후 HOMA index 는 감소되었다. 특히 초기
HOMA index 가 높을수록 체중 감량으로 인한 인슐린저항성의 호전이 컸다.

핵 심 되 는 말:, HOMA index, 인슐린저항성, 복부비만, 체중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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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로 정의되
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는 유
병률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1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규칙적
인 신체운동의 부족 등으로 과체중 및 비만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 1997
년 발표된 ,95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 세이상 성인의 20.5%가 체질량
지수(kg/m2)

25 이상이었으며 생활양식의 서구화와 함께 비만인구가 증가하고 있

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도 비만에 따르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널리 알려
짐에 따라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비만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4-6

,

이것은 체중 감소에 의해 호전된다고 한다 7. 대부분의 복부비만 환자는 정상 체
중군에 비하여 인슐린이 증가 되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특히 복부비만은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및 제 2 형 당뇨병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8-11

. 비만한 사람에서 체중 감량 시 인슐린 저항성 및 이와 동반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호전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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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특히 초기 인슐

린 저항성이 높은 복부 비만 환자일수록 체중 감량 시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된다
고 알려져 있다

13

. 그러므로 체중 감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복

부 비만 환자들에서 아주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

14

으로는 공복 혈중 인슐린 농도 측정

15-16

,

HOMA(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dex17 , Insulin tolerance test18 , Insulin suppression
test19 , Steady-state plasma glucose method20 , Euglycemic -hyperinsulinemic clamp method21 ,
minimal model 분석 방법 2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을 평가하기 위
해서 HOMA index 를 사용하였다. Emoton 등 23 은 HOMA index 가 클램프 검사에서
의 인슐린저항성 지수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래에
서 쓰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공복 혈청 인슐린 농도 및 혈
당을 이용한 HOMA index(공복 혈중 인슐린 x 공복 혈당 / 22.5)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는 복부비만환자가 체중 감량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것을 HOMA index 의 변화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하였으
며 또한 체중 감량 전 HOMA index 의 정도에 따라 HOMA index 의 변화 정도를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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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 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1 년 10 월부터 2002 년 3 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비만크리닉을 방
문한 94 명의 여성 복부비만 환자(허리둘레 80cm 이상)를 대상으로 하였다. 94 명의
대상군중 추적기간 동안 19 명이 탈락되어 총 75 명을 최종 분석 하였다. 탈락 이
유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추적 관찰이 되지 않았다.
단 이전에 허혈성 심질환, 제 2 형 당뇨병, 고혈압으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자, 만성 간질환 및 신질환, 갑상선 질환 및 50 세 이상의 여성, 여성 호르몬 및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구 대상 모집에서 배제하였다.

B. 연구 방법
체중감량 전에 심전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공복 시 혈당 및 인슐린, HOMA index, 혈중 지질 등을 구하였다. 허
리둘레는 전상장골능에서 3cm 상방에서 측정하였다. 혈액검사는 9-12 시간의 금식
후 정맥 혈액을 채취하였고 체중 감량 평균 3 개월 후에 상기 검사를 반복하여
체중 감량 시 HOMA index 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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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및 체중은 신발을 벗고 가벼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체질량
지수는 BMI[BMI=체중(kg)/신장 2(m2)]를 사용하였다. 혈청 혈당은 포도당 산화효
소법으로 구하였고 혈청 인슐린은 방사면역측정법으로 구하였다.
HOMA index 는 공복 혈청 인슐린 x 공복 혈당/22.5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혈
청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소법, HDL 콜레스테롤은 Modified enzymatic
method, LDL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이 400mg/dl 이상인 경우는 Liquid selective
detergent method 를 사용하였고 400mg/dl 이하인 경우는 Friedewald 공식, [총콜레스
테롤-(HDL+중성지방/5)]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하였다.
운동량은 운동의 종류, 시간, 한 주간의 운동횟수를 토대로 운동 교환표에 따라
열량으로 확인하여 하루 유 산소 운동을 최소한 20 분 정도 하는 것으로 정하였
다. 식사량은 식사일기를 통해 평균 섭취량에서 300 칼로리를 제한하였다. 운동량
과 식사량을 포함하여 총 하루에 500-700 칼로리를 제한하였다. 약물요법은 식이
조절하는 약과 지방흡수 억제제를 복용하였다.
이런 모든 치료가 제대로 치료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 주 단위로 외래 추
적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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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분석 방법
모든 값은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체중 감량 전과 감량 후의 체중,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공복 시 인슐린 및 혈당,
HOMA index,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의 변화
값은 paired t-test 로 분석하였다.
초기 HOMA index 를 quartile 로 구분하여, 각 군에 따른 체중 감량 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공복 시 혈당 및 인슐린, HOMA
index,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등의 변화는 oneway ANOVA test 를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P 값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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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A. 대상 집단의 분 포 및 특 성
연구를 마친 75 명의 평균 연령은 37.28±7.06 세, 키는 159.38±5.73cm, 체중은
73.89±8.83kg, 허리둘레는 88.98±7.04cm, 인슐린은 8.32±4.19uIU/ml, 혈당은 97.72
±7.92mg/dl, HOMA index 는 36.25±18.21, 총콜레스테롤은 199.16±41.1mg/dl, 중성
지방은 121.46±61.51 mg/dl, HDL 콜레스테롤은 50.76±10.36 mg/dl, LDL 콜레스테롤
은 123.11±32.68 mg/dl 이었다(Table 1).

B. 체중감량 후

혈청 인슐린 및 혈 당, HOMA index, 신체계측치, 혈 청 지 질 들 의

변화 (Table 2).
체중감량 후 혈당은 2.38±6.65mg/dl, 인슐린은 2.25±3.35uIU/ml, HOMA index 는
10.43±15.00 만큼 감소하였다(각각 p=0.003, 0.000, 0.000).
체중감량 후 체중은 5.27±2.17kg, 허리둘레는 4.87±3.02cm, 엉덩이둘레는 3.65
±2.27cm, 허리-엉덩이 둘레 비는 0.017±0.027, 체질량지수는 2.08±0.87kg/m2 만큼
감소하였다(모두 p=0.000).
체중감량 후 총콜레스테롤은 8.58±28.21mg/dl, 중성지방은 16.71±48.90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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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 콜레스테롤은 8.58±26.67mg/dl 만큼 감소 하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2.72±
7.87mg/dl 만큼 증가하였다(각각 p=0.011, 0.006, 0.010, 0.006).

C. 초기 HOMA index에 따른 체중 감량 후

혈 청 인 슐 린 및 혈 당, HOMA index,

신체계측치, 혈 청 지 질 들 의 변 화
HOMA index 를 quartile 로 나누어서 체중 감량에 따른 4 군간에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량지수, 공복 시 혈당 및 인슐린, HOMA
index,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들의 변화를 oneway ANOVA test 를 이용하여 보았다. 최종 분석결과 초기 HOMA index 가 높을수
록 체중 감량에 따른 공복 시 인슐린과 HOMA index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0,0.000) 체중,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 체질
량지수, 공복 시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들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Fig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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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여성 복부비만 환자 75 명에서 체중 감량 후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 index, 공복 혈중 인슐린 및

혈당이 감소(각각 28.77%, 27.04%,

2.44%)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P<0.05). Gokcel A 등

24

은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인 비만환자 150 명에게 6 개월간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하면서 sibutramine, orlistat,
metformine 을 투여하여 HOMA index 의 감소가 각각 38.68%, 32.73%, 39.28%인 결
과를 얻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Weinstak RS 등 25 은 48 주간 비만
한 사람에서 운동, 식이요법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의 호전을 보았으나 체중 감량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그룹에서 더 효과가 좋았
다. 그러나 다시 체중이 증가한 경우에는 인슐린도 다시 증가하였다. 즉 인슐린
저항성의 호전을 위해서는 감량 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ice B등 26 은 비만 남성환자에서 16 주간 식사와 운동으
로 체중 감량 시 공복 인슐린은 감소하였으나 공복 혈당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
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체중 감량으로 혈중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이 각각 4.3%, 13.8%, 7.0%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이
5.4%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Wolf R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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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은 체중 감량으로 총콜레스테롤을 10-

15%, 중성지방을 15-40%, LDL 콜레스테롤을 5-10% 정도 감소 시켰다고 발표하였
고, 이종호 등 28 은 체중 감량 시 총콜레스테롤이 7-12%, 중성지방이 15-22%, HDL
콜레스테롤은 15-20% 감소 및 6%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복부비만 여성 환자에서 체중감량 후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 index 의 변화를 본 것으로 체중감량 후 HOMA index 의 호전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체중감량의 정도와 HOMA index 변화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의
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HOMA index 가 높은 복부비만

환자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 정도와 인슐린의 감소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P<0.05). McLaughlin T 등 13 은 24 명의 여성 비만환자에서 초기 인
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 체중 감량 시 공복 혈당 및 인슐린의 감소가 일어
나 인슐린 감수성이 호전되나 초기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
및 인슐린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인슐린저항성이 크면 클수록
단기간의 체중 감량으로도 저항성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첫째, 일개 대학 병원 비만크리닉을 찾은 복부비만
여성환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모든 비만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둘째, 체중 감량 전, 후에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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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못해 내장지방의 감량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
다. 셋째, 단기간의 추적 관찰 등을 들을 수 있다.
향후 대규모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통하여 복부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

후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 index, 공복 시 혈당 및 인슐린에 대한 변화
를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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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복부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75 명의 여성 복부 비만환자에서 3 개월간의 체중 감량 후 인슐
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HOMA index 는 감소하였다. 특히 초기 HOMA index 가 높
을수록 체중 감량으로 인한 HOMA index 의 호전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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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minimum

maximum

mean±SD

Age(years)

21

48

37.78 ± 7.06

Height(cm)

146.4

173.2

159.38 ± 5.73

Weight(kg)

57.9

96.9

73.89 ± 8.83

Waist(cm)

80.2

111.0

88.98 ± 7.04

Hip(cm)

92.6

126.8

103.28 ± 5.95

WHR

0.74

1.0

BMI(kg/m 2 )

23.12

39.54

29.09 ± 3.27

Glucose(mg/dl)

78

130

97.72 ± 7.92

Insulin(uIU/ml)

2.1

23.0

8.32 ± 4.19

HOMA index

7.93

92.0

36.25 ± 18.21

T-chol(mg/dl)

114

319

199.16 ± 41.1

TG(mg/dl)

41

313

121.46 ± 61.51

HDL(mg/dl)

28

74

50.76 ± 10.36

LDL(mg/dl)

45

203

123.11 ± 32.68

0.862 ± 0.0549

WHR: waist/hip ratio, BMI: Body mass index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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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HOMA index and lipid profiles after weight
reduction
Before wt
reduction

After wt reduction

Changes

P-value

Weight(kg)

73.89 ± 8.83

68.2 ± 8.48

5.27 ± 2.17

.000

Waist(cm)

88.98 ± 7.04

84.11 ± 7.29

4.87 ± 3.02

.000

103.28 ± 5.95

99.63 ± 6.07

3.65 ± 2.27

.000

0.017 ± 0.027

.000

Hip(cm)
WHR

0.862 ± 0.0549

0.844 ± 0.0579

BMI(kg/m 2 )

29.09 ± 3.27

27.01 ± 3.15

2.08 ± 0.87

.000

Glucose(mg/dl)

97.72 ± 7.92

95.33 ± 6.90

2.38 ± 6.65

.003

Insulin(uIU/ml)

8.32 ± 4.19

6.06 ± 2.56

2.25 ± 3.35

.000

36.25 ± 18.21

25.81 ± 11.38

10.43 ± 15.00

.000

HOMA index
T-chol(mg/dl)

199.16 ± 41.1

190.62 ± 32.31

8.58 ± 28.21

.011

TG(mg/dl)

121.46 ± 61.51

109.34 ± 45.76

16.71 ± 48.90

.006

HDL(mg/dl)

50.76 ± 10.36

53.14 ± 11.37

-2.72 ± 7.87

.006

LDL(mg/dl)

123.11 ± 32.68

116.37 ± 25.89

WHR : Waist/Hip Ratio
BMI : Body Mass Index
HOMA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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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26.67

.010

Table 3. Change of HOMA index, anthropometric parameters and
lipid profiles after weight reduction by HOMA index
quartiles
Mean ± SD

P value
0.295

Weight change
Grade 1

4.652 ± 1.711

Grade 2

5.746 ± 2.608

Grade 3

4.826 ± 2.216

Grade 4

5.387 ± 1.990

0.401

Waist change
Grade 1

3.909 ± 2.905

Grade 2

5.487 ± 3.917

Grade 3

4.687 ± 2.669

Grade 4

4.817 ± 2.750

0.559

Hip change
Grade 1

3.195 ± 2.639

Grade 2

3.954 ± 2.371

Grade 3

3.113 ± 2.227

Grade 4

3.739 ± 2.260

0.651

WHR change
Grade 1

0.013 ± 0.025

Grade 2

0.022 ± 0.032

Grade 3

0.020 ± 0.018

Grade 4

0.016 ±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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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 SD

P value
0.245

BMI change
Grade 1

1.835 ± 0.670

Grade 2

2.306 ± 1.042

Grade 3

1.907 ± 0.895

Grade 4

2.134 ± 0.777

0.171

Glucose change
Grade 1

0.091 ± 0.057

Grade 2

4.042 ± 0.075

Grade 3

2.826 ± 0.075

Grade 4

4.087 ± 0.059

0.000**

Insulin change
Grade 1

-0.246 ± 1.594

Grade 2

1.025 ± 1.526

Grade 3

2.126 ± 2.336

Grade 4

5.761 ± 3.271

0.000**

HOMA change
Grade 1

-1.109 ± 6.705

Grade 2

5.061 ± 7.18

Grade 3

9.779 ± 10.570

Grade 4

26.441 ± 13.970

T-cholesterol change

0.334

Grade 1

0.333 ± 26.108

Grade 2

11.125 ± 22.771

Grade 3

15.524 ± 25.325

Grade 4

9.304 ± 33.806

- 23 -

Mean ± SD

TG change

P value
0.191

Grade 1

-6.333 ± 44.129

Grade 2

15.478 ± 49.975

Grade 3

14.316 ± 43.357

Grade 4

26.000 ± 57.605

HDL change

0.736

Grade 1

-1.476 ± 8.370

Grade 2

-1.304 ± 6.532

Grade 3

-2.529 ± 8.300

Grade 4

-3.783 ± 9.802

LDL change

0.216

Grade 1

3.076 ± 23.863

Grade 2

8.861 ± 22.832

Grade 3

20.153 ± 19.499

Grade 4

7.887 ± 31.153

** P < 0.01
* P < 0.05
WHR : waist hip ratio
BMI : body mass index(kg/m2 )
HOMA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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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ing-insulin, glucose and HOMA index change
by HOMA index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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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lipid profiles change by HOMA index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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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metric parameters change by HOMA index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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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Change of HOMA index by Weight Reduction
in Abdominal Obesity Women

Bum Hee Cho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Associate Professor Kyung Jong Lee)

Purpose : Abdominal obesity is related to insulin resistance.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insulin resistance represented by HOMA index after
weight reduction.

Materials & Methods : 94 women whose waist circumference was over 80cm were
enrolled for this study. We measured weight, waist circumference, fasting blood
glucose and insulin level at baseline and at 3 month. HOMA index was calculated
fro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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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weight, waist circumference, fasting
blood glucose level and insulin level, HOMA index,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cholesterol levels and an increase in HDL cholesterol level after 3 months
weight reduction effort(P<0.05).
The change in weight, waist, hip, waist-hip ratio, BMI, fasting blood sugar and
insulin, HOMA index,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after weight reduction were studied and only fasting insulin level and
HOMA index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he initial HOMA index was
high(p<0.05).

Conclusion : HOMA index decreased after 3 months of weight reduction
intervention. The higher the initial HOMA index the more improvement shown in
insulin resistance.

Key words : HOMA index, insulin resistance, abdominal obesity, weigh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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