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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의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

한 기능장애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제 형. 1

당뇨병과제 형당뇨병으로구분하며인슐린분비량의절대2

적인부족과 상대적인부족및 인슐린저항성으로 대비된다.

소아청소년 시기에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공급된 에너지

원의대사장애를초래하므로성장에저해를초래할수있다.

소아청소년기의가장큰특징은성장과발달이다 성장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키와 체중을 들 수 있다 또한 성장평가.

에는 측정된 키와 체중을 바탕으로 신체계측지수(anthr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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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키에 대한 체중metric index) .

체질량지수(percent weight for height), (body mass index,

카우프지수 롤러지수 등BMI), (Kaup index), (Rohler index)

을예로들수있다 여러신체계측지수가개발되어있는것.

은키와체중의관계가성별과연령에따라다르며특히성장

과정에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질량지수는 성인뿐만.

아니라소아청소년에서도비만의선별검사방법으로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신체계측지수이다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지방도 를정확히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adiposity)

고 있다
1)

동일한 체질량지수를 보이더라도 체지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
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역학적인

선별검사기준과 환자에게적용하는체성분검사결과와일

치도 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욱이 사(agreement) .

춘기 시기에는 정상적인 생리변화의 하나로 체성분의 극적

인 변화가 일어난다
3)

그러므로 소아 청소년기의 성장평가.

에서체성분측정은소아의성장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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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Composition Analysis in Newly Diagnosed Diabetic Adolescent Girls

Yong Hyuk Kim, M.D., Min Kyoung Song, M.D. and Sochung Ch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type differences of diabetes by analyzing the growth

status and body composition of newly diagnosed diabetic adolescent girls.

Methods: The study included 6 type 1 diabetic adolescent girls (age 11.7 ± 1.9 years) and 6 type 2 diabetic adole-

scent girls (age 14.4 ± 2.6 years). The height, weight and body composition of fat mass and fat-free mass were

measured in each patient. Body mass index (BMI), fat mass index (FMI), fat free mass index (FFMI) and percent

body fat (PBF) were calculated and each component was plotted on a body composition chart.

Results: Type 2 diabetic adolescent girls seemed to be taller and heavier compared to type 1 diabetic girls, but

the differences in height and weight z-score were not significant. BMI, FFMI, FMI, PBF were also higher in type

2 diabetic girls. The body composition chart revealed that type 2 diabetic girls had significantly higher FMI and

PBF. In type 1 diabetic girls, FFMI was lower compared to type 2 diabetic girls. The BMI difference between

diabetes types was explained with the difference in FFMI as well as FMI.

Conclusion: The components of body composition differ according to diabetes type in adolescent girls. Measuring

the body composition of diabetic girls might help to promote growth and adequate FFM gain during childhood.

In diabetes control, diet and exercise should be emphasized along with insuli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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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필수사항이라고할수있다 체성분은 구획. 2 (two

모델을사용하여체중을체지방compartment) (fat mass, FM)

과제지방 의합으로나눌수있다(fat free mass, FFM) 4).

당뇨병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고식적 치료(conventional

를받은군에비하여적극적치료therapy) (intensive therapy)

를받은경우체중증가가더많이초래된다 체중증가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제지방 증가도 포함된다
5)

또한 여아에서.

는 사춘기가 진행하면서 체지방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단위

체중당 요구되는 인슐린 용량이 많고 당화혈색소는 높다고

보고되었다
6, 7).

임상에서당뇨병여아가사춘기를거치는동안혈당조절

에 불량해 지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다 당뇨조절을 위하여.

인슐린요구량을늘이게되지만체중증가가동반된다 체지.

방률의증가가있다고알려져있으나
7)
정확한체성분구획변

화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남아의 경우 사춘기 동안.

지방은 감소하면서 제지방의 증가가 뚜렷하므로
3)
상대적으

로체지방률증가를방지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사.

춘기여아를연구대상으로한정하 다.

본연구에서는제 형및제 형당뇨병을가진소아청소년1 2

여아에서당뇨병진단시의체성분을측정하여체지방및제

지방분포를확인하고당뇨병유형에따른체성분차이를확

인하고자 하 다 또한 각 체성분 분획을 체성분 차트에 도.

식화함으로써당뇨병종류에따른성장상태의차이를확인

하고자하 다.

대상 및 방법

대 상1.

당뇨병으로확진된소아청소년여아 명을대상으로하12

다 당뇨병종류는 형당뇨병과 형당뇨병으로구분하. 1 2

으며각각 명의환자가포함되었다 환자의연령분포를확6 .

인하 으며 당뇨병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하 다.

방 법2.

신체 계측 체성분 측정 및 혈청학적 검사1) ,

신장은 를 이용하여stadiometer (Holtain, Crosswell, UK)

까지측정하고체중은전자저울 을0.1 cm (CAS, Seoul, Korea)

사용하여 까지측정하 다 측정된신장과체중을이용50 g .

하여체질량지수를구하 고각각신장 체중 체질량지수의, ,

를 법을이용하여구하 다z-score LMS 8).

체성분측정은 법을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BIA)

이용하여시행하 다 는생체전기저항법으로인체의체. BIA

지방과 제지방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InBody 720 (Biospace

을 사용하 다 당뇨병 진단 시의 체성분Co., Seoul, Korea) .

을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 으며 형당뇨병 명의체성1 3

분은각각당뇨진단후 개월에체성분분석을시행되1, 2, 4

었다.

당뇨병으로진단된사춘기여아에서신체계측자료및체

성분구획별자료외에당뇨병진단시혈당 지질, C-peptide,

농도(total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

rol, high-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triglyceride),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 HbA1c), aspartate aminotrans-

를 자료에 포함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하 다.

체성분 차트 작성2)

본연구에서는제지방지수 체지방지수 체질량지수 체지, , ,

방률을포함하는체성분차트를작성하 다 체성분차트작.

성법은다음과같다.

체성분을 크게 두 구획 로 구분하면 체중은(compartment)

지방과제지방으로구분할수있다.

Weight = fat mass + fat free mass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으로 보정한 값으로 다음의 공

식으로계산한다.

BMI = weight/height2

체질량지수중지방과제지방이차지하는상태를알기위

하여 등VanItallie 9)
은 구획체성분모델을적용하여계산하2

다.

BMI = Wt/Ht2 = (FM + FFM)/Ht2 = FM/Ht2 + FFM/Ht2

BMI = FFMI + FMI

등Hattori 10)
은 구획개념을차트를이용하여표현하 다2 .

제지방지수를 축으로 체지방지수를 축으로 하는 체성분X Y

차트를그리면제지방지수와체지방지수간의관계는더정

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0)

이후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per-

선을추가되었다cent body fat, PBF) 11)
이와같은체성분차.

트를사용하면동시에 가지변수에대한정보를시각적으로4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체성분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

다.

통계 분석3.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각 당뇨병 형에 따른집단 별특

성을 확인하 다 각 집단 별 특성을 파악하고 차이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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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를 사용하 다 모든test .

통계적 검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Inc.,

프로그램을사용하 으며통계적유의수Chicago, IL, USA)

준은 P 로하 다0.05 .˂

결 과

형당뇨병소아청소년여아 명의평균연령은 세1 6 11.7 (9-

세 고 형당뇨병여아의연령은 세 세 로 형15 ) 2 14.4 (11-18 ) 2

당뇨병의 진단시나이가더많았다.

형 당뇨군과 형 당뇨군의 키 체중 체질량지수는 유의1 2 , ,

한차이가있었으며 연령을 보정하기위하여 키와체중 체, ,

질량지수의 를구한결과키와체중 는유의한z-score z-score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질량지수 는 유의한 차이z-score

가있었다 체성분자료는제지방량 체지방량 체지방률 제. , , ,

지방량지수 체지방지수모두 형당뇨군에서유의하게높았, 2

다. HbA1c, C-peptid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결과에서는cholesterol, HDL-cholesterol, AST, ALT C-peptide

와 수치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AST, ALT (Table

대상개인별체성분자료와 는 와같다1). C-peptide Table 2 .

두 군의 제지방량지수와 체지방량지수를 도식화한 체성

분 차트 에서 형 당뇨군의 체질량지수는 번 환아(Fig. 1) 2 9 1

명을제외하면 25 kg/m2 이상이었고 형당뇨군에서는모두1

20 kg/m2 이하 다 체지방률 역시 형당뇨군에서 명에서. 2 5

이상으로높았으며 형당뇨군에서는모두 이하40% 1 30%

다 제지방량지수는 형 당뇨병의 경우 이하 고 형 당. 1 15 2

뇨군에서는 이상이었다 체지방량지수는 형 당뇨군은16 . 1 6

kg/m2 이하로 명을제외하고 모두1 10 kg/m2 이상인 형당2

뇨군에비해현저히낮았다 번대상환아는예외적인증례. 9

로서다른 형당뇨환아와는다르게체질량지수가2 14.81 kg/

m2
로 형당뇨군과같이낮았으며제지방량지수와체지방량1

지수가각각 11.0 kg/m2, 3.8 kg/m2
로모두낮은수치를보이

Table 1. Demographic, body composition and biochemical
profiles of newly diagnosed diabetic adolescent girls

T1DM (n = 6) T2DM (n = 6)

Anthropometric index

Age (yr)*

Height (cm)
†

Weight (kg)*

BMI (kg/m
2)*

HTZ

WTZ

BMIZ*

Body composition data

FFM (kg)*

FM (kg)†

PBF (%)†

FFMI (kg/m2)*

FMI (kg/m2)†

Biochemical profiles

HbA1c (%)

C-peptide (ng/m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AST (mg/dL)*

ALT (mg/dL)*

11.7 ± 1.9

145.1 ± 5.3

34.8 ± 7.2

16.4 ± 2.5

-0.11 ± 0.73

-0.76 ± 0.9

-1.01 ± 1.2

26.9 ± 4.7

7.9 ± 3.0

22.2 ± 4.9

12.7 ± 1.5

3.7 ± 1.3

13.3 ± 4.6

0.60 ± 0.25

196.8 ± 50.9

86.8 ± 60.0

60.5 ± 13.2

22.8 ± 6.5

17.7 ± 4.8

14.4 ± 2.6

159.6 ± 8.8

76.9 ± 25.0

29.8 ± 8.2

0.72 ± 1.2

2.18 ± 2.1

2.06 ± 2.2

42.3 ± 9.4

34.6 ± 15.9

42.7 ± 9.1

16.5 ± 2.8

13.4 ± 5.5

11.0 ± 2.6

4.03 ± 1.46

210.7 ± 57.6

243.8 ± 177.9

54.7 ± 5.9

52.3 ± 33.0

67.0 ± 42.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Abbreviations: T1DM, type 1 diabetes mellitus;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HTZ, height z-score; WTZ, weight z-score;
BMI, body mass index; BMIZ, BMI z-score; FFM, fat free mass;
FM, fat mass; PBF, percent body fat;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P 0.05;˂ †P 0.01 for type 1 compare to type 2 diabetes.˂

Table 2. Individual body composition data and C-peptide level of study subjects

Patient no. Dx. Age (yr) HT (cm) WT (kg) BMI (kg/m2) PBF (%) FFMI (kg/m²) FMI (kg/m²) CPEP (ng/mL)

1

2

3

4

5

6

7

8

9

10

11

12

T1DM

T1DM

T1DM

T1DM

T1DM

T1DM

T2DM

T2DM

T2DM

T2DM

T2DM

T2DM

9.6

11.1

11.8

10.8

15.4

11.2

12.7

18.0

13.8

11.6

17.3

12.8

138.0

141.0

150.0

144.0

152.0

145.7

164.0

160.0

155.0

146.7

173.1

158.9

23.5

28.8

39.2

39.7

41.8

35.6

76.6

97.7

35.6

68.7

107.2

75.5

12.3

14.5

17.4

19.1

18.1

16.8

28.5

38.2

14.8

31.9

35.8

29.9

17.0

21.2

18.6

27.2

29.2

19.9

41.6

50.5

25.8

45.6

50.4

42.5

10.2

11.4

14.2

13.9

12.8

13.4

16.6

18.9

11.0

17.4

17.8

17.2

2.1

3.1

3.2

5.2

5.3

3.3

11.9

19.3

3.8

14.5

18.0

12.7

0.146

0.570

0.630

0.712

0.698

0.876

6.450

3.750

2.240

4.630

4.130

2.970

Abbreviations: Dx., diagnosis; T1DM, type 1 diabetes mellitus;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BMI, body mass index; FFM, fat free
mass; FM, fat mass; PBF, percent body fat;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CPEP, C-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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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공복 는 다 체지방률은C-peptide 2.24 ng/mL .

로 형당뇨병과비슷한수준이었다25.8% 1 .

고 찰

키에대한체중이나체질량지수를구하는이유는신체구

성성분을반 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다 실제로체질량.

지수백분위수가비만의선별검사방법으로 사용되고있다.

BMI 23 kg/m2
이상이면과체중으로 BMI 25 kg/m2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되며 소아청소년시기에는 연령 및 성별에 따

른 백분위수를 사용하여 백분위수 이상을 과체중으로85 95

백분위수이상을비만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는지방.

도 를정확히반 하지못한다는한계를가지고있(adiposity)

다
2).

예전에는소아당뇨병이라는말은 형당뇨병과거의같은1

용어로사용되기도하 다 그러나비만의증가와함께소아.

청소년 당뇨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아당뇨병이라는

용어는더이상사용하지않으며 형및 형당뇨병으로각각1 2

구분한다
12)

형당뇨병은자가면역성질환의하나이며감염. 1

성질환이 유발요인의하나로작용하여임상증상이급작스

런 발병형태를 보인다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많고. C-

농도가낮다 반면 형당뇨병은증상을모르고서서peptide . 2

히진행되는경과를보이는경우가많으며인슐린분비가유

지되는경우에해당된다 한편비만한소아청소년의검진을.

받는경우또는당뇨병의가족력이있는경우검진을하는경

우조기에진단율을높일수있다
13)

그렇지만소아청소년에.

서비전형적인경과를취하는경우당뇨병진단시 형당뇨1

병과 형당뇨병을구분하는것이어려운경우도있다2 14).

사회적으로비만증가는 형당뇨병증가뿐만아니라 형2 1

당뇨병의증가도초래하고있다
15)

이와같은현상은가속도.

가설 로 설명된다(acclerator hypothesis) 16, 17)
췌장 베타세포.

의 기능소실은 체질성 인슐린 저항성(constitution), (insulin

자가면역성 의하여 결정된다고resistance), (autoimmunity)

하 다
18)

전세계적인비만의증가추세와함께가속도가설.

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다
17)

과체중이동반된경우나자가.

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뇨병 형태진단에 어려울

수도 있다
19)

형 당뇨병을 췌도세포 자가면역성 질환의 스. 1

펙트럼으로고려하여자가항체양성율을조사해보면보고자

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었는데 까지 보고되기도 하21-35%

다
20, 21)

국내보고에서는항 항체양성률은인슐린의존. GAD

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환자에서22.0%,

를보 다4.7% 22).

잠재 자가면역성 당뇨병 혹(latent autoimmune diabetes)

은이중당뇨병 이라고하는상태도알아야(double diabetes)

한다
23)

젊은성인 혹은 소아청소년에서자가항체 양성이면.

서비만에의해인슐린저항성이가속되는경우를말한다
14,

24)
최근에는 형과 형당뇨병의구분은진행속도의차이일. 1 2

뿐 하나의 질병 스펙트럼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25)

소아청.

소년당뇨병발생시 형또는 형당뇨병으로명확히구분되1 2

지 않는경우도 있고 나중에 진단이변경될 수도 있다. 5-19

세의새로진단된당뇨병환아의 년추적연구를보면 형당5 1

뇨병으로진단된환자중 에서 형당뇨병의진단된환자3% 2

의 에서당뇨병의형태가변경되었다고보고되었다8% 26).

성별및사춘기발달에따른체성분의변화중체지방률은

사춘기 이전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여아의 지방률이 현저히 증가한다
3)

당뇨병 및 만성질환을.

갖은소아청소년은성장및사춘기발달에저해를동반하게

된다 당뇨병에서저신장증은인슐린치료가보편화되기이.

전에는 주요증상의 하나 다
27)

그러나 인슐린치료가 가능.

해진이후에는성장호르몬 축의기능및골격계의성장-IGF-I

이상을초래하지 않는한당뇨조절상태에따라서정상과비

교할만한수준의성장을기대할수있다
28)

인슐린에의하여.

성장 동화작용이진행되는과정에서어느체성분구획이증( )

가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형 당뇨병 환아가. 1

사춘기에접어들면혈당조절이잘안되고많은양의인슐린

을필요로하게되며인슐린증량에도불구하고혈당조절상

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29)

고인슐린혈증이 유발되면 과도.

한지방의 축적이초래되고인슐린저항성이 발생되기때문

이다 특히사춘기 형 당뇨병 여아에서혈당조절에 어려운. 1

경우가많으며
7)

형당뇨병성인에서비만한경우혈당조절1

Fig. 1. Body composition chart plotting FFMI, X axis against FMI,
Y axis. Arbitrary BMI and PBF lines were delineated. Abbrevia-
tions: T1DM; type 1 diabetes, T2DM; type 2 diabetes, BMI;
body mass index, PBF; percent body fat, FFMI; fat free mass
index; FMI, fat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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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악 향을준다고보고되었다.

비만은 형 당뇨병의 중요 위험요인이다 소아 청소년에2 .

서 체지방률이 이상을 비만으로 에서 사이를과35% 25 35%

체중으로보고한바있다
30)

본연구에서 형당뇨병여아들. 2

은 명을제외하면모두체지방률 이상으로체지방률이1 40%

비만 진단기준치보다 더 높았다 높은 체지방률은 다시 두.

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제지방이많음에도불구하고지1)

방량이많아서체지방률이높아질때와 절대지방량이많2)

지 않음에도 제지방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증가

하는경우로나누어서생각할수있다 다수의 형당뇨병은. 2

전자 에 해당하고본연구의 번환아는후자 에해당된(1) 9 (2)

다고할수있다.

근육이감소한 는인슐린저항성의원인으로부sarcopenia

각되고 있으며
31)

저근육 과 과지방(low muscle mass) (excess

이함께 있는 경우인슐린저항성은 더욱심화되게fat mass)

된다 본 저자들은 정상체중의 남아에서 발생한 저근육 및.

과지방에의한당뇨병증례를보고한바가있다
32).

나이가많아짐에따라인슐린저항성이진행되며 근육량,

소실 이진행된다 최근 형당뇨병과저근육(sarcopenia) . 2 (sar-

및노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copenia, loss of muscle mass)

으며 국내 형 당뇨병 성인을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저근2

육량이 확인되었으며 형 당뇨병 자체는 에 독립2 sarcopenia

적인 위험인자로 보고되었다
33)

또한 소아 청소년시기의 생.

활수준이낮은경우저근육을초래할수있고그에따른당

뇨병발생위험성이 높아질수 있다는 보고가있다
34)

본연.

구에도체지방지수가높지는않으나제지방지수가낮아 BMI

가낮은마른 형당뇨병여아 례가포함되어있다2 1 .

당뇨환자의 진료에서 체성분 측정은 당뇨병 치료법 선택

시기초자료로활용하여정상적인성장과발달을유도할수

있다는점에서유용하다 체성분을인슐린용량결정에 참고.

하면 인슐린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다시말하면과량의인슐린사용을예방하고식사요법및운

동요법을 강조 할 수 있다 체성분 측정은 당뇨치료에서 식.

사및운동을포함한생활습관교육효과의객관적인증거자

료로활용할수있고치료의순응도를높일수있다 인슐린.

의존도를줄이는 것은과지방축적을예방하여인슐린저항

성의진행을억제할수있다 또한당뇨병진행의속도를늦.

추는효과를기대할수있고당뇨병조절수준을향상시킬수

있어당뇨병합병증의발생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향후.

더많은성장기소아청소년당뇨병환자의체성분에대한후

속연구가필요하다.

요 약

목 적:새로진단된사춘기당뇨병여아의성장상태와체

성분분석을통해당뇨병형에따른차이를알아보고자하

다.

방 법:본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건국대2005 2 2010 10

학교병원소아청소년과에내원하여당뇨병이확진된사춘기

당뇨여아 명을 대상으로 하 다 연령은 평균 세12 . 13.0 (9.6-

세 고 형과 형당뇨병각각 명이었다 신장과체중17.3 ) 1 2 6 . ,

체지방및제지방을측정하고체질량지수 체지방지수 제지, ,

방지수와체지방률을구하 다 체지방지수와제지방지수를.

이용하여체성분차트를작성하 다.

결 과: 형당뇨군의신장및체중 는 형당뇨군비2 z-score 1

교 시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질량지수 제지방지수 체지. , ,

방지수와 체지방률 또한 형 당뇨군에서 높았다 체성분 차2 .

트상 형당뇨군은체지방지수와체지방률이현저히높았으2

며 형당뇨군은제지방지수가낮았다 두군간의체질량지1 .

수의차이는높은체지방지수와낮은제지방지수에 의해설

명될수있다.

결 론:사춘기여아에서당뇨병종류에따라체성분에차

이가있다 체성분을측정하는것은지속적인당뇨병조절의.

추적관리에유용한방법이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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