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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포넥틴(adionectin)은 지방 조직을 내분비기관으로 인

금하다.

식하게 된 후, 가장 대표적인 아디포카인(adipokine) 중 하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 저자들께 감사

나로,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한 환자 등 다양한 군을 대

드리며, 추가 분석 및 추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상으로,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 지표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
로 연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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