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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법으로 측정한 소아 혈중 LEPTIN 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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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erum Leptin Values by Elisa Method in Children
Soo Ho Song, M.D. and Young Hun Chung, M.D.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eon, Korea

Purpose: Leptin is an adipocyte-derived blood-borne satiety factor that acts on its cognate leptin
receptor in the hypothalamus, thereby regulating food intake and energy expenditure. We measured
the leptin concentrations in serum of normal and obese children with human leptin ELISA kit, unlike
previous study with leptin RIA kit and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ptin concentrations
and body mass index, gender, and age.
Methods: We measured serum concentrations of leptin in 67 children who were visited to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5 months
from February, 1999 to June, 1999. Height, weight, obesity index, and body mass index were
measured in 67 subjects. Leptin values in serum were measured by sandwich ELISA method. Data
analysis was done according to the obesity, body mass index, gender and age.
Results: The mean concentration of leptin was 7.69±8.83 ng/ml in normal children group and
36.34±18.57 ng/ml in obese group. Serum leptin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body mass index (p＜0.01). Serum leptin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 higher in the group of
over 10 years of age (p＜0.01). Leptin level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Conclusion: Serum lepti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obesity group than in control one,
and they were correlated with body mass index and age. Measurements of leptin value by sandwich
ELISA method are very useful and easily applicable to determine obesity. (J Korean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0; 3: 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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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 및 방법

서구에서 비만은 전 인구의 15%를 차지하며 많
1)

1999년 2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충남

은 질환의 기저요인이 된다 . 최근들어 앉아서 일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

하는 직업들의 증가와 고지방식이로의 변화 등은

아 41명, 여아 26명 총 67명의 소아를 무작위로 추

1)

비만인구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었다 . 그러나 이

출하여 이들의 혈액으로부터 leptin을 측정하였다.

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 모두가 비만하지는 않다는

대상 환아의 키와 몸무게를 0.01단위까지 측정하

사실은 비만에 다른 인자가 관여함을 시사하게 되

고 이로부터 비만도를 계산하여 19례의 비만군과

었고 이러한 인자를 찾아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48례의 정상군으로 나누었다. 비만도는 1999년도

2)

시행되었다. 1953년 Kennedy 는 체중 조절에는 호

대한소아과학회의 신장별 표준 체중치를 이용하여

르몬성 인자가 관여한다는 가설을 세웠고 1994년

각 연령별, 성별 신장대비 표준체중의 120% 이상

3)

Zhang 등 은 비만 유전자(ob유전자)를 positional

되는 환아를 비만으로 정의하였고 각각의 환아에

cloning으로 분리해 냄으로써 이 분야에 괄목할만

대한 체질량 지수는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였다.

지방세포의 ob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Leptin은
167개의 amino acid로 구성된 호르몬으로 hypotha-

2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체중(Kg)/신장(m)

lamus에 negative feedback으로 작용하여 Hypothalamic neuropeptide Y의 합성 및 분비를 저해하여 식

대상군의 특성으로서 평균 연령은 비만군에서

욕을 감소시키며 열량의 소모를 증가시켜 체내 지

9.67±4.83세, 정상군에서 4.59±4.32세이었고 성별

방량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조절한다고 알려졌

은 비만군에서 남아 12명 여아 7명, 정상군에서 남

다. 즉, 음식물의 섭취는 체내의 insulin 및 gluco-

아 29명 여아 19명이었다. 체중은 비만군에서 47.90

corticoid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지방의 축적을 유발

±20.56 Kg, 정상군에서 17.04±10.14 Kg이었고 체

하고 leptin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정상적으로는

2
질량 지수는 비만군에서 24.65±4.57 Kg/m , 정상

leptin 분비가 증가하면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야 되

2
군에서 15.69±1.92 Kg/m 이었다. 대상군중 비만을

나 ob mouse에서와 달리 사람에게서는 leptin의 농

일으키는 명백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연구

도가 증가함에도 체중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leptin에 대한 수용체의 저항성의 증가 때문인
4)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Leptin 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체지방량,
body mass index, sex, age, insulin, glucocorticoid,

비만도는 5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성별로 비교하
였고 체질량 지수는 4단계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또한 각각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leptin농도를 비교하였다.

5)
growth hormone 등이 있다 .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혈청은 plain tube에 혈액 2 cc를 채취하고 30분

비만아에서의 leptin 농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

정도 수직으로 세워 놓은 후 2시간 이내에 원심분

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o
리 하였으며 serum만을 따로 분리해 -20 C로 냉

연구는 Leptin RIA kit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바 저

동 보관하였다. Leptin 농도는 human leptin ELISA

자들은 human leptin ELISA kit를 이용하여 혈중

kit (R&D systems Co, USA)를 이용하여 sandwich

leptin 농도를 측정하여 ELISA법의 유용성을 규명

ELISA법으로 일괄적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구하

하고 비만아와 정상아 및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

였다. 측정 및 washing은 Behring ELISA processor

이를 비교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를 이용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7.5 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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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ent-sample T test, case summarize 및 frequency

가할수록 혈중 leptin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를 이용하였고 P value 0.05 미만을 통계적으로 유

(Table 1, 2).

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

2. 체질량지수별 leptin치

과

1. 비만군과 정상군에서의 leptin치

체질량지수가 15 미만인 경우의 leptin 치는 5.06
±2.67 ng/ml이었고 15∼20 미만인 경우 10.23±
11.08 ng/ml이었으며 20∼25 미만인 경우는 25.20

비만군에서의 혈청 leptin의 농도는 평균 36.34±

±15.16 ng/ml, 25 이상인 경우는 52.44±10.03 ng/

18.57 ng/ml이었으며 정상군에서는 평균 7.69±8.83

ml이었다. 체질량지수가 20 미만인 군과 20 이상

ng/ml로 비만군에서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인 군을 비교하였을 때 20 이상인 군에서 혈중

각각의 비만도에 따른 leptin의 농도는 비만도가 80

leptin치가 의미있게 높았다(Table 3, 4).

미만군에서 5.99±4.02 ng/ml, 80에서 100미만까지
의 군에서 7.86±11.53 ng/ml, 100에서 120미만까지
의 군에서 7.94±4.03 ng/ml, 120에서 140미만까지

3. 성별 leptin치
남아에서는 13.97±14.75 ng/ml이었고 여아에서

의 군에서 27.29±15.75 ng/ml, 140 이상의 군에서

는 18.72±21.89 ng/ml로서 남녀간의 통계적 유의

48.77±15.08 ng/ml로 각각의 군에서 비만도가 증

성은 없었다(Table 3).
4. 연령별 leptin치

Table 1. Serum Leptin Values in Various Groups by
Obesity Index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Obesity
Mean
SD
No
index
(ng/ml)
(n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80
5
5.99
4.02
80∼100
26
7.86
11.53
100∼120
17
7.94
4.03
120∼139
11
27.29
15.75
≥140
8
48.77
15.0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7
15.82
17.8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세 미만 군에서의 평균 농도는 10.70±15.45

Table 2. Comparison of Leptin Values by Obesity Index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Obesity
Leptin
SD
No
index
(ng/ml)
(m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0
48
36.34
18.57
＜120
19
7.69
8.8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
＜0.01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able 3. Serum Leptin Values in Various BMI Group & Sex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Male
Female
BMI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o
Mean (ng/ml)
SD (ng/ml)
No
Mean (ng/ml)
SD (n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9
3.93
1.68
10
6.08
3.04
15∼20
21
8.06
4.07
10
14.79
18.39
20∼25
8
27.61
14.25
1
5.93
0
≥25
3
49.12
6.78
5
54.43
11.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1
13.97
14.75
26
18.72
21.87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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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erum Leptin Values by Body
Mass Index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MI
No
Mean (ng/ml)
SD (n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20
49
8.23
9.27
≥ 20
18
36.45
19.45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
＜0.01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Table 6. Comparison of Leptin Values by Ag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ge
No
Leptin (ng/ml)
SD (n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46
10.62
12.43
≥10
21
27.23
22.4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value
＜0.01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fatty acid와 triglyceride의 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Table 5. Serum Leptin Values in Various Groups by
Ag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Age
Serum leptin
SD
No
group (y)
level (ng/ml)
(ng/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6
10.70
15.45
1∼6
20
10.51
10.80
6∼10
10
10.67
11.36
≥10
21
27.23
22.4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67
15.82
17.8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ipid oxidation을 증가시킴으로써 intracellular lipid
8)

concentration을 억제한다고 한다 . 즉, Fatty acid 합
성의 rate- limiting enzyme인 acetyl-CoA carboxylase
activity를 leptin이 억제함으로써 lipid metabolism에
9)

작용하게 된다 . 음식섭취의 조절과 energy 균형에
관여하는 인자에는 short-term system과 long-term
system의 두 가지 mechanism이 존재하는데 plasma
glucose concentration, body temperature, plasma amino acid cholecystokinin (CCK) 등이 short-term sys10,11)

tem의 대표적 인자들이며

leptin은 long-term

system으로 음식을 먹은 직후에 측정하여도 그 값
ng/nl, 1세에서 6세 미만 군에서는 10.51±10.80 ng/

5)
은 올라가지 않는다 .

nl, 6세에서 10세 미만군에서는 10.67±11.36 ng/nl,

3)
Zhang 등 은 실험 모델인 ob/ob mice에서 leptin

10세 이상군에서는 27.23±22.47 ng/nl이었고 10세

이 유전자의 결함으로 생성되지 못했을 경우 ob/ob

미만군의 평균은 10.62±12.43 ng/ml, 10세 이상의

mice는 탐식을 하게 되어 뚱뚱해지는 것을 발견하

군에서는 27.23±22.47로 10세 이상군에서 의미있

였고 이 mice에게 leptin을 투여하면 탐식이 줄며

게 높았다(Table 5, 6).

체중의 감소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서는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leptin의 혈중 농

고

찰

도는 증가하지만 leptin에 대한 수용체의 저항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지방조직의 양이 유지된다고

1953년 Kennedy2)에 의해 체중조절에 호르몬성
인자가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이 세워진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해

4)
생각된다 . 즉, 비만인에서의 문제는 leptin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혈중 leptin의 농도는 비만

3)
왔고 1994년 Zhang 등 에 의해 비만 유전자가 po-

도와 체질량지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6)
sitional cloning으로 분리되었다. Geffroy 등 은 fluo-

본 연구에서도 비만군에서 정상군보다 leptin 농도

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법으로 비만 유전자를

가 유의성있게 증가되어 있었고(p-value ＜0.01) 체

12)

7q32로 localization하였다. 이 비만 유전자로부터

질량 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value

생성된 leptin은 167개의 amino acid로 구성된 호르

13)
＜0.01). Hassink 등 은 정상 소아의 혈중 leptin 농

몬으로 시상하부의 neuropeptide Y를 억제하여 음

도를 7.8±6.5 ng/ml, 비만아에서 38.6±21.0 ng/ml

7)

식 섭취를 감소시킨다고 하며 , 또한 직접적으로

14)
로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는 최 등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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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아군 4.8±4.6 ng/ml, 비만아군 8.7±6.0 ng/ml로

mone 등이 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자들이 관

15)
보고하였고, 하 등 은 정상아군 3.6±3.3 ng/ml, 비

여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시행되

만아군 13.7±5.4 ng/ml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었다.

는 정상아군 7.7±8.8 ng/ml, 비만아군 36.3±18.6

요

ng/ml로 Hassink 등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

약

13)

내었다. 이는 Hassink 등 의 연구에서 인종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과 일치한다.

목 적: Lep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hypo-

Leptin 농도와 성별의 관계는 여아에서 남아보다

thalamus에 작용함으로써 식욕과 에너지소모를 조

높다가 성장 말기로 가면 남녀간 차이가 없어진다

절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만아에서는 Leptin

5)

는 보고가 있고 , 비만도가 25% 이하에서는 남녀

수용체의 저항성 증가에 의해 비만이 지속된다고

간의 차이는 없으나 이보다 더 비만한 경우에는

보고된다.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비만아에서의 Lep-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더 빨리 상승한다는 보고도

tin 농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6)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는 Leptin

로 유의하지 않았는데(p-value＞0.05) 이는 외국의

RIA kit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바 저자들은 human

13)

14)

및 최 등 의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국

leptin ELISA kit를 이용하여 혈중 leptin 농도를 측

15)
내 연구 중 하 등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정하여 ELISA법의 유용성을 규명하고 비만아와

는 본 연구의 대상군에서 남녀간에 체지방량이나

정상아 및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

체지방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

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보고

방 법: 1999년 2월 1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로 사료된다.
Leptin 농도와 연령 및 사춘기와의 관계는 여아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총 67

에서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꾸준히 leptin 농도가

명(남아 41명, 여아 26명)의 소아를 무작위로 추출

상승하나 남아에서는 Tanner stage III 이후부터는

하였다. 1999년도 대한소아과학회의 신장별 표준

leptin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여아와는 달리 남아

체중치를 이용하여 각 연령별, 성별 신장대비 표준

에서는 체지방량 보다는 근육량이 증가하기 때문

체중의 120% 이상 되는 환아를 비만으로 정의하

17)

13)

이라고 한다 . Hassink 등 의 연구에서 여아에서

여 비만아동 19명(남아 12명, 여아 7명)과 정상아

는 사춘기가 가까울수록 혈중 leptin 농도가 증가

동 48명(남아 29명, 여아 19명)으로 분류하였다. 67

하다가 사춘기가 끝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하

명의 대상아동에 대해 신장, 체중, 비만도, 체질량

였는데 이는 몸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사춘

지수를 조사하고 ELISA법을 이용하여 Leptin 농도

기의 여아들은 생식에 필요한 지방 조직의 축적을

를 측정하였다. 이것을 비만군과 정상군, 체질량지

위해 leptin에 대한 저항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수별, 성별,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18)

다 . 이러한 관점에서 leptin은 reproductive axis의

결 과:

19)
metabolic signal로도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 본 연

1) 정상아의 평균 Leptin 치는 7.69±8.83 ng/ml이

구에서는 10세 이하에서는 남녀 모두 나이의 증가
에 따른 leptin 농도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없었으
나 10세 이상인 군과 10세 미만인 군을 비교하였
을 때는 10세 이상군에서 serum leptin 농도가 유의
성 있게 높았다(p-value＜0.01).
혈중 leptin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
들로는 체내의 insulin, glucocorticoid, growth hor-

었다.
2) 비만아에서 평균 Leptin 치는 36.34±18.57 ng/
ml이었다.
3) 체질량 지수가 20 이상인 군에서 20 미만인
군보다 혈중 leptin 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4) 10세 이상인 군에서 10세 미만인 군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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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녀간의 혈중 leptin 치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
결 론: ELISA법을 이용한 혈중 leptin 치는 RIA
법을 이용한 혈중 leptin 치와 같이 비만한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관련된 인자로는 비만도,
체질량 지수 및 연령 등이 있었다. 특수 시설이 필
요한 RIA법보다 일반 검사실에서 용이하게 측정
할 수 있는 ELISA법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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