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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olanzapine의 투여와 관계된 체중증가의 가능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방 법：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인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BMI), 렙틴(leptin), 인슐린(insulin)과 공복시 혈당(fasting glucose)을 olanzapine
투여전과 투여 후 1주, 2주, 4주, 6주에 측정하였다.

결 과：
Olanzapine을 투여 받은 환자는 체중, 체질량 지수, 렙틴, 인슐린, 공복시 혈당이 모두 투여전과 비교하여 의
미있게 증가하였다. 인슐린과 렙틴은 olanzapine 투여 전에 비해 치료 6주째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체중과
체질량 지수는 투여전과 비교하여 각각 1주, 4주, 6주째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공복시 혈당은 투여 전에
비해 4주와 6주째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혈장 렙틴과 인슐린, 체중과 인슐린, 체질량 지
수와 인슐린, 공복시 혈당과 인슐린이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렙틴과 체질량 지수는 상관성의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렙틴과 체중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
Olanzapine 치료는 체중증가와 연관이 되고 혈장 렙틴, 인슐린, 공복시 혈당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
다. Olanzapine에 의해 유발된 인슐린 분비 증가와 렙틴의 증가가 체중증가의 원인적 기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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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렙틴이라는

서

론

호르몬은 식욕의 조절, 음식물의 섭취와 체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25) 이 호르몬은 지방세포(adi-

Olanzapine은 정신분열병이나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pocytes)에서 합성되어26)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렙틴

증상을 가진 환자의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항정

수용체에 주로 작용한다.25) 인슐린은 지방세포에서 렙

1)2)

약물은 고전적인 항정신병약물에 비

틴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7) 또한 렙틴

해 좌불안석(akathisia), 근긴장증(dystonia), 파킨슨

도 췌장의 베타세포(pancreatic beta cell)에서 인슐린

증후군(Pakinsonian syndrome) 같은 운동장애를 거

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28)

신병 약물이다.

의 유발시키지 않고, 또한 clozapine과 연관되어 발생

위와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하는 무과립구증(agranulocytosis)이나 다른 혈액독성

는 olanzapine과 연관된 체중증가의 가능한 기전을 설

1)3)4)

(hemotoxicity)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olan-

명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인 6주간 olanzapine을 투여

zapine 투여로 인한 식욕과 체중의 증가는 기존의 다

한 후 체중, 체질량지수, 혈장 렙틴과 인슐린 그리고 공

1)3)5-7)

른 고전적인 약제에 비해 자주 보고되는데,

이

복시 혈당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식욕과 체중증가의 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어있지

연구방법

않고, 또한 이러한 체중증가가 치료의 비순응(noncompliance)을 유발하고 다른 내과적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8)9) 이 부작용의 기전을 규명해

1. 대상환자

보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정신과에서 DSM-Ⅳ 진

다른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인 clozapine으로 치료받

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으로 진단 받고 급성 정신병

은 환자도 또한 현저한 체중의 증가를 보인다는 연구들

적인 증상이 안정되고 이전 8주간 체중변화가 ±1kg미

10-14)

16)

만인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질관련장애,

등은 clozapine이 insulin 분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당뇨병과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신체적인

주장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들17-20)은 clozapine 치료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제외하였다. 평균연령은 36.0±16.

를 시작한 후에 나타난 당뇨병, 당뇨병성 케토산혈증

4세였고, 남자는 6명, 여자는 7명이었다.

이 있었다.

15)

그리고 Yazici

등과 Melkersson

(diabetic ketoacidosis), 당뇨성 혼수(diabetic coma),

Olanzapine 투여이전에 8명의 환자는 정형 항정신병

또는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당 조절의 장애

약물을 투여 받았었고, 3명은 risperidone을 투여 받았

를 보이는 환자들을 기술하였다.

으며, 2명은 과거에 어떠한 항정신병 약물투여도 받지

Thienobenzodiazepine 유도체인 olanzapine은 clo21)

않았었다. 기존에 항정신병약물을 투여받던 환자에서 약

또한 glucosein-

물배설기간은(wash-out period) 갖지 않고 항정신병

sulin homeostasis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고

약물을 중단한 후 곧바로 olanzapine을 단독으로 투여

실제로 최근의 증례 보고들에서22-24) olanzapine으로

하였으며 olanzapine 투여전과 투여후의 1주, 2주, 4주,

치료를 시작한 후에 당뇨병, 당뇨병성 케토산혈증(dia-

6주째에 체중,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BMI),

betic ketoacidosis)이 나타난 환자와 이미 진단된 당

렙틴, 인슐린의 혈장수치 그리고 공복시 혈당(fasting

뇨병환자에서 당 조절의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이 기술

glucose) 측정치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Olanzapine의

되었다.

용량에 따른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하루 용량은 모든

zapine의 화학적 구조와 비슷하고,

인슐린은 당의 재흡수(glucose uptake)를 자극하고,

환자에서 6주 동안 10mg을 유지하였고 필요시에 단기

항지질분해 호르몬(antilipolytic hormone)으로서 지방

간 benzodiazepine이 투여되었다. 모든 환자들이 표준

조직(adipose tissu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혈

병원식이를 하였다.

당을 통해서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슐린의 증
가는 체중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25)
또한 최근에는 비만 및 당뇨병과 연관된 렙틴(leptin)

2. 혈액의 분석(Analysis of sample)
모든 혈액표본은 아침식사와 투약 이전에 공복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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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 body mass index, plasma leptin, insulin and fasting glucose levels of patients receiving
olanzapine
Baseline

Measure

Week 1

Week 2

Mean

SD

Mean

SD

Weight(kg)

64.7

17.1

65.9

17.1

Mean

Body mass index

66

SD
17.7

Week 4
Mean

SD

67.5 17.4

Week 6
Mean

SD

F

df

P

68.7 16.5

31.0 4,48 <0.001
14.0 4,48 <0.001

23.2

3.9

23.6

3.9

23.7

4.1

24.2

3.8

24.7

3.5

Insulin(μIU/ml)

8.4

4.9

9.4

8.7

10.2

7.8

10.9

8

15.2

7.6

4.4 4,48

0.004

Leptin(ng/ml)

9.2

5.7

11.0

9.8

10.5

7.7

11.6

7.4

14.2

7.0

2.8 4,48

0.038

96.2

15.2

108.7

22.1 100.8

10.7

110.8 10.1

Weight(kg)
64.7
SD：standard deviation

17.1

65.9

17.1

17.7

67.5 17.4

Fasting glucose(mg/dl)

66

125.5 13
68.7 16.5

9.1 4,48 <0.001
31.0 4,48 <0.001

채혈되었다. 인슐린은 방사선 면역 분석방법(radioim-

서 의미있게 증가하였고(각각 F＝5.1, p＝0.043；F＝

munoassay method)에 의해 측정되었고(순천향대학

15.2, p＝0.002 ；F＝30.7, p<0.001), 체질량 지수

교 천안병원 방사면역검사실, Packard Inc. Cobra Ⅱ),

(BMI)도 투여 전(M＝23.2, SD＝3.9)과 비교하여 각

렙틴(leptin)은 Ma 등29)에 의해 디자인된 방사선 면

각 1주(M＝23.6, SD＝3.9), 4주(M＝24.2, SD＝3.8),

역분석 방법(RIA)에 의해 상품화된 장비(commercial

6주(M＝24.7, SD＝3.5)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각

RIA kit Linco Research, Inc., St. Louis, Mo.)를 사용

각, F＝5.3, p＝0.040；F＝13.9, p＝0.003；F＝28.1,

하여 혈장에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렙틴(leptin)을

p<0.001). 혈장 렙틴은 olanzapine 투여 전(M＝9.2,

측정하기 위해 총 8개의 기준표본(standard)을 사용하

SD＝5.7)과 비교하여 투여 6주째(M＝14.2, SD＝7)

였고, 모든 표본은 중복검사(duplication)하였으며, 표

에 유의하게 증가하였고(M＝10.3, SD＝0.007), 인슐

본 각각에 대한 총결합량에 대한 퍼센트(%B/Bo)를 y

린도 투여 전(M＝8.4, SD＝4.9)에 비해 투여 6주(M＝

축으로 하고, 표본의 농도를 x축으로 하여 각각 log 그

15.2, SD＝7.6)째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F＝15.3, p＝

래프로 나타낼 때 기울기(plot slop)는 1.894를 나타내

0.002). 반면 공복시 혈당은 투여 전(M＝96.2, SD＝

었고 거의 직선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Quality control

15.2)에 비해 4주(M＝110.8, SD＝10.1)와 6주(M＝

은(Qc1) 3.9ng/ml(유효범위：2.0~4.2ng/ml)이었고,

125.5, SD＝13)에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각각 F＝14.

Qc2는 19.09ng/ml(유효범위：12.9~26.8ng/ml)이었다.

5, p＝0.002；F＝33.3, p<0.001). 이상의 결과에서
olanzapine을 투여한지 6주째에 투여전과 비교하여 체

3. 통계 방법
Olanzapine 투여 기간에 따른 피험자들의 체중, 체질
량 지수, 인슐린, 렙틴(leptin)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repeated ANOVA를 이용하였고, 선형관계의 강도(strength of the linear relationship)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r)에 의해 계산하였다. p 값은 0.
05이하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중, 체질량 지수, 인슐린, 혈장 렙틴, 공복시 혈당이 모
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저자는 각각의 측정치를 olanzapine 투여전과 투여 후
6주째의 차이값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체중과 인슐린
(r＝0.62, p＝0.024), 체질량 지수와 인슐린(r＝0.56,
p＝0.048), 혈장 렙틴과 인슐린(r＝0.60, p＝0.032), 공
복시 혈당과 인슐린(r＝0.50, p＝0.035)이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체질량 지수와 혈장 렙틴은 상관성

과

의 경향(r＝0.53, p＝0.081)을 나타내었으나 체중과 혈

Olanzapine을 투여 받은 환자는 투여기간에 따라 체

장 렙틴은 상관관계가 없었다(r＝0.40, p＝0.181).

중, 체질량 지수, 혈장 렙틴, 인슐린 수치, 공복시 혈당

고

이 의미있게 증가하였다(표 1). 체중은 투여 전(M＝
64.7, SD＝17.1)에 비해 1주(M＝65.9, SD＝17.1), 4
주(M＝67.5, SD＝17.4), 6주(M＝68.7, SD＝16.5)에

찰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o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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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pine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체중과1)3)5-7)30) 체질
3)5)7)30)

량 지수

30)32)

렙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2-24)

과 인슐린

30)

그리고 공복시 혈당 도 모두

부에 존재하는 전구아편양 흑색소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신경원[proopiomelanocortin(POMC) neuron]을 통
해 신호를 보내고 이는 또 알파 멜라닌세포 자극 호르
몬[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0)

Melkersson등 은 0.6±0.4년의 비교적 장기간의

의 생성을 증가시켜 흑색소 부신피질 호르몬 4 수용체

olanzapine의 평균치료기간을 통해서 체중, 체질량지수,

(melanocortin 4 receptor)에 효현제로 작용함으로써

렙틴과 인슐린, 그리고 공복시 혈당의 유의한 증가를 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

34)

고하였으나 Kraus등 은 비정형항정신병약물과 비정

는 부분으로 렙틴이 갈색지방조직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형항정신병약물을 사용하면서 4주간의 비교적 단기간동

교감신경계에 작용하여 갈색지방조직의 대사적 활동성

안 체중, 체질량지수, 렙틴의 변화를 비교하여 정형항정

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서 소

신병약물보다 비정형항정신병약물을 투여한 군에서 의

모시키는 적응적 열생성(adaptive thermogenesis)이

미있는 증가를 보고하였다.

발생한다.31) 즉 렙틴은 식욕조절과 체중조절의 역할을

본 연구에서는 6주간의 비교적 단기간 olanzapine을

하고 일반적으로 과체중인 사람들에서 높다고 한다.32)

투여하여 투여 전후의 체중의 변화에 미치는 렙틴과 인

비만인 사람의 대부분에서 렙틴 수치는 증가되어 있지만

슐린 그리고 공복시 혈당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Olan-

렙틴이나 렙틴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는 가지고 있

zapine을 투여한 후 렙틴은 6주째에 의미있게 증가하였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만은 기능적 렙

고, 대상 환자 13명중의 10명(77%)에서 섭식욕구의 증

틴 저항(functional leptin resistance)의 형태로 나타

가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3명은 폭식의 양상을 보이기

나며 이 렙틴 저항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

도 하였다. 이들 환자에서 관찰된 체중증가는, 식욕조절

지 않다.31)

에 관여하는 다양한 신경전달체계에 미치는 olanza5)14)33)

pine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슐린도 체중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Kraus 등에 의

인슐린은 지방조직의 성장뿐만 아니라 저혈당을 통해 식

하면 이 약물이 직접적으로 렙틴 신호에 대한 중추신경

욕을 자극한다.25) 최근의 연구들에서22-24) olanzapine

계의 되먹이기 민감도(feedback sensitivity)를 감소시

을 사용한 후 당뇨병이 발생하고 이미 당뇨병으로 진단

켜, 렙틴 분비의 증가, 식욕 증가, 체중증가로 이어지는

받은 환자에서는 당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이

단계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34)

있다. 또한 Melkersson 등의 연구30)에서는 olanzapine

그러나 Ahren 등32)에 의하면 건강한 과체중의 사람

을 평균 7.2개월간 사용한 후 14명의 환자 중 3명이 당

들에서는 체질량 지수와 렙틴이 서로 상관관계를 보이며

뇨로 진단 받았고 증가된 체질량 지수를 가진 환자와 정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상 체질량 지수를 가진 환자 모두에서 고인슐린혈증 임

지수 증가와 렙틴의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의 경향성을

에도 불구하고 공복시 혈당의 중앙값이 증가하여 인슐린

나타내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고 체중의 증가와 렙틴

저항(insulin resistance)의 진단기준과 일치하는 환자

의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Melkersson 등의

들을 보고하였다. 이 같은 결과들은 olanzapine이 인슐

연구에서는 olanzapine을 투여한 대상 환자들의 57%

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여 과체중의

에서 렙틴이 증가하였지만 체질량 지수와는 상관관계가

원인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25) 본 연구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0) 이는 olanzapine이 체질량 지

에서도 olanzapine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 후 6주째를 비

수나 체중의 증가와는 독립적으로 렙틴의 증가에 직접적

교하였을 때 인슐린농도가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인슐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렙틴이 체중

린의 증가와 체중증가, 인슐린과 체질량 지수는 유의한

25)

조절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체질량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인슐린의 증가가 체중의 증가와 연

지수와는 독립적인 고렙틴혈증이 olanzapine으로 유도

관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공복시 혈당도 olanza-

되는 체중증가와 연관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30)

pine 투여 후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인슐린과 공복시 혈

렙틴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첫째는 식욕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렙틴이 시상하

당의 증가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인슐린 저항을
시사하는 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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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혈장 렙틴과 인슐린 농도 사이에 유의한

기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투여약물의 영향을 완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 소견과 위의 내용을 연관시켜

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적절한 대조군이 없었으

볼 때 olanzapine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장

며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인슐린과 렙틴이 지질

렙틴의 증가는 olanzapine에 의해 유발된 인슐린 농도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대한

의 증가와 인슐린 저항 때문이며 이 인슐린 농도의 증가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olanzapine을 투여하기

와 인슐린 저항이 체중증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

전과 투여한 후에 항정신병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30)

못했다. 향후 이를 고려한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또한 본 연구에서 olanzapine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한

것이다.

후 6주째의 렙틴의 증가와 인슐린의 증가 사이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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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Weight, Body Mass Index, Plasma Leptin, Insulin and
Fasting Glucose Level in Schizophrenic Patients Receiving Olanzapine
Yang-Rae Kim, M.D., Young-Joon Kwon, M.D., In-Joon Park, M.D.,
Hee-Yeon Jung, M.D., Kee-Min Woo, Ph.D., Man-Hee Cho,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oonchunh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hun-an Hospital, Chun-an

Objective：The aim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ossible mechanisms behind olanzapine-associated weight gain.
Method：Thirteen psychiatric inpatients(all meeting DSM-Ⅳ criteria for schizophrenia or schizophreniform disorder) receiving olanzapin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an hospital were
studied. Body weight, plasma leptin, insulin and fasting glucose levels were measured five-times over
6 weeks. Body mass index(BMI) was calculated.
Result：At the end of sixth week, body weight, BMI, plasma leptin, insulin and fasting glucose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baseline. Both insulin and leptin plasma leve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baseline at the end of the sixth week of treatment. Both body weight and BMI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baseline at the end of the first week, the fourth week and sixth week,
respectively. Fasting glucos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baseline at the end of the fourth week
and sixth week, respectively. Between baseline and sixth week, the body weight, BMI, plasma leptin
and fasting glucose level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insulin level. There was a tendency toward
a correlation between BMI and leptin level, whereas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ody weight
and leptin.
Conclusion：Olanzapine treatment was associated with weight gain and elevated level of leptin,
insulin and fasting glucose. Elevated insulin levels and hyperleptinemia may be mechanisms behind
olanzapine-induced weight gain.
KEY WORDS：Olanzapine·Weight gain·Leptin·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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