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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이 연구는 혈중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 발생기전의 이해를 도모하고, 더

불어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증진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2001년 2월~2004년 12월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질환 유전

체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 2,586명, 대조군 1,514명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성별(남성)이 가장 영향이 컸으며,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고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저밀도지단백, 

허리둘레, 중성지방, 인슐린저항성 지수, 혈중인슐린 농도가 주요관련요인으

로 밝혀졌다.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허리둘레가 7.2(%)으로 가장 영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성별(남성, 2.2%),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저밀도지단백, 혈중인슐린 농도 순이었다.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허리둘레가 20.8(%)으로 가장 

영향이 컸고 고밀도지단백이 5.5(%)으로 두번째로 영향이 컸으며 저밀도지단

백, 공복 시 혈당,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혈중인슐린 농도, 중성

지방/고밀도지단백 순이었다. 

  혈중인슐린 농도를 다섯 단계로 나눈 후 나이, 성별, 인슐린, 중성지방, 중

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후 

혈중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 혈중인슐

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7.1-9µU/ml)에서 심혈관질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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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위험이 1.331배 높았다. 또한 혈중인슐린 농도 (9.1-10µU/ml)에서도 혈중인

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830배, 마지막으로 혈

중인슐린 농도(12.1-97.4µU/ml)에서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1.856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혈중인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점

차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유의하였다. 고인슐린혈증은 기타 인자

들과는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 핵심어 : : : :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 , , , , 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심근경색 , , , ,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 , , , 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질환관상동맥질환 , , , , 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고인슐린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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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    서    서    서    서    론 론 론 론 

1111 . . . .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필요성필요성필요성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노인 연령층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만성 및 퇴

행성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은 국민 보건적 핵심관리 분야로 주목받고 있

다(김일순, 1995).

  심장은 관상동맥경화 및 관상동맥혈전 또는 산소 요구량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급성 혹은 만성 심근허혈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이는 협심증 

또는 심근 경색으로 이어져서 돌연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

장순환계 질환은 성인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20%에 이르고 발병연령층의 범

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각 선진국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

이다(박난미, 2002). 

  당뇨병, 고인슐린 그리고 고혈당증은 심근경색증의 강력한 위험요소로 알

려져 있다(Reaven, 1988). 심혈관질환 환자는 일반적으로 당내성이 높고, 

HDL콜레스테롤이 낮고,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인슐린혈증 덧붙여 복부비

만과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다(Chisholm 등, 1997).

  체지방 분포가 복강 내 집중된 형태의 중심성 비만(복부비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만인 사람에서는 인슐린 비의존성당뇨, 고혈압,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고지질혈증 등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흔한 질환인 

대사질환을 갖고 있으며, 고령층에서의 유병율은 반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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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ranzo 와 Ferrannini, 1987;  Genest 등, 1995). 이들 위험요인들은 몇 

가지 집락(cluster)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주요 요소가 인슐

린저항성으로 인한 고인슐린혈증이라고 알려져 있다(Ferrannini 등, 1987; 

Reaven, 1988; Kaplan, 1989).

  고인슐린혈증은 심혈관계 발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Pyorala, 1979; Welborn 등, 1979; Reaven 등, 1994). 실제로 증가된 혈중

인슐린 농도가 심근경색증에서 뿐만 아니라 뇌혈관 및 말초질환 환자에서도 

관찰되었으며(Tzagournis 등, 1968; Sloan 등, 1970; Gerler 등, 1975), 관상

동맥경화증 환자에서도 혈청내 증가된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비율과 함께 인슐린에 의한 포도당 이용의 

감소 및 고인슐린혈증이 관찰되었다(Yong 등, 1993; Yamada 등, 1994).

  이 연구는 혈중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심혈관질

환 유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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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 . .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이 연구는 혈중인슐린 농도가 심혈관질환, 특히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환자들에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중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둘째, 혈중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333 . . . .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용어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가가가가 . . . . 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인슐린저항성

  “인슐린저항성”은 과거 당뇨병 치료 시 하루 인슐린 요구량이 200단위 

이상을 초과하는 상태를 뜻하는 임상적 측면에서의 관념적인 용어로 사용되

어 왔으나(Shipp 등, 1965), 현재는 최근 인슐린의 구조, 생성, 분비 및 그 작

용기전이 규명되기 시작한 이후 그 뜻이 과거의 개념과는 틀린 측면에서 정

의되고 있다. 즉, 인슐린저항성은 생리학적 측면에서 일정한 정상량의 인슐린

이 정상 이하의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Kah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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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그 치료에 필

요한 인슐린 양이 정상인에서의 인슐린 분비량(0.4-0.4U/kg.BW)을 초과하는 

상태로도 정의되고 있다(Kahn, 1986). 한편으로는 고인슐린혈증 상태에서 고

혈당증이 지속되는 경우로도 표현되고 있다(Haffner 등, 1986). 인슐린저항성

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병인일 뿐 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고혈압, 복부비

만, 이상지혈증 등 대사성증후군 구성요소의 근간을 이루어 동맥경화증 위험

인자의 공통분모로 알려져 있다(Reaven, 1988).

나나나나 . . . . 비만비만비만비만

  비만은 단순하게 정의하면 체내의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를 의미한다. 

남성의 평균 지방량은 체중의 15~20(%)이며 여자의 경우에는 20~25(%)정도

에 이른다. 운동부족과 과식에 의한 잉여 칼로리는 지방의 형태로 체내에 축

적된다.

  비만을 정의하는 이유는 비만 자체보다는 비만에 의한 당뇨병, 심혈관 질

환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비만, 과체중, 정상 체

중의 정의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인구 집단내의 체중의 분포가 연속적

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임의적(arbitrary)이기 때문이며 인종, 

성별, 연령 등에 의해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쓰이

는 척도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로 체중(kg)/신장(㎡)이다. 서양

인 기준으로 비만은 BMI가 30(kg/㎡) 초과일 때이며 25~30(kg/㎡) 이하인 경

우에는 과체중이라고 정의한다. WHO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동양인의 경우에

는 BMI 23~24.9(kg/㎡) 범위가 서양인의 25~29.9(kg/㎡) 범위와 동등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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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간주된다(WHO, 2000). 그러나, BMI는 근육의 양, 체격 등의 변수를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도 비만의 범주에 속

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Kissebah 등은 허리 대 엉덩이 둘레 비(waist to hip ratio: WHR)를 이용하

여 비만을 상체비만과 하체비만으로 분류하였으며 상체비만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과 연관이 많다고 보고하였다(Kissebah 등, 1982). 복부의 지

방량이 BMI보다 합병증 예측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어 현재는 BMI와 허리둘

레나  허리 대 엉덩이 둘레 비를 비만의 척도로 쓰고 있다. WHO 기준에 의하

면, 남녀 모두에서 BMI가 30(kg/㎡) 초과일 때 또는 남성의 경우 WHR가 0.9 

초과일 때, 여자의 경우 WHR가 0.85 초과일 때 비만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NCEP ATPⅢ 기준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102(cm) 초과, 여자의 경

우 88(cm) 초과인 경우 비만으로 정의한다(Adult Treatment Panel Ⅲ, 200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기준을 따르면 비만의 위험도를 과소평가 할 우려

가 있다. 아직 완전히 동의된 바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남자의 경우 허리둘레가 90(cm)이상, 여자의 경우 80(cm)이상일 때 비

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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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111 . . . . 인슐린저항성의 인슐린저항성의 인슐린저항성의 인슐린저항성의 기전기전기전기전

        인슐린저항성의 원인은 인슐린이 췌도 베타세포에서 생성되어 순환혈액내

로 분비되고 그 표적세포에 도달하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병적상태 발

생에 기인되는 경우와, 인슐린이 표적세포에 도달한 후 세포수준에서의 작용 

과정중의 어느 단계에서의 결함에 기인되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Kolterman 등, 1983).

  인슐린 저항성은 생체에서 베타세포의 보상기전으로 고인슐린혈증이 동반

된다. 만약 유전적 또는 후천적 베타세포의 장애 또는 파괴가 있다면 인슐린

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여 내당능장애 또는 당뇨병이 발병될 것이지만 베타

세포가 튼튼하다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여 고인슐린혈증 상태가 되어 평

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생체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

진하는 주된 자극은 포도당이다. 따라서 고인슐린혈증은 인슐린의 여러 작용 

중 주로 당대사에 관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감지하여 조정이 된다. 그러므

로 당대사는 보상되어 정상이 되지만 다른 기능들은 필요 이상의 인슐린에 

노출되게 되고, 과다한 인슐린이 인체의 각 기관, 조직 및 세포 수준에서 다

양한 작용을 하여 고인슐린혈증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표현형을 보일 수 있

으며 동맥경화증 또한 이 표현형 중 비교적 흔한 한 가지 질병의 표현으로 

정리될 수 있다(Figure  1). 



- 7 -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 1. 1. 1. Scope Scope Scope Scope of of of of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Song Song Song Song YD, YD, YD, YD,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 , , , 1997199719971997

  지금까지 알려진 기전으로, 인슐린저항성과 이의 보상으로 발생하는 고인

슐린혈증이 간의 초저밀도지단백(very low lipoprotein, LDH)합성을 촉진하고 

고중성지방혈증(hypertriglyceridaemia) 및 고밀도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감소를 이야기하고,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저밀도지단백

(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증가와 산화 저밀도지단백의 증가를 초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ffner 등, 1992; Reaven 등, 1993; Austin 등, 

1995).

  또한 plsminogen activator inhibitor(PAI)-1의 증가를 동반하여 혈전형성을 

증가시키고(Vague 등, 1986), 평활근 세포의 기질 생산 등을 촉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Goldstein 등, 1989; Larson 등, 1988), 세포내 신호전달체

계인 PI-3 kinase 활성도가 감소하여 혈관 확장억제, 평활근 세포의 성장 및 

이동, 접착 물질(adhesion molecule) 발현 등 nitric oxide(NO) 관련 항 동맥

경화작용의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e Cartesia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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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Zeng 등, 1996).

2222 . . . .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비만비만비만비만

  비만환자에서는 동반되는 위험인자들과 별개로 심혈관질환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환자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이 매우 흔

히 관찰되지만, 일부 비비만 개체에서도 인슐린저항성은 관찰되므로 비만이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중증가 자체는 심혈

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Ruderman 등, 1998). 체중과 더불어 체지방 

분포 또한 인슐린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복부

비만이 중요하다. 허리둘레가 복부비만의 중요한 임상척도이며, 인슐린 농도 

및 인슐린저항성 지수들과 좋은 상관관계를 보인다(Abate 등, 2004).

  지방조직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이들은 인슐린저

항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비만과 혈중 CRP, TNFα, IL-6 농도는 서로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 한국인에서도 인슐린저항성 지수(HOMA-IR, QUICKI)와 

CRP가 서로 유의하게 관련됨이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04). 지방세포에

서 분비되는 과도한 사이토카인이 인슐린저항성 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발병

기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TNFα는 IRS-1의 

serine phosphorylation lipase 활성을 억제하고 lipolysis를 촉진한다. 쥐에서

는, TNF⍺에 대한 항체 처리를 하면 인슐린감수성이 호전되지만 사람에서는 

그보다는 덜 효과적이다(Fonseca 등, 2004). 혈관과 심장에서도 TNF⍺는 동

맥경화와 심부전에 관련되는 염증과정을 촉진하며, eNOS 발현을 억제한다. 

IL-6 또한 내피세포에서의 사이토카인 발현을 촉진하여 내피세포 기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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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시킨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체지방의 분포가 관동맥질환 및 뇌졸중의 독립적인 

예후인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장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

져 있다. The Second National Health and Examination Survey(NHANES 

Ⅱ)결과를 보면 과체중은 정상체중에 비해서 고혈압이 2.9배 증가하며, 

Framingham 연구에서도 표준체중의 20(%) 증가가 고혈압의 빈도를 8배 이

상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혈압 환자를 관찰해 보면 정상 혈압인 

사람에 비해서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방량과 혈압의 비례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며, 비만에서 고혈압 위험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체중 

감소는 혈압을 낮춘다(WHO, 2000).

3333 . . . .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발생과의 발생과의 발생과의 발생과의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인슐린저항성에 따라 보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인슐린혈증은 교감신경계 활

성도 증가(Rowe 등, 1981), 신장 소디움 배설 억제(Baum, 1987), 세포내 양

이온 이동(Drazin 등, 1988) 및 혈관 평활근 세포 체액의 증가와 더불어

(Stout 등, 1975; Kaiser 등, 1985) 고혈압 발생을 촉진하거나 PDGF(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등 성장인자들의 작용을 항진시켜 심혈관질환 발생

에 관여한다(De Fronzo 등, 1991).

  또한, 직접적으로 세포내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체계의 활성화

를 통하여 혈관세포 증식, 기질합성 등을 야기하여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

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Hachiya 등,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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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Figure Figure Figure 2. 2. 2. 2. Vascular Vascular Vascular Vascular cell cell cell cell affected affected affected affected on on on on insulininsulininsulininsulin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Lee Lee Lee Lee WY, WY, WY, WY, 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 , , , 2004200420042004

  생리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인슐린은 내피세포와 VSMC에 대

해 항동맥경화 작용을 가지지만, PI 3-kinase 활성이 저하되는 인슐린저항성 

상태에서는 인슐린의 항동맥경화 작용은 사라지고, MAP kinase 경로 활성에 

의한 동맥경화촉진작용을 나타내게 된다(Figure 2).

4444 . . . . 고인슐린혈증과 고인슐린혈증과 고인슐린혈증과 고인슐린혈증과 당뇨병과의 당뇨병과의 당뇨병과의 당뇨병과의 관계관계관계관계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의 병인은 인슐린 수용체 

신호전달 체계 장애에 따르는 인슐린저항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Golay 

등, 1988; DeFronzo, 1988).

  인슐린저항성에 따르는 고인슐린혈증이 당뇨병 합병증의 원인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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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보고되고 있다(Ferrannini 등, 1987). 일반적으로 비만한 체형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다. 과도한 지방조직의 축적, 특히 복부비만은 

지방대사 장애에 따르는 인슐린저항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

해 고인슐린혈증이 초래되어 비만,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 등의 복합

적인 대사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고인슐린혈증과 관련된 이러한 복합 

대사질환은 X 증후군 또는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이라 불리우고 있다(Figure 

3).

      UPPER UPPER UPPER UPPER BODY         BODY         BODY         BODY         FAMILY             FAMILY             FAMILY             FAMILY             OTHERS         OTHERS         OTHERS         OTHERS         
                        OBESITYOBESITYOBESITYOBESITY

                �             �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   �       DIABETESDIABETESDIABETESDIABETES

                                �

                          HYPERINSULINEMIAHYPERINSULINEMIAHYPERINSULINEMIAHYPERINSULINEMIA

                                              � 

    DYSLIPOPROTEINEMIADYSLIPOPROTEINEMIADYSLIPOPROTEINEMIADYSLIPOPROTEINEMIA         �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THROMBOSISTHROMBOSISTHROMBOSISTHROMBOSIS

                                                                                            OTHERSOTHERSOTHERSOTHERS

                           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
Figure Figure Figure Figure 3. 3. 3. 3. Diagram Diagram Diagram Diagram showing showing showing showing possible possible possible possible link link link link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resistance,  resistance,  resistance,  resistance,  

            hyperlipidemia, hyperlipidemia, hyperlipidemia, hyperlipidemia, dyslipidemia dyslipidemia dyslipidemia dyslipidemia and and and and 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atherosclerosis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Song Song Song Song YD, YD, YD, YD,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의과대학, , , , 19971997199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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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심혈관질환

        관상동맥 혈류의 흐름이 지방함유세포가 혈관내막에 축적됨으로써 지방질

에 대한 섬유성 반응이 일어나 내막의 두께가 증가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

지고 내면이 위축되어 심근에 국소허혈을 일으킨다. 심근허혈은 임상적으로 

협심증(angina pectoris)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통증이나 심근경색증

(myocardial infarction)에서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급사(sudden death)를 초

래하기도 한다(Figure 4).

Figure Figure Figure Figure 4. 4. 4. 4.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is is is is a a a a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Progressive ProcessProcessProcessProcess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Allison Allison Allison Allison B, B, B, B, Circulation, Circulation, Circulation, Circulation, January January January January 21 21 21 21 2003200320032003

     Vascular disease is a progressive process. Poor control of     

     blood pressure, cholesterol, diabetes and smoking can          

     all accelerate the process. The patient with diabetes           

     may not  have symptoms, even with advanc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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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Figure Figure Figure 5. 5. 5. 5. Atherosclerosis Atherosclerosis Atherosclerosis Atherosclerosis by by by by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resistance.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Lee Lee Lee Lee WY, WY, WY, WY, 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 , , , 2004200420042004

  혈관벽에서 인슐린저항성과 이로 인한 고인슐린혈증이 동맥경화에 기여하

는  기전 PI 3-kinase 경로가 억제된 상태에서 고인슐린혈증이 초래되며 이

로 인해 MAP kinase 활성화가 지속되고 Ras 및 Rho 단백의 prenylation을 

증가시키면 IGF-1, epidermal growth factor, PDGF, angiotension Ⅱ에 대

한 세포반응이 증가된다. 또한 이러한 prenylation 과정은 여러 성장인자들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인슐린은 Erk  MAP kinase를 통해 prenyltransferase

를 활성화하고, 인슐린저항성과 동반된 고인슐린혈증이 있을 경우 상기 반응

은 증폭된다.

  인슐린저항성에 동반된 고인슐린혈증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3가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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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용이 있다. 

  첫째, eNOS 및 NO 생성을 억제하고, 둘째, VSMC에 대한 PDGF 작용을 

촉진하며, 셋째, Ras 및 Rho 단백의 prenylation을 촉진하여 혈관에 대한 여

러 성장인자의 작용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작용들은 모두 PI 3-kinase 경로

의 장애 및 Shc-Ras-MAP kinase 경로의 증폭에 기인한다(Figure 5). 

Figure Figure Figure Figure 6. 6. 6. 6. The The The The cadiovascular cadiovascular cadiovascular cadiovascular risk risk risk risk factorsfactorsfactorsfactors

                                        Source Source Source Source : : : : Lee Lee Lee Lee WY, WY, WY, WY, 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내분비학회지, , , , 2004200420042004

  인슐린저항성과 이상지혈증, 지방세포에서 인슐린감수성이 감소되면 유리

지방산 분비가 증가되어 혈중 유리지방산 농도가 증가한다. 증가된 유리지방

산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수송되고, 간에서는 이를 기질로 하여 VLDL 합

성, 분비를 증가하여 고중성지방혈증이 초래된다. 인슐린저항성 상태에서는 

CETP 활성화가 증가되어 VLDL로부터 HDL, LDL로부터 cholesterol ester를 

받는 교환과정이 활성화된다. 중성지방이 많고 apoA-Ⅰ는 HDL로부터 잘 분



- 15 -

리되어 유리형태도 되어 소변으로 잘 배출되고 apoA-Ⅰ가 줄면서 콜레스테

롤 역수송이 줄게 된다. 중성지방이 많이 함유된 LDL은 lipolysis되어 small 

dense LDL로 바뀐다. HDL 농도 감소 및 small dense LDL 증가는 각각 독

립적인 심혈관질환 인자로서 작용한다(Figure 6).

  인슐린저항성에 동반되는 diabetic dyslipidemia라 불리는 특징적인 3가지 

형태가 있는 바, 고중성지방혈증, low HDL-C, small dense LDL-C이 대표적

이다.

6666 . . . .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저항성과 고혈압고혈압고혈압고혈압

  고혈압과 허혈성 심질환의 깊은 연관성으로 인하여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

지로 고혈압을 정의하고 있으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WHO/ISH 지침 

소위원회는 JNC 정의와 분류에서 고혈압을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

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이 있다고 정의한다. 동맥 혈압

은 60세 이전에는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단지 수축기 혈

압이 증가하며, 이완기 혈압은 안정적이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이완기 혈압은 상승되고, 수축기 혈압은 심혈관질환 

사망률과 발병률의 증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Applegate, 1994).



- 16 -

 

 Classification
Blood pressure  

Systolic  

        mmHg

Diastolic
Optimal

Normal

Prehypertension

High normal

Stagel Hypertension (Mild)

Minor group : Borderline 

Stage2 Hypertension(Moderate)

Stage3 Hypertension(Severe)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

Minor group : Borderline

<120 

120

120-130

130-139

140-159

140-149

≥ 160

≥180

≥140

140-149

    <80

    <85

      80-85

  85-89

  90-99

  90-99

        ≥100

      ≥110

     <90

     <90

Table Table Table Table 1. 1. 1. 1. Definition Definition Definition Definition of of of of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 : : : JNC JNC JNC JNC VIIVIIVIIVII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발생률은 30~6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고

혈압은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의 주요 구성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고혈압 환자

에서 인슐린저항성의 동반률은 약 20~40%로 보고되어 있다.

  고혈압과 인슐린저항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어느 

정도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논란이 많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공복 인

슐린 농도가 높고, euglycemic clamp 동안 glucose disposal이 감소된다

(McFarlane 등, 2001). 고혈압과 인슐린저항성의 관계는 비만환자에서 더 뚜

렷이 관찰된다. 또한 비만환자에서 약간의 체중을 감량하면 비례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설명하는 많은 기전이 있다(DeFronzo 등, 

1991). 그 기전으로서는, 인슐린으로 매개되는 혈관확장의 장애, 내피세포기

능장애, 교감신경 활성화, 염분 저류, Pressor amine에 대한 혈관 감수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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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인자 활성증가에 의한 VSMC증식 등이 있다. 고혈압은 다양한 원인

을 가진 질환이며, 특발성 고혈압 환자 모두가 인슐린저항성을 가지진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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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이 연구는 2001년 2월~2004년 12월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질환 유전체 

연구에 참여한 18~90세의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환자

군 2,586명(남 : 여=1,510명 : 1,076명)과 정상 대조군 1,514명(남 : 여=875명 

: 639명) 총 4,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나나나 .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환자군(심혈관질환) 정의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환자군(평균 연령 53.16 ± 11.13)세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환

자군(심혈관질환)으로 정의하였다.

    2) 대조군 정의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정상 대조군(평균 연령 55.66 ± 10.92)세 관상

동맥 질환의 증상 또는 위험인자가 없고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근

경색, 뇌혈관질환을 진단 받지 않은 사람으로 흉부 X선상 심장비대 소견이 

없고 심전도 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사람 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 

BMI)가 30(kg/m²), 중성지방이 400(mg/dL)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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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틀틀틀틀

                    Figure Figure Figure Figure 7. 7. 7. 7. The The The The framework framework framework framework of of of of the the the the study.study.study.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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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료 자료 자료 자료 수집 수집 수집 수집 방법방법방법방법

  대상 환자의 성, 연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의 유무는 병력청취를 통해 조

사하였고, 특히 흡연과 음주습관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

여한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가가가가 . . . . 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나이, 직업 등의 일반적인 사항과 심혈관질환의 진단, 인체계

측(신장, 몸무게 등), 체지방측정, 혈압측정, 질병의 과거력 및 가족력, 건강

상태, 흡연, 음주, 운동, 약물복용, 여성력, 영양에 대하여 조사된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유전 역학 연구 조사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부록).

나나나나 . . . . 임상측정임상측정임상측정임상측정

  임상측정은 키, 체중, 특히 비만도의 측정은 환자의 체중(kg)과 신장(cm)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BMI=Weight(kg)/[height (m)]²)를 계

산하였고,  여기서 체질량 지수 27(kg/㎡) 이상인 환자를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평

평한 바닥에서 선 자세로 제대부위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여 허리대 엉덩이 

둘레비(waist hip ratio, WHR)를 구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 수축기/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고, 12시간 공복 

혈청 포도당 농도, 인슐린 등을 측정하였다. 대상 환자의 혈청학적 검사는 

전신상태가 안정된 후 시행하였으며, 10시간 이상 공복 후 채혈하여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자동 분석기(Autoanalyzer Hitachi 7150, Hit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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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고, HDL 콜레스테롤은 

침전제를 이용하여 유미지립(chylomicron),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 초저밀도 지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을 

침전시킨 후 상층액에 있는 HDL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효소법으로 측정하였

다. LDL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총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중성

지방/5)에 의해 계산되었다.

  혈압은 외래에서 측정하여 140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이거나 이미 고

혈압으로 진단받고 약물투여중인 환자들의 것이다.

        

3333 . . . . 약어 약어 약어 약어 정리정리정리정리

 * BMI : body mass index  

 * FBS : fasting blood sugar

 *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 HOMARI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 TG/HDL :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 TG : triglyceride

 *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 WBC : white blood cells

    Figure Figure Figure Figure 8. 8. 8. 8. Abbreviation Abbreviation Abbreviation Abbreviation and and and and acronymsacronymsacronymsacrony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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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 . . .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version 8.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

계적 유의성은 제1종 오류가 0.05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 분석은 남녀로 구분하고,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

압)이 있는 경우를 환자군, 그 외 정상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대조군으로 하

였다.

  첫째, 환자군과 대조군의 기본적인 임상특성은 t-test와  카이제곱 검정(χ

²-test)을 이용하였고, 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대조군을 대상으로 t-test를 실시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둘째, 혈중인슐린 농도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카이제곱 검정(χ²-test)을 실시하

였다.

  셋째, 혈중 인슐린 농도 단계와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

압 발생 위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넷째,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1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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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111 . . . .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가가가가 . . . . 연령연령연령연령, , , ,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환자환자환자환자----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성별 성별 성별 성별 분포분포분포분포

  연령을 세 구간으로 설정 후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분

석하였다. 환자군 2,586명, 대조군 1,514명이며 남자 2,385명, 여자 1,715명으

로 총 4,100명이었다(Table 2).

  환자군 중 남자는 40세-59세 사이가 833명(55.17%), 여자는 541명(50.28%)

으로  대조군 중 남자는 40세-59세 사이가 507명(57.94%), 여자도 363명

(56.81%)으로 환자군 보다 많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조군이 많았다.

YearYearYearYear
CaseCaseCaseCase ControlControlControlControl

MenMenMenMen
(N=1510)(N=1510)(N=1510)(N=1510)

WomenWomenWomenWomen
(N=1076)(N=1076)(N=1076)(N=1076)

MenMenMenMen
(N=875) (N=875) (N=875) (N=875) 

WomenWomenWomenWomen
(N=639)(N=639)(N=639)(N=639)

<40<40<40<40

40-5940-5940-5940-59

≥≥≥≥60606060

TotalTotalTotalTotal

129(8.54)

833(55.17)

548(36.29)

(100.0)

59(5.48)

541(50.28)

476(44.24)

(100.0)

77(8.80)

507(57.94)

291(33.26)

(100.0)

100(15.65)

363(56.81)

176(27.54)

(100.0)

Table Table Table Table 2. 2. 2. 2. Study Study Study Study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population by by by by sex sex sex sex and and and and age age age age group            group            group            group            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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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 환자군과 환자군과 환자군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생활습관 생활습관 생활습관 생활습관 비교 비교 비교 비교 

  생활습관에 따라서 심혈관질환(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Table 3).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환자군에서 1,278명(49.42%), 대조군에서 

692명(46.51%)으로 환자군에서 많았다.

  음주율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환자군에서 1,089(42.11%), 대조군에서 

445명(48.63%)으로 대조군에서 많았으며 과거에 마셨으나 지금 끊은 사람도 

환자군에서 1,142명(44.16%), 대조군에서 432명(47.21%)으로 대조군이 많았

다. 그러나 현재 술을 마시는 사람은 환자군에서 355명(13.73%), 대조군에서 

38명(4.16%)으로 환자군이 많았다. 

  운동률은 환자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86명 (53.70%), 대조군은 414

명(46.1%)으로 환자군이 많았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환자군에서 

1,195명(46.30%), 대조군에서 483명 (53.85%)으로 대조군에서 많았다. 

  일상생활 활동면은 하루 종일 거의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 환자군에서 

24명(0.94%), 대조군 14명(1.61%)으로 대조군이 많았고 주로 앉아서 생활

하는 사람이 환자군 856명(33.41%), 대조군 229명(26.29%)으로 환자군이 

많았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람도 환자군에서 1,391명(54.29%), 대조군

에서 502명(57.63%)으로 대조군에서 많았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도 환자군 216명(8.43%), 대조군 106명으로 대조군에서 많았다. 그러나 심

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환자군에서 75명(2.93%), 대조군 20명(2.30%)으로 환

자군에서 많았다. 흡연율과 음주률, 운동, 활동량은 심혈관질환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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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se          Case          Case          Case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XXXX²²²²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N N N N (%)         (%)         (%)         (%)         N N N N (%)               (%)               (%)               (%)               (<0.05)(<0.05)(<0.05)(<0.05)

 SmokingSmokingSmokingSmoking

  Non-Smoker

  Ever-Smoker

 Alcohol Alcohol Alcohol Alcohol intakingintakingintakingintaking

  Non-Drinker

  EX-Drinker

  Current-Drinker

 ExerciseExerciseExerciseExercise

  Yes

  No

    Physical Physical Physical Physical activityactivityactivityactivity

  Lying   man

  Sitting  work

  Light    work

  General work

  Heavy  work

1,308(50.58)

1,278(49.42) 

1,089(42.11)

1,142(44.16)

 355(13.73)

1,386(53.70)

1,195(46.30)

    24(0.94)

  856(33.41)

1,391(54.29)

   216(8.43)

    75(2.93)

796(53.49)

692(46.51)

445(48.63)

432(47.21)

  38(4.16)

414(46.15)

483(53.85)

  14(1.61)

229(26.29)

502(57.63)

106(12.17)

  20(2.30)

162.10  <.0001

63.15   <.0001

14.88   <.0001

25.00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3. 3. 3. 3. The The The The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lifestyle lifestyle lifestyle lifestyle and and and and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diseasediseasedisease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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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 환자군과 환자군과 환자군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대조군의 신체측정 신체측정 신체측정 신체측정 및 및 및 및 혈액분석 혈액분석 혈액분석 혈액분석 수치 수치 수치 수치 비교   비교   비교   비교   

  체질량지수, 혈압, 허리둘레, 혈액을 분석하여 환자, 대조군 평균과 표준편

차를 알아보고자 하였다(Table 4).

  체질량지수는 환자군에서 25.09±2.97(kg/m²)이었고 대조군은 23.37±2.92(kg/m²)로

써 환자군이 유의하게 높았고 수축기혈압도  127.69±19.08(mmHg)이었으며 이완

기혈압은 80.28±11.30(mmHg)이었다. 또한 허리둘레는 88.81(cm)이었고 혈중

인슐린 농도는 9.76±6.43(µU/ml)이었으며 공복 시 혈당은 

96.03±27.50(mg/dl)이었다. 그리고 인슐린저항성은 2.40±2.28이었고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은 4.32±3.79(mg/dl)이었으며, 중성지방은 164.2±111.35(mg/dl)이고 고밀도지

단백은 42.96±11.56(mg/dl), 백혈구는 5.45±1.78(×10³cells/ml)이었다. 대조군과 

비교 시 모든 수치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혈중인슐린 농도, 공복 시 혈당, 인슐저항성 지수,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중성지방의 통계적 검정결과 매우 유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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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se(n=1514)Case(n=1514)Case(n=1514)Case(n=1514) Control(n=2586)Control(n=2586)Control(n=2586)Control(n=2586)         F   F   F   F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0.05) (<0.05) (<0.05) (<0.05) Mean Mean Mean Mean ±±±±    SD  SD  SD  SD  Mean Mean Mean Mean ±±±±    SDSDSDSD

Body Body Body Body measuremeasuremeasuremeasure

BMI(kg/m²)

 

SBP(mmHg)

DBP(mmHg)

Waist(cm)

Blood Blood Blood Blood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

Insulin(µU/ml)

FBS(mg/dl)

HOMAIR

                  

TG/HDL(mg/dl)

LDL(mg/dl)

TG(mg/dl)

HDL(mg/dl)

WBC(×10³cells/ml)

25.09±2.97

127.69±19.08

80.28±11.30

 88.81±8.38

9.76±6.43

96.03±27.50

2.40±2.28

4.32±3.79

119.37±36.03

164.2±111.35

42.96±11.56

5.45±1.78

23.37±2.92

116.49±15.55

75.40±9.46

82.13±8.45

7.80±5.93

86.59±15.59

1.70±1.56

3.04±2.51

124.55±33.87

132.32±87.73

48.67±11.86

4.96±1.68

 

 1.03     0.49

 1.51   <.0001

 1.43   <.0001

 1.02     0.70

 1.17   0.0005

 3.11   <.0001

 2.13   <.0001

 2.27   <.0001

 1.13   0.0080 

 1.61   <.0001

 1.05     0.27

 1.12     0.05

Table Table Table Table 4. 4. 4. 4. The The The The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associa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lood blood blood blood pressure, pressure, pressure, pressure,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and and and and CVDCVDCVDCVD

BMI : bod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G/HDL :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TG : triglyceride,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WBC : white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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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 . .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에 농도에 농도에 농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위험요인과   

    의 의 의 의 관련성관련성관련성관련성

가가가가 . . . . 성에 성에 성에 성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차이차이차이차이

    연구대상자를 남, 녀로 나누고 대조군을 대상으로 고인슐린혈증과 정상 인

슐린혈증으로 나누어 연령,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공복 시 혈당, 중성

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백혈구 수, 인슐린저항성 지수의 평균 표준편

차를 살펴보았다.

    1) 남성(Table 5)

  우선 대조군에서 남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은 정상 혈중 인슐린 

농도에서 54.92±10.20(세)로 많았으며 허리둘레는 고인슐린혈증에서 

92.10±7.45(Cm), 정상 인슐린혈증은 85.55±7.78(Cm)로 약 6cm 정도 차이

가 있었으며 체질량지수도 고인슐린혈증에서 26.14±3.00(kg/m²)으로 더 높

았으며 혈압에서도 수축기혈압 126.17±18.53(mmHg), 이완기혈압 

81.20±11.65(mmHg)으로 고인슐린혈증에서 더 높았다.

        공복 시 혈당도 고인슐린혈증에서 97.17±26.60(mg/dl)으로 높았으며, 중성지

방 196.41±142.83(mg/dl),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5.47±4.80(mg/dl), 백혈구 수 

5.97±1.85(×10³cells/ml), 인슐린저항성 지수 3.77±3.25으로 모두 고인슐

린혈증에서 높았으며 나이,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P-Value 0.0025), 공복 시 혈당,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백혈구 

수, 인슐린저항성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P-Value가 <.0001로 매우 유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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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rum Serum Serum Serum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T T T T value   value   value   value   P P P P value value value value 

    ((((2222~~~~9999....9999µµµµUUUU////mmmmllll    )    )    )    )    ((((≥≥≥≥11110000µµµµUUUU////mmmmllll))))                                                                (<0.05)(<0.05)(<0.05)(<0.05)

 

    AgeAgeAgeAge

 (yrs)

 WaistWaistWaistWaist

 (cm)

 BMIBMIBMIBMI

 (kg/m²)

 SBPSBPSBPSBP

 (mmHg)

 DBPDBPDBPDBP

 (mmHg)

 FBSFBSFBSFBS

 (mg/dl)

 TGTGTGTG

 (mg/dl)    

 TG/HDLTG/HDLTG/HDLTG/HDL

 (mg/dl)

    WBCWBCWBCWBC

(×10³cells/ml)

    HOMAHOMAHOMAHOMAIRIRIRIR

 54.92±10.20    52.63±11.87       4.49     <.0001 

 85.56±7.78     92.07±7.45       -18.92    <.0001

 23.85±2.68     26.14±3.00       -17.67    <.0001

120.75±17.60   126.17±18.54      -6.76     <.0001

 78.42±10.53   81.20±11.65       -5.50     0.0025

 91.69±22.84   97.17±26.60       -4.88     <.0001

144.26±93.01  196.41±142.83     -8.96     <.0001

  3.66±2.91      5.47±4.80        -9.35     <.0001

  5.34±1.73      5.97±1.85        -6.75     <.0001

 

  1.42±0.65      3.77±3.25       -19.10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5. 5. 5. 5. The The The The level level level level of of of of CVD CVD CVD CVD risk risk risk risk factors factors factors factors by by by by serum serum serum serum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in   in   in   in   

                                            healthy healthy healthy healthy men.men.men.men.

BMI : body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G : 

triglyceride, TG/HDL :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WBC : 

white blood cells,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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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Table 6)

  대조군에서 여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연령은 정상 혈중인슐린 농도에

서 54.65±11.36(세)로 많았으며 허리둘레는 고인슐린혈증에서 

88.22±9.82(Cm)으로 정상 인슐린혈증은 82.95±9.21(Cm), 약 5cm 정도 차

이가 있었으며 체질량지수도 고인슐린혈증에서 25.71±3.25(kg/m²)으로 더 

높았으며 혈압에서도 수축기혈압 128.95±19.10(mmHg), 이완기혈압 

78.57±11.67(mmHg)으로 고인슐린혈증에서 높았다.

  공복 시 혈당도 고인슐린혈증에서 97.51±28.23(mg/dl)으로 높았으며, 중성

지방 168.07±96.32(mg/dl),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4.10±3.04(mg/dl), 백혈구 수 

5.59±1.85(×10³cells/ml), 인슐린저항성 지수 3.64±2.74로 모두 고인슐린

혈증에서 높았으며 나이,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시 혈당,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백혈구 수, 인슐린저항성 지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P-Value가 <.0001로  매우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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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 body mass index,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FBS : fasting blood sugar, TG : triglyceride, TG/HDL :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WBC : white blood cells,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variables
                                        Serum Serum Serum Serum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T T T T value   value   value   value   P P P P value value value value 

    ((((2222~~~~9999....9999µµµµUUUU////mmmmllll    )    )    )    )    ((((≥≥≥≥11110000µµµµUUUU////mmmmllll))))                                                                (<0.05)(<0.05)(<0.05)(<0.05)

     AgeAgeAgeAge

 (yrs)

 WaistWaistWaistWaist

 (cm)

 BMIBMIBMIBMI

 (kg/m²)

 SBPSBPSBPSBP

 (mmHg)

 DBPDBPDBPDBP

 (mmHg)

 FBSFBSFBSFBS

 (mg/dl)

 TGTGTGTG

 (mg/dl)    

 TG/HDLTG/HDLTG/HDLTG/HDL

 (mg/dl)

    WBCWBCWBCWBC

(×10³cells/ml)

    HOMAHOMAHOMAHOMAIRIRIRIR

 54.65±11.36    56.93±11.42      -3.92     <.0001 

 82.95±9.21      88.22±9.82      -10.96    <.0001

 23.64±2.93      25.71±3.25      -12.85    <.0001

123.28±19.20    128.95±19.10     -5.79     <.0001

 76.82±10.53     78.57±11.66     -3.03     <.0001

 88.38±21.91     97.51±28.23     -6.81     <.0001

128.93±84.42    168.07±96.32     -8.29     <.0001

  2.99±2.90        4.10±3.04      -7.37     <.0001

  4.79±1.54        5.59±1.83      -8.36     <.0001

 

  1.42±0.63        3.64±2.74     -19.17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6. 6. 6. 6. The The The The level level level level of of of of CVD CVD CVD CVD risk risk risk risk factors factors factors factors by by by by serum serum serum serum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in    in    in    in    

                                            healthy healthy healthy healthy women.women.women.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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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 혈중 혈중 혈중 혈중 인슐린 인슐린 인슐린 인슐린 농도와  농도와  농도와  농도와  신체 신체 신체 신체 측정측정측정측정, , , , 혈액 혈액 혈액 혈액 분석분석분석분석, , , , 흡연과의 흡연과의 흡연과의 흡연과의 상관상관상관상관

관계관계관계관계

  혈중 인슐린 농도와 신체 측정, 혈액 분석, 흡연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

았다(Table 7).

  혈중인슐린 농도와 체질량지수는(R=0.30)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허

리둘레(R=0.28), 공복 시 혈당(R=0.18), 수축기 혈압(R=0.13), 이완기 혈압

(R=0.10)도 모두 혈중 인슐린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혈액 분석에서 인슐린저항성 지수(R=0.85),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R=0.20), 중성지방(R=0.19), 백혈구 수는(R=0.21)으로 모두 혈중 인슐린 농도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고밀도지단백은(R=-0.13)으로 음의 상관관

계가 있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공복 시 혈당,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인슐린저

항성지수,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백혈구 수는 통계

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혈중인슐린 농도는 성별, 나이를 보정한 후에도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공

복 시 혈당,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인슐린저항성,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중성지방, 백혈구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관찰

되었다. 그러나 고밀도지단백은 음의 상관관계(-0.14)가 있었다. 그리고 하루

에 피우는 담배 개수와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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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imple Simple Simple Simple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

    rrrr P-value       P-value       P-value       P-value       r     r     r     r     P-value P-value P-value P-value 

  

Body Body Body Body measuremeasuremeasuremeasure

 BMI(kg/m²)

 Waist(cm)

 FBS(mg/dl)

 SBP(mmHg)

 DBP(mmHg)

Blood Blood Blood Blood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

 HOMAIR

 TG/HDL(mg/dl)

 TG(mg/dl)

 HDL(mg/dl)

 WBC(×10³cells/ml)

LifestyleLifestyleLifestyleLifestyle

 Smoking

  cigrette per day

 

            

 

0.30

0.28

0.18

0.13

0.10

 0.85

 0.20

 0.19

-0.13

 0.21

 0.02

  

<.0001      0.30   <.0001 

<.0001      0.30   <.0001

<.0001      0.18   <.0001

<.0001      0.13   <.0001

<.0001      0.10   <.0001

<0.001      0.85   <.0001

<.0001      0.21   <.0001

<.0001      0.20   <.0001

<.0001     -0.14   <.0001

<.0001      0.21   <.0001

 

0.24        0.02    0.23

Table Table Table Table 7. 7. 7. 7.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coefficients coefficients coefficients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s levels levels levels with with with with 

body body body body measure, measure, measure, measure, blood blood blood blood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chemistry and and and and lifestylelifestylelifestylelifestyle

* adjusted by sex and age.

 BMI : body mass index,  FBS : fasting blood sugar, SBP : 

systolic blood pressure, DBP : diastolic blood pressure, HOMARI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G/HDL :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TG : triglyceride,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WBC : white bloo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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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 . .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 농도 농도 농도 단계와 단계와 단계와 단계와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위험    위험    위험    위험    

도와의 도와의 도와의 도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가가가가. . . . 심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과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혈중인슐린 농도를 다섯 단계로 나눈 후 연령, 성별, 허리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다음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Table 15,16,17,18).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7.1-9µU/ml)에서 심혈

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331배 높았다(CI:1.057-1.677). 

  또한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9.1-10µU/ml)에서 심

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830배 높았다(CI:1.341-2.499).  마지막으로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12.1-97.4µU/ml)에서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856배 높았다(CI:1.396-2.467).

  즉 혈중인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

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유의하였다(Table 15, Figure 8).

                나나나나. . . . 심근경색과 심근경색과 심근경색과 심근경색과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혈중인슐린 농도를 다섯 단계로 나눈 후 나이, 성별, 허리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다음 혈중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Table 

16).

  각 혈중인슐린 농도 단계에 있어 심근경색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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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 levels

   (µU/ml)  

            Odds Odds Odds Odds ratioratioratioratio             (95% (95% (95% (95% CI)CI)CI)CI)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0.05)(<0.05)(<0.05)(<0.05)

0.0-5.00.0-5.00.0-5.00.0-5.0

5.1-7.05.1-7.05.1-7.05.1-7.0

7.1-9.07.1-9.07.1-9.07.1-9.0

9.1-10.09.1-10.09.1-10.09.1-10.0

12.1-97.412.1-97.412.1-97.412.1-97.4

     1.000

1.208

1.331

1.830

1.856

0.975-1.496

1.057-1.677

1.341-2.499

1.396-2.467

0.0838

0.0151

0.0001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8888....    Odds Odds Odds Odds ratio ratio ratio ratio for for for for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s levels levels levels on on on on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Adjusting for age, sex, waist, TG, TG/HDL, LDL, FBS and BMI  

Insulin levels

   (µU/ml)  

            Odds Odds Odds Odds ratioratioratioratio             (95% (95% (95% (95% CI)CI)CI)CI)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0.05)(<0.05)(<0.05)(<0.05)

0.0-5.00.0-5.00.0-5.00.0-5.0

5.1-7.05.1-7.05.1-7.05.1-7.0

7.1-9.07.1-9.07.1-9.07.1-9.0

9.1-10.09.1-10.09.1-10.09.1-10.0

12.1-97.412.1-97.412.1-97.412.1-97.4

     1.000

1.079

1.065

1.538

1.452

0.746-1.561

0.723-1.570

0.960-2.465

0.904-2.333

  0.6868

  0.7504

  0.0736

  0.1225

Table Table Table Table 9999. . . . Odds Odds Odds Odds ratio ratio ratio ratio for for for for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s levels levels levels on on on on myocardial myocardial myocardial myocardial infarctioninfarctioninfarctioninfarction            

Adjusting for age, sex, waist, TG, TG/HDL, LDL, FBS and BMI  

                



- 36 -

            다다다다. . . . 관상동맥질환과 관상동맥질환과 관상동맥질환과 관상동맥질환과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나이, 성별, 허리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

복 시 혈당,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다음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관상동맥질

환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Table 17, Figure 9).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5.1-7µU/ml)에서 심혈

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298배 높았다(CI:1.04-1.614). 

  그리고 혈중인슐린 농도(7.1-9µU/ml)에서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330배 

높았으며(CI:1.048-1.687), 혈중인슐린 농도(9.1-10µU/ml)에서도 심혈관질환에 걸

릴 위험이 1.838배 높았다(CI:1.326-2.546).

  마지막으로 혈중인슐린 농도(12.1-97.4µU/ml)에서도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

이 2.118배 높았다(CI:1.556-2.884).

  즉 혈중인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였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Insulin levels

   (µU/ml) 

            Odds Odds Odds Odds ratioratioratioratio             (95% (95% (95% (95% CI)CI)CI)CI)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0.05)(<0.05)(<0.05)(<0.05)

0.0-5.00.0-5.00.0-5.00.0-5.0

5.1-7.05.1-7.05.1-7.05.1-7.0

7.1-9.07.1-9.07.1-9.07.1-9.0

9.1-10.09.1-10.09.1-10.09.1-10.0

12.1-97.412.1-97.412.1-97.412.1-97.4

     1.000

1.298

1.330

1.838

2.118

1.045-1.614

1.048-1.687

1.326-2.546

1.556-2.884

0.0186

0.0190

0.0003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10101010....    Odds Odds Odds Odds ratio ratio ratio ratio for for for for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s levels levels levels on on on on coronary coronary coronary coronary artery artery artery artery diseasediseasediseasedisease            

Adjusting for age, sex, waist, TG, TG/HDL, LDL, FBS an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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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 . . 고혈압과 고혈압과 고혈압과 고혈압과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혈중인슐린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농도와의 발생 발생 발생 발생 위험도위험도위험도위험도

  나이, 성별, 허리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

복 시 혈당,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다음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고혈압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다(Table 18, Figure 10).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5.1-7µU/ml)에서 심혈

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296배 높았다(CI:1.052-1.597). 

  그리고 혈중인슐린 농도(7.1-9µU/ml)에서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502배 

높았으며(CI:1.204-1.873), 혈중인슐린 농도(9.1-10µU/ml)에서도 심혈관질환에 걸

릴 위험이 1.656배 높았다(CI:1.244-2.204).

  마지막으로 혈중인슐린 농도(12.1-97.4µU/ml)에서도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

이 1.700배 높았다(CI:1.556-2.884).

  즉 혈중인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하였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Insulin levels

   (µU/ml)  

            Odds Odds Odds Odds ratioratioratioratio             (95% (95% (95% (95% CI)CI)CI)CI)
P P P P ValueValueValueValue

(<0.05)(<0.05)(<0.05)(<0.05)

0.0-5.00.0-5.00.0-5.00.0-5.0

5.1-7.05.1-7.05.1-7.05.1-7.0

7.1-9.07.1-9.07.1-9.07.1-9.0

9.1-10.09.1-10.09.1-10.09.1-10.0

12.1-97.412.1-97.412.1-97.412.1-97.4

     1.000

1.296

1.502

1.656

1.700

1.052-1.597

1.204-1.873

1.244-2.204

1.307-2.211

0.0147

0.0003

0.0006

<.0001

Table Table Table Table 11111111. . . . Odds Odds Odds Odds ratio ratio ratio ratio for for for for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s levels levels levels on on on on hypertensionhypertensionhypertensionhypertension                                                

Adjusting for age, sex, waist, TG, TG/HDL, LDL, FBS and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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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 . . .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심,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생

활양식에서 오는 위험요인 변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공중보건학

적인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관

련성을 규명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질환 유전체 연구에 참여한 심혈관질환(심근경

색,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을 환자군 2,586명과 대조군1,514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본 연구결과 혈중인슐린 농도가 높은 경우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인 허리둘

레, 체질량지수, 혈압, 공복 시 혈당, 중성지방, 백혈구 수, 인슐린저항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혈중인슐린 농도 역시 대조군(7.80µU/ml)

에 비해 심근경색(9.60µU/ml), 관상동맥질환(9.57µU/ml), 고혈압(9.87µU/ml)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서구인에서 증명된 것으로써(Despres 등, 1996; 

Feskens 등, 1995) 비교적 비만도가 낮은 일본인(Imamura 등, 1995; 

Burchfiel 등, 1996; Fujishima 등, 1996)에서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복부 비만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비만자에서 고혈압, 관상

동맥질환이 호발하며 이들의 공통된 결함은 인슐린저항 고인슐린혈증으로 이

들을 통칭하여 syndrome X 라고 한다(Reaven, 1993; Kapln, 1989; Bell, 

1996). 이는 표적기관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인슐린이 높아지면 심맥관계에 

아드레날린성 자극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Hartz 등(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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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비만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당뇨병, 고혈

압의 발병 가능성이 높고 LDL-C/HDL-C의 비율이 증가하여 관상동맥 질환

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이상지단백혈증에서 

보여지는 고인슐린혈증 혹은 인슐린 저항성은 유전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으

로부터 초래된다(Despres 등, 1994; Defronzo 등, 1991). 환경요인으로는 과

다한 열량섭취와 운동부족을 통한 내장지방 축척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Bjorntorp, 1994). 내장지방 축척은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고인슐린혈증을 초래하며 고인슐린혈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

키고 상체 부위에 지방을 더욱 축적시키게 한다(Despres 등, 1994).

  이 연구에서도 전체 환자군에서 허리둘레가 88.81(cm), 대조군은 

82.13(cm)으로 6(cm)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환자군에서 혈중인슐린 농도가 

9.76(µU/ml)으로 대조군7.80(µU/ml)보다 높았다. 즉 혈중인슐린 농도는 허리둘

레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Nakamura 등(1994) 연구에서도 관상동

맥경화증 환자에서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정상 대

조군에 비하여 내장지방면적 즉 허리둘레가 증가되었고 혈당과 인슐린이 상

승되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Defronzo 등(1991) 연구에 의하면 고혈압은 고인슐인슐린혈증 그리고 비만

도 특히 상체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Welborn 등(1967)도 처음으

로 고혈압환자에서 혈중인슐린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다고 하였으나 그 후 약 

20년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허리둘레가 7.2(%)으로 가

장 영향이 컸으며 성별,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공복시혈당, 저밀도지단백, 

혈중인슐린 농도 순으로 나왔으며 허리둘레, 성별,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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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 시 혈당, 저밀도지단백, 혈중인슐린 농도는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왔다.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이하 CAD로 약)의 일반적인 위험

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으로써 이들 위험인자가 개

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Report, 1988). 특히 

고지혈증은 저밀도지단백(LDL-cholesterol, 이하 LDL-C로약)의 저하가 중요

한 역할을 해왔다(Dahlen, 1974). 그리고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에서 연령, 성

별, 체질량지수가 동일한 분포를 보이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내장지방 면

적이 증가되어 있고 혈당과 인슐린이 상승되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Nakamura 등, 1994). 본 연구 결과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허리둘레가 20.8(%)으로 가장 영향이 컸으며 고밀도지단백은 5.5(%)으로 두

번째로 영향이 컸고 저밀도지단백, 공복시혈당,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중성

지방, 혈중인슐린 농도,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순이었다. 즉 모두 관상동맥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고인슐린혈증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Reaven, 1994).

  최근에 발표된 전향적 임상 연구들에 의하면, 고인슐린혈증은 허혈성 심질

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보고되고 있다. Quebec Heart Study에서는 45

세~76세의 허혈성 심질환이 없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Despres 

등, 1996), 추적기간 동안 허혈성 event가 나타난 114명은 그렇지 않은 대조

군에 비해 기저 인슐린농도가 18(%)높았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나이, 

체중, 흡연, 음주력이 비슷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혈압, 허혈성 심질환

의 가족력, 혈중 지질농도를 보정한 이후에도 고인슐린혈증은 심혈관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다. Helsinki policemen study에서도 고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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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증은 기타 위험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및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관련되었다(Pyorala, 2000). 본 연구에서도 혈중인슐

린 농도 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 7.1-9(µU/ml)에서 심혈관질환

에 걸릴 위험이 1.331배 높았다(CI:1.057-1.677). 그리고 혈중인슐린 농도 

9.1-10(µU/ml)에서도 1.830배 높았으며(CI:1.341-1.677), 혈중인슐린 농도 

12.1(µU/ml) 이상 에서도 1.856배 높았다(CI:1.396-2.467). 즉 혈중인슐린 농

도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이 있었다.

  대상자 선정에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질환 유전체 연구에 참여한 내

원자에 한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여 환자군, 대조군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며, 연구 결과에 있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 분석에 있어 일반적인 특성, 흡연, 음주, 활동, 운동, 허리둘레, 혈압, 체

질량지수, 혈액분석 등을 하였으며 그 외 위험요인 스트레스, 가족력, 직업, 

결혼유무 등 사회, 경제적 요인들은 연구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특히 환자군 선정에 있어 심근경색,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했으나 서로 밀접한 질환으로 둘 또는 

모든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중복될 수 있는 영향으

로 통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서 나이, 체질량지수, 체중, 흡연력, 음주력을 보정할 필요가 있었다.

  통계결과 혈중인슐린 농도와 심혈관질환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심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중인슐린 농도 검사로 혈중인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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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인슐

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슐린혈증이 기타 인자들과는 독립적으

로 심혈관질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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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VIVI . . . .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이 연구는 2001년 2월~2004년 12월 연세대학교 의료원 심혈관질환 유전체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 2,586명, 대조군 1,514명, 총 4,100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남, 여로 나누고 대조군을 대상으로 고인슐린혈증과 

정상 인슐린혈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고인슐린혈증에서 허리둘레, 체질

량지수, 혈압, 공복 시 혈당,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백혈구 수, 인

슐린저항성 지수의 평균이 높았다.

  둘째,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남성)이 가장 영향이 컸으며 

고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저밀도지단백, 허리둘레, 중성지방, 인슐린저항

성 지수, 혈중인슐린 농도가 주요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다.

  셋째,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허리둘레가 7.2(%)으로 가장 영향

이 컸으며 두번째로는 성별(남성, 2.2%),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

당, 저밀도지단백, 혈중인슐린 농도 순이었다. 

  넷째,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허리둘레가 20.8(%)으로 가

장 영향이 컸으며 고밀도지단백이 5.5(%)으로 두번째로 영향이 컸고 저밀도

지단백, 공복 시 혈당,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혈중인슐린 농도,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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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혈중인슐린 농도를 다섯 단계로 나눈 후 나이, 성별, 인슐린, 허리

둘레, 중성지방, 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저밀도지단백, 공복 시 혈당, 체질량

지수를 보정한 후 혈중인슐린 농도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살펴보았

다. 혈중인슐린 농도(0-5µU/ml)에 비해 혈중인슐린 농도 (7.1-9µU/ml)에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1.331배 높았다(CI:1.057-1.677). 또한 혈중인슐린 농도

(9.1-10µU/ml)에서도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830배, 마지막으로 혈중인슐린 

농도(12.1-97.4µU/ml)에서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1.856배 높았다

(CI:1.396-2.467). 즉 혈중인슐린 농도가 증가할수록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성

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유의하였다. 고인슐린혈증은 기타 

인자들과는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종합해 볼 때,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중인슐린 농도 검사로 혈중인슐린 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적

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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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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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P-valueP-valueP-valueP-value

WaistWaistWaistWaist

(cm)

HDLHDLHDLHDL

(mg/dl)

FBSFBSFBSFBS

(mg/dl)

LDLLDLLDLLDL

(mg/dl)

SexSexSexSex

(male)

AgeAgeAgeAge

(yrs)

InsulinInsulinInsulinInsulin

(µU/ml)

HOMAHOMAHOMAHOMAIRIRIRIR

    

0.1284

0.0173

0.0146

0.0069

0.0078

0.0013

0.0005

0.0010

<.0001

<.0001

<.0001

<.0001

<.0001

0.0122

0.1262

0.0277

Table Table Table Table 1. 1. 1. 1. Stepwise Stepwise Stepwise Stepwise multiple multiple multiple multiple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for for for fo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as as as as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variable variable variable variable and and and and waist, waist, waist, waist, HDL, HDL, HDL, HDL, FBS,     FBS,     FBS,     FBS,     

                                        sex, sex, sex, sex, age, age, age, age,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and and and and HOMAHOMAHOMAHOMAIRIRIRIR    as as as as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variablesvariablesvariables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FBS : fasting blood sugar,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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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P-valueP-valueP-valueP-value

SexSexSexSex

(male)

HDLHDLHDLHDL

(mg/dl)

FBSFBSFBSFBS

(mg/dl)

LDLLDLLDLLDL

(mg/dl)

WaistWaistWaistWaist

(cm)

TGTGTGTG

(mg/dl)

HOMAHOMAHOMAHOMAIRIRIRIR

InsulinInsulinInsulinInsulin

(µU/ml)

0.0457

0.0186

0.0089

0.0070

0.0060

0.0020

0.0009

0.000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9

0.0530

0.0570

Table Table Table Table 2222....    Stepwise Stepwise Stepwise Stepwise multiple multiple multiple multiple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for for for for myocardial             myocardial             myocardial             myocardial             

                                                    infarction infarction infarction infarction as as as as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variable variable variable variable and and and and sex, sex, sex, sex, HDL, HDL, HDL, HDL, FBS, FBS, FBS, FBS, LDL,     LDL,     LDL,     LDL,     

                                                    waist, waist, waist, waist, TG, TG, TG, TG, and and and and HOMAHOMAHOMAHOMAIRIRIRIR, , , ,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as as as as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variablesvariablesvariables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FBS : fasting blood sugar,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TG : triglyceride,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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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P-valueP-valueP-valueP-value

WaistWaistWaistWaist

(cm)

SexSexSexSex

(male)

TG/HDLTG/HDLTG/HDLTG/HDL

(mg/dl)

FBSFBSFBSFBS

(mg/dl)

LDLLDLLDLLDL

(mg/dl)

InsulinInsulinInsulinInsulin

(µU/ml)

    

0.0727

0.0229

0.0056

0.0038

0.0015

0.0007

<.0001

<.0001

<.0001

<.0001

0.0109

0.0798

Table Table Table Table 3. 3. 3. 3. Stepwise Stepwise Stepwise Stepwise multiple multiple multiple multiple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for for for for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hypertension   

                                        as as as as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variable variable variable variable and and and and wasit, wasit, wasit, wasit, sex, sex, sex, sex, TG/HDL, TG/HDL, TG/HDL, TG/HDL, FBS,    FBS,    FBS,    FBS,    

                                        LDL, LDL, LDL, LDL, and and and and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as as as as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variablesvariablesvariables

TG/HDL :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FBS : fasting blood 

sugar,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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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Partial Partial Partial Partial 

                        R-SquareR-SquareR-SquareR-Square
                    P-valueP-valueP-valueP-value

WaistWaistWaistWaist

(cm)

HDLHDLHDLHDL

(mg/dl)

LDLLDLLDLLDL

(mg/dl)

FBSFBSFBSFBS

(mg/dl)

AgeAgeAgeAge

(yrs)

SexSexSexSex

(male)

BMIBMIBMIBMI

(kg/m²)

TGTGTGTG

(mg/dl)

InsulinInsulinInsulinInsulin

(µU/ml)

TG/HDLTG/HDLTG/HDLTG/HDL

(mg/dl)

0.2089

0.0554

0.0316

0.0319

0.0116

0.0049

0.0025

0.0021

0.0008

0.0007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33

0.0069

0.1034

0.1184

Table Table Table Table 4.4.4.4.    Stepwise Stepwise Stepwise Stepwise multiple multiple multiple multiple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for for for for coronary        coronary        coronary        coronary        

                                                arteryarteryarteryartery    disease disease disease disease as as as as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dependent  variable variable variable variable and and and and waist,  waist,  waist,  waist,  

                                            HDL, HDL, HDL, HDL, LDL, LDL, LDL, LDL, FBS, FBS, FBS, FBS, age, age, age, age, sex, sex, sex, sex, BMI, BMI, BMI, BMI, TG, TG, TG, TG,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and and and and TG/HDL TG/HDL TG/HDL TG/HDL as as as as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variablesvariablesvariables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FBS : 

fasting blood sugar, BMI : body mass index, TG : triglyceride, TG/HDL 

: triglyceride high 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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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A A A case case case case - - - - control control control control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relation relation relation rela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insulin insulin insulin insulin level level level level and and and and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cardiovascular diseasediseasediseasedisease

                                  Yeon Kyoung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i, Ph.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rrelations between blood 

insulin level and cardiovascular disease. It will help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cardiovascular disease, improve quality of life, reduce 

medical expenses,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health promotion of a 

nation.

  The objects of study are 2,586 cases and 1,514 controls who 

participated in the Yonsei University Cardiovascular Genome 

Center(Seoul, Korea) from Feb 2001 to Dec 2004.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It was verified that myocardial infarction was most affected by 

gender(male). It was also ascertained that high density lipoprotein, fast 

blood sugar, low density lipoprotein, waist, triglyceride,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and insulin level is the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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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for myocardial infarction.  

  The most risk factor which affects hypertension was  waist(7.2%). 

The next most risk factor was sex(male 2.2%).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fast blood sugar, low density lipoprotein, and insulin level 

was the next orders.

  The most risk factor which influences coronary artery disease was  

waist(20.0%). the next most risk factor was high density 

lipoprotein(5.5%),  low density lipoprotein, fast blood sugar, age, sex, 

body mass index,  triglyceride, insulin level,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were the next orders.

  Insulin level was divided by five level and age, sex, triglyceride, 

triglyceride/high, density lipoprotein, low density lipoprotein, fast blood 

sugar, and body mass index are controled to examin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ccording to insulin level. it was identified that 

cardiovascular disease would be taken 1.331 times higher when the level 

of insulin was 7.1-9µU/ml than 0-5µU/ml and when the level of insulin 

was 9.1-10µU/ml cardiovascular disease could be taken 1.830 times higher 

compared with the level of insulin 0-5µU/ml. At last when the level of 

insulin was 12.1-97.4µU/ml cardiovascular disease could be gotten 1.856 

times higher than 0-5µU/ml.

  In conclusion, as level of insulin increases higher, a possibility of 

danger to be affected by cardiovascular disease grows. In other words 

there is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insulin level and cardiovas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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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It was estimated that the hyperinsulinemia can cause 

cardiovascular disease without other effects independently....

  Key words    : : : : Cardiovascular disease, , , , Myocardial infarction, , , , Hypertension,  ,  ,  ,  

                                                            Coronary artery disease, , , , Hyperinsuli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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