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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죽상경화증은 정상인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며 예
후도 불량하다.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연구대상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소재 허내과를 내원한 대상자중 제2형 당뇨병 환자 1,973명(남자 1,051
명,여자 9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 결과,남자는 수축기혈압,허리둘레,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인슐린저항성 지표(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여자는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당화혈색소,공복혈당,인슐린
저항성 지표(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슐린과 관련된 지표들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에서 인슐린 분비능

(C-peptide)과 인슐린저항성 유무,인슐린 농도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유의하
지 않았다.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을 조합하여 4그룹 간 경동맥 내중막 두께
를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대사증후군 동반 여부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는 남자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허리둘레,체질량지수,체지방율,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인슐린,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당화혈색소,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요
산치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여자에서는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허리
둘레,체질량지수,체지방율,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
테롤,요산,인슐린,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는 남자에서는 고혈압과 복

부비만이 있을 때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여자에서는 고혈압
과 고혈당,HDL-콜레스테롤 감소가 있을 때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개수에 따라서는 조합 개수가 많아질수록 경동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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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막 두께도 대체로 증가하였으나,남녀별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대사증후군 유무
와 인슐린저항성 유무를 조합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비교한 결과 남자에서는 4
그룹 간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가 유의하였다.여자에서는 평균 경
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서만 유의
하였다.
당뇨병 이환기간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남자는 유의하

지 않았고,여자는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한 결과 남자는 연령,허리둘레,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여자는 연령,
수축기혈압,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었다.경동맥 내중막 두
께 1mm이상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슐린저항
성이 있는 경우 약 50%이상 위험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본 연구에서 인슐린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

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추후에 연구의 미비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죽상경화증,경동맥 내중막 두께,제2형 당뇨병,인슐린저항성,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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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노인연령층의 증가에 따라
고혈압,제2형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 및 퇴행성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급
격한 증가는 국민 보건적 핵심 관리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김일순,1995).당뇨병 환
자는 심혈관질환의 고 위험군에 속하며 이들에서 죽상경화증이 빈발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Pyorala등,1987;Semenkovich등,1997).서구의 연구결과 관상동
맥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동시에 죽상경화증의 발생빈도도
일반인에 비하여 2에서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Santen등,1972;Kannel
등,1979),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죽상경화증은 정상인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
며 예후도 불량하다(Burchfiel등,1993).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일반적으로 남성,고연령,흡연,고혈압,고지혈

증,HDL-콜레스테롤,가족력,비만,당뇨병 및 고인슐린혈증 등이 알려져 있다.당뇨
병 환자들의 경우,증가된 관상동맥질환 위험률의 75~90% 정도는 당뇨병 질환 자체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가 죽상경화증
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Fuller등,1980;Rosengren등,1980).죽상경화증은
진행정도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의 유무 또
는 진행정도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나,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진단하기
가 쉽지 않다.죽상경화증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진단하는
선별검사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며,간편하고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혈관 조영술을 자주 사용하였으나 혈관내경의 협착이 있는 이미 진행된
병변만이 확인 가능하여 죽상경화증의 조기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최근 비
침습적 방법인 고해상도 B-mode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으로
반복검사가 용이하고 조기 죽상경화병변의 관찰이 가능하여 선별검사 및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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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하다(Salonen등,1993;Persson등,1994).또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관상
동맥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유무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전신적인 죽상경화증 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의함이(Grobbee등,1994)알려진 바 있어 경동맥에서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은 고혈당,인슐린저항성,지질대사이상,각종 사이토카인(cytokine)

및 혈관활성 호르몬의 변화 등을 야기하여 동맥경화반 발생 및 진행을 가속화하는
만성 대사질환이다(Kannel등,1979;King,1996).인슐린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병인 일뿐 아니라,정상인에서도 고혈압,복부비만,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
군 구성요소의 근간을 이루어 동맥경화증 위험인자의 공통분모로 알려져 있다
(Reaven,1998).그러나 인슐린저항성이 동맥경화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B-mode초음파를

이용해 측정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인슐린 관련 지표 및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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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허내과를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
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단면 연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연령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나.인슐린 관련 지표인 인슐린저항성,인슐린 분비능,인슐린농도와 경동맥 내중

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다.대사증후군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라.대사증후군 유무와 인슐린저항성 유무를 조합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마.당뇨병 이환기간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바.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와 위험도를 알아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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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111...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 측측측정정정의의의 유유유용용용성성성

고해상도 B-mode초음파를 이용한 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1986년 Pignoli
등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고,Wong등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직학적으로 직접 측정
한 내중막 두께와 B-mode초음파로 측정한 내중막 두께가 4%이내의 오차로 일치함
을 보고한 바 있다.총경동맥의 B-mode초음파 검사에서 farwall에서의 첫 번째
echogenicline은 혈관 내강 lumen-내막(intima)접촉면을 의미하고,두 번째 line사
이의 거리가 intima-mediathickness(IMT)가 된다.
일반적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IMT)의 측정에 사용되는 7.5-10MHz의 선상탐촉

자는 0.15-0.2mm의 해상도(aximalresolution)를 나타내며,검사 간의 오차는 10%이
내이다.경동맥에서 평균 내중막 두께(mean intima-media thickness)의 중앙값
(median)은 모든 나이에서 0.5-1mm 사이이며,5%이하에서 2mm를 초과한다.경동
맥 내중막 두께는 bifurcation(BIF)에서 가장 두꺼우며,총경동맥에서 가장 얇고,내
경동맥에서는 다양하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총경동맥에서(carotid bulb의
proximal1cm 부위의 segment)뿐만 아니라 BIF(flow divider의 proximal1cm 부위
의 segment),내경동맥(flow divider의 digital1cm 부위의 segment)에서도 측정할
수 있으며,그 외 여러 가지 IMTsamplingprotocols이 소개되어 있다(허갑범,2005).
초음파에 의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관상동맥의 병변 정도와 연관성이

있고,그 밖에 관상동맥질환,뇌혈관질환 및 말초동맥질환의 병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전신의 죽상경화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BritishRegionalHeartStudy에서는 총경동맥의 내중막 두께는 뇌
동맥 질환과 연관된 반면 총경동맥 분지부의 내중막 두께와 죽상경화반은 관상동맥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최근 다른 연구(Spence,2002)에서도 죽상경
화반 측정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측하는 민감한 방법이라고 하였다.Craven등(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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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경동맥 죽상경화의 정도를 B-mode초음파로 점수화를
시키면 관상동맥질환과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연관되며 하나의 밀접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Kawasaki등(2000)은 경동맥 내중막 두께 1.1mm 이상을 비정상
으로 할 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예민도와 특이도가 각각 57.3%,61.6%로 보고 한
바 있다.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았던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Bonithon-Kopp등(1991)이 517명의 건강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연령,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흡연,HDL-콜레스
테롤,L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죽상경화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보였다.
O‘Leary등(1999)은 심혈관 질환의 과거 병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남녀 5,201명을 대
상으로 비침습적인 B-mode초음파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측정한 연구에서 경동
맥 내중막 두께가 1.18mm 이상 시 심혈관계 질환 발병이 4배 정도 높다고 보고하였
다.국내에서도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
힌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조유리 등(2003)이 가장 최근에 정상 성인 757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체질량지수,허리/둔부 둘레비,혈
청 총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였다.55세 이상의 7,983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평균 27개월간 추적 관찰한
Rotterdam연구에 의하면,총경동맥의 내중막 두께가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의 위험도가 1.41배,급성심근경색은 1.43배 증가하였다.죽상경화증의 여러
위험인자들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다.여러 위험인자들과 Framingham riskscore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Bots등,1997).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 인자로서 사용케 해주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다.Howard등(1993)은 일반 미국인들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년에 평
균 0.01mm 증가하는 반면,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0.03±0.06mm 증
가한다고 발표하였고,핀란드의 Kupio지역주민 2,181명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
구인 KIHD(KupioIschemicHeartDiseaseRiskFactorStudy)에서는 중년의 건강한
남성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mm 이상 시 3년 내에 급성 경색증의 발병이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Salonen등,1993),경동맥 초음파상 죽상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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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찰되는 군이 정상인 군보다 4년 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6.3배 높았고,뇌
졸중의 위험도는 4.7배 증가되었다고 한다(고영국 등,1999).
AtherosclerosisRiskinCommunities(ARIC)연구에 의하면,내중막 두께가 연령

에 따라 증가하고,남성의 경우 같은 연령의 여성에서보다 두꺼워져 있었다.그리고
흡연하는 환자군의 경동맥 내중막이 비흡연 환자군에 비해 50% 더 증가하였고,간
접 흡연군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0% 더 증가하여,흡연자에서 동맥경화
증의 진행속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흡연량에 따라 내중막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추적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CCAIT(Canadian Coronary
AtherosclerosisInterventionTrial)연구에서는 흡연자에서 병변의 크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혈청 총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연관성이 있
다고 보고 되었다.특히 L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상관관계가 있음
이 알려졌고,증가된 LDL-콜레스테롤 외에도 감소된 HDL-콜레스테롤이 있는 환자
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다(Howard등,1994).경동맥
내중막 두께 1mm 정도에 4-7년간 추적 조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가 남자에
서는 2배,여자에서는 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고 뇌졸중은 6-9년 추적
조사 시 남자에서 3.6배,여자에서 5.5배 정도 발생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Chambless등,2002).이차예방 연구인 CLAS연구에서는 이미 관상동맥 질환이 있
는 환자에서 총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매년 0.03mm 증가하면 관상동맥질환 사망률
은 3.1배 증가된다고 하여 내중막 두께가 심혈관 질환의 발병,재발을 예견하는 지표
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Hodis등,1998).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증가는 뇌졸중 위험인자와의 연관성도 확실히 입증되었으

며 뇌졸중 발생과의 연관성도 보고 된 뇌졸중의 한 위험인자이다.따라서,경동맥 내
중막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뇌졸중의 고위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Grobbee등,1994).보고에 의하면 정상 성인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범위는
0.25-1.5mm로(Veller등,1993),0.822mm 이상이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하고
0.75mm이상이면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1년에 0.034mm 이상 증가
시 뇌졸중의 재발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고 한다(Aminbakhsh등,1999).최근에는 경
동맥 내중막 두께를 사용하여 위험 정도를 계층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L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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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0.8mm에서 1.0mm이면 뇌경색의 위험이 최소 두 배
증가하고 1.0mm 보다 두꺼우면 뇌경색의 위험이 3-4배 증가한다고 한다(Chambless,
2000).그러나 일부 연구는 심혈관계나 뇌혈관계의 다른 위험인자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함께 사용하여 예측치를 알아보았는데 실제적인 예측치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Iglesias등,2001).경동맥 내에서도 경동맥 팽대부의 내중막
두께가 다른 부위의 두께보다 의미 있게 두꺼우며(Willekes등,1999)좌측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우측보다 두껍다고 하였다(Rosfors등,1998).
AsymptomaticCarotidArteryProgressinStudy(ACAPS),Cholesterol-Lowering

AtherosclerosisStudy(CLAS)그리고 PravastatinLipidsandAtherosclerosisinthe
Carotids 등의 연구에서 높아진 LDL-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에게 lovastatin,
pravastatin,colestipol또는 niacin과 같은 지질강하제를 투여한 후,고해상도
B-mode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하여 내중막 두께의 변화를 추적 관찰한 결과,경동맥
의 내중막 두께가 감소함이 확인되었다(Furberg등,1994;Crouse등,1995).따라서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조기 발견과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허갑범,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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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이 서로 연관된다는 사실은 이미 40여 년 전부터 기
술되어 왔다.1988년 미국의 Reaven은 인슐린저항성 및 고인슐린혈증,VLDL의 증
가와 HDL-콜레스테롤의 감소,당불내성,고혈압이 같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SyndromeX’로 명명하였고,Zimmet등은 ‘인슐린저항성증후군(insulinresistance
syndrome)'으로 명명하였다.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대사증후군
(metabolicsyndrome)이라고 명명하고,workingdefinition을 제시하였다.
대사증후군과 관상동맥질환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임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서

시행된 AIR(AtherosclerosisandInsulinResistance)연구의 저자들은,대사증후군으
로 진단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예측인자인 경동맥 내
막의 비후,고콜레스테롤혈증 및 smalldenseLDL의 증가 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Hulthe등,2000).Sweden과 Finland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역학조사(population
basedstudy)의 보고에 의하면,대사증후군에 이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발생이 3배 이상 높았고,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5배
이상 높았다.이런 양상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터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
르면,대사증후군에 이환된 경우 치명적,비치명적 관상동맥질환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7배가량 증가했다(Isomaa등,2001;Onat등,2002).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대규모 연구로 유명한 WOSCOPS (WestofScotland

CoronaryPreventionStudy)연구의 결과는 더욱 확정적이다.건강한 성인 남자라도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전통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정하여도,대사
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도가 1.3배 증가하였다.대사증
후군의 인자를 한꺼번에 4-5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가 3.7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뇨병 발생위험도는 무려 24.5배 증가하였다(Sattar등,
2003).
대사증후군은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며,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2001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3,6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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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약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대사증후군에서 약
12.2%로 대조군 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2001년 미국의 NCEP에서는 새로 개정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ATPⅢ)에

서 대사증후군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인슐린저항
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간접측정도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NCEP(NationalCholesterol
EducationProgram)의 AdultTreatmentPanel(ATP-Ⅲ)에서는 복부비만,고중성지
방혈증,HDL-콜레스테롤 저하,고혈압,내당능장애나 당뇨병을 구성요소로 정하였
으며,이중 3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ATPⅢ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대신 2000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시한 허리둘레(남자>90cm,여자>80cm)를 적용하여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허갑범,2005).

위험인자 성별
복부비만* 남자 >90cm(36inch)

여자 >80cm(32inch)
중성지방 ≥150mg/dL
HDL콜레스테롤 남자 <40mg/dL

여자 <50mg/dL
혈압 ≥130/85mmHg
공복혈당 ≥110mg/dL

표 1.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NCEPATPⅢ)

*서양 기준 :>102cm(남자),>88cm(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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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과과과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는 혈관조직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의 인슐린저항성이
거론되고 있으며,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1922년 Banting과 Best가 인슐린을 처음 분리하여 임상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인슐린의 상용량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내당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인
슐린저항성이 존재함이 밝혀지게 되었다.이러한 인슐린저항성의 발생기전에 대하
여는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그러
나,비만과 지질대사의 이상이 인슐린저항성의 발생에 연관이 있는 것은 이미 알려
져 있다.체내 지방이 과다 축적된 상태에서 지방산의 대사산물인 longchainfatty
CoA(LCAC)는 골격근,췌장,혈관세포 등의 여러 장기에 축적된다.
골격근 세포내에 축적된 LCAC는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기능을 억제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또한 최근에는 LCAC가
동맥경화증의 발생기전의 하나인 산화스트레스(oxidativestress)를 증가시킨다는 것
이 보고 된 바도 있다.LCAC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ATP를 세포질로 이동시
키는 adenosinemucleotidetranslocase를 억제하고,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된 ATP가
새로운 ATP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전자전달체계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고,결과
적으로 세포내 ROS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가장 중요한 치

료는 체중감소로서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줄일 경우 인슐린저항성 및 이와 동반된
당뇨병,고혈압,고지혈증 등이 호전될 수 있다.최근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orlistat및 sibutramine등의 항비만제제도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전래의 경구
혈당강하제 외에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metformin과 더
불어 최근에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PPAR)-γ ligand인
thiazolidinediones(rosiglitazone,pioglitazone)가 개발되어 임상적으로 사용됨으로
써 인슐린감수성을 증가시키고,혈당을 개선시키며 나아가 죽상경화증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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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보고도 있어 PPAR-γ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전병학 등,1993;
김응진 등,1998).

444...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과과과 당당당뇨뇨뇨병병병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의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사증후군의 중요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당뇨병
의 유병률은 비만증,자동차 등록대수,또는 국민소득과 비례하고,특히 사회의 노령
화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당뇨병은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만성합
병증 중의 하나로서 미국 당뇨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
에 의한 관상동맥 질환,뇌혈관 질환 및 말초혈관질환 등의 대혈관 합병증은 당뇨병
이 없는 사람에서보다 그 빈도가 2에서 4배 높으며,제2형 당뇨병에서 뿐만 아니라
제1형 당뇨병에서도 주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죽상경화증은 정상 성
인에서도 노화현상으로 일어나지만,당뇨병 환자에서도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며
더욱 심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혈
소판 기능이상,혈액응고인자의 변화,섬유소용해감소,동맥내피세포와 평활근 세포
대사의 이상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과 이환율이 높은 것은 가속화된 죽상경화증의 진행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미세혈관 합병증 및 대혈관의 동맥 중층경화증(mediansclerosis)도 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동맥 중층의 석회화는 동맥의 탄력성을 저하시키지만,내층의 석
회화와 달리 동맥내강을 막지는 않는다.동맥내층의 석회화는 죽상경화증의 진행된
상태를 나타내지만,동맥 중층의 석회화는 당뇨병 및 노화와 관련이 있으며,특히 당
뇨병의 유병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KPDS연구에서 혈당 및 혈
압의 조절이 당뇨병의 미세혈관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



- 12 -

나,관상동맥질환의 경우 혈당조절에 의하여 그 위험이 약간밖에는 감소하지 않았으
며,당대사의 장애가 제2형 당뇨병에 동반되는 가속화된 죽상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인슐린저항성은 내당능장애(impairedglucosetolerance,IGT)와 제2형 당뇨병 환

자의 중요한 특징이다.인슐린 억제검사(insulinsuppressiontest)로 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비만증,본태성 고혈압 및 제2형 당뇨병의 순서로 점차 인슐
린저항성의 정도가 심해지며,고지혈증을 추가할 경우 인슐린저항성 및 심혈관질환
의 위험이 더욱 크게 증가한다.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저항성 이
외에 상대적 인슐린 결핍이 중요하지만,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농도는 죽상경화
증 및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최근 Lehto등
은 전향적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n=902)에서 기저 인슐린 농도가 관상동맥질
환에 의한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인슐린은 그 자체로
서 관상동맥질환을 초래하지 않지만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과 연관되며 또한 예측
인자가 되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흔히 이상지질혈증을 보인다.Framingham 연구에 의하

면 당뇨병 환자들에서 총콜레스테롤 또는 L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지 않지만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혈청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한다.Paris
prospectivestudy에서는 혈청 중성지방 농도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과의 관
계를 조사하였는데,중성지방 농도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중성지방 농도가 정상범위인 사람들은 경우 인슐린 농도가 사망률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중성지방 농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고인슐린혈증이 동반
될 경우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3-4배 증가하였다.중성지방이 증가한 당불
내성 환자의 경우 식후 remnantlipoprotein의 혈관침착에 의하여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제2형 당뇨병 및 인슐린저항성에 흔히
동반되는 smalldenseLDLparticle의 증가는 중성지방의 증가 및 HDL-콜레스테롤
의 증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내당능장애 또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청
PAI-1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여 이들 환자에서 혈전 형성의 경향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그리고 인슐린저항성이 있을 경우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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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 atheroscleroticplaqueformation이 쉽게 이루어진다.이와 같이 제2형 당
뇨병 및 내당능장애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대사이상은 인슐린저항성
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55...제제제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과과과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은 비만은 적고 발병 시 심한 체중감소를 보이는 등 임상양
상이 서구인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발병원인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허
갑범, 2005). 한 연구에서 건강한 젊은 정상인의 포도당이용률이 평균
7.6mg/kg/min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비만도에 따라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인슐린저항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특히,신체계측 지표 중에서
표준체중 백분율보다 허리/엉덩이 둘레비(WHR)가 인슐린저항성과 상관관계가 높
고 복부 제대 수준에서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측정한 내장지방 면적이 증가할수록
인슐린저항성이 심하여,한국인 제2형 당뇨병에서는 전신 비만보다 복부비만이 인슐
린저항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된다.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은 개
인차가 커서 비만형의 30%,비비만형의 48%이며,정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서구
인과 달리 비만형이 많지 않다는 임상적 특성과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복시 고혈당을 보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의 병인적 역할

을 규명하기 어려운데,그 이유는 고혈당 자체가 포도당 독성(glucosetoxicity)에 의
하여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성
당뇨병이 나타나기 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허 등의 연
구에서 내당능 장애군에서 인슐린저항성이 있음을 증명하여 한국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도 인슐린저항성이 중요한 역할임을 관찰하였다.국내의 연구 성적을 종합하
여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의 일부는 인슐린저항성 보다 인슐린 분비능의 장애가 더 중
요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향후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의 정확한 발병 기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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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기 위하여 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에 대한 더 많은 유전 및 환경 인자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허갑범,2005).
인슐린저항성은 DeFronzo등이 고안한 euglycemicclamptest와 intravenons

glucosetolerancetest,HOMA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대개 정상 혈당을 지
닌 정상인의 경우는 HOMA로 환산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
지만 혈당과 인슐린 분비의 상관관계가 손상 받은 당뇨병이나 내당능 장애 환자에
서는 euglycemicclamptest나 인슐린 내성검사(ITT)가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법이며,
그 중 ITT가 임상적으로 간편하고 용이하게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
려져 있다.허 등은 한국인 당뇨병과 정상인에서 kitt값의 정상 범위와 평균 및 당뇨
환자들의 기준치(cutoffvalue)를 euglycemicclamptest와 동시에 시행하여 설정하
였고,이 Kitt값의 이용은 임상적으로 대사증후군을 가진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용이한 검사라고 생각한다(허갑범,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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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허내과를
내원하여 연구에 참여한 총 3,568명의 대상자중 현재 당뇨로 진단받은 환자 2,919명
중 C-peptide값(인슐린 분비능)이 1.1이하의 1형 당뇨병 환자(총:358명 남:201명,
여:157명)를 제외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자로 하였으며,결측치와 이상치를 정
리하여 1,973명 (남:1,051명,여:922명)을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ASversion8.1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본 연구 결과의 유의 수준
기준은 0.05이하로 하였다.

222...자자자료료료 수수수집집집방방방법법법

가.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이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계측에는 신장,체중,허리둘레가 포함되었다.접수를 완
료한 검진대상자에게 탈의실로 이동케 하고 겉옷을 탈의한 후 신체계측 원칙에 의
거하여 가운을 입힌 채로 측정하였다.계측 시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체계측장비
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치를 산출하고자 하였다.허리둘레는 피검자의 양팔은
측면에 두고 발을 모으고 곧바로 서게 한 후 측정자는 피검자의 정면에 서서 줄자를
피검자의 상체 배꼽과 명치 끝 중간위치에 감아 측정하였다.평상적인 호기의 마지
막 단계에 피부를 누르지 않도록 하고 0.1cm까지 측정하였다.비만도(BMI)는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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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을 신장(m)을 제곱한 수치로 나눈 값이다.
혈압 측정시는 맥박측정과 팔둘레 측정치에 맞는 커프 사이즈를 선택하였으며,1

차 혈압 후 5분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2차 혈압을 측정하였으며,2회 측정치 차이
가 4mmHg이상일 때는 3차 혈압을 측정하였다.본 자료의 측정치는 두 혈압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나.혈액검사

혈액은 8시간 이상의 공복시간 준수 및 어떠한 약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
혈함을 원칙으로 하였다.채혈 전 유의사항은 채혈 전날 본인에게 통보,설명하였으
며 공복시간을 확인한 후 채혈한 혈액은 현장에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청분리
관으로 분리 후 냉장 포장하여 중앙검사센터에서 검체분석을 실시하였다.공복혈당
(fasting blood sugar),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
(high-densitylipoproteincholesterol),중성지방(triglyceride)은 자동분석기(COBAS
MIRA PLUS,ROCHE)를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다.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intima-mediathickness,IMT)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고해상도 B-mode초음파 기기인 LOGIQ7(GEMedical
Systerms.USA)의 10MHz선상 탐촉자를 이용하고 측정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검사자에 의하여 측정하였다.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Pignoli등의 방법에 따
라 처음 반사면의 선연으로부터 두 번째 반사면의 선연까지를 측정하였다.최대 내
중막 두께를 구하기 위해 환자를 앙와위로 하고 전사위,측위에서 초음파를 투시하
여 좌측과 우측 경동맥의 종단면을 따라 총경동맥이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리
되는 분지점의 근위부에 위치한 총경동맥의 원벽에서 내중막 두께가 최고인 지점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근위 10mm,원위 10mm위치에서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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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의 산술평균치를 구하였다.측정된 좌측과 우측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값을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로 사용하였다.

라.단시간 인슐린 내성검사 (shortinsulintolerancetest,SITT)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 인슐린 감수성 검사 (InsulinTolerance
Test,ITT)에서 구한 Kitt를 사용하였는데 ITT는 그 방법이 간단하고 신속하며 가격
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과거 ITT는 역조절(counterregulation)에 의한
catecholamine,glucagon,corticosteroid분비에 따라 포도당 농도가 변할 수 있고
저혈당의 위험이 있으며 신체 부위에 따라 인슐린저항의 차이를 보인다는 반박을
받았으나,Bonora등이 ITT시행 후 15,30분 후에 각각 혈장 epinephrine,NE,
glucagon,GH,cortisol농도를 측정한 결과 15분까지는 혈장 농도의 변화가 없었고,
30분 경과시에 이르러서야 저혈당과 이로 인한 역조절 반응(counterregulatory
response)을 보여 혈장 포도당 농도의 감소 속도(Kitt)를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 사
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마지막 채혈 후 포도당 정주로 저혈당 및 역조절 반응을
막을 수 있었다.
인슐린 분비능의 지표로 공복 혈청 C-peptide농도를 사용하였는데 C-peptide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과 동일 분자량(equimolaramount)으로 분비되며 인슐
린과 달리 C-peptide는 일정한 말초 청소율을 보여 임상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에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슐린 분비능을 정확히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
다.

마.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2001년 미국의 NCEP에서는 새로 개정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ATPⅢ)에
서 대사증후군의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인슐린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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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간접측정도구로 이해할 수 있으며,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NCEP-ATPⅢ에 따라 다음의 위험요인 중 3가지 이상

을 만족할 때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1)공복혈당≥110mg/dL
2)고혈압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거나,혈압≥130/85mmHg인 경우
3)고중성지방혈증 :중성지방≥150mg/dL
4)HDL-콜레스테롤 저하 :남자 ;HDL-콜레스테롤 <40mg/dL,여자 ;HDL-콜레

스테롤 <50mg/dL
5)복부비만 :허리둘레가 남자의 경우 102cm 초과,여자의 경우 88cm 초과인 복

부 비만의 기준을 아시아-태평양 기준인 남자 90cm,여자 80cm를 초과한 경우로 바
꾸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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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의의의 틀틀틀

제제제222형형형 당당당뇨뇨뇨병병병 환환환자자자

그림 1.연구의 틀

SBP:SystolicBloodPressure,DBP:DiastolicBloodPressure,
BMI:Bodymassindex,FBS:FastingBloodSugar,TC:Totalcholesterol,
TG:Triglyceride,HDL:HDLcholesterol,LDL:LDLcholesterol
IR:Insulinresistance,C-PEP:C-peptide,MS:Metabolicsyndrome,
Non-MS:Non-Metabolic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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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일반적 특성 및 대사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
하였다.
나.성별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한 후,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ANOVA 검정,²-test을 실시하였다.(연령교정 전과 후로 제시)
다.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연령을 교정하여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라.인슐린 분비능,인슐린저항성 및 인슐린 농도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관계,

인슐린저항성 유무에 따른 인슐린 분비능의 단계에 따라 평균,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령을 교정한 후 분석하였다.
마.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파악하고,대사증

후군을 동반한 군과 동반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성별에 따라 일반적 특성 및 대사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바.대사증후군의 유무,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

대사증후군 유무와 인슐린저항성의 유무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성별에 따라 연령을 교정한 후 분석하였다.
사.연구 대상자의 당뇨병 이환기간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교정한 후 분석하였다.
아.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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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대대대사사사 지지지표표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총 1,973명으로 남자 1,051(53.3%)명,여
자 922(46.7%)명이었으며,평균연령은 남자 54.97±10.75세,여자 58.44±9.26세로 여자
의 평균연령이 높았다.당뇨병 이환기간은 남자는 8.67±7.22년,여자 9.01±6.72년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허리둘레는 남자가 87.06±7.65cm,여자는 81.32±8.44cm로 여
자에서 복부비만이 많았다.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는 남자가 1.94±0.88%/min,여자는 1.92±0.89%/min로

Kitt값 2.5%/min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대상자에서 인슐린저항성의 분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왼쪽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남자 0.87±0.23mm,여자는 0.84±0.21mm이며,
오른쪽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남자는 0.85±0.20mm,여자는 0.81±0.20mm로 전
체적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여자보다 남자가,오른쪽보다 왼쪽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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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남 자 여 자

N　(평균±표준편차) N　(평균±표준편차)
연령(yrs) 1,051　(54.97±10.75) 922 (58.44±9.26)
당뇨병 이환기간(yrs) 1,051　 (8.67±7.22) 922 (9.01±6.72)
수축기혈압(mmHg) 1,047(135.41±18.40) 921(139.88±20.21)
이완기혈압(mmHg) 1,051 (90.01±11.67) 922 (86.97±11.38)
허리둘레(cm) 1,025 (87.06±7.65) 897 (81.32±8.44)
체질량지수(㎏/㎡) 1,051 (24.20±5.29) 922 (24.12±5.24)
체지방율(%) 1,051 (16.71±5.95) 922 (19.22±6.38)
당화혈색소(%) 1,049 (8.21±1.77) 920 (8.23±1.64)
공복혈당(mg/dl) 1,051(150.40±54.78) 922(148.05±54.70)
총콜레스테롤(mg/dl) 1,050(190.94±39.35) 922(204.55±43.71)
중성지방(mg/dl) 1,049(169.46±125.65) 922(160.22±103.98)
HDLcholesterol(mg/dl) 1,050 (47.89±12.51) 922 (53.15±21.69)
LDLcholesterol(mg/dl) 992(111.60±31.48) 888(120.88±36.85)
요산(mg/dl) 1,051 (4.84±2.45) 922 (3.78±1.49)
인슐린(μU/ml) 1,049 (8.75±5.40) 921 (9.71±5.68)
C-peptide(ng/ml) 1,051 (2.15±0.94) 922 (2.10±0.87)
kitt(%/min) 1,035 (1.94±0.88) 904 (1.92±0.89)
LeftmeanIMT(㎜) 1,022 (0.87±0.23) 889 (0.84±0.21)
RightmeanIMT(㎜) 1,021 (0.85±0.20) 890 (0.81±0.20)
MeanIMT(㎜) 1,021 (0.86±0.19) 890 (0.83±0.18)
Max IMT(㎜) 1,022 (0.93±0.23) 890 (0.90±0.22)

표 2.대상자의 임상적 특성 및 대사 지표

C-peptide:인슐린분비능
Kitt:인슐린저항성 지표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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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령령령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연령을 40세 미만,40-49세,50-59세,60-69세 4그룹으로 나누어 왼쪽,오른쪽,평
균,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연령을 교정하기 전,후의 남녀별로 비교해 보았다.
연령 교정 전의 <표 3>을 보면,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측정값의 경동
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P<.0001).
그러나,연령 교정 후의 <표 4>를 보면,남녀 모두 비교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측정값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증가하였으나,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
다.전체적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여자보다 남자가,오른쪽보다 왼쪽의 경동맥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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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N(명) 왼쪽 IMT
평균±표준편차

오른쪽 IMT
평균±표준편차

평균 IMT
평균±표준편차

최대 IMT
평균±표준편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0세미만 89 22 0.67±0.12 0.59±0.11 0.68±0.12 0.60±0.13 0.68±0.11 0.60±0.11 0.71±0.11 0.62±0.12
40-49세 213 111 0.78±0.20 0.74±0.20 0.79±0.20 0.71±0.15 0.78±0.17 0.72±0.15 0.86±0.23 0.78±0.20
50-59세 348 334 0.87±0.21 0.82±0.18 0.84±0.17 0.78±0.17 0.86±0.17 0.80±0.15 0.93±0.20 0.86±0.18
60-69세 295 340 0.94±0.22 0.90±0.23 0.92±0.19 0.87±0.20 0.93±0.18 0.89±0.18 1.00±0.22 0.96±0.23
P-value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표 3.남녀별 연령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전)

연령 N(명) 왼쪽 IMT
평균±표준오차

오른쪽 IMT
평균±표준오차

평균 IMT
평균±표준오차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0세미만 89 22 0.82±0.05 0.76±0.07 0.77±0.04 0.71±0.06 0.80±0.04 0.74±0.06 0.84±0.05 0.81±0.07
40-49세 213 111 0.84±0.02 0.82±0.03 0.83±0.02 0.76±0.03 0.83±0.02 0.79±0.03 0.91±0.23 0.87±0.03
50-59세 348 334 0.86±0.01 0.83±0.01 0.84±0.01 0.79±0.01 0.85±0.01 0.81±0.01 0.92±0.01 0.88±0.01
60-69세 295 340 0.85±0.03 0.85±0.02 0.87±0.02 0.83±0.02 0.86±0.02 0.84±0.02 0.93±0.03 0.90±0.02
P-value 0.7471 0.6896 0.4145 0.3820 0.6355 0.4670 0.2248 0.7046

표 4.남녀별 연령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후)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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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인인인과과과의의의 상상상관관관분분분석석석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교정하여 상관분석
을 시행하였다.남자는 수축기혈압(r=0.08,P=0.01),허리둘레(r=0.11,P=0.001),총콜
레스테롤(r=0.09, P=0.01), HDL-콜레스테롤(r=-0.13 P<.0001), LDL-콜레스테롤
(r=0.16,P<.0001),인슐린(r=0.08,P=0.02)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r=-0.07,P=0.03)
가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자는 수축기혈압(r=0.15,P<.0001),이완기 혈압(r=0.09,P=0.01),당화혈색소
(r=0.10, P=0.003), 공복혈당(r=0.10, P=0.006),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r=-0.12,
P=0.001)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남자는 수축기혈압(r=0.07,P=0.04),허리둘레(r=0.09,P=0.01),총콜레스테
롤(r=0.10,P=0.002),HDL-콜레스테롤(r=-0.11,P=0.001),LDL-콜레스테롤(r=0.16,
P<.0001),인슐린(r=0.08,P=0.02)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r=-0.06,P=0.05)가 경동
맥 내중막 두께 최대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여자는 수축기혈압(r=0.15,P<.0001),이완기 혈압(r=0.12,P=0.002),당화혈색소

(r=0.09,P=0.01),공복혈당(r=0.08,P=0.03),HDL-콜레스테롤(r=-0.07,P=0.04),인슐린
저항성 지표(kitt)(r=-0.12,P=0.001)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 최대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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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partialr(p-value)

평균 IMT 평균 IMT 최대 IMT 최대 IMT
남 여 남 여

당뇨병 이환기간(yrs) 0.01(0.79) 0.04(0.27) 0.02(0.53) 0.02 (0.57)
수축기혈압(mmHg) 0.08(0.01) 0.15(<.0001) 0.07(0.04) 0.15 (<.0001)
이완기혈압(mmHg) 0.01(0.80) 0.09(0.01) -0.01(0.80) 0.12 (0.002)
허리둘레(cm) 0.11(0.001) 0.03(0.35) 0.09(0.01) 0.03 (0.47)
체질량지수(㎏/㎡) 0.06(0.08) 0.05(0.17) 0.05(0.10) 0.03 (0.31)
체지방율(%) 0.05(0.10) 0.03(0.46) 0.04(0.19) 0.02 (0.58)
당화혈색소(%) 0.04(0.25) 0.10(0.003) 0.05(0.13) 0.09 (0.01)
공복혈당(mg/dl) 0.03(0.45) 0.10(0.01) 0.04(0.22) 0.08 (0.03)
총콜레스테롤(mg/dl) 0.09(0.01) 0.01(0.81) 0.10(0.002) 0.03 (0.43)
중성지방(mg/dl) 0.02(0.60) 0.05(0.19) 0.02(0.60) 0.06 (0.11)
logTG(mg/dl) 0.04(0.24) 0.09(0.01) 0.04(0.27) 0.09 (0.01)
HDLcholesterol(mg/dl)-0.13(<.0001)-0.06(0.09) -0.11(0.001) -0.07 (0.04)
LDLcholesterol(mg/dl) 0.16(<.0001) 0.02(0.53) 0.16(<.0001) 0.034(0.28)
요산(mg/dl) -0.04(0.28) -0.04(0.30) -0.05(0.12) -0.04 (0.24)
인슐린(μU/ml) 0.08(0.02) 0.07(0.06) 0.08(0.02) 0.07 (0.05)
C-peptide(ng/ml) 0.03(0.42) 0.05(0.14) 0.01(0.70) 0.05 (0.13)
kitt(%/min) -0.07(0.03) -0.12(0.001) -0.06(0.05) -0.12 (0.001)

표 5.남녀별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위험인자와의 상관분석 (연령 교정 후)

TG: 중성지방,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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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슐슐슐린린린 관관관련련련 지지지표표표와와와 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인슐린 분비능(C-peptide)을 1.1-1.6그룹과 1.7이상 그룹으로 나누어 남녀별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남자 인슐
린 분비능(C-peptide)1.1-1.6그룹(374명)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4±0.01mm,0.91±0.01mm 였고,인슐린 분비능(C-peptide)1.7이상
그룹(677명)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7±0.01mm,
0.93±0.01mm로,인슐린 분비능(C-peptide)1.1-1.6그룹에 비해 증가된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92,P=0.0532).여자 또한 인슐
린 분비능(C-peptide)1.1-1.6그룹(351명)에 비해 1.7이상 그룹(571명)에서 증가된 경
동맥 내중막 두께를 보였으나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는 2.5(%/min)를 기준으로 2.5(%/min)이하는 인슐린저항

성이 있는 그룹으로 2.5(%/min)이상은 인슐린저항성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남녀
별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에서 인슐린저항성이 없는 그룹보다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 증가
된 경동맥 두께를 보였으나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표 6>.
인슐린 농도를 <표 6>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남녀별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

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보았으나,인슐린 농도에 따른 평균,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는 전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에서는 인슐린저항성 유무와 인슐린 분비능에 따라 조합하여 전체 4그룹

으로 나누어 남녀별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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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명) 평균 IMT
평균±표준오차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남 여 남 여 남 여
인인인슐슐슐린린린분분분비비비능능능(((nnnggg///mmmlll)))
1.1-1.6 3743510.84±0.01 0.82±0.01 0.91±0.01 0.89±0.01
≥1.7 6775710.87±0.01 0.83±0.01 0.93±0.01 0.90±0.01
P-value 0.0592 0.2950 0.0532 0.3400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무 2712190.85±0.01 0.81±0.01 0.91±0.01 0.87±0.01
유 7807030.86±0.01 0.83±0.01 0.93±0.01 0.90±0.01
P-value 0.1525 0.0911 0.1668 0.0579

인인인슐슐슐린린린농농농도도도(((μμμμUUU///mmmlll)))
1-5.8 2591560.85±0.01 0.81±0.01 0.91±0.01 0.87±0.02
5.9-7.6 2742200.87±0.01 0.82±0.01 0.94±0.01 0.89±0.01
7.7-10.3 2602390.85±0.01 0.85±0.01 0.92±0.01 0.91±0.01
10.4-120 2402990.87±0.01 0.83±0.01 0.94±0.01 0.91±0.01
P-value 0.3476 0.1190 0.4684 0.1939

표 6.인슐린 분비능 및 인슐린저항성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후)

변수1 변수2 N(명) 평균 IMT
평균±표준오차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남 여 남 여 남 여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인인인슐슐슐린린린분분분비비비능능능

무 1.1-1.6 1471320.84±0.010.81±0.010.90±0.020.88±0.02
≥1.7 124 870.86±0.020.81±0.020.93±0.020.87±0.02

유 1.1-1.6 2272190.85±0.010.82±0.010.92±0.010.90±0.01
≥1.7 5534840.87±0.010.84±0.010.94±0.010.91±0.01

P-value 0.2033 0.2831 0.1981 0.2301

표 7.인슐린저항성 유무와 인슐린 분비능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 비교
(연령 교정 후)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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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동동동반반반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임임임상상상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에 맞추어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군(이하,MS)과 대사증후
군을 동반하지 않은 군(이하,Non-MS)으로 나누어 남녀별로 연령을 교정한 후 임상
적 특징을 비교하여 보았다<표 8,표 9>.
연구대상자 중 남자에서 Non-MS군은 469명이었고,MS군은 582명이었다.두

군간에 당뇨병 이환기간과 LDL-콜레스테롤에는 차이가 없었으나,수축기혈압과 이
완기혈압,허리둘레,체질량지수(BMI),체지방율,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인슐
린,인슐린 분비능(C-peptide)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그 외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요산치도 두 군간에 차이
를 보였다<표 8>.
연구대상자 중 여자에서 Non-MS군은 267명이었고,MS군은 655명이었다.두

군간에 당뇨병 이환기간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으나,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은 남자와는 달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허
리둘레,체질량지수(BMI),체지방율,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요산,인슐린,인슐린 분비능(C-peptide)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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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on-MS MS

P-value
N(평균±표준오차) N(평균±표준오차)

당뇨병 이환기간(yrs) 469 (9.0±0.31) 582 (8.39±0.27) 0.1381
수축기혈압(mmHg) 467(130.58±0.81) 580(139.30±0.72) <.0001
이완기혈압(mmHg) 469 (86.09±0.51) 582 (93.17±0.46) <.0001
허리둘레(cm) 455 (82.58±0.30) 570 (90.64±0.27) <.0001
체질량지수(㎏/㎡) 469 (23.14±0.24) 582 (25.05±0.21) <.0001
체지방율(%) 469 (14.47±0.26) 582 (18.54±0.23) <.0001
당화혈색소(%) 468 (8.05±0.08) 581 (8.33±0.07) 0.0110
공복혈당(mg/dl) 469(146.05±2.50) 582(153.90±2.24) 0.0199
총콜레스테롤(mg/dl) 468(185.96±1.81) 582(194.95±1.62) 0.0002
중성지방(mg/dl) 467(109.94±5.19) 582(217.22±4.64) <.0001
HDLcholesterol(mg/dl) 468 (53.12±0.53) 582 (43.68±0.48) <.0001
LDLcholesterol(mg/dl) 457(111.85±1.47) 535(111.39±1.36) 0.8198
요산(mg/dl) 469 (4.59±0.11) 582 (5.04±0.10) 0.0029
인슐린(μU/ml) 468 (7.99±0.25) 581 (9.36±0.22) <.0001
C-peptide(ng/ml) 469 (1.89±0.04) 582 (2.36±0.04) <.0001
kitt(%/min) 459 (2.19±0.04) 576 (1.74±0.04) <.0001

표 8.남자 -대사증후군 동반 여부에 따른 임상적 특징 (연령 교정 후)

MS:Metabolicsyndrome;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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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on-MS MS

P-value
N(평균±표준오차) N(평균±표준오차)

당뇨병 이환기간(yrs) 267 (8.66±0.39) 655 (9.15±0.25) 0.2929
수축기혈압(mmHg) 267(130.98±1.13) 654(143.51±0.72) <.0001
이완기혈압(mmHg) 267 (81.83±0.67) 655 (89.06±0.43) <.0001
허리둘레(cm) 254 (74.88±0.47) 643 (83.86±0.29) <.0001
체질량지수(㎏/㎡) 267 (21.89±0.31) 655 (25.02±0.20) <.0001
체지방율(%) 267 (15.94±0.37) 655 (20.55±0.24) <.0001
당화혈색소(%) 267 (8.09±0.10) 653 (8.29±0.06) 0.1078
공복혈당(mg/dl) 267(143.30±3.36) 655(149.98±2.14) 0.0953
총콜레스테롤(mg/dl) 267(197.14±2.68) 655(207.57±1.70) 0.0011
중성지방(mg/dl) 267(102.82±6.01) 655(183.62±3.82) <.0001
HDLcholesterol(mg/dl) 267 (61.26±1.30) 655 (49.84±0.82) <.0001
LDLcholesterol(mg/dl) 267(115.33±2.26) 621(123.26±1.48) 0.0036
요산(mg/dl) 267 (3.32±0.09) 655 (3.97±0.06) <.0001
인슐린(μU/ml) 266 (8.21±0.34) 655 (10.32±0.22) <.0001
C-peptide(ng/ml) 267 (1.75±0.05) 655 (2.24±0.03) <.0001
kitt(%/min) 265 (2.25±0.05) 639 (1.78±0.03) <.0001

표 9.여자 -대사증후군 동반 여부에 따른 임상적 특징 (연령 교정 후)

MS:Metabolicsyndrome;대사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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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와와와 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연구대상으로 남녀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들의 유병률을
살펴보았다<표 10>.총 연구대상자 1,973명중에 1,237명(62.6%)이 대사증후군을 동
반하고 있었으며,그 중 남자는 55.3%를 여자가 71%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각각
의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별 유병률을 살펴보면,남자는 복부비만 34.63%,고혈압
76.4%,고지혈증 42.25%,HDL-콜레스테롤 저하는 25.5%이었다.여자는 복부비만
56.62%,고혈압은 78.96%,고지혈증은 42.84%,HDL-콜레스테롤 저하는 43.82%이었
다.대사증후군의 전체 유병률과 구성요소별 유병률 모두 남자보다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남녀별로 연령 교정후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남자에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지 않은 군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3mm,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9±0.01mm를 보였고,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군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9±0.01mm,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96±0.01mm를 보여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군에서 매우 유의하게 경동맥 두께가 증
가되어 있었다.고혈압이 있는 군이 고혈압이 없는 군보다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
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P=0.0017,P=0.0164),복부비만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었으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고 최대 경동맥 내중맥 두께는 의미 없었다(P=0.0462,
P=0.1317).그 외 구성요소인 고혈당,고지혈증,HDL-콜레스테롤 저하를 동반한 군
이 없는 군보다 증가된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보였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조합 개수(1-5)에 따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니,조합 개수가 3개로 많아질 때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었다가 4개일
때 약간 감소된 두께를,5개를 모두 포함 하였을때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
가 가장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26,P=0.0172)<표 11>.
여자에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지 않은 군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6mm,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92±0.01mm를 보였고,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군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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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2mm,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0.89±0.01mm로 남자와
는 달리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지 않은 군이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군보다 경동맥 두
께가 두껍게 나타났으며,이 두 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혈압이 있
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P=0.0144,P=0.0064),고혈당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064,P=0.0086).또한,HDL-콜레스테롤 저하
가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P=0.0431,P=0.0237).하지만,복부비만과 고지혈증을 동반한 군은 동반하지
않은 군에 비해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증가되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조합 개수(1-5)에 따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니,조합 개수가 많아질수록 경동맥 내중막 두께도 차차 증가되었으며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보다는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797,P=0.0371)<표 12>.

구성요소
유병률 (%)

남 여
전 체 55.30 71.00
복부비만 34.63 56.62
고혈압 76.40 78.96
고지혈증 42.25 42.84
HDL-C* 25.50 43.82

표 10.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HDL-C:HDLcholesterol,　Prevalence:1,973명중 1,237명(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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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N(명)
평균 IMT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P-value평균±표준오차 P-value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무 469 0.83±0.00 <.0001 0.89±0.01 <.0001

유 582 0.89±0.01 0.96±0.01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복부비만 무 687 0.85±0.01 0.0462 0.92±0.01 0.1317

유 364 0.87±0.01 0.94±0.01
고혈압 무 248 0.83±0.01 0.0017 0.90±0.01 0.0164

유 803 0.87±0.00 0.94±0.01
고혈당 무 76 0.86±0.02 0.8905 0.92±0.03 0.6175

유 975 0.86±0.01 0.93±0.01
고지혈증 무 607 0.85±0.01 0.3364 0.92±0.01 0.2925

유 444 0.86±0.01 0.94±0.01
HDL-C 무 783 0.85±0.01 0.0759 0.92±0.01 0.1971

유 268 0.87±0.01 0.94±0.01
구구구성성성개개개수수수

1 138 0.82±0.01 0.0026 0.86±0.02 0.0172
2 317 0.85±0.01 0.92±0.01
3 314 0.88±0.01 0.95±0.01
4 200 0.86±0.01 0.93±0.01
5 68 0.88±0.02 0.95±0.03

표 11.남자 -대사증후군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후)

HDL-C:HDLcholesterol,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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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남자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3.남자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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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남자 -고혈압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5.남자 -고혈당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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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남자 -고지혈증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7.남자 -HDL-C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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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남자 -대사증후군 구성개수에 따른 평균 IMT비교(연령 교정 후)

그림 9.남자 -대사증후군 구성개수에 따른 최대 IMT비교(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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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명) 평균 IMT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P-value평균±표준오차 P-value

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무 267 0.86±0.00 <.0001 0.92±0.01 0.0018
유 655 0.82±0.00 0.89±0.01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복부비만 무 400 0.82±0.01 0.4903 0.89±0.01 0.4001

유 522 0.83±0.01 0.90±0.01
고혈압 무 194 0.80±0.01 0.0144 0.86±0.02 0.0064

유 728 0.84±0.01 0.91±0.01
고혈당 무 66 0.77±0.02 0.0064 0.83±0.03 0.0086

유 856 0.83±0.01 0.90±0.01
고지혈증 무 527 0.82±0.01 0.1799 0.89±0.01 0.1638

유 395 0.84±0.01 0.91±0.01
HDL-C 무 518 0.82±0.01 0.0431 0.88±0.01 0.0237

유 404 0.84±0.01 0.91±0.01
구구구성성성개개개수수수

1 65 0.80±0.02 0.0797 0.85±0.03 0.0371
2 189 0.82±0.01 0.88±0.02
3 289 0.83±0.01 0.90±0.01
4 235 0.84±0.01 0.91±0.01
5 131 0.86±0.01 0.94±0.02

표 12.여자 -대사증후군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후)

HDL-C:HDLcholesterol,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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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여자 -대사증후군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11.여자 -복부비만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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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여자 -고혈압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13.여자 -고혈당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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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여자 -고지혈증 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15.여자 -HDL-C유무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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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여자 -대사증후군 구성개수에 따른 평균 IMT비교(연령 교정 후)

그림 17.여자 -대사증후군 구성개수에 따른 최대 IMT비교(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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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대대대사사사증증증후후후군군군 유유유무무무와와와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유유유무무무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
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사증후군 유무와 인슐린저항성 유무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어 남녀별로 연령
을 교정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3>.
남자는 그룹간에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를 보였으며,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

중막 두께에서 유의하였으나(P=0.0049,P=0.0091),여자는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025,P=0.0354).4그룹 중에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이 모두 있는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가장 증가되어 있었다.

대사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N(명)

평균 IMT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남 여 남 여 남 여
무 무 164 97 0.84±0.01 0.79±0.02 0.91±0.02 0.85±0.02
무 유 305170 0.84±0.01 0.82±0.01 0.90±0.01 0.88±0.02
유 무 107122 0.86±0.02 0.82±0.02 0.92±0.02 0.89±0.02
유 유 475533 0.88±0.01 0.84±0.01 0.95±0.01 0.91±0.01
P-value 0.0049 0.1025 0.0091 0.0354

표 13.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비교 (연령 교정 후)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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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남자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 조합에 따른
평균 IMT비교(연령 교정 후)

그림 19.남자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 조합에 따른
최대 IMT비교(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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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여자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 조합에 따른
평균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21.여자 -대사증후군과 인슐린저항성 조합에 따른
최대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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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당당당뇨뇨뇨병병병 이이이환환환기기기간간간과과과 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당뇨병 이환기간을 1-4년,5-9년,10-19년,20년 이상의 4그룹으로 나누어 남녀별
로 연령을 교정한 후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4>.
남자를 보면, 이환기간이 1-4년인 그룹은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0.87±0.01mm,5-9년인 그룹은 0.85±0.01mm,10-19년 그룹은 0.85±0.01mm,20년 이
상인 그룹은 0.88±0.02mm로 그룹 간 경동맥 두께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P=0.1780).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 또한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0.3503).
여자를 보면, 이환기간이 1-4년인 그룹(평균IMT:0.80±0.01mm, 최대IMT:

0.87±0.01mm),5-9년 그룹(평균IMT:0.85±0.01mm,최대IMT:0.93±0.01mm),10-19년인
그룹(평균IMT:0.83±0.01mm, 최대IMT:0.90±0.01mm), 20년 이상인 그룹(평균
IMT:0.84±0.02mm,최대IMT:0.90±0.02mm)4그룹 간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
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75,P=0.0162).

당뇨병
이환기간(년)

N(명)
평균 IMT 최대 IMT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평균±표준오차
남 여 남 여 남 여

1-4 387304 0.87±0.01 0.80±0.01 0.93±0.01 0.87±0.01
5-9 279247 0.85±0.01 0.85±0.01 0.92±0.01 0.93±0.01
10-19 272284 0.85±0.01 0.83±0.01 0.92±0.01 0.90±0.01
20년 이상 109 86 0.88±0.02 0.84±0.02 0.96±0.02 0.90±0.02
P-value 0.1780 0.0175 0.3503 0.0162

표 14.당뇨병 이환기간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 비교 (연령 교정 후)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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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남자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그림 23.여자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IMT비교 (연령 교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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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경경경동동동맥맥맥 내내내중중중막막막 두두두께께께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위위위험험험인인인자자자의의의 다다다중중중회회회
귀귀귀분분분석석석과과과 위위위험험험도도도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를 알아보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자의 경우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는 연령(P<.0001),허리둘레(P=0.0285),

HDL-콜레스테롤(P<.0001),LDL-콜레스테롤(P<.0001)이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며,최
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는 연령(P<.0001),HDL-콜레스테롤(P<.0001),LDL-콜레스
테롤(P<.0001)이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표 15>.
여자의 경우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는 연령(P<.0001),수축기혈압(P<.0001)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P=0.0155)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며,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는 연령(P<.0001),수축기혈압(P<.0001),인슐린저항성 지표(Kitt)(P=0.0088)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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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평균 IMT 최대 IMT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연령(yrs) 0.0098 0.0006 <.0001 0.0087 0.0007 <.0001
당뇨병 이환기간(yrs) 0.0004 0.0009 0.6634 0.0009 0.0010 0.3897
수축기혈압(mmHg) 0.0006 0.0003 0.0528 0.0007 0.0004 0.0802
허리둘레(cm) 0.0018 0.0008 0.0285 0.0013 0.0009 0.1740
중성지방(mg/dl) -0.0001 0.0001 0.0575 -0.0002 0.0001 0.1037
HDLcholesterol(mg/dl)-0.0023 0.0005 <.0001 -0.0023 0.0005 <.0001
LDLcholesterol(mg/dl) 0.0010 0.0001 <.0001 0.0010 0.0002 <.0001
kitt(%/min) -0.0072 0.0073 0.3300 -0.0092 0.0083 0.2680

표 15.남자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의 다중회귀분석

변 수
평균 IMT 최대 IMT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연령(yrs) 0.0087 0.0007 <.0001 0.0076 0.0008 <.0001
당뇨병 이환기간(yrs) 0.0004 0.0010 0.6613 -0.0001 0.0011 0.9641
수축기혈압(mmHg) 0.0015 0.0003 <.0001 0.0015 0.0003 <.0001
허리둘레(cm) -0.0002 0.0007 0.8114 -0.0007 0.0008 0.3761
중성지방(mg/dl) 0.0001 0.0001 0.9376 0.0001 0.0001 0.9748
HDLcholesterol(mg/dl)-0.0004 0.0002 0.1657 -0.0006 0.0003 0.0569
LDLcholesterol(mg/dl) 0.0001 0.0002 0.7920 0.0001 0.0001 0.3981
kitt(%/min) -0.0192 0.0079 0.0155 -0.0230 0.0087 0.0088

표 16.여자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의 다중회귀분석

IMT:intima-media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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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내중막 두께 1mm을 기준으로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mm
이상으로 두꺼워지는 위험도를 연령 군,인슐린저항성 유무,당뇨병 이환기간별로
살펴보았다<표 17,표 18>.
남자는 40세 미만 연령그룹에 비해 40-49세 그룹은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mm 이상 될 위험이 0.395배 높았고 유의하였으나,50-59세 그룹은 위험도가 0.751
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40세 미만 그룹에 비해 60-69세 그룹이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는 1.686배로 매우 유의하였다.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
께가 1mm 이상 될 위험도 또한 40세 미만 그룹에 비해 40-49세 그룹과 60-69세 그
룹에서 위험도가 0.534배,1.996배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인슐린저항성은 없
는 그룹에 비해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
도는 1.526배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위험도는 1-4
년 그룹에 비해 5-9년 그룹의 위험도는 1.008배,10-19년 그룹은 1.053배였으나 유의
하지 않았으며,20년 이상 그룹은 1.842배 위험도가 높았으며 매우 유의하였다<표
17>.
여자는 40세 미만 그룹에 비해 40-49세 그룹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1mm

이상 될 위험이 0.0345배 높았고 유의하였으나,50-59세 그룹과 60-69세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인슐린저항성은 없는 그룹에 비해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
의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는 1.693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위험도는 1-4년 그룹에 비해 5-9년 그룹의 위험도는
2.113배 높았고,10-19년 그룹은 1.716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20년 이
상 그룹에서는 1.883배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표 18>.
결론적으로 연령과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차이

가 있으나,인슐린저항성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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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평균 IMT 최대 IMT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연연연령령령(((yyyrrrsss)))
40세 미만 1.0 1.0
40-49세 0.395 0.219-0.712 0.00200.534 0.327-0.873 0.0124
50-59세 0.751 0.474-1.192 0.22501.091 0.727-1.638 0.6740
60-69세 1.686 1.080-2.632 0.02161.996 1.324-3.008 0.0010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무 1.0 1.0
유 1.526 1.038-2.243 0.03161.471 1.062-2.036 0.0201
당당당뇨뇨뇨병병병 이이이환환환기기기간간간(((yyyrrrsss)))
1-4년 1.0 1.0
5-9년 1.008 0.666-1.527 0.96861.339 0.940-1.907 0.1062
10-19년 1.053 0.699-1.585 0.80591.366 0.957-1.951 0.0859
20년 이상 1.842 1.126-3.014 0.01502.257 1.424-3.577 0.0005

표 17.남자 -관련 변수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 분석 (로지스틱)

변수 평균 IMT 최대 IMT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연연연령령령(((yyyrrrsss)))
40세 미만 1.0 1.0
40-49세 0.369 0.146-0.930 0.0345 0.355 0.169-0.746 0.0063
50-59세 0.595 0.324-1.091 0.0935 0.745 0.452-1.227 0.2478
60-69세 1.295 0.745-2.252 0.3594 1.503 0.937-2.412 0.0914
인인인슐슐슐린린린저저저항항항성성성
무 1.0 1.0
유 1.693 1.014-2.828 0.0442 1.484 1.004-2.194 0.0477
당당당뇨뇨뇨병병병 이이이환환환기기기간간간(((yyyrrrsss)))
1-4년 1.0 1.0
5-9년 2.113 1.256-3.554 0.0048 2.091 1.389-3.148 0.0004
10-19년 1.716 1.027-2.866 0.0392 1.522 1.015-2.282 0.0422
20년 이상 1.883 0.955-3.713 0.0678 1.635 0.934-2.862 0.0853

표 18.여자 -관련 변수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 분석 (로지스틱)

IMT:intima-mediathickness,OR:OddsRatio,CI:Confidence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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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죽상동맥경화증은 다양한 위험인자들로 인해 혈관벽의 변성이 발생하여 혈관벽
이 비후되고 탄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죽상경화가 진행되면 혈관벽을 침식
하여 혈관 협착이 나타나지만 초기에는 혈관 내벽에 작은 변화만이 나타난다.이러
한 죽상동맥경화증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 및 말초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서도 적용이
된다.제2형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질환의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심혈관질환이며,그 진행 정도가 질환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죽
상경화증의 병변 유무와 진행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예방 및 조기치료 방향을 결정
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조기진단이 쉽지 않다.죽상경
화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중 관상동맥 조영술은 침습적인 검사방법이므로 주로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지며 혈관벽의 두께보다는 혈관내경만을
보여주는 한계가 있고,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은 고가의 장비가 필
요하며 혈관벽의 변화는 관찰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이에 비해 고해상도
B-mode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은 비침습적이고 정량적인 계측
법인 동시에 반복 시행이 용이하고 조기병변의 관찰이 가능하여 죽상경화증의 조기
진단 및 추적관찰에 유용하며(Pignoli등,1986;Handa등,1990),전신 죽상경화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Grobbee등,1994).
본 연구에서는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값을 모두 제시하였는데,일반적

으로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혈관의 전반적인 동맥경화증을 반영하나 최대 경
동맥 내중막 두께 및 Plaque같은 국소적인 내중막 비후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
중 등의 발생의 예측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Polak등,1993;Mancini,
2004).
죽상경화증의 여러 위험인자들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Ford등(1985)은 나이,흡연,전신적 고지혈증,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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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비와 관련이 있고,Candelise(1984)등은 흡연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Howard 등(1993)은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ARIC)연구에서 내중막 두께가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남성의 경우
같은 연령의 여성에서보다 두꺼워져 있고 흡연하는 환자군의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박 등(2005)의 연구에서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죽상경화증 위
험인자와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았을 때,연령,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LDL-콜레스테
롤,H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남
성이 경동맥 두께 증가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관성이 있는 경향을
보였다(P=0.062).또한,죽상경화증에는 흡연여부 뿐만 아니라 흡연기간 및 흡연량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Weber,2002)좀더 세분화해서 하루 흡연력 및 흡연기
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박진아 등,2005).고영국 등(1999)의 연구에서
도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증가하고,흡연,당뇨병 환자,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서 증
가된다고 하였다.정상수의 연구(2001)에서는 연령의 증가,남성,체질량 지수가 높
은 군,흡연,LDL-콜레스테롤이 높은 군에서 두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많
은 연구가 진행 된다면 경동맥 초음파에 의한 내중막 두께의 측정으로 관상동맥질
환의 위험인자 예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조유리 등(2003)이 가장
최근에 정상 성인 75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체질
량지수,허리/둔부 둘레비,혈청 총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
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교정하기 전에는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동맥 두께가 매우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연
령을 교정한 후에는 경동맥 두께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령 자체가
중요한 혼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 후 연령을 교정하여 단순상
관분석을 한 결과,남자는 수축기혈압,허리둘레,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인슐린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여자는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당화혈색소,공복혈당,인슐린
저항성 지표(kitt)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 평균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그리고,여자
보다는 남자에서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더 두꺼웠
으며,좌우로 나누어 본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남녀 모두에서 오른쪽보다 왼쪽 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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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내중막 두께가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마도 해부학적인 구조상 우측
보다 좌측이 대동맥궁으로부터 가깝고 혈류유입이 더 많아서오는 차이일 수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좌우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
기에 좌우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에 대한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2배가량 유병률이 높으며 고혈

압이 있는 경우에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Heiss등,
1991).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수축기혈압이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나 확장기 혈압과의 관계는 보고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강세훈
등(2006)의 연구에서도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더 증가하였고,수축기혈압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이완기혈압은 연관성이 없었다.일부 연구에서 이완기 혈압과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그 외의 연구에서 재확인 되지는
않았다.
Borhani등(1990)의 칼슘길항 고혈압 치료제의 일부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감

소시켜 죽상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보고를 고려한다면 다른 약제 등의 사용 등
으로 약제 상호간의 작용 등의 변화를 보인 것일 수 있으며(정상수,2001),각 연구마
다 대상 환자의 연령,혈압 측정 및 내중막 두께의 측정부위와 방법이 서로 다르므
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강세훈 등,2006).
본 연구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76.4%,여자 79%로 높

게 나타났으며,고혈압이 없는 군보다 있는 군에서 남녀 모두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수축기 혈압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이완기혈압은 성별
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자에서는 연관성이 없었으나,여자에서는 유의하였다.다중
회귀분석 결과 수축기혈압은 남자에서 독립적인 위험인자가 아니였으나,여자에서
는 매우 유의한 독립인자로 나타났다.
혈청 총콜레스테롤은 또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

다.Salonen등(1990)은 LDL-콜레스테롤,Blankhenhorn등(1993)과 Crous등(1995)
은 LDL-콜레스테롤 상승이나 HDL-콜레스테롤 감소 시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
다고 보고하였고,국내에서는 안정천 등(1996)의 연구에서 혈청지질수치와 경동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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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중막 두께와의 연관성을 관찰 할 수 없었던 반면에,박태선 등(1996)의 연구에서는
중성지방과 HDL-콜레스테롤이,고영국 등(1999)의 연구에서는 LDL-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가 중성지방과는 양의 상관성이,그리고
HDL-콜레스테롤과는 역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정상수의 연구(2001)에서도
HDL-콜레스테롤 감소나 LDL-콜레스테롤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의 다른 질병 동반 시 경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경동맥 초음파의 1년 후의 비교에서도 당뇨병만 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 없는 군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동반된 군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죽상경화
반의 수가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 두꺼워진 내중막 두께나 이미 생성된 죽상경화반
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치료로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인 연
구와 고혈압 약제나 당뇨약제 등 치료 약제를 세분화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상수,2001).본 연구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남자에서는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감소나 LDL-콜레스테롤 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남자에서만 HDL-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이 평균과 최
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위험인자로 나타났다.중성지방과 죽상
경화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Rubens,1988;
Bonithon등,1991;O‘Leary등,1991)한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대상자들에서 고지방식이에 대한 중성 지방의 최고 농도가 공복 중성지방 농
도나 HDL-콜레스테롤 농도,총 콜레스테롤 농도보다 내중막 두께에 대해 더 중요한
인자는 보고가 있었다(Ryu등,1992).고중성지방혈증이 조기 죽상경화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함께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연구 결과 내중막 두께가 공복시의 중성
지방 농도와는 무관하고 식후 혈중 중성지방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비만은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죽상경화증과 관련된 여러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다.비만 환자에서 동맥벽의 내중막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고 이는 평
활근 세포 증식과 세포외 간질의 증가에서 기인한다.그리고 비만은 동맥벽의 두께
와 이완기 직경을 증가시킴으로써 좌심실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Michele등,2002).또한 비만은 총 혈액량의 증가,기초 심박출량의 증가,심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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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와 관련되어 동맥벽 장력에 변화를 초래하여 신생내막 증식을 유도할 수 있
다.비만 환자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의 과활성
화가 심혈관계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Michele
등,2002).이러한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체질량지수,허리둘레,허리/둔부 둘레
비 등이 비침습적이고,간편하게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고(Larsson등,
1984),지방 분포에 따라 질병 이환율이 차이가 있음이 보고 된 후로 복부비만의 중
요성이 강조되어 이의 평가에 허리둘레,허리/둔부 둘레비 등이 흔히 사용된다.특
히 허리둘레는 허리/둔부 둘레비보다 내장지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Pouloit등,
1994)가장 손쉽게 복부비만을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추적 관찰하는 지표로서 중요
하다.
여러 연구들에서 전신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지수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Ciccone등,1999;Michele등,2002),전향적인 연구들
에서 전신 비만과 높은 체중증가율이 죽상경화증,특히 급성 관상동맥 질환 및 뇌경
색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허리/둔부 둘레비나 허리둘레로 나타내어지는 복부비만이 체
질량지수로 표시되는 전신 비만보다 더 강력한 죽상경화증의 예측인자로 보고되었
다(Larsson등,1984;Rexrode등,1998).그러나,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여 비만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특히 국내에
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서구의 연구들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증가와 관련성이 많다고 하였으나(Yamamoto등,1998;Ogawa등,
2004),국내의 연구들에서는 관련성이 적다고 보고되었다(박태선 등,1996;고영국
등,1999;박태선 등,1999;안유배 등,2001).이것은 한국인 제2형 당뇨병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만이 적고 비비만인이 많으며 발병 시 심한 체중감소를 보
이는 등 임상양상이 서구인과 다른 점이 많으나(민헌기,1992)국내 연구들이 주로
체질량 지수만을 가지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복부비
만과의 관련성을 간과한 것으로 여겨진다(강세훈 등,2006).강세훈 등의 연구(2006)
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전신 비만 외에 복부 비만
과 관련된 인자들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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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둘레,체지방률 등은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허리둘레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군과 비비만
군,허리둘레에 따라 복부비만군과 비복부비만군으로 나누어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서로 비교 하였을때 남녀 각각 허리둘레에 따른 복부비만군이 비복부비만군에 비해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더 증가하였으나 체질량지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복부
비만군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체질량지수,허리둘레
및 허리/둔부 둘레비 등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대하여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나타
나지는 않았으며 이에 대해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
료된다.김철식 등(2004)은 체질량 지수나 당뇨병의 유병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둔부 둘레비에 의한 복부비만 유무에 따라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보고하였고,허규연 등(2003)은 허리둘레,체질량지수가 경동맥 내중막 두
께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복부비만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해 주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비만지표로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체지방율을 사
용하였는데,남자에서만 허리둘레가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상관성을 보였고,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인슐린저항성도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슐린 내성 검사나

정맥내 당부하 검사법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Bonora등,1997).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고가 거의 없으며 강세훈 등(2006)의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 및 공복
인슐린 농도를 이용한 HOMA-IR법으로 측정된 인슐린저항성과 내중막 두께간의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한국인에서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서양에
비하여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인슐린 결핍도 중요한 병태생리라는 연구 보고들
과 강의 연구에서 대상이 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 유병기간이 10년 이상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인슐린저항성 외에도 다른 인자들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강세훈 등, 2006). 147명의 건강한 정상인에서 인슐린억제검사(insulin
suppressiontest)를 시행하여 안정상태의 혈당농도(steadystrateplasmaglucose:
SSPG)를 인슐린저항성의 지표로 하여 평균 4.7년간 고혈압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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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연령,성별,체질량지수,신체활동량,흡연력을 보정한
후에도 인슐린저항성이 심혈관질환의 독립인자임이 확인되었다.Pyorala(1979,1985)
와 Eschwege(1985)는 혈청인슐린 농도와 남성의 관상동맥질환은 유의한 관계가 있
다고 하였다.백인과 Hispanics에서 정상 혈당 클램프기법으로 측정한 인슐린저항성
과 동맥경화증(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
성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 사이에 관련성을 보였다(허갑범,2005).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분비능(C-peptide)및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와 인슐린

농도 등 인슐린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보았으
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우리나라 당뇨 발생에 관한 병태생리를 고려하여 인슐린
저항성 유무와 인슐린 분비능을 함께 조합하여 보았는데,인슐린저항성이 있으면서
인슐린 분비를 본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되어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심혈관계 질환과 고인슐린혈증-인슐린저항성과의 연구에서 상관성
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인종이나 종족에 따라 심혈관계 위험 인자와 인슐
린저항성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허갑범,2005).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저항성이 근강을 이루며 당뇨병의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 외에 인슐린저항성에 의해 초래되는 고혈당,고혈
압,고지혈증,비만의 각 인자들이 한 개체에서 동시에 군집해서 발생하고 진행하여
심혈관계 죽상경화증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 하여,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그러므로 제2형 당뇨병과 대
사증후군은 병태생리학적으로 인슐린저항성이라는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동반은 심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게 된다.본 연구를 통해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과 임상양상을 조사한 결과,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당뇨병 환자에서 62.6%로 높을
뿐 아니라,대사증후군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유의한 증
가를 확인하였다.
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대개 WHO 기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약 70-90%로 보고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NCEP-ATPⅢ 기준에 맞
추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았을 때 62.6%로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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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정도에 비해 높았으며,허리둘레 기준을 아시아 태평양 기준으로 바꾸었을때
75%로 증가되었다(박혜순 등,2003).본 연구가 1,973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조사한 유병률이므로 전체 당뇨병 환자들을 대변하기에는 그 수가 다소 적다
는 제한점이 있으나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들 중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을 70-80%로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한다.또한 NCEP-ATPⅢ 기준에 의한 대사증후
군의 정의에 있어 아시아인의 경우 허리둘레 기준을 보정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게 평가되므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더 낮추어야 한다는 보
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본 연구의 대상 환자에서 남자의 34.6%에서 허리둘레가
90cm를 넘었고,여자의 56.6%에서 허리둘레가 80cm이상이었다.이는 국내의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결과에서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남자 19.2%,여자 38.5%였던 것에 비
교하면,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복부비만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여자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에서도 남자의 두 배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자의 56.6%가 80cm를 초과하는 빈도
를 보였으므로 허리둘레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기준은 좀더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증후군의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면,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복부비

만과 낮은 HDL-콜레스테롤은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압,혈당,중성지방은
남자에서 유의하게 많았으나,본 연구의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여자의 경우 복부비
만,낮은 HDL-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더 많이 관찰되어 국내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이었으나,고혈압과 고중성지방혈증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
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손광표 등은(2004)연구에서 심혈관 위험인자를 분석한 결과,고혈당 자체가 심

혈관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대사증후군 자체가 심혈관
위험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sta등(2004)에 의하면,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가 많이 있을수록 말초혈관질환,

뇌졸중,심혈관 질환의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망막 합병증,신장 합
병증,신경 합병증 각각의 발생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Borona등(2003)은 WHO기
준과 NCEP-ATPⅢ 기준을 이용하여 대사증후군을 분류하고 5년간 경동맥 내중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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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와 심혈관 질환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경동맥
동맥경화증이 관찰되었고 심혈관 질환의 빈도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손광표 등
(2004)의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대사증후군의 동반 유무에 따른 경동맥 내
중막 두께를 비교한 결과 대사증후군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 경동맥 내중막의
평균치나 최고치가 모두 증가되어 있었으며,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대사증후군의 구성 요소 개수에 따른 경동맥 두께의 증가 양상이 남녀에 따
라 약간 차이가 있었다.손광표 등(2004)의 연구에서 각각의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복부비만,고혈압,HDL-콜레스테롤의 저하,인슐린저항
성 각각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고중성지방혈증의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남자에서는 복부비만과 고혈압이,여
자에서는 고혈압과 고혈당,낮은 HDL-콜레스테롤이 평균 경동맥두께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대사증후군 유무와 인슐린 저항성 유무를 함께 조합 해본 결과,남자에
서는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여자에서는 최
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당뇨병 환자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은 매우 높으며,대사증후군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위험인자의 유의한
증가,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그리고 경동맥 내중막의 두께 증가가 있음을 확인되
었기에,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대사증후군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손광표 등,2004).
성별에 따라 다변량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었다.남자에서는 연령,수축기혈압,허

리둘레,HDL-콜레스테롤이,여자에서는 연령과 수축기혈압이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위험인자로 나타났다.연령과 당뇨병 이환기간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미치는 위험도는 남녀에서 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성에는 차
이가 있었으나,공통적으로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그룹이 인슐린저항성이 없는 그룹
에 비해 경동맥에 미치는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과 인슐린과 관련된 지표를 다양하

게 조합하여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단면연구이다.허 내과를
내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내원 당시 약제들을 복용하는 기간
과 종류의 차이에 따른 결과가 고려되지 못한 점과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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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질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되
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
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세분되고 전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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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973명을 대상으로 인슐린 관련 지표와 대사
증후군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해
보았으며,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령을 교정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보았다.연령을 교정하기 전에 남녀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좌우,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치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연령을 교정한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연령을 교정하여 상관관계를

보았다.남자는 수축기혈압,허리둘레,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
테롤,인슐린저항성 지표(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여자는 수축기혈압,이
완기혈압,당화혈색소,공복혈당,인슐린저항성 지표(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인슐린과 관련된 지표들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에서 인슐린 분비능

(C-peptide)과 인슐린저항성 유무,인슐린 농도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남녀
대상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인슐린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을 조합하여 4그룹 간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대사증후군 동반 여부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는 남자에서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허리둘레,체질량지수,체지방율,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인슐린,
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당화혈색소,공복혈당,총콜레스테롤,요
산치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여자에서는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허리
둘레,체질량지수,체지방율,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
테롤,요산,인슐린,인슐린 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남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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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과 복부비만이 있을 때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여자에
서는 고혈압과 고혈당,HDL-콜레스테롤 감소가 있을 때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유의
한 증가가 있었다.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개수에 따라서는 조합 개수가 많아질수록
경동맥 내중막 두께도 대체로 증가하였으나,남녀별로 약간 차이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유무와 인슐린저항성 유무에 따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남자는 4그룹 간 평균과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가 유의하였
고,여자에서는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최대 경동맥 내
중막 두께에서만 유의하였다.
당뇨병 이환기간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남자는 유의하

지 않았고 여자는 이환기간과 평균 및 최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

였다.남자에서는 연령,허리둘레,HDL-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이 독립적인 위
험인자였으며,여자에서는 연령,수축기혈압과 인슐린저항성 지표(Kitt)가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경동맥 내중막 두께 1mm이상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경우 약 50%이상 위험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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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fffaaaccctttooorrrsssrrreeelllaaattteeedddtttoooiiinnntttiiimmmaaa---mmmeeedddiiiaaattthhhiiiccckkknnneeessssss(((IIIMMMTTT)))
ooofffpppaaatttiiieeennntttssswwwiiittthhhtttyyypppeee222dddiiiaaabbbeeettteeesssmmmeeelllllliiitttuuusss

HeeSookPark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nHaJee,Ph.D.)

Atherosclerosis which occurs in diabetics is more serious in symptom
comparedwithnormalpeople.Theobjectiveofthisstudywastoanalyzefactors
related tointima-mediathickness(IMT),inthecaseofpatientswithtype2
diabetesmellitus.Theresearchwasconductedfrom April,2003toFebruary,2006
andthesubjectsofthisstudywere1,973patients(1,501menand922women)
withtype2diabetesmellituswhovisitedHeoCliniclocatedinSeodaemun-gu,
Seoul.Theresultsoftheresearchareasfollows:
TheresultofanalyzingfactorsrelatedtoIMTdemonstratedthat,formale

patients,significantcorrelationwasshowedwithsystolicbloodpressure,waist,
totalcholesterol,HDL-cholesterol,LDL-cholesterol,andinsulinresistance(Kitt);
forfemalepatients,statisticsrevealedsignificantcorrelationwithsystolicblood
pressure,diastolicbloodpressure,HbA1c,fastingglucose,andinsulinresistance
(Kitt).
However,intherelationshipbetweenindicator,whicharerelatedtoinsulin,and

IMT,therewasno significantcorrelation with C-peptide,existenceofinsulin
resistance,andinsulinlevel.Also,IMTamongfoursubgroupswascomparedby
combininginsulinresistanceandC-peptite,butnosignificancewasobserved,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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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relationshipbetweenaccompanimentofmetabolicsyndrome(MS)and
IMT,patients cas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between two
subgroupsinsystolicbloodpressure,diastolicbloodpressure,waist,bodymass
index,totalbodyfatpercent,triglyceride,HDL-cholesterol,insulin,C-peptite,
insulinresistance(Kitt),HbA1c,fastingglucose,totalcholesterol,anduricacid.In
caseoffemalepatients,statisticsdemonstrated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
subgroupsinsystolicbloodpressure,diastolicbloodpressure,waist,bodymass
index,totalbodyfatpercent,triglyceride,HDL-cholesterol,LDL-cholesterol,uric
acid,insulin,C-peptiteandinsulinresistance(Kitt).
Intherelationshipbetweencomponentsofmetabolicsyndrome(MS)andIMT,

there wassignificantincrease,formale patients,in IMT when they have
hypertentionandabdominalobesityforfemalepatients,statisticallysignificant
increasewasobservedinIMTwhentheyhavehypertention,hyperglycemia,and
low HDL-cholesterol.Concerningthenumbersthatcomposemetabolicsyndrome,
themorecombinationnumbersthereare,themoreincreaseinIMTwasshowed
however,aslightdifferencewasobserved.TheresultofcomparingtheIMT,after
combiningexistenceofmetabolicsyndromeandofinsulinresistance,showed
that,in caseofmalepatients,therewassignificantdifferenceamong four
subgroupsinmeanandmaxintima-mediathickness;however,incaseoffemale
patients, no significance was demonstrated in the difference of mean
intima-mediathickness,butsignificancewasobservedonlyinmaxintima-media
thickness.
Theresultsofrelationshipbetweencontractiondurationofdiabetes andIMT

showedthattherewasnosignificanceinmalepatients,andthatfemalescases
demonstratedthesignificantdifferencebetweenmeanintima-mediathicknessand
maxintima-mediathickness.
Multipleregressionanalysiswasconductedtofigureoutriskfactorsthathave

influenceonIMT.Theresultsrevealedthatindependentriskfactors,formal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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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waist,HDL-cholesterol,LDL-cholesterol;forfemale,theyareage,systolic
blood pressure,and insulin resistance(Kitt).Logisticregression analysiswas
conductedtofigureoutfactorsrelatedtoIMTwhichisthickerthan1mm.The
resultsshowedthatwhentherewasinsulinresistance,oddsratioover50% was
indicated.
Inconclusion,thisstudydemonstratesthatinsulinresistanceandmetabolic

syndromearefactorsrelatedtoIMTofpatientswithtype2diabetesmellitus.
However,considering thelimitation ofthisstudy,furtherresearch which is
targetedwithmorepatientsassubjectsisneeded.

keyword:Atherosclerosis,Intima-MediaThickness,type2diabetesmellitus,
Insulinresistance,Metabolic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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