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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건강한건강한건강한건강한 폐경폐경폐경폐경 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여성에서 호르몬호르몬호르몬호르몬 치료치료치료치료 후후후후 adipokine 및및및및  

Inflammatory marker의의의의 평가평가평가평가  

 

최근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adipo(cyto)kine은 비만, 당뇨,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대사성 및 혈관 질환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 adiponectin은 항염증 및 항동맥경화,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resistin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 

시킴으로써,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interleukin (IL)-6, tumor 

necrosis factor (TNF)-α등의 inflammatory marker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폐경 후 여성은 지방 조직의 재분포가 일어나며,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폐경 여성의 변화에 adipokine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경 후 adipokine의 변화와 이에 여성 

호르몬 대체 치료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adipokine 변화와 inflammatory 

marker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v 

36명의 폐경 전 여성과 33명의 건강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폐경 여성 중 27명은 6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시행 하였다. 각각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및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지질대사인자 

(lipid profile), 공복혈당, 인슐린, hs-CRP, IL-6, TNF-α, adiponectin, resistin을 

측정하였으며, 인슐린 저항성은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index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폐경 전 여성과 비교할 때 폐경 여성에서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각각 169.39±30.04 vs. 197.55±35.37 mg/dL, 

53.94±10.54 vs. 59.99±11.55 mg/dL, 4.75±0.36 vs. 5.04 ± 0.46 mmol/L, P < 

0.05)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HOMA-IR index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iponectin은 폐경 여성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있는 반면 (4.56±2.42 vs. 

7.76±4.99 µg/mL, P < 0.05), resistin, hs-CRP, TNF-α, IL-6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변량 회귀 분석하였을 때, hs-CRP는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adiponectin은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 

체질량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TNF-α는 공복혈당과, IL-6는 

HOMA-IR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호르몬 치료 6개월 후 

hs-CRP는 치료 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나 (0.51±0.30 vs. 1.22±1.52 mg/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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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adiponectin, resistin, TNF-α, IL-6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여성에서 폐경 후 adipokine의 변화가 심혈관 질환 

위험도와 대사성 증후군의 발현에 일차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 폐경 

여성의 경구 호르몬 단기 치료는 hs-CRP는 증가시키지만 adipokin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__ 

핵심이 되는 말 : 폐경, 호르몬 치료, adipokines, inflammatory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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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 후 adipokine 및  

Inflammatory marker의 평가 

 

<지도 교수 이 병 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상 희 

 

I. 서론서론서론서론 

지방조직은 최근 중요한 호르몬과 싸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1,2 지방조직에서 분비하는 물질을 adipo(cyto)kine이라 

부르며, 이에 leptin, adiponectin, resistin, tumor necrosis factor (TNF)-α,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PAI)-1, interleukin (IL)-6 등이 있다.1,2 이러한 

adipokine은 대사성 및 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Adiponectin은 24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γ ligand에 의해 유도된다.3,4 여러 연구에서 

내당능 (glucose intolerance)과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 (insulin sensitivity)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질량지수와 역의 관계에 있고, 제2형 당뇨,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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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등의 환자에서 의미 있게 감소되어있는 것이 입증되었다.5-7 

또한 항염증 (anti-inflammatory), 항죽상경화 (anti-atherosclerotic) 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adiponectin 수치의 감소는 혈관 기능부전 (endothelial 

dysfunction)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며,8-10  그 감소의 

정도는 심장 허혈성 질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1 

Adiponectin과 달리 지방 세포가 증가 함에 따라 분비가 증가되는 

TNF-α와 resistin은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키며, TNF-α는 인슐린 수용체의 

세린기를 인산화 시킬 뿐 아니라,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 할 수 있다. IL-6은 약 30%가 지방 조직에서 기원하며,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 좀 더 많이 분비되고, 당대사와 지질대사에 

관련하고 있는데, 간에서의 당신생과 중성 지방의 분비를 증가 시키며,12  

혈관의 염증 반응을 증가 시킨다. 이와 같이 지방조직에서 일부 생산되는 

hs-CRP, IL-6, TNF-α등의 inflammatory marker는 혈관의 염증 반응을 증가 

시킴으로써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로서 알려져 있으며, adipokine의 분비 

조절과 작용에 관여한다. 

폐경 후 여성은 체내 지방의 축적이 증가할 뿐 아니라, 복부 지방 

세포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지방 세포의 재분포가 이루어진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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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부 지방의 축적은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혈증, 응고와 

지질 대사 장애 등과 같은 폐경기 대사성 증후군 (metabolic syndrome)을 

증가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14-16 따라서 과거 

폐경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을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예방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어져 왔으며, 대규모 관찰 

연구인 Nurses’ Health Study (NHS)가 심혈관 병력이 없는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요법 후 관상 동맥 질환의 발생이 0.61로 감소되었음이 

보고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였다.17 그러나, Heart and Estrogen/Progestin 

Replacement Study(HERS), Women’s Health Initiative (WHI)와 같은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호르몬 치료가 심혈관 질환의 일차, 이차적인 예방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18,19 상반된 

견해가 공존해 온 가운데 호르몬 치료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다양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폐경 여성의 대사성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adipokine과 inflammatory marker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규명은 폐경과 여성 호르몬 치료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는데 큰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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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폐경 후 adipokine 및 inflammatory 

marker의 변화와 상호관계, 인슐린 저항성을 평가하고, 이차적으로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가 adipokine 및 inflammatory marker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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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 받은 건강한 폐경 전 여성 36명과 2005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폐경기 증상을 주소로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한 건강한 폐경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경 전 여성은 35세에서 45세 사이이며,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갖고, 최근 1년 내에 호르몬 치료 또는 피임약을 

복용한 적이 없으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경 여성은 46세에서 55세 사이로 최종 월경일로부터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혈중 FSH > 40mIU/ml를 만족하고,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수술로 인한 폐경 여성은 제외하였다. 흡연력은 없으며, 당뇨, 급성 또는 

만성 신장 및 간질환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심혈관 질환의 병력과 혈당 

강하제, glucocorticoid, 지질 저하제 등의 약물 복용의 과거력과 체중의 

변화가 없었고, 각 대상자로부터 문서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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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모든 여성은 신장, 체중, 둔부와 허리둘레 및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kg/m2), 허리엉덩이 둘레비 (waist to hip 

ratio, WHR)를 계산하였으며, 폐경 여성은 Activelle® (NovoNordisk A/S, 

Bagasvaerd, Denmark, estradiol 1mg plus norethisterone acetate 0.5mg)로 호르몬 

치료 시작 후 3개월, 6개월에 외래 추적 관찰하여 순응도를 평가하였다. 

 

가가가가. 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지질대사, 당대사와당대사와당대사와당대사와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저항성의 생화학적생화학적생화학적생화학적 평가평가평가평가 (biochemical 

assays) 

모든 대상 여성은 10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채혈하여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70℃에 동결 보관하였다. 공복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omocysteine,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을 측정하였다. 폐경 여성은 호르몬 

치료 6 개월 후 상기 검사를 재측정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index (공복 인슐린 

농도[U/mL]×공복혈당[mmol/L] /22.5)으로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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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혈중혈중혈중혈중 adipokine 및및및및 inflammatory marker의의의의 측정측정측정측정  

Adiponectin과 resistin은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D 

system Europe Ltd., Abingdon, UK)로, TNF-α와 IL-6 high-sensitive ELISA (R&D 

system Europe Ltd., Abingdon, UK)로 측정하였다. 

 

다다다다. 자료의자료의자료의자료의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통계통계통계통계 처처처처리리리리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 프로그램 (SPSS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평균값±평균오차로 표시하였다. 폐경 

전 여성과 폐경 여성의 비교, 호르몬 치료전과 6개월 후의 비교는 Students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인자들간의 연관관계는 Pearson linear 

correlation과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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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폐경폐경폐경폐경 전전전전 여성과여성과여성과여성과 폐경폐경폐경폐경 여성의여성의여성의여성의 비교비교비교비교 

폐경 전 여성 (36명)의 평균 연령은 40.89세, 폐경 여성 (33명)의 평균 

연령은 51.97세이었다 (Table 1). 체질량지수는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2.53±2.56 vs. 22.66±2.66), 허리엉덩이 둘레비와 수축기 혈압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각 0.78±0.04 vs. 0.81±0.05, 113.28±11.34 vs. 

121.38 ± 13.19 mmHg, P < 0.05). 

당대사와 지질대사 인자를 비교 해보면, 폐경 여성에서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과 공복혈당 (각각 169.39±30.04 vs. 197.55±35.37 mg/dL, 

53.94±10.54 vs. 59.99±11.55 mg/dL, 4.75±0.36 vs. 5.04 ± 0.46 mmol/L, P < 

0.05)이 의미 있게 높았으나, triglyceride, HOMA-IR index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 사이에 hs-CRP는 차이는 없었지만 (0.63±0.51 vs. 0.63±0.67 mg/L), 

adiponectin은 폐경 여성에서 의미 있게 증가되어있는 반면 (4.56±2.42 vs. 

7.76±4.99 µg/mL, P < 0.05), resistin, TNF-α, IL-6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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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arison of clinical and metabolic parameters between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Parameters Premenopausal women 

(n=36) 

Postmenopausal women 

(n=33) 

P 

Age (yr) 40.89 ± 3.65 51.97 ± 5.41 <0.01 

Weight (kg) 55.92 ± 6.84 55.87 ± 6.44 NS 

BMI (kg/m2) 22.53 ± 2.56 22.66 ± 2.66 NS 

WHR  0.78 ± 0.04 0.81 ± 0.05 <0.05 

SBP (mmHg) 113.28 ± 11.34 121.38 ± 13.19 <0.01 

DBP (mmHg) 70.67 ± 8.23 75.19 ± 10.95 NS 

Total cholesterol (mg/dL) 169.39 ± 30.04 197.55 ± 35.37 <0.01 

Triglyceride (mg/dL) 94.11 ± 43.34 96.52 ± 46.18 NS 

HDL-cholesterol (mg/dL) 53.94 ± 10.54 59.88 ± 11.55 <0.05 

LDL-cholesterol (mg/dL) 99.49 ± 32.34 118.36 ± 29.90 <0.05 

Fasting glucose (mmol/L) 4.75 ± 0.36 5.04 ± 0.46 <0.01 

Fasting insulin (µIU/mL) 4.51 ± 2.25 5.33 ± 2.74 NS 

HOMA-IR 0.95 ± 0.47 1.22 ± 0.73 NS 

Results are shown as mean±SD. NS, non-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to 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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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of adipokines and inflammatory markers between 

premenopausal and postmenopausal women 

Parameters Premenopausal women 

(n=36) 

Postmenopausal women 

(n=33) 

P 

hs-CRP (mg/L) 0.63± 0.51 0.63 ± 0.67 NS 

TNF-α (pg/mL) 3.32 ± 4.44 2.74 ± 3.20 NS 

IL-6 (pg/mL) 0.89 ± 0.64 2.59 ± 4.31 NS 

Adiponectin (µg/mL) 4.56± 2.42 7.76 ± 4.99 <0.01 

Resistin (ng/mL) 16.23 ± 8.30 12.89 ± 7.27 NS 

Results are shown as mean±SD. NS, non-significant.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NF-α : tumor necrosis factor- α 

IL-6 : interleukin- 6 

 

2. 폐경폐경폐경폐경 여성의여성의여성의여성의 호르몬호르몬호르몬호르몬 치료전과치료전과치료전과치료전과 6개월개월개월개월 후의후의후의후의 비교비교비교비교 

폐경 여성 33명중 호르몬 복용 및 검사 과정의 불순응으로 6명이 

제외되어 33명 중 27명에서 호르몬 치료전과 6개월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치료 6개월 후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혈압은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당대사와 지질대사의 경우 총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각각 196.30±36.06 vs. 174.96±32.47 mg/dL, 

5.00±0.50 vs. 4.74±0.34 mmol/L, P < 0.05). HOMA-IR score의 의미 있는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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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clinical and metabolic parameters of postmenopausal 

women after 6 months of hormone therapy (n=27) 

Parameters Before HRT After HRT P 

Weight (kg) 54.35 ± 5.58 54.60 ± 5.63 NS 

BMI (kg/m2) 22.12 ± 2.42 22.23 ±  2.40 NS 

WHR 0.81 ± 0.06 0.81 ± 0.06 NS 

SBP (mmHg) 120.42 ± 13.58 118.58 ± 10.87 NS 

DBP (mmHg) 74.85 ± 11.71 75.96 ± 8.28 NS 

Total cholesterol (mg/dL) 196.30 ± 36.06 174.96 ± 32.47 <0.01 

Triglyceride (mg/dL) 98.62 ± 47.73 92.23 ± 64.63 NS 

HDL-cholesterol (mg/dL) 59.04 ± 10.53 63.46 ± 13.82 NS 

LDL-cholesterol (mg/dL) 109.12 ± 32.67 102.36 ± 30.45 NS 

Fasting glucose (mmol/L) 5.00 ± 0.50 4.74 ± 0.34 <0.05 

Fasting insulin (µIU/mL) 5.03 ± 2.72 4.57 ± 3.69 NS 

HOMA-IR 1.123 ± 0.768 1.033 ± 0.868 NS 

Homocysteine (µmol/L) 6.64 ± 1.42 5.85 ± 0.85 <0.01 

Results are shown as mean±SD. NS, non-significant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to 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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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RP는 치료 후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homocysteine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각각0.51±0.30 vs.1.22±1.52 mg/L, 6.64±1.42 vs. 

5.85±0.85 µmol/L, P < 0.05). Adiponectin, resistin, TNF-a, IL-6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Table 4. Changes in adipokines and inflammatory markers of postmenopausal 

women after 6 months of hormone therapy (n=27) 

Parameters Before HRT After HRT P 

hs-CRP (mg/L) 0.51 ± 0.30 1.22 ± 1.52 <0.05 

IL-6 (pg/mL) 2.59 ± 4.31 3.97 ± 5.14 NS 

TNF-α (pg/mL) 2.94 ± 3.51 3.94 ± 5.07 NS 

Adiponectin (µg/mL) 8.81 ± 5.70 7.92 ± 6.25 NS 

Resistin (ng/mL) 13.37 ± 7.77 14.49 ± 7.57 NS 

Results are shown as mean±SD. NS, non-significant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NF-α : tumor necrosis factor- α 

IL-6 : interleuk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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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ipokine과과과과 inflammatory marker의의의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대사적대사적대사적대사적 인자와의인자와의인자와의인자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모든 대상 여성 (66명)의 adipokine과 inflammatory marker의 임상적, 

대사적 인자와의 상관관계 및 상호 관계를 분석한 결과, hs-CRP는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 adiponectin은 연령, HDL-콜레스테롤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resistin은 공복 혈당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5). TNF-α는 공복 인슐린, HOMA-IR index, IL-6과 양의 

상관관계를, IL-6는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공복 인슐린, HOMA-IR 

index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adipokine 및 inflammatory marker에 미치는 임상 및 대사 인자를  

다변량 회귀 분석하였을 때, hs-CRP는 BMI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adiponectin은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 BMI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TNF-α는 공복혈당과, IL-6는 HOMA-IR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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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associations of adipokines and 

inflammatory markers with other variables in all studied women 

Parameters hs-CRP TNF-α IL-6 Adiponectin Resistin 

Age (yr) -0.046 -0.040 0.232 0.378**  -0.096 

BMI (kg/m2) 0.247* 0.007 0.160 -0.219 -0.136 

WHR 0.121 0.078 0.242 0.047 0.194 

SBP (mmHg) 0.180 -0.184 0.103 0.122 -0.059 

DBP (mmHg) 0.104 -0.017 0.239 -0.022 -0.235 

Total cholesterol (mg/dL) 0.073 0.034 0.297* 0.099 -0.027 

Triglyceride (mg/dL) 0.079 0.004 0.0231 -0.155 -0.107 

HDL-cholesterol (mg/dL) -0.136 0.121 -0.043 0.262* -0.071 

LDL-cholesterol (mg/dL) 0.101 -0.023 0.272* 0.065 0.020 

Fasting glucose -0.051 0.035 0.261 0.064 -0.248* 

Fasting insulin 0.130 0.325**  0.325* -0.179 -0.065 

HOMA-IR 0.108 0.316**  0.386**  -0.127 -0.098 

hs-CRP  -0.186 -0.063 -0.157 -0.136 

TNF-α   0.488**  0.003 0.062 

IL-6    0.207 -0.112 

Adiponectin     0.119 

Pearson correlation   * P < 0.05, ** P < 0.01 

BMI: body mass index 

WHR: waist to hip ratio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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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ipokines and 

metabolic parameter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ndardized B 

Coefficient 

P 

hs-CRP BMI 0.313 0.016 

Adiponectin Age 

BMI 

0.521 

-0.280 

0.000 

0.018 

TNF-α Fasting insulin 0.323 0.013 

IL-6 HOMA-IR index 0.383 0.005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 

IL-6 : interleukin- 6 

BMI: body mass index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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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고고고찰찰찰찰 

  최근 adipokine과 여러 대사성 및 혈관 질환과의 연관성과 그 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지방조직으로부터 분비를 조절하는 인자를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남성이 같은 연령의 여성에 비해 adiponectin의 수치가 

낮은 것을 볼 때 에스트로겐이 그 분비를 조절하는 인자 중 하나 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20-22 그러나, Combs 등은 에스트로겐이 adiponectin의 

분비를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고,23 몇몇의 연구에선 

에스트로겐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하였으나,21 Gui 등은 

지방조직에서의 adiponectin messenger RNA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24 따라서 여성 호르몬과 지방 세포와 상호관계, 그리고 

분비기능을 이해 하는 것은 폐경이라는 내인성 여성 호르몬 결핍 후 

증가되는 대사성 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와 기전 및 호르몬 치료의 

영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폐경 후 adiponectin이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몇몇의 보고도 

있지만,25  건강한 폐경 여성은 폐경 전 여성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26 특히, 비만한 폐경 여성의 경우는 adiponectin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27 Adiponectin은 인슐린 저항성 지표와 콜레스테롤과 음성,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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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과는 양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28 hs-CRP, IL-6의 inflammatory 

mediators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지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의 대사적 변화와 상응하는 

adipokine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폐경 전 여성과 비교할 때 

폐경 여성에서 adiponectin이 감소되고, resistin과 hs-CRP, IL-6의 inflammatory 

marker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폐경 여성에서 허리엉덩이 둘레비, 수축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공복 

혈당의 증가와 같은 대사 인자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hs-CRP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adiponectin은 유의하게 증가, TNF-α와 resistin은 

감소하는 경향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33명의 폐경 여성이 

폐경 전 여성과 비슷한 정상 체질량지수 (평균값, 22.66kg/m2)를 가지며, 

높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매우 건강한 여성 

(healthy women)이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즉, 건강한 

폐경 여성의 adiponectin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증가되어 

있으며, 폐경 후 대사 변화에 선행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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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rila 등의 연구에서도 폐경 여성에서 adiponectin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연령과 관련되어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 한 바 있다.30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폐경 여성에서 IL-6은 증가되어있는 경향을 

보인다. IL-6은 간에서의 CRP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지방조직에서의 

adiponectin gene의 발현과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2 따라서, 본 대상군이 평균 연령 51.97세로 비교적 폐경 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감안할 때, 폐경 후 기간이 보다 길었다면 초기 가정과 같이 

adiponectin의 감소, inflammatory marker의 증가라는 연쇄적인 변화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폐경 연령이 잠복성 동맥 경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폐경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동맥경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뇨 환자에서 나타나는 adiponectin의 감소, resistin의 증가와 같은 

adipokine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와 달리, 폐경 후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증가함에 따라 HOMA-IR score는 증가하는 경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adiponectin이 증가, resistin이 감소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건강한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증가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쇄. 교정하는 

지방 조직의 항상성 (homeostasis) 유지 기능을 제시해 볼 수 있지만, 이는 



 １９ 

보다 많은 대상군과 다른 변수들의 배제, 그리고 객관적이고 분자 

생물학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폐경으로 인한 내인성 에스트로겐 결핍증을 외인성 호르몬 

보충으로 지질대사의 개선과 혈관 확장 효과로 심혈관 질환을 20-50%까지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NHS (Nurse’s Health 

Study)는 장기간의 대규모 관찰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고, 많은 

연구에서 저용량의 호르몬 치료로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17 

그러나, HERS와 WHI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표하였고,18,19 호르몬 대체 

요법이 혈관 염증 반응 및 혈액 응고 기전에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33,34 호르몬 치료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폐경 후 호르몬 치료가 adipokine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어있다. Sumino 등은 폐경 여성에서 6개월간의 호르몬 요법 (0.625mg 

Conjugated equine estrogen, 2.5 mg medroxyprogesterone acetate) 후 leptin과 

adiponectin의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고,35 Sieminska 등도 Activelle (estradiol 

1.0mg, norethisterone acetate 0.5mg)의 치료 후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폐경 

여성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혈중 에스트라디올 (estadiol)과 연관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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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36 임 등은 평균 8.4년의 장기간 호르몬 치료를 받은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폐경 여성에 비하여 adiponectin이 감소 

되어 있음으로써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바 있다.37  

  처음 가정과 같은 맥락에서, 폐경이라는 내인성 에스트로겐의 결핍이 

adipokine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 호르몬 치료가 긍정적인 영향 

(positive effect)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adiponectin은 감소, resistin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호르몬 치료가 adipokine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짓기에는 6개월은 단기간의 연구였으며, 저용량의 경구 에스트로겐 

단일 비교였다는 점,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의 영향은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동일 환자군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폐경 기간 경과에 

따라 adipokine과 inflammatory marker의 변화가 연쇄적일 수 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은 여성의 동일 기간 경과 후 변화량을 감안하여 

비교했어야 했으며, 폐경 후 기간이 긴 고연령의 여성에 대한 평가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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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호르몬 치료 후, 지질대사 및 당대사는 

개선되었으며, 혈청 homocysteine 수치는 의미 있게 감소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킨다는 다른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폐경 여성에서 심혈관 질환의 독립 위험 인자로 알려진 hs-CRP가 

의미 있게 증가,38 IL-6와 TNF-α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호르몬 

치료가 inflammatory marker를 증가시킴으로써 심혈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가 

HRT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경구 호르몬의 대사로 인해 간에서의 inflammatory 

marker의 분비가 보다 증가하므로 경피적 호르몬 치료에 대해 재평가가 

있어야 하며, adipokine 또한 비교가 필요하다. 

지방 조직은 adiponectin, resistin의 고유 분비 기관일 뿐 아니라 

inflammatory marker 또한 일부를 분비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면 

분비 조절과 동맥 경화 발생 기전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hs-

CRP와 adiponectin 수치는 역의 관계에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29,39 IL-6은 adiponectin의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써 역의 관계에 

있지만, adiponectin은 대식세포 (macrophage)로부터의 IL-6의 분비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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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39-41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TNF-α는 hs-CRP, IL-

6의 분비를 조절하며, adiponectin은 대식세포와 혈관내피세포의 TNF-

α생산과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세포에서의 염증 작용을 상호 억제 

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IL-6과 TNF-α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알려진 바와 같이 hs-CRP, adiponectin과 다른 

marker와의 상호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상, 대사 인자와의 

다변량 회귀 분석으로부터 hs-CRP와 adiponectin 모두 BMI가 변수인 

것으로 보아 상호 연관성이 매우 크며, IL-6와 TNF-α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adipokine과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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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결론결론결론 

폐경 후 기간이 짧은 건강한 여성에서 adiponectin은 증가하고, resistin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심혈관 위험도 증가와 대사성 증후군의 발현에 

adiopokine의 변화가 일차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또한 폐경 여성의 경구 호르몬의 단기 치료는 adipokine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hs-CRP의 inflammatory marker가 증가하지만, homocysteine의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감소, 지질대사는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향후 폐경 후 기간에 따른 adipokine 변화의 차이와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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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adipokine levels and inflammatory markers in 

postmenopausal women on hormon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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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search has demonstrated that adipose tissue is an active endocrine organ, 

which secretes various hormones, such as adiponectin, resistin, and leptin, referred to 

as adipo(cyto)kines. Adiponectin has anti- inflammatory, anti diabetic, and anti-

atherogenic properties and resistin is known to increase insulin resistance. Adipokines 

are related to inflammatory markers such as high-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

CRP), Interleukin (IL)-6,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dipose tissue is 

redistributed after menopause, and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vascular 

events increases in postmenopausal women. Adipokines are considered to pla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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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role in this, but much is not known about the effects of menopause and 

hormone therapy on adipokin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ssess the changes of adipokines after 

menopause and effects of hormone therapy on adipokines and to evaluate the relations 

betwee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adipokines. 

Study subjects consisted of 36 premenopausal and 33 healthy, early menopausal 

women. 27 of the menopausal women received 6 months of hormone therapy. 

Initially body mass index (BMI), waist to hip ratio (WHR), and blood pressure (BP) 

were measured and lipid profile, fasting glucose, insulin, hs-CRP, IL-6, TNF-α, 

adiponectin, and resistin were assayed.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index was calculated.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and fasting glucose levels in menopausal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premenopausal women (169.39±30.04 vs. 

197.55±35.37 mg/dL, 53.94±10.54 vs. 59.99±11.55 mg/dL, 4.75±0.36 vs. 5.04±0.46 

mmol/L, P < 0.05), but not HOMA-IR index. Adiponectin was significantly raised in 

menopausal women (4.56 ± 2.42 vs. 7.76 ± 4.99 µg/mL, P < 0.05), but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levels of resistin, hs-CRP, TNF-a, and IL-6. Through multiva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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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hs-CRP and BMI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adiponecti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BMI. TNF-α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fasting glucose, and IL-6 with HOMA-IR index. After 6 

months of hormone therapy, hs-CRP increased significantly (0.51±0.30 vs.1.22±1.52 

mg/L, P < 0.05), but levels of adiponectin, resistin, TNF-a, and IL-6 were not altered. 

In conclusion, since adiponectin levels in healthy menopausal women increase 

significantly, it doesn’t seem to play a primary role in developing cardiovascular 

events and metabolic syndrome in menopausal women. Short term hormone therapy 

in menopausal women didn’t affect the levels of adipokines. Even though hs-CRP, an 

inflammatory marker, was increased after short-term hormone therapy, homocysteine 

and insulin levels went down and lipid profile was improved.  

Keywords: menopause, hormone therapy, adipokines, inflammatory ma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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