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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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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갑상선호르몬과  비타민  D는  생체  내에서  무기질의  항상성  및  

골대사  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작용  외에도  생체  내  여

러  조직에서  이들  호르몬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의  수용체가  혈관  조

직에서  표현되는  것이  밝혀졌으며 , 최근  여러  연구에서  골다공증

과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이  보고되면서 , 이들  호르몬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

자들은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혈중  부갑

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 농도와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내분비내과  외래에  골다공증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신

체  계측을  시행하고 ,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및  25-

hydroxyvitamin D [25(OH)D] 농도  등  각종  생화학지표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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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경동맥  내중

막두께를  검사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64.5 ± 6.7세 , 혈중  25(OH)D는  19.1 

± 7.9 ng/mL,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은  30.1 ± 12.1 pg/mL였고 , 

평균  경동맥  내중막두께는  0.83 ± 0.14 mm였다 . 단순  상관분석

상  체질량지수 , 허리둘레 , 이완기혈압 , 공복시  혈당 , 혈중  콜레스

테롤 , 중성지방 , 크레아티닌 , 25(OH)D 등은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 나이  (r = 0.391, p < 0.001), 

수축기  혈압  (r = 0.250, p = 0.027),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r = 

0.321, p = 0.001)은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나이(β = 0.320, p 

= 0.003)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β = 0.241, p = 0.026)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  등은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혈중  

25(OH)D 농도의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 혈중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경동맥  내중막두께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 이는  참고치  범위  내에서도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의  

증가가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하겠다 . 

핵심되는  말 : 부갑상선호르몬 , 25-hydroxyvitamin D [25(O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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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내중막두께 , 비타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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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OH)D25(OH)D25(OH)D25(OH)D와와와와     경동맥경동맥경동맥경동맥     내중막두께의내중막두께의내중막두께의내중막두께의    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상관관계     

<지도교수  임임임임     승승승승     길길길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최최최     한한한한     석석석석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부갑상선호르몬과  비타민  D는  생체  내에서  칼슘과  인  등  무기질

의  항상성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로  알려졌다 . 부

갑상선호르몬은  뼈로부터  칼슘과  인을  유리시키고 , 신장에서  여과

되는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인의  재흡수는  억제하고  

배설을  촉진시킨다 . 또한  신장에서  1α-hydroxylase를  활성화시

켜  활성형  비타민  D인  1α,25-dihydroxyvitamin D3 

[1,25(OH)2D3]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 간과  신장에서  수산화  과정

을  거쳐  활성형이  되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 뼈로부터는  칼슘  유리를  증가시켜  혈중에  충분한  칼

슘  농도를  유지시킨다 .1,2 무기질의  항상성  조절뿐만  아니라  골대

사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의  역할  또한  잘  알려졌는

데 , 혈중  무기질  농도의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골대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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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뿐만  아니라  조골세포나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

써  골형성 , 골흡수  및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영향을  준다 .1,2 

최근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작용  외에도  부갑상선호

르몬  및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생체의  여러  조직에서  발견됨에  따

라  이러한  조직에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 부갑상선호르몬의  수용체가  혈관  평활근세포에  표현되는  

것이  알려졌으며 ,3,4 비타민  D의  수용체  역시  혈관  내피세포와  평

활근  세포에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5,6 또한  일부  결과들이  상충

적이기는  하지만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와  심혈관질환의  관

련성에  대한  몇몇  임상  및  실험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  

한편 ,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서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  및  혈관  

석회화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7-11 이러한  관련성은  나이 , 고혈압 , 

고지혈증 , 당뇨 , 흡연  등과  같은  두  질환에  대한  공통  위험인자에  

의해서  일부  설명될  수  있겠으나 , 지금까지  보고되어  온  여러  연

구들에  의하면  이러한  공통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골다공증

은  심혈관질환  및  혈관  석회화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나타

난다 . 이러한  사실은  두  질환의  관련성이  공통  위험인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 이  두  질환을  연관시키는  다른  생물학적  요인

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이러한  가능한  생물학적  요인의  하

나로서  골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갑상선호르몬과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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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자는  혈관  조직에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점과  골다공증이  심혈관질환  및  혈관  석회

화에  대한  위험인자인  점을  고려할  때 ,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가  혈관  조직의  수용체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혈관질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 이를  증명하고자  본  연

구자등은  연구  대상자들의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를  

측정하고 ,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경동맥  내중

막두께와  플라크를  검사하여  그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 

    

    

    

    

    

    

    

    

    

    

    



 7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

분비내과  외래에  골다공증  검사  및  치료를  위해  내원한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폐경은  12

개월  이상  월경이  없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은  Kanis 등 12의  정의에  따라  한국인  젊은  여성의  골밀

도  평균치와  비교하여  1.0-2.5 표준편차의  감소가  있는  경우  골

감소증으로 , 골밀도  평균치보다  2.5 표준편차  이상의  감소가  있는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였으며 , 골다공증에  대한  이차적인  원인

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또한  일차성  및  이차성  부갑상선기능  

이상  환자를  제외하기  위하여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 칼슘  및  크레

아티닌  수치가  정상인  대상자만  연구에  포함시켰다 . 이뇨제  사용

자  역시  이뇨제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졌으므로  제외하였다 .13 

 

2.2.2.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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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신체신체신체신체     계측계측계측계측    및및및및    생화학지표생화학지표생화학지표생화학지표     측정측정측정측정     

    

    대상자들의  가족력 , 과거병력  및  현병력  등에  대한  임상  정보는  

병력청취를  통하여  얻었다 . 키 , 몸무게 ,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였

으며 , 체질량지수  (BMI)를  산출하였다 . 모든  환자들의  혈액  샘플

은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에서  채혈을  시행하였다 . 혈중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의  측정은  면역방사측정법  (IRMA, 

immunoradiometric assay, Nichols Institute Diagnostics, 

Sacramento, CA, USA)으로  측정하였으며  참고치는  10-65 

pg/mL였다 . 비타민  D의  농도는  25-hydroxyvitamin D 

[25(OH)D]를  측정하였는데  방사선면역측정법  (RIA, 

radioimmunoassay, DiaSorin Inc., Stillwater, OK, USA)을  이용

하였다 . 이외  공복시  혈당 , 칼슘 , 인 , 크레아티닌 , 총콜레스테롤 ,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을  측정하였으며 , 저밀도지단

백  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나나나나 ....        골밀도골밀도골밀도골밀도    측정측정측정측정         

 

골밀도는  이중방사선흡수에너지법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Hologic QDR-4500W; Bedford,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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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이용하여  요추부  (L1-4), 전체  고관절  및  대퇴경부에서  

측정하였다 . 이  측정의  체내  변이계수는  1% 미만이었다 . 

 

다다다다 ....        경동맥경동맥경동맥경동맥    내중막두께내중막두께내중막두께내중막두께    측정측정측정측정     

    

    경동맥  내중막두께는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기  (LOGIQ 9, 

GE medical system, Milwaukee, WI, USA)의  10 MHz 선상  탐촉

자  (axial resolution 0.2mm)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좌측과  우

측  경동맥의  종단면을  따라  총경동맥의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리되는  분지점의  근위부에  위치하는  총경동맥의  원벽에서  내중

막두께가  최고인  지점을  정하여  이  지점에서  근위  10mm, 원위  

10mm 위치  사이에  포함되는  99개  부위의  좌우  평균치를  내중막

두께로  정의하였다 . 얻어진  영상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  후  컴퓨

터  프로그램(IntimaScope, MEDIA CROSS Co., Ltd.,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플라크는  혈관내강으로  혈관벽이  

국소적으로  돌출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 이  측정의  변이계수는  

4.4~5.1%였다 . 

  

3333. . . . 통계통계통계통계    및및및및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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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상지표  및  검사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  (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임상  및  

생화학  지표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 경동맥  내중막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예측인

자를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플라크  유무에  따른  

위험인자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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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대상  환자는  102명이었다 . 과거력상  고혈압  36명  (35.3%), 내

당능장애  8명  (7.8%), 고지혈증  27명  (26.5%)이  포함되었다 . 평

균  나이는  64.5 ± 6.7 세였으며 , 폐경에  노출된  기간은  14.0 ± 

7.1 년이었다 . 평균  체질량  지수는  23.4 ± 2.7 kg/m2, 평균  허리

둘레는  88.6 ± 7.6 cm이었다 .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 ± 16 

mmHg, 평균  이완기  혈압은  74 ± 10 mmHg였으며 , 혈중  총콜레

스테롤  203 ± 33 mg/d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57 ± 13 

mg/dL,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118 ± 30 mg/dL, 중성지방  

141 ± 77 mg/dL였다 . 혈중  25(OH)D는  19.1 ± 7.9 ng/mL, 부

갑상선호르몬은  30.1 ± 12.1 pg/mL였다 .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평균은  0.83 ± 0.14 mm였으며 , 경동맥  초음파상  플라크가  양성

인  환자는  49명  (48.0%)이었다 . 대상자의  평균  요추  골밀도는  

0.766 ± 0.107 g/cm2 (T 점수  –2.3 ± 0.9), 평균  전체  고관절  

골밀도는  0.732 ± 0.095 g/cm2 (T 점수  -1.1 ± 0.8), 평균  대퇴

경부  골밀도는  0.633 ± 0.087 g/cm2 (T 점수  -1.8 ± 0.7)였다

(표1). 전체  환자중  골감소증  환자는  47명  (46.1%)이었고  골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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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환자는  55명  (53.9%)이었다 .  

    

Table 1. Clin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102)  

 Mean ± SD 

Age (years) 64.5 ± 6.7 

Duration of postmenopause (years) 14.0 ± 7.1 

Height (cm) 153.9 ± 5.5 

Weight (kg)  55.3 ± 6.9 

BMI (kg/m
2
)  23.4 ± 2.7 

Waist (cm)  88.6 ± 7.6 

SBP (mmHg) 126 ± 16 

DBP (mmHg)  74 ± 10 

FPG (mg/dL) 90 ± 8 

T-cholesterol (mg/dL) 203 ± 33 

HDL-cholesterol (mg/dL) 57 ± 13 

LDL-cholesterol (mg/dL) 118 ± 30 

Triglyceride (mg/dL) 141 ± 77 

Calcium (mg/dL) 9.7 ± 0.4 

Phosphorus (mg/dL) 3.9 ± 0.4 

Creatinine (mg/dL) 0.8 ± 0.1 

25(OH)D (ng/mL)  19.1 ± 7.9 

PTH (pg/mL) 30.1 ± 12.1 

Carotid IMT (mm) 0.83 ± 0.14  

Spine  

BMD (g/cm
2
)  0.766 ± 0.107 

T-score -2.3 ± 0.9 

Femur  

Total  

BMD (g/cm
2
) 0.732 ± 0.095 

T-score -1.1 ± 0.8 

Neck  

BMD (g/cm
2
)  0.633 ± 0.087 

T-score -1.8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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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25(OH)D: 25-hydroxy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IMT: intima-media thickness, BMD: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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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경동맥경동맥경동맥경동맥     내중막두께와내중막두께와내중막두께와내중막두께와    임상임상임상임상    및및및및    생화학생화학생화학생화학     지표의지표의지표의지표의    관계분석관계분석관계분석관계분석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체질량지수 , 허리둘레 , 이완기  혈압 , 공복

시  혈당 , 혈중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 칼슘 , 크레아티닌 , 25(OH)D 

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 나이  (r = 0.391, p < 

0.001), 수축기  혈압  (r = 0.250, p = 0.027), 혈중  부갑상선호르

몬  (r = 0.321, p = 0.001) (그림1)은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통계적

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표2). 경동맥  내중막두께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인자를  찾기  위해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의미

있는  단순  상관관계를  보여준  지표들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나이  (β = 0.320, p = 0.003)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β = 

0.241, p = 0.026)이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나타났다(표3). 

 한편 ,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은  나이  (r = 0.187, p = 0.057)와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 혈중  칼슘  (r = -0.264, p = 0.015), 고

밀도  콜레스테롤  (r = -0.235, p = 0.033) 및  25(OH)D (r = -

0.323, p = 0.002)와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 혈중  25(OH)D는  또

한  혈중  칼슘과  양의  상관관계의  경향  (r = 0.207, p = 0.073)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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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lation between carotid IMT and serum level of PTH. 
IMT: intima-media thickness, PTH: parathyroid hormone 

 

 

 

 

 

 

 

 

r=0.32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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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carotid IMT and clin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Carotid IMT     

r p 

Age 0.391 <0.001 

Height -0.150 NS 

Weight -0.024 NS 

BMI 0.062 NS 

Waist 0.132 NS 

SBP  0.250 0.027 

DBP  0.211 NS 

FPG  -0.001 NS 

T-cholesterol  0.072 NS 

HDL-cholesterol  -0.154 NS 

LDL-cholesterol  0.117 NS 

Triglyceride  0.056 NS 

Calcium -0.190 NS 

Phosphorus -0.067 NS 

Creatinine -0.036 NS 

25(OH)D -0.003 NS 

PTH 0.321 0.001 

IMT: intima-media thicknes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25(OH)D: 25-hydroxy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NS: no 

significant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arotid IMT and age,  

SBP, serum level of PTH 

 Carotid IMT     

β p 

Age 0.320 0.003 

PTH 0.241 0.026 

SBP 0.117 NS 

IMT: intima-media thicknes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PTH: 

parathyroid hormone, N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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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플라크플라크플라크플라크     형성에형성에형성에형성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임상임상임상임상    및및및및    생화학생화학생화학생화학     지표의지표의지표의지표의    비교비교비교비교         

    

    혈관  내  플라크의  형성  여부와  임상  및  생화학  지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상  플라크  형성  유무에  따라  각종  

임상  및  생화학  지표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 25(OH)D 등을  

Student’s t-test로  비교한  결과 , 플라크의  유무에  따라서  나이 , 

체질량지수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혈중  부갑상선호

르몬  및  25(OH)D를  비롯한  다른  생화학  지표들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은  플라크가  있는  경

우  32.1 ± 12.9 pg/mL로  플라크가  없는  경우인  28.2 ± 12.0 

pg/mL 보다  높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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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le  4 .  Compar ison  o f  c l i n ica l  and  b iochemica l  parameters  

           between plaque positive and negative patients   

    Plaque (+) 

(n=49) 

Plaque (-) 

(n=53) 
P 

Age (years) 66.3 ± 7.0 62.9 ± 6.1 0.011 

Duration of postmenopause 

(years) 

15.5 ± 7.8 12.7 ± 5.9 NS 

BMI (kg/m
2
) 24.2 ± 2.8 22.5 ± 2.4 0.002 

Waist (cm) 90.0 ± 9.2 87.4 ± 5.5 NS 

SBP (mmHg) 129 ± 16 124 ± 16 NS 

DBP (mmHg) 75 ± 10 72 ± 10 NS 

FPG (mg/dL) 90 ± 7 91 ± 8 NS 

T-cholesterol (mg/dL) 202 ± 31 205 ± 34 NS 

HDL-cholesterol (mg/dL) 57 ± 12 58 ± 14 NS 

LDL-cholesterol (mg/dL) 118 ± 31 118 ± 30 NS 

Triglyceride (mg/dL) 136 ± 78 145 ± 77 NS 

Calcium (mg/dL) 9.7 ± 0.4 9.7 ± 0.4 NS 

Phosphorus (mg/dL) 3.8 ± 0.4 3.9 ± 0.4 NS 

Creatinine (mg/dL) 0.8 ± 0.1 0.8 ± 0.1 NS 

25(OH)D (ng/mL) 19.8 ± 9.3 18.5 ± 6.9  NS 

PTH (pg/mL) 32.1 ± 12.9 28.2 ± 12.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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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ure, FPG: fasting plasma glucose, 25(OH)D: 25-hydroxyvitamin D, 

PTH: parathyroid hormone, N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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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고고고     찰찰찰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는  연령과  더불

어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 그

러나  혈중  25(OH)D 농도와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상관관계는  찾

을  수  없었으며 , 경동맥  초음파상의  플라크  형성  유무에  따른  혈

중  부갑상선호르몬  및  25(OH)D 농도  역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지  못했다 . 한편  경동맥  내중막두께가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질

환을  반영한다는  것 14은  이미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밝

혀진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농도의  관련성은  

동맥경화증  및  심혈관질환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영향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  

최근에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미  몇몇  임상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 먼저  비타민  D

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Scragg 등이  심근경색증  환

자  179명과  대조군  179명의  25(OH)D3의  혈중  농도를  비교한  연

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혈중  25(OH)D3의  

농도가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15 Electron beam 

computed tomography (EBCT)를  이용한  혈관  석회화  정도와  혈

중  1,25(OH)2D3 농도  간에도  의미있는  역상관관계가  보고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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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6,17 그러나  상기  보고들은  혈중  25(OH)D와  경동맥  내중

막두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본  연구  결과와는  

상충적인  면이  있다 . 

부갑상선호르몬이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고된  적  있는데 , 일차성  부갑상

선기능항진증  환자에서  동맥의  경화도  증가가  보고되었으며 ,18 신

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역시  심혈관질환과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19 한편 ,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신부전  

환자를  제외하고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중등도  및  고위험자를  대

상으로한  연구에서  EBCT를  이용한  혈관의  석회화  정도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수치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

나 ,16,20 최근  노르웨이의  Tromsø에서  일반  인구  3212명을  대상

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는  높은  부갑상선호르몬  수치가  남성과  여

성  모두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21 이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역

할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 .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및  비타민  D와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에  대

한  임상  연구들과  더불어  이들  호르몬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  실험  및  시험관  상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먼저  혈

관에  대한  비타민  D의  작용을  연구한  이전의  동물  실험들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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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비타민  D를  고용량  섭취시킨  동물에서  혈관의  심한  석회화  

발생이  보고된  바  있으며 ,22,23 몇몇  시험관  상의  연구들도   

1,25(OH)2D3가  혈관  평활근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동맥경화증이

나  혈관  석회화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4-26 반면에  

Carthy 등은  혈관  평활근  세포에  1,25(OH)2D3를  처리하면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 1,25(OH)2D3은  혈관  

평활근  세포의  증식에  대한  epidermal growth factor (EGF)의  자

극  효과  또한  억제한다고  하였다 .27 Wakasugi 등도  1,25(OH)2D3

가  혈관  평활근세포에  의한  prostacyclin (PGI2)의  생산을  의미있

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 PGI2는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며  

혈소판  응집과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결과적으로  1,25(OH)2D3가  동맥경화증의  발병에  방어적인  역

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28 

비타민  D와  더불어  부갑상선호르몬  역시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동물  실험  및  시험관  상의  연구들이  있었다 . 혈관에  대

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을  연구한  이전의  동물  실험들에서는  

부갑상선호르몬을  다양한  종의  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급성으로  

혈관  확장  작용과  이로  인한  혈압의  감소  효과가  보고된  바  있는

데 , 이러한  혈관  확장  작용은  혈관  평활근  세포의  L형  칼슘  통로

에  대한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의존형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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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 반면  동맥  평활근  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여  부갑상선호르몬을  처리한  실험에서는  부갑상선호르몬이  

높은  농도에서  평활근  세포에  의한  교원질의  생산  및  재구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혈관을  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30 

하지만  혈관  평활근  세포의  성장  및  증식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서로  상충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30-32 한편  부갑상선호르몬과  

수용체를  공유하는  부갑상선연관단백  (parathyroid hormone 

related peptide, PTHrP)은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  (1형  

PTH/PTHrP 수용체 , PTH1R)를  자극하여  cAMP 및  cAMP-

dependent protein kinase A (PKA)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혈관  

평활근  세포로부터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MCP)-1

의  표현을  자극함으로써  혈관내피세포를  통한  단핵구의  이동을  

촉진시켜  혈관  내막  내에  거품세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

었다 .33,34 따라서  PTHrP와  수용체를  공유하는  부갑상선호르몬  또

한  같은  기전을  통해  MCP-1의  표현을  자극하여  혈관  내막  내에  

거품세포를  증가시켜  동맥경화반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

다 .33  

 혈관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영향은  최근  부갑상선호르몬이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 Shao 등

은  저밀도  지단백  수용체가  결핍된  당뇨병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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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람의  부갑상선호르몬 (1-34) [hPTH(1-34), Teriparatide]을  

주기적으로  투여  시  혈관의  석회화가  억제됨을  보고하였다 .35 이

렇게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이유로는  부갑상선호르몬이  직접

적으로  혈관  중배엽세포의  Msx2의  표현을  억제하거나  간접적으

로  혈중  osteopontin을  증가시켜  Msx2의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

인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35 osteopontin은  인회석결정과도  직접적

으로  반응하여  수산화인회석결정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36 이러한  실험  결

과는  본  연구  결과와  상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험에  사

용된  부갑상선호르몬이  hPTH(1-84)(intact PTH)가  아닌  분절형

인  hPTH(1-34)이며 , 실험에서  주기적으로  부갑상선호르몬의  약

리적  용량을  투여한  효과와  내인성  부갑상선호르몬의  생리적  과

분비가  혈관에  미치는  효과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  이렇듯  임

상  연구와  더불어  동물  실험  및  시험관  상의  연구들  역시  부갑상

선호르몬  및  비타민  D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로  상충

적인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 연구  대상  및  조건 , 실험에  사용한  

부갑상선호르몬과  비타민  D의  종류 , 농도  및  투여  방법  등에  따

라서  상충적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 첫째 ,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평가로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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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크  형성  여부를  보았는데 , 경동맥  내중막두께는  심혈관질환을  

반영한다는  것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14 한편으로는  그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37 따라서  심혈관질환을  보다  정확하게  반

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혈관에  대한  혈중  부갑상선호

르몬  및  비타민  D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둘째 , 칼슘  섭

취량은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이나  비타민  D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 또한  혈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8-39 본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량을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혈중  부갑상선호

르몬  및  경동맥  내중막두께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 셋째 ,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  부갑상선호르몬과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관련성은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인과

관계의  규명을  위해서는  전향적  기초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요약하면 ,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여성  102명을  대상으로  

혈중  부갑상선호르몬과  25(OHD)농도  및  경동맥  내중막두께를  측

정한  결과 ,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 하지만  혈중  25(OH)D 농도와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었으며 , 경동맥  초음파상의  

플라크  형성  유무에  따른  혈중  부갑상선호르몬  및  25(OH)D 농도  

역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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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자등은  폐경후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여성에서  혈중  부

갑상선호르몬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확

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는  혈관에  대한  부갑상선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을  시사하고  참고치  범위  내에서도  혈중  부갑상선호르몬의  

증가가  동맥경화증이나  심혈관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

낸다 . 따라서  부갑상선호르몬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

던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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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well known that parathyroid hormone (PTH) and 

vitamin D are major factors that regulate mineral homeostasis 

and bone metabolism. In addition to these well known effects, 

various actions of these hormones are now being investigated. 

Among these various actions, the effect on vasculature is also 

attracting interest from the investigators.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presence of PTH receptors on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and the receptors of vitamin D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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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o be present on the vascular endothelium and smooth 

muscle cells. Meanwhile it has been reported that 

osteoporosis i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in many 

studies. Thus, we hypothesized that PTH and vitamin D, which 

regulate bone metabolism, might also have an effect on 

vasculature and cause an atherosclerotic change. Therefore, 

we planned to measure the serum levels of these hormones 

and the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IMT)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enia or osteoporosis, and 

analyz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se factors. 

    One hundred two patients with postmenopausal osteopenia or 

osteoporosi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Serum levels of PTH 

and 25-hydroxyvitamin D [25(OH)D] were measured, and 

carotid IMT was also measured with high resolution B-mode 

ultrasonography.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64.5 ± 6.7 years. The 

mean serum levels of 25(OH)D and PTH were 19.1 ± 7.9 

ng/mL and 30.1 ± 12.1 pg/mL respectively, and the mean 

value of carotid IMT was 0.83 ± 0.14 mm. In bivariate 

correlation analyses, body mass index, waist, diastolic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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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fasting plasma glucose, serum level of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25(OH)D were not related to carotid IMT. In 

contrast, age (r = 0.391, p < 0.001), systolic blood pressure (r 

= 0.250, p = 0.027) and serum level of PTH (r = 0.321, p = 

0.001) were found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rotid IMT.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rum level of PTH (β = 0.241, 

p = 0.026) as well as age (β = 0.320, p = 0.003) turned out to 

be independent predictors of carotid IMT.  

In conclusion, our results showed that serum level of PTH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carotid IMT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enia or osteoporosis. But there was no 

relation between serum level of 25(OH)D and carotid IMT. 

This suggests that serum PTH even in the reference range 

may be associated with the pathogenesis of atherosclerosis or 

cardiovascular disease. 

Key words: parathyroid hormone, 25-hydroxyvitamin D 

[25(OH)D],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vitamin D 

 

 

 


	차 례
	국문요약
	I 서 론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방법
	가. 신체 계측 및 생화학지표 측정
	나. 골밀도 측정
	다. 경동맥 내중막두께 측정

	3. 통계 및 분석

	III 결 과
	1. 연구 대상 환자군의 임상적 특성
	2.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임상 및 생화학 지표의 관계분석
	3. 플라크 형성에 따른 임상 및 생화학 지표의 비교

	IV 고 찰
	V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