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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
도에 대한 기존에 출판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통하여 관계를 밝히고
자 하였다.연구대상은 MEDLINE을 통한 총 21편의 관찰연구를 대상으로,각 연
구에서 혈중 아디포넥틴의 낮은 군과 높은 군 간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를 병합하였고,통합유효크기는 동질성 검정 결과에 따라 확률 효과 모
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전체 논문 21편의 메타분석 결과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는 8% 감소하였다.(SummaryOR=0.92,
95% CI=0.79-1.06)

둘째,연구의 결과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와 사망위험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경우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23%
감소되었으며(SummaryOR=0.77,95% CI=0.65-0.91),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도 1.39배 증가되었다(Summary OR=1.39,95%
CI=1.02-1.91).

셋째,연구의 대상자를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가 8% 감소되었으며(Summary
OR=0.92,95% CI=0.73-1.17),환자집단에 따른 분석에서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
로 한 경우 4% (SummaryOR=1.04,95% CI=0.70-1.54)증가하였으며,반면 신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14% (SummaryOR=0.86,95% CI=0.67-1.10),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55% 감소하였다.(Summary OR=0.45, 95%
CI=0.28-0.71).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
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 및 사망위험도의 예방효과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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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코호트 연구만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혈중 아디포넥틴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가 0.99배 (95% CI=0.85-1.17)증가하였으며,특히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는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도는 Odds ratio가 1.39배 (95%
CI=1.02-1.91)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연구 결과에 따른 차이는 심혈관질환 사
망위험도의 연구는 모두 코호트 연구인 것으로 밝혀졌다.추가적인 분석으로 코호
트 연구 중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인 경우를 제외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에 대
한 Oddsratio은 0.82배 (95% CI=0.66-1.01)이었다.

결론적으로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에
대해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연구대상자와
연구 디자인에 따라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향후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어져야 하며,이러한 관찰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의 방법론적 한계와 이
연구에서의 출판 편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이러한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아디포넥틴,심혈관질환,메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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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2006년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사망 순위는 1위 암,2위 뇌혈관
질환,3위 심장질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은 1998년 16.3명에서 2002년 25.2명,2006년 29.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돌연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국인에서 치명적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
으로 주목받고 있다(통계청,2007).이처럼 순환기계 질환은 한국인의 사망원인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서일 등,1993:김일순,1995:통계청,1995).특히 허혈성
심질환은 사망률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질환에 해당된다(김일순,1995).따라서
심혈관질환의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위험요인에
관한 역학적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김일순,1995).

최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싸이토카인인 아디포넥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비만 및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인슐린저항성과 관련
이 있으며(Schereretal,1995;Ouchietal,2000;Chandranetal,2003;Yoonet
al,2008),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레지스틴(resistin),아디포넥틴(adiponectin),렙
틴(leptin),유리지방산과 같은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아
디포싸이토카인으로 지방조직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 장소가 아닌 생물학적 기능
을 발휘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Meadaetal,1996;2002;Lawlor
etal,2005;Fischeretal,2007),아디포넥틴의 주요작용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증
가시켜,포도당 생성과 근육에서의 지질 산화를 억제하며 동맥경화와 심혈관질환
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teppanandLazar,2002).대부분의 싸이토카인
들은 염증반응과 동맥경화에 관련하여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Spiegelmenetal,
1993;Lauetal,2005;Cavusogluetal,2006).

아디포넥틴의 역할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분비가 줄어든
경우 손상된 혈관세포에 염증세포들의 부착을 증가시키고 염증효과 및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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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himadaetal;2004),동물 실험에서
아디포넥틴이 부족한 쥐는 동맥경화증으로 발병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Kubotaetal,2002).관상동맥 질환에서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감소됨을 보고하였
고(Kumadaetal,2003;Nakamuraetal,2004;Rothenbacheretal,2005;Pilzet
al,2006),낮은 아디포넥틴의 농도는 심혈관질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umadaetal,2003;Shimadaetal,2004;Nakamuraetal,2004;Pischon et 

al, 2006).
아디포넥틴은 정상인의 혈중의 5〜30㎍/㎖의 고농도로 존재하며,전체 혈장

단백질의 0.01%를 차지하고 있다(Aritaetal,1999).아디포넥틴은 나이가 증가할
수록(Isobeetal,2005),남자보다 여자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indsayet
al, 2002). 또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WC),총 콜레스테롤,중성지방,혈압,HOMA-IR(homeostasis
modelassessmentofinsulin resistance;인슐린 저항성)과 음의 상관관계이며,
HDL(High density lipoprotein)콜레스테롤과는 양의 상관관계이다(Ryo etal,
2004).

최근 연구에서 혈중 아디포넥틴은 심혈관질환 위험의 표지자 일뿐만 아니라
위험인자로 동물 실험과 인간 대상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
되었다(Lindsayetal,2002).반면 심혈관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일반 인구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증가된 혈중 아디포넥틴과 높은 사망위험의 연관성
을 보이는 상반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Pilzetal,2006;Wannametheeetal,
2007).
    그러므로 이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아디포넥틴과 심혈관질환의 연
관성에 관한 코호트 연구 및 환자-대조군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하여 아
디포넥틴과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타당성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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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문문문헌헌헌검검검색색색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검색은 인터넷 MEDLINE(PubMed)으로 하였으며,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에서 검색어는 “Adiponectin”,“Heart
disease”,“Coronary artery disease”,“Cardiovascular disease”,“Ischemic
heartdisease”,“Vasculardisease”를 이용하여 1966년부터 2008년 3월까지 국
제학술지에 영문으로 기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검색된 연구문헌과 검색된 문
헌 속의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국내 문헌검색은 KoreaMed(http://www.koreamed.org/SearchBasic.php)를

이용하였다.
선택된 논문에 대해서 조사한 변수는 저자,출판연도,출판국가,연구 설계

방법,Adiponectin진단적 검사법,Adiponectin평균값,표본수,주요 사회 인구
학적 변수(성,연령),유효크기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OR/RR/HR과 95% 신뢰
구간)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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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제제제외외외기기기준준준

첫 번째 검색 수집과정에서 얻어진 논문은 총 419편 이었고,표본선정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논문들을 평가 및
분류하였다.

1)실험실적인 혹은 동물 실험연구를 제외한,19세 이상의 성인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한 관찰연구로 코호트 연구 및 환자-대조군 연구를 선정하였다.

2)메타분석을 위해 사용될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를 범주형 또는 연속형으로 분류하고,심혈관질환 발생위
험도 및 사망위험도(Relativerisk,Oddsratio,Hazardratio)등과 95% 신뢰구간
을 제시하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3)질적 연구(사례연구,면접에 의한 기술적 연구,메타분석 혹은 review 연구)와
실험연구(무작위 임상대조군 연구,단면연구,연구대상자와 연구의 결과가 유전
자(gene)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4)저자와 원문을 제공하는 영어로 발표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5)동일연구에서 여러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를 제시한 경우는 연
구대상자와 결과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인 연구로 가정하고 분석에 이용하였
다.

이러한 2차 선정 과정을 거쳐 선택된 총 18편과 ,동일연구에서 분리된 3편의 연구
를 추가하여 최종 21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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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of study scr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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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관찰연구에 대한 전체 메타 분석의 흐름은 EggerM,SmithGD,AltmanDG.
가 공저한 SystematicReviewsinhealthCareMeta-analysisincontext에서 메
타분석 편을 참고하였다(Eggeretal,2007).

통계학적 분석은 연구 논문간의 통합에 필요한 유효크기(effectsize)를 계산
할 수 있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혈중 아디포넥틴의 가장 낮은 농도를 기준으로 가
장 높은 농도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Relativerisk,Hazardratio)및 사망
위험도와 95% 신뢰구간을 인용하였다.논문의 분석에 따라 비차비(OddsRatio)를
인용하기도 하였다.메타분석을 위하여 OR/RR/HR의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OR/RR/HR의 자연 로그값(LogOR,lowerlimit,upperlimit)을 계산한 후 표준오
차(standarderror)를 계산하였다.

SE=[Log(OR)-LowerLimit]/1.96

통계적 분석은 STATA 분석 소프트웨어(version8.0;CollageStation,TX)를 사
용하였다.

연구논문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코드 화하여 Excel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
들었다.그리고 본격적인 분석과정에서 각 연구의 유효크기들을 통합하여 종합적
효과 크기를 추정할 때 각 연구의 동질성(homogeneity)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질
성 검정을 시행하였으며,동질성에 대한 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DerSimonian의 랜
덤효과 모형(Random effectmodel)에 의한 유효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
였다.동질성 검정을 위한 통계량 Q값은 모두 유의수준이 0.05이하로 정의하여
0.05이하이면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원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최종적으로 얻어진 통합유효크기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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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으며,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디자인(CohortvsN-C-C & C-C),
아디포넥틴의 변수 분류(Categoricalvs Continuous),심혈관질환의 결과(CVD
IncidencevsCVD mortality),연구 참여자(Generalpopulationvspatients),출판
국가(미국,영국,독일,일본),연구 대상자의 연령(65세 미만 vs65세 이상),진단
의학적 검사법(ELISA vsNonELISA)별로 연구대상논문을 분류하여 각 부분군
간(subgroup)연구결과들의 통합 유효크기와 95% 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메타분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출판편견(publicationbias)은 깔때기 점도표
(funnelplot)를 그려 평가하였다(Eggeretal.2007).또한 메타분석의 각 논문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각 연구의 민감도는 연구의
크기나 주요 중재효과가 있는 개별 연구를 제외할 경우 유효크기의 변화를 분석
한 것이다(Deeks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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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논논논문문문들들들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에 포함된 최종 18편의 연구는(Cavusogluetal.,2006;Costacouet
al.,2006;Frystyk etal.,2006;Inoueetal.,2007;Iwashimaetal.,2006;
Kanayaetal.,2006;Koenigetal.,2006;Laughlinetal.,2006;Lowloretal.,
2005;Lim etal.,2008;Menonetal.,2006;Schulzeetal.,2006;Pilzetal.,
2006;Pischon etal.,2004;Rothenbacheretal.,2005;Sattaretal.,2006;
Wannametheeetal.,2007;Zoccalietal.,2002)이었다.이들 중 13편의 Cohort
study는 (Cavusoglu etal.,2006;Frystyk etal.,2006;Inoueetal.,2007;
Iwashimaetal.,2006;Kanayaetal.,2006;Koenigetal.,2006;Laughlinet
al.,2006;Lim etal.,2008;Menonetal.,2006;Schulzeetal.,2006;Pilzet
al.,2006;Rothenbacheretal.,2005;Wannametheeetal.,2007;Zoccalietal.,
2002)이었고,4편의 Nested Case-control study는(Costacou et al.,2006;
Lowloretal.,2005;Pischonetal.,2004;Sattaretal.,2006)이었으며,1편의
Case-controlstudy는(Rothenbacheretal.,2005)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13편의 Cohortstudy중에서 동일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심
혈관질환 비교위험도를 제시한 3편의 논문(Cavusogluetal.,2006;Kanayaet
al.,2006;Pilzetal.,2006)을 독립적인 연구로 분리하여 총 16편의 Cohort
study와 5편 Case-controlstudy를 합하여 최종 21편의 연구에서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

6편의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Frystyk et al.,2006;
Kanayaetal.,2006;Koenigetal.,2006;Laughlinetal.,2006;Wannamethee
etal.,2007)가 있었으며,15편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편의 심장
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Cavusogluetal.,2006;Inoueetal.,2007;Pil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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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6;Lowloretal.,2005;Pischonetal.,2004;Rothenbacheretal.,2005;
Sattaretal.,2006)가 있었으며,3편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Lim et
al.,2008;Schulzeetal.,2006;Costacouetal.,2006)가 있었고,3편의 만성신
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Iwashimaetal.,2006;Menonetal.,2006;Schulze
etal.,2006)가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15편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연구(Cavusogluetal.,
2006;Costacou etal.,2006;Frystyk etal.,2006;Inoue etal.,2007;
Iwashimaetal.,2006;Kanayaetal.,2006;Koenigetal.,2006;Lowloret
al.,2005;Lim etal.,2008;Schulze etal.,2006;Pischon etal.,2004;
Rothenbacheretal.,2005;Sattaretal.,2006;Zoccalietal.,2002)하였고,6편
의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를 연구(Cavusoglu etal.,2006;Laughlin etal.,
2006;Menonetal.,2006; Pilzetal.,2006;Wannametheeetal.,2007)하였다.
추가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에 관한 연구에서 Coronary heart
disease, Coronary artery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Myocardial
infarction등 원저에 기술된 그대로 인용하였고,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에 관한 연구에서 Cardiac mortality,
Cardiovasculardiseasemortality,StableCoronaryarterydiseasemortality,
Unstablecoronaryarterydiseasemortality등 원저에 기술된 그대로 인용하
였고,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국내 논문은 1편 있었으며,2002년 이전에 출판된 관찰연구는 없었으며,관
찰기관이 제시되지 않은 환자 대조군연구 1편을 제외하고 관찰기간은 2년에서
20년까지였다.진단 의학적 분석에 따라 ELISA분석법과 Non-ELISA분석법으
로 제시하였다.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 디자인에 따라 16편 Cohortstudy(Table1)
와 5편의 Case-controlstudy(Table2)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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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haracteristicsofcohortstudieson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risk

Author,Year
Country

No.of
Participant

Follow-up
(year)

Sex
(Men)

Age
(year) Participant Outcome

Adiponectin
(meanorSD)

㎍/㎖
Assay

Source Type SampleState
atAnalysis

Cavusoglu,2006
USA 325 2 100% 65.6 CAD Cardiac

mortality NA R&D ELISA Frozen(-70℃)

Cavusoglu,2006
USA 325 2 100% 65.6 CAD MI NA R&D ELISA Frozen(-70℃)

Frystyk,2006
Sweden 832 7.9 100% 71 population

based CHD 10.3 R&D
immuno

fluorometrica
ssay

Frozen(-70℃)

Inoue,2007
Japan 149 7 71% 63 CAD CAD 3.7 Fujirebio ELISA Frozen(-80℃)

Iwashima,2006
Japan 150 2.6 68% 67.7 CKD CVD 4.8 Otsuka

pharm Co ELISA Frozen(-80℃)

Kanaya,2006
USA 1044 6.1 41.3% 73.3

(Black)
population
based

CHD 8 Linco Radio-
immunoassayFrozen(-70℃)

Kanaya,2006
USA 1429 6.1 47.2% 73.3

(White)
population
based

CHD 10 Linco Radio-
immunoassayFrozen(-70℃)

Koenig,2006
Germany 931 18 100% 54.1 population

based CHD 6.2 R&D ELISA Frozen(-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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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tavailable,SD:standarddeviation,CAD:coronaryarterydisease,CVD:cardiovasculardisease,CHD:coronaryheartdisease,T2DM:type2diabetesmellitus,ESRD:end
stagerenaldisease,ELISA: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

Laughlin,2006
UK 1361 20 56.3% 71 population

based
CVD
mortality 11 Linco Radio-

immunoassay Frozen(-70℃)

Lim,2008
Korea 343 3.5 44.3% 65 T2DM CVD 5.6 Otsuka

pharm Co ELISA Fresh

Schulze,2005
USA 745 5 100% 63.1 T2DM CHD 15.3 Linco Radio-

immunoassayFrozen(-130℃)

Menon,2006
USA 820 10 60% 52 CKD CVD

mortality NA R&D enzyme
immunoassay Frozen

Pilz,2006
Germany 191/1477l 5.45 70% 64 CAD

Stable
CAD
mortality

NA Biovendor ELISA NA

Pilz,2006
Germany 99/981 5.45 70% 64 CAD

Unstable
CAD
mortality

NA Biovendor ELISA NA

Wannamethee
2007,UK 4066 6 100% 69.5 population

based
CVD
mortality NA R&D ELISA Frozen(-70℃)

Zoccali,2002
Italy 227 2.6 55% 59.9 ESRD CVD 15 Linco ELISA Fresh



- 12 -

Table2.Characteristicsofnested-case-controlandcase-controlstudieson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risk

NA: Not available, SD: standard deviation, T1DM: type 1 diabetic mellitus, CAD: coronary artery disease, CHD: coronary heart disease, MI, myocardial 

infarction, ELISA: 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Author,Year
Country

No.ofcase
control

Follow-up
(year)

Sex
(Men)

Age
(year) Participant Outcome

Adiponectin
(meanorSD)

㎍/㎖
Assay

Source Type SampleState
atAnalysis

Costacou,2005
USA

28case
34control 10 56.4% 34.5 T1DM CAD 6.32 Linco Radio-

immunoassay Fresh

Lawlor,2005
UK

165case
334control 4 0% 70.3 CHD CHD 14.54 R&D ELISA Frozen(-80℃)

Pischon,2004
USA

266case
532control 6 100% 65.2 MI MI 15.6 Linco Radio-

immunoassayFrozen(-130℃)

Rothenbacher
2005,Germany

312case
476control NA 79.2% 57.7 CHD CHD 6.32 R&D ELISA Frozen(-70℃)

Sattar,2006
UK

589case
1231control 4 100% 52.6 CHD CHD 10.22 R&D ELISA Froze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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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유유유효효효크크크기기기의의의 추추추정정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선정된 21편의 논문의 유효크기(effectsize)인 혈
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CVD Incidence)및 사망위
험도(CVDMortality)의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코호트 연구 16편의 각 연구의 유효크기의 범위는 0.33에서 2.50이며,혈중
아디포넥틴의 가장 낮은 농도와 가장 높은 농도를 비교하고자 변수를 연속형
(1SD 증가,1㎍/㎖ 증가,doubling증가)으로 연구한 7편의 논문과 범주형
(Dichotomous,Tertile,Quartile,Quintile)으로 연구한 9편의 논문이 있었다.
환자-대조군 연구 5편의 각 논문의 유효크기의 범위는 0.37에서 0.89이며,혈중
아디포넥틴을 연속형(1 SD 증가)으로 연구한 1편의 연구와 범주형
(Dichotomous,Tertile,Quartile,Quintile)으로 연구한 4편이 있었다.

총 21편의 논문에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도 및 사망위험도를 추정하였다(Table3)(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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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Effectsizeof16cohortstudieson adiponectin and cardiovascular
diseaserisk

OR:oddsratio,CKD:chronickidneydisease,SD:standarddeviation,CAD:coronaryarterydisease,CVD:
cardiovasculardisease,CHD:coronaryheartdisease,T2DM:type2diabetesmellitus,ESRD:endstagerenal
disease,MI:myocardialinfarction,RDT:regulardialysistreatment,LVH:LeftVentricularHypertrophy.

Author ParticipantOutcome thelowestvsthehighest OR(95%CI) Adjustment

CavusogluCAD Cardiac
Mortality 1SD↑ 2.10(1.29-3.42) Age,Creatinine,Numberofdiseasedcoronaryarteries,Adiponectin

CavusogluCAD MI 1SD↑ 1.59(1.14-2.22) Age,Creatinine,MIonpresentation,Diabetes,beta-blockeruseatbaseline,
Numberofdiseasecoronaryarteries,
Adiponectin

Frystyk population
based CHD 1SD↑ 0.81(0.66-0.99) Age,BMI,waist,intactproinsulin,insulinsensitivity

Inoue CAD CAD Q1vsQ2
<2.7vs≥2.7 0.36(0.19-0.67) Age,gender,BMI,hs-CRPHypertension,Diabetes,Smoking,TC,

HDL-C,LDL-C,Fastingglucose,
HOMA-IR,statinuse

Iwashima CKD CVD 1㎍/㎖ ↑ 0.86(0.75-0.96) PreviousIHD,Smoking,CKDstage

Kanaya population
based(black) CHD doubling↑ 1.37(1.01-1.87) Age,Sex,BMI,Smoking,LDL,HBP,

aspirinuse,Studysite,Abdominal
visceralfatKanaya population

based(white) CHD doubling↑ 0.85(0.66-1.09)

Koenig population
based CHD T1vsT3

〈4.44vs≥8.94 0.62(0.32-0.98) Age,Smoking,Alcohol,BMI,DiabetesHDL-C,Physicalactivity,,
Hypertension

Laughlin population
based

CVD
Mortality

Q1vsQ5
〈10.6vs≥22.4 0.72(0.92-0.57) Age,Sex

Lim T2DM CVD Q1vsQ4
〈2.1vs≥10.6 0.33(0.12-0.92) Age,Sex,BMI,Creatinine,Smoking,MDduration,ECGabnormality,BP,

CVDhistory,Lipidstatus,Resistin,
A1c,Microalbuminuria

Schulze T2DM CHD Q1vsQ4
〈10.25vs≥19.810.68(0.30-1.42) Age,Physicalactivity,Smoking,BMI,FamilyofhistoryofMI,Alcohol,

Historyofhighbloodpressure,
Historyofhighbloodcholesterol,
Currentaspirinuse,Fastingglucose,
Durationofdiabetes,HDL-C

Menon CKD CVD
Mortality 1㎍/㎖ ↑ 1.06(1.03-1.09) Age,Gender,Race,BP,Smoking,BMI,Proteindietrandomizationassignments

CVD,Diabetes,SBP,HDL-C,TG,
CRP,A1c

Pilz CAD StableCAD
Mortality

Q1vsQ4
〈6.96vs〈14.7 1.90(1.26-2.86) Age,Gender,CAD,BMI,CRP,TG,

GFR,NT-proBNP,Homocysteine,
Metabolicsyndrome;DM,Hypertension,
Smoking,LDL-C,Fibrinogen,HDL-CPilz CAD

Unstable
CAD
Mortality

Q1vsQ4
〈6.96vs〈14.7 2.50(1.34-4.61)

Wanna
methee population

based
Unstable
CAD
Mortality

T1vsT3
〈5.27vs≥9.41 1.51(1.02-2.26) Age,Socialclass,Physicalactivity,BMI,Alcohol,Diabetes,LVH,GRP,

Treatedhypertension,Albumin,CRP
Useofβ-blockers,statins,HDL-C,
Forcedexpiratoryvolumein1second,
Homeostasismodelassessment

Zoccali ESRD CVD T1vsT3
〈11.1vs≥16.4 0.64(0.50-0.82) Age,Male,Smoking,SBP,TC,CRP,Diabetes,LVH,Hemoglobin,Calcium,

RDT,Albumin,Homocyst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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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Effectsize of5 nested-case-controland case-controlstudies on
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risk

OR:oddsratio,95% CI:95% confidenceintervals,CAD:coronaryarterydisease,CHD:coronary
heart disease,MI:myocardialinfarction,BMI:body mass index,HDL-C: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LDL-C: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TG:triglyceride,TC:total
cholesterol,AER:AlbuminExcretionRate,-2LL:-2log likehood,AIC:Akaike'sInformation
Criterion,CRP:C-reactiveprotein,WHR:WaistHipRatio,SBP:systolicbloodpressure.

Author ParticipantOutcome
thelowest
vs
thehighest

OR(95%CI) Adjustment

Costacou T1DM CAD 1SD↑ 0.37(0.19-0.76)
Age, Sex, AER WBC,
HDL-C,2LL,Non HDL-C,
Adiponectin, Homocysteine,
AIC,Fibrinogen

Lawlor CHD CHD Q1vsQ4
Quarters 0.80(0.46-1.41)

Age,Alcohol,HDL-C,TG,
CRP, Smoking, Physical
activity,Glucose,Insulin

Pischon MI MI Q1vsQ5
〈10.5vs≥24.9 0.56(0.32-0.99)

Age,Smoking,BMI,Month
blood draw,Family history
of myocardial infarction
before age 60,History of
diabetes, Hypertension,
Alcohol intake, Physical
activity

RothenbacherCHD CHD
Q1vsQ5
≤4.12vs〉11 0.52(0.28-0.95)

Age,Gender,BMI,Alcohol,
Durationofschooleducation,
Smoked pack-year,History
ofhypertension,History of
Diabetes

Sattar CHD CHD T1vsT3
〈8.32vs≥13.330.89(0.67-1.18)

Adultsocialclass,Smoking,
WHR, HDL-C, Physical
activity,SBP,TG,Glucose,
CRP,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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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통통통합합합유유유효효효크크크기기기의의의 추추추정정정

전체 논문 21편의 메타분석 결과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발생위험도(CVDIncidence)및 사망위험도(CVDMortality)는 8% 감소하
였다(SummaryOR=0.92,95% CI=0.79-1.06)(Table5).

논문간의 유효크기 통합에 앞서 유효크기들의 동질성(homogeneity)을 알아보
기 위하여 동질성검정을 시행하였다.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에 의한 혈
중 아디포넥틴이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에 대한 통합유
효크기는 1.03,(95% CI=1.01-1.06)으로 혈중 아디포넥틴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가 1.03배 더 높았다.랜덤효과모
형(random effectmodel)에 의한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
험도 및 사망위험도에 대한 통합유효크기는 0.92,(95% CI=0.79-1.06)로 혈중 아디
포넥틴이 낮은 군에 비해 높은 군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가
0.92배 이었다.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 위험도를 연구한 각 논문들의
동질성검정을 위한 통계량 Q값은 119.01이었다(p<0.00).따라서 연구 대상 논문
결과들은 서로 이질적이며 통합유효크기는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model)보다
랜덤효과모형(random effectmodel)을 통한 추정치가 더 타당하였다.동질성 검정
후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비교위험도의 통합유효크기와 95%
신뢰구간을 랜덤효과모형에 의해 추정하였다.
또한 랜덤효과모형에 의한 통합적 효과의 이질성 검정통계량의 P값은 0.2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연구의 결과를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와 사망위험도로 분류하였으며 사
망위험도의 통합유효크기는 1.39(95% CI=1.02-1.91)였으며,전체 연구의 통합유
효크기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원인 분석을 위하여 부분군간(subgroup)분석을 하
였다(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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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lacksquareandhorizontallinecorrespondtotheoddsratioand95% confidenceintervals.Theareoftheblacksquaresreflectstheeachstudiescontributestothemeta-analysis.thediamondatthe
bottom ofthegraphrepresentsthecombinedoddsratioandits95% confidenceintervalindicating8% reductionintheriskofcardiovascularriskandmortalityrisk.Thesolidverticallinecorrespondstono
effectofadiponectinlevel(oddsratio1.0),thedottedverticallinetothecombinedoddsratio(0.92).ThegraphwasproducedinSTATA.

OR(95% CI) Weigh
2.10(1.29-3.42) 7.62
1.59(1.14-2.22)10.17
0.38(0.19-0.76) 5.14
0.81(0.67-0.98)12.68
0.36(0.19-0.68) 5.69
0.86(0.75-0.99)13.44
1.37(1.01-1.86)10.67
0.85(0.66-1.09)11.61
0.62(0.39-0.99) 7.97
0.72(0.92-0.57)11.75
0.80(0.46-1.39) 6.70
0.33(0.12-0.91) 2.98
0.68(0.30-1.54)14.34
1.06(1.03-1.09) 8.82
1.90(1.26-2.87) 5.86
2.50(1.34-4.66) 6.62
0.56(0.32-0.98) 5.91
0.52(0.28-0.97)11.05
0.89(0.67-1.18) 4.10
1.51(1.02-2.24) 9.13
0.64(0.50-0.82)11.71
0.92(0.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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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Subgroup Subgroup Subgroup Subgroup 분석분석분석분석

대상 논문 21편을 연구디자인,변수분류,연구 결과,연구대상자,출판 국
가,대상자 연령,진단적 분석법에 따라 Subgroup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연구 디자인에 따른 분석
5편의 환자-대조군 연구는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
험도는 35% 감소되었으며(SummaryOR=0.65,95% CI=0.48-0.89),16편의 코호
트 연구에서는 1% 감소되었다 (SummaryOR=0.99,95% CI=0.85-1.17).

나.변수 분류에 따른 분석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를 두군(dichotomous),세군(tertile),네군(quartile),다
섯군(quintile)으로 분류하여 가장 낮은 군과 가장 높은 군의 심혈관질환의 발
생 및 사망위험도를 비교하였을 때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은 군에서 혈
관질환의 발생위험도는 19% 감소되었다(Summary OR=0.81, 95%
CI=0.62-1.06),아디포넥틴을 연속형 변수(1SD 증가,1㎍/㎖ 증가,doubling
증가)로 분류한 논문에서 아디포넥틴의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를 비교하였을 때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는 3%
증가하였다(SummaryOR=1.03,95% CI=0.87-1.23).아디포넥틴의 변수 분류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두 군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19,0.725)(Table5).

다.연구 결과에 따른 분석
논문 결과를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CVD Incidence)와 사망위험도(CVD
Mortality)로 분류하여 비교했을 때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23% 감소되었으며(SummaryOR=0.77,95% CI=0.65-0.91),6편의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도 논문은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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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위험이 1.39배 높은 역의 연관성(SummaryOR=1.39,95% CI=1.02-1.91)을
보였다.두 군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03,0.035)(Table5).

라.연구대상자에 따른 분석
6편의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
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8% 감소되었으며 (Summary OR=0.92, 95%
CI=0.73-1.17),15편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질병별로 분류하여 9편
의 심혈관질환 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SummaryOR=1.04,95% CI=0.70-1.54)
과 3편의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과 3편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SummaryOR=0.45,95% CI=0.28-0.71)이 있었다.당뇨병 환자를 대상으
로 한 논문에서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55% 감
소되었고,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그러나 신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들의(SummaryOR=0.86,95% CI=0.67-1.10)경우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14%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229)(Table5).

마.출판된 국가에 따른 분석
8편의 미국 논문(Summary OR=1.03,95% CI=0.81-1.31)과 4편의 독일 논문
(SummaryOR=1.11,95% CI=0.53-2.35)에서는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
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812,
0.776).4편의 영국 논문(SummaryOR=0.93,95% CI=0.68-1.27)과,2편의 일본
논문(SummaryOR=0.59,95% CI=0.25-1.37)은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각각 7%,41%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42,0.221).1편씩 출판된 한국과 스웨덴의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Table5).

바.연구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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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의 65세 미만 논문은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
도는 22% 감소되었으며(SummaryOR=0.78,95% CI=0.59-1.03),10편의 65세
이상 논문은 혈중 아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1.02배
높아지는 역의 상관성을 보였다(SummaryOR=1.02,95% CI=0.83-1.25).그러
나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80,0.860)(Table5).

사.진단적 검사법에 따른 분석
13편의 ELISA법에 의한 논문(SummaryOR=0.97,95% CI=0.75-1.26)과 8편의
Non-ELISA법에 의한 논문(SummaryOR=0.84,95% CI=(0.69-1.02)은 혈중 아
디포넥틴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가 3%,16% 감소되었으나,두
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823,0.083)(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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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Meta-analysisof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risk

*Estimatesofthesummary ORsand 95% Clswerebased on eitherrandom effect
modelifthestudiesincluded areheterogeneous(i.e.pforheterogeneity islessthan
0.05),orfixeffectstudiesincludedarehomogeneous(i.e.pforheterogeneityisequalto

Categoryof
studies Subgroup No.of

studies
SummaryOR
(95% CI)*

Pfor
heterogeneity

Allstudies 21 0.92(0.79-1.06) 0.230
Studydesign Cohortstudy 16 0.99(0.85-1.17) 0.944

N-C-C& C-C 5 0.65(0.48-0.89) 0.007
Variable
Classification Categorical 13 0.81(0.62-1.06) 0.119

Continuous 8 1.03(0.87-1.23) 0.725
Outcome CVDIncidence 15 0.77(0.65-0.91) 0.003

CVDMortality 6 1.39(1.02-1.91) 0.035
Participant Populationbased 6 0.92(0.73-1.17) 0.509

CVDpatient 9 1.04(0.70-1.54) 0.838

DM patient 3 0.45(0.28-0.71) 0.001
CKDpatient 3 0.86(0.67-1.10) 0.229

Country USA 8 1.03(0.81-1.31) 0.812
Germany 4 1.11(0.53-2.35) 0.776
UK 4 0.93(0.68-1.27) 0.642
Japan 2 0.59(0.25-1.37) 0.221

Age ≤ 65yr 11 0.78(0.59-1.03) 0.080
〉 65yr 10 1.02(0.83-1.25) 0.860

Assay ELISA 13 0.97(0.75-1.26) 0.823
Non-ELISA 8 0.84(0.69-1.02)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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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an0.05).

Table6.Meta-analysisaccordingtowithandwithoutcardiovasculardisease
mortalityrisk

16편의 코호트 논문의 혈중 아디포넥틴이 증가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위험도가 0.99배 (SummaryOR=0.99,95% CI=0.85-1.17)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는 경우는 심혈관질환 사망위
험도의 경우로 Oddsratio가 1.39배 (SummaryOR=1.39,95% CI=1.02-1.91)이
었다(Table5).이 두 Subgroup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심혈관질환 사망위
험도의 6편 연구는 모두 코호트 연구인 것으로 밝혀졌다.추가적인 분석으로
16개의 코호트 연구 중 연구결과가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인 경우를 제외한
10개의 코호트 연구에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에 대한 Oddsratio는 0.82배
(SummaryOR=0.82,95% CI=0.66-1.01)이었다(Table6).

Categoryofstudies No.of
studies

SummaryOR
(95% CI)

Pfor
heterogeneity

Allstudies with
CVDMortality 21 0.92(0.79-1.06) 0.230

Allstudies without
CVDMortality 15 0.77(0.65-0.91) 0.003

Cohortstudy with
CVDMortality 16 0.99(0.85-1.17) 0.944

Cohortstudy without
CVDMortality 10 0.82(0.66-1.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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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편편편견견견(((bbbiiiaaasss)))평평평가가가

연구 초기과정에서 Publicationbias를 줄이기 위하여 선정된 Reference에
서 소개된 문헌을 추가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그러나 Begg's깔때기 점
도표 법으로 평가된 결과에서는 Publicationbias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gger'stest역시 Publicationbias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ntercept=-1.59,
P=0.129).

figure3.Begg＇sfunnelplotofoddsratiofrom 21observationalstudiesonadiponectinand
cardiovasculardisease
Thesolidlineinthecenteristhenaturelogarithm ofpooledoddsratio,andtwoobliquelines
arepseudo95% confidencelimits,ThegraphwasproducedinS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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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민민민감감감도도도 분분분석석석

Figure4.Influenceanalysisofobservationalstudieson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
Opencircleindicateestimateofcombineoddsratiowhenastudywasomitted.Thegraphwas
producedinSTATA.

메타분석의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한 연구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메타분석의 결과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고자 하였다.
민감도 분석의 결과 21편의 연구 모두 유사한 결과(EstimateofcombinedOR
0.83〜0.94)를 보이며 이것으로 메타분석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4).특이한 것은 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도 연구
에서 Menon(2006) 등의 연구를 제외할 경우 통합유효크기는 0.90(95%
CI=0.75-1.07)이었다(Figure 4). 이것은 전체 논문이 유효크기 0.92(95%
CI=0.79-1.06)보다 작은 차이이긴 하나 예방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보였다
(Table5).신장 질환자의 경우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가 10%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Estimateofcombined
OR(95% CI)

0.88(0.77-1.02)
0.89(0.76-1.03)
0.94(0.81-1.08)
0.92(0.79-1.08)
0.94(0.82-1.09)
0.92(0.78-1.08)
0.89(0.77-1.04)
0.92(0.79-1.07)
0.93(0.80-1.08)
0.93(0.80-1.08)
0.92(0.79-1.06)
0.93(0.80-1.08)
0.90(0.75-1.07)
0.88(0.76-1.02)
0.89(0.77-1.02)
0.83(0.81-1.08)
0.93(0.81-1.08)
0.92(0.79-1.07)
0.92(0.80-1.07)
0.90(0.77-1.03)
0.94(0.81-1.09)

  0.83   1.03  1.01   1.06  1.07

 Cavusoglu2006
 Cavusoglu2006
 Costacou2005

 Frystyk2006
 Inoue2007

 Iwashima2006
 Kanaya2006
 Kanaya2006
 Koenig2006

 Laughlin2006
 Lawlor2005

 Lim2008
 Menon2006

 Pilz2006
 Pilz2006

 Pischon2004
 Rothenbacher2005

 Sattar2006
 Schulze2005

 Wannamethee2007
 Zoccali2002

 Study ommited
 Meta-analysis fixed-effects estimates (exponenti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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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
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메타분석 연구이다.

메타분석은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연구소(AHCPR)등에서 의료서비스의 효
과에 대한 평가와 진료의 향상을 위해 진료지침의 개발을 시도하는 과정 중
핵심적인 단계로 관찰연구 등을 포함하여 기존 문헌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전되었다(Finketal,1984;Wennbergetal,1987;
Eddyetal,199).Glass(1976)가 ‘메타’라고 명명하였으나 그 근본이 되는 통계
적 이론으로는 이미 1930년대에 Fisher(1932)와 Pearson(1933)이 개별 연구의
유의성 검정결과를 병합함으로서 통합된 결론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이
런 방법론이 1970년대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물 분석에 실제로 활발
히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의학과 보건학 분야에서도 널리 활
용되게 되었다.다른 연구 분야들과 다르게 역학에서는 방법론,보건상의 문제,
연구 대상자 및 생태적 요인 등의 관심 변수가 매우 다양하며 이질적이기 때
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개개 논문에 대한 적적한 질
적 평가(qualityassessment)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Jenicek,1987)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적절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적평가
만을 실시했으며 후속연구에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메타분석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관련 논문을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는 종종 유의적인 결과를 보고한 논문만이 저널에 발표되기 때문에 저널에서
만 논문을 찾는다면 매우 유효하거나 무효한 결과의 논문만이 선정되고 중립
성의 논문이 배제 될 가능성과(Glassetal,1976)기존의 결과들을 옹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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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들이 주로 수용되고 반대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결과들이 수집되지
않을 수 있다(Smith,1980).

본 연구에서는 정보 수집을 위한 COCHRANE에서 제시한 자료수집 방법
을 토대로 실시되었다.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검색(Electronicdatabases)으로
MEDLINE 등에서 관찰연구의 메타분석을 제한하여 검색 하는 것,두 번째는
수기검색(Handsearching)으로 학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것으로 MEDLINE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되지 않는 자료
는 찾는 방법,세 번째는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를 참조(Checking
referencelists)하는 방법과,네 번째는 다른 종설논문 체크(Checking other
reviews)하는 방법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MEDLINE에서 출판형식을
“META-ANALYSIS"나 ”REVIEW,ACADEMIC"으로 하여 찾는 방법이다.다
섯 번째는 책자형 색인집 조사(Printofelectronicdatabases)하는 방법으로 온
라인상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66년 이전의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MEDLINE의 IndexMedicus와 EMBASE의 ExcerptaMedica색인집을 이용할
수 있다.여섯 번째는 미간행 연구 조사(Identifyingunpublishedstudies)방법
으로 체계적인 고찰 논문의 치우침(bias)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하다.일곱 번째
는 부작용 관련 정보 조사로 타 연구의 고찰논문이나 약물부작용 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조혜민,2006).

이중에서 MEDLINE 검색을 주로,다음은 관련 논문 참고문헌 검색과 학
술지 수기검색과 다른 종설 논문검색을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논문을 수집하
였으나 미발표 논문과 책자형 색인집 조사나 부작용 조사는 정보의 한계로 수
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발표된 논문이 주로 수집되었고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논문 편견의 가능성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메타분석
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해석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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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21편의 관찰연구를 바탕으로 전체 통합 위험도는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
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를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디포넥틴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또는 사망위험도에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Cavusogluetal,2006).

반면 21편의 논문에서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도 0.92(95% CI=0.79-1.06)
를 제외한 15편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는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도 0.77로 (95% CI=0.65-0.91)23% 감소하여 전체 통합 발
생위험도 8% 감소와는 차이가 있었다.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는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23%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에서는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위험도가
1.39배 높아지는 역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에서 높은 아디포넥틴과 역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제 2형 당뇨병 피마 인디언의 연구에서 나이,성별,당뇨병의
유병기간,BMI를 통제한 후 미세단백뇨가 있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
였을 때 미세단백뇨군에서 아디포넥틴의 농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높은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는 신장의 청소율의
변화로 기인된 것으로 보고(Lindsayetal,2002)로,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증가된 혈중 아디포넥틴은 높은 사망률을 보고하였고,심혈
관질환 관련 사망률이 높은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평균 아디포넥틴의 농도
가 2.5배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Zoccalietal,2002).이와 같이 심부전 또는 신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 증가된 아디포넥틴은 심혈관질환 위험 및 사망위험
에 대한 보상기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Frystyketal,2006).3,4단
계의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높은 아디포넥틴의 경우 전체사망과 심혈관질환
사망 모두 높았다(Menonetal,2006).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
면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의 아디포넥틴의 혈중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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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차이가 없었다(Stenvinkeletal,2004).
이와 같은 결과는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와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아디포넥틴과 전체 사망위험도 및 심혈관질환
사망위험도에 대한 연구와 일반인구집단의 대상으로 한 kanaya(2006)등의 연
구에서는 백인과 흑인 등 인종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
에 차이를 보여준 연구와 같이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 및 아시안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반되어져야 하겠다.

결론적으로,이 메타분석은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 및 사망위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요약하자면 혈중 아디포넥
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그러나 메타분석의 자료수집의 제한점에 의한 출판편견이 있으므로 해
석에 주의를 요한다.Subgroup분석에서 메타분석에 이질성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에 따른 연구의 결과 즉,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
도와 사망위험도의 추정이 이질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관찰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
도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 및 사망위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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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iponectinandCardiovascularDiseaseRisk:
A meta-analysis

HyunJooLee
GraduateSchoolof
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nHaJee,Ph.D.)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CVD incidence risk and 

CVD mortality risk with the density of plasma adiponectin via META 

analysis. Primary data and literature review materials was retrieved from 

the literature published in Medline. 21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examine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incidence and 

mortality risk of CVD according to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shown by common Relative risk(RR), 

Hazard ratio(HR), odds ratio(OR) and average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Before the integration of each effect sizes into common 

effect sizes, heterogeneity tests and sensitivity tests were conducted for 

the estimation of common effect sizes.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had l 0.92 %( 95%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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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CI] 0.79 to 1.06) lower levels in CVD incidence risk than in 

CVD mortality risk 

2. Based on the analysis OR of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it has 

0.77(95% CI: 0.65 to 0.91) lesser in CVD incidence risk than in CVD 

mortality risk and OR of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 was 

1.39(95% CI: 1.02 to 1.91) higher in CVD mortality risk. 

3. Regarding subgroup analysis for the general population, OR of plasm 

adiponectin concentration was 0.92(95% CI: 0.73 to 1.17) lower in CVD 

incidence risk than in CVD mortality risk and for CVD patient's OR 

was higher 1.04(95% CI: 0.71 to 1.54) higher. Diabetes mellitus 

patient's OR was 0.45(95% CI: 0.28 to 0.71) lower and kidney disease 

patient's OR was 0.86(95% CI: 0.67 to 1.10) lower. The OR of 

Diabetes mellitus patient in relation to CVD risk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patients. 

4. Regarding subgroup analysis for cohort study, plasm adiponectin 

concentration had higher than 0.99 in CVD incidence risk and OR of 

CVD incidence risk was 0.82 except in the case of cardiovascular 

disease death risk.

In conclusion, the increasing plasma adiponectin lead to lower a risk 

CVD incidence but further studies is required to prove this association. 

The limitation of the methodology of meta analysis and possibility of 

publication bias by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adiponectin,cardiovasculardiseaserisk,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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