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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CalpainCalpainCalpainCalpain----10101010과과과과 adiponectin adiponectin adiponectin adiponectin의의의의    유전자유전자유전자유전자    다형성이다형성이다형성이다형성이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분비능분비능분비능분비능    저저저저

하하하하    및및및및    인슐린인슐린인슐린인슐린    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저항성과    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관련하여    제제제제2222형형형형    당뇨병의당뇨병의당뇨병의당뇨병의    발병에발병에발병에발병에    미치는미치는미치는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연구배경 :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제 2 형 당뇨병 환자와 정상

인을 대상으로 Calpain-10(CAPN10)과 adiponectin의 유전자 

다형성의 분포를 조사하고,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당뇨병 위험

성과, 비만 및 이상 지질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의 관

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 제 2 형 당뇨병 환자 249명과 정상인 1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전자 분석은 CAPN10에서 SNP-43과 -63에 대해, 

adiponectin에서는 Single Nuclotide Polymorphism (SNP)-45 

및 -276에 대해 다형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상자의 혈

압, 키, 체중, 허리와 엉덩이 둘레 등을 측정하였다. 당뇨병의 

발생 과거력은 병력 청취를 통해 얻었으며 공복혈장포도당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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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

다. 

 

결과 : 전체 249명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131명의 대조군에

서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밀도 지방은 

낮았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혈중 인슐린은 높았으며 

adiponectin은 낮았다. CAPN10 SNP-43 및 adiponectin 

SNP-45, -276 에서 유전자 이형성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SNP-63에서 G>T가 치환되어 TT 이형성을 보이는 경우가 정

상군에 비해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의미 있게 높았으며 공

복 인슐린 농도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였다.  

 

결론 : CAPN10의 SNP-63 gene 다형성이 제 2형 당뇨병과 유

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전 연구와는 다르게 

CAPN10 의 단일 유전자의 이형성이 제 2형 당뇨병과 의미 있

게 연관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

핵심되는 말 : Adiponectin, Calpain-10,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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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는는는    영향영향영향영향    

 

<지도교수 김경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성    명 : 한정우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제 2 형 당뇨병은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최근 서구화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국내에서도 당뇨병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제 2 

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장애의 함수관계, 병인에

는 환경적 인자와 유전적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

재까지 제 2 형 당뇨병의 후보유전자로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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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1, 2 . 

최근에 유전적 요인 중에서 Calpain-10(CAPN10)의 유전적 다형성

이 인슐린 분비 장애와 연관되어 당뇨병의 발병과 진행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CAPN10 은 2q37 염색체에 위치한 672

개의 아미노산기를 가진 단백질로서 세포질 내에서는 비활성형으로 

존재하다가 세포내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활

성화 된다. 심장, 골격근, 간, 췌장 섬세포 등 어디에나 존재하며 인슐

린과 연관하여 포도당 대사를 담당한다. 특히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

린 분비와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현재까

지 비만 및 당뇨와 관련하여 CAPN10 유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CAPN10 유전자의 주로 intron 에 위치한 단일 염기 다형성 Single 

Nuclotide Polymorphism (SNP) -44, -43, -19, -63 번의 조합이 당

뇨병의 유병율과 관계 있음이 보고 되었다5, 6 . 

연구자에 따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여러 단백질들 중 

adiponectin의 유전적 다형성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을 보고하기

도 한다. Adiponectin은 244개의 아미노산기를 가진 단백질로 백색지

방세포에서 풍부하게 발현되며, collagen VIII와 X, complement 

C1q17∼20) 그리고 TNF-α와 그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 또한 adiponectin 유전자는 제 3번 염색체 q27 부위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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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exon과 2개의 intron으로 구성되어 있다. Adiponectin exon 2 

의 silent +45(T>G) 과 intron에 위치한 +276(G>T) 유전자의 단일 

염기치환이 낮은 혈청 adiponectin농도와 인슐린 저항성, 제 2형 당

뇨병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8, 9 . 

이러한 연관성을 통해 CAPN10과 adiponectin의 유전적 다형성으

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장애가 유발되고10, 11 이것이 제 

2형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국내에서는 보고가 많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제 2형 당뇨병에서 CAPN10과 adiponectin의 

유전적 다형성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 및 인슐린 분비능 장애로 인한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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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환자군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영동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2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신촌 세브란스 및 이대 목동

병원에서 건강 검진 시행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당뇨병으

로 진단받지 않은 40세 이상의 남녀 중 공복혈당이 100 mg/dl 미

만이며 가족력이 없는 131명으로 하였다. 당뇨병의 발병은 WHO 

의 진단 기준에 의해  60세 이전으로 정의되며, Type 1 DM 을 제

외하기 위해 25세 이전에 진단받은 당뇨병 환자, 당뇨병 발병 3

년 이내에 인슐린 치료를 받은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인체 계측  

 

연구 대상이 처음 내원시 병력 청취를 통해 가족력과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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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 유병기간, 과거력 등을 기록하고, 신체 검진을 실시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 둘

레를 측정하고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리대 

엉덩이 둘레 비(waist-hip ratio, WHR)를 산출하였다. 

 

나. 생화학적 검사 

 

대상자들에게서 각각 10시간 이상 금식 후 채혈하여 공복

시 혈당, 혈중 인슐린 농도,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당은 포도당 산화효소법으로, 혈중 인슐린은 방사면역법으

로 각각 측정하고,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Fridewald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Fridewald formula :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 총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5+(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  

 

다. 인슐린 저항성 및 인슐린 분비능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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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는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를 사용하였고 인슐린 분

비능의 지표로는 HOMA-β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dex for β cell function)을 사용하였다.  아래 

식에서 사용하는 혈당과 인슐린은 공복시 채혈하여 구한다. 

 

HOMA-IR = 포도당(mmol/L) × 인슐린(uU/mL)/22.5 

HOMA-β = 20 × 인슐린(uU/mL)/{포도당(mmol/L)-3.5} 

 

라. CAPN10 유전자 다형성 측정 

 

Genomic DNA Isolation 위해 환자로부터 전혈 5mL 를 

EDTA tube 에 채취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한다. 모든 

대상자들은 CAPN10의 두가지 다형성(SNP-43, -63)에 의해 

genotype이 분류된다. 두가지 SNP에 대해 SNP-43은 

TaqMan, SNP -63은 SNaPshot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

였다. 

Horikawa et al. 에 의해 제시된 SNP-43, -19, -63 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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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유전자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SNP-43 (g.4852, G>A, 

rs3792267), SNP-63 (g.1637C>T, rs5030952)의 두 개의 

대립 형질로 디자인하였으며 SNP -43 분석은 TaqMan® 

fluorogenic 5’ nuclease assay로 이루어졌다. PCR 반응을 

위해 반응액은 template DNA 10ng, 40X assay mix 0.13ul 

(Assay ID C_27483762_10), TaqMan® Universal PCR 

master mix 2.5ul로 총 5ul로 조정하였다. Real-time PCR은 

ABI Prism® 7900HT Fast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PCR 수행은 

95℃ 10분간 pre-denaturing한 후 95℃, 15초, 60℃, 1분간

의 2단계로 PCR을 45 cycles 수행하였다. PCR 수행이 끝난 

후 결과의 분석은 7900HT SDS 2.3 software (Applied 

Biosystems,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SNP-63의 분석

은 SNaPshot assay로 이루어졌다. 5 ’

-AGCACCCAGTCCTACCAGTG-3 ’  (Forward)와 5 ’

-CTGGCTGGAGTTTGGAGAAG-3’ (Reverse)을 이용하여 

SNP를 포함하는 부분을 증폭하였다. PCR 반응 을 위한 반

응액은 template DNA 10ng, forward/reverse primer 각각 

0.5pM, 10X PCR Gold buffer 1ul, dNTP 250uM, MgCl2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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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polymerase 0.25unit를 넣고 최종부피가 10ul가 되도

록 증류수를 넣어 혼합한 후 Dual 384-Well GeneAmp PCR 

System 9700을 이용하여 95℃, 10분, 1 cycle; 95℃, 30초, 

Tm℃, 1분, 72℃, 1분, 30 cycles; 72℃, 7분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PCR을 수행하였다. Primer extension reaction을 위

해 정제된 PCR 산물 1ul을 0.15pmol genotyping primer (5’

-ASAGACGCGGCCCACCCCTC-3 ’ )이 포함된 SNaPshot 

Ready Reaction mixture에 넣어 96℃, 10초, 50℃, 5초, 60℃, 

30초의 3단계를 25 cycles 수행하였다. 과량의 fluorescent 

dye terminators를 제거하기 위하여 반응산물에 

SAP(Shrimp Alkaline Phosphatase) 1 unit을 넣어 37℃, 1시

간, 72℃,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산물 1ul에 Hi-Di 

formamide 9ul를 넣어 95℃에 5분간 두었다가 얼음에 5분

간 둔 후 ABI Prism® 3730xl DNA Analyzer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GeneScan analysis software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였다. 

 

마. Adiponectin 유전자 다형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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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ic DNA Isolation 위해 환자로부터 전혈 5mL 를 

EDTA tube 에 채취하여 genomic DNA 를 추출한다. 

adiponectin gene의 SNP +45T>G(rs2241766)와 SNP 

+276G>T (rs1501299) genotype 을 위해 SNP +276G>T 

은 TaqMan, SNP +45T>G 은 SNaPshot 방법을 통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실험방법은 동일하였으나 SNP +276G>T 은 

TaqMan assay  에서 (Assay ID C_7497299_10)를 사용하였

으며 SNP +45T>G 은 5 ’

-AGCACCCAGTCCTACCAGTG-3 ’  (Forward)  5 ’

-CTGGCTGGAGTTTGGAGAAG-3’ (Reverse) 를 사용하였

으며 genotyping primer 로 5 ’

-ASAGACGCGGCCCACCCCTC-3’을 사용하였다. 

 

바. 통계 처리 

 

Hardy-Weinberg 검정에 대한 p-value는 대조군에서 카

이제곱 검정으로 계산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당

뇨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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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여 p-value, odds ratio, 95% 신뢰구

간을 구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T-검정을 통해 환자군과 대

조군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4개 유전자의 다형성과 당

뇨와의 상관관계는 codominant model, additive model, 

dominant model, recessive model에서 각각 p-value, odds 

ratio, 95% 신뢰구간을 구하였으며, 나이, 성별, BMI 수치에 

대해 보정하였다. 이상의 통계 분석은 SAS 9.1을 이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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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징 

 

전체 249명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113명의 대조군의 유전성 

다형성을 평가하였다. 환자군 249명중 남자가 158명, 여자가 91

명 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6세 이었다. 

대조군 131명중 남자가 61명, 여자가 70명 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54세 이었다. 환자군과 두 그룹간의 성별과 나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질량지수(The body mass index)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대조군보다 높았다. 수축기 혈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이완기 혈압은 제 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았다. 지

질 대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혈중 중성지방과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보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군에서 오히려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의

미는 없었다. 그러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총 콜레스테롤과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의 역전 현상은 대부분의 제 2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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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환자들이 지질 개선을 위한 투약 중이었던 반면에 정상군 중

에서 고지혈증은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 대사 이상군이 포

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혈중 Adiponectin은 대조군에 비해 

제 2형 당뇨병 환자군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제 2형 당뇨병 

환자군에게서 인슐린은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 2형 당뇨병 환자군에서 높았으나 인

슐린 분비능은 대조군에서 높았다.(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Diabetic Control P 

Number of subjects 

(Male/Female) 

249(107/83) 131(112/78) 0.240 

Age (years) 56.03 ± 6.73 54.52 ± 6.39 0.100 

BMI (kg/m
2
) 24.67 ± 3.64 23.73 ± 2.53 0.009 

SBP (mmHg) 124.00 ± 10.37 123.39 ± 12.57 0.611 

DBP (mmHg) 77.57 ± 6.95 75.82 ± 9.29 0.038 

FPG (mg/dL) 140.95 ± 39.82 90.95 ± 5.91 < 0.001 

CHO (mg/dL) 186.95 ± 38.81 194.66 ± 37.01 0.06 

TG (mg/dL) 151.67±84.48 108.76 ± 56.25 < 0.001 

LDL (mg/dL) 105.39 ± 32.63 114.40 ± 31.87 0.01 

HDL (mg/dL) 49.61 ± 11.89 53.95 ± 12.37 0.001 

Adiponectin(µg/mL) 7.34 ± 4.85 8.47 ± 6.17 0.04 

Fasting Insulin(µIU/mL) 3.92 ± 4.88 3.34 ± 2.68 0.21 

HOMA-IR 25.19 ± 40.59 13.47 ± 10.54 < 0.001 

HOMA-β 0.60 ± 65.84 0.77 ± 0.65 0.017 

BMI= Body mass index ; SBP= Systolic blood presure ; DBP=Diastolic 

blood presure ; FPG= Fasting plasma glucose ; CHO= Total cholesterol ; 

TG= Triglyceride ; LDL= Low density lipoprotein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insulin 

resistance ; HOMA-β=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cel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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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적 특징 세부 분석 

 

각 parameter 당 제2형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였다. 

BMI는 WHO 의 asian population을 기준으로 23 kg/m2 미만을 

정상군으로 23 kg/m2 이상을 과체중군으로 25 kg/m2 이상을 비만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BMI 23 kg/m2 이하의 정상 체중에서

의 당대사 환자와 정상의 비율을 1 로 가정하였을 때 과체중군은 

당대사 환자에서 보다 정상군에서 많았고 비만은 당 대사환자에서 

OR(95% CI)이 1.64 (0.96-2.79) 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혈압은 고혈압 전단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당뇨군 

에서 높았으며 고혈압도 당뇨군 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지질 대사와 관련하여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군이 

당대사 환자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허리둘레에서 나이와 성별을 

보정한 후 당대사 환자에게서 정상군에 비해 OR(95% CI)이 1.92 

(1.19-3.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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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MI= Body mass index ; LDL= Low density lipoprotein ;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p-value was calculate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djusted for age, 

gender and BMI 

 

 

   Cases No. (%) 
Controls No. 

(%) 
P-value* OR (95% CI) 

BMI     

BMI<23 77 (30.9) 51 (38.9)  1.00  

23≤BMI<25 75 (30.1) 44 (33.6) 0.90  0.97 (0.57-1.64) 

25≤BMI 97 (39.0) 36 (27.5) 0.07  1.64 (0.96-2.79) 

Blood pressure     

Normal 32 (12.9) 37 (28.2)  1.00  

Pre-hypertension 203 (81.5) 83 (63.4) <0.01 2.75 (1.57-4.81) 

Hypertension 14 (5.6) 11 (8.4) 0.71  1.20 (0.46-3.12) 

Cholesterol     

<200 163 (65.5) 71 (54.2)  1.00  

200≤ , <240 65 (26.1) 43 (32.8) 0.11  0.67 (0.41-1.10) 

≥ 240 21 (8.4) 17 (13.0) 0.09 0.53 (0.26-1.10) 

LDL     

     <100 116 (46.6) 38 (29.0)  1.00  

     ≥100 133 (53.4) 93 (71.0) <0.01 0.48 (0.30-0.77) 

HDL     

     ≥40 202 (81.1) 117 (89.3)  1.00  

     <40 47 (18.9) 14 (10.7) 0.21 1.53 (0.79-2.96) 

Waist circumference     

normal 141 (56.6) 90 (68.7)  1.00  

≥90(male), 

≥80(female) 
108 (43.4) 41 (31.3) 0.01 1.92 (1.1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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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형 당뇨병 환자 및 정상군에서 유전성 다형성 

 

CAPN10 및 adiponectin 각 SNP 에 따른 유전자형 분석은 

CAPN10 의 SNP-63 의 경우 제 2형 당뇨군 에서 두 명, 대조군 

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유전자형 분석에 

있어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3) 

 

Table 3. Number and percentages of cases and controls 

successfully genotyped for each SNP 

  dbSNPID 
Genotypin

g platform 

No. of cases 

(%) 

No. of controls 

(%) 
P-value 

ACDC 

45T/G 
rs2241766 SNaPshot 249 (100%) 131 (100%) 0.38 

ACDC 

276G/T 
rs1501299 TaqMan 249 (100%) 131 (100%) 0.36 

CAPN10 

43G/A 
rs3792267 TaqMan 249 (100%) 131 (100%) 0.48 

CAPN10 

63C/T 
rs5030952 SNaPshot 247 (99.2%) 130 (99.2%) 0.25 

ACDC= Adiponectin ; CAPN10= calpai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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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ponectin gene 45 T/G 에서 gene GG일 때 당대사 발생 빈도

를 100%로 가정하였을 때 TG 는 91%, TT 는 84% 순으로 낮았

으며 276 G/T 의 경우 GG gene일 때 당대사 발생빈도를 100%

로 가정하였을 때 GT 는 96%으로 낮았으나 TT는 112%로 높았

다. CAPN10의 SNP-43 gene 은 GG 가 100%일 때 GA는 76%

로 낮았으나 AA는 104%로 높았고 SNP-63 gene 은 dominant 

한 유전자 CC 가 100%일 때 CT는 111%, TT 는 338%로 T 

gene 과 관련하여 당대사 발생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 SNP 

-63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polymorphism에 따라 adiponectin gene 45 T/G T amino 

acid가 G로 치환될 때마다 91%으로 DM risk가 감소하였으나 

276 G/T는 G가 dominant하였고 T로 치환될 때마다 102%가 증

가하였다. CAPN10 은 SNP-43 G가 A로 치환될 때마다 80%로 

감소하였으나 SNP-63 은 C가 T로 치환될 때 139%로 risk 증가

하였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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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 between ACDC, CAPN10 gene polymorphisms 

and diabetes 

  Co-dominant model  

Case Control 
Gene Genotype 

No. (%) No. (%) 
OR (95% CI) p-value 

TT 121 (48.6) 60 (45.8) 1.00   

TG 102 (41.0) 54 (41.2) 0.91 (0.57-1.45) 0.69  
ACDC1 

45T/G 
GG 26 (10.4) 17 (13.0) 0.84 (0.41-1.71) 0.63  

GG 119 (47.8) 61 (46.6) 1.00   

GT 108 (43.4) 60 (45.8) 0.96 (0.61-1.51) 0.86  
ACDC2 

276G/T 
TT 22 (8.8) 10 (7.6) 1.12 (0.49-2.58) 0.79  

GG 202 (81.1) 101 (77.1) 1.00   

GA 44 (17.7) 29 (22.1) 0.76 (0.44-1.31) 0.32  
CAPN10 

43G/A 
AA 3 (1.2) 1 (0.8) 1.04 (0.10-10.5) 0.97  

CC 132 (53.4) 77 (59.2) 1.00   

CT 93 (37.7) 49 (37.7) 1.11 (0.70-1.77) 0.65  
CAPN10 

63C/T 
TT 22 (8.9) 4 (3.1) 3.38 (1.10-10.4)* 0.03  

Adjusted for age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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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gene 의 dominant model 에 대한 당대사 유병율을 살펴보

면 adiponectin gene 45 TT gene에서의 유병율을 100%로 가정하

였을 때 TG+GG군은 89% 이었으며 276 GG gene에서의 유병율

을 100%때는 GT+TT 군은 99%이었다. CAPN10에서는 SNP-43 

은 GG 100%일때 나머지 GA+AA는 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SNP-63은 CC 100%일 때 나머지 CT+TT는 228%이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 gene의 recessive model에 대한 당대사 유병율을 살펴보면 

adiponectin gene 45 TT+TG gene에서의 유병율을 100%로 가정

하였을 때 GG 군은 88%이었으며 276 GG+GT gene 에서의 유병

율을 100% 때는 TT 군은 114%이었다. Calpain-10에서는 

SNP-43 은 GG+GA 100%일 때 나머지 AA 는 110%으로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SNP-63 은 CC+CT 

100%일 때 나머지 TT 는 323% OR(95% CI)이 3.23 (1.06-9.79)

로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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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between dominant, recessive polymorphisms  

model and diabetes 

Adjusted for age and gender 

 

 

 Additive model Dominant model Recessive model 

Gene 
Geno 

-type 

OR  

(95% CI) 
p 

Geno

-type 

OR  

(95% CI) 
p 

Geno

-type 

OR  

(95% CI) 
p 

TT 

0.91 

(0.66-1.2

6) 

0.58 TT 1.00  
TT+

TG 
1.00  

ACDC2 

276G/T 
TG+

GG 
  

TG+

GG 

0.89 

(0.58-1.3

9) 

0.61 GG 

0.88 

(0.45-1.7

2) 

0.71 

GG 

1.02 

(0.72-1.4

3) 

0.93 GG 1.00  
GG+

GT 
1.00  

ACDC1 

45T/G 
GT+

TT 
  

GT+

TT 

0.99 

(0.64-1.5

2) 

0.94 TT 

1.14 

(0.51-2.5

5) 

0.74 

GG 

0.80 

(0.49-1.3

1) 

0.38 GG 1.00  
GG+

GA 
1.00  

CAPN10 

-43G/A 
GA+

AA 
  

GA+

AA 

0.77 

(0.45-1.3

1) 

0.34 AA 

1.10 

(0.11-11.

1) 

0.94 

 

CC 

1.39 

(0.96-2.0

0) 

0.08 CC 1.00  
CC+

CT 
1.00  

CAPN10 

-63C/T 
CT+

TT 
  

CT+

TT 

1.28 

(0.82-2.0

1) 

0.27 TT 

3.23 

(1.06-9.7

9)*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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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전자의 다형성에 dominant, recessive 모델을 적용하여 각 

parameter 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중 2개의 치환기를 가

지는 recessive model 에서는 CAPN10 SNP-63 의 TT type 의 

fasting glucose가 163.77±49.28로 TC+CC type 138.91±38.19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Adiponectin SNP-276 의 TT 

type은 5.08±2.64로 TG+GG type 의 adiponectin level 7.57±

4.9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Dominant model 에서는 

CAPN10 SNP-43에서 GG, GT+TT type의 공복혈당이 각각 

143.70±42.19, 130.33±25.44로 GG type 에서 의미 있게 높았다. 

SNP-63 에서는 CC type이 CT+TT type 에 비해 혈장 insulin은 

3.27±2.83, 4.65±6.43로 낮았고, HOMA-IR도 20.34±23.07, 

30.77±53.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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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ssociation between dominant, recessive polymorphisms  

model and baseline characters    

 Recessive model Dominent model 

 Adiponectin 

SNP-276 

Calpain-10 

SNP-63 

Calpain-10 

SNP-43 

Calpain-10 

SNP-63 

 TT TG+GG TT TC+CC GG GA+AA CC CT+T

T 

FBS 127.23
±26.13 

142.46±

40.69 
163.77±

49.28* 
138.91±

38.19* 
143.70±

42.19* 
130.33±

25.44* 

140.21±

38.69 
142.14

±41.19 

INS 

 

4.89±

3.69 
3.82±

4.99 

4.55±

8.47 
3.85±

4.42 
4.02±

5.21 
3.48±3.29 3.27±

2.83* 
4.65±

6.43* 

H-IR 

 

26.53±

19.21 
25.09±

42.20 
34.04±

76.35 
24.36±

35.54 
26.75±

44.45 
18.84±

16.51 
20.34±

23.07* 
30.77±

53.73* 

ADC 5.08±

2.64* 
7.57±

4.97* 

6.22±

3.58 
7.46±

4.96 
7.40±

5.01 
7.15±4.23 6.92±

4.65 

7.84±

5.07 

FBS= Fasting blood glucose ; INS= Fasting insulin ; H-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 H-β ; 

HOMA- β=Homeostasis model assessment beta-cell function ; 

ADC= Adiponectin 

* :  P-value < 0.05, betwe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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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제 2형 당뇨병의 발병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관련

되어 있다. 과식 또는 과다한 열량 섭취와 육체적 활동의 감소에 

따른 비만, 급속한 도시화 및 서구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 오염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 아

니라 유전적, 대사적 문제들도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 다양한 대사적 문제들 중 특히 인슐린 저

항성의 증가와 인슐린 분비능의 손상은 제 2형 당뇨병의 발생 기

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6, 7 .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인슐린 분비에 대한 체내 감수성의 저

하로 정의할 수 있다. 체내 인슐린 분비의 증가는 간 내 포도당의 

생합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표적 세포의 포도당 흡수 및 글리코겐 

합성을 증가시키며, 지방세포의 지방분해를 감소시켜 체내 포도당 

대사의 평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의 증

가는 이러한 인슐린의 생리작용을 방해하여 고인슐린혈증을 초래

하고 제2형 당뇨병 외에도 여러 질병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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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현재까지 시행된 여러 단면 연구 및 추적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 분비능의 장애보다 

선행한다. 즉 당뇨병의 발생에 있어 그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보적인 체내 인슐린의 증가가 일어나므로 환자는 

정상 당내성을 보이지만 점진적인 인슐린 분비능의 저하가 진행되

면 증가된 인슐린저항성에 대한 인슐린의 보상성 분비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해 결국 고혈당이 발생하여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하

는 것으로 설명된다9 . 

체내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는 대사증후군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 대사증후군은 한가지 질환이라기 

보다는 비만, 고혈압, 내당능장애 및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시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질환군을 의미한다1, 2 . 

인슐린 저항성은 표적기관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의 장애로 

유발되며, 특히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과 관련 있는데 지방세포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단백질들, 즉 종양괴사인자

(TNF-α), reptin, 유리지방산(free fatty acid), resistin, 

angiotensinogen 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12, 13 .

이중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순환혈액 내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며 비만환자와 제 2형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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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환자에서 그 혈중 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심혈관 질환에도 관

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8, 9 .  

즉 adiponectin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혈관에 직접 작

용하여 항 죽상동맥증 작용을 나타내며, adiponectin투여는 혈당이

나 지방대사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adiponectin은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으로서 복부 비만과 유전적 원

인에 의해 그 발현과 분비가 감소된다. 복부 지방이 증가할수록 

혈중 adiponectin이 감소하는 것의 정확한 기적은 모르나, 지방 

세포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종양 괴사인자-α 에 의한 억제작용으

로 추정 되고 있다11, 12 .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혈중 

adiponectin이 감소되어 있으며 체중 감소나 인슐린 감수성을 증

가시키는 약제의 투여 등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adiponectin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 

adiponectin 혈증이 제 2형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병인

으로 추정하고 있다. adiponectin 합성에 영양을 주는 호르몬으로 

인슐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

서 보이는 고 인슐린혈증은 adiponectin의 발현을 억제한다. 저 

adiponectin 혈증은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인자들이나 염증 반응

의 지표들과도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그 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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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고 혈중 중성지방, apoB, apoE, CRP, interleukin-6, 

공복혈당, 공복 인슐린 농도, 체질량지수와는 음의 상관 관계를, 

고밀도 지질단백콜레스테롤, apoA-1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보고

되었다13 . 

Adiponectin은 244개의 아미노산기를 가진 단백질로 백색지방

세포에서 풍부하게 발현되며, collagen VIII와 X, complement 

C1q17∼20) 그리고 TNF-α와 그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diponectin 유전자는 제 3번 염색체 q27 부위에 위

치하고 3개의 exon 과 2개의 intr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Adiponectin exon 2 의 silent +45(T>G) 과 intron에 위치한 

+276(G>T) 유전자의 단일 염기치환이 낮은 혈청 adiponectin 농

도와 인슐린 저항성, 제 2형 당뇨병과 관계가 있음이 보고 되었다

14 . 

인슐린 분비능의 장애에 있어서는 CAPN10 gene 이 제 2형 당

뇨병 환자에게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APN10 은 

2q37 염색체에 위치하여 있으며 672개의 아미노산기를 가진 당

백질로서 calcium-dependent intracellular cysteine proteases 의 

calpain family 이다4, 15 . 이것은 칼슘에 의해 활성화 되는 중성 단

백질 분해효소로서 세포질 내에서는 비활성형으로 존재하다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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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내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활성화 되며 

심장, 골격근, 간, 췌장 섬세포 등 어디에도 존재하며 인슐린과 연

관하여 포도당 대사를 담당한다. 특히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와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6 . 현

재까지 14개의 calpain isoenzyme 및 이를 코딩 하는 유전자가 

밝혀졌으며 이중 비만 및 당뇨와 관련하여 CAPN10 유전자가 주

목을 받고 있으며 CAPN10유전자의 주로 intron 에 위치한 단일 

염기 다형성 SNP -44, -43, -19, -63 번의 조합이 당뇨병의 유병

율과 관계 있음이 보고 되었다15, 16, 17 .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진행

되었던 한국인에서의 SNP-43, -19, -63 번의 조합과 당뇨병의 

관계를 바탕으로 -43, -63 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추가 adiponectin SNP -45, -276 에 대한 상승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유전자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CAPN10 유전자형에 따른 제2형 당뇨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

였을 때 SNP -63 T/T 유전자형이 당뇨병 환자에게 유의하게 높

았다. 이것은 이전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던 SNP -43, 과 -19, -63 

은 단일 SNP로서는 당뇨병 환자와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고 특정 

일배체형 조합에 의해서만 유의성이 나타난다는 이전 논문과는 일

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SNP-44의 단일 유전자형으로서의 제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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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와의 연관성과 일치한다는 논문을 바탕으로 생각해본

다면 SNP -63 또한 단일 유전자로서 연관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8, 19 . 

SNP-43 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군과 대조군간의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도 시행되었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겠다20, 21 . 

본 연구의 제한점은 SNP -44, -43, -19, -63 유전자 조합을 연

구하려 하였으나 실험적 여건으로 SNP -19 가 현실적으로 어려

워 SNP -43, -63 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SNP 44, 

43, 19, 63 유전자 조합의 연구를 통해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지방조직은 단지 에너지 저장소로서의 역할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과 대사 물질을 분비하여 에너지 대사

와 인슐린 감수성을 조절하는 활동적인 내분비 장기임이 밝혀졌다

23 . 

Adiponectin은 정상군이 제 2형 당뇨병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제 2형 당뇨병 환자군에 있어서는 유전자 형에 따라 고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신체질량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정상군에 있어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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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임상적 요소들의 차이는 없었다. Adiponectin 은 근육에서

의 지방산 산화의 증가, 그리고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의 감소를 

통해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19, 19, 21 . 최근의 연구에서 

adiponectin의 이러한 작용이 근육에서의 지방산 산화와 포도당 

섭취, 간세포에서의 포도당 신생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인 

5`-AMP 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화에 의한 것임이 밝혀

졌다22 . 

이러한 adiponectin 유전자의 두 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즉 exon의 T에서의 G로의 치환

(T45G)과 intron2의 G에서 T로의 치환(G276T)이 제 2형 당뇨병

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의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연관은 

혈중 adiponectin의 감소에 의해 매개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

한 의미에서 adiponectin의 유전성 다형성과 당대사 환자와의 연

관성 및 더 나아가 특정 유전자가 당대사 환자와 연관이 있다면 

그 유전자와 CAPN10 의 유전자와의 상승적 효과를 기대하고 유

전자 분석을 시행하였다24 . 

그러나 결과로는 adiponectin의 SNP- 45, -276 모두 특정 형질

변화와 당대사와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전에 시

행되었던 연구들에서 종족 간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부분



 31 

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몇몇 연구에서도 결과가 다른 것

을 생각한다면  SNP-45 뿐만 아니라 SNP-276 도 관련성이 떨

어진다는 몇몇 보고와 부분적으로는 일치한다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CAPN10과 adiponectin의 당대사와의 연관성을 각각 확

인하고 의미 있게 나온 SNP의 유전자형의 조합에 대해 상승적 효

과를 기대하였으나 SNP-63 을 제외하고는 단일 유전자로서 당대

사 환자와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시행할 수 없었다25, 26, 27 . 

그러나 당뇨군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각 유전자의 다형성에 따른 

parameter 들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상당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diponectin 의 45T/G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76G/T 에서는 G>T 로 치환한 TT 

군에서 의미 있는 adiponectin 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

은 이전 여러 논문에서 언급되었던 adiponectin의 SNP-276 G>T 

치환이 adiponectin 의 감소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당대사 장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28, 29 . CAPN10 에서는 

SNP-43 의 GG type 이 공복혈당이 GA+GG type 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이것은 GG genotype 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이전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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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30 . SNP-63 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의 비교에

서 유전자 다형성이 의미를 보였으며 제 2형 당뇨병 환자로 대상

을 한정한 군에서도 CC type 에서 낮은 공복 혈장 insulin 농도, 

낮은 HOMA-IR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C dominant type 

에서 C>T로 치환되며 혈장인슐린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것으로 인해 제 2형 당뇨병과의 연관성이 더 높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은 제 2형 당뇨병 환자군과 대조군을 설정

하는 과정에서 adiponectin과 관련이 있는 비만에 대한 고려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다. 당대사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해 공

복혈당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당대사 환자가 아닌 검진 대조

군중 상당수가 높은 신체 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었다. 비만으로 

인해 백색지방이 증가하고 adiponectin의 분비가 감소되어 이상 

지질혈증을 유발하게 되었다면 이번 연구에서 오류로 지적되었던 

당대사 환자와 대조군 에서의 지질 역전 현상이 부분적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이것은 

대부분의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이 이상지질에 대한 투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뇨환자들의 경우에도 체중 감

소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투약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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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면 혈중 adiponectin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8, 29 . 

또한 adiponectin은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인자들이나 염증 반

응의 지표들과도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그 농

도가 유의하게 낮아18 제 2형 당뇨 환자군과 정상군의 남성과 여

성을 따로 비교해야 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

는 따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adiponectin의 유전성 다형성

이 당대사 환자들과 관련성이 없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

을 수도 있다. 대조군 선정에서 당뇨, 고혈압, 심질환, 이상 지혈

증 및 비만을 모두 제외하고 당대사 환자군과 연령-성별 을 맞춘

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adiponectin의 인

슐린 신호전달체계에의 영향등 adiponectin의 작용기전을 밝히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좀더 큰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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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 본 연구는 전체 249명의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131명의 정상

인을 대상으로 Calpain-10과 Adiponectin의 유전자 다형성의 분

포를 조사하고, 각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당뇨병과의 관련성을 조

사하고 고혈압, 이상지질 및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와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 체질량 지수와 이완기 혈압, 중성지방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제 2형 당뇨병 환

자에게서 혈중 adiponectin 은 낮았으나 insulin level 은 높았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HOMA-IR 값도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의 유전성 다형성을 평가하였다. 

Calapin-10 유전자형에 따른 SNP-63 T/T 유전자형이 비 당뇨환

자군에 비해 당 대사 환자에게 유의하게 높았다. Calpain-10 의 

SNP-43, 아디포넥틴 SNP-45, -276 에서는 당대사 환자와 대조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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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SNP-63의 G>T 치환이 공복 혈장 인슐린과 인슐린 저항

성을 증가시켜 단일 calpain-10 유전자로서 당뇨병 환자와 연관

이 있었다.  

 

-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와 대조군을 공복혈당을 기

준으로 분류하였지만 향후 대조군 선정에 공복혈당뿐 아니라 신체

질량지수, 혈압,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좀더 큰 연구가 진행된다

면 좀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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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Calpain-10 and Adiponectin gene polymorphism on 

insulin secretion and insulin resistanc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Han Jung-Woo 

 

Department of Medicine or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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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im kyeong-rae) 

 

Background : Genetic variations in the Calpain-10 and 

Adiponectin gene effect insulin secretion and of type 2 

diabetes mellitus. Recently, several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the adiponectin and Calpain-10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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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and 

components of the insulin resistance and secre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 

association between specific CAPN10, Adiponectin gene and  

T2DM in the Korean population. Futhermore evaluate 

association of Genetic variations in the Calpain-10, 

Adiponectin gene and metabolic syndrome. 

 

Methods : Overall, 249 Korean patients with T2DM and 131 

non-diabetic controls with no family history of diabete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G276T and T45G frequencies of the adiponectin gene was 

examined in 249 unrelated type 2 diabetic and 131 

non-diabetic control Korean subjects. 

All the subjects were genotyped according to CAPN10 

SNP-43 and -63.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genetic 

levels of the subjects were compared within these gen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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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mong 249 to and 131 control evaluated genetic 

polymorphism. Variation in calpain 10, SNP -63 T/T showed 

higher association in type 2 diabetes. The result of this stud 

suggest that single SNP -63 increases the susceptibility to 

type 2 diabetes. But calpain 10, SNP -43, adiponectin T45G 

and intron G276T genetic frequency is not associated. 

 

Conclusions : Variation in calpain 10, SNP-63 plays a role in 

the susceptibility to type 2 diabetes individually. SNP-43 and 

Adiponectine SNP-45, -276 are not associated with glucose 

tolerance 

 

 

 

 

----------------------------------------------- 

Key Words : Adiponectin, Calpain-10,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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