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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조기 

죽상경화증 및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

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보다 발생빈도가 2~4

배 높고,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 등에 의한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은 비만,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그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상지혈증은 고중성지방혈증과 저

농도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및 작고 조 한 저 도지

단백(LDL)이 특징으로, 이상지혈증은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

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이상지단백혈증 가운데에서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고, 여러 연구에서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과 심혈

관 질환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 흡연, 혈압, 체질량

지수, non-HDL cholesterol에 대해 교정 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심혈

관 질환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었으며, 나라나 민

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동맥경화증 위험인자 사이의 관계가 연구되었으나 연구자마다 다양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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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B-mode 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측정은 비침습적

인 검사방법으로서 반복적인 시행이 용이하고 조기 죽상동맥경화의 추적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편,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서, 단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가 개발되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직접 평가법으로 인정받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내

중막두께 측정과 단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를 이용하여, 이상지혈증, 특히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조기 죽상경화증과의 관계 및 인슐린 저항

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에 내원한 30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 1762명을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혈청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혈청 총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보정한 

후에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경동맥 내중막두께간에 독립적인 연관성

을 보 다.

2. 지질대사치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성지방,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가 Kitt 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 고, 혈청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치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한 후 중성지방이 Kitt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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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고 도지단백이 조기 죽상경화증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 개선이 죽상경화증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인슐린 저항성 변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제2형 당뇨병, 이상지혈증,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조기 

죽상경화증, 인슐린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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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조기 

죽상경화증 및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

<지도교수 이현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혜 진

Ⅰ. 서  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3. 당뇨병 환자에서 죽상경화증은 당뇨병이 없는 경

우보다 발생빈도가 2~4배 높고, 뇌졸중, 심근경색, 돌연사 등에 의한 사망

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 제2형 당뇨병은 비만,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5-7, 인슐린 저항

성이 그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8-9
.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상지혈증은 고중성지방혈증과 저농도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및 작고 조 한 저 도지단백(small dense LDL)이 그 특징으로, 

이상지혈증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

로 생각된다
10
. 

이상지혈증 가운데에서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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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혈중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죽상경화증 간의 역상관관계

는 여러 역학 연구에서 이미 조사된 바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고 도지단

백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11-15
. 그러나 나이, 흡연, 혈압, 체질량지수, non-HDL cholesterol에 대해 교정 

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었으며
16
, 또한,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우

도 있었다
17
. 국내에서도 최근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죽상경화증 위험인자 

사이의 관계가 연구되었으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죽상경화증의 유무 또는 진행 정도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

지는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혈관조 술로는 혈관 내경의 협착이 진행된 병

변만이 확인 가능하여 죽상경화증의 조기 진단은 어렵다. 이에 비해 고해상

도 B-mode 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측정은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서 반복적인 시행이 용이하고 조기 죽상동맥경화의 추적 관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는 관상동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유무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18
 전신 죽상경화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서의 유의함이 여러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19
.

 한편,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로서, 기존의 인슐린 내성 검사(insulin 

tolerance test, ITT)가 가지는 저혈당에 대한 위험과 그에 따른 역조절 호르

몬(counter-regulatory hormone)에 의한 혈당의 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단

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가 개발되어 인슐린 저항성의 직접 평가법으로 인정

받고 있다
20
. 

이에 저자는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내중막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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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과 단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를 이용하여, 이상지혈증, 특히 고 도지단

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조기 죽상경화증과의 관계 및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

계를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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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당뇨병센터에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내원한 30세 이상의 남녀 제2형 당뇨병 환자 1762명을 대상으로 하 다.

모든 대상자는 최근 3개월간 지질 강하제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로 하

다.

2. 방법

가. 신체 계측 및 혈청학적 검사

  각 환자의 임상기록을 토대로 성별, 나이, 유병기간을 조사하고, 신체계

측치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kg/m
2
)=body weight/height

2
) 및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WHR)를 계산하 다.

  혈압을 측정하 으며, 혈청학적 검사는 공복 10시간 후 채혈하 고, 공

복 혈당치, 당화혈색소, 공복 인슐린, 지질 농도를 측정하 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소법을 이용하여 Hitachi 736-40 자동분석

기로 측정하 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선택적 억제제와 촉진제를 

사용한 직접측정법(selective inhibition and direct enzymatic method, Daichii, 

Tokyo, Japan)으로 측정하 으며,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공

식
21
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나. 조기 죽상경화증 평가

  조기 죽상경화증 평가를 위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하여 경동맥 내중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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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Intima-media thickness of carotid artery, IMT)를 측정하 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고해상도 B-mode 초음파기인 Toshiba 

SSA-270A (Toshiba, Tokyo, Japan)의 7.5MHz 선상 탐촉자(Axial resolution: 

0.2mm)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좌측과 우측 경동맥의 종단면을 따라 총

경동맥이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리되는 분지점의 근위부에 위치한 

총경동맥의 원벽(far wall)에서 내중막 두께가 최고인 지점을 정하고 이 

지점을 최고치로 구하고 이를 중심으로 근위 10mm, 원위 10mm 위치에서 

내중막 두께를 측정하여 3곳의 산술평균치를 구하 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는 원벽의 내막에 해당되는 첫 번째 반향적선과 중

막과 외막의 경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반향적선 사이의 거리를 캘리퍼의 

일종인 Digimatic(Mitutoyo CD-15B,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다. 인슐린 저항성 평가

  인슐린 저항성 평가를 위해 단시간 인슐린 내성검사를 시행하 다.

  대상 환자들은 12시간 공복 상태에서 검사 당일 아침 8시 당뇨병 센터

에 내원하여 한쪽 수부정맥에 20G 카테터를 역방향으로 삽입하고 3-way

를 연결하여 채혈에 이용하 고, 생리식염수를 서서히 정주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 다. 반대편 전박정맥에 20G 카테터를 정방향으로 

삽입하여 인슐린 주사 및 검사 종료 후 포도당 정주를 하는 데에 사용하

다. 

  안정된 상태에서 미리 100배로 희석해 놓은 인슐린(Humulin, RI 1U/mL)

을 대상자 체중 1Kg 당 0.1U으로 계산하여 전박정맥에 주사하고 반대편 

수부정맥에서 0, 3, 6, 9, 12, 15분에 각각 채혈하 다. 저혈당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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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5분 채혈 후 곧바로 20% 포도당 100mL를 정주하 으며, 혈액은 

곧바로 원심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 다.

  혈장 포도당 농도는 Beckman glucose analyzer(Beckman Instruments, 

Fullerton, CA, USA)를 이용한 glucose oxidase법으로 측정하 다. 인슐린 

내성검사시 시간대별로 측정된 포도당 농도는 본원에서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각각 자연로그로 환산하고 3-15분의 값을 이용해 회

귀방정식의 기울기(slope)를 계산하 다. 이로부터 기저혈당이 반으로 떨

어지는 t1/2를 구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혈당감소율(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 Kitt)을 아래의 공식으로 구하 다.

Kitt = 0.693/t1/2 × 100 (%/min)

3.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통계 프로그램(SAS system for Windows 8.1)

를 이용하 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 다.

총콜레스테롤,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지질대사치와 경동

맥 내중막두께 및 Kitt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 으며,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 따른 경동맥 내중막 두

께의 차이 및 Kitt의 차이는 ANOVA(LSD metho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통계결과의 유의수준은 p값이 0.05 미만으로 하 다.



- 10 -

Ⅲ. 결  과

1. 대상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총 1762명의 대상환자들 중 남자가 808명, 여자가 954명이었으며, 평균연

령은 59.05±10.07세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20.78±8.52 kg/m2 이었고, 

평균 당뇨병 이환기간은 10.58±7.85년이었으며, 평균 당화혈색소는 8.99±

2.23 %이었다. 지질대사치의 평균값은 총콜레스테롤 201.44±43.92 mg/dl, 

중성지방 152.99±74.31 mg/dl,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46.02±12.93 mg/dl,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122.45±37.07 mg/dl이었다.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평균치는 0.83±0.21mm이었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 값의 평균은 2.36

±1.11 %/min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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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Men Women p-value

n=1762 n=808 n=954

Age(years) 59.05±10.07 55.84±9.39 57.657.94 <0.0001

BMI(kg/m
2
) 20.78±8.52 20.77±8.29 20.718.88  0.8921

WHR 0.93±0.07 0.93±0.06 0.930.06  0.1790

DM duration(yrs) 10.58±7.85 10.16±7.32 9.837.06  0.4439

Systolic BP(mmHg) 140.54±20.14 138.92±21.26 141.2819.42  0.0593

DiastolicBP(mmHg) 87.04±11.21 86.22±11.09 87.7611.39  0.0250

HbA1c(%) 8.99±2.23 8.87±2.30 9.002.14  0.2853

Glucose(AC)(mg/dl) 172.84±64.25 171.30±62.59 172.7364.92  0.6706

Insulin(AC)( μU/ml) 7.30±5.08 6.52±5.02 7.785.01  0.0003

C-pep(AC)(ng/ml) 1.63±0.77 1.66±0.84 1.57±0.67  0.0677

T.chol(mg/dl) 201.44±43.92 194.09±38.95 210.27±46.59 <0.0001

TG(mg/dl) 152.99±74.31 153.14±73.18 153.69±77.29  0.8881

HDL-C(mg/dl) 46.02±12.93 43.55±12.61 48.22±12.70 <0.0001

LDL-C(mg/dl) 122.45±37.07 117.68±33.32 128.56±39.70 <0.0001

TG/HDL-C 3.70±2.36 3.89±2.41 3.55±2.36  0.0068

T.chol/HDL-C 4.65±1.46 4.75±1.48 4.61±1.47  0.0409

Non-HDL-C(mg/dl) 155.38±42.87 150.50±39.02 161.99±45.72 <0.0001

Mean IMT(mm) 0.83±0.21 0.86±0.23 0.78±0.18 <0.0001

HOMAIR 3.22±2.67 2.77±2.50 3.45±2.66  0.0002

Kitt(%/min) 2.36±1.11 2.38±1.18 2.41±1.08  0.7501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BMI ; body mass index, WHR ; waist-hip circumference 

ratio,    AC ; before meal,   T.chol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on-HDL-C ; total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C-pep ; c-peptide,     IMT ; intima-media thickness

HOMAIR ;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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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조기 죽상경화증과의 관계

지질대사치와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바,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치는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r=-0.0956, p=0.0083),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r=0.0825, p=0.0279),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비율(r=0.0983, p=0.0080)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Table 2, 

Figure 1).

폐경 및 호르몬 대체요법의 향을 제거하기 위해 4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한 결과(n=192),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r=0.3944, 

p=0.0173),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r=0.4899, p=0.0018), 

non-HDL cholesterol(r=0.3815, p=0.0181)이 경동맥 내중막두께 평균치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 다.

Table 2. Correlation of IMT with lipid profiles

Mean IMT

r p

T. Chol -0.0071 0.8472

TG  0.0356 0.3531

HDL-C -0.0956 0.0083

LDL-C  0.0354 0.3475

TG/HDL-C  0.0825 0.0279

T.chol/HDL-C  0.0973 0.0080

Non-HDL-C  0.0252 0.4926

T.chol ; total cholesterol,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on-HDL-C ; total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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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atterplot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carotid IMT 

and lipid profiles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나이, 성별, 체질량지

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각각을 나머지 항목을 보정하고 경

동맥 내중막두께와의 상관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바, 나이, 

성별 외에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평균치

(p=0.0181)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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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하 을 때에는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경동맥 내중막두께 간에 독립적 연관성이 없었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carotid IMT as dependent variable 

and  age, sex,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BMI, HbA1c, 

systolic BP and diastolic BP as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Mean IMT

variable β SE p

Total cholesterol  0.0007 0.0003  0.0730

Triglyceride -0.0001 0.0001  0.4598

HDL-C -0.0019 0.0008  0.0181

Age  0.0081 0.0011 <0.0001

Sex  0.0995 0.0190 <0.0001

BMI  0.0021 0.0011  0.2481

HbA1c  0.0021 0.0045  0.6482

Systolic BP  0.0007 0.0006  0.2906

Diastolic BP  0.0006 0.0012  0.9587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MI ; body mass index

대상환자들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사분위로 나누어 평균 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평가한 결과 2군과 3군, 2군과 4군 간에 유의한 차이

(p=0.0007)를 보 다(Table 4,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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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IMT) in groups divided into quartiles 

of HDL-cholesterol

Quartiles of HDL-cholesterol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p-value

n=161 n=187 n=171 n=229

Mean IMT 0.836±0.242 0.880±0.222 0.810±0.198 0.798±0.192 0.0007*

Group 1 ; HDL-cholesterol＜37mg/dL

Group 2 ; 37mg/dL≤HDL-cholesterol＜44mg/dL

Group 3 ; 44mg/dL≤HDL-cholesterol＜53mg/dL

Group 4 ; HDL-cholesterol≥53mg/dL

p-value refers to difference between quartiles (ANOVA)

*P<0.01 quartile group 2 vs 3, 2 v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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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

지질대사치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혈당감소율,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성지방(r=-

0.1461, p=0.0002) 및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r=-0.1352, p

=0.0005)이 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Table 5, Figure 3).

4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 을 때에는 총콜레스테롤(r=-

0.2828, p=0.0080), 중성지방(r=-0.3129, p=0.0042), 중성지방/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비율(r=-0.2345,p=0.0339), non-HDL cholesterol(r=-0.3234, p

=0.0023)이 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Table 5. Correlation of insulin resistance with lipid profiles

Kitt

r p

Total cholesterol -0.0532 0.1653

TG  -0.1461 0.0002

HDL-C 0.0570 0.1359

LDL-C  -0.0126 0.7467

TG/HDL-C  -0.1352 0.0005

Total cholesterol/HDL-C  -0.0740 0.0533

Non-HDL-C -0.0708 0.0645

Kitt ;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

TG ; triglycerid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Non-HDL-C ; total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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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atterplot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lipid profiles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나이, 성별, 체질량지

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각각을 나머지 항목을 보정하고 

Kitt와의 상관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바, 중성지방(p=0.0176), 

나이(p<0.0001), 당화혈색소(p<0.0001), 수축기 혈압(p=0.0041)이 Kitt와 독립

적인 상관성을 보 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Table 6).  4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하 을 때에는 체질량지수

(p=0.0232), 당화혈색소(p=0.0195)가 Kitt와 독립적 상관성을 보 다.

대상환자들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사분위로 나누어 Kitt값을 평가

한 결과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또한 Kitt의 삼분

위로 나누어 지질대사치를 평가한 결과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각 군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중성지방(p=0.007), 중성지방/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비율(p=0.035)이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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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Kitt(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 as dependent variable and  age, sex,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BMI, HbA1c, systolic BP and diastolic BP as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Kitt

variable β SE p

Total cholesterol  0.0023 0.0014  0.1043

Triglyceride -0.0017 0.0007  0.0176

HDL-C -0.0016 0.0046  0.7347

Age -0.0225 0.0053 <0.0001

Sex  -0.0706 0.0116 0.4879

BMI  -0.0077 0.0050 0.1231

HbA1c  -0.1642 0.0250 <0.0001

Systolic BP -0.0123 0.0043  0.0041

Diastolic BP  0.0089 0.0078  0.2578

Kitt ;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

HDL-C ;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BMI ; body mass index

Table 7.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 (Kitt) in groups 

         divided into quartiles of HDL-cholesterol

Quartiles of HDL-cholesterol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p-value

N=13561 N=196 N=188 N=167

Kitt 2.230±1.212 2.379±1.134 2.331±1.016 2.458±1.096 0.3446

Group 1 ; HDL-cholesterol＜37mg/dL

Group 2 ; 37mg/dL≤HDL-cholesterol＜44mg/dL

Group 3 ; 44mg/dL≤HDL-cholesterol＜53mg/dL

Group 4 ; HDL-cholesterol≥53mg/dL

p-value refers to difference between quartiles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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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제2형 당뇨병은 고혈압, 비만, 고인슐린혈증, 이상지혈증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5-7
.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이상

지혈증은 고중성지방혈증과 저농도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작고 조

한 저 도지단백이 특징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따른 지질대사의 장애는 

죽상경화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 또한, 초음파

에 의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측정은 전신 죽상경화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9
.

Blankhenhorn
23
 등과 Crouse

24
 등은 혈중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은 환자에서 경동맥 내중막두께가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하 고, Kong25 

등은 중성지방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독립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 

Asymptomatic Carotid Artery Progression Study(ACAPS), Cholesterol-Lowering 

Atherosclerosis Study(CLAS) 그리고 Pravastatin, Lipids and Atherosclerosis in 

the Carotids(PLAC-II) 등의 연구에서는 지질강하제 투여 후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88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26에서 혈청 지질수치와 경동맥의 내중막두께와의 연관성을  

관찰할 수 없었던 반면에, 50명의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한 다른 연구
27
에서는 경동맥의 내중막두께가 중성지방과는 양의 상관성

이, 그리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는 역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63

명의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
28
 등의 연구에서는 경

동맥 내중막두께가 중성지방,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 20 -

않고,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상관성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경동맥 내중막두께가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총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보정

한 후에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경동맥 내중막두께의 평균치간에 독

립적인 연관성을 보 다. 그러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경동

맥 내중막두께가 증가하는 연관성은 Fig 2.처럼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는 

없었다. 

한편, 여성의 폐경 여부, 호르몬 대체요법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상

환자 중 45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하 을 때, 저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non-HDL cholesterol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다중회귀분석을 하 을 때

에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독립적 연관성을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고 도지단백은 죽상경화증에 대해 보호효과(protective effect)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9
.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가 35mg/dl 이하로 낮으면 죽상

경화증의 위험이 증가하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가 60mg/dl 이상으

로 높으면 죽상경화증의 위험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30
.

고 도지단백의 죽상경화증 보호 효과의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

으나 고 도지단백의 콜레스테롤 역수송(reverse cholesterol transport) 이나 

항산화작용 등이 관련이 있다고 거론된다
31-32
. 우선, 고 도지단백은 콜레스

테롤 역수송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다. 즉, 말초 조직 세포로부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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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이 고 도지단백 입자로 형성되어 cholesterol ester로 전환, 간으

로 이동되어 담즙으로 배출된다10. 또한 산화된 저 도지단백이 혈관내피세

포의 기능을 저해하나 고 도지단백이 지단백(lipoprotein) 산화를 막는 작용

이 있어 결국 혈관내피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3
.

혈중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심혈관 질환 간의 역상관관계는 여

러 역학 연구에서 조사된 바 있다. 1975년 Miller and Miller 의 발표
34
와 

1970년대 Honolulu
35
, Framingham

36
, Tromso

37
 연구에서, 죽상경화증에서 HDL

의 protective role 이 발표된 이후로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과의 유의한, 독립적인 역상관 관계가 여러나라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11
. 

Gordon 등에 의한 Lipid Research Clinics Follow-up Study
12
 와 Watkins 등에 

의한 Multiple Risk Factor Intervention Trial13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PROCAM(Prospective Cardiovascular Munster) study
14-15
에서도 고 도지단백콜

레스테롤 이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

다. 이는 다른 인자들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 을때도 마찬가지 결과

로 나타났다. 

그러나 Pocock 등에 의한 British Regional Heart Study
16
에서는 나이, 흡연, 

혈압, 체질량지수, non-HDL cholesterol에 대해 교정 후, 고 도지단백콜레스

테롤과 심혈관 질환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Knuiman 등
17
에 

의하면 나라간의 차이도 있어서, 미산업화 국가에서는 지방 섭취가 적어 총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및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적어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 발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런 나라간의 차이로 보아 저농도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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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 섭취가 많은 국가에서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 

한편, Helsinki Heart study38-39에서는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gemfibrozil 이 투여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 발생율이 적게 나타났으며, 회귀분석을 통해서 고 도지

단백콜레스테롤 증가가 이러한 결과의 가장 의미있는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 농도 감소는 관상동맥질환 발생 감소에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 

이상지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계를 보면, 143예의 질병이 없는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허
40
 등이 시행한 연구에서 고중성지방혈증과 저고 도지

단백콜레스테롤혈증을 갖는 군은 경구당부하에 대한 인슐린반응이 증가되

어 있음을 관찰하 으며, 대상자를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

레비를 일치시켜 고인슐린혈증군과 정상 인슐린혈증군을 비교한 바, 고인슐

린혈증군에서 중성지방의 증가와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조41 등의 연구에서도 고중성지방혈증군은 경구당부하에 대한 

인슐린 반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슐린 반응면적과 혈청 중성지방 농도간

에는 양의 상관성을 보 고, 다중회귀분석상 혈청 중성지방치만이 인슐린 

반응면적에 향을 주는 독립인자로 나타나 고인슐린혈증과 중성지방 농도 

증가 간에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 박
42
 등은 44예의 건강한 젊은 남

성에서 정상혈당 클램프 기법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혈청 

지질 농도를 비교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수록 중성지방은 증가하

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감소함을 관찰하 다. 대상자가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슐린 저항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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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이상지혈증이 젊어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의 발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대사치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성지방,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이 Kitt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한 후 중성지방이 Kitt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 다. 

또한, 4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 을 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

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 non-HDL cholesterol이 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후 지질대사치 중 Kitt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인 항목은 없었다. 한편, Kitt의 삼분위로 나누어 인슐린 저항성

에 따른 지질대사치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중성지방,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

스테롤 비율이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762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경동맥 내중막두께 측정을 통한 조기 죽상경화증 평가 및 단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평가를 이용하여, 이상지혈증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대상 환자들의 흡연력, 활동 정도, 여

성의 폐경 여부 및 호르몬 대체요법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

계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동맥 내중막두께 측정 과정에서의 오차도 고려

하여야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 두께

와 독립적 연관성을 보 으나 인슐린 저항성과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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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도지단백이 조기 죽상경화증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

나, 향후 저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 개선이 죽상경화증 및 심혈관계 질

환 예방 및 치료, 인슐린 저항성 변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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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30세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 1762명을 대상으로, 경동맥내중막두께 측

정과 단시간 인슐린 내성 검사를 이용하여,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와 

조기 죽상경화증과의 관계 및 인슐린 저항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아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지질대사치와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바, 경동맥 내

중막두께는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 총콜레스테롤/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2.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보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후에도,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경동맥 내중막두께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 다.

3. 지질대사치와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Kitt(혈당감소율,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중성지방 

및 중성지방/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비율이 Kit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다.

4.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당화혈색소,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각각을 나머지 항목을 보정

하고  Kitt와의 상관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바,  중성지

방, 나이, 당화혈색소, 수축기 혈압이 Kitt와 독립적인 연관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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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고 도지단백이 조기 죽상경화증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 개선이 죽상경화증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인슐린 저항성 변화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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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ith early  

atherosclerosis and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ic patients 

Hae Jin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un Chul Lee)

The occurrence of coronary heart disease and other manifestations of 

atherosclerotic vascular disease is substantially increased in diabetic patients. 

Type 2 DM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several adverse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cluding hypertension, obesity, hyperinsulinemia, albuminuria, and 

serum lipid and lipoprotein abnormalities, characterized mainly by elevated 

serum total triglycerides and decreased high-density lipoprotein(HDL) cholesterol 

and elevated small dense low-density lipoprotein(LDL) cholesterol. Dyslipidemia 

is believed to be a major source of this increased risk of atherosclerosis and 

cardiovascular disease. 

 The independent, inverse relation between levels of HDL cholesterol and 

coronary heart disease has been reported in many epidemiologic studies. But, in 

several studies, the association of HDL cholesterol and coronary disease lost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adjustment for age, smoking, blood pressur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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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index, and levels of non-HDL cholesterol. In Korea,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of different results.

Measurement of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IMT) by high-resolution 

B-mode ultrasonography is useful, non-invasive method to detect early 

atherosclerotic vascular disease. Insulin resistance can be assessed by short 

insulin tolerance test, in which, the rate constant for plasma glucose 

disappearance(Kitt) is calcul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relation of HDL cholesterol 

with early atherosclerosis and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ic patients by 

IMT and short insulin tolerance test. 

The study involved 1762 type 2 diabetic patients older than 30 years who 

visited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Height, weight, waist, hip 

circurmference, blood pressure, glucose, HbA1c, lipid profiles were measured 

and IMT was checked by high resolution B-mode ultrasonography and short 

insulin tolerance test was performed.

Followings are results. 

1. Carotid IM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DL cholesterol, 

triglyceride/HDL cholesterol ratio,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ratio. 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respect to mean IMT of carotid artery, only 

HDL cholesterol was independent variable associated with mean IMT.  

2. Kit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riglyceride, triglyceride/HDL 

cholesterol ratio, but not with HDL cholestero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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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at triglyceride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Kitt.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HDL cholestero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arly atherosclerosis. But in this study,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HDL 

cholesterol and insulin resistance. Future prospective studies including effects of 

improved HDL cholesterol on atherosclerosi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suln 

resistance will be necessary.

Key Words : type 2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HDL cholesterol, early 

atherosclerosis, insulin resi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