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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혈청 지질 수준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서

구 국가에서 혈청 지질 수준의 유전 형태와 가족 집적성의 경향에 대한 연구

는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혈청 

지질치의 가족상관관계와 유전율을 파악하고, 각 혈청 지질 수준의 변이를 설

명하는 주 유전자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가계자료 구성이 가능하였던 총 

11,117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총 11,117명 중에서 유전자 분리모형

(segregation) 분석은 가구당 가족원수가 5명 이상인 사람들 4,688명을 대상

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혈청 지질치인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은 높은 가족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정도

를 보정한 모형에서 유전율은 총콜레스테롤 40.7%, 중성지방 32.1%, HDL 

콜레스테롤 54.8%, LDL 콜레스테롤 37.3% 으로 추정되었다. 

각 혈청 지질 수준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되었다. 

HDL 콜레스테롤에서도 역시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되었다.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

석에서는 주 유전자 모형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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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 중 각 혈청 지질 수준의 고위험집단군을 선택하여 유전자 분리모

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환경요인이 강조되는 equal 

transmission 모형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었다. H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

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전자 모형은 단일유전자 모형

인 codominant 유전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L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

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집단에서와는 달리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우세하게 채택되

었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인 혈청지질의 유전적기전과 주 유전자 존재여부

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이 결과는 혈청지질치에 대한 유전자 탐색을 위한 

연관성(linkage)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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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심혈관질환(cadiovascular disease)은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다위험인자에 의한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

로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1970년대에 전염성질병에서 비전염성질병

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비전염성질병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서 등, 1993).  

이미 많은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

와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는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

성이 있다고 밝혀졌다(Assmann 등, 1992; Grundy 등, 1997; Kannel 등, 

1971; Wilson 등, 1988). Framingham 연구에서도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이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보고하였고(Keys, 1970; MRFIT 

group, 1982),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도 많은 역학조사에서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

였다(조, 2002). 

최근 유전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심혈관계 질환 및 그 위험요인과 

유전형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위험요인들에 대한 유전적 배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최근 외국의 경우 혈중지질대사 등에 관여하는 유전기전 등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혈청 지질 수준

의 유전 형태와 가족 집적성의 경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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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n 등, 2003; Im,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혈청 지질 수준의 가족상관성(familial correlation)을 살펴보고 이

들 혈청 지질 수준들의 적합한 유전적인 모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향후 이

러한 연구는 관련된 주 유전자(major gene)를 찾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Austin 등, 1999) 보건학적으로 위험요인들의 관리 방

안 모색에도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잘 알려진 혈청 지질치의 

유전적(genetic) 영향과 비유전적(non-genetic)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전적 모형(mode of inheritance)을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청 지질치의 가족 구성원간 상관성(familial correlation)을 알아본

다. 

둘째, 이들 각 혈청 지질치의 유전율(heritability)과 유전적 모형을 알아

본다. 

셋째, 일반인구집단과 혈청 지질치의 고위험집단에서의 유전적 모형의 차

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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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가. 혈청 지질치의 유전율(heritability) 

 

아메리칸 인디언을 대상으로 하여 심혈관계질환에 기여하는 유전과 환

경에 대해 연구한 Kari 등(2003)의 연구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

을 50%라고 보고하였으며, Perusse 등(1997)의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

롤의 유전율을 49%라고 보고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은 쌍둥이 가족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55%의 유전율(Hellen 등, 1993)을 보였으며, 

Namboodiri 등(1985)의 연구에서는 31-55%의 유전율을 보였다. 멕시

코계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Mahaney 등, 1995)에서는 중성지

방의 유전율을 53%,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을 55%로 보고되었다. 

Edwards 등(1999)은 고지혈증 가족에서 중성지방의 유전율을 41%,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을 54%라고 하였다. 

Beekamn 등(2002)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세 나라에서 

쌍둥이들의 apolipoprotein의 유전율을 연구하였다. Apolipoprotein과 지

질수준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세 나라

에서는 48-87%의 유전율을 보였으며, 대부분 60%를 넘는 높은 유전율

을 보고하였다. 

한국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선하(2001)의 연구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의 유전율은 52%, 중성지방은 24%, HDL 콜레스테롤은 52%, LDL 콜레

스테롤은 53%로 나타났으며, 박 등의 연구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유전

율을 52%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연구(지 등, 

2002)에서는 총 콜레스테롤은 26%의 유전율을 보여 기존 보고와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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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건강보험자료로부터의 가계자료와 측정검사치와의 

정확성의 문제일수도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혈청 지질치의 유전율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은 약 39-71%, HDL 콜레스테롤은 28-80%, LDL 콜레스테롤은 

23-72%, 중성지방의 경우 13-61%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Rao 

등, 1982). 

 

 

나. 혈청 지질치의 가족간 상관관계(familial correlation) 

 

  혈청 지질치의 가족간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대부

분 혈청 지질치의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는 낮은 반면, 부모-자식간의 상관

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7,589명 1,891 가족을 대상으로 총 콜레스

테롤의 가족간 상관관계를 연구한 지선하 등(2002)의 연구에서 부모-자

녀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 

Caucasian 86 가족을 대상으로 혈청 지질치의 가족간 상관관계를 연구

한 Perusse 등(1997)는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등 모든 측정치에서 가족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다. 

이스라엘인 17-18세의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Friedlander

등(1982)의 연구에서도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세가지 

혈청 지질치에서 가족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간, 자

녀-자녀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특히 아버지-자녀간의 상관관계보다 어

머니-자녀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청 지질치의 가족간 상관관계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전적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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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외에도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배우자간 상관관

계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모-자녀간의 상관관계와 자녀-자녀간의 상관

관계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유전

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Boulton 등, 1995). 

 

 

 

다. 관상동맥질환의 가족 집적성(familial aggregation)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관상동맥질환은 가족간에 상관관계를 보이며 가족

집적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erusse 등, 1997) 이는 고혈압이나 당

뇨병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소로 알려진 질환의 공유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흡연습관의 세습, 식습관, 생활방식의 동일성 등 같은 환경을 공유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도 있다(Knuiman 등, 1996; 조, 2002). 

그러나 가족끼리 공유한 유전자의 영향에 의해 가족 집적성을 설명하는 학

설이 보다 타당하게 여겨지고 있다(Brenn, 1997). 

가족간 상관관계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연령의 부모(남자 45세 이하, 여

자 55세 이하)가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된 가족력이 있으면 그 2세에서 관

상동맥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2002).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의 가족집적성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요인의 집적성에 의한 것

으로 설명되고 있다. 아직 환경적인 원인을 배제하고 유전적인 원인에 의

해서만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유전에 의한 가족집적성

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다(조, 2002).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혈청지질수준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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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Coresh 등, 1995; Cullen 등, 1994; Hunt 등, 1989). HDL 콜레스테

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가족 집적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Garrison 

등, 1979; Karlin 등, 1981; Knuiman 등, 1996; Sosenko 등, 1980), 

NHLBI Family Heart Study를 이용한 Ellison 등의 연구(1999)에 의하면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가족 집적성을 보였으며 이 중 생활방식의 공유

에 의한 원인은 전체의 10% 이하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도 높은 가족간 상관성을 보였으며 생활방식의 공유에 

의한 집적성은 설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관상동맥질환의 가족 집적성을 생활습관, 식이요

인, 생활환경의 공유 등에 의한 것과 더불어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itchell 등, 1996). 

 

라. 혈청 지질치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segregation analysis) 

 

선행 연구에서 혈청 지질치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의 결과는 매우 다양

하여, 스웨덴 가족을 대상으로 한 Iselius 등(1995)의 연구에서는 총콜레

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주 유전자의 역할

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Willams 등(1993)은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

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에서 주 유전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에서는 환경적인 변수로만 보

정한 경우 유전자 빈도가 매우 낮게 되어(0.003-0.086) 유전적 요인이 

전체 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Morton 등, 1978; Iselius 등, 1987; 

Hasstedt, 1986). 그러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우 높은 유전자 빈도로 주 유전자의 영향을 입증할 수 있었다(Maha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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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5). Coresh 등(1995)의 경우도 유전자 빈도 0.25인 recessive 

model로 HDL 콜레스테롤의 주 유전자 영향을 보고하였다. 

Coon 등(1999)은 NHLBI Family Heart Study의 Caucasian 가족을 대

상으로 한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모형분석에서 유전자 빈도가 

0.47인 recessive model로 주 유전자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한국인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모형 연구(박 등, 2000)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의 변이는 주 유전자

의 영향을 받는 군과 다수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군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Apolipoprotein B(Apo B)와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 HDL 콜레

스테롤과 Apolipoprotein A1(Apo A1)의 비율, LDL 콜레스테롤과 Apo B

의 비율을 결정하는 주 유전자를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Amos 등, 1987), 

LDL 콜레스테롤과 관련하여 상승된 Apo B의 가족 집적성이 주 유전자의 

codominant model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마. 혈청 지질치와 관련된 유전자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po E 유전자의 경우 유전자형에 따라 식이, 특히 포화지방 

섭취시 LDL 콜레스테과 같은 혈청 지질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e4 allele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이다. apoA-I 유전자는 HDL 콜

레스테롤의 주요한 단백질로 작용하며 역수송경로 등 지질대사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apo C-Ⅲ나 apo A-Ⅳ gene과 연계하여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Jose 등, 1995).  

또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질 때 HDL 콜레스테롤 증가에 도움을 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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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Taq1B의 B2 allele은 다른 유전자형에 비해서 높은 HDL 콜레스

테롤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고, C-629A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유전자

형에 따라 음주와 흡연시 HDL 콜레스테롤 등 혈청지질농도에 영향을 준

다는 보고가 있다(Dullaart 등, 1998). 

콜레스테롤은 유리형과 에스테르형으로 존재하는데, 유리형은 모든 세포

막의 성분이며 대부분 조직에서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한다. 

주로 간과 소장의 원위부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며, 음식물 콜레스테롤

의 흡수와 담즙 콜레스테롤의 재흡수를 통해서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

이 조절된다(김, 1995). 

음식의 중성지방은 소장의 림프관과 흉선을 통하여 체내로 그 90% 이

상이 흡수되며, 내인성 지방산에서 생성된 중성지방은 주로 간과 일부 소

장에서도 유래하며, 주로 very low density lipoprotein(VLDL) 형태로 존

재한다. 

지단백은 극성 외층인 아포지단백과 비극성 중심부인 중성지방과 콜레스

테롤 에스테르로 구성되어 있다. 지단백은 크기와 단백, 인지질, 콜레스테

롤, 중성지방의 구성비율에 따라 Chylomicrons, VLDL, IDL, LDL, HDL2, 

HDL3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복시 대부분의 혈장 콜레스테롤은 LDL에 의

해 운반되며 VLDL과 HDL에 의해서도 운반된다. 

이처럼 지질의 조절은 생산과 대사과정, 지질들 사이의 상호 연관된 조

절과정,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사과정과 관련된 조절, 분해 등의 과정

에서 광범위하게 조절되며 이런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후보 유전자

(candidate gene)를 제시할 수 있다(김, 1995; Gotto 등, 1992). 

지금까지 주로 언급된 후보 유전자로는 LDL 수용체를 결정하는 LDL 

receptor gene(LDLR)과 Apolipoprotein E(APO E), Apo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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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O B), Cholesterol-7a-hydroxylase(CYP 7), Apo A-I/C-Ⅲ/A-

Ⅳ gene cluster 등이 있다(Tybjaerg-Hansen 등, 1998; WHO, 1994). 

Apo B의 DNA 다형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전적 조절

이 매우 복잡하고(Ludwig 등, 1997) 대상인구마다 다른 유전적 조절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Tiret 등, 1990). 이는 LDL  콜레스테롤의 약 

14% 변이를 설명한다고 하였다(Hasstedt 등, 1987). 

Apo A-I/C-Ⅲ/A-Ⅳ gene cluster는 11번 염색체상의 장완에서 15kb

에 걸쳐 위치하며, 이 Cohen 등(1994)은 Apo A-I/C-Ⅲ/A-Ⅳ gene 

cluster와 Hepatic lipase locus(LIPC)의 유전적 변이가 HDL 콜레스테롤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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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방법 

 

1. 연구분석의 틀 

 

Total Study Population 

N = 11,117 

Family = 2,724 
Selected Population

N = 4,688 

Family = 869 

일반적 특성 및 환경요인 통제 

연령,성,흡연,음주,운동,교육정도,허리둘레

High Risk Family(HRF) 
– TG  HRF 
– HDL HRF 
– LDL HRF 

– 가족력과 혈청 지질

치 

– 가족간 상관관계 

혈중지질수준의 유전적 특성 파악

유전자 분리모형분석 

Segregation 

Analysis 

유전자 분리모형분석

Segregation 

Analysis 

Figure1. Fram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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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한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받은 대상자 중에서 혈청지질검사와 보건의식행태의 면접을 받

은 대상자를 선택하였으며, 15,568명 중 가계자료 구성이 가능하였던 총 

11,117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 중 9,884명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

는 실제 가구원이며, 나머지 1,233명은 가계자료 구성을 위해 가상으로 

만든 가구원이다. 

유전자 분리모형(segregation) 분석은 유전역학 통계프로그램인 SAGE 

4.5의 구조상 5,000명 이상의 자료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먼저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약 50%를 random sampling 한 후, 선택된 4,997명

을 대상으로 유전자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족 

구성원수가 3~4명인 가계수가 58.1% 있었고, 이들 중 혈청 지질치가 결

측인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4,688명을 대상으로 하여 segreg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측정방법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

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및 건강검진 자료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체중, 키, 

흡연력, 음주력, 식습관, 운동습관, 혈압,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질병의 유

무 등을 포함하며, 혈청 지질치로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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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LDL 콜레스테롤, 각 혈청 지질치의 Ratio인 Atherogenic Index1, 

총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가 포함되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키(m)2로 계산되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검사의 혈청 수준으로 

측정하였으며, LDL 콜레스테롤은 Freidwald 공식2에 의해 산출하였다.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사용지침서에 나와있는 임상검사 진단기

준에 따라서, 고지혈증의 기준을 총 콜레스테롤을 240 mg/dl 이상, HDL 

콜레스테롤을 40 mg/dl 미만, LDL 콜레스테롤을 160 mg/dl 이상, 중성지

방을 200 mg/dl 이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가계를 대표하는 가

장(家長)이 고지혈증일 경우 그 가계 전체를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방법 
 

  가. 가족 상관성 및 유전율 분석 

 

잠재적인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분석하기 전에 각 위험요인들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연령, 성, 허리둘레, 흡연, 음주, 운동상태의 영향을 보정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중성지방의 분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

에 정규분포를 위해서 로그치환 후 사용하였다. 

각 혈청 지질치의 가족상관관계는 S.A.G.E.(statistical analysis for 

genetic epidemiology) 4.5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다수 유

                                            
1 Atherogenic Index(AI):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HDL cholesterol. Mizuno 등, 1984) 
2 LDL 콜레스테롤 = 총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중성지방/5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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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 의한 유전율(polygenic heritability)은 Rice의 공식(1997)인 

{ })2(1(/)1)((2
pospspspposs pppppph ×++++=  로 계산하였다. 

 

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segregation analysis)의 목적은 표현형

(phenotype)의 자료가 단일유전자(single gene) 혹은 다수유전자

(polygenes)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밝히고 잠재적 주 유전자(major 

gene)가 존재할 경우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알아내어, 연구하고자 하는 표

현형의 변이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유전모형을 찾는 것이다(박 등, 

2000; 지, 1997). 

본 연구에서는 혈청지칠지에 대한 유전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S.A.G.E.(statistical analysis for genetic epidemiology) 4.5 의 

SEGREG program을 사용하여 Class D regressive model로 유전자 분리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Class A regressive model이 동일한 가계의 자

녀들간 상관관계만 정의된 반면, Class D regressive model은 mixed 

model로써 동일하지 않은 가계의 자녀들간 상관관계도 정의되므로 자녀들

간 상관관계를 유전적인 영향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Demenais 등, 

1989). 

유전자 분리모형은 표현형의 변이가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유전자의 빈도 )(q , 유전자 다형에 따른 평균 )(µ , 분산 )( 2σ , 유

전자의 전이확률 )(τ , 가족 상관성 )(ρ  등을 모형의 모수로 사용한다

(Khoury 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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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유전자 A에 대응하는 대립유전자를 B로 명시하면 세가지 유전자 다

형은 AA, AB, BB로 구성되고, 단일 유전자일 경우 인구집단에서 유전자

의 빈도는 Hardy-Weinberg Equilibrium(Hardy, 1908)을 따르게 된다. 

각 유전자 다형에 해당하는 평균 )(µ 은 )(),(),( ΒΒΑΒΑΑ µµµ 로 가정하

는데, )(ΑΑµ 와 )(ΑΒµ 로 동일하게 가정하는 경우 dominant model, 

)(ΑΒµ 와 )(ΒΒµ 를 동일하게 하면 recessive model 이며 세가지 평균이 

모두 다를 경우 codominant model(혼합형유전모형)이 된다. 

전이모수(transmission parameter: τ )는 각 유전자 다형에 따라 구체

적인 유전자 형태, 즉 대립유전자 A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이될 확률을 

의미한다. 만일 단일 유전자가 존재하면서 멘델의 유전법칙을 따른다면 전

이모수는 ,0.1)( =ΑΑτ  ,5.0)( =ΑΒτ  0.0)( =ΒΒτ  이 된다(Elston 등, 

1980). Environmental model 은 유전자의 전이 확률을 Mendelian이 아

닌 비유전적인 전이확률인 유전자의 빈도(q)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분리모형은 최다 모수를 포함한 가장 복잡한 모형인 일반적 모형

(general model)과 각 모수가 제한된 모형(restricted model)을 비교 검

토하는 것이다. 일반적 모형(general model)은 유전자 분리모형에서 사용

되는 모든 가능한 모수가 포함되어진 상태로서 표현형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여 준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각각의 모형은 성, 연령, 연령2, 성×연령, 허리둘레, 흡연, 

음주, 운동상태, 교육정도를 보정한 값으로 분석하였고, 각 가족이 유전자 

모형에 근접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을 우도비(likelihood)로 나타내었다. 

최종 유전자 모형은 각각의 모형을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의 최소값을 갖는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Kuoury 등, 1993; Beaty 등,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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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 대상자는 총 9,884명으로 남자 4,809명, 여자 5,075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6.4 ± 17.8세 (남자 37.0 ± 18.2세, 여자 35.8 ± 17.4세) 

이었다. 이들의 평균 키는 남자 167.5 ± 8.3세, 여자 156.8 ± 6.6세 이었

고, 평균 체중은 남자 63.9 ± 11.9 kg, 여자 55.7 ± 9.3 kg이었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는 남자 22.7 ± 3.4 kg/m2, 여자 22.6 ± 3.5 

kg/m2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남자 12.0 ± 3.4년, 여자 10.8 ± 

4.0년으로 남자가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았다. 남자의 경우 현재 흡연자는 

56.3%이고, 76.3%가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대상자들 중 남자는 28.4%, 여

자는 19.4% 정도가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가족 중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남자는 각각 10.1%, 

2.2%, 7.4% 이었으며, 여자는 11.1%, 2.6%, 9.7%의 가족력이 있었다.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위해 선택된 3,613명 중 남자는 1,583명, 여자는 

2,030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3 ± 18.6세, 41.3 ± 21.1로 

전체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연령이 조금 높았다. 이들의 체질량지수는 남자 

22.6 ± 3.3 kg/m2, 여자 22.8 ± 3.6kg/m2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

는 남자 11.8 ± 3.6년, 여자 10.1 ± 4.6년으로 남자가 조금 더 교육을 많

이 받았다. 남자의 경우 현재 흡연자는 58.5%이었고, 대상자들 중 남자는 

25.2%, 여자는 14.7% 정도가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중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남자는 각각 8.5%, 

1.6%, 5.2% 이었으며, 여자는 10.3%, 2.3%, 8.5% 가족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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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Total sample Selected sample 

 
Male 

(n=4,809) 
Female 

(n=5,075) 
Male 

 (n=1,583) 
Female 

(n=2, 030)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Age (years) 35.8 ± 17.4 37.0 ± 18.2 38.3 ± 18.6 41.3 ± 21.1 

Height (cm) 167.5 ± 8.3 156.8 ± 6.6 167.4 ± 8.0 156.3 ± 3.8 

Weight (kg) 63.9 ± 11.9 55.7 ± 9.3 63.7 ± 11.4 55.7 ± 9.4 

BMI (kg/m2)* 22.7 ± 3.4 22.6 ± 3.5 22.6 ± 3.3 22.8 ± 3.6 

Waist (cm) 80.2 ± 10.0 75.8 ± 9.9 80.5 ± 9.9 76.9 ± 10.4 

Education(year) 12.0 ± 3.4 10.8 ± 4.0 11.8 ± 3.6 10.1 ± 4.6 

 N(%) N(%) N(%) N(%) 

Smoking status     

 Non-smoker 1096(28.1) 4009(95.3) 328(24.6) 1590(92.6) 

 Ex-smoker 609(15.6) 57(1.4) 226(16.9) 226(16.9) 

 Current Smoker 2198(56.3) 138(3.3) 782(58.5) 782(58.5) 

Drinking  

 No 927(23.7) 1904(45.3) 320(23.9) 843(46.1) 

 Yes 2976(76.3) 2300(54.7) 1016(76.1) 874(50.9) 

Exercise  

 No 2794(71.6) 3390(80.6) 999(74.8) 1465(85.3) 

Yes 1109(28.4) 814(19.4) 337(25.2) 252(14.7) 

Family history  

 Hypertension 594(10.1) 590(11.1) 210(8.5) 227(10.3) 

 ‡CVD 128(2.2) 136(2.6) 40(1.6) 50(2.3) 

 §DM 432(7.4) 513(9.7) 129(5.2) 188(8.5) 

*BMI: body mass index, †SD: standard deviation 
‡CVD: cardiovascular disease 
§DM: diabetes mellitus 



  17

 

연구대상의 혈청지질수준은 표 2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9,884 명 중 남

자의 각 혈청 지질치는 총 콜레스테롤 179.6 ± 35.7, 중성지방 129.1 ± 

70.3, HDL 콜레스테롤 47.5 ± 11.1, LDL 콜레스테롤 106.3 ± 32.2이었고, 

Atherogenic Index는 3.0 ± 1.2,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4.0 

± 1.2,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 3.0 ± 2.1,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2.4 ± 1.0 mg/dl 이었다. 여자의 혈청지질수준은 총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준이 각각 181.8 ± 

34.4, 110.0 ± 58.0, 50.4 ± 11.5, 109.3 ± 30.7 이었고, 각각의 혈청지질 

비는 2.8 ± 1.1, 3.8 ± 1.1, 2.4 ± 1.7, 2.3 ± 0.9 mg/dl 이었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최종분석에 사용된 선택된 3,613명의 혈청지질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의 각 혈청 지질치는 총 콜레스테롤 179.5 ± 

34.2, 중성지방 129.9 ± 69.3, HDL 콜레스테롤 47.2 ± 11.3, LDL 콜레스

테롤 106.3 ± 30.7이었고, Atherogenic Index는 3.0 ± 1.2, 총콜레스테롤

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4.0 ± 1.2,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 3.0 

± 2.0,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2.4 ± 1.0 mg/dl 이었다. 

여자의 혈청지질수준은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

스테롤 수준이 각각 184.6 ± 35.9, 114.9 ± 59.7, 49.8 ± 11.7, 111.8 ± 

32.1 이었고, 각각의 혈청지질 비는 2.9 ± 1.1, 3.9 ± 1.1, 2.6 ± 1.7, 2.4 

± 0.9 mg/dl 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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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um Lipid Profile of Study Population 

 Total sample Selected sample 

 Male 
(n=4,809) 

Female 
(n=5,075) 

Male 
(n=1,583) 

Female 
(n=2,030)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TC (mg/dl) 179.6 ± 35.7 181.8 ± 34.4 179.5 ± 34.2 184.6 ± 35.9

TG (mg/dl) 129.1 ± 70.3 110.0 ± 58.0 129.9 ± 69.3 114.9 ± 59.7

HDL_C(mg/dl) 47.5 ± 11.1 50.4 ± 11.5 47.2 ± 11.3 49.8 ± 11.7 

LDL_C(mg/dl) 106.3 ± 32.2 109.3 ± 30.7 106.3 ± 30.7 111.8 ± 32.1

Ratio     

AI 3.0 ± 1.2 2.8 ± 1.1 3.0 ± 1.2 2.9 ± 1.1 

TCHR 4.0 ± 1.2 3.8 ± 1.1 4.0 ± 1.2 3.9 ± 1.1 

TGHR 3.0 ± 2.1 2.4 ± 1.7 3.0 ± 2.0 2.6 ± 1.7 

LDLHR 2.4 ± 1.0 2.3 ± 0.9 2.4 ± 1.0 2.4 ± 0.9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SD: standard deviation 
HDL_C: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_C: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I: Atherogenic Index 
TCHR: Total cholesterol to HDL cholesterol Ratio 
TGHR: Triglycerides to HDL cholesterol Ratio  
LDLHR: LDL to HDL cholestero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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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병의 가족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경우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각각 507명(15.6%), 113명(3.1%), 400명(10.9%) 이었

고, 가족 중 아버지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각각 213명(5.8%), 28명

(0.8%), 120명(3.3%) 이었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Family History of Disease among Family Members 

 Unit: N(%) 

 Family History of Disease 

 Hypertension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Any family member 570 (15.6)      113 (3.1)  400 (10.9) 

Father 213 (5.8)   28 (0.8) 120 (3.3) 

Mother 213 (5.8) 37 (1.0) 129 (3.5) 

Brother 32 (0.9) 16 (0.4) 47 (1.3) 

Sister 21 (0.6)   4 (0.1) 24 (0.7) 

Grandfather 111 (3.0)  11 (0.3) 58 (1.6) 

Grandfather in law 57 (1.6)   7 (0.2) 4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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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를 만든 전

체 연구대상수는 11,117명이었고, 유전율 분석을 위해 선택된 가족 수가 

5명 이상인 사람들은 4,688명 이었다. 전체 가구수는 2,724가구이었고, 

선택된 가계는 869가구이었다.  전체 대상자들 중 가족수가 3명 이하인 

사람은 2,809명(25.2%), 4명인 사람은 3,680명(32.9%)으로 4명 이하의 

핵가족이 전체의 58.1%를 차지하였으며, 가족수가 8명 이상인 사람도 64

명(0.6%) 있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n Family data in the Study 

 Total sample  Selected sample 

No. of family members 11,177  4,688 

Total participants in pedigree 2,724  869 

Family member N(%)  N(%) 

≤3  2,809 (25.2)  - 

4 3,680 (32.9)  - 

5 2,975 (26.6)  2,975 (26.6) 

6 1,278 (11.4)  1,278 (11.4) 

7 371  (3.3)  371  (3.3) 

8 64  (0.6)  6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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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350- 400-

Mean ± SD

128.9 ± 74.7 mg/dl

person

mg/dl

 

Figure 3. Distribution of Serum Triglycerides 



  22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Mean ± SD

46.2 ± 10.1 mg/dl

person

mg/dl

 

Figure 4. Distribution of H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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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istribution of LD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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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istribution of Atherogenic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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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stribution of Total cholesterol to HDL cholestero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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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of Triglycerides to HDL cholestero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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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Distribution of LDL to HDL cholestero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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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력과 혈청지질 분포와의 관련성 
 

가족력 유무에 따른 혈청지질분포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혈압가족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

롤은 낮았고,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은 높았다. 심혈관질환과 당뇨병 

가족력에 따른 혈청지질수준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혈청지질 

Ratio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표 5). 

 

Table 5. Serum Lipid Levels of Study Population by Family History        

TC, mg/dl TG, mg/dl HDL_C, mg/dl LDL_C, mg/dl 
Family history 

Mean ± SE Mean ± SE Mean ± SE Mean ± SE 

Hypertension/stroke     

No 180.9 ± 35.2 119.0 ± 64.2 49.0 ± 11.5 108.1 ± 31.6 

Yes 179.5 ± 34.1 121.5 ± 70.3 48.6 ± 11.2 106.6 ± 30.7 

t-test 1.28 -1.23 1.12 1.53 

P-value 0.1990 0.2503 0.2629 0.1253 

Cardiovascular disease    

No 180.8 ± 35.0 119.5 ± 65.2 49.0 ± 11.4 107.9 ± 31.4 

Yes 179.9 ± 37.3 113.0 ± 56.6 48.8 ± 11.7 108.5 ± 34.3 

t-test 0.38 1.82 0.21 -0.29 

P-value 0.7070 0.0695 0.8328 0.7718 

Diabetes mellitus     

No 180.8 ± 34.8 119.5 ± 65.1 48.9 ± 11.4 107.9 ± 31.1 

Yes 180.2 ± 37.5 117.1 ± 64.2 49.5 ± 11.7 107.3 ± 34.6 

t-test 0.43 1.07 -1.55 0.58 

P-value 0.6674 0.2850 0.1219 0.5636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s, SE: standard error 
HDL_C: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_C: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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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rum Lipid Levels of Study Population by Family History 

AI TCHR TGHR LDLHR 
Family history 

Mean ± SE Mean ± SE Mean ± SE Mean ± SE 

Hypertension/stroke     

No 2.9 ± 1.2 3.9 ± 1.2 2.7 ± 1.9 2.3 ± 0.9 

Yes 2.9 ± 1.1 3.9 ± 1.1 2.8 ± 2.1 2.3 ± 0.9 

T-test 0.22 0.22 -1.38 0.92 

P-value 0.8255 0.8255 0.1692 0.3596 

Cardiovascular disease    

No 2.9 ± 1.2 3.9 ± 1.2 2.7 ± 1.9 2.3 ± 0.9 

Yes 2.9 ± 1.3 3.9 ± 1.3 2.6 ± 1.7 2.4 ±1.0 

T-test -0.24 -0.24 1.08 -0.65 

 P-value 0.8068 0.8068 0.2833 0.5147 

Diabetes mellitus     

No 2.9 ± 1.1 3.9 ± 1.1 2.7 ± 1.9 2.3 ± 0.9 

Yes 2.8 ± 1.2 3.8 ± 1.2 2.6 ± 1.9 2.3 ± 1.0 

T-test 1.02 1.02 1.20 0.79 

P-value 0.3059 0.3059 0.2317 0.4326 

SE: standard error,  AI: Atherogenic Index 
TCHR: Total cholesterol to HDL_cholesterol Ratio 
TGHR: Triglycerides to HDL_cholesterol Ratio  
LDLHR: LDL to HDL_cholestero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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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구성원간 상관관계와 유전율 추정 

 

 

가. 총 콜레스테롤의 가족구성원간 상관관계 

 

총 콜레스테롤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성과 연령만을 보정하였을 경우 

15.2%를 설명하였고, 그 외 흡연, 음주, 교육정도, 운동여부 등 생활습관

을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변이의 18.9%를 설명할 수 있었다(Table 

7). 

 

Table 7. Regression Mod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R2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gender 0.1519 

Model 2 Model 1 + life style* 0.1891 

* smoking, drinking, education and exercise 

 

 

Table 8은 총 콜레스테롤의 가족간 상관관계와 유전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보정하지 않은 혈청지질 수준에 대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며, 모형 

2는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정도로 보정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다. 

총 콜레스테롤의 배우자간, 부모-자녀간,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모형 1

이 0.02, 0.21, 0.26 이고, 모형2는 0.01, 0.18, 0.23 이었다(Table 8). 배

우자간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유전적인 효과의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으며, 총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은 모형1에서 46.7%, 모형 2에서 

40.7% 이었다. 

 

 



  28

 

Table 8. Familial correlation of Serum Total cholesterol 

No.of pairs Model 1a Model 2b 
Relative Pair 

N Mean ± SE Mean ± SE 

Spouse 883 0.02 ± 0.04 0.01 ± 0.03 

Parents-offspring 2,755 0.21 ± 0.02 0.18 ± 0.02 

Mother-son 984 0.27 ± 0.03 0.22 ± 0.03 

Mother-daughter 602 0.10 ± 0.05 0.10 ± 0.05 

Father-son 624 0.11 ± 0.04 0.17 ± 0.04 

Father-daughter 545 0.24 ± 0.05 0.24 ± 0.05 

Siblings(intra class) 1,094 0.26 ± 0.03 0.23 ± 0.04 

Sister-sister 332 0.36 ± 0.06 0.35 ± 0.06 

Sister-brother 530 0.22 ± 0.04 0.17 ± 0.05 

Brother-brother 232 0.31 ± 0.07 0.26 ± 0.07 

    

Heritability(h2)  0.4672 0.4067 
a Model 1: unadjusted level 
b Model 2: adjusted for age, age2, gender, age*gender, waist circumferenc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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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성지방의 가족구성원간 상관관계 

 

중성지방의 회귀분석모형은 로그치환 전과 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로

그치환 전 중성지방을 성과 연령만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전체 변이의 

11.3%를 설명하였고, 그 외 흡연습관, 음주습관, 교육정도, 운동여부 등 

생활습관을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21.2%를 설명하였다. 로그치환 후 중성

지방을 성과 연령만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14.0%를 설명하며, 그 외 흡연

습관, 음주습관, 교육정도, 운동여부 등 생활습관을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24.0%를 설명하였다. 이는 로그치환 후 성과 연령, 생활습관을 보정해준 

모형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보여준다(Table 9). 

 

Table 9. Regression Model of Log transformed Serum Triglycerides 

  log transformation 

  Before  After 

   R2 R2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gender 0.1134 0.1402 

Model 2 Model 1 + life style * 0.2121 0.2404 

* smoking, drinking, education and exercise 

 

Table 10은 중성지방의 가족간 상관관계와 유전율을 보여주고 있다. 모

형 1은 보정하지 않은 혈청지질 수준에 대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며, 모형 

2는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정도로 보정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다. 

중성지방의 배우자간, 부모-자녀간,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모형 1이 

0.08, 0.15, 0.22 이고, 모형2는 0.07, 0.12, 0.21 이었고, 중성지방의 유

전율은 모형1에서 36.1%, 모형 2에서 32.1% 으로 중성지방의 유전율은 

모형 2보다 보정하지 않은 모형 1에서 높았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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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milial correlation of Log transformed Serum Triglycerides 

No.of pairs Model 1a Model 2b 
Relative Pair 

N Mean ± SE Mean ± SE 

Spouse 883 0.08 ± 0.04 0.07 ± 0.03 

Parents-offspring 2,755 0.15 ± 0.02 0.12 ± 0.12 

Mother-son 984 0.21 ± 0.03 0.12 ± 0.03 

Mother-daughter 602 0.18 ± 0.04 0.16 ± 0.05 

Father-son 624 0.06 ± 0.04 0.10 ± 0.04 

Father-daughter 545 0.05 ± 0.05 0.04 ± 0.05 

Siblings(intra class) 1,094 0.22 ± 0.04 0.21 ± 0.04 

Sister-sister 332 0.17 ± 0.06 0.14 ± 0.07 

Sister-brother 530 0.22 ± 0.04 0.21 ± 0.05 

Brother-brother 232 0.21 ± 0.07 0.23 ± 0.07 

    

Heritability(h2)  0.3612 0.3214 
a Model 1: unadjusted level 
b Model 2: adjusted for age, age2, gender, age*gender, waist circumferenc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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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DL 콜레스테롤의 가족구성원간 상관관계 

 

  HDL 콜레스테롤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성과 연령만을 보정하였을 경우 

전체 변이의 4.7%를 설명하며, 그 외 흡연습관, 음주습관, 교육정도, 운동

여부 등 생활습관을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11.5%를 설명하였다(Table 11). 

 

Table 11. Regression Model of HDL cholesterol level 

  R2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gender 0.0473 

Model 2 Model 1 + life style* 0.1148 

* smoking, drinking, education and exercise 

 

 

Table 12는 HDL 콜레스테롤의 가족간 상관관계와 유전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보정하지 않은 혈청지질 수준에 대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며, 

모형 2는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

여부, 교육정도로 보정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다. 

HDL 콜레스테롤의 배우자간, 부모-자녀간,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모형 

1이 0.09, 0.26, 0.32 이고, 모형2는 0.10, 0.27, 0.31 으로 배우자간 상

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2).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은 모

형1에서 55.62%, 모형 2에서 54.76%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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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Familial correlation of HDL cholesterol level 

No.of pairs Model 1a Model 2b 
Relative Pair 

N Mean ± SE Mean ± SE 

Spouse 883 0.09 ± 0.04 0.10 ± 0.04 

Parents-offspring 2,755 0.26 ± 0.03 0.27 ± 0.27 

Mother-son 984 0.32 ± 0.03 0.31 ± 0.03 

Mother-daughter 602 0.32 ± 0.05 0.31 ± 0.05 

Father-son 624 0.14 ± 0.04 0.16 ± 0.16 

Father-daughter 545 0.23 ± 0.05 0.22 ± 0.05 

Siblings(intra class) 1,094 0.32 ± 0.04 0.31 ± 0.03 

Sister-sister 332 0.39 ± 0.06 0.35 ± 0.06 

Sister-brother 530 0.28 ± 0.05 0.29 ± 0.04 

Brother-brother 232 0.31 ± 0.06 0.27 ± 0.07 

    

Heritability(h2)  0.5562 0.5476 
a Model 1: unadjusted level 
b Model 2: adjusted for age, age2, gender, age*gender, waist circumferenc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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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DL 콜레스테롤의 가족구성원간 상관관계 

 

LDL 콜레스테롤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성과 연령만을 보정하였을 경우 전체 

변이의 14.1%를 설명하였고, 그 외 흡연, 음주, 교육정도, 운동여부 등 생활

습관을 보정하였을 경우에는 17.6%를 설명하였으며, 중성지방을 함께 보정한 

모형 3의 경우도 17.6%로 모형 2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3). 

 

Table 13. Regression Model of LDL cholesterol level 

  R2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gender 0.1408 

Model 2 Model 1 + life style* 0.1759 

Model 3 Model 2 + triglyceride level 0.1759 

* smoking, drinking, education and exercise 

 

Table 14는 LDL 콜레스테롤의 가족간 상관관계와 유전율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보정하지 않은 혈청지질 수준에 대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며, 모형 2

는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

정도로 보정한 가족간 상관관계이다. 

LDL 콜레스테롤의 배우자간, 부모-자녀간,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모형 1이 

0.03, 0.17, 0.26 이고, 모형2는 0.02, 0.15, 0.22 이었다(Table 14).  

모든 모형에서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

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유전적인 효과의 가능

성을 시사하고 있다.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은 모형1에서 43.10%, 모형 2에서 37.34% 로 

보정하지 않은 모형 1의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율이 모형 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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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amilial correlation of LDL cholesterol level 

No.of pairs Model 1a Model 2b 
Relative Pair 

N Mean ± SE Mean ± SE 

Spouse 883 0.03 ± 0.04 0.02 ± 0.03 

Parents-offspring 2,755 0.17 ± 0.02 0.15 ± 0.02 

Mother-son 984 0.21 ± 0.03 0.17 ± 0.03 

Mother-daughter 602 0.08 ± 0.05 0.07 ± 0.05 

Father-son 624 0.08 ± 0.04 0.12 ± 0.04 

Father-daughter 545 0.27 ± 0.05 0.27 ± 0.05 

Siblings(intra class) 1,094 0.26 ± 0.03 0.22 ± 0.03 

Sister-sister 332 0.32 ± 0.07 0.29 ± 0.07 

Sister-brother 530 0.21 ± 0.04 0.16 ± 0.05 

Brother-brother 232 0.30 ± 0.07 0.26 ± 0.07 

    

Heritability(h2)  0.4310 0.3734 
a Model 1: unadjusted level 
b Model 2: adjusted for age, age2, gender, age*gender, waist circumferenc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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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혈청지질 수준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표 15~24와 같다. 표현형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일반적 모형(general model)을 기준으로 제한적 모

형(restricted model)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유전모형을 결정하였다.  

유전자 분리모형(segregation) 분석은 유전역학 통계프로그램인 SAGE의 

구조상 5,000명 이상의 자료는 분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전체 연구 대상

자 중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4,688명을 대상으로 하여 segregation 분

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 11,117명과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

인 4,688명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전체 연구대상을 random 

sampling 한 후, 가족 구성원수가 3명 이상인 4,997명을 대상으로 다시 유전

자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중성지방 

   

1) 일반집단에서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가) 가족 구성원수가 3명 이상인 일반집단 

 

 일반집단에서 로그 치환된 중성지방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15-16과 같다.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

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잠재적인 주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는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 모형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

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립유전자의 빈

도는 0.98이며, 전체 중성지방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

자형(AA, AB, BB)의 평균값은 각각 2.01, 2.27, 1.18 mg/d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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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에서 중성지방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

석 결과는 Table 16와 같다.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잠재적인 주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하는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 모형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

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립유전자의 빈

도는 0.65이며, 전체 중성지방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

자형(AA, AB, BB)의 평균값은 각각 2.04, 1.96, 2.28 mg/dl 이었다. 

 

2) 고위험집단에서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고위험집단에서의 로그 치환된 중성지방의유

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일반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고

위험집단에서도 중성지방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

(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equal 

transmission 모형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

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

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0.95이며, 전체 중성

지방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의 평균

값은 각각 2.11, 2.40, 1.20 mg/d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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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redicted Distribution of Log Triglycerides 
in General Population Families (n=869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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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gh Risk Families (n=153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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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DL 콜레스테롤 

 

1) 일반집단에서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가) 가족 구성원수가 3명 이상인 일반집단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18-20과 같다. 

HDL 콜레스테롤 역시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

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잠재

적인 주유전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 모형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

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

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0.77이며, 전체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

의 평균값은 각각 46.27, 50.50, 72.77 mg/dl 이었다.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

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25.9%((108.97-

80.75)/108.97)를 설명할 수 있다. 

 
   나)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 

 

가족 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19과 같다. HDL 콜레스테롤 역시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

형(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

계학적으로 기각되었다. 하지만 잠재적인 주유전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

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립유전자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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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74이며, 전체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의 평균값은 각각 44.96, 49.13, 69.67 mg/dl 이었다.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

이의 28.1%((108.66-78.15)/108.66)를 설명할 수 있다. 

 

 

2) 고위험집단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HDL 콜레스테롤이 40 mg/dl 미만인 고위험집단에서의 HDL 콜레스테롤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20과 같다. Sporadic model 및 부모–자

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

(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계

학적으로 기각되었다.  

잠재적인 주 유전자 효과를 보여주는 Mendelian model 중 codominant 

model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모형에 비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0.74이며, 전체 HDL 콜레스테롤의 유전

적 구성을 세분하여 보면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의 평균값은 각각 

41.04, 45.27, 65.69 mg/dl 이었다.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3.6%((84.75-56.26)/84.75)를 설

명할 수 있다.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모형과 equal transmission 모형

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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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redicted Distribution of HDL cholesterol 
in General Population Families (n=869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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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redicted Distribution of HDL cholesterol 
in High Risk Families (n=234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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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DL 콜레스테롤 

 

1) 일반집단에서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21와 같다. 

Sporadic model은 2χ 값이 225.7로 일반적 모형(general model)과 비교하

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

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도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

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 모형 모두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LDL 콜레스테롤 수준의 변이에 대한 잠재적인 주 유전자의 효과는 볼 수 

없었다. 

 

2) 고위험집단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인 고위험집단에서의 LDL 콜레스테롤유

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22과 같다. LDL 콜레스테롤 역시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

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은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

한 차이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기각되었다. 하지만 잠재적인 주유전자의 효과

를 보여주는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Major gene effect를 보여주는 모형들 중에서는 codominant 

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codominant 모형을 따를 경우 대

립유전자의 빈도는 0.93이며, 전체 LDL 콜레스테롤의 유전적 구성을 세분하

여 보면 세 가지의 평균값은 124.24, 162.95, 270.61 mg/dl 이었다. 주 유전

자의 영향을 고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0.3%((1038.54-723.97)/1038.54)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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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redicted Distribution of LDL cholesterol 

in General Population Families (n=869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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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redicted Distribution of LDL cholesterol 
in High Risk Families (n=64 pedi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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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비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를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한 결과는 

Table 23과 같다. Sporadic model 및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을 지지하

는 equal transmission 모형은 모두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

이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기각되었다. 총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비 수

준의 변이에 대한 잠재적인 주 유전자의 효과는 볼 수 없었다. 

 

 

5)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를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한 결과

는 Table 24에 나와있는데, Sporadic model은 2χ 값이 286.72로 일반적 모

형(general model)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자식간의 

상관관계와 배우자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다수 유전자 모형(polygenic 

model)도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Mendelian 

model인 dominant, recessive, codominant 모형과 polygenic에 의한 유전율

을 지지하는 equal transmission 모형 모두 일반적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 수준의 변이

에 대한 잠재적인 주 유전자의 효과는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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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11,117

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혈청 지질치의 가족상

관관계와 유전율을 파악하고, 각 혈청 지질 수준의 변이를 설명하는 주 유전

자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혈청 지질치인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은 높은 가족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

며, 각 혈청 지질치의 유전율은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정도를 보정한 모형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40.7%,  

중성지방 32.1%, HDL 콜레스테롤 54.8%, LDL 콜레스테롤은 37.3% 으로 

추정되었다. 즉, 주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한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낮은 반면, 

유전적 영향이 관여하는 부모-자녀간, 자녀-자녀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는

데, 이는 혈청 지질치는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크다

는 기존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Boulton 등, 1995). 

본 연구에서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모든 혈청지질치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배우자간 상관관계는 주로 결혼 후 함께 생활하며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

유함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외 배우자가 혈연관계

가 없다는 전제 하에 무작위 짝짓기(random mating)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인구집단에서 서로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람끼

리 결혼을 하는 선택(selection)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박. 2004). 따라

서 결혼기간에 따른 상관관계 정도를 분석해 이러한 가설을 확인해 볼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 기간이 조사되지 않아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혀진 유전율을 설명하는 유전모형이 존재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각 혈청 지질치에 대해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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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연구대상은 11,117명이었으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하기 위한 유전역

학 프로그램 SAGE의 구조상의 문제로 가족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

에서 유전자 분리모형을 시행하였다. 각 혈청 지질 수준에 대한 유전자 분리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

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되었으며,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의 평

균값은 각각 2.04, 1.96, 2.28 mg/dl 이었다. HDL 콜레스테롤에서도 역시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되었고,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25.9%를 설명할 수 있

었다.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에서는 주 유전자 모형을 

찾을 수 없었다.  

가족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집단과 전체 연구대상과의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수가 3명 이상인 전체 연구대상에서 무작위 추출을 한 후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재시행 하였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일반인구집단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

롤,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한 박 등(2004)의 연구

에서는 총 콜레스테롤만이 codominant 모형으로 채택되었고 다른 혈청지질수

은 주 유전자 모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박 등(1999)의 연구에서는 한

국인에서 한 병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준의 유전역학적 연

구를 하였는데, LDL 콜레스테롤 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전자 모형은 단

일유전자 모형인 codominant 모형과 다수유전자에 의한 equal transmission 

유전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Chien 등(2003)

의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집단과 병원자료 두 가지 모두에서 유전율에 대한 연

구를 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에서 주 유전자 모형을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기존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 인구집

단 또는 병원자료 중 한 방향에서만 연구를 시행하였고, 일반인구집단과 고위

험집단인 병원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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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라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일반인구집

단과 각 혈청 지질치에 대해 고위험집단을 분류하여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각각 시행하였다. 

대상자들 중 각 혈청 지질 수준의 고위험집단군을 선택하여 유전자 분리모

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Mendelian model 모형 외에 equal 

transmission 모형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었다. H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

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전자 모형은 단일유전자 모형

인 codominant 유전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

의 평균값은 각각 41.04, 45.27, 65.69 mg/dl 이었고,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

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3.6%를 설명할 

수 있었다. L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유전자 분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집단에서와는 달리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우세하게 채택되었으며,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0.3%를 설명할 수 있

었다. 

이처럼 기존 문헌들의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 결과 혈청 지질 수준에 대한 

유전율과 유전적 기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 대상자 선정방법, 대상자 

수, 대상자의 연령, 통계적 방법, 보정변수, 혈청 지질 수준 측정의 신뢰도 등

에 의한 차이로 보고 있다(Peacock 등, 2001. 박 2004). 

이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1998년과 200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

년과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모집단으로 추출된 전국단위 표본으

로 우리 나라의 인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제한점을 고려

해야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 선정 시 ascertainment bias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본 연구의 대상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각 시, 도의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한 한국인의 random sampl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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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그 중 본연구는 가계자료 구성이 가능하였던 11,117명 2,724가

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건강한 사람만이 선

정되었을 가능성과 가계자료 구성에서 ascertainment bias 가능성은 여전이 

남아있을 수 있다.  

둘째, 혈청 지질치 고위험군으로 구분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점

이 있다. 각각의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사용지침서에 나와있는 임상검사 진단

기준에 따라서 고위험군을 정의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서 각 가계를 대표하

는 가장(家長)이 고지혈증일 경우 그 가계 전체를 고위험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병원데이타를 가지고 직접 연구한 자료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고위험집단을 실제 고위험집단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광범위한 혈청 지질치를 사용하였으며 subtype이나 

apolipoprotein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유전적 기전을 밝히는데 제

한점을 가진다. 생물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한번의 채혈로 혈청 지질 수준을 

결정한 것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혈청 지질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약을 복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이 

조사되지 않아 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넷째,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준의 경우 채혈 전 공복 여부

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공복 여부를 설문조사로 하였으며, 모든 경

우에서 8시간 이상 공복 후 검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각 가계의 혈청 지질치에 대한 유전적 기전이 동일

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가계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원

인에 의해 각 가계에 따라 유전적 기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각 가구별

로 유전적 기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Cullen 등, 1994). 본 연구의 경우 

각 가계는 핵가족이 많았으므로 가구원수가 충분하지 않아 가구별 분석을 시

행하지 못하였는데, 각 가계의 유전적 기전 차이에 의한 연구 결과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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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다. 

여섯째, 유전역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AGE의 구조상 제한점이 있었

다. 본 연구의 대상은 11,117명이었으나 현재 SAGE 4.5 version은 5,000명 

이상의 자료를 소화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구 대상자 중 가족 구성

원수가 5명 이상인 4,688명을 대상으로 하여 segregat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 11,117명과 선택한 4,688명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

고자 가족 구성원수가 3명 이상인 사람 중 4,997명을 random sampling 하여 

다시 유전자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켜 해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구의 제한

점을 고려한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즉 심혈관질환 관리에서 고위험 생활습관의 통제라는 환경적인 측면과 더

불어 유전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의 예방 및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 연관성 분석(lingkage 

analysis)을 시행하여 질병과 관련 있는 후보유전자(candidate gene)나 DNA 

marker를 결정하면 질병과 연관 있는 유전자의 염색체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보건학적 측면에서 질병의 진단 및 고위험군의 관리를 통한 효과

적이고 차별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0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혈청 지질치의 가

족상관관계와 유전율을 파악하고, 각 혈청 지질 수준의 변이를 설명하는 주 

유전자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1998년과 2001년 국민건

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가계자료 구성이 가능하였던 총 11,117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유전자 분리모형(segregation) 분석은 가구당 가족원

수가 5명 이상인 사람들 4,6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혈청 지질치인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은 높은 가족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모든 모형에서 배우자간 상관관계

는 비교적 낮은 반면 부모-자녀간 상관관계와 자녀들간 상관관계는 높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유전율은 보정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46.7%, 중성지방 36.1%, HDL 콜레스테롤 55.6%, LDL 콜레스테롤 43.1% 

이었으며, 연령, 연령2, 성, 연령×성, 허리둘레, 흡연습관, 음주습관, 운동여부, 

교육정도로 보정한 모형에서는 각각 40.7%, 32.1%, 54.8%, 37.3%으로 추정

되었다. 

가족구성원수가 5명 이상인 일반집단에서 각 혈청 지질 수준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되었으며,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의 평균값은 각각 2.04, 1.96, 2.28 mg/dl 이었다. HDL 콜레스테롤에

서도 역시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채택

되었고,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25.9%를 설명할 

수 있었다.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유전자 분리모형 분석에서는 주 유전자 

모형을 찾을 수 없었다. 

대상자들 중 각 혈청 지질 수준의 고위험집단군을 선택하여 유전자 분리모



  61

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의 경우 Mendelian model 모형 외에 equal 

transmission 모형이 추가적으로 채택되었다. H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

에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전자 모형은 단일유전자 모형

인 codominant 유전모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가지 유전자형(AA, AB, BB)

의 평균값은 각각 41.04, 45.27, 65.69 mg/dl 이었고,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

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H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3.6%를 설명할 

수 있었다.  LDL 콜레스테롤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유전자 분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집단에서와는 달리 Mendelian model 인 dominant 모형과 

codominant 모형이 우세하게 채택되었으며, 주 유전자의 영향을 고려한 

codominant 모형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 변이의 30.3%를 설명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

롤, L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가족 집적성과 유전율을 보였으며, 유전자의 영향

을 받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유전자 모형

에 따라 환자 가족을 분리한 상태에서 심혈관질환과 유전자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linkage analysis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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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FCOR  Examples 

delimiters="," 
delimiter_mode="single" 
pedigree 
{ 
 pedigree_id=FID 
 individual_id=ID 
 sex_field=SEX 
 parent_id=FAT 
 parent_id=MOT 
 covariate=SERIAL, missing=" " 
 covariate=AGE, missing=" " 
 covariate=EDU, missing=" " 
 covariate=WAIST, missing=" " 
 covariate=TC, missing=" " 
 covariate=TG, missing=" " 
 covariate=HDL, missing=" " 
 covariate=EXER, missing=" " 
 covariate=SMOK, missing=" " 
 covariate=DRINK, missing=" " 
 covariate=AGESQ, missing=" " 
 covariate=AGESEX, missing=" " 
 covariate=LOGTG, missing=" " 
 covariate=LDL, missing=" " 
 covariate=MTG, missing=" " 
 covariate=MHDL, missing=" " 
 covariate=MLDL, missing=" " 
 
 individual_missing_value="  " 
 sex_code,male=1,female=2,missing="  " 
} 
 
fcor, out="TRAIT” 
{ 
 trait="MTG" 
 trait="MHDL" 
 trait="MLDL" 
 correlations=main 
 correlations=sub 
 interclass_weight="uniform" 
 intraclass_weight="uni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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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and Standard Errors : Main Types 
 

============================================================================ 

  Tables of Correlations +/- Asymptotic Standard Errors for Maintypes 

============================================================================ 

 

    Number of pedigrees = 1221 

    Number of traits    = 3 

 

    Weight method used for interclass : Uniform Weight to Pedigrees 

    Weight method used for intraclass : Uniform Weight to Pedigrees 

 

    Legend : 

      ****** : Value is not estimable. 

      &&&&&& : Pair count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000. 

      @@@@@@ : Standard error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 

      ###### : Equivalent pair count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00. 

     [StdErr]: Calculated by setting an inestimable constituent correlation 

               to a value of 0. 

 

============================================================================ 

 

 

Relationship Type : parent:offspring 

  Subtypes Pooled : father:son 

                   mother:son 

                   father:daughter 

                   mother:daughter 

 

Total Pairs Found :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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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G                 MHDL                 MLDL          

 INTERCLASS  --------------------------------------------------------------- 

               Count   Correlation    Count   Correlation   Count   Correlation  

              EqvCnt   +/- StdErr   EqvCnt   +/- StdErr   EqvCnt   +/- Std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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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G      3504        0.1438   3504      -0.0731   3504         0.0371  

              2618.6   +/- 0.0191   2438.9  +/- 0.0201   2705.0   +/- 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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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DL      3504       -0.0818   3504       0.2629   3504        -0.0091  

              2584.9   +/- 0.0195   2460.7  +/- 0.0188   2675.2   +/- 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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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DL      3504        0.0334   3504       0.0350   3504         0.1443  

              2647.0   +/- 0.0194   2469.6  +/- 0.0201   2770.2   +/- 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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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and Standard Errors : Subtypes 
 

============================================================================ 

  Tables of Correlations +/- Asymptotic Standard Errors for Subtypes 

============================================================================ 

 

    Number of pedigrees = 1221 

    Number of traits    = 3 

 

    Weight method used for interclass : Uniform Weight to Pedigrees 

    Weight method used for intraclass : Uniform Weight to Pedigrees 

 

    Legend : 

      ****** : Value is not estimable. 

      &&&&&& : Pair count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000. 

      @@@@@@ : Standard error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 

      ###### : Equivalent pair count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000. 

     [StdErr]: Calculated by setting an inestimable constituent correlation 

               to a value of 0. 

 

============================================================================ 

 

 

Relationship Type : Row:Column 

                    father:son 

 

Pairs Found       :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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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G                 MHDL                 MLDL          

 INTERCLASS  --------------------------------------------------------------- 

               Count  Correlation   Count  Correlation   Count  Correlation  

              EqvCnt   +/- StdErr  EqvCnt   +/- StdErr  EqvCnt   +/- Std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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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G       864         0.1057   864        -0.0519   864         0.0384  

               774.4   +/- 0.0356   758.5   +/- 0.0362   793.5   +/- 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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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DL       864        -0.0166   864         0.1746   864         0.0436  

               788.5   +/- 0.0356   770.1   +/- 0.0350   808.3   +/- 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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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DL       864         0.0043   864         0.0658   864         0.1021  

               791.1   +/- 0.0356   774.2   +/- 0.0358   810.2   +/- 0.0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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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egation  Examples  
 

delimiters="," 
delimiter_mode="single" 
pedigree 
{ 
 pedigree_id=FID 
 individual_id=ID 
 sex_field=SEX 
 parent_id=FAT 
 parent_id=MOT 
 covariate=SERIAL, missing=" " 
 covariate=AGE, missing=" " 
 covariate=EDU, missing=" " 
 covariate=WAIST, missing=" " 
 covariate=TC, missing=" " 
 covariate=TG, missing=" " 
 covariate=HDL, missing=" " 
 covariate=EXER, missing=" " 
 covariate=SMOK, missing=" " 
 covariate=DRINK, missing=" " 
 covariate=AGESQ, missing=" " 
 covariate=AGESEX, missing=" " 
 covariate=LOGTG, missing=" " 
 covariate=LDL, missing=" " 
 covariate=MTG, missing=" " 
 covariate=MHDL, missing=" " 
 covariate=MLDL, missing=" " 
 
 individual_missing_value="  " 
 sex_code,male=1,female=2,missing="  " 
} 
 
segreg, out=general(codominant) 
{ 
 trait="MHDL", type="continuous" 
 
 type_mean 
 { 
   option=three 
   mean="AA", fixed=false 
   mean="AB", fixed=false 
   mean="BB", fixed=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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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egation  Output  Files 
 
================================================================================= 
  SEGREG Analysis for Trait : MHDL 
================================================================================= 
  # Model Specification   
      Model Class D 
      Type means                           : three means 
      Type variances                       :  one variance 
      Residual correlations                :    Spouse and sib-sib correlations independent, 

mother-offspring and father-offspring correlations equal 
                                             Spouse and sib-sib correlations 
                                             independent, mother-offspring and 
                                             father-offspring correlations 
                                             equal 
      Transformation                       :  Box-Cox 
      Genotype frequency                   : Hardy-Weinberg equilibrium 
      Transmission                         : general 
  #  Number of connected pedigrees     : 1221 
  #  Number of unconnected individuals  : 0 
  #  Final Estimates :  
  Parameter           Parameter Est.  Standard Err.   First Deriv.   Status 
----------------------------------------------------------------------------------------------------- 
  mean_AA           45.27919089     0.45036885     -0.00000172     IND, MAY VARY 
  mean_AB           54.18183212     2.98976785     -0.00000014     IND, MAY VARY 
  mean_BB           75.89831380     3.46554827      0.00000004     IND, MAY VARY 
  variance            70.70922861     8.28260931      0.00000017     IND, MAY VARY 
  marital resid c        0.17554908      0.04401808     -0.00001079     IND, MAY VARY 
  po resid corr         0.17249305      0.02788898      0.00001511     IND, MAY VARY 
  ss resid corr         0.28498173      0.05453846      0.00002805     IND, MAY VARY 
  lambda_one         0.81005037      0.10480665      0.00001865     IND, MAY VARY 
  lambda_two         0.00000000                                     FIXED EXTERNALLY 
  prob_AA            0.65191516      0.06028891                     DEPENDENT 
  prob_AB            0.31099495      0.04590855                     DEPENDENT 
  prob_BB            0.03708989      0.01438036                     DEPENDENT 
  freq_A              0.80741263      0.03733463     -0.00000134     IND-FN, MAY VARY 
  genotypic corr.       0.00000000                                     FIXED EXTERNALLY 
  transm prob_AA      0.96859832      0.02126816     -0.00000111     IND, MAY VARY 
  transm prob_AB      0.53712477      0.05586105     -0.00000402     IND, MAY VARY 
  transm prob_BB      0.23369214      0.17715958     -0.00000432     IND, MAY VARY 
----------------------------------------------------------------------------------------------------- 
        LN(Likelihood) : -16444 
     -2 LN(Likelihood) : 32888 
    Akaike's AIC score : 3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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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MHS) 

 

 

A serum lipid level is known as one of important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 Genetic components were important in controlling the 

variation in western countries, but the mode of inheritance and family 

aggregation patterns were still unknown among Asian-Pacific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milial correlation of lipid 

profile and heritability in serum lipid levels(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and LDL cholesterol) through segregation analysis. This 

study, based on data from 11,117 Korean individuals ascertained pedigrees 

who had participated in Korean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 and 2002. The subjects of Segregation analysis were 4,688 

Korean who had more than five members in their family. 

Serum lipid levels revealed strong familial correlation among spouses, 

parent-offspring and siblings with low correlation of spouse and highly one of 

parent-offspring and siblings. The heritabilitie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and LDL cholesterol were 40.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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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37.3%, respectively, and controlling age, age2, gender, age×gender, 

waist circumference, smoking, alcohol drinking, exercise and education. 

Two models of inheritance, the Mendelian dominant model and the 

Mendelian codominant model were found in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was the same as Triglycerides. In the case of LDL cholesterol, models of 

major gene effects were rejected in general population. But the Mendelian 

dominant model and the Mendelian codominant model were found in high risk 

families. 

In conclusion, randomly ascertained Korean families of this study showed 

strong familial aggregation in serum lipid level and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variations in Triglycerides, HDL cholesterol and LDL cholesterol may be 

influencing by major effect of g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