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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associations of plasma levels of total adiponectin and high 
molecular weight (HMW) adiponectin with the features of cardiometabolic risks including body fat distribution, dysli-
pidemia, insulin resistance and inflammatory markers in a cross-sectional study of 110 treated hypertensive patients. Blood 
lipid profiles,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hsCRP) and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
MA-IR) derived from fasting glucose and insulin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Plasma levels of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interleukin-6 (IL-6) and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ICAM-1) were analyzed using ELISA. The 
results showed that plasma levels of HMW-adiponecti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dy mass index (BMI, r = -
0.203, p < 0.05) and waist circumference (r = -0.307, p < 0.01), which was not shown in total adiponectin. Plasma 
levels of HMW-adiponecti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riglyceride (r = -0.223, p < 0.05)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HDL-cholesterol (r = 0.228, p < 0.05). Plasma levels of adiponecti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DL-chol-
esterol (r = 0.224, p < 0.05). Plasma levels of HMW-adiponecti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hsCRP (r = -0.276, 
p < 0.01) and IL-6 (r = -0.272, p < 0.01). In addition, there were weak associations between plasma levels of HMW-
adiponectin and TNF-α (r = -0.163, p = 0.07) and ICAM-1 (r = -0.158, p = 0.09).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
cant associations of total adiponectin with inflammatory markers except hsCRP (r = -0.203, p < 0.05).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plasma levels of HMW-adiponectin was an independent factor influencing 
serum levels of hsCRP, a marker of systemic low grade inflammation, after adjusting for age, gender, BMI, waist circum-
ference, alcohol intake, smoking status, blood lipids, total adiponectin and drug use (p < 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HMW-adiponectin, rather than total adiponectin, is likely to b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eatures of cardiometabolic 
risks in treated hypertensive patients and might be effective biomarker for the predic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Korean J Nutr 2008; 41(8): 733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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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에 해

당하는 질병이고1) 심혈관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그 위험 

요인을 규명하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복부비만과 

고혈압 및 이상지혈증 등의 양상을 포괄하는 대사증후군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심혈관질환의 새로운 위험인자로 대두

되면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치료목표로 인식의 폭이 확산되고 있다.2) 실제 몇몇 역학 연

구들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은 나이와 흡연여부, 인종 및 LDL 

cholesterol 농도를 보정한 후에도 심혈관질환의 발병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 및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보고했고,3-5) 특히 복부 비만이 가장 중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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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이러한 배경하에 최

근 심혈관질환 고전적인 위험요인과 대사증후군의 공통 요

소인 복부 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염증반응, 이상지

혈증 등의 군집을 가리켜‘심장-대사위험인자 (cardiome-
tabolic risk)’라는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었고 심혈관질환

이나 당뇨병의 관리에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7) 이

러한 위험인자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개별인자

들이 모여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크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 심혈관위험인자의 평가와 조기 

관리 및 치료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더구나 대사증후군의 유

병율은 미국의 경우 성인의 1/3에 달해 전세계적인 보건문

제로 부각되고 있고8)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30세 이상 남자 32.9%, 여자 31.8%가 대

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9) 그 유병율이 점

차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이들의 임상적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아디포카인 (adipokine)

인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물

질로서10) 혈중 아디포넥틴의 감소는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

후군 발생의 독립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 비만, 

고혈압 발생과도 관련된다.11-15) 또한 혈중 아디포넥틴 수준

은 체질량지수, 허리엉덩이 둘레비, 혈압, 혈액 중성지방, 인

슐린저항성지표 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고밀도지단

백 콜레스테롤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대사적 

영향력을 끼친다.16)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C-반응성 단백

질 (C-reactive protein), interleukin-6, 세포괴사인자-α (tu-
mor necrosis factor-α), 피브리노겐 등의 염증 반응지표

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 이 물질이 동맥경화증

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17) 한편, 아디포넥틴은 혈액내에

서 다양한 이성질체(isoform)로 존재하는데, 저분자인 삼

합체 (trimer), 중분자인 육합체 (hexamer), 고분자인 다합

체 (multimer) 아디포넥틴이 혈액에 존재하며,18-21) 이성

질체 형태에 따라 생리적 활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다른 이성체에 비해 생리

적 활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1-24) 예를 들어 고분

자량 다합체 아디포넥틴은 thiazolidinedione 투여 후 간에

서의 인슐린 민감성 증가에 관여하나 총 아디포넥틴은 관

련성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22,23) 또한 제2형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고분자량 아디

포넥틴과 총 아디포넥틴의 비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

상동맥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임을 주장하였고,25)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관상동맥질

환의 중증도를 반영하며 장기적 임상예후 지표가 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26) 이러한 결과는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인슐린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보고한 후속연구들과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27,28) 

하지만,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활성화되기 전 상태의 전구

체를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20)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는 고분자량 아디포넥

틴이 관상동맥질환 발생과 관련성이 없다는29) 반대 연구결

과를 보고하여 아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비만, 인

슐린 저항성 등과 혈중 아디포넥틴과의 대사적 관련성이 아

주 크고, 혈중 아디포넥틴이 이들 지표들의 biomarker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분자량에 따른 생리적 

특징의 차이와 더불어 심혈관 위험인자와 차별화된 관련성

이 존재하는 지 살피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체 대상자를 비만도에 따라 

비만군, 비비만군 등 두 군으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만 관련지표 및 혈장 아디포넥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차이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 각각 심장-대사 위험인자 관련 

지표들과의 관련성을 비교 평가하여 심혈관질환 및 대사증

후군 예측 지표로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의 유용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내

원한 환자 중 임상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은 18세 

이상 70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선

정기준은 1) 심초음파검사와 운동부하검사를 통해서 허혈

성 심질환이 없고 수축기 장애가 없이 비교적 혈압이 잘 조

절되고 있는 경도 이하의 고혈압 환자 (160/100 mmHg 

이하), 2) 혈압약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용법, 용량의 변경 

없이 사용한 환자, 3) nitrate 제제를 24시간 전에 중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대상으로는 1) 당뇨병이 있

는 환자, 2)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 환자

(≧ 160/100 mmHg), 3) 70세 이상의 고연령자, 4) 관상

동맥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5) 만성 신장 기능 장애 

(serum creatinine > 2 mg/dL), 6)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

증, 비후성 심근병증환자, 7) 암 및 기타 만성질환이 동반되

어 기대 생존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 8) 심초음파상 심실 

수축기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LVEF < 50%)의 경우 대상

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임

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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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및 방법 
연구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가벼운 옷차림 상태에서 전

자저울과 전자 신장계측기를 이용하여 신장은 0.1 cm, 체

중은 0.1 kg 까지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는 체중 (kg)/신장 (m)2으로 계산하였다. 허

리둘레는 신체둘레 측정용 줄자를 이용하여 직립자세에서 

측정자내 오차가 적은 육안상 가장 가는 부위를 측정하였

다. 혈압은 흡연이나 카페인 등의 섭취를 하지 않고 10분 

이상의 안정을 유지한 상태로 앉은 자세에서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을 측정하였다. 의무기

록과 문진을 통해 현재 복용중인 약물에 대한 조사를 시행

하였다. 채혈하기 전 12시간 이상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지

도하였으며, 대상자들의 혈액은 채혈 후 원심분리하여 혈

청 및 혈장을 분리한 뒤 분석할 때까지 -80℃에서 냉동 보

관하였다. 
 

공복혈당,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 및 지질농도 

대상자의 공복 정맥혈을 채혈해서 총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 및 공복혈당

을 측정하였다.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및 HDL-
콜레스테롤은 Hitachi 747 자동분석기 (Hitachi Ltd., Ja-
pan)로 효소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중성지방은 glycerol 

test kit (Roche, Switzerlan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

복혈당은 hexokinase법으로, 인슐린 농도는 INA-IRMA 

(Biosource, Belgium) 시약으로 γ-counter Cobra (Pac-
kard. USA)를 이용한 방사면역법 (IRMA 법)으로 측정하

였다.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는 homeostasis model assess-
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을 이용하였고, 

다음의 방정식으로 산출하였다. HOMA-IR = {fasting in-
sulin (mU/mL)*fasting glucose (mmoL/L)}/22.5.30)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IL-6, TNF-a와 ICAM-1 

농도 

혈청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는 CRP-Latex (II) 

X2 (Seiken Laboratories Ltd, Tokyo, Japan)을 사용하

여 Express Plus autoanalyzer (Chiron Diagnostics Co., 

MA, USA)로 분석하였다. 혈장 IL-6 (R&D Systems, U-
SA), TNF-α (R&D Systems, USA)와 ICAM-1 (R&D 

Systems, USA) 농도는 enzyme-linked immunoassay로 

각각 측정하였다. 
 

혈장 아디포넥틴과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Human Adiponectin ELISA 

kit (Linco Research, USA)를 사용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혈장 내 trimer 및 hexamer 형태의 아디포넥틴을 제거하

는 과정을 거친후 enzyme-linked immunoassay로 측정하

는 것으로서 Human HMW Adiponectin ELISA kit (Lin-
co Research, USA)를 사용하여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자료의 처리 
모든 자료는 SPSS-PC+ 통계 package (version 12.0)

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
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만군과 

비비만군간 변수의 평균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

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SD)로 

나타내었고, 검정시 p < 0.05 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하였다. 

 

결     과 
  

전체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고혈압 환자 총 110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고, 남자 57명 (51.8%), 여자 53명 (48.2%)으로 구

성되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5.0 ± 8.2세였으며, 

평균 체질량 지수는 24.5 ± 2.3 kg/m2, 평균 허리둘레는 

82.9 ± 8.0 cm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수축기혈압은 

126.8 ± 12.8 mmHg, 평균 이완기혈압은 80.7 ± 9.1 mmHg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미 약물 병용요법으로 치

료받고 있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angioten-
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α-blocker, β-blocker, 

diuretics, vasodilator 약제들은 전체 대상자의 80% 이상

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calcium channel blocker와 angio-
tensin receptor blocker는 각각 전체 대상자의 36.4%, 

60.0%에서 복용하고 있었다. 
 

비만도에 따른 혈압, 혈청 지질농도 및 인슐린저항성 지표의 
차이 

전체 연구 대상자를 BMI에 따라 비비만군 (BMI < 25 kg/ 

m2)과 비만군 (BMI > = 25 kg/m2)으로 나누어 혈중 지표

들을 비교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60명 (54.5%)은 비

비만군에 속했고, 50명 (45.5%)은 비만군으로 분류되었다. 

비비만군과 비만군간 남녀 빈도와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54.5 ± 9.2세 vs 55.9 ± 6.9세). 수축기혈압은 비비만군

이 125.7 ± 12.1 mmHg, 비만군이 128.2 ± 13.6 mmHg

을 나타냈고, 이완기혈압은 비비만군이 80.3 ± 7.9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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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군이 81.3 ± 10.4 mmHg으로 측정되었으며 두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혈청 중성지방은 비비만군에 비해 비

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한편 (p < 0.05), HDL-콜레스테롤

은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5). 혈청 총콜레

스테롤 농도와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두군간의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한편, 공복 혈당과 인슐린 농도로부터 산출된 

인슐린저항성의 지표인 HOMA-IR은 비만군이 비비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Table 1). 
 

비만도에 따른 혈장 아디포넥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및 염
증지표 농도의 차이 

Table 2에 제시한 결과와 같이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비비만군이 비만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비비만군에서 비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염증반응의 지표로서 측정된 TNF-α (p < 0.05)와 

IL-6 농도 (p < 0.001)는 비비만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유

의하게 높았다. 한편 ICAM-1 (192.6 ± 51.7 ng/mL vs 

203.9 ± 79.4 ng/mL)과 고감도 CRP 농도 (1.07 ± 1.79 

μg/mL vs 1.15 ± 1.19 μg/mL)는 비만군에서 높은 경

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장 아디포넥틴 및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와 심장-대사
위험인자와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BMI, 허리둘레, 혈중 지질농도, HOMA-IR 

및 염증지표 (C-반응성 단백질, TNF-α, IL-6, ICAM-1)를 

포함하는 심장-대사위험인자와 혈장 아디포넥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BMI 및 허리둘레

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못한 반면, 혈장 고분자량 아디

포넥틴 농도는 BMI (r = -0.203, p < 0.05) 및 허리둘레 

(r = -0.307, p <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혈청 중성지방 농

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r = -0.223, p < 0.05), HDL-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 0.228, p 

< 0.05)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혈

청 중성지방 농도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HDL-콜레

스테롤 농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 0.224, p < 0.05)

를 나타냈다. 한편, LDL-콜레스테롤 농도와는 혈장 아디포

넥틴 및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 모두 아무런 관련성을 

Table 1. Age, blood pressure, lipids and HOMA-IR of treated-hypertensive patients 

 Total (n = 110) Non-obese (n = 60) Obese (n = 50) 

Age (yrs) 055.0 ± 08.2 054.5 ± 09.2 055.9 ± 006.9 
BMI (kg/m2) 024.5 ± 02.3 022.8 ± 01.3 026.5 ± 001.6** 
Waist circumference (cm) 082.9 ± 08.0 077.9 ± 06.0 088.4 ± 006.2** 
Systolic pressure (mmHg) 126.8 ± 12.8 125.7 ± 12.1 128.2 ± 013.6 
Diastolic pressure (mmHg) 080.7 ± 09.1 080.3 ± 07.9 081.3 ± 010.4 
Total cholesterol (mg/Dl) 185.5 ± 29.6 182.1 ± 28.2 189.6 ± 030.9 
Triglyceride (mg/dL) 141.1 ± 91.9 125.0 ± 75.4 160.4 ± 106.1* 
HDL-cholesterol (mg/dL) 055.3 ± 13.7 057.6 ± 14.6 052.6 ± 012.2* 
LDL-cholesterol (mg/dL) 123.8 ± 28.9 121.0 ± 27.4 127.1 ± 030.8 
HOMA-IR1 001.9 ± 01.7 001.5 ± 01.6 002.5 ± 001.7** 
 
Values are Mean ± S.D. 
*: p < 0.05, **: p < 0.001, t-test between non-obese and obese patients 
BMI: body mass index, 1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able 2. Plasma levels of total adiponectin, HMW adiponectin, CRP and cytokines of treated-hypertensive patients 

 Total (n = 110) Non-obese (n = 60) Obese (n = 50) 

Total adiponectin (μg/mL) 008.70 ± 04.80 009.30 ± 05.20 008.20 ± 04.3 
HMW adiponectin (μg/mL) 004.70 ± 05.20 005.70 ± 06.10 003.40 ± 03.6* 
hsCRP (μg/mL) 001.11 ± 01.53 001.07 ± 01.79 001.15 ± 01.19 
TNF-α (pg/mL) 002.98 ± 05.80 001.80 ± 01.00 004.40 ± 08.4* 
IL-6 (pg/mL) 002.99 ± 07.20 001.40 ± 01.00 004.90 ± 10.3** 
ICAM-1 (ng/mL) 197.70 ± 65.70 192.60 ± 51.70 203.90 ± 79.4 
 
Values are Mean ± S.D. 
*: p<0.05, **: p<0.001, t-test between non-obese and obese patients 
HMW adiponectin: high molecular weight adiponectin,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IL-
6: interleukin-6, ICAM-1: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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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HOMA-IR은 경우,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 

(r = -0.259, p < 0.05)와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 (r = 

-0.271, p < 0.05)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

다. 염증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혈장 TNF-α, IL-6, ICAM-1 등의 농도와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고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와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0.203, p < 0.05). 

반면,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IL-6 (r = -0.272, 

p < 0.01) 및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 (r = -0.276, 

p < 0.01)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TNF-α (r = 

-0.163, p = 0.07) 및 ICAM-1 (r = -0.158, p = 0.09) 

와는 음의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 (Table 3). 
 

혈청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위험인자 결정 

Systemic low grade inflamation을 대표하는 지표인 고

감도 C-반응성 단백질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요

인을 알아보기 위해 나이, 성별, 비만도, 허리둘레, 알코올 

섭취, 흡연 여부, 혈청 지질농도, 혈장 총 아디포넥틴 및 약

물복용 여부등을 보정한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
ss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

게 있어서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만이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 농도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인자인 것으로 나

타났다 (p < 0.01, R = 0.251)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

넥틴과 총 아디포넥틴의 심장-대사위험인자와의 관련성을 

비교 평가하여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총 아디포넥틴

에 비해 심혈관질환 및 대사성 증후군을 예측하는 데 보다 

유용한 지표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만인의 경우 혈중 아디포넥틴 농도의 감소와 혈당 증

가, 인슐린저항성, 이상지혈증, 염증지표의 증가 등의 대사

적 특징을 보이는데,6,16) 본 연구에서는 비만군과 비비만군 

등의 두군으로 나누어 대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군

은 비비만군에 비해 혈청 중성지방, TNF-α, IL-6, ICAM-1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 농도는 낮

아 비만인의 전형적인 대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고

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의 경우 비비만군에 비해 비만군에

서 유의적으로 낮은 농도를 보인 반면, 혈장 아디포넥틴 농

도는 비만군과 비비만군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MI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BMI와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혈장 아디포넥틴 농도는 BMI와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고분자량 아디포텍

틴이 혈장 아디포넥틴에 비해 비만인의 대사적 특성을 보

다 잘 반영하는 지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부 비만

은 심장-대사위험인자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인자이며 허리

둘레는 총 체지방량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보고

된 바, 아디포넥틴 수준과 허리둘레의 상관성은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예측 인자로서 아디포넥틴 유용성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31) 본 연구에서 복부비만 지표인 허리

둘레와의 상관성 분석 결과,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허리둘

레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혈장 아디포넥틴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혈

장 아디포넥틴에 비해 복부비만도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지

니는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체

질량 지수 보다 허리둘레와 더욱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 

비만도 자체 보다 더 강력한 심장-대사 위험인자로 알려진 

복부비만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복부지방 축적의 증가가 

아디포넥틴의 생성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작용은 주로 고분

자량 아디포넥틴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32)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감지작용 (sensertizer)을 통해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는 물질이며,33,34) 혈액 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lasma total adipo-
nectin, high molecular weight adiponectin and cardiometa-
bolic risks in treated hypertensive patients 

 Total adiponectin HMW-Adiponectin 

BMI -0.130 -0.203* 
Waist circumference -0.174 -0.307** 
Triglyceride -0.113 -0.223* 
HDL-cholesterol -0.224* -0.228* 
HOMA-IR -0.259* -0.271* 
hsCRP -0.203* -0.276** 
TNF-α -0.141 -0.163 
IL-6 -0.169 -0.272** 
ICAM-1 -0.114 -0.158 
 
*: p < 0.05, **: p < 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erum hsCRP 

Adjusted p-value R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coefficients   

hsCRP HMW-adiponectin -0.251 < 0.01 0.251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baseline characteristics, total cho-
lesterol, TG, HDL-cholesterol, total adiponectin, HMW adiponectin
and dru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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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넥틴 농도의 감소는 내당능 장애 및 당뇨병 발생의 독

립적 인자로 알려져 있다.33) 본 연구 결과, 혈장 아디포넥틴

과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모두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
IR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아디포넥

틴을 통한 혈당 및 인슐린 민감성 조절 기능이 AMP-acti-
vated protein kinase (AMPK) pathway를 활성화하여 지

방산 산화를 증가시키고 근육에서의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

키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기전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34) 또한 Aso 등25)이 일본인 

당뇨병 환자 28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장 아디포넥

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혈장 아디

포넥틴 비율 세가지 지표 모두 HOMA-IR과 강한 음의 상

관 관계를 보인다고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Seino 등28)은 질병이 없는 일본인 성인 남성을 

637명을 HOMA-IR에 따라 네군으로 분류하고 혈장 아디

포넥틴, 고분자량아디포넥틴, 고분자량 아디포넥틴-혈장 아

디포넥틴 비율을 평가한 결과, 세가지 지표 중 고분자량 아

디포넥틴이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성증후군을 예측하는 가

장 좋은 지표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는 적은 대상

자수로 인해 인슐린저항성 정도에 따른 혈장 아디포넥틴과 

고분자량 아디포넥틴과의 상관성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

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혈중 아디포넥틴은 이상지질혈

증 및 염증성지표 증가와 관련있고, 혈장 아디포넥틴의 감소

는 심혈관질환 발생의 독립적 인자임을 보고하였다.14,16,17,35) 

또한 혈장 아디포넥틴이 혈청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저

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등과 음의 상관관계를, 고밀도지단

백 콜레스테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염증성 지표들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지표임

이 많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제시되었다.16,17) 최근의 연구

는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역시 혈장 아디포넥틴과 유사하거

나 보다 우수하게 혈청지질 수준 및 염증지표와의 상관성

을 보여 심장-대사 위험인자를 반영하는 좋은 지표임을 보

고하였는데,25,32) 본 연구는 혈중 아디포넥틴 수준과 심장-대
사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을 약물 복용중인 고혈압 환자를 대

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미 초기 동맥경화증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본 연구결과 고분자량 아디포넥틴과 

혈장 아디포넥틴 모두 고밀도콜레스테롤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나 고분자량 아디포넥틱만이 혈청 중성지방과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장 아디포넥틴은 혈청 중성지방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혈

장 아디포넥틴에 비해 이상지질혈증과 더욱 다양한 관련성

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결과 중 하나는 혈중 아디포넥틴 수

준과 심장-대사위험인자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인 염증지표

와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고분자량 아디포

넥틴은 염증지표 중 IL-6,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TNF-α, ICAM-1과는 유의

적이진 않으나 음의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혈장 아디포

넥틴의 경우 C-반응성 단백질 농도를 제외한 염증지표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혈

장 아디포넥틴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염증지표와 관련성을 

보였다. C-반응성 단백질은 systemic low grade inflam-
mation을 대표하고 잠재적 동맥경화증의 위험도를 높이는 

염증 지표로서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36)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 고분

자량 아디포넥틴은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인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여지는 혈

중 고분자량 아디포넥틴과 염증지표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먼저, 간에서의 C-반응성 단백질은 지방세포 혹은 대식세

포의 염증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IL-6에 의해 주로 조절되어 

합성되고,37) 이때 TNF-α는 IL-6 생성의 주된 유도물질이 

된다. 그런데 TNF-α는 지방조직에서 아디포넥틴 유전자 발

현 및 분비를 감소시키면서 길항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38,39) 결과적으로 아디포넥틴은 IL-6을 down 

regulation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C-반응성 단백질의 합성

과 분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간접

적으로 간에서의 C-반응성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기전 뿐 

아니라 최근 지방조직에서 C-반응성 단백질의 mRNA 수준

과 아디포넥틴의 mRNA 수준이 역상관관계를 보이며 직접

적으로 조절한다는 보고도 있다.40) 또한, 아디포넥틴은 부

분적으로 AMPK signaling pathway를 조절함으로써 내피

세포에서 NF-KB활성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C-반응성 단백

질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최신 견해41)로도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혈중 아디포넥틴이 C-반응성 단백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을 통한 것임을 보여준다

고 하겠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기전 연구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이미 상당부분 정립되어 있는 혈중 C-반응성 단

백질과 동맥경화증과의 관련성을 고려했을때,42) 고분자량 아

디포넥틴이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 농도와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며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장기간의 임상적 결

과 (cardiovascular event)를 예측하는 지표라고 주장한 In-
oue 등26)의 결과나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의 감소가 고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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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반응성 단백질 증가와 함께 평가시 대사성 증후군의 예

측도를 상승시키는 인자라는 주장43)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아디포넥틴의 혈액 지질 대사 개선 

및 염증 지표 감소를 통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는 주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의 효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이는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의 감소가 혈장 아디포넥틴 감

소 보다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더욱 유용한 지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적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단면 연구이

므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이 혈장 아디포넥틴에 비해 심혈

관 질환 및 대사성 증후군 발생 등 장기적인 임상 효과 예

측에 보다 유용한 지표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

디포넥틴 이성체와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 증후군 발생간

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많은 환

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고혈압 환자에게 있

어 비만도, 인슐린저항성, 이상지질혈증, 염증지표 등과 관

련성을 보여 심장-대사위험인자를 반영하는 지표라 할 수 있

겠다. 또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혈장 아디포넥틴과는 관

련성을 나타내지 않는 BMI, 허리둘레, 중성지방, IL-6와 유

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의 감소

는 혈장 아디포넥틴 감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

군을 예측하는데 더욱 유용하고 정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고혈압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

틴과 총 아디포넥틴 농도를 측정하고 심장-대사위험인자와

의 관련성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만군과 비비만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고분자

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총 

아디포넥틴 농도는 두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및 허리둘레의 경우 고분자

량 아디포넥틴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혈장 아디포넥

틴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혈액 지질 수준과의 상관성 평가시, 고분자량 아디포

넥틴은 중성지방과 음의 상관관계를,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혈장 아디포넥틴의 경우 단지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의 경우 고분자량 아

디포넥틴 및 혈장 아디포넥틴 모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5) 염증지표와의 상관성 분석 시,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은 C-반응성 단백질, IL-6과 강한 음의 상관 관계를 TNF-
α, ICAM-1과 음의 경향을 보였으나 혈장 아디포넥틴은 C-
반응성 단백질외에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회귀

분석 결과,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농도는 C-반응성 단

백질 수준을 예측하는 독립적 인자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고분자량 아디포넥틴은 혈장 아디포넥

틴보다 전반적으로 심장-대사위험인자와 더 많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및 대사성증후군을 예측하

고 반영하는 데 혈장 고분자량 아디포넥틴 수준이 총 아디

포넥틴 수준보다 민감하고 정확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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