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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포함기 을 만족하는 60세 이상의 여자 907명을 상으

로 단면연구를 수행하 다. 액학 생화학 지표,신체 계측치를

익명화된 상태로 제공받았으며,같은 상에서 유 체 DNA 염

기서열이 분석된 자료,11개의 사증후군 련 유 자에서 하디-

와인버그 평형(HWE:Hardy-WeinbergEquilibrium )이 배되거나

빈도가 낮은 립유 자형(MAF:minorallelefrequency)인 단일

염기다형성(SNP:SingleNucleotidePolypeptide)을 제외한 3개의

유 자 다형성 자료를 분석하 다.모든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

하여 일반선형모델,다변량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모든 변수는 나이,흡연,음주,총 에 지소비량,총 칼로리,탄

수화물,단백질 등 기본 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보정하 다.유

자 ADIPOQ단일염기다형성(rs1501299)T 립유 자를 가진

군은 공복 당을 높이는 결과를 보 다.유 자 LEPR 단일염기

다형성 (rs8179183) C 립유 자를 가진 GC+CC군은 공복

당을 높이고,HDL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증후군이 G

동종 합자(33.64%)에 비해 41.18% 이었으며 p=0.014유의수 에

서 교차비 1.46배 의미 있는 결과를 보 다.유 자 PPARγ 단일

염기다형성( rs 2938392 ) 사증후군이 A 동종 합자

(29.3%)에 비해 G 립유 자를 가진 AG,GG그룹이 37.6% 이었

으며 p=0.007유의수 에서 교차비 1.39배 의미 있는 결과를 보

다.유 자 LEPR단일염기다형성 rs8179183과 유 자 PPARγ 단

일염기다형성 rs2938392의 GC+CC 와 AG+GG 그룹의 유 자

의 상호작용은 p=0.003유의수 에서 44.10% (교차비=1.97)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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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2년도 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33.4%

가 심 질환, 12.5%가 암이다[1]. 그리고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복부비만,이상지질 증,고 압과 고 당을 포함하는 흔한

다 질환의 합이고,심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증가의 험요소이며

세계 으로 3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2]. 사증후군의 인구

집단 기여 험도(Population attributable fractions)는 심 질환이

12-17%이고 당뇨는 30-52%이며 총사망률이 6-7%다[3].우리나라는

2007년의 연령별 교정 유병률이 31.3%[4],2010년 성인 유병률이 18.8%

다[5].

사증후군의 주요한 험요소는 비만의 증가와 좌식생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공 보건의 큰 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체 감소와 일상

활동의 증 를 강조하는 실정임[2]에도 불구하고 임상 으로는 유

(Heritability)의 역할에 한 심이 늘어나고 있다.수축기 압의 80%,

허리둘 와 엉덩이 비율의 46%, 성지방의 34%,당 사의 30%,고 도

지단백의 25%를 주요한 단일염기다형성(SingleNucleotidePolypeptide:

이하 SNP로 약칭)에 기인한다고 보았다[6].2011년 체계 문헌고찰의

논문에 의하면 GNB3,PPARγ,TCF7L2,APOA5,APOC3,APOE,

CETP의 7개 유 자의 9개 SNP 7개의 소수형질 립유 자(minor

allele)연 성(association)을 찾았으며,지방 사와 련이 있는 8개

SNP도 마찬가지 결과 다[7].

한편 2013년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50 와 60 의 비만율은 허리기

으로 ,남성은 연령 비만율이 약 24~27%로 비슷하 으나 여성은 50

36.8%에서 60 43.7%로 증가하 다[8].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비만 기 에서 체질량지수 23이상을 과체 ,25이상을 비만으

로 정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국민들 114만 명의 인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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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가 22.6(kg/m2)이상 27.5(kg/m2)미만일

때 사망 험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9]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비만은 수명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립이거나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결

과 등[10-13],이러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60세 이상의 여

성의 비만 련 사증후군의 험요인은 일반성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 인 요소와 생활습 을 비롯한 환경 요소들을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더욱이 이 의 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코카시안 인종에

국한된 것이었고,특정 유 자 치에 한정하여 밝 낸 아시아 인종에

한 논문이 주 다.따라서 지 까지의 지식에 한한 폐경기 이후의 여성

에 한 사증후군과 SNP의 유 연 성에 한 한국인 연구가 없

으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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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배경

제 1 폐경 후 사증후군

폐경후의 사 질환 연구를 통해서 총콜 스테롤과 성지방의 상승,

고 도지단백 콜 스테롤 하,내장지방증가, 기능의 하등과 같은

변화를 래한다는 공통된 보고를 하고 있다[14-15].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사 변화를 래하고[4],인슐린 항성을 증가시켜 사증후군

의 험인자로 작용한다[16].이로 인해 나이의 변화에 따른 남녀의 사

증후군 유병률을 비교한 논문에서도 여성이 폐경상태가 된 55세 이후에

는 남성보다 높았다[15,17].2010-2012년 제5기 국민건강 양조사까지의

유병률도 마찬가지다[8].

폐경 후에는 체 증가의 경향이 있지만 여성호르몬 결핍이 체지방 축

을 진하는지는 아직 밝 지지 않았다[18].활동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

로 보고 있으며 근육량의 감소,유 ,기 사량의 감소 등도 기여 인자

로 보고 있다[19].폐경 에는 여성 호르몬이 피하 지방 축 을 진시

키지만,폐경 후에는 피하지방축척이 감소하고 복부지방의 lipolysis의 감

소로 인해 복부 비만이 되어 심성비만인 안드로이드형이 되며,호르몬

의존 암,담석,신결석과 골 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고 압과 당뇨,

심장질환의 사망률 증가를 래하게 된다[20].

심성 비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갱년기와 련된 운동증상,사생

활에 한 불만족,짜증,기억력 감퇴,우울증,복부팽만,근육 통,

수면장애,활력의 감소 [21]가 오지만 5-10% 체 감소의 유지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득을 가져 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22-25].

이처럼 폐경후의 여성에서 요한 건강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체

의 증가의 요한 병태생리학 기 인 비만세포의 역할과 이소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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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가 최근 요하게 두 되었다(figur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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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Pathophysiologyandparacrineandendocrineeffects

of metabolic syndrome .adpated from Mogarekar MR et al.

Metabolic syndrome.JCellSciTher.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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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아디포카인의 생물학 배경

1.폐경 후 지방조직의 분화와 역할

많은 연구 수행결과 지방조직이 단순한 에 지 장고로 알려져 왔지

만 생리 사 변화를 야기하는 능동 인 내분비 기 으로 그 기능이 변

화되었으며,더욱이 최근 20여년 사이에 밝 진 바로는 아디포넥틴,렙틴

등과 같은 여러 단백질 호르몬이 에 지 항상성 지방 사 ,인슐린

감수성을 조 하며 사성 질환의 발생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 졌

다[26].지방조직은 갈색지방조직과 백색지방조직으로 구분이 된다.조

하게 집되어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범 한 류로 인한 색 때문에,

백색지방세포보다 갈색지방세포가 색이 진하며 에 지를 장하고 산화

시키고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NST:Non-shivering Thermogenesis)

역할을 하고 있다[27,28].1990년 까지는 지방조직이 에 지 항상성과

체온조 을 한다는 것만 알려졌지만,생식[29]과 세포사멸[30,31]과 염증

작용[32]과 신생 생성, 압,죽상경화증,응고 용해 작용[33]과 면

역작용[34]에 계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figu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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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2 Themostsignificantphysiologicalfunctionsof

whiteadiposetissue coagulation,appetiteregulation,immunity,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reproduction, angiogenesis,

fibrinolysis,bodyweighthomeostasisandvasculartonecontrol[35]

adpatedfrom CoelhoMLetal.Biochemistryofadiposetissue:an

endocrine organ. Arch Med Sci. 2013;9(2):191–200.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648822/figure/F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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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조직의 식세포와 지방 구세포의 련성에 하여 연구한

결과 식세포와 지방 구세포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밝 내고 지방 구

세포가 포식능을 갖게 되어 식세포로의 환이 가능한지에 한 향후

연구가 한층 이루어지게 되었다[36].그러나 기세포에서 여러 세포로

분화된다(figure2-3)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성숙한 구지방세포 뿐만 아

니라 beigeadiposetissue(BeAT)이라는 간형의 지방세포가 발견이

되었으며 3가지 형태로 분류되기에 이르 다(table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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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Origin and transcriptionalregulation ofbrown

adipocyte.Multipotentmesenchymalstem cells committo brown

adipocyte lineage following developmentaltriggers such as bone

morphogenicproteins(BMP)and fibroblastgrowth factors(FGFs)

leadingontocascaderesultinginafullydevelopedbrownadipocyte.

Myf5-expressingprogenitorsgiverisetoskeletalmuscleandbrown

adipocytes in traditional sites such as interscapular area.

Myf5-negative progenitors are common precursors forboth white

adipocyteandrecruitablebrownadipocyteorbeigeadipocyte.Beige

adipocyteisformedfrom eitherthetransdifferentiationfrom white

adiposetissueinresponsetocuessuchasIrisinorfrom recruitable

brown preadipocyte[37].adapted from Reddy etal.Brown adipose

tissue: endocrine determinants of function and therapeutic

manipulationasanoveltreatmentstrategyforobesity.BMCObesity

20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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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adipose
tissue

Brownadipose
tissue

Beigeadipose

tissue

Cell shape

Variable, but
classically
spherical Polygonal

Resembles
WAT

Cell size

Variable, but
large(25-200
μm)

Comparatively
small(15-60

μm) Variable

Nucleus
Peripheral,
flattened

Central,
roundoroval
inshape

Tobe
determined

Cytoplasm
Thin,
peripheralrim

Large volum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cell

Tobe
determined

Lipid content

Single large
droplet
occupyingup
to90% ofcell
volume

Multiple
smalllipid
droplets

Tobe
determined

Mitochondria Few Abundant Intermediate

Endoplasmic
reticulum (ER)

Little, but
recognizableas
roughand
smoothER

Present, but
poorly
developed

Tobe
determined

T is s u e
organization

Small lobules
ofdensely
packedcells

Lobular,
gland-like

Tobe
determined

Cell content

Multiple
othercelltypes
present

Few other
celltypes
present

Few other
celltypes
present

Vascularity Adequate
Highly
vascularised

Tobe
determined

G e n e
expression

PPARγ, aP2,
Adiponectin,
adipsin,
perilipin

UCP-1,
PGC-1alpha,
β-3adreno
receptor(ARB3),
PRDM16,
de-iodinase
typeII(D2)

Low UCP1,
butactivated
bycAMP
stimulation

Cell markers
CD34,
ABCG2,ALDH

EVA1, EBF3,
FBXO31

CD137,
TMEM26,
TBX1

Table.2-1 MorphologicalfeaturesofBAT,WAT andBeAT

adapted from Reddy et al. BMC Obesity 2014;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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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폐경 후 갈색지방세포에 향을 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

다.PET-CT(positronemissiontomography-computedtomography)에서

폐경 여성의 갈색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높은 [38],설치류 암컷에서

난소제거 후 여성호르몬 E2(estradiol)를 투여하 더니 갈색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 [39]등이 그 이다.이 게 지방조직,특히 갈색지

방세포는 다양한 생물학 작용을 가진 복잡한 네트워크 기 이다.

2.낮은 단계의 신성 염증의 발생

지방조직은 단순한 에 지 장소가 아닌 내분비 기 이며,더 나아가

지방세포에서 염증반응의 표지가 되는 물질의 생산과 분비가 비만환자에

서 증가되어 비만을 낮은 단계의 신성 염증으로 정의한다[40].즉 지방

의 축 은 지방합성과 지방분해사이의 평형에 의해 결정되는데,지방생

성은 지방세포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간과 근육 등의 조직에서도 이루어진

다.이 과정이 바로 체 조 에 여한다.비만과 련된 염증은 지방내

의 식세포의 숫자를 증가시키고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

가시킨다.여러 연구에서도 일반 인 염증반응과 마찬가지로 말 액에

서 단핵구의 그 수가 증가하며[41],활동성도 증가하고[42], 단계의 염

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올라간다[43]는 것이 밝 졌다. 식세포를

통해 분비된 다양한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은 지방내의 내피세포를

활성화 시키게 되는데, 내피세포의 활성화에 여하는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으로써는 TNF-α,IL-6그리고 IL-1등이다. 내피세포는

백 구를 침투시키기 해 각종 adhesionmolecule을 분비하게 되면서

액으로부터 백 구를 조직 내로 침투시킨다.침투된 백 구 특히

단핵세포는 다시 식세포로 조직 내에서 분화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만성 염증 유발에 기여하게 된다(Figure2-4).이러한

이유로 식세포 M1과 M2의 간정도의 특징을 가진 지방조직 식

세포(Adiposetissuemacrophages)의 기능에 주목하게 되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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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조직과 면역세포의 상호작용

2003년 “JournalofClinicalInvestigation”논문에 흥미로운 주제 두 편

이 실렸다.이 논문[45,46]에서는 면역반응에만 여하는 것으로 알려졌

던 식세포가 ob.mouse의 지방조직에 침윤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후에 지방조직 식세포로 명명되며,지방 조직 내 지방세포의 크기

와 식세포의 비율 사이 상 계를 보면 피하지방조직을 제외하고 장

간막 지방조직,신장주변 등에서 지방세포 크기가 커짐에 따라 식세포

의 비율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수많은 연구를 생시켰

다.사람을 상으로 한 주요 논문 일란성 생아[47]를 비롯한 건강

상태가 다양한 집단[48]등에서 BMI(Bodymassindex)와 양의 상

계를 가지며,식이조 이이나 운동을 수행했을 때 체 감소와 함께 식

세포(Adiposetissuemacrophages;이하 ATM)의 감소 인슐린 감수

성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후에 lipolysisrate와 련된다는 것이 밝 진다

[49,50]. 식세포의 기능과 활성화의 기 에 하여는 Th1사이토카인

인 IFN-γ 에 의한 M1 식세포,Th2사이토카인인 IL-4,IL-13에 의한

M2 식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1]. M1 식세포는

proinflammatory사이토카인 발 이 증가함으로써 박테리아에 한 방어

기작으로 작용하는데 반해,그 외 기생충이나 진균을 방어하는 특성을

가지는 나머지 M2 식세포로 그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52,53].

4.인슐린 항성 유발의 기

ATM을 이러한 기능의 분화에 따른 역할을 분석하여 보면 고지방 식이

를 통한 비만모델의 실험[54]에서 지방조직의 Yml,arginase-1,IL-10과

같은 M2 식세포의 발 이 감소하는 반면에 인슐린 항성을 야기하는

TNF-α,Monocytechemoattractantprotein-1,iNOS와 같은 M1 식

세포의 발 이 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비만-

련 사질환에서는 식세포의 수 인 증가이외에도 M1-M2표 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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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지방조직 염증과 인슐린 항성에 요하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후속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이러한 사실들 이런 표 형변화에

있어 NF-kB와 PPARs 사이의 길항작용을 한다는 을 기반으로

classicalactivation에는 NF-kB가,alternativeactivation에는 PPARs

계열이 여되었다는 논문[55-57]들이 유수한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이

런 아이디어로 LysM-Cre mice를 이용하여 식세포에서 PPARγ를

deletion하게 되면 식세포의 alternativeactivation이 하게 감소하

게 되고 이 mouse를 18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하게 하면 M1 식세포

발 유 자들이 하게 증가하게 된다.그와 동시에 체 이 15% 증

가하고 인슐린 항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58]. 다른 연구에

서는 Th2사이토카인인 IL-13과 IL-4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식세

포의 PPARs발 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59].이 연구에서 지방

조직의 염증의 증가와 인슐린 항성 표 형을 보 고,lipolysis증가와

hepaticsteatosis도 수반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생물학 인 배경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폐경후의 변화 a,b,c,d

를 추정하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A.폐경 후 비만은 낮은 단계의 신성 염증을 일으킨다.

B.폐경 후 비만의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양과 크기도 증가

하는 동시에 성숙한 면역세포의 수 특히 AdiposeTissueMacrophage도

증가한다,

C.이 식세포의 양은 인슐린 항성과 비례한다.

D.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과 염증 련 사이토카인이 인슐린

항을 가속화시키고,유 자 발 이 이에 기여한다.

가설:폐경에 따른 사증후군은 단일염기 다형성 일부 유 자형

립유 자가 연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연구의 최종목표는 폐경기여성에서 LeptinReceptor(LEPR)와

Adiponectin(AdipoQ)단일염기다형성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연 성



-14-

을 정량 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Figure 2-4. The expansion of adipose tissue leads to

adipocytehypertrophy inobesity adpatedfrom CoelhoML etal.

Biochemistryofadiposetissue:anendocrineorgan.ArchMedSci.

2013;9(2):191–200. [35]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648822/figure/F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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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비만 매개-아디포카인과 유 체다형성연구

1.LEP과 LEPR의 염증호르몬 역할

백색지방세포(WAT)에서 주로 생성되어 류를 통해 이동하고,펩타이

드 호르몬으로서 167개의 아마노산(16kd)으로 구성되어 있고,OB(Lep)

gene에서 발 된다. 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렙틴 수용체에 결합하여 섭

취 에 지 균형 조 과 음식 련 행동습 을 조 한다.이와 같은 주요

기 으로 렙틴이 뇌에 작용하는 과정은 figure2-5와 같다.렙틴은 추

신경계 뇌하수체의 신호 달 체계에 향을 주는데 HPA (

hypothalamus-pituitary-adrenal)축을 통해 일어나며,열 생산을 높여

체 감소를 유발도 하지만 식욕과 음식 소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많

은 연구에서 지방 세포양은 렙틴의 농도와 한 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60-62].그리고 렙틴수용체는 뇌 시상하부의 배쪽내측시상

하부핵(VMH),궁상핵(ArcuateNucleus),등쪽내측시상하부핵(DMH),뇌

실주 핵(PVN)등에 많으며[63],렙틴이 렙틴수용체와 결합하여 리간드를

형성한 후 세포내 신호 달에 여하는 Januskinase(Jak)와 결합하고

Stat를 인산화로 활성화시켜 핵 내의 목표 유 자의 사를 유도하게 된

다[64].렙틴은 뇌하수체에 존재하는 이 렙틴수용체를 통하여 에 지

장을 조 하는 피드백 루 의 구심성 회로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 지면

서[65],기아와 같은 음의 에 지 균형 상태에서는 렙틴의 청농도가 감

소하여 에 지 소비를 이고.반 로 양의 에 지 균형 상태에서는 렙

틴의 청농도가 증가하여 에 지 소비를 증가시킨다.따라서 렙틴의 농

도가 증가하면 식욕이 감소하고 에 지 소비가 증가하여 체 은 감소하

게 된다.즉 렙틴은 에 지 균형변화의 감지자 역할을 한다[66]. 한 렙

틴은 시상하부의 성선자극 호르몬을 자극하여 뇌하수체에서 난포자극호르몬

황체 호르몬의 분비를 하게하여 [67]배란을 억제하기도 한다[68].폐경

자체가 체지방과 내장지방의 증가와 련이 있으며 에 지 소비량이 감소하

고 지방 산화가 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9].이처럼 렙틴의 농도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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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5.TheLeptin-Melanocortinpathwayadapted

from WalleyAJ,NatureReview Genetics.2009;10:431-42.

Pathwayanalysesprovidestrongsupportforaroleofthe
centralnervoussystem inobesitysusceptibilityandimplicate
new genesandpathways,includingthoserelatedtosynaptic
function,glutamatesignalling,insulinsecretion/action,energy
metabolism,lipidbiologyandadipogenesis.

경 후 비만성인에서 증가되어 있고,국소 인 염증반응에 의해 체 증가의

부정 향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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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틴의 단일염기표 형은 염색체 1p31에 치해있고,100kb이며,20개

의 엑손이 있다.렙틴 수용체는 지방세포-특이 호르몬인 CD295로도 알

려져 있으며,사이토카인 수용체족의 single-transmembrane-domain수

용체로도 알려져 있다[71].렙틴 수용체는 STAT단백(signaltransducer

andactivatoroftranscriptionprotein)의 활성화를 통해 유 자 사를

한다[72].고렙틴 증은 인슐린 항성처럼 렙틴 항증을 일으켜 지방의

분포에 향을 주고[73,74], 액응고[75]와 여러 가지 암[76]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 지게 되었다.이 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의 모유의 렙틴

벨과 렙틴수용체와 련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 다.즉 모유의 렙

틴은 비만 사증후군과 같은 폐경이후의 사생리의 변화에 주요 방

어인자가 됨을 밝히고 있다[77-79].

최근까지 알려진 한국인에서의 렙틴수용체 유 자의 다형성은

Lys109Arg,Gln223Arg,Lys656Asn등을 들 수 있으나,이런 렙틴수용

체의 SNP이 비만을 비롯해 당뇨 고 압 과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는데,서 성 등[80]은 한국인을 상으로 한 렙틴수용체 유 자 다형성

과 체지방분포에 련성을 살펴본 결과,Gln223Arg의 다형성이 정상체

군보다 비만 군에서 립유 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복부지

방 분포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ParkKS등[81],Han

HR등[82]도 BMI와 연 성을 제시 하 다.

특이한 연구로는 렙틴수용체가 비만 련 수면무흡증과의 련이 있는 것

으로 유 체 다형성 단면연구가 있었으나 2014년 메타분석에서 렙틴수용

체의 여러 SNP이 통계 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83]. 한 장수유 자와도 연 성이 있다는 가설 하에 128명의 100세 이

상 노인을 연구한 논문[84]에서는 렙틴과 렙틴수용체의 유 체 다형성

-2548G/A의 GG유 체군이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많았으며,렙틴

수용체 K109R 유 체다형성의 AA 유 자형이 통계 으로 의미 있게

조군보다 었다.이 결과는 아마도 당뇨와 고 압과 련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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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감소증 면역계의 부실로 인한 노화과정과 연 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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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DIPOQ의 항염증호르몬 역할

아디포넥틴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발견되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

리게 되었다.1995년 Scherer등[85]에 의하여 Acrp30 (adipocyte

complement-related protein of30KDa)과 1996년 Hu등[86]에 의하여

adipoQ 라 명명했으며,apM1（adiposemostabundantgenetranscript

1)이 발견되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putative- N- terminal

sequence를 지니고 있으며,단백질의 가장 가까운 동족체인 C1q라는

보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두 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AdipoR1과

AdipoR2가 있다.AdipoR1은 근육에 많이 분포하고,AdipoR2는 간에 많

이 분포한다[87]. 당, 인슐린， 성지방， 인슐린 항성 등이

높거나 강할수록 아디포넥틴은 어드는 반비례 계를 보이는데,비만 당뇨

병 동맥경화 등의 방에 요한 기능을 한다.즉 아디포넥틴은 염증을 차

단하고 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당과 지단백을 낮춰

다[88-91].

한 아디포넥틴의 유 자 ADIPOQ는 사증후군의 민감한 유 체로 알려

져 있고,제2형 당뇨와 심 질환에도 연 성이 있다[92,93].아디포넥틴은

유 요인으로 인해 30-70% 정도 변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94-100].

체 AdipoQ의 SNP는 42개이고,그 조 역의 minorallele빈도는 1.5% 이

상으로 확인되었다[101].Table2-1은 지 까지 본 연구의 상이기도 한

AdipoQSNPs +276G>TSNP에 한 논문을 표로 정리 한 것이다.

그리고 아디포넥틴 수치와 비만 련 사증후군의 표지자의 계를 나타내

었다. 사증후군의 기 을 분석한 연구에서의 아디포넥틴 수치의 백분율 변

화를 주요하게 보여주고 있다.+276G>TSNP의 Gallele는 낮은 인슐린

감수성,제2형 당뇨의 험도,낮은 아디포넥틴 수치,고지 증과 주로 연

이 있다.반 로 많은 Tallele의 보유자는 아디포넥틴 수치도 높고 BMI도

낮았다.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Beebe-Dimmer등[102]과 Bouatia-Naji[103]

등의 연구에서 보 다.즉 비만에서 Tallele의 존재이다. Tallele에서

높은 아디포넥틴 수치는 인슐린 항성과 제2형 당뇨 등을 방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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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4,105]는 을 설명한다.Tallele는 주요한 심 질환의 유익한 인자

로 밝 지기도 했는데 T 동종 합자는 심 질환의 낮은 험도를 가

지고 있다[106]

AdipoQ를 지닌 유 자상의 SNP와 식이 양 인자에 향을 미치는 연구

논문도 있다.+45,+276,−11377SNPs를 지닌 363명의 연구 상자를

상으로 100-125mg/dL결과를 가진 공복 당장애 는 새로이 제2형 당

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에서 통 과 채소섭취를 많이 하도록 식이 재를

받았다.그리고 약물투여 없이 12주 동안 규칙 인 걷기운동을 하게 했

다.결과는 당이 떨어지는 +45T > G SNP의 TT homozygote를 지

닌 그룹에서 아디포넥틴 수치도 증가하고 HOMA-IR수치도 떨어졌다

[107].다른 연구에서도 보면,+276SNP변이를 가진 일본 비만여성을 8

주 동안 칼로리 식이요법을 하게 했다.그랬더니 GT 는 TT 유 자

형을 가진 군은 허리둘 가 많이 감소하고 +45SNP의 TT 유 자형을

가진 군은 성지방 수치가 낮아졌다.같은 상인구집단에서 SNP−

11377 치의 CG 와 GG 유 자형을 가진 군은 CC형 유 자 보다 압

과 당수치의 격한 강하가 이루어 졌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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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Parameter association Population

Adipo
nectin
level(
%
chang
e)

value
Refer
ence

 

+276
G>T

TT
genotype

higher
adiponectin

Caucasian
Italians .032 [91]

Tallele
higher
adiponectin

French
Caucasians .01 [94]

NoassociatedwithT2DM,
BMIorinsulinsensitivity PimaIndians [95]

Tallele obesity
African

Americanmen [102]

Tallele severeobesity,
French
Caucasians
(obese/lean)

[104]

TT
genotype

lowerCVDrisk
indiabetic
patients,those
withoutCVD

higher
adiponectin

Americanmen
(T2DM) 27.03 .0029 [106]

.
GG

genotype

T2DM,higher
insulin
resistance,
loweradiponectin
insubjectswith
higherBMI

Japanese 10.40 .01 [109]

Tallele
higher
adiponectin
levels

Caucasian
women 4.46 .0031 [110]

Tallele
centralobesity
and
hyperglycemia

Indigenous
Taiwanese [111]

Tallele loweradiponectin
levels,diastolic

Finnishmen 33.58 .001 [112]

Table2-2.SNP(rs1501299)intheadiponectingeneAdip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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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pressure

Tallele

higherfasting
insulinlevels
andhigher
HOMA-IRscore,
possible
associationwith
bodyfat

Greekwomen
(nondiabetic) [113]

GG
genotype

loweradiponectin
levels,impaired
glucosetolerance

Spanish .015 [114]

+276SNP

G>T

higherrateof
insulin
resistance,
highern-6/n-3
LCPUFAratioin
plasma
phospholipids

Normolipidaemic
obesechildren [115]

Tallele

important
determinantof
CADandlower
adiponectin
levelsinpatients
withearlyonset
CAD(50years
ofageorless)

ItalianCAD
patients [116]

Tallele
higher
adiponectin

Caucasian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4.95,
5.81 .05,.03[117]

Gallele
carriers

higherTG,
highersmall
denseLDL,and
smallerLDL
particlesize;GG
hadlower
adiponectin,
higher
HOMA-IR

Korean
(nondiabetic) 18.90 .026 [118]

Noassociationwith
adiponectinlevelsor
hypertension

Japanesemen
(hypertensive/
normotensive)

[119]

Nodifferenceinallele
frequenciesbetweendiabetic
andnondiabetic,no
differenceinriskofT2DM
orinsulinresistance

Korean(diabetic/
nondiabetic) [120]

TT
genotype

lowerriskof
coronaryartery
diseaseinT2DM
patients

Caucasian
Italians(T2DM)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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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le,
GT
genotype

lowerserum
adiponectin,no
associationwith
insulinresistance

Caucasians 13.70 .00005[122]

Tallele
lowerBMIand
HOMA-IR

Japanese
(nondiabetic) [123]

compared
withAA
genotype,
ACand
CC
genotype

increasedrisk
forPCOS ChineseHan .013 [124]

TT
genotype

relativelyhigher
inT2DM Taiwanese .042 [125]

TT
genotypes

agreaterriskof
LOAD Chinese .05 [126]

TT/
TT+TG

higherlevelsof
serum
adiponectin
comparedwith
subjectswith
GG

Chinese
adolescents

.012
and
.014

[127]

Nosignificantdifferencein
adiponectinconcentrations
wasnotedaccordingto
rs2241766andrs1501299
genotypes

Afro–Caribbean [128]

+276T
low diastolic
bloodpressure Amerindians [129]

 

T2DM:Type2DiabetesMellitusCAD:CoronaryArteryDisease
HOMA-IR:Thehomeostaticmodelassessment-insulinresistance
Fastingglucose(mmol/L)*fastinginsulin(mU/L)/22.5.PCOS:
Polycysticovarysyndrome,LOAD:Late-OnsetAlzheimer'sDisease



-24-

3.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의 역할

PPARγ유 자는 염색체 3번에 치하고 9개의 exon으로 구성되며 100

Kb이다[130].PPARγ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의 약자이며 세 가지 유형,α,γ,δ로 나뉘는데,후자는 PPARγ1,

PPARγ2의 2가지 단백질 생성을 하고,이 PPARγ2는 지방조직 특이

이다[131]. 분자생물학 으로 핵 호르몬 수용체군에 속하며 retinoidX

receptor와 heterodimer를 이루어 작용하고,특히 PPARγ2는 28개의 아

미노산이 N-teminal에 더 결합이 잘되어 지방조직에서 발 이 가장 높

다[130,132],PPARγ의 발 은 식후에 가장 높고 지방산을 매개하고

달하는 유 자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화에 계된 transcriptional

cascade를 조 한다[134,135].

PPARγ 유 자 변이는 지방조직 조성의 분포와 연 성이 있다.

Pro12Ala유 체다형성 변이는 Pro12Pro보다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

킨다[136]는 것이 표 이다.제2형 당뇨병에서는 근육과 지방조직에서

인슐린의 증가를 알아채지 못하고 인슐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슐

린 항성과 연 성이 있다[137]고 처음 보고된 이래,이와 련하여 2000

년 메타분석에서 Pro.allele가 험 립유 자로 보고되었다[138].

이후 상기 유 자가 지방과 당 사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논문[139~145]이 최근 2014년까지 지속 으로 나왔으나 negative

study[146-148]도 만만치 않았다.특히 인종에 따라 다른데,Pro12동형

합자를 가진 군에 비해 Ala12allele를 지닌 아 리카계 미국인은

BMI가 1.1kg/m2낮았고,백인은 BMI가 0.6kg/m2이 높았다[149].이

후 PPARγ에 한 연구는 민족과 인종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의 비만 련 사증후군에 한 연 성 연구가 각 나라의 인종

별 상으로 이루어졌다.덴마크인 2,245명 상의 연구[150]에서는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랑스인 상 1,155명 연구[151]와 스웨덴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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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의 연구[152]에서는 사증후군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연구에서 Kim등[153]은 PPARγ의 Pro12Ala유 자 PA/AA 유 체

형이 한국여성에 있어서 피하지방 내장지방과 연 성이 있으며,한

국여성에 있어 골 사와의 연 성에 하여도 보고된 바가 있다

[154,155]. 최근 2014년 메타분석 연구[156]에서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

수화물의 생활양식을 가진 Alaallele보유자는 Proallele보유자보다 비

만이 많지만 규모 연구에서 일 으로 Ala유 자 보유자가 좋은 생

활습 을 하면 체 감소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이 밝 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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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tems

Demographicsurveys Age,gender,smoking,alcoholconsumption
andnutrientsupplement

PastHistory Hypertension,diabetes,thyroidglanddisease,
dyslipidemia

PhysicalExamination
Height,weight,waist-hipratio,musclebody
mass,leanbodymass,fatbodymass.body
fatpercentage,bloodpressure

Biochemicalexamination Fasting glucos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triglyceride

Dietaryintakes
Dietary habits (daily regular meals,daily
snack consumption,preference food etc.)　
nutritionintake(raw dataofdailynutrition
intakebyFFQ)

Genotypingdata
LEPR (rs1137100,1137101,8179183) ADIPOQ
(ｒｓ266729,2241766,1501299),PPARγ(
rs10510418,2938392,1801282,3856806)

제 3장 연구방법

제 1 연구 상

연구 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데이터 미리정한 포함기 과 제외기 에

해당하는 사람들 907명을 상으로 하 다.Table3-1에서 제시한 역학자

료 즉 인구학 조사,과거력,신체검사 생화학 검사,식이일기등과

유 체자료의 자료를 상으로 하 다.

Table 3-1. Study List of original data from anonymous
protecteddata

HDL:High-densitylipoprotein,FFQ:Foodfrequency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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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함기

1.60세 이상 79세 이하 건강한 여성

2.보행가능하고 DAL(DailyActivityLiving)이 가능한 여성

3. 사증후군 실험군 :IDF-ATPIII기 (table3-3)

4. 조군: 기 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

5.Informedconsent받은 사람

2.제외기

1.암환자,염증성 장질환,신장질환,뇌하수체 질환,부신질환,갑상선

기능항진증 하증,일차성 부갑상선항진증이 있는 여성

2.지난 5년간 루코코티코이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한 여성

3.폐경기 호르몬 치료한 여성

4.검사 1달 이내 비만 련 약물,주사,수술치료를 받은 과거력

5.최근 한 달 이내에 그 이 과 비교하여 평소체 의 10% 이상 체

변화가 있거나 일일 평균 500kcal이하 식사

6.최근 한 달 이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증 질환을 앓거나 시술을

받은 사람

A.심근경색

B.뇌졸

C.암질환

D.복부수술

E.허리수술

참여자의 각 요소별의 특징(figure3-1)과 일반 특징(table3-2)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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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CharacteristicsofcontinuousvariablesinMets.

( Mets.: Metabolic syndrome, AS1_GLU0: fasting glucose,

AS1_WAIST1:1st waistcircumference,AS1_WAIST2:2nd waist

circumference,AS1_WAIST3 :3rd waistcircumference,AS1_HDL:

HDL-Cholesterol, AS1_TG: triglyceride AS1_BPSIT1LS: sitting

position,systolicblood pressureof1st leftarm, AS1_BPSIT1LD:

sittingposition,diastolicbloodpressureof1stlefta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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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number %

Age 65.18±5.42 　 　

%fat 34.67±2.95 　 　

BMI 24.11±2.68 　 　

Waist 88.89±7.59 　 　

SystolicBP 131.4±16.19 　 　

TG 126.89±71.83 　 　

HDL 54.72±13.51 　 　

Glucose 87.26±18.81 　 　

Obesity normal 302 33
　 overweight 264 29

　 obesity 341 38

Metabolic
Syndrome

Yes 317 34

No 590 66

Table3-2.Generalcharacteristicsofstudypopulation

BMI:BodyMassIndex,BP:BloodPressure,TC: TotalCholesterol

,HDL:HighDensityLipoprotein,TG:Triglyceride

Figure 3-2. Study overview ( Pt: Patient,Mets.: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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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수집

1.임상자료 측정

12시간 이상 식한 상태에서 액을 채취하여 생화학 검사를 시행하

고,검진용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키와 몸무게,허리둘 ,체지방을 인

바디 3.0을 활용하여 측정하 다. 한비만학회에서 발표(2013.10.11)한 '

한국인의 허리둘 측정 기 '에 의하여 7번째 갈비 연골부분아래

치와 장골능의 간부 를 측정하고,한국여성비만 기 허리둘 80㎝

이상을 복부비만으로 정했다.BMI(BodyMassIndex)는 키를 미터(m)로

환산하여 몸무게(kg)를 키의 제곱으로 나 어 계산하 으며,BMI25

kg/m2이상을 비만군, 25kg/m2 미만에서 23kg/m2이상을 과체 ,

23kg/m2미만을 정상 체 군으로 정의하 다.자동화 압계 (오므론

병원용 압계 HBP-9020)를 활용하여 5분 이상 안정 상태에서 압을

측정하 다. 어도 2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을 기록하 으며 만약 2회

측정한 압이 5mmHg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다시 한 번 압을

측정하 다. 사증후군의 기 은 NCEP-III 국제당뇨병학회 기 을

따랐다.즉 에서 설명한 한국인의 복부비만 기 인 심성 비만 진단

기 과,⑴ 성지방이 150mg/dL이상,⑵ 수축기 압이 130mmHg,이

완기 압이 85mmHg이상,⑶ 고 도지단백 (HDL )콜 스테롤이

50mg/dL미만,⑷공복 당이 100mg/dL이상의 5개 3개가 있으면

사증후군의 진단을 하 다(Table3-3). 한 이러한 자료로부터 총에

지 소비량,총칼로리 섭취량,칼슘 지방 등의 섭취량을 구하 고,

한 양사회에서 개발한 CANPro3.0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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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CategoricalCutPoints

Elevatedwaistcircumference
Populationand

country-specificdefinitions

Elevatedtriglyceride(drug
treatmentforelevatedtriglyceride

isalternateindicator)
≥150mg/dL

ReducedHDL_C(drugtreatment
forelevatedHDLisalternate

indicator)

〈 40mg/dLinmales
〈 50mg/dLinfemales

Elevatedbloodpressure(
antihypertensivedrugtreatmentin
apatientwithahistoryof
hypertensionisanalternate

indicator)

Systolic≥ 130and/or
diastolic≥ 85mmHg

　Elevatedfastingglucose(drug
treatmentofelevatedglucoseisan

alternateindicator)
≥ 100mg/dL

Table3-3.MetabolicsyndromedefinitionIDF-NCEPATPIII

IDF:InternationalDiabetesFederation,NCEP-ATPIII;ThirdReportof

theAdultTreatmentPanel,NationalCholesterolEducationProgram,

HDL:BodyMassIndex



-32-

2. 상유 자 선택과 유 체 분석과정

문헌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사증후군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SNP에 하여 검토하 다.그리고 사 에 연구에 동의한 수진자들을

상으로 채 시 추가로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튜 에

4cc이상의 액을 따로 뽑아서 QIAampDNA MiniKit(QiagenInc.,

Chatsworth,CA.)를 사용하여 DNA 샘 을 얻었다.Genotyping은 주로

TaqManplatform (Appliedbiosystems,ABIprism 7900)을 사용하기

하여 에서 검토한 SNPsite들에 해 각각 라이머와 로 를 만

들어서 assay를 시행하 다.선정한 각 SNP에 하여 모든 분석을 실

시한 후 각 SNP에 하여 10개씩 뽑아서 재 이 되는지도 검토하 다.

1.GWAS(Genome-wideassociationstudy)에서 사증후군과 연 성

이 밝 진 SNP들

2.다수의 연구에서 재 되는 SNP들

3.통계 유의성이 강한 SNP들

4. 사증후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표 SNP들

이 LD가 0.6이상이고 염기서열이 분석된 자료 4개의 련 유 자

에서 하디-와인버그 평형이 배되거나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minor

allele을 가진 유 자 다형성을 제외한 3개의 유 자 다형성 자료를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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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and
Locus NCBISNPClusterID,Frequency Function

dbSNP
number

Alternativename Allele frequency
(Hapmap ;HCB)

function/location

PPARγ
3p25.3

rs2960422

rs1801282

rs10510418

rs2938392

rs3856806

Pro12Ala

Ala/Pro

His477His,

161C>T,1431C>T

A(0.43)/G(0.57)

C(0.956)/T(0.044)

A(0.867)/C(0.133)

C(0.349)/T(0.651)

C(0.767)/T(0.233)

promoter

ExonB:nonsynonymous

Intron2

Intron5

Exon6:synonymousHis/His

LEP
7q32

rs7799039
rs2167270

-2548G>A.
19A>G

A(0.744)/G(0.256)
A(0.188)/G(0.812)

promoter
5’UTR

LEPR
1p31.2

rs1137100

rs1137101

rs8179183

K109R,
Lys109Arg

5193G>A, Q223R,
Gln223Arg

K656N,Lys656Asn

A(0.144)/G(0.856)

A(0.111)/G(0.889)

C(0.022)/G(0.978)

Exon4:nonsynonymousLys/Arg

Exon6 :nonsynonymous Gln/
Arg

Exon14: nonsynonymous
Lys/Asn

ADIPOQ rs266729 -11377G>C C(0.7)/G(0.3) promoter

Table3-4.summaryofcandidategeneandS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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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27
rs2241766

rs1501299

45T>G,Gly15Gly

276G>T

NoHapmapdata

A(0.322)/C(0.678)

Exon2:synonymousGly/Gly

Intr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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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통계 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일반선형모델,다변량분석과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사용한 SPSS는 version17(SPSS Inc,

Chicago,IL.)이다.유의수 0.05이하로 확정하 으며 모든 변수는 나

이,흡연,음주,총 에 지소비량,총칼로리,탄수화물,단백질 등 기본

양소 섭취량을 고려하여 보정하 다.이 자료는 익명화된 자료이며,260

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내제되어 있고 유 자변이에 미치는 향이 큰 혼

란변수를 제어하기 한 비연구를 진행하 다.이 비연구에서는 각

SNP별로 riskallele존재여부에 따라서 각종 사증후군의 지표가 달라

지는지 linearregression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며,이는 나이와 주요 생활

습 을 covariance로 선정하여 각 모델에 따라 통계검증을 하 다

(Table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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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SNPs

Gene PPARγ ADIPOQ

SNP -32648A/C IVS5+357
A/G

P12A 161C>T -11377C>
G

45T>G 276G>T

rs
number

rs10510418 rs2938292 rs1801282 rs3856806 rs266729 rs2241766 rs1501299

SNP
analysis

Major A A C C C T G

Minor C G G T G G T

Freq.
Major

0.771 0.547 0.979 0.885 0.667 0.688 0.740

Freq.
Minor

0.229 0.453 0.021 0.115 0.333 0.453 0.260

LD
block

r2=0.35D=0.91 r2=0.164D=1 　 r2=0.16D=1

HWE
test(p=)

0.227 0.519 0.883 0.599 0.386 0.834 0.577

TF
binding

HMG-lY,B
RC-z4

Barbie
box

　 　 sp-1 　 　

GWA GWA non-syn syn promoter syn intron2
Obesity
parameter

waist 0.7754 0.9484 0.6134 0.4588 0.1979 0.6128 0.1058

WHR 0.5186 0.9982 0.5643 0.801 0.149 0.943 0.187
BMI 0.9553 0.495 0.7372 0.444 0.6357 0.342 0.0256

% fat 0.9914 0.928 0.3103 0.1243 0.2299 0.6153 0.0467

LBM 0.8366 0.1948 0.8551 0.9638 0.6996 0.6672 0.3186

Metabolic systolic
BP

0.1622 0.3616 0.0465 0.704 0.1289 0.5641 0.496

Table3-5.SelectedS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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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glucose 0.6144 0.763 0.3017 0.4814 0.9969 0.9553 0.7481
TG 0.8481 0.2426 0.8305 0.499 0.8515 0.5698 0.2422

HDL 0.9697 0.0068 0.5484 0.7249 0.2726 0.7106 0.1244
MetS. 0.1835 0.0888 0.4309 0.1486 0.6845 0.8523 0.4111

Gene/
SNPs

Gene LEP LEPR

SNP -2548A/G 19G/A R109K R223Q K656N
rs

number
rs7799039 rs2167270 rs113710

0
rs1137101 rs8179183

SNP
analysis

Major A G G G G
Minor G A A A C

Freq
Major

0.760 0.771 0.745 0.833 0.921

Freq
Minor

0.240 0.229 0.255 0.167 0.079

LD
block

r2=0.94D=1 r2=0.215D=0.6 　

HWE
test(p=)

0.550 0.214 0.961 0.729 0.474

TF
binding

PPARγ,
SPz1

AML-1,C
hopCEBP

　 　 　

promoter 5UTR non-syn non-syn non-syn
Obesity
parameter

waist 0.366 0.366 0.0773 0.6434 0.0015

WHR 0.1891 0.1891 0.1329 0.5962 0.0076

BMI 0.8755 0.8755 0.5183 0.8772 0.3202
% fat 0.6954 0.6954 0.0497 0.4213 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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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 0.4889 0.4889 0.5521 0.4242 0.3449
Metabolic

parameter

systolic
BP

0.0252 0.0252 0.5364 0.4457 0.896

glucose 0.5051 0.5051 0.2202 0.9652 0.3303
TG 0.5424 0.5424 0.9303 0.6283 0.0127

HDL 0.21 0.21 0.1612 0.2934 0.6314
MetS. 0.5738 0.5738 0.7372 0.6769 0.0097

MAF:MinorAlleleFrequency, HWE:Hardy-WeinbergEquilibrium.LD block:LinkageDisequilibrium Block,

TFbinding:transcriptionfactorbindingBP:BloodPressure, TC: TotalCholesterol,HDL:HighDensity
Lipoprotein,TG:Triglyceride.WHR:Waist-Hipratio,BMI:BodyMassIndex,LBM:LeanBodymass,

Mets.:Metabolic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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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Genomicdataof3candidateSNPs

Gene Symbol PPARγ ADIPOQ LEPR

SNP rs2938392 rs1501299 rs8179183

Major A G G

Minor G T C

FreqMajor 0.547 0.688 0.921

FreqMinor 0.453 0.453 0.079
Genotype(%) AA (30.06) GG(47.34) GG (84.93)

　 AG (49.77) GT (43.91) GC (14.17)

　 GG (20.15) TT (0.08) CC (0.01)

HWE;p-value 0.74 0.26 0.21

제 4장 결과

제 1 Genomicdata

907명의 연구 상자의 모든 분석된 유 자 데이터는 Table4-1과 같다.

SNP: Single-nucleotide polymorphism, HWE: Hardy-Weinberg

Equilibrium

LEPR 유 자의 빈도가 낮은 립유 자형(MAF: minor allele

frequency)으로 인해 GC군과 CC군을 병합하여 분석하 으며,상기 분석

된 유 자는 하디-와인버그 평형(HWE:Hardy-WeinbergEquilibrium

)에 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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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LEPR

Rs8179183의 유 자형 그룹의 분포는 table4-2와 같다.GG동형 합자

는 85.6% 이며 GC+CC유 자형은 14.4%다.각 혼란변수를 보정하 으

며 GG 그룹의 waist는 88.85±8.00(cm)으로 GC+CC 그룹의 waist

89.09±8.19(cm)보다 P=0.0599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다른 비

만 련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 GG동형 합자 그룹이

GG+CC그룹보다 HDL과 glucose값이 각각 55.19±13.53mg/dLvs.

52.49±12.58 mg/dL,p=0.0115 , 86.83±18.49mg/dL vs.89.80±19.35,

p=0.056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4-2).GC+CC그룹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41.18%로 GG 그룹의 33.64%보다 상 으로 높았다.(　odds

ratio1.46,95% CI[0.96-2.09]p=0.0768)(figur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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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PR(rs817983)

variables GG GC+CC

number(%) 767(85.6%) 128(14.4%)

age(years) 65.39±4.97 64.94±7.78 p=0.5270

BMI(kg/cm2) 24.21±2.79 24.17±3.04 p=0.6959

body%fat 34.68±5.00 34.59±5.71 p=0.8775

waist(cm) 88.85±8.00 89.09±8.19 p=0.0599

SystolicBP 131.36±16.14 131.45±16.67 p=0.5057

DiastolicBP 76.95±9.43 75.60±9.19 p=0.8214

TC(mg/dL) 189.97±34.60 184.34±34.60 p=0.2276

HDL(mg/dL) 55.19±13.53 52.49±12.49 p=0.0115§

TG(mg/dL) 125.86±71.43 131.20±68.20 p=0.0768

glucose 86.83±18.49 89.80±18.45 p=0.0564

Table4-2.Differencesofmetabolicdataaccordingtocandidate

genotypesrs8179183

§p<0.05, BMI:BodyMassIndex,BP:BloodPressure, TC: Total

Cholesterol,HDL:HighDensityLipoprotein,TG:Triglyceride.

Adjustedbyage,alcoholdrink,smoking,totalenergyexpenditure,

totalcalorie,carbohydrateintake,totalfatintake,totalprotein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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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 Prevalenceofmetabolicsyndrome(rs8179183)　

oddsratio1.46,95% CI[0.96-2.09]p=0.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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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DIPOQ

Rs1501299의 유 자형 그룹의 분포는 table4-3과 같다.GG동형 합자

는 47.3% 이며 GT+TT 유 자형은 52.7%다.각 혼란변수를 보정하여

도 GG 그룹의 glucose 는 85.68±15.38(mg/dL)로 GT+TT 그룹의

glucose88.68±21.04(mg/dL)와 P=0.0375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다른 비만 련 GT+TT 그룹의 비만 련 값은 GG그룹의 그것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다른 사증후군 련 값도 glucose를 제외하고

마찬가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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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OQ(rs1501299)

variables GG GT+TT p-value

number(%) 428(47.3%) 476(52.7%)

age(years) 65.48±5.07 65.17±5.80 p=0.4114

BMI(kg/cm2) 24.19±2.78 24.26±2.83 p=0.2224

body%fat 34.66±4.96 34.73±5.18 p=0.7363

waist(cm) 88.88±7.77 88.97±8.16 p=0.6974

SystolicBP 130.81±16.06 132.02±16.34 p=0.6712

DiastolicBP 76.63±9.52 76.93±9.23 p=0.6721

TC(mg/dL) 189.68±34.32 188.57±34.80 p=0.4934

HDL(mg/dL) 54.27±12.95 55.05±13.85 p=0.1036

TG(mg/dL) 127.48±65.77 126.61±75.68 p=0.4934

glucose 85.68±15.38 88.68±21.04 p=0.0375§

Table4-3.Differencesofmetabolicdataaccordingtocandidate

genotypesrs1501299

§ OR 0.95(0.76-1.19)p<0.05,BMI:BodyMassIndex,BP:Blood

Pressure, TC: TotalCholesterol,HDL:HighDensityLipoprotein,

TG:Triglyceride.

Adjustedbyage,alcoholdrink,smoking,totalenergyexpenditure,

totalcalorie,carbohydrateintake,totalfatintake,totalprotein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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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PPARγ

Rs2938392의 유 자형 그룹의 분포는 table4-4와 같다.AA동형 합자

는 30.06% 이며 AG+GG 유 자형은 69.86%다.각 혼란변수를 보정하

으며 각 그룹간의 비만 련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4-4).

AG+GG 그룹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37.6%로 AA그룹의 29.3%보다 상

으로 높았다.(　oddsratio1.39,95% CI[1.13-1.71]p=0.007)(

tabl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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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Rγ (rs2938392)

variables AA AG+GG

number(%) 270(30.0%) 628(70.0%)

age(years) 65.73±5.18 65.15±5.59 p=0.4959

BMI(kg/cm2) 24.30±2.68 24.17±2.87 p=0.4397

body%fat 34.94±4.66 34.55±5.27 p=0.6302

waist(cm) 89.05±7.46 88.79±8.17 p=0.3379

SystolicBP 131.15±15.19 131.66±16.63 p=0.6679

DiastolicBP 76.89±8.39 76.77±9.74 p=0.4887

TC(mg/dL) 187.89±34.81 189.43±34.42 p=0.4934

HDL(mg/dL) 54.46±13.44 54.80±13.46 p=0.1036

TG(mg/dL) 124.61±69.24 128.23±72.16 p=0.4934

glucose 87.46±18.76 87.21±18.57 p=0.6275

Table4-4.Differencesofmetabolicdataaccordingtocandidate

genotypesrs2938392

 
 BMI:Body Mass Index ,BP:Blood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HDL:HighDensityLipoprotein,TG:Triglyceride.

Adjustedbyage,alcoholdrink,smoking,totalenergyexpenditure,

totalcalorie,carbohydrateintake,totalfatintake,totalprotein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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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syndrome

PPARγ (rs2938392)

AA AG+GG

total:n(%) 270(30.0%) 628(70.0%)

no: n(%) 191(70.7%) 392(62.4%)

yes:n(%) 79(29.3%) 236(37.6%)

OR(95% CI) 1.39(1.13,1.71)

p-value p=0.007

Table 4-5 Odds ratio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candidate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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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유 자-유 자 상호작용

두 개 SNPrs2938392와 rs8179183을 지닌 사증후군 각각의 그룹간의

유 자-유 자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PPARγ의 AAgenotype과 LEPR

의 GG genotype의 상호작용은 28.6%이지만 PPARγ의 AG+GG

genotype과 LEPR의 GC+CC genotype의 상호작용은 44.1%(OR=1.97,

p=0.003)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igure4-2).

Figure 4-2. LEPR-PPARγ interaction for prevalence of

metabolic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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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토 론

이 논문에서는 렙틴수용체(LEPR)유 자의 엑손(exon) 역에서 3개

(Lys109Argrs1137100,Gln223Argrs1137101,Lys656Asnrs8179183)의

SNP와 LEP 유 자의 (rs7799039,rs2167270)SNP, 아디포넥틴

(ADIPOQ)유 자의 인트론(intron)２ 역에서 +276G>T rs1501299와

엑손(exon)2 역에서의 +45T>G rs2241766, 로모터(promotor) 역의

–11377G>Crs266729그리고 PPARγ 의 5가지 (ExonB에 치하는

rs1801282외에 Exon6의 rs3856806,promoter에 치하는 rs2960422,

Intron2,Intron5의 각각 rs10510418,rs2938392)를 포함한 13종류

의 유 자형(genotype)을 분석하 다.이 통계 으로 유의한 3가지

종류의 유 자형에 한 사증후군과의 연 성을 기술하 다.

본 연구결과인 rs8179183 (K656N)의 유 자형과 립형질(allele)은

HDL-cholesterol의 농도와 연 성이 있었다.이는 Kim JY등의 연

구[157]와 Chavez LI등 연구[15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DL은

1mg/dL 올라갈 때 마다 2%~3% 심장질환이 어들기 때문에,높은

HDL수치는 유 일 확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9].

사증후군에서의 HDL의 기 만 남녀가 다른 이유다. 사증후군의

heritability는 10~42%라고 알려졌는데[160],인종마다 조 달라서 가계

연구를 통해 HispanicAmerican의 연구[161]에서는 24%,China가계연

구[162]에서는 42% 다.본 연구에서는 복부비만과 고 압,고 성지방

증,고 당, HDL콜 스테롤 증 3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를

사증후군으로 정의하 다.따라서 고 압과 당뇨가 없더라도 이상지질

증과 복부비만만 있어도 사증후군에 해당한다.더군다나 폐경이후에

는 근육(leanmass)이 어들고,운동 시 지방 산화와 에 지소비량이

어들며,기 사량도 감소[19]하기 때문에 폐경 과 몸의 사기능이

달라진다.HDL은 폐경이후에 HDL2가 25% 감소하는 반면에 HDL3은

증가한다.HDL3보다 HDL2가 총HDL보다 심장보호효과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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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수치와 복부 비만을 좌우하게 된다[163].TG는 폐경 기에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 비해 16% 정도 증가하며,남성보다는 심뇌

질환의 측인자이며,폐경이후의 이러한 TG의 증가와 복부비만이

폐경여성의 사증후군과 더욱 연 이 있어 보인다[164].

한 본 연구결과는 폐경 후 여성에서 rs1137100,rs1137101,rs8179183

의 유 형과 복부비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WautersM 등의 연구[165]

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본 연구결과와 다른 은 LEP-2548G>A

를 더하여 분석해본 폐경 후 여성 148명의 연구에서는 허리둘 와 총콜

스테롤 TG의 증가와 연 이 있었다[166]. 하지만 스웨덴과 멕시코에

서 이루어진 같은 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상기 SNP와 압,

BMI,렙틴 수치, 당과는 연 이 없었다[167,168].

렙틴과 렙틴의 수용체 본 연구에서 분석한 rs8179183의 유 체다형성과

사성질환에 있어서 렙틴 항성으로 인해 행동 조 에 양성되먹임을 하

는 것으로 보이며,특히 허리둘 등의 인종특성을 반 한 proinflammatory

기 이 그 간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종과 지역,환경특성에 따라 결

과도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70].렙틴 수용체에 결

합하여 섭식 습 과 에 지 균형을 조 을 하는 렙틴에 비해 아디포넥틴의

유 자 ADIPOQ는 사증후군의 민감한 유 체로 알려져 있고,제2형 당뇨

와 심 질환에도 연 성이 있다[88-94]. 최근에는 렙틴 같은

proinflammatoryhormone과 아디포넥틴 같은 anti-inflammatory호르몬의

비율인 LAR(Leptin-AdiponectinRatio)나 유 자 환경 상호작용에 최근에

는 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렙틴과 아디포넥틴은 불 성 염증이

나 인슐린 항성에 있어 서로 다른 향을 미치고,렙틴은 TNF-α 와

IL-6같은 proinflammatorycytokine과 같이 제2형 당뇨에 향을 미치는 반

면에 아디포넥틴은 anti-inflammatorycytokine성격과 염증을 일으키는 여

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의 수용체가 down-regulation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171].아디포넥틴에 련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SNPs(−11377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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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G,+276G>T)가 주요 상 부 다.이 −11377C>GSNP

의 결과는 일 이지는 않지만 낮은 아디포넥틴 수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역상 계를 가지는 경향이 보인다[94,108,110,172-176].고 압의 발생

험[174],직장 장암의 발생 험[175,177]등도 보고하고 있지만 C 립유

자군은 높은 BMI와 비만 험과 한 연 있으며[104,178],고 당 제2형

당뇨의 험과도 연 있다[172,179].한국인을 상으로 한 +45T>G,

+276G>T연구 논문 916명 성인 상으로 한 LeeYY[120]연구에서

는 metabolicmarker인 인슐린 항성과 련성이 없다고 보고하 으나,

1,622명 한국인 은 청년을 상으로 한 LeeJ-Y [180]연구에서는 +45T

>GSNP에서 T동형 합자가 인슐린 항성과 련 있으며,+276G>T

SNP에서는 GT+TT유 자형이 인슐린 항성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반

된 결과가 나왔다.상기와 같은 연구의 Outcomemeasurement인 생화학

지표를 어떤 것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를 들어

인슐린의 항성을 나타내는 HOMA-IR(homeostatic model

assessment-Insulinresistance)index수치를 outcomemeasurements로 하

더니 SNP−11377G>C와 CC동형 합자의 계에서 이 수치가 유의

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181]같은 설계는 가치가 있어 보인다.이의 기 으

로서 minorGallele가 있는 상자는 AdipoQpromoter에 결합하는 사효

소(transcriptionfactor)Sp1의 친화도를 감소시킨다는 실험결과로 설명하기

도 하 다[182].본 연구에서는 인슐린 항성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사증

후군의 요소인 생화학 지표만 사용한 것이 한계로 작용하 다.

Silent+45T>GSNP가 낮은 아디포넥틴 수치[183,184],높은 BMI와 낮

은 인슐린 감수성[183,185]고 당과 제2형 당뇨의 높은 험인자 [184-189],

고지 증 [183,184]을 포함하여 사증후군과 연 성이 강하게 있다는 것이

밝 지기도 했다.이에 반해 T allele는 일반 으로 높은 아디포넥틴 수치

[187] 낮은 체 [123,183]과 통계 으로 유의하 다.일부 연구에서 다른 결

과가 나오거나 연 성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체 경향은 이란,일

본,유럽 코카시안 인종에서 명확하게 연 성이 있어 보인다[137,185,186].

다른 연구에서도 +45는 +276G >T SNP와 더불어 사성증후군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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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강력하게 연 된 것이라는 것이 밝 지기도 했다 [189-191].결론

으로 +276G>TSNP의 Gallele는 낮은 인슐린 감수성,제2형 당뇨의

험도,낮은 아디포넥틴 수치,고지 증과 연 성이 있다.이 외에도 많은 연

구자들이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물론 유 자표 형과 사성 질환의 표지자

수치상의 요한 상호작용을 혼란 변수를 제어한 한 통계 차를 밟

은 것이며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논문의 상 SNP는 아니지만 Aallele를 지니고 있는 상자의 아디

포넥틴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SNP−11391G>A”기존연구

들에서, GG allele를 지닌 상자보다 아디포넥틴 수치가 더 높다는 것이

밝 져 “SNP−11391G>A”부 에서 아디포넥틴 수치와 연 성 있다는

것이 다수 일 인 결과로 밝 졌다[104,110,117,172,176,192](table5-1).

실험실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재 해 내었는데,Aallele를 지닌 SNP는

AdipoQ의 로모터 활성도를 증가시켰다[193].높은 아디포넥틴 수치의 유

병률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건강이 향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직 한 연구,이태리 코카시안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의 험인자인 BMI,체 ,허리-골반 둘 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194].반면에 3개의 논문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A allele를 지닌 유

럽 아동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아디포넥틴 수치가 성인에 가까울 정도로 높

게 나왔는데 공복 insulin과 HOMA-IR과 연 성이 없었다[195].두 번째는

랑스 코카시언을 상으로 한 비만환자와 병 인 비만환자의 SNP가 낮은

아디포넥틴 수치와 연 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낮은 인슐린 감수성과 제2형

당뇨의 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4].세 번째 연구에서, 랑스 코카

시언을 상으로 한 연구인데 GAgenotype과 고 당의 험요소와 역시 연

성이 있었다[185].거의 모든 A allele와 아디포넥틴의 높은 수치와 연

성이 있다[104,110,117,172,176192-194]는 것은 지 까지의 연구결과로 일

된 결과로 확실하지만 사성 질환을 방하지 못하고,어떤 인구집단에서는

GA와 AA를 지닌 상자에서 증가된 아디포넥틴 수치는 무 작은 사

성 이득이 보인다는 것이 밝 지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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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G
>A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French
Caucasians .0001 [94]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Hispanic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18.8
9 .0001 [98]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Caucasian
women

36.9
3 .0006 [110]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Caucasian
and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29.4
1 .002 [117]

Aallele

loweradiponectinlevels,
lowerinsulinsensitivity,
andhigherriskofT2DM
inobesesubjects

French
Caucasians
(lean/obese

)

32.0
1 .0003 [172]

GA
carriers

increasedriskfor
becoming
hyperglycemic/diabetic

French
Caucasians [185]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Caucasians
19.0
5 .0005 [192]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inobesechildren

French
Caucasians
(obese/lean

)

.005 [193]

Aallele
carriers

lowerweight,waistand
hipcircumferencesand
BMI

Italian [194]

Aallele
higheradiponectinlevels,
higherBMI,andobesity

Childrenof
European
origin

13.3
9
6.00E
-08 [195]

 

Position Parameter association Population

Adipo
nectin
level(
%
chang
e)

value
Refer
ence

 

Table5-1.SNP(rs17300539)intheotherADIPOQ gene,ADIPOQ

BMI:BodyMas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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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만,인슐린 항성과 사증후군에서 자주 언 되는 유 자 다형

성은 rs1801282( Pro12Ala)이다[136-138,149,196,197].이번 연구에

서 PPARγ 유 자 Exon B 에 치하는 rs1801282외에 Exon 6,

promoter, Intron2,Intron5의 rs3856806,rs2960422,rs10510418,

rs2938392를 분석하 다.그 렙틴수용체의 rs8179183과의 상호작용

을 보인 사증후군과 연 이 있는 유 자는 Intron 5 에 치하는

PPARγ 유 자 rs2938392 다.이 유 자는 사증후군의 요소인 BMI

와 연 이 있다는 ChenL.[198]과 SaezNE.[199]등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 다.AdipoQ의 rs2241766은 hapmapdata가 없기 때문에 rs1501299

를 연구 상으로 삼았다.이 두 가지 SNP은 비알콜성 간질환과도 연

있으며[200],그 기 은 아디포넥틴매개 pathway를 통해 인슐린 항성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7]. 한 본 연구에서 보여

rs8179183렙틴수용체 유 자는 혼란 변수를 제어하고도 rs2938392PPAR

γ와의 유 자 상호작용을 보여주었으나 rs1501299AdipoQ 아디포넥틴

유 자와는 상호작용이 없었다.PPARγ는 임상에서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thiazolidinedione(TZD)계 약물을 활용하고 있다.이 약물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킨다[133].따라서 PPARγ에 선택 으로 작용하

며,TZD의 insulinsensitizingeffect는 PPARγ의 유 자 발 과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특정질환의 유병률과 상 계가 매우 높은 유

자 다형성이 밝 지면 유 자들의 발 을 조 함으로써 질병을 방할

수 있다.약물로 유 자 발 을 조 할 수도 있지만,필요한 양소가 함

유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epigenetics에서 연구되고 있다. 사

증후군은 방 가능한 심 계 당 사 질환의 험요인 의 하나이

기 때문에 약물을 통한 치료에 한 연구보다도 신체활동량의 하와 함

께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차 변화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칼슘

등의 양소들과 아디포넥틴과의 계의 상 성을 보이지 않았을 뿐더

러.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이 청 아디포넥틴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

[201,202]와는 일치하지는 않았다.당뇨환자에서 청 아디포넥틴 농도가

높은 군에서는 섬유소 섭취가 많았으며[106], 사증후군환자에서는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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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섭취가 권장량의 75%미만으로 섭취한 연구결과[203]가 최근의

연구결과로 발표되었다.이러한 연구에서 살펴보면 사증후군 환자에

있어서 비타민 A,B2와 함께 식이섬유 섭취의 차이가 조군과 통계

으로 의미가 있었는데,칼슘과 나트륨의 섭취와는 계가 없었으며,본

연구에서도 칼슘 나트륨,지방섭취량 등과 아디포넥틴 유 자와의

연 성은 없었다.

유 자 다형성에 따라 식이에 한 사과정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한 감수성 역시 개인의 유 자 다

형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하 다.그러나 연구

상 유 체와 식이와의 계를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통계학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유 자-환경요인 간 상호작용

(interaction)분석 연구는 주로 SNP의 향력(effectsize)만 고려하지

않고 유 요인과 환경 요인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한 향력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유 자 다형성에 따른 사증후군 유병률의 비교에서

LEPR(rs8179183)는 GC+CC유 자형이 GG 유 자형보다(p=0.077),

PPARγ(2938292)에서는 AG+GG 유 자형이 AA유 자형보다(p=0.007)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증후군 험인자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

는 p-interaction 0.003의 범 에서 PPARγ의 AG+GG genotype과

LEPR의 GC+CC genotype의 이형 합자 변이가 있는 경우 사증후군

의 교차비(OR)가 1.97로 유의하게 교차비 증가를 보 다.그러나 한계

도 많다.폐경후의 여성들은 복부비만의 험성이 높고 내장지방이 증가

한다는 사실이 미국의 SWAN(Study ofWomensHealthAcrossthe

Nation),스웨덴 TheWomen'sLifestyleandHealth등의 코호트에서 밝

졌고,본 연구배경에 기술하 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항성

이 생기고 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유 자 때문인지 식이

때문인지 유 자와 환경 상호작용 때문인지를 밝히려면 본연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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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연구를 벗어나 더욱 잘 고안된 연구 설계와 규모 연구 상자와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 혼란변수 통제를 하여야 한다.

INTERHEART 외국의 규모 연구[204]에서는 험인자 비 성심근

경색의 교차비(OR)를 구하여 보건학 으로 방에 활용하는 것은 단면

연구의 좋은 이다.즉 흡연을 하면 2.9배로 당뇨 2.4배,고 압 1.9배

보다 높으며 ,복부비만과 ApoB/ApoA1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1.6

배,3.3배 높다.더욱이 흡연가가 당뇨와 고 압을 앓고 있다면 13배,여

기에 고지 증이 있다면 32.4배,여기에 복부비만이 더하여 5가지 험요

소가 있다면 68.5배라고 한다.이 연구는 단면연구지만 험비를 산출하

여 실질 인 교정 가능한 험인자를 수치화하여 나타난 사례이다.단면

연구의 한계인 “type2error”즉 틀린 귀무가설을 마치 옳은 가설로 받

아들여 우연한 통계 인 유의성을 보이고 임상 련성이 없는 것을 결

론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극복하기 해서는 국가 인 코호트와 사체

기반 신규 바이오마커를 평가하고 검증하며 한국인 사증후군의 진단

기 을 표 화하여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새로운 비만 련 사증후군 유 체연구결과가 쏟

아지듯이 나왔다.비만 발병에 향을 주는 97개의 유 자-유 형이 발

견되었으나 각각 한 개의 유 자-유 형의 비만 발병 향력은 크지 않

았다.평균 으로 각각 유 형은 BMI0.1kg/m2차이 효과 즉 체 300g

차이 효과정도 이었다[205]는 GWAS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약간

충격 인 보고를 비롯하여,체 유 율 (heritability) 아직 못 찾은

부분은 별로 없고 기존 가계도 기반 유 율이 무 높게 상된 것이라

고 주장한 주장도 나왔다[206].지 까지 연구된 부분의 SNP이 통계

유의성을 보 으나 질병발생 향이 교차비가 1.1～1.5정도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intron intergenicregion등에 치하고

있어 그 기능 연 성을 추론하기 어려우며[207]기존의 임상 정보에

비해 추가되는 정보가 무시할 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수만 명 을

상으로 수행한 장유 체 연구결과를 다 합쳐도 기존의 가족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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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연구에서 측정된 multifactorialchornicdisease의 heritability30～

70% 2～5%만 설명할 수 있을 뿐 missingheritability[208]와 같은

유 자와 질환의 연 성을 밝히기 어렵고,SNP의 일부 생화학 표지자

에 미치는 향은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서 bias를 내포할 가능성이 많

다.그러나 비만 련 사증후군에 있어 처음으로 폐경 후 한국여성을

상으로 한 일부 유 자의 기능에 한 본 연구가 이들 그룹에 한 유

기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최근 질병으로 두되

고 있는 비만과 사증후군의 기 연구 폐경 후 여성의 병태생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이에 한 유 -환경 상호작용에 향

을 미치는 다수의 유 체요인과 환경 요인을 내포한 개인 인 차를 밝

히는 노력은 여 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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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ssociationbetweenvariants

ofleptin(LEP),adiponectin

(ADIPOQ) andObesity-Related

metabolicsyndromeinKorean

PostmenopausalWomen

HongSeungKwon

Bioinformatics,Medicin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Weanalyzed thepolymorphism ofthegenesLEPR,ADIPOQ and

PPARγ in907postmenopausalwomentodemonstratetherelationship

betweengeneticvariantsofobesity-relatedgenesandthecomponents

ofmetabolic syndrome in postmenopausalwomen.The results

showed glucose levelwere higher in the GT+TT genotype of

rs1501299ofADIPOQ geneandtheGC+CC genotypesofrs8179183

ofLEPR gene.HDL cholesterolwashigherintheGG genotypeof

rs8179183ofLEPRgene.Theprevalenceofmetabolicsyndrome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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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intheAG+GGgenotypeofrs2938392ofPPARγ geneandthe

GC+CCgenotypeofrs8179183ofLEPRgene.

keywords:MetabolicSyndrome,Postmenopause,LEPR,

ADIPOQ,PPARγ gene,SingleNucleotidePoly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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