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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발생과 내장지방조직 및 아디포카인과의 연관성
Associations of Visceral Adipose Tissue and Adipokines with Incident Acute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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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obesity)은 만성염증을 유도하고 인슐린 저항성 및

Study Offspring cohort에서 multidetector CT를 이용하여

죽상경화증을 야기하여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구한 내장지방조직이 다른 전통적인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에도 독립적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였음을 보고한 논

비만은 과도한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건

문이 대표적이다.

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들

연구에서는 대상군인 70~79세의 노인 인구에서 허리둘레,

을 통하여 복부 즉 내장에 축적되어있는 지방이 피하지방보

허리-종아리 비(waist-thigh ratio), 이중 에너지 엑스선 흡수

다 비만 관련 대사질환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법으로 측정된 총 지방량(fat mass)과 같은 total adiposity

보고되었다. 비만도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지표들로는 전반

로 평가된 비만도는 심근경색 발생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적인 지방도를 평가하는 체질량지수가 있으며, 복부지방상

CT로 측정한 내장지방면적, 내장지방면적/피하지방면적비,

태를 평가할 수 있는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 비율과 같

내장지방면적/지방량은 다른 심혈관질환의 전통적 위험인자

4)

그 중 Nicklas 등의 Health ABC study

은 인체계측학적 방법이 있다. 비록 상반된 결과들을 보인

들을 보정한 후에도 특히 여성에서 심근경색 발생의 유의한

연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지방도보다는 복부

3)
예측인자로 보고되었다. 과다한 내장지방이 심근경색 발생

지방조직과 이소성 지방(ectopic fat)과 같은 병적인 지방조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첫

직을 평가하는 것이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및 사망률 예측에

번째가 해부학적인 측면으로, 내장지방의 혈관은 간문맥순

더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복부 내장지방과 관상동맥질

환을 통해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직접 유입될 수 있기 때

환의 연관성을 평가할 때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문에 간에서 고인슐린혈증, 중성지방의 생성 및 분비증가를

tomography, CT) 혹은 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야기하게 된다. 두 번째는 생리적, 분자적 측면에서 내장지

내장지방조직(visceral fat tissue, VFT)의 양을 평가하여 관

방조직은 피하지방조직에 비해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상동맥질환 위험인자들과 비교하는 것이 허리둘레나 허리

의 기능이 증가되어있고 지방분해억제 수용체의 기능이 떨

둘레-둔부 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관찰된 연관

어져있어서 지방분해가 더 가속화되어 많은 양의 유리지방

1)

그러나 관상동

산이 분비가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내장지방조직은 피하지

맥질환의 위험인자가 아니라 실제 관상동맥질환 발생과 CT

방조직에 비해서 항염증작용, 항동맥경화작용을 하는 아디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한 내장지방과의 관련성을 본

포카인의 발현 및 분비는 적고, 염증을 유발하는 아디포카

연구는 많지 않다. 일본계 미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내장

인들의 분비는 더 많다는 것이다.

성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5,6)

지방조직이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유의한 예측인자임을 보

비만이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

2)
고한 전향 연구와 , 노인 인구에서 내장지방조직과 심근경

을 하는 물질이 아디포카인(adipokine)이라는 펩타이드이다.

색과의 연관성을 본 연구가 있었으며3), Framingham Heart

아디포카인은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포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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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을 구성하는

남성에서 이후 추적 4.4년 내에 다시 심혈관질환이 재 발생

대식세포, 내피세포, 면역세포와 같은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

하게 되는 위험을 평가하였고, 가장 높은 사분위수의 기저

되는 물질로, 자가분비(autocrine), 측분비(paracrine) 혹은

혈청 렙틴 농도를 보이는 군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이는

내분비(endocrine)적으로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내어 지방조

환자군보다 의미있게 사건 재 발생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

직이 다른 비지방조직과 장기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개

으며, 혈청 아디포넥틴은 심혈관사건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역할을 한다. 1992년 IL-6가 발견되고 다음 해 TNF-α가 발

으로 보고하였다.

견된 이후, 1994년 leptin 의 발견으로 지방조직이 단순히

동맥 중재술을 시행받은 남성에서 기저 혈청 아디포넥틴은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라 내분비기관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

1년 후 발생한 major adverse cardiac events의 의미있는 예

었고

곧이어

adiponectin,

PAI(plasminogen

12)

이와는 반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

activator

측인자였으나 렙틴과 resistin은 관련성이 없었음이 보고된

inhibitor)-1, angiotensinogen, serum amyloid A, resistin,

바 있어, 아직까지도 급성심근경색 발생 및 이후 재 발생,

RBP(retinol binding protein)-4, lipocalin-2, apelin, vaspin,

예후 예측 측면에서 아디포카인의 역할은 일관된 결과를 보

visfatin, omentin, 2007년 chemerin 까지 계속해서 아디포

이지 않아 확정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7)

13)

상반된 결과

에 대한 이유로 설명되는 것 중의 하나가 compensatory

카인에 대한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디포넥틴(adiponectin)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

response이다. 예를 들면, 심혈관 보호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졌고 “Good adipokine”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간과 근

생각되는 아디포넥틴과 IL-10이 급성심근경색 때 증가되어

육에서는 AMP-activated protein kinase를 활성화함으로써

있는 경우, 그 가능한 기전을 혈관 손상에 대한 보상적 상승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간에서 포도당신생합성 관련

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14)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항당뇨병 효과를 나타내고,

대한비만학회지 21권 1호에 게재된 이 등15)의 논문 “급

혈관부착물질(vascular adhesion molecule) 발현을 억제하

성심근경색에서 내장지방면적과 adipocytokines의 영향: 환

고 대식세포가 포말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항

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복부 CT를 이용하여 내장지방량을

동맥경화 효과를 보이며, NF-κb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

직접 측정하여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남, 녀

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디포넥틴과

각각에서 급성심근경색군이 대조군보다 내장지방양이 더

관상동맥과의 연구들을 보면, 혈청 아디포넥틴 농도가 허혈

많았고, 내장지방면적이 클수록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성 심질환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음이 관찰되었고, 아디포넥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급성심근경색군과 정상 대조군

틴 결핍 쥐에서 관상동맥의 내막 두께가 증가하고 혈관 평

사이에 아디포카인의 농도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을 증명

활근 세포의 증식이 심하게 증가됨을 관찰한 연구도 있었

하였고, 아디포넥틴, IL-10은 낮은 농도일수록 급성 심근경

8)

다. Kojima 등은 34명의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유의한 관

색의 위험도가 증가하였고, TNF-α, leptin, IL-6 농도는 높

상동맥협착이 없는 35명의 대조군보다 혈청 아디포넥틴의

을수록 급성심근경색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여주어 기존 많

9)

농도가 의미있게 낮음을 보고한 바가 있다. 그리고 40~75

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CT를 통해

세의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 대상자인

평가한 내장지방면적을 보정하였고, 보정 후에도 다양한 아

18,22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nested case-control 연구에

디포카인과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

따르면 가장 높은 사분위의 아디포넥틴 농도군이 가장 낮은

여준 연구라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농도군과 비교해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가 61% 낮았으며

하지만 본 연구가 CT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내장지방

이는 혈당상태나 염증을 대변하는 당화혈색소나 CRP를 보

과 피하지방을 별도로 평가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성심

정한 후에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10)

근경색의 위험도와 관련된 인자들을 분석할 때 체지방관련

렙틴(leptin)은 비만 유전자(ob gene)의 산물로서 주로 피

인자 중에서는 내장지방면적만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허리

하지방조직에서 분비되며 전형적인 주된 작용은 혈관-뇌 장

둘레와 체질량지수를 함께 분석하여 내장지방조직이 이들

벽을 통과한 후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

보다 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분석했다면 더

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체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좋은 임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러나 비만의 경우 렙틴 저항성으로 인해 고렙틴혈증이 야기

죽상경화 및 심혈관질환에서 IL-6, IL-10, hsCRP와 같은

되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며 만성 염증 상태를 야기한다.

염증 표지자 및 아디포넥틴이나 렙틴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

특히 렙틴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

은 많이 이루어진 반면, 급성심근경색에서 이들의 역할에

성화시키는데 과렙틴에 의해 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와

면 혈압이 상승되고 심장과 혈관의 비후를 초래하게 되며

대조군 간의 여러 아디포카인 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질환 발병에도 중요한 역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지자들을 심근경색 발생 당시 뿐

할을 하게 된다.

11)

LIPID 연구에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만 아니라 이후 연쇄적으로 여러 차례 측정함으로써 선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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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급

8. Matsuda M, Shimomura I, Sata M, Arita Y, Nishida M,

성심근경색 발생시 측정된 아디포카인의 농도를 층화시키

Maeda N, et al. Role of adiponectin in preventing

고 농도에 따라서 long-term event 발생 위험도 및 예후를

vascular stenosis. J Biol Chem 2002;277:37487-91.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6,17) 주로 아디

9. Kojima S, Funahashi T, Sakamoto T, Miyamoto S,

포넥틴이나 렙틴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Soejima H, Hokamaki J, et al. The variation of plasma

데, 그마저도 기저 농도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았다는 연구

concentrations of a novel, adipocyte derived protein,

와 농도가 높을수록 불량한 예후를 보였다는 연구로 상반된

adiponectin,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확장하여 연구에

Heart 2003;89:667.

포함된 급성심근경색 환자군을 추적하고 주요 심혈관사건

10. Pischon T, Girman CJ, Hotamisligil GS, Rifai N, Hu FB,

발생 및 예후를 관찰하여, 처음 심근경색 발생 당시 측정된

Rimm EB. Plasma adiponectin levels and risk of

adiponectin, leptin, IL-6, IL-10 농도와의 연관성을 관찰해

myocardial infarction in men. JAMA 2004;291:1730-7.

보면 임상적으로 흥미롭고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11. Cooke JP, Oka RK. Does leptin cause vascular disease.

생각된다.

Circulation 2002;106:1904-5.
12. Söderberg S, Colquhoun D, Keech A, Yallop J, Barnes
EH, Pollicino C, et al; LIPID Study Investigators. Le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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