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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은 염증성 chemokine으로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비만, 인슐린저항성, 동맥경화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성인에서, 혈중
MCP-1농도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방법: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내원한 건강검진자 495명을 대상으로 혈중 MCP-1을 측정하
였다. 대사증후군 여부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NHLBI)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총 495명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8 ± 6.3세였고, 이 중 남자는 325명으로 65.3%였다. 이변량 상관
분석상,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공복 인슐린 농도, 중성지방 농도, AST, ALT 등은 혈중 MCP-1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HDL-C 농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사증후군 환자(86명, 17.4%)에서
혈중 log (MCP-1)는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5.78 ± 0.6 vs. 5.63 ± 0.6 pg/mL, P = 0.032), 대사증후군 인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0, 1, 2, ≥ 3), log (MCP-1) 농도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 0.009).
결론: 한국인 성인에서, 혈중 MCP-1 농도는 대사증후군 여부와 대사증후군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염증성 반응과 대사증후군이 관련됨을 시사하며, 전향적 연구를 통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아디포카인, 대사증후군

서

고혈압이 모여서 이루어진 질환군으로 병인에 있어 복부비

론

3)

만 및 지방세포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지방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세계적인 보건의료 문제로 향후 심

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데 비만, 당뇨병 그리고

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관

대사증후군에서는 아디포카인의 분비 변화가 관찰된다.4,6,7)

1,2)

련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비만한 군에서 tumor necrosis factor-α, interleukin-6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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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R & D Systems, Abingdon, UK)를 이용하여 제작자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어 비만 시 지속적인 염증
4,8)

이러한 염증반응이 대

의 매뉴얼에 따라 혈중 MCP-1 농도를 측정하였다. 킷트의

사증후군,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한 기전으로

민감도는 5.0 pg/mL 미만이며 검사 내 및 검사 간 변이 계

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8)

수는 10% 미만이었다. 혈중 MCP-1이 정규분포를 하지 않

설명되고 있다.

MCP-1은 염증반응을 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섬유아

아 로그변환(log (MCP-1))을 실시 후 분석하였다. 대사증

세포, 내피세포, 혈관 내 평활근세포, 단핵구, T-세포 등

후군의 진단 기준은 AHA/NHLBI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9)

염증과 관련된 여러 세포에서 분비된다고 알려져있다.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허리

MCP-1은 비만한 쥐에서 과발현되며 당뇨병 환자에서 높은

둘레에 의한 복부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 23 kg/m2 이상으

9)
혈중 농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의 조사로는 한

로 하였다.

국인에서 대사증후군과 혈중 MCP-1 의 농도의 관계에 대

1) 체질량지수 ≥ 23 kg/m2: 과체중

한 연구가 많지 않아 이에 당뇨병이 동반되지 않은 대사증

2) 공복혈당 ≥ 100 mg/dL

후군 환자에서 MCP-1의 농도를 측정하여 연관성을 분석하

3) 중성지방 ≥ 150 mg/dL

고자 하였다.

4) 저밀도 콜레스테롤 < 40 mg/dL (남자), < 50 mg/dL (여자)
5) 수축기 혈압 ≥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85 mmHg

대상 및 방법

3. 통계

1. 대상

연속변수들은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tudent's
2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495명을 대상으로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연속변수들은 χ -test와

신체계측, 혈압 등을 측정하였고 공복혈당 및 혈중 지질, 혈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변량 분석

중 MCP-1 농도를 측정하였다. 선별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을 위해서는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 분

126 mg/dL 이상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은

석은 PASW Stastistic 18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통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사증후군 여부는 American Heart

적 유의성은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결

(AHA/NHLBI)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였고 허리둘레 값이

과

2

전체 대상자에서 측정되지 못하여, 체질량지수 23 kg/m 이
대상자는 총 495명이었으며 남자는 325명으로 65.3%를

상의 과체중 기준을 복부비만 기준으로 대치하였다.

차지하였다. 평균 연령은 40.8 ± 6.3세였고 평균 체중은

2. 방법

67.0 ± 11.6 kg이었다(Table 1). 이변량 상관 분석상, 체중,

모든 대상자에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고 12

체질량지수, 혈압, 공복 인슐린 농도, 중성지방 농도, AST,

시간 금식 후 혈당, 인슐린, 지질 수치를 측정하였다. 모든

ALT 등은 혈중 MCP-1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환자에서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지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495 subjects
Total population
(N = 495)
Age (years)
40.8 ± 6.3
2
23.6 ± 3.0
BMI (kg/m )
Weight (kg)
67.0 ± 11.6
Fasting glucose (mg/dL)
94.4 ± 12.1
Fasting insulin (uU/mL)
7.0 ± 2.3
AST (mg/dL)
26.9 ± 10.3
ALT (mg/dL)
28.7 ± 21.3
HOMA-IR
1.6 ± 0.6
Total cholesterol (mg/dL)
200.9 ± 35.7
HDL cholesterol (mg/dL)
54.3 ± 11.3
LDL cholesterol (mg/dL)
114.5 ± 28.1
Triglyceride (mg/dL)
132.3 ± 111.2
Systolic BP (mmHg)
112.9 ± 12.2
Diastolic BP (mmHg)
72.6 ± 9.5
Log (MCP-1)
5.7 ± 0.6

Metabolic syndrome
(n = 86)
41.8 ± 5.9
26.3 ± 2.2
76.0 ± 9.0
104.1 ± 21.2
8.1 ± 2.7
31.8 ± 13.7
41.7 ± 30.1
2.1 ± 0.9
213.9 ± 41.2
48.6 ± 9.5
120.1 ± 30.8
227.3 ± 183.2
123.4 ± 13.1
80.0 ± 9.9
5.8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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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tabolic
Syndrome (n = 409)
40.6 ± 6.3
23.1 ± 2.8
65.0 ± 11.2
92.3 ± 7.6
6.7 ± 2.1
25.9 ± 9.2
26.1 ± 17.7
1.5 ± 0.5
198.1 ± 33.8
55.5 ± 11.2
113.2 ± 27.4
112.3 ± 75.5
110.7 ± 10.9
71.1 ± 8.7
5.6 ± 0.6

P-value
0.11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
0.000
0.000
0.00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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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variate correlation between serum MCP-1 levels and metabolic parameters
Variable
r
P value
Age
-0.033
0.465
Weight
0.241
< 0.01
BMI
0.156
< 0.01
SBP
0.176
< 0.01
DBP
0.151
< 0.01
FBS
0.074
0.101
Insulin
-0.104
0.024
AST
0.138
0.002
ALT
0.198
< 0.01
TC
0.065
0.146
TG
0.149
0.001
HDL-C
-0.137
0.002
LDL-C
0.083
0.074
HOMA-IR
-0.070
0.129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earman’s correlation analyses.

Table 3. Number of the subjects with each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defined by AHA/NHLBI criteria
N = 495
Number of subjects (%)
BMI ≥ 23 kg/m2
284 (57.4)
FBS ≥ 100 mg/dL or history of diabetes
109 (21.9)
Systolic BP ≥ 130 mmHg or diastolic BP ≥ 85 mmHg
75 (15.1)
TG ≥ 150 mg/dL
139 (27.9)
HDL-C < 40 in males or < 50 mg/dL in females
73 (14.7)
Subjects with metabolic syndrome
86 (17.4)

Table 4. Comparisons of the mean serum MCP-1 levels (logarithmically transformed) in
subjects with a different number of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Numbers of the MS components
Log (MCP-1) levels
0 (n = 132)
5.582 ± 0.58*
1 (n = 150)
5.576 ± 0.60†
*,†
2 (n = 127)
5.747 ± 0.59
≥ 3 (n = 86)
5.783 ± 0.59*,†
total
5.657 ± 0.60
P values in one-way ANOVA between the four groups divided by the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P for the trend = 0.009).
* P < 0.05 i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without and those with 2, more than
3 components in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P < 0.05 i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with 1 components and 2,3
components in multiple comparison analyses.

관계를 보였다(Table 2). 그러나 HOMA-IR과 혈중 MCP-1

과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

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대사증

생의 위험을 높인다.

후군은 86명이 진단되었고 대상자 중 17.4%를 차지하였다

는 군이 없는 군보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다. 대사증후

(Table 3). 대사증후군 환자군은 대사증후군이 없는 군보다

군의 여러 인자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특히 복부비만을 정확

혈중 MCP-1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Table 4).

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

대사증후군 인자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MCP-1 농도도 유

다.10-12) 이는 복부비만이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P = 0.009, Table 4).

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지방세포에서 분

2)

당뇨병 환자에서도 대사증후군이 있

비되는 사이토카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

고

어 왔다. 아디포카인이 대사증후군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찰

있는지, 고위험 환자를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이 관심대상이
대사증후군은 전형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되어 왔다. 염증반응은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기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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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1은 이러한 염증반응을 매개하며 비만한 사람들에게

ABSTRACT

7-9)

서 증가된다.

The Association between Serum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Levels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s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CP-1이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저항성 지표로서 체질량지수가 높은 군에서 낮은군
보다 증가되어 있고 MCP-1 농도가 HOMA-IR과 양의 상
7)
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OMA-IR과 혈중 MCP-1 농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Background: Recent data have suggested that adipoctye

지 않았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MCP-1 이 비

derived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is

만한 당뇨병 환자군에서 증가되어 있으나 체질량지수보다

related to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atherosclerosis.

13)

This study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본 연구에서도 MCP-1 농도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과 양의

MCP-1 concentrations and components of metabolic

상관관계를 보였고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음의 상

syndrome in Korean population.

내장지방 분포와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관관계를 보였다. MCP-1 농도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군에서

Methods: Four hundred and ninety five subjects who

더 높았고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요인의 수가

had participated in the health check-up were enrolled. The

많을수록 MCP-1 농도가 증가함을 보여 대사증후군에 따른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assessed according

합병증 발생에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

to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구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서 MCP-1의

Blood Institute (AHA/NHLBI) criteria.

14)

Results: Mean age of the total subjects was 40.8±6.3

농도가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 각각의 구성 인자들과 MCP-1 농도

years old and 325 (65.3%) male subjects were included.

간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의미있는 결과를

In bivariate analyses, serum MCP-1 concentrations were

보이지 않았다.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고밀도지단백 콜레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 BMI, fasting

스테롤 ,중성지방을 대사증후군의 범주가 아닌 연속변수로

insulin and serum triglyceride levels whereas it was

바꾸어 다중선형회귀분석한 결과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증

negatively correlated with HDL-cholesterol levels. Eighty

가할수록 MCP-1이 0.994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CI

six subjects had metabolic syndrome and were shown to

0.990 ~0.999, P = 0.022).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대사증후

have higher MCP-1 concentrations compared to the

군 각각의 인자가 MCP-1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subjects without metabolic syndrome. MCP-1 concentrations

만 대사증후군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을 알

increased as the number of components of metabolic

수 있었다.

syndrome increased.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 진단 시 허리둘레 대신 체질

Conclusion: MCP-1 concentrations correlated with the

량지수를 대체했다는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 체질량지수 ≥

presence and the severity of metabolic syndrome .This

2
23 kg/m 의 과체중을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포함시킨

result

것은 Western Pacific Region WHO criteria on obesity

associated with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population.

2

suggests

again

that

inflammation

is

closely

(WPRO criteria)에서 체질량지수 23 kg/m 이상을 비만과

Prospective study is needed to elucidate the temporal

관련된 질환이 증가하는 과체중으로 정의하였고 일본인을

association.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와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2
조사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가 23 kg/m 이상인 경우 심혈

Key

words: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Adipokine, Metabolic syndrome

관 질환의 발생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허리
둘레를 대체할 기준으로 응용하였다.15,16) 대상자들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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