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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ng serum lipid, apolipoprotein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in healthy adults
of Gyeongnam area. The BMI (body mass index)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001) in male (25.2 ± 2.7 kg/m2) than
female (23.8 ± 1.5 kg/m2), however PBF (percent body fat)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001) in female (29.6 ±
4.3%) than male (22.7 ± 5.0%). The WHR (waist to hip ratio) and blood pressure in the groups show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e levels of serum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apolipoprotein B were significantly
higher (p < 0.01) in male (208.7 ± 27.7 mg/dl, 129.0 ± 26.9 mg/dl, 1.0 ± 0.2 g/L) than female (193.6 ± 29.1 mg/dl,
112.5 ± 29.5 mg/dl, 0.9 ± 0.2 g/L, but HDL-cholesterol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p < 0.01) in female (54.9 ±
6.6 mg/dl) than male (49.9 ± 7.3 mg/dl). The LDL-C/HDL-C, Apo B/Apo A-I and AI (atherogenic index) were
significantly higher (p < 0.001) in male (2.6 ± 0.6, 0.8 ± 0.2, 3.3 ± 0.7) than female (2.1 ± 0.5, 0.6 ± 0.2, 2.6 ±
0.5). The triglyceride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polipoprotein B concentration (p < 0.05)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HDL-cholesterol concentration (p < 0.05), however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with apolipoprotein A-I.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male adults are expecting higher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than female adults and we suggest the serum triglyceride should be kept normal level for the prevention of these
diseases. (Korean J Nutr 2007; 40(6): 52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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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혈관계질환의 발병은 인종, 연령, 비만, 혈압, 흡

서

론

연, 음주, 식습관 및 고지혈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2-8)
특히 고지혈증 (Hyperlipidemia)은 심혈관계질환의 주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습관 및 생활습관 등의 변화는 우

한 위험인자로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

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허혈성심

다.9) 고지혈증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 (Hypercholesterole-

장질환 (Ischemic heart disease, IHD) 및 관상심장질환

mia)과 고중성지질혈증 (Hypertriglyceridemia)이 있는데,

(Coronary heart disease, CHD)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

증가되어 심혈관계질환 (Cardiovascular disease, CVD)

문에 지방질의 섭취가 많은 서구 사람들과는 달리 고중성지

1)

은 한국인의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질혈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 그러나 최근에는 식
생활의 서구화, 육류와 가공식품의 섭취증가로 인해 고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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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롤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10)
고중성지질혈증은 허혈성심장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11,12)

며

혈중 Triglyceride의 농도는 HDL-cholesterol의

© 2007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韓國營養學會誌

2007; 40(6): 526~530 / 527

농도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HDL-cholesterol의 농도

Analyzer II를 이용하여 Behring사의 시약으로 측정하였

가 낮을수록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되며13) HDL-cho-

다. 또한 이들 측정치로부터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

lesterol 농도는 낮고 LDL-cholesterol 농도는 높을수록 관

dex, AI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HDL-콜레스

14)

상심장질환의 발병률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HDL 및

LDL의 주요 구성 단백질인 Apolipoprotein A-I (Apo A-I)
및 Apolipoprotein B (Apo B)의 혈중 농도가 심혈관계질
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Apo B는 동맥경화의 촉진인
자인 반면에 Apo A-I은 동맥경화의 억제인자로서 Apo B/
Apo A-I의 비는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판정하는데 매우 효율
적으로 이용되고 있다.15) Friday 등16) 및 Ama 등17)은 혈중

테롤)}를 구하였다.

통계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간의 유의차 검증은 ttest를 사용하였고 제반 항목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다.

Apo B 및 Apo A-I의 농도가 LDL-cholesterol이나 HDL-

결과 및 고찰

cholesterol의 농도보다 심혈관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건강한 중·장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혈압과 혈청 중
지질 및 아포지단백질의 농도를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상
호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중장년층에 걸릴 우려가 큰 고혈
압, 뇌졸중, 협심증 등 심혈관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체위 및 혈압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연령
은 남녀 각각 52.8 ± 7.0, 50.0 ± 7.5세였다. 평균 신장
및 체중은 남자가 166.9 ± 6.3 cm, 70.3 ± 7.5 kg, 여자가
155.2 ± 5.1 cm, 57.3 ± 5.2 kg으로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컸는데 (p < 0.001), 이는 50~64세인 우리나라 사
람들의 표준 신장 (남; 168 cm, 여; 157 cm) 및 체중 (남;

연 구방법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5년 2월부터 3월까지 경남지역
K대학병원의 종합검진센터를 이용한 평소 질병 치료를 하고
있지 않는 중·장년층 남녀 각각 54명, 46명으로 총 1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계측 및 혈압 측정
연구대상자들의 신장은 삼화계측기회사의 신장측정기로,
체중, PBF (percent body fat), BMI (body mass index),
및 WHR (waist to hip ratio)은 정밀체성분분석기 (In Body 3.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표준수은혈압계로 측정하
였다.

채혈 및 혈액성분 분석
오전 9:30~11:00의 공복상태에서 10 ml의 정맥혈을 채

67 kg, 여; 57 kg)19)과 비교해 볼 때 신장은 남녀 모두 표준
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체중에 있어서는 여자는 표준
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남자는 약 2.3 kg정도 더 많았다. 조
사 대상자들의 평균 BMI 및 PBF는 남자가 25.2 ± 2.7
kg/m2, 22.7 ± 5.0%, 여자가 23.8 ± 1.5 kg/m2, 29.6 ±
4.3 %로 남녀 유의적인 차이가 컸다 (p < 0.01). WHO에서
는 BMI의 정상 범위를 18.5~24.99 kg/m2으로 정해 두었
고,20) BMI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질병이환율과 사
망률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Choo21)는 바람직한 PBF는
Table 1. Anthropometric values and blood pressure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1)

Age (years)

052.8 ± 07.0

Height (cm)

166.9 ± 06.3

Weight (kg)

070.3 ± 07.3

BMI
PBF

2)

3)

WHR
SBP

1)
1)
1)

025.2 ± 02.7

1)

022.7 ± 05.0
4)

5)
6)

1)

NS

155.2 ± 05.1

***

057.3 ± 05.2

***

023.8 ± 01.5
029.6 ± 04.3

1)

111.8 ± 14.8

NS

1)

069.5 ± 15.6

NS

112.2 ± 10.5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및 HDL-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2
2) BMI: Body mass index (kg/m )
3) PBF: Percent body fat (%)
4) WHR: Waist to hip circumference ratio
5) SB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6)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 p < 0.01, ***: p < 0.001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Friedewald18)의 계산식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고 Apo A-I 및 Apo B 농도는 Nephelometer

***

NS

DBP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측정용 kit시약 (Triglyzyme-V(GPO),

**
-

000.9 ± 00.0

000.9 ± 00.1

취하여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은 후

Cholestezyme-V, HDL-C555, 榮硏)으로 측정하였으며

Significance

050.0 ± 07.5

068.6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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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각각 12.0~21.9%, 20~30.9%라고 하였다. WHR은

자인 경우에는 본 대상자들이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HDL-

남녀 모두 약 0.9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WHR

콜레스테롤 및 Apo A-I의 농도는 남녀 모두 본 대상자들

은 남자 0.95 이상, 여자 0.85 이상일 때 상체비만 혹은 복

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45~75세 사이의 건

22)

부비만의 기준으로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인 경우 여자

강한 영국인들의 혈청 지질농도26)와 비교해 보면 총콜레스

의 평균 BMI 및 PBF는 정상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복부

테롤, LDL-콜레스테롤, Apo B 및 Apo A-I의 농도인 경우

비만을 나타내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은 남녀 각각 112.2

는 본 조사대상자들 이 더 낮은 수준이었고 HDL-콜레스테

± 12.2 mmHg, 118.8 ± 14.8 mmHg이며 이완기 혈압은

롤 농도인 경우는 남자는 더 낮았으나 여자는 더 높았다. 고

남녀 각각 68.6 ± 10.5 mmHg, 69.5 ± 15.6 mmHg으로

중성지질혈증은 허혈성심장질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11,27)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1999년 조사한 남녀 평균

Apo B의 증가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28-31) Okosun

혈압 123.0 ± 15.6/77.5 ± 11.4 mmHg, 119.0 ± 17.4/

등32)에 의하면 Apo B는 proatherogenic and prothrom

72.6 ± 11.8 mmHg2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botic effects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에게 있어 Apo
A-I 농도의 감소와 여자에게 있어 Apo B 농도의 증가는 관

혈청 지질, 및 아포지단백질의 농도
Table 2는 혈청지질 및 아포지단백질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성지질 농도는 남자가 148.4 ± 60.9 mg/dl로 여
자 131.3 ± 81.3 mg/dl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Lee24)가 보고한 우리나라 노인의 중성지질
농도 128.5 ± 78.3 mg/dl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총콜레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Apo B의 농도는 각각 남자가
208.7 ± 27.7 mg/dl, 129.0 ± 26.9 mg/dl, 1.0 ± 0.2 g/L
로 여자 193.6 ± 29.1 mg/dl, 112.5 ± 29.5 mg/dl, 0.9
± 0.2 g/L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HDL-콜레스
테롤 농도는 남자가 49.9 ± 7.3 mg/dl로 여자 54.9 ± 6.6
mg/dl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p < 0.01) Apo A-I의 농도
는 남녀 모두 1.4 ± 0.2 g/L로서 성별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결과를 서울지역의 건강한 중·장년층의 혈
청지질 농도25)와 비교해 볼 때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
테롤 및 Apo B의 농도는 남자인 경우는 거의 같았으나 여
Table 2. Serum levels of lipid and apolipoprotein in the subjects
Variables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po B (g/L)

2)

Apo A - I (g/L)

Male

I의 수준은 HDL-콜레스테롤 농도와 독립적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성이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LDL-C/ HDL-C
및 Apo B/Apo A-I의 비는 남자가 2.6 ± 0.6, 0.8 ± 0.2로
여자 2.1 ± 0.5, 0.6 ± 0.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p < 0.001) 또한 동맥경화지수 (Atherogenic index,
AI)도 남자가 3.3 ± 0.7로 여자 2.6 ± 0.5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Muller 등19)에 의하면 LDL/
HDL-콜레스테롤 및 Apo B/Apo A-I의 비는 관상심장질환
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이들 비는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
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서
울대학교 병원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이 의심되어 관상동맥 조
영술을 받은 남녀 환자들의 Apo B/Apo A-I의 비인 0.8 ±
0.2, 0.8 ± 0.335)과 비교해 볼 때 여자들은 훨씬 낮았으나
남자들은 같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남자들인 경우에는 각

1)

131.3 ± 81.3

NS

1)

193.6 ± 29.1

-***

1)

112.5 ± 29.5

-***

AI 등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1)

054.9 ± 06.6

-

볼 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심혈관계질환의 우려가 더 클

1)

000.9 ± 00.2

-***

1)

001.4 ± 00.2

NS

1)

002.1 ± 00.5

-***

1)

000.6 ± 00.2

-***

1)

002.6 ± 00.5

-***

148.4 ± 60.9
208.7 ± 27.7
129.0 ± 26.9

049.9 ± 07.3

001.4 ± 00.2
002.6 ± 00.6

ApoB/Apo A-I

000.8 ± 00.2

AI

도와 독립적으로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성이 있으나 Apo A-

Significance

LDL-C/HDL-C
4)

Lamarche 등34)은 Apo B의 수준은 LDL-콜레스테롤의 농

Female

001.0 ± 00.2
23)

상심장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보고 된 바 있다.33) 한편

003.3 ± 00.7

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2) Apo B: Apolipoprotein B
3) Apo A - I: Apolipoprotein A - 1
4) AI: Atherogenic index
*: p < 0.05, **: p < 0.01, ***: p < 0.001

***

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농도, LDL/HDL-cholesterol비, Apo B/Apo A-I비 및

것으로 예상된다.

혈청 중성지질 농도와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Apo A-I 및 Apo B 농도와의 상관관계
Table 3은 중성지질 농도와 LDL-콜레스테롤, HDL-콜
레스테롤, Apo A-I 및 Apo B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중성지질 농도는 LDL-콜레스테롤의 농도와 남자
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정상관을 보였으나 (p < 0.05) 여자
인 경우에는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남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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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triglyceride concentration and lipid
levels in the serum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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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중·
장년층의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훨씬 심혈관계질환의 우

Male

Female

LDL - C

-.301*

--.189*

HDL - C

-.295*

-.289*

기 위해서는 현재 위험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후 혈중

Apo A - I

-.132*

-.147*

중성지질의 농도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

Apo B

-.365*

--.328*

로 사료된다.

려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고 이들 질환을 예방하

*: p < 0.05

두에게 있어 중성지질의 농도는 HDL-콜레스테롤의 농도와
유의적인 역상관을 나타낸 반면 (p < 0.05) Apo B의 농도와
는 유의적인 정상관을 나타내었고 (p < 0.05) Apo A-I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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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건강한 중·장년층의 혈
청지질과 아포지단백질의 농도 및 그들의 상호관련성을 알
아보고자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균 BMI는 남녀 각각 25.2 ± 2.7 kg/m2, 23.8 ±
1.5 kg/m2이었으며 평균 PBF는 남녀 각각 22.7 ± 5.0%,
29.6 ± 4.3%로 남녀 유의적인 차이가 컸고 (p < 0.001)
WHR은 남녀 각각 0.9 ± 0.1, 0.9 ± 0.0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평균 혈압은 남자가 112.2 ± 12.2/68.6 ±
10.5 mmHg, 여자가 118.8 ± 14.8/69.5 ± 15.6 mmHg
으로 남녀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Apo B의 농도는
남자가 각각 208.7 ± 27.7 mg/dl, 129.0 ± 26.9 mg/dl,
1.0 ± 0.2 g/L로 여자 193.6 ± 29.1 mg/dl, 112.5 ±
29.5 mg/dl, 0.9 ± 0.2 g/L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남자가 49.9 ± 7.3 mg/dl로
여자 54.9 ± 6.6 mg/dl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1).
LDL-C/HDL-C, Apo B/Apo A-I 및 , AI는 남자가 각각
2.6 ± 0.6, 0.8 ± 0.2, 3.3 ± 0.7로 여자 2.1 ± 0.5, 0.6 ±
0.2, 2.6 ± 0.5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01).
3)중성지질의 농도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 HDL-콜레스테
롤의 농도와 유의적인 역상관을 나타낸 반면 Apo B의 농
도와는 유의적인 정상관을 나타내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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