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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만은 과도한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상태로 성인에서

는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증후군(meta-

bolic syndrome)을 동반하여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 동맥

경화증 등의 이환율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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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만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 신체적 요인, 유전적 요인 사이

의 복합적인 관련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은 비만

의 이환 및 유병률에 중요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 보고자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소

아 청소년의 비만은 1980년 이전에 비하여 5-10배 이상 증가하

으며 소아 청소년기에 이미 대사 증후군과 동맥 경화증의 초

기 변화가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3-5)
. 그러므로

소아 청소년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하며 특히 비만

으로 인한 심혈관계의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군을 선별하여 적

극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Apolipoprotein E (Apo E)는 지단백 대사와 지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단백질로 ε2, ε3와 ε4, 3개의 대립

비만아에서 고지혈증과 Apolipoprotein E 다형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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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Apolipoprotein E (Apo E) plays a major role in lipoprotein metabolism and lipid transport.

Many investigators have described that Apo E polymorphism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enetic

determinants for cardiovascular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Apo E polymorphisms and serum lipid profiles in obese adolescent.

Methods :We measured the serum concentrations of glucose, apolipoprotein (Apo) A1, Apo B,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 (TG), HDL and LDL-cholesterol after overnight fasting in obese adole-

scent. Apo E polymorphisms were determin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RFLP).

Results : 86 obes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body mass index (BMI) of participants

were excess of 95 percentile by age and sex. Male to female ratio was 1.7 and mean age of study

group was 16.2±1.8 years. Mean BMI was 27.4±2.5 kg/m
2
.

The frequency of ε2, ε3 and ε4 allele were 8.1%, 87.2% and 4.7% respectively. Study popul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genotypes 1) Apo E2 group (n=13, 15.1%) carrying either the

ε2/ε2 or ε2/ε3 2) Apo E3 group (n=65, 75.6%) carrying the most frequent ε3/ε3 3) Apo E4

group (n=8, 9.3%) carrying either the ε3/ε4 or ε4/ε4. No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Apo E

genotypes concerning age, sex, weight, height and BMI. Apo B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po E4 group (P<0.05). No association were found between Apo E

genotypes and glucose, Apo A1, TC, TG and HDL.

Conclusions :We confirmed that serum concentrations Apo B and LDL-cholesterol were influenced

by Apo E genotypes. Apo E polymorphisms seems to influence some alteration of lipid metabolism

associated with obesity in adolescent. (Korean J Pediatr 2008;5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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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ε2/ε2, ε2/ε3, ε2/ε4, ε3/ε3, ε3/

ε4와 ε4/ε4 6개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6, 7)
. Apo E 유전

자의 다형성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ε3

에 비해 ε2는 콜레스테롤과 저 도 콜레스테롤(LDL)의 혈청

수치를 낮추고 ε4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1)
.

저자들은 Apo E의 다형성이 비만 청소년에서 이상 지혈증의

위험도를 더욱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Apo E가

비만 청소년 중에서도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대전 시내 중학교 및 고

등학교 학생 중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86명의 비만아를 대상으

로 하 다. 비만 지수는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를 이용하 는데 BMI는 체중(kg)/신장(m)
2
로 산출하여 1999년

소아과학회 양위원회에서 발표한 각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체

질량 지수 95 백분위수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 다. 86명 모두

에게 부모 및 학생의 동의를 얻었으며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이

상이나 약물 복용력이 있는 소아는 제외하 다. 모든 대상 소아

에서 만성 질환력, 약물 투여력은 없었으며 심질환의 가족력 또

한 없었다.

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은 맨발로 선 상태에서 겉옷을 벗고

소수점 첫 자리까지 측정하 으며 혈압은 oscillometric 혈압계

를 사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 안정 후 오른쪽 상완에서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완기 혈압(dia-

stolic blood pressure, DBP)을 측정하 다. 5분 경과 후 2회

반복 측정하 으며 그 평균값을 구하여 각각 대상자의 혈압으로

정하 다. 혈압 측정 시 맥박수를 2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

을 맥박수로 정하 다.

대상자들의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2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고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

레의 비를 WHR (waist hip ratio)로 정의하 다.

8시간 금식 후 시행한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apolipoprotein

(Apo) A1, Apo B,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

지방(triglyceride; TG), 저 도 콜레스테롤(LDL), 고 도 콜레

스테롤(HDL)을 측정하 고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

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RFLP)을 통해 Apo

E의 다형성을 검사하 다. Apo E의 다형성은 GeneAmpPCR

system 2700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USA)과

InGenius LHR Image Analyzer (SYNGENE, Frederick, USA)

를 이용하여 6개의 유전자형(ε2/ε2, ε2/ε3, ε2/ε4, ε3/ε3,

ε3/ε4, and ε4/ε4)을 확인하 다. 유전자형이 ε2/ε2, ε2/

ε3인 경우를 Apo E2군으로 하며 ε3/ε3인 경우를 Apo E3군,

ε3/ε4, ε4/ε4인 경우를 Apo E4군으로 나누어 각 군 간의

신체 계측치, BMI, 혈액검사 결과 및 고지혈증 간의 관계를 조

사하 다.

통계학적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v12.0을 이용하여 chi-

square 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 고 P값이 0.05 미

만인 경우에 그 통계학적 유의성을 인정하 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 계측치

연구에 포함된 전체 비만아는 86명으로 이 중 남아가 54명,

여아가 32명으로 남아와 여아의 비는 1.7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16.2±1.8 세이었고 평균 몸무게는 74.7±12.2 kg, 평균 신장은

164.7±8.3 cm으로 평균 BMI는 27.4±2.5 kg/m
2
이었다.

대상자들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117.3±11.4

mmHg, 76.2±9.6 mmHg이었으며 맥박수는 86.3±12.3/min이었

다.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여 계산한 WHR은 0.86

±0.07이었다(Table 1).

2. Apolipoprotein E의 유전자형 빈도

전체 대상아에서 Apo E 유전자 분석에 따른 아형의 빈도

(allele frequency)는 ε2형이 8.1%, ε3형이 87.2%, ε4형이 4.7

%이었다(Table 2). Apo E의 유전자형에 따라 ε2/ε2와 ε2/

ε3는 Apo E2군으로 ε3/ε3는 Apo E3군, ε3/ε4와 ε4/ε4

는 Apo E4군으로 분류하 고 E2군은 13명(15.1%), E3군은 65

명(75.6%), E4군은 8명(9.3%)이었다(Table 3).

3. Apo E 유전자의 다형성과 고지혈증과의 상관 관계

Apo E2, E3 및 E4, 세 군 사이에 나이, 성별, 체중, 키와

BMI는 차이가 없었다. Apo E3군의 이완기 혈압이 다른 두 군

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맥박수와 WHR는

세 군간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in the Study
Population

General characteristics Total (n=86)

Age (yrs)

Sex (M:F)

Weight (kg)

Height (cm)

BMI

SBP (mmHg)

DBP (mmHg)

Pulse rate (/min)

WHR

16.2±1.8

54:32

74.7±12.2

164.7±8.3

27.4±2.5

117.3±11.4

76.2±9.6

86.3±12.3

0.86±0.0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HR, waist hi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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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에 대한 검사에서 혈당, Apo A1, TC, TG, HDL은

각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po B와 LDL만이 Apo E4형

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 다(P<0.05, Table 5).

고 찰

비만이란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

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경제 발전과 더불어 양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만한 소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보고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비만아가 2-3%, 1980년대에

는 8-12%, 1992년에는 비만 이환률이 13-16%로 그 동안 약

10배 가까이 증가하 다
3, 4)
.

비만 세포의 크기가 증가(hypertrophic)하는 성인 비만과는

달리 비만 세포의 수적인 증가(hyperplastic)가 있어 소아 비만

은 치료가 어렵고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성인 뿐

아니라 비만한 소아에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한 소아가 성인기까지 비만

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비만의 유병 기간이 성인기에 발생한

비만보다 길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아 비만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추적 관찰 및 적절

한 치료가 필요하다
12, 13)
.

비만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내분비적 요소, 유전적인 요

소, 사회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 요소 등 많은 요소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진 비만과 관련된 요인은 부모의 비만, 식이 습관, 사회경제

적 수준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15)
.

최근 비만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Apolipoprotein E (Apo

E)는 29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arginine이 풍부한 당 단백

으로 분자량은 34,200이며 주로 간과 뇌에서 생성되고 거의 모

든 지단백에 분포하며 생체 내의 여러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6)
. Apo E는 LDL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반응하

여 Apo E가 풍부한 지단백인 VLDL (very low density lipo-

protein), 킬로미크론 잔유물, LDL 등의 제거기전 조절에 필수

적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며 면역기

능의 조절, 신경 세포의 재생을 원활하게 한다
17)
. 또한 Apo E의

다형성은 심혈관계 질환과 고지혈증의 중요한 유전적 결정 인자

로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치매, 알쯔하이

머 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등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16,

18, 19)
.

Apo E의 유전자는 19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하고 다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ε2, ε3와 ε4의 3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ε2/ε2, ε2/ε3, ε2/ε4, ε3/ε3, ε3/ε4와

ε4/ε4 6개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된다
6, 7)
.

Apo E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집단 및 나라마다 다르나 ε

3가 가장 흔하고 한국인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서구인과 비

교하여 ε2와 ε4의 빈도는 낮으며 ε3의 빈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
. 국내의 한 보고에 따르면 대립 유전자 ε2의

빈도가 9.7%, ε3가 82.3%, ε4가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Table 2. Apolipoprotein E Allele Frequencies

Allele %

ε2

ε3

ε4

8.1

87.2

4.7

Table 3. Apolipoprotein E Phenotype

Genotype Number of children (%)

ε2/ε2

ε2/ε3

ε3/ε3

ε3/ε4

ε4/ε4

Total

2 (2.3)

10 (11.6)

66 (76.8)

8 (9.3)

0 (0)

86 (100)

Table 4. Clinical Parameters by Apolipoprotein E Phenotype

Apo E2
(n=13)

Apo E3
(n=65)

Apo E4
(n=8)

Age (yrs)

Sex (M:F)

Weight (kg)

Height (cm)

BMI

SBP (mmHg)

DBP (mmHg)

Pulse rate (/min)

WHR

17.4±1.1

8:5

78.6±14.0

166.8±9.7

28.0±2.5

121.7±9.4

82.4±9.6

81.3±9.8

0.84±0.05

16.1±1.9

40:25

74.0±12.2

164.3±8.3

27.3±2.6

115.7±11.8

74.5±9.0
*

86.7±12.9

0.86±0.07

15.6±1.8

6:2

73.6±8.7

164.7±6.3

27.1±1.7

122.7±8.6

80.1±9.1

91.2±9.6

0.87±0.0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bbreviations: Apo, apoli-
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WHR, waist hip ratio.

*
P<0.05

Table 5. Lipid Parameters by Apolipoprotein E Phenotype

Apo E2
(n=13)

Apo E3
(n=65)

Apo E4
(n=8)

Glucose (mg/dL)

Apo A1 (mg/dL)

Apo B (mg/dL)

TC (mg/dL)

HDL (mg/dL)

LDL (mg/dL)

TG (mg/dL)

85.2±7.9

125.1±15.0

66.9±22.5

173.4±37.5

55.1±9.4

95.5±29.5

125.5±68.2

86.0±8.2

120.6±15.1

72.0±15.4

170.1±26.6

51.4±9.3

98.2±20.5

130.0±88.7

92.6±8.1

116.5±14.9

83.4±14.9
*

189.8±23.0

51.7±11.2

118.8±23.6
*

130.6±68.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bbreviations : Apo, apoli-
poprotein; TC, total cholesterol;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G, tro-
glyceride.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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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립 유전자 ε2의 빈도가 8.1%, ε3가 87.2%, ε4가 4.7%

로 지금까지 보고된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1)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만아만을 대상으로 하 으며 연구 대상자의 수도

적었기 때문에 Apo E의 다형성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정확

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비만아와 정상 소아 청소

년 사이에서 Apo E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 차이가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Apo E의

대립 유전자 ε3에 비해 ε2는 콜레스테롤과 저 도 콜레스테롤

(LDL)의 혈청 수치를 낮추고 ε4는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1)
. 특히 ε2는 저 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

유전형을 가진 사람들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의

빈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으며 유전자 ε4는 저 도 콜레스테롤

을 높이고 고 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관상동맥질

환, 고지혈증과 관계가 있다
22-25)
. 또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 ε4는 혈청 인슐린과 혈당을 높이는 작용

을 한다
26)
.

국내에서 2000년에 이루어진 130명의 비만아를 대상으로 한

Apo E 다형성 연구에서는 비만아의 Apo E4형의 빈도가 대조군

보다 높았으며 Apo E4군에서 중성 지방의 증가와 고 도 콜레

스테롤의 감소(40 mg/dL이하)를 보인 아동의 빈도가 높았다
21)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Apo E의 다형성과 고지혈증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전자형에 따라 ApoE 2, 3, 4

의 세군으로 나누어 각 군 간의 신체 계측치, BMI, 혈액검사 결

과 및 고지혈증 간의 관계를 조사하 다. 본 결과에서는 혈당,

Apo A1, TC, TG와 HDL은 각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po B와 저 도 콜레스테롤(LDL)이 Apo E4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 다. 반면 Apo E2군에서 저 도

콜레스테롤이나 Apo B의 수치가 낮음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를 통해 저자들은 비만아에서 Apo B와 LDL 농도가 Apo E의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Apo

E의 다형성이 비만아의 지질 대사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Apo E의 다형성은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증의 발병에 첫 단계로 작용할 수가 있다. 700명

의 중년 남자를 대상으로 한 부검을 통한 연구에 의하면 Apo E

의 대립 유전자 중 ε4를 가진 군에서 관상 동맥경화증의 위험

이 높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ε4 유전자를 가진 젊은 남자

에서 흉부 및 복부 대동맥의 동맥 경화증의 위험이 더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24, 27)
.

Apo E 유전자를 제거시킨 쥐를 이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Apo E 유전자의 결핍이 쥐에서 비만의 발생을 억제하고 비만한

상태에서 혈당 조절 능력과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어 Apo E가 유전적으로 비만과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8)
.

따라서 본 연구와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보고들을 볼 때 Apo

E의 다형성은 고지혈증을 비롯한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

며 고지혈증이 증가함에 따라 관상동맥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유

병률이 증가하므로 비만 소아에서 고지혈증과 Apo E의 다형성

사이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만 아동

뿐 아니라 정상 아동에서도 Apo E의 다형성을 확인하여 향후

비만의 발생 및 고지혈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

의 예측인자로 Apo E의 다형성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 으나 정상

아동에서도 Apo E의 다형성이 고지혈증과 비만 발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비만아에서 Apo E의 유전자형의

빈도를 알 수 있었으며 Apo B와 LDL 농도가 Apo E의 유전자

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비만아 중에

서도 특정 Apo E4의 유전형을 가진 경우 이상 지혈증의 위험성

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대 상:Apolipoprotein E (Apo E)는 지단백 대사와 지질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며 많은 연구들에 의해 Apo

E의 다형성이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유전 인자임이 알려져 있

다. 이에 저자들은 Apo E 의 다형성이 비만 청소년에서 이상

지혈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Apo E

가 비만 청소년 중에서도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은 군

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방 법: 14-18세의 86명의 비만아(각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체

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95백분위수 이상)를 대상으

로 하 으며 8시간 금식 후 시행한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apoli-

poprotein (Apo) A1, Apo B,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저 도 콜레스테롤(LDL), 고

도 콜레스테롤(HDL)을 측정하 고 polymerase chain reac-

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PCR-RFLP)

를 통해 Apo E의 다형성을 검사하 다.

결 과:남아와 여아의 비는 1.7이었으며 86명의 평균 나이는

16.2±1.8세이었고 평균 BMI는 27.4±2.5 kg/m
2
이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른 아형의 빈도(allele frequency)는 ε2형이 8.1%, ε

3형이 87.2%, ε4형이 4.7%이었다. Apo E의 유전자형에 따라

ε2/ε2와 ε2/ε3는 E2군으로 ε3/ε3는 E3군, ε3/ε4와 ε4/

ε4는 E4군으로 분류하 고 E2군은 13명(15.1%), E3군은 65명

(75.6%), E4군은 8명(9.3%)이었다. 세 군 사이에 나이, 성별, 체

중, 키와 BMI는 차이가 없었다.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에서 혈

당, Apo A1, TC, TG, HDL은 각 군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Apo B와 LDL만이 E4형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 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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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비만아에서 Apo E의 유전

자형의 빈도를 알 수 있었으며 Apo B와 LDL 농도가 Apo E의

유전자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비만

아 중에서도 특정 Apo E4의 유전형을 가진 경우 이상 지혈증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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