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동맥경화증은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입

자가 동맥내강을 빠져 나와 혈관내피세포하

(subendothelium)에 체류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지

방을 누적시켜 혈관의 협착을 일으키는 질병이

다. LDL은 균일한 조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비중과 부유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LDL

중에서 실재로 동맥경화증과 접한 관련이 있

다고 알려진 것은 비중이 높고 크기가 작은

small dense LDL이다. 본 고에서는 small dense

LDL과 동맥경화증의 관계에 대해 현재까지 이

루어진 중요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 분야의

연구의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Small dense LDL의 정의

LDL은 비중이 1.019∼1.063 kg/L 분획 사이에

존재하는 지단백질 입자이다. 크기는 약 18∼25 nm

정도이다. LDL은 다시 그 비중과 부유도 (buoyancy)

에 따라 여러 분획으로 나뉜다. Krauss 등은 LDL

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 고
1
Gurein 등은 다섯 가

지로 분류했으며
2
Griffin 등은 세 가지로 분류하

다
3
. 많이 통용되고 있는 Griffin 등의 방법에 의

하면 LDL은 표면적이 넓고 도가 낮으며 부유도

가 높은 LDL I과 중간단계의 LDL II, 표면적이 좁

고 도가 높으며 부유도가 낮은 LDL III로 분류된

다. LDL I은 large bouyant LDL이라고도 불리며

LDL III는 small dense LDL이라고 불리운다.

Small dense LDL의 생성에
향을 주는 대사적 인자

Small dense LDL의 생성에는 여러 단계의 대

사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자로는

고중성지방혈증,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CETP) 그리고 hepatic lipase를 들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나 복부비만 등의 이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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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포로의 유리지방산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

혈중에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높아진다. 증가된

유리지방산은 간에서 중성지방의 생성을 촉진하

게 되며 결국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1

(VLDL 1)의 생성이 촉진된다. Small dense LDL

의 전구 LDL ( pool)은 VLDL 1으로 부터 바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결과 pool LDL의 생성도

증가된다. pool LDL의 특징은 pool LDL에 비

해 반감기가 길다는 것인데 (4∼5일) pool LDL

의 Apo B-100의 삼차원 구조가 약간 상이해 정

상적인 LDL receptor에 uptake가 잘 되지 않는 것

이 그 이유로 생각되고 있다. 혈중에 오래 존재

하는 pool LDL은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CETP)의 작용으로 중성지방을 많이 함유

한 VLDL 1에게 콜레스테롤을 주고 VLDL 1으로

부터 중성지방을 받게 된다. 그 결과 pool

LDL은 중성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적은 LDL

로 변화된다. 이 LDL은 간에 존재하는 hepatic

lipase에 의해 중성지방이 가수분해되면서 지름

이 작은 small dense LDL (LDL III)로 변화한다
4

(Fig. 1). 따라서 고중성지방혈증이 있는 경우

small dense LDL의 농도는 높아지게 된다.

CETP나 hepatic lipase의 활성이 높으면 small

dense LDL의 생성이 촉진된다
5
. 여자는 남자에

비해 hepatic lipase의 농도와 활성이 낮기 때문에

같은 농도의 중성지방에서도 small dense LDL의

농도가 남자에 비해 낮다
6
.

Small dense LDL의 생성에
향을 주는 유전적 인자

Small dense LDL의 생성에는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중성지방, CETP나 hepatic lipase

등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다형성이 어느 정

도 관여하리라고 보고 있다.

간에서 VLDL1이 생성되는 데 관여하는 요소

는 Apo B-100, microsomal triglyceride transfer

protein (MTP)이다. 이들의 생성이나 활성이 증가

하면 간에서 VLDL 1의 생성이 증가한다. Apo

B-100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APOB나

MTP 생성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경우 VLDL 1

의 생성이 증가하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들 유전자의 결함은

VLDL 1의 생성증가가 아니라 감소와 관계되거

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7;8. 따라서

Fig. 1. Small, dense LDL의 생성 (Packard CJ, 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 74;

S1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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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dense LDL의 생성에 이들 유전자가 관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족성 복합성 고지혈증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의 경우 CETP나 hepatic lipase의

유전자 다형성이 LDL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9,10

. 유전적인 결함으로 CETP가 결핍

되면 H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증가하고 여러

크기의 LDL (polydisperse LDL)이 많아진다
11
.

CETP생성에 관련이 있는 유전자 다형성인

A-629C나 I405V 등은 LDL의 크기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
12,13

. 그러나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상반된 경우도 있다. Hepatic lipase의 활성이 낮

아지면 small dense LDL의 생성도 감소한다.

Hepatic lipase promoter의 유전자 다형성은 현재

네 가지가 보고되었다. 그 중 C-514T가 대표적

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다. 서양인에서 -514T를

갖는 경우 hepatic lipase의 활성이 떨어지고 결과

적으로 LDL size가 증대된다고 보고되었다
12,14

.

Lipoprotein lipase (LPL)는 chylomicron이나

VLDL 등의 중성지방이 많은 지단백질을 가수분

해시키는 효소이다. LPL의 활성이 떨어지면 중

성지방이 많은 triglyceride rich lipoprotein (TGL)

이 많아지고 결국 small dense LDL의 생성이 증

가한다. 드물지만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LPL 결

핍과 small dense LDL이 연관된 경우도 있다. 그

러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

하다. LPL의 조절은 apo CⅡ와 apo CⅢ 단백질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Apo CⅡ는 활성을 증가

시키고 apo CⅢ는 활성을 억제한다. 고중성지방

혈증의 일부 경우는 apo CⅢ가 증가되어 있다.

Apo C3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11번 염색체에

APOA 1/ APOC 3/APOA 4 유전자 복합체 (gene

complex)로 존재한다. 이 유전자 복합체의 다형

성이 고중성지방혈증과 small dense LDL의 과생

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15
.

Apo E는 VLDL2, IDL, LDL이 LDL수용체에

붙기 위해서 필수적인 ligand이다. Apo B-100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와 비교해서 apo E가 같이 존

재할 때 LDL 수용체와의 결합력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 Apo E의 농도가 저하되거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중성

지방의 농도가 증가하고 small dense LDL의 생성

이 많아진다. Apo E 유전자 다형성 중 apo E4가

중성지방의 농도와 관계없이 small dense LDL의

Fig. 2. Small, dense LDL apoB-100 구조의 변형

a) 정상적인 LDL 입자 b) small, dense LDL의 변형된 apoB-100 구조

(Hurt-Camejo et al. Curr Opin Lipidol 11:465-47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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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생성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보고

되었다
12
.

Small dense LDL과 동맥경화증

Small dense LDL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가

설적 기전은 다음과 같다. Small dense LDL은 작

은 크기로 인해 subendothelium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정상적인 LDL의 apo B-100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지질의 압력에 의해서 일정한 3

차원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small dense

LDL의 인지질은 hepatic lipase와 phospholipase에

의해 분해된 결과로 정상적인 경우보다 느슨하

고 성기게 배열된다
16
(Fig. 2). 그 결과 인지질의

apo B-100에 대한 압력과 견제가 느슨해져 정상적

인 경우에는 표면에 노출되지 않을 특정 단백질 구

조의 돌출로 인해 subendothelium의 dermatan

sulfate와 쉽게 결합하여 체류시간이 길어진다.

Small dense LDL은 산화에 더 약해 쉽게 oxidized

LDL로 변화되며 oxidized LDL은 subendothelium

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foam cell을 생성케

함으로써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된다
17
.

여러 임상연구에서 small dense LDL은 동맥경

화증의 위험인자라고 보고되어 왔다
18,19

. Austin

등은 small dense LDL의 비율이 높은 LDL 형을

가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위험률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

고하 다
20
. Griffin 등은 small dense LDL의 농도

가 100 mg/dL 이상인 경우 관상동맥질환 위험률

이 7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21
. 연구에 따

라 다르지만 small dense LDL과 관상동맥질환과

의 관계를 부정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Costa Rica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의 경

우 Costa Rica 주민의 LDL 입자의 지름이 미국민

의 경우보다 더 작았지만 오히려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은 미국 평균의 반에 지나지 않았다
22
. 따

라서 small dense LDL과 동맥경화증과의 관계는

인종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다.

조 등은 건강한 한국인의 small dense LDL의

농도가 유럽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하

다
23
. 그 이유로 한국인에게 특이하게 보이는 고

중성지방혈증이 제시하 다. 고중성지방혈증의

원인으로는 고탄수화물 식사 습관 외에 한국인

에게 고유한 유전적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아

직 한국인 환자에 대한 small dense LDL의 자료

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도 small dense LDL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인과 유사한 생활습관과 유

전적 배경을 공유한 일본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

면 small dense LDL이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

자라고 보고되었다
24
.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연

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Small, dense LDL을 조절하면 동맥경화의 발생

이나 재발이 감소한다는 보고는 많지 않다.

Diabetes Atherosclerosis Intervention Study (DAIS)

의 결과에 따르면 fenofibrate의 동맥경화 치료효

과의 일부는 치료 전의 LDL 크기뿐만 아니라 치

료중의 LDL 크기에도 향을 받는다
25
. 치료의

결과로 LDL의 size가 커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예후가 좋았다는 의미로 동맥경화 치

료의 목표로 LDL 콜레스테롤 뿐만 아니라 LDL

의 크기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

다. 그러나 자료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추후의

연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결 론

Small dense LDL의 생성은 여러 가지 대사적

인 인자와 유전적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동물실

험이나 임상연구의 결과, small dense LDL이 동

맥경화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 점

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small dense LDL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동맥경화와의 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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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Krauss RM, Burke DJ. Identification of

multiple subclasses of plasma low density lipo-

proteins in normal humans. J Lipid Res 1982;

23:97-104

2. Guerin M, Bruckert E, Dolphin PJ, Turpin G,

Chapman MJ. Fenofibrate reduces plasma

cholesteryl ester transfer from HDL to VLDL

and normalizes the atherogenic, dense LDL

profile in combined hyperlipidemia.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1996;16:763-772

3. Griffin BA, Caslake MJ, Yip B, Tait GW,

Packard CJ, Shepherd J. Rapid isolation of low

density lipoprotein (LDL) subfractions from

plasma by density gradient ultracentrifugation.

Atherosclerosis 1990;83:59-67

4. Packard CJ, Demant T, Stewart JP, Bedford D,

Caslake MJ, Schwertfeger G, Bedynek A,

Shepherd J, Seidel D. Apolipoprotein B meta-

bolism and the distribution of VLDL and LDL

subfractions. J Lipid Res 2000;41:305-318

5. Tan KC, Shiu SW, Chu BY. Roles of hepatic

lipase and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in

determining low density lipoprotein subfraction

distribution in Chinese patients with 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Atherosclerosis

1999;145:273-278

6. Tan CE, Foster L, Caslake MJ, Bedford D,

Watson TD, McConnell M, Packard CJ,

Shepherd J. Relations between plasma lipids and

postheparin plasma lipases and VLDL and LDL

subfraction patterns in normolipemic men and

women.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1995;

15:1839-1848

7. Juo SH, Han Z, Smith JD, Colangelo L, Liu K.

Common polymorphism in promoter of micro-

somal triglyceride transfer protein gene influences

cholesterol, ApoB, and triglyceride levels in

young african american men: results from the

coronary artery risk development in young

adults (CARDIA) study. Arterioscler Thromb

Vasc Biol 2000;20:1316-1322

8. Austin MA, Wijsman E, Guo SW, Krauss RM,

Brunzell JD, Deeb S. Lack of evidence for

linkage between low-density lipoprotein subclass

phenotypes and the apolipoprotein B locus in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Genet Epidemiol

1991;8:287-297

9. Allayee H, Dominguez KM, Aouizerat BE,

Krauss RM, Rotter JI, Lu J, Cantor RM, de

Bruin TW, Lusis AJ. Contribution of the

hepatic lipase gene to the atherogenic

lipoprotein phenotype in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J Lipid Res 2000;41:245-252

10. Allayee H, Aouizerat BE, Cantor RM, Dallinga-

Thie GM, Krauss RM, Lanning CD, Rotter JI,

Lusis AJ, de Bruin TW. Families with familial

combined hyperlipidemia and families enriched

for coronary artery disease share genetic

determinants for the atherogenic lipoprotein

phenotype. Am J Hum Genet 1998;63:577-585

11. Yamashita S, Hirano K, Sakai N, Matsuzawa Y.

Molecular biology and pathophysiological aspects

of plasma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Biochim Biophys Acta 2000;1529:257-275

12. Skoglund-Anderson C. Influence of common

variants in the CETP, LPL, HL and APO E

genes on LDL heterogeniety in healthy,

middle-aged men. Atherosclerosis 2003;1-7

13. Okumura K, Matsui H, Kamiya H, Saburi Y,

Hayashi K, Hayakawa T. Differential effect of

- 337 -



韓國 脂質·動脈硬化學會誌 13卷 2號

two common polymorphisms in the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gene on low-density lipoprotein

particle size. Atherosclerosis 2002;161:425-431

14. Deeb SS, Peng R. The C-514T polymorphism

in the human hepatic lipase gene promoter

diminishes its activity. J Lipid Res 2000;41:

155-158

15. Russo GT, Meigs JB, Cupples LA, Demissie S,

Otvos JD, Wilson PW, Lahoz C, Cucinotta D,

Couture P, Mallory T, Schaefer EJ, Ordovas

JM. Association of the Sst-I polymorphism at

the APOC3 gene locus with variations in lipid

levels, lipoprotein subclass profiles and coronary

heart disease risk: the Framingham offspring

study. Atherosclerosis 2001;158:173-181

16. Sartipy P, Camejo G, Svensson L, Hurt-Camejo

E. Phospholipase A(2) modification of low

density lipoproteins forms small high density

particles with increased affinity for proteogly-

cans and glycosaminoglycans. J Biol Chem

1999;274:25913-25920

17. Anber V, Griffin BA, McConnell M, Packard

CJ, Shepherd J. Influence of plasma lipid and

LDL-subfraction profile on the interaction

between low density lipoprotein with human

arterial wall proteoglycans. Atherosclerosis

1996;124:261-271

18. Campos H, Blijlevens E, McNamara JR,

Ordovas JM, Posner BM, Wilson PW, Castelli

WP, Schaefer EJ. LDL particle size distribution.

Results from the Framingham Offspring Study.

Arterioscler Thromb 1992;12:1410-1419

19. Gardner CD, Fortmann SP, Krauss RM.

Association of small low-density lipoprotein

particles with the incide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in men and women. JAMA 1996;

276:875-881

20. Austin MA, Rodriguez BL, McKnight B,

McNeely MJ, Edwards KL, Curb JD, Sharp DS.

Low-density lipoprotein particle size, triglycerides,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s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 in older

Japanese-American men. Am J Cardiol 2000;

86:412-416

21. Griffin BA, Freeman DJ, Tait GW, Thomson J,

Caslake MJ, Packard CJ, Shepherd J. Role of

plasma triglyceride in the regulation of plasma

low density lipoprotein (LDL) subfractions:

relative contribution of small, dense LDL to

coronary heart disease risk. Atherosclerosis

1994;106:241-253

22. Campos H, Bailey SM, Gussak LS, Siles X,

Ordovas JM, Schaefer EJ. Relations of body

habitus, fitness level,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cluding lipoproteins and apolipoproteins

in a rural and urban Costa Rican population.

Arterioscler Thromb 1991;11:1077-1088

23. Cho HK, Shin G, Ryu SK, Jang Y, Day SP,

Stewart G, Packard CJ, Shepherd J, Caslake

MJ. Regulation of small dense LDL concent-

ration in Korean and Scottish men and women.

Atherosclerosis 2002;164:187-193

24. Koba S, Hirano T, Yoshino G, Sakai K, Sakaue

T, Adachi M, Katagiri T. Remarkably high

prevalence of small dense low-density lipoprotein

in Japanese men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irrespective of the presence of diabetes.

Atherosclerosis 2002;160:249-256

25. Vakkilainen J, Steiner G, Ansquer JC, Aubin F,

Rattier S, Foucher C, Hamsten A, Taskinen

MR. Relationships between low-density

lipoprotein particle size, plasma lipoproteins,

and progression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e

Diabetes Atherosclerosis Intervention Study

(DAIS). Circulation 2003;107:1733-1737

- 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