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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검출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측정한 흉부대동맥의 직경

이    건*ㆍ임 창 *ㆍ이 헌 재*

Diameters of the Thoracic Aorta Measured with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Gun Lee, M.D.*, Chang-Young Lim, M.D.*, Hyeon-Jae Lee, M.D.*

Background: Background: Computed tomography (CT) is the main tool for detecting abnormalities of the thoracic 
aorta, but conventional CT only shows the cross-sectional images. These CT images have some limitations fo ac-
curatly measuring the thoracic aortic diameters at various levels.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 over-
comes these limitations. We measured the thoracic aortic diameter perpendicular to the loop-shaped thoracic aortic 
course and this was studied in relation to age, gender, height, weight, the body surface area, the body mass in-
dex and the presence of hypertension. Material and Method: Thirty hundred thirty one patients (males: 141 pa-
tients and females: 190 patients) who had no abnormalities of the thoracic aorta were investigated using MDCT 
aortograph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age categories: 20∼39 years old, 40∼59 years old and over age 60. 
The image was reformed with multiplanar reconstruction and the diameter of the aorta was measured perpendicular 
to the aortic course at 5 anatomic segments. Level A was the mid-ascending aorta, level B was the distal as-
cending aorta, level C was the aortic arch, level D was the aortic isthmus and level E was the mid-descending 
aorta. Result: The mean age was 49.5 years old for males and 54.9 years old for females (p＜0.05). The mean 
diameter of the thoracic aorta at level A was 31.1 mm, that at level B was 30.2 mm, that at level C was 26.5 
mm, that at level D was 24.0 mm and that at level E was 22.6 mm. The diameters at all the levels were gradu-
ally increased with age. Hypertensive patients had larger diameters than did the non-hypertensive popul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scending aortic diameter (levels A&B) and height and the body surface 
area,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aortic arch (level C) and the descending aorta (levels D&E).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of the weight and body mass index at all levels. Conclusion: The diameters 
of the thoracic aortas were directly correlated with gender, age and hypertension. Height and the body surface 
area were only correlated with the ascending aorta. Weight and the body mass index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 
at all levels. We measured the age related thoracic aortic diameters and the upper normal limits and we provide 
this data as reference values for the thoracic aortic diameter in the Korean population.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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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n=331)

Age (years) Male (n=101) Female (n=112) Total

20∼39 47 43  90

40∼59 52 67 119

Over 60 42 80 122

Fig. 1. Levels of measured aortic diameters A=Mid-ascending aor-
ta; B=Distal ascending aorta; C=Aortic arch between left carotid 
artery and left subclavian artery; D=Proximal descending aorta at 
aortic isthmus; E=Mid-descending aorta.

서      론

  최근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동맥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고 흉부 동맥의 스탠트 삽입술도 차 늘어나고 있

다. 동맥의 직경은 동맥류, 동맥 박리 등의 동맥 

질환과 직 인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응증을 

단하는 요한 지표이다. 특히 동맥의 수술이나 스탠

트 이식술을 고려하고자 할때 동맥의 직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 값과 비교하는것이 매우 요하다. 기존의 

교과서나 문헌의 자료는 서양인을 기 으로 측정한 것으

로 한국인 혹은 동양인을 기 으로 측정한 자료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단면  상만을 볼 수 있는 재래의 산화 

단층촬 보다 발 한 장비인 다 검출 산화 단층촬

(MDCT)을 이용하여 흉부 동맥의 직경을 측정하여 한국

인의 흉부 동맥의 직경에 해 연령별 표 값과 정상한

계값을 제시하고, 키, 몸무게, 체표면  그리고 체질량지

수등의 신체지수별 차이와 고 압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

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상 환자는 331명으로 남자가 141명이고 여자가 190명

이었다. 이 환자들은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성 흉통이

나 흉부외상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다 검출 산화 단층

촬  장비를 이용하여 동맥 조 술을 시행한 환자  

특별한 동맥 질환이 없는것으로 독된 환자들이며 외

국인이나 Marfan 증후군, 동맥류, 동맥 박리와 같은 

동맥 질환 그리고 동맥 막질환이 있는 환자는 상

에서 제외하 다. 이들은 연령별로 20세부터 39세까지, 40

세부터 59세까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 으며 남자가 각

각 47명, 52명, 42명이었고, 여자는 각각 43명, 67명, 80명 

이었다(Table 1). 이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촬  

당시의 나이, 키와 몸무게 그리고 이를 이용한 체표면

(BSA)과 체질량지수(BMI), 고 압 과거력의 유무를 알아

보았다. 고 압은 내원 당시 평균 수축기 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압이 90 mmHg 이상이 경우, 

항고 압제를 복용 인 환자 그리고 고 압의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를 모두 포함시켰다.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장비는 최근에 도입된 64열 

LightSpeed VRT (GE Healthcare, Chalfort, UK)기종이며, 소

트웨어인 Advantage Workstation 4.3 (General Electric Me-

dical System, Milwaukee, WI)을 이용하여 상을 3 mm 간

격으로 상단면(coronal section)과 시상단면(sagittal sec-

tion)으로 재구성하여 다섯 군데의 흉부 동맥의 직경을 

측정하 다. Level A는 상행 동맥의 간부분으로 동

맥 막으로부터 5 cm 지 에서 측정하 고, level B는 원

부 상행 동맥으로 무명동맥으로부터 1 cm 하방에서 

측정하 다. Level C는 동맥궁으로 좌경동맥과 좌쇄골

하동맥의 사이에서 측정하 고, level D는 근 부 하행

동맥으로 동맥 부에서 측정하 으며, level E는 하행

동맥의 간부분으로 횡경막 상방 5 cm 지 에서 측정

하 다(Fig. 1). 측정은 의학 상 장  송 시스템

(PACS)의 화면에서 동맥의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측정

하 고 이때의 수치는 동맥벽의 두께를 제외한 동맥

의 내경에 해당된다. 측정자간의 오차를 이기 해 모

든 상환자의 측정을 1명으로 국한하 다.

  성별과 고 압의 과거력 유무와 동맥의 직경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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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diameters and upper normal limits of thoracic aorta based on age group and sex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Level E

20∼39 male 25.4±3.0* 25.3±2.3* 23.6±2.1* 20.1±1.7* 19.7±1.9*

(31.4)† (29.9)† (27.8)† (23.5)† (23.5)†

20∼39 female 25.0±3.3* 24.9±2.5* 22.6±2.5* 19.8±2.0* 18.2±1.8*

(31.6)† (29.9)† (27.6)† (23.8)† (21.8)†

40∼59 male 30.8±3.1* 29.6±2.9* 26.1±2.5* 23.7±2.4* 22.8±2.2*

(36.9)† (35.4)† (31.1)† (28.5)† (27.2)†

40∼59 female 29.3±4.3* 28.6±3.6* 25.0±3.0* 22.2±2.6* 20.5±2.4*

(37.9)† (35.8)† (31.0)† (27.4)† (25.3)†

Over 60 male 34.3±4.5* 33.9±3.8* 29.1±2.9* 26.9±3.1* 25.3±2.6*

(43.3)† (41.5)† (34.9)† (33.0)† (30.5)†

Over 60 female 35.6±3.9* 33.8±3.7* 28.7±2.9* 26.4±4.5* 24.9±3.4*

(43.4)† (41.2)† (34.5)† (35.4)† (31.7)†

*=Mean thoracic aortic diameters. †=Upper normal limits of thoracic aortic diameters (mean＋standard deviation×2).

Table 3. Mean diameters of thoracic aorta correlated with 
non-hypertensive and hypertensive population

Hypertension (−) Hypertension (＋)
p-value*

(n=246) (n=85)

Level A 29.9±5.3 34.5±4.9 ＜0.0001

Level B 29.1±4.6 33.4±4.0 ＜0.0001

Level C 25.7±3.5 28.9±3.4 0.0014

Level D 23.1±3.8 26.6±3.8 0.0058

Level E 21.7±3.5 25.1±3.8 0.0063

*Measured by Student t-test.

계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연령별 분

석은 ANOVA test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키와 몸무게, 

체표면 , 체질량지수와 동맥 직경과의 상 계는 상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

만일 때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이들

의 통계 로그램은 SAS Enterprise Guide 4.1을 이용하

다. 연령별 동맥 직경의 증가율과 R제곱값은 Microsoft 

Excel 2003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결      과

  상환자 331명  남자는 140명으로 20세 부터 86세 까

지이며, 여자는 190명으로 20세 부터 93세(Table 1). 이  

정상 압이 146명으로 남자 111명, 여자 135명이며 평균

연령은 49.4±16.5세 고, 고 압이 85명으로 남자 30명, 여

자 55명이며 평균연령이 60.7±12.8세 다. 고 압 환자가 

정상 압을 가진 환자보다 평균연령이 많았다(p＜0.05).

  모든 환자를 상으로 측정한 동맥의 평균직경은 le-

vel A가 31.1 mm, level B가 30.2 mm, level C가 26.5 mm, 

level D가 24.0 mm 그리고 level E가 22.6 mm로 상행 동

맥에서 원 부로 갈수록 차 직경이 작아지는 모양이었

다. 고 압이 없는 정상인에서 성별  연령별 흉부 동

맥 직경의 평균값과 동맥 직경의 정상한계값(평균직경

＋표 편차의 2배)은 Table 2와같이 측정되었는데 성별에 

따른 동맥 직경의 차이는 거의 부분의 부 와 연령에

서 남자가 여자보다 0.3∼2.3 mm 크게 측정되었고(＜0.05) 

60세 이상의 상행 동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크게 측

정되었다(＜0.05).

  모든 부 (level A∼E)에서 고 압의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가 정상 압의 환자에 비해 3.2∼4.6 mm 크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0.05)(Table 3).

  정상 압 에서 연령별 상 계는 모든 부 (level A

∼E)에서 나이에 비례하여 동맥 직경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 고 20∼39세, 40∼59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군에

서 동맥 직경의 차이는 남녀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0.05). 이  상행 동맥(level A)에서 연

령별 동맥 직경의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 남자가 매

년 0.24 mm의 증가를 보 고 여자가 매년 0.26 mm의 증

가를 보 다. 연령별 증가율은 동맥궁(level C)이 가장 

어서 남자가 매년 0.14 mm, 여자가 매년 0.15 mm의 증

가를 보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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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ge related thoracic aortic diameters of non-hypertensive population.

  키와 체표면 은 상행 동맥(level A&B)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 고 동맥궁(level C)과 하행 동맥(level D&E)에

서는 차이가 없었다. 체 과 체질량지수은 모든 부 (level 

A∼E)에서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Table 4).

고      찰

  흉부 동맥 질환의 진단과 수술의 응증 등을 단하

기 해서는 동맥의 직경을 정확히 측정하고 부 별 표

값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동맥 

박리증과 동맥 막 폐쇄부 증의 발병인자 에서 

동맥의 직경이 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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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inued.

Table 4. p-values between various levels of thoracic aortic diam-
eters and height, weight, BSA* and BMI†

Height Weight BSA BMI

Level A 0.0058
‡ 0.0649‡ 0.0222‡ 0.9638‡

Level B 0.0127‡ 0.0771‡ 0.0485‡ 0.8849‡

Level C 0.7603‡ 0.8688‡ 0.9973‡ 0.5323‡

Level D 0.7326‡ 0.5841‡ 0.6487‡ 0.2131‡

Level E 0.8237‡ 0.6848‡ 0.7153‡ 0.4628‡

*=Body surface area. †=Body mass index. ‡=Measured by 

correlation analysis.

등[1]은 동맥 직경이 큰 환자가 동맥 열, 동맥 박

리 그리고 사망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 고, Coady 등

[2]은 동맥의 직경이 상행 동맥은 5.5 cm, 하행 동맥

은 6.5 cm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동맥 직경

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음 , 동맥 조 술, 자

기공명 동맥 조 술, 산화 단층촬  등이 있다. 이  

경흉부 심장 음 는 동맥 근부에 국한된 상만을 볼 

수 있고, 경식도 심장 음 는 상행  하행 동맥을 볼 

수 있으나 동맥궁을 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동

맥 조 술은 동맥의 굴  정도와 길이를 찰하기에는 

좋으나 직경을 측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동

맥 내의 벽재 (mural thrombus) 혹은 심한 석회화가 있

는 경우에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동맥 조 술의 특성

상 확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진단방법은 침

습 이라는 단 이 있다[4]. 자기공명 동맥 조 술은 해

상도는 우수하지만 동맥 벽의 병 인 변화를 찰하기

엔 한계가 있고 속 등의 보형물에 해 왜곡 상이 있

으며 검사시간이 길어 환자나 폐쇄공포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검사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5]. 따라서 동

맥질환의 진단에는 산화 단층촬 이 가장 리 사용되

고있다. 과거의 산화 단층촬 은 횡단면의 상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말굽형의 흉부 동맥을 부 별로 직경

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장비를 이용하면 상을 상단면과 시상단면 

등으로 다면  2차원 상뿐만 아니라 3차원으로도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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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재구성(multiplanar reconstruction)할 수 있어 비스듬히 

는 가로로 주행하는 을 정확히 찰할수 있기 때문

에 모든 부 의 동맥을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직경을 측

정할 수 있다. 한 짧은 시간에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motion artifact가 어 심 계와 같은 움직이는 장기

에 해서도 정확한 상을 얻을 수 있고 방사선 노출량

도 은 장 이 있다[6]. 따라서 최근에는 다 검출 산

화 단층촬  장비를 이용하여 상동맥 질환을 비침습

으로 진단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동맥 분지 등을 생

체와 거의 유사하게 3차원 해부학  구조로 재 할수 있

다. 그리고 동맥내 스탠트 삽입술의 시술 , 후에도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이 필수 인 진단도구이다. Mao 

등[7]은 여러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상행 동맥의 직경

에 한 비교에서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장비를 이용

한 측정값이 심장 음 로 측정한 값에 비해 체로 크게 

나왔고, 재래의 산화 단층촬 으로 측정한 값보다는 작

게 나왔다고 하 다. 이는 상의 포착방법과 시기, 측정

치, 해상도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하 다. 심장의 수

축과 이완에 따라 동맥의 직경도 변화하게 되는데 재래

의 산화 단층촬  장비는 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

축기-이완기의 상을 구분할수 없어 실제의 크기보다 과

평가 된다고 하 다. 본 병원의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장비는 동맥 조  촬 시에 EKG-gating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시기와 계없이 임의의 순간에 

촬 된 상이지만 EKG-gating을 해서 검사를 하면 좀더 

정 한 상을 얻을수 있다.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의 

상에서 보이는 동맥의 상은 동맥 벽을 제외한 내

경에 해당하므로 동맥 벽의 평균 두께가 약 1.2 mm 

(0.75∼1.75 mm)임을 감안하면 실제 동맥의 외경은 측

정값보다 약 2.4 mm 크다고 하겠다.

  여러 인자에 따른 흉부 동맥 직경의 차이에 한 문헌

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 으로 나이에 따른 직경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하 고 그 외 고 압, 성별, 체질량지수 등이 

련이 있고 키, 체 , 체표면 은 유의성이 없다고 하

다[1,7-9].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 고 압이 모든 부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키와 체표면 은 상행 동

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동맥궁과 하행 동맥

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체 과 체질량지수는 모든 부 에

서 차이가 없었다. 고 압은 동맥 벽에 직 인 향

을 주는 인자로 내막에 동맥경화와 석회화가 발생하고 이

러한 변화로 인해 동맥의 탄력성이 어들어 압과 맥

압이 더욱 상승하고 동맥의 직경도 늘어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동맥 직경과 외국 문헌의 측정결

과를 비교하면 서양인에 비해 동맥의 직경이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Wolak 등[11]이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상행

동맥의 평균 직경이 33±4 mm이고, 하행 동맥의 평균

직경이 24±3 mm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행 동맥

의 평균직경이 31.1±3.9 mm로 측정되었고, 하행 동맥의 

평균직경이 22.6±3.2 mm로 측정되어 서양인에 비해 동

맥의 직경이 작았다. 한 Mao 등[7]에 의하면 고 압이 

없는 환자에서 상행 동맥의 평균 직경이 남자가 33.6 

mm, 여자가 31.1 mm라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level A에서 정상인 남자가 31.7 mm, 여자가 30.1 mm로 

역시 서양인에 비해 동맥의 직경이 작았다. 그리고 평

균값＋표 편차의 2배로 산정한 상행 동맥의 정상한계

치는 20∼39세, 40∼59세, 60세 이상의 남자에서 각각 

37.8 mm, 40.5 mm, 42.6 mm이고, 여자가 35.6 mm, 38,3 

mm, 40.0 mm라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level A에서 남

자가 31.4 mm, 36.9 mm, 43.3 mm, 여자가 31.6 mm, 37.9 

mm, 43.4 mm로 59세 미만에서는 서양인의 정상한계값이 

크게 나타났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본 연구의 정상한계값

이 서양인의 것보다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상행 동맥 직경의 연령별 증가율이 0.24∼0.26 mm/year

로 나타나 서양인의 상행 동맥 직경의 연령별 증가율인 

0.12∼0.20 mm/year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동맥류의 기 도 일률 인 수치로 정하기 보다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한계값을 참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동맥의 변화는 동맥 벽에 탄력

소의 분열(elastin fragmentation), 섬유화(fibrosis), 층 괴사

(medial necrosis) 등의 조직학 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직

경이 증가되는 것이다[12]. 나이와 동맥 직경의 상

계는 R제곱값이 0.4375에서 0.5911 (평균 0.5197)로 체로 

신뢰할만 한 직선의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동맥 

직경의 증가율은 상행 동맥(0.24∼0.26 mm/year)이 동

맥궁이나 하행 동맥(0.14∼0.17 mm/year) 보다 더 크다. 

이는 동맥을 통과하는 류량이 원 부로 갈수록 어

들기 때문에 동맥의 직경은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을 하

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령의 증가에 따른 동맥 직경의 

증가율도 어드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행

동맥은 탄력소(elastin)/교원질(collagen)의 비율이 높아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주기에 따라 동맥도 

박동하여 평균 1.7 mm의 직경 변화를 보이는 반면 원 부

로 갈수록 탄력소는 어들고 교원질은 많아져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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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행 동맥 직경의 변화가 심

하지 않다[13]. 박호용 등[14]은 복부 동맥의 증가율은 

0.07∼0.13 mm/year라고 보고하여 흉부 동맥의 증가율보

다 작았다.

  본 연구에서 정상한계치를 과하는 경우는 level A에

서 3.3%, level B에서 3.0%, level C에서 2.4%, level D에서 

3.3%, 그리고 level E에서 2.7% 다. 이 환자들은 동맥류 

혹은 동맥 박리증에 한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정기

인 추 찰을 요한다.

결      론

  자들은 동맥 질환이 없는 한국인의 흉부 동맥 직

경을 다섯군데에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나이와 성별, 

고 압의 유무가 가장 의미있는 변수로 단되었다. 키와 

체표면 은 상행 동맥에서 차이를 보 지만 동맥궁과 

하행 동맥에서는 통계  유의성이 없었고 체 과 체질

량지수는 모든 부 에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압이 없는 정상인에서 남자와 여자

의 연령별 동맥 직경을 측정하 고 정상한계치도 계산

하 다. 이 값은 서양인의 흉부 동맥의 직경과 정상한계

값 보다 체로 작은것으로 나타났다. 자들은 이를 한

국인의 흉부 동맥 직경의 참고값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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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산화 단층촬 은 흉부 동맥의 이상소견을 진단하는데 매우 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재래

의 산화 단층좔 은 단면 인 상만을 볼 수 있어 여러 부 의 동맥 직경을 측정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진단기기로 이를 이용하여 곡

선으로 된 흉부 동맥의 직경을 주행방향과 직각으로 측정하여 연령, 성별, 키와 몸무게, 체표면 과 

체질량지수, 고 압과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다 검출 산화 단층촬  장비를 

이용하여 동맥 조 술을 시행한 환자  특별한 동맥 질환이 없는 것으로 독된 환자 331명을 

상으로 하 으며, 남자가 141명이고 여자가 190명이었다. 이들을 연령별로 20∼39세, 40∼59세, 
60세 이상으로 분류하 다. 동맥의 직경은 다면상으로 재구성한 단면에서 동맥 주행방향과 직각

이 되도록 측정하 으며 상행 동맥의 간(level A), 원 부 상행 동맥(level B), 동맥궁(level C), 
동맥 부(level D), 하행 동맥의 간(level E)의 다섯 군데에서 측정하 다. 결과: 상환자의 평

균연령은 남자가 49.5세이고 여자가 54.9세 다. 동맥의 평균직경은 level A가 31.1 mm, level B가

30.2 mm, level C가 26.5 mm, level D가 24.0 mm, level E가 22.6 mm 다. 동맥의 직경은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고 압 환자가 정상인보다 동맥의 직경이 크게 나타났다. 키
와 체표면 에 따른 차이는 상행 동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동맥궁과 하행 동맥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체 과 체질량지수는 모든 부 에서 통계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흉부 동맥의 직경

은 성별과 나이, 고 압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키와 체표면 은 상행 동맥에만 차이

를 보 고 하행 동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체 과 체질량지수는 모든 부 에서 통계  유의

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압이 없는 정상인에서 연령별 동맥 직경의 표 값과 정상한계값

을 측정하 고 이를 한국인의 흉부 동맥 직경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중심 단어：1. 동맥

2. 산화 단층촬

3. 동맥조 술

4. 직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