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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aluate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 of cardiovascular risk factors, cognitive impairment, and

subclinical carotid atherosclerosis from aged people using by a cross sectional method. Sixty-nine healthy elders living

in the community who had not previously undergone carotid ultrasonography were included. We conducted life style

surveys, and cognitive function tests including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and clinical dementia

rating-Korean. Various biomarkers from blood were assessed; fasting insulin-like growth factor-1, lipid-profile,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total homocysteine, glucose, insulin,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HOMA) for insulin

resistance index, vitamin B12, and folate level.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C-IMT), and plaques were measured

using carotid ultrasonography and aortic ultrasonography, a valid index of atherosclerosis. For the elderly subjects

(aged 65-82 years), cognition impairment was more prevalent in females while subclinical atherosclerosis was more

prevalentin males. Increased C-IMT has been kept in males, and C-IMT shows increasing trend and the peak at about

80 year-old in females with increasing age. Th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IMT and many vascular risk factors

including age, triglyceride, abnormal homocysteinein male, and K-MMSE, insulin, HOMA index and abnormal aortic

ultrasonography in female were different in each gender, with the exception of homocysteine (p<0.05). This data

suggests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f age and gende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subclinical atherosclerosis, cognitive

impairment and vascular risk factors in community-living elders. Further larger and longitudinal studies across entire

age are required to better understand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subclinical ather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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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죽상경화증은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서 심혈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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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병리적 과정과 상호작용을 하여 심혈관 질환의 증상화

에 관여하게 된다. 뇌졸중, 심근경색증과 같은 혈전증

(thrombosis)에 의한 급성 혈관 폐색의 발생은 다양한 위험인자

가 관여하게 된다1). 현재 임상에서 이용되는 경동맥 초음파를 이

용한 죽상경화증의 진단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신뢰도가 높으며,

죽상경화증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신체 다른

부위의 죽상경화증 정도를 유의하게 반영하며,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하는 비용효과적인 예측 도구로서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죽

상경화증을 선별하는데 유용성이 매우 크다
1)

. 초음파를 이용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C-IMT)의

측정은 초기 죽상경화증의 지표와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

로 타당성이 잘 알려져 있다
1-3)

. O’Leary 등은 임상적 심혈관 질

환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 6.2년의 추적 관찰

을 시행하여 C-IMT가 증가할수록 급성 심근경색증과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증가됨을 보고하였다
2)

. 따라서 무

증상 경동맥 죽상경화증의 조기 진단은 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예방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임상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혈관성 질환에 대한 염증성, 지혈성, 아교세포 손상성, 흥분

화 신경전달물질성 인자 등의 다양한 혈관 관련 생체지표

(biomarker)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 후 기능 회복의 예측인자로

작용하며
4)

, 당뇨와 고혈압 같은 기저의 심혈관계 질환과 고지혈

증, 흡연 등을 포함한 생활방식(lifestyle)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

도를 높이는 인자로 작용한다5).

노인에서 인지장애의 유병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25%에

서 65% 범위까지 비례적인 증가를 보여 전반적 유병률이 매우

높다6).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진단된 무증상 뇌경색 (silent

infarctions)은 임상적 뇌경색이 없는 경우에 발생된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었으며7), 뇌경색이 없는 울혈성 심부전 상태에서도 뇌

관류의 감소로 인해 인지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8) 경동맥 죽

상경화증 등에 의한 뇌관류의 감소가 뇌손상 및 무증상 뇌경색

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지장애가 초래될 수 있

음을 가정할 수 있다9). 그러나 이러한 내경동맥의 협착과 인지장

애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10,11). 이는 대상인원 수, 내경동맥의 협착 정도, 뇌

졸중의 포함 여부, 대조군 여부, 인지검사를 포함한 신경정신학

적 검사의 종류, 초음파 기준, 대상자의 선별, 경동맥수술 여부

등의 다양한 연구 조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10). 그러

나 경동맥 질환의 다양한 위험인자 중 심혈관 질환, 흡연, 고지혈

증 등은 경동맥 질환과 독립적으로 뇌의 허혈성 질환의 위험인

자로 작용하며12), 이러한 인자들이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치

매에 대한 위험인자인 고령,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고

호모시스테인혈증, 흡연, 문맹, 관상동맥질환, 가족력, APOE ε4

등의 인자와 중복된다13).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의 성별

차이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성인에서 연령, 수축기혈압, 총콜

레스테롤, 고밀도지질단백,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흡연 등이 남녀 모두에서 C-IMT 증가의 독립적 위험인자

로 작용하였다. 특히 남자군에서는 섬유소원(fibrinogen)과 신체

활동이, 여자군에서는 중성지방이 C-IMT 증가의 위험인자로 작

용하고 있으므로 남녀간 무증상 죽상경화증의 분포와 위험인자

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14)

. 그러나 다

른 연구에서는 노인에서 C-IMT 증가에 대한 조기 경동맥 죽상경

화증의 위험인자는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5).

연령의 증가에 따른 죽상경화증의 발생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C-IMT 또는 죽상판 크기, 발생빈도 등의 평가지표의 다양성에

따른 편차를 보이나, 연령의 증가에 따른 C-IMT의 증가와 죽상

판 발생 빈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1,16)

. 지금까지 인지장애, 생활

방식지표, 생체지표 등의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모두

포함하여 C-IMT 증가에 대한 상관성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미미

하다. 특히 나이와 성별 특성에 대한 혈관성 질환의 다양한 위험

인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

로 무증상 경동맥 죽상경화증에 대한 인지장애와 생활방식지표,

생체지표 등의 혈관성 질환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향후 지역사회에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혈관성 질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광역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연구 관련 홍보지를 발송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

다. 평균연령은 71.1±4.7세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65-82세이었다.

기존에 노인성 치매로 진단된 경우, 1년 이내의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에 심한 장애를 갖는 경우, 이

전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죽상경화증이 진단된 경우, 연구 목

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의

설계와 진행은 단면적 연구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모든 대상자

는 연구 동의서를 받았으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2.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뇌혈관 질환의 알려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위험인자로서 연

령, 성별, 체중, 신장, BMI, 흡연여부, 흡연기간, 음주여부, 주당

누적 음주량, 과거병력 (뇌졸중, 뇌졸중가족력, 당뇨, 고혈압, 고

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을 조사하였다. 주당 누적 음주량은 주당

음주횟수와 1회 평균 음주량을 한 병의 알코올농도가 23%인 술

의 단위로 환산하여 두 값을 곱하여 구하였다.

생활습관의 차이에 대한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주당 운

동시간 및 운동의 종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운동시간은

주당 평균 운동시간을 조사하였고, 운동의 종류는 자가 기입을

하도록 하였고, 사후에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걷기와 조깅,

등산, 수영, 게이트볼, 스트레칭 및 요가 등으로 구분하였다.

3. 인지 기능 평가

인지검사를 위해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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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MSE), clinical dementia rating-Korean (CDR-K) 검사를 실

시하였다17,18). 교육 정도에 따라 K-MMSE의 세부 점수를 보정하

였다
19)

. K-MMSE에서 24-26점인 경우는 인지손상의 가능성을 갖

는 단계20)로, 24점 미만인 경우는 추정적 치매20)로 분류하였다.

CDR-K의 점수에 따라 3군으로 분류(0은 정상, 0.5는 경도의 인

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1은 치매) 하였다
21)

.

4. 생체지표(biomarker)

뇌혈관 질환의 알려진 혈액학적 지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생체지표 검사를 실시하였다. 채혈은 채혈 전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검사 당일 아침에 실시하였다.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혈색소, 적혈구 용적률, 혈소판, 고밀도지질단백

질(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저밀도지질단백질(Low

density lipoprotein, LDL),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CRP), 호모시스테인, 혈중 포도당,

인슐린, 비타민 B12, 엽산(folate)의 혈중농도를 조사하였다22). 비

정상 호모시스테인은 15 μmol/L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고,

HOMA 인슐린저항지수(Homeostasis model assessment

(HOMA) = insulin (μU/m) X [glucose (mmol/L)/22.5])를 구하

였다23).

5. 초음파 검사 및 말초혈관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는 누운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경동맥 초

음파 검사와 복부대동맥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임상경험이 5년

이상인 초음파 기사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판독은 초음파 임상경험이 5년 이상인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하

였고, 복부대동맥 초음파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판

독하였다. 경부를 후굴하여 측경부를 노출시킨 후 B-방식, 컬러

도플러, 맥박 도플러 초음파 기기 LOGIQ 9®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의 4-11 MHz 직선 변환기

(transducer)로 양측의 총경동맥을 검사하였다24). 횡축 영상으로

경동맥을 찾은 후 90° 회전하여 장축의 B-방식 영상에서 혈관의

전측벽과 후측벽을 기록하였다. 총경동맥으로부터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이 분지하는 지점으로부터 근위부 1.5 cm 총경동맥 부

위의 죽상판(plaque)이 없는 부위에서 최대한의 C-IMT를 측정하

였다
24)

. C-IMT는 중막-외막 연접부와 관내강-내막 연접부사이의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총경동맥과 내경동맥에서 죽상판(plaque)

여부 및 크기를 관찰하였다24). C-IMT는 좌측과 우측에서 측정하

였으며, 양측 C-IMT의 평균값을 평균 C-IMT로, 좌우 중 큰 두께

를 최대값 C-IMT으로 정의하였다. 초음파적 뇌혈관계 위험인자

의 기준을 위해 최대값 및 평균 C-IMT가 1 mm 이상인 경우를

비정상 또는 무증상 죽상경화증으로 판정하였으며
25)

, 여자 한명

에서 최대값이 1 mm 이상이며, 평균값이 0.95 mm이었던 경우

는 비정상으로 정의하였다. 죽상판은 Mannheim consensus에 따

라 내강(lumen)으로 1.5 mm 이상의 돌출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

였다24). 죽상판의 평가는 발생된 죽상판의 갯수, 발생부위(무, 우

측, 좌측, 양측), 죽상판 총면적, 죽상판 총면적에 따른 죽상판크

기 범주(plaque size category 0: 무죽상판, 1: 소죽상판<10 mm
2
,

2: 중죽상판10-50 mm2, 3: 대죽상판>50 mm2)를 세분하였다. 죽

상판의 종면과 단면의 장축을 이용하여 죽상판면적을 계산하였

으며, 죽상판 총면적은 각 죽상판면적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총

경동맥에서 죽상판 및 폐색을 반영하기 위해 죽상판지수(plaque

index)를 이용하였으며(죽상판지수 0: 무 죽상판, 1: 하나의 소죽

상판이 혈관직경의 30% 미만 점유, 2: 하나의 중죽상판이 혈관직

경의 30-50% 사이이거나 여러 개의 소죽상판이 존재, 3: 하나의

대죽상판이 혈관직경의 50%를 초과하거나 여러 개의 죽상판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중죽상판으로 구성된 경우)
26)

, 총죽상판지

수는 양측 경동맥의 죽상판지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복부대동맥 초음파 검사는 도플러 초음파 기기 LOGIQ 9®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의 4-11 MHz 직선

변환기(transducer)로 복부대동맥의 신장동맥 이하부터 총장골동

맥으로의 분지부까지 부위에서 시행하였으며, 결과를 정상과 죽

상경화로 구분하였으며, 죽상경화는 대동맥 IMT>0.86 mm 또는

죽상판 유무(주변 혈관벽의 IMT에 비해 50% 초과 비대)로 정의

하였다27). 또한 말초혈관의 폐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발목-위팔

지표(ankle-brachial index, ABI)는 vasoguard (CareFusion,

Bristol,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분간 누운 안정상태에서

20 mmHg 이상 압력을 가한 커프(cuff)의 압력을 하강시키는 동

시에 도플러를 이용하여 양측 위팔의 상완동맥과 양측 하지의

후경골동맥 또는 발등동맥에서 맥동을 들을 때 혈압을 측정하여

각 하지의 최대 평균 발목 혈압을 상지 중 최대 평균 위팔 혈압

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6. 통계 분석

조사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1.5 Standard)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모든 연구결과의 통계처리는 남자군

과 여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C-IMT

와 죽상판 크기, 면적의 변화를 추이하여 평가하였다. 뇌혈관 질

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 혈

액학적 생체지표, 초음파 검사 및 말초혈관 검사의 항목에 대한

두 군의 비교를 위해 변수의 특성에 따라 Student t-test 와 χ²

test를 실시하였다. 남녀 각각 좌, 우측의 C-IMT의 비교를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군에서 각각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초음파적 뇌혈관 위험인자의 기

준인 비정상 C-IMT (C-IMT≥1 mm)와의 상관성을 검사하기 위

해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의 유의성 검정

은 p값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였으며, p값이 0.1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 경계 범위에서 유의하

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두 군간 인류사회적 특성의 차이

전체 76명의 지역거주자가 대상이 되었으며, 이중 연령을 포

함한 제외조건에 의해 7명(9.21%)이 제외되어 전체 참여자는 69

명이었고, 이중 남자는 37명(53.62%), 여자는 32명(46.38%)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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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Male
(n=37)

Female
(n=32)

p-value

Age (years) 70.92±6.34 70.41±4.74 0.708

Height (cm) 168.16±6.57 156.35±4.28 <0.001*

Body Weight (Kg) 66.93±9.58 56.97±7.10 <0.001*

BMI (kg/m²) 23.61±2.62 23.28±2.62 0.602

Education (year of schooling) 9.95±3.33 4.78±2.71 <0.001*

0-5 0 10 <0.001*

6-11 21 22

>12 16 0

Smoking, Yes 8(21.62) 1(3.33) 0.035*

Smoking duration (year) 6.94±14.89 0.17±0.91 0.010*

Alcohol, Yes 16(45.71) 0(0.00) <0.001*

Alcohol consumption amount per week 30.78±14.17 0.00±0.00 0.008*

Previous stroke history, Yes 2(5.56) 4(13.49) 0.395

Stroke family history, Yes 5(15.15) 3(13.04) 1.000

Diabetes mellitus, Yes 10(27.03) 6(20.00) 0.520

Hypertension, Yes 15(40.54) 16(53.33) 0.296

Hyperlipidemia, Yes 8(25.00) 4(15.39) 0.643

Cardiovascular disease, Yes 4(14.29) 5(18.52) 0.729

K-MMSE 27.51±2.16 25.31±2.99 0.001*

CDR-K 0.20±0.56 0.28±0.40 0.510

0 (normal) 30(81.08) 17(53.13) 0.002*

0.5 (minimal cognition impairment) 3(8.11) 14(43.75)

1 (dementia) 4(10.81) 1(3.13)

Regular exercise time a week, min/week 283.78±290.91 97.33±172.59 0.002*

Exercise kinds

Walking and jogging 16(55.17) 9(69.23) 0.035*

Hiking 10(34.48) 0(0.00)

Swimming 0(0.00) 2(15.39)

Gate ball 1(3.45) 0(.00)

Stretching and yoga 2(6.90) 2(15.39)

며, 두 군간 신장, 체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연

령, 체중질량지수 및 과거 병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남녀

군의 분포에 있어서 조절 가능한 인자의 편위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 교육기간, 흡연여부, 흡연기간, 음주여부, 음주량에 있

어서는 남자군이 유의하게 많았다(p<0.05). 교육기간을 3개의 수

학 연수로 세분하였을 때
28)

, 남자군은 고등 교육을 받은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p<0.05). K-MMSE에서는 남자군이 여자군에 비

해 인지장애의 정도가 유의하게 적었다(p<0.05). 전체 대상자의

K-MMSE에서 인지손상의 가능성을 갖는 경우(23.19%)가 추정적

치매인 경우(14.49%)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남녀 모두에서 인

지손상의 가능성을 갖는 경우(남자군 13.51%, 여자군 34.38%)가

추정적 치매인 경우보다 더욱 많았다. 추정적 치매인 경우는 남

자군에서 3명으로(범위: 22-23점) 평균 22.67±0.58점이었고, 여자

군에서는 8명으로(범위: 19-22점) 평균 21.00±1.31점이었다.

CDR-K 치매검사에서는 여자군이 남자군보다 인지장애의 정도

가 높았으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

자군의 인지장애 정도에서 경도의 인지장애(CDR이 0.5점)가 많

았으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인지검사상

인지장애를 가진 경우로 분류되었으나, 기존에 적극적인 치매의

진단과 치료 등의 중재는 받지 않았다. K-MMSE, CDR-K를 분석

시 여자군의 인지장애가 남자군보다 많았고, 상대적으로 심각하

지만, 그 정도는 대부분이 경도 범위이었다 (p<0.05). 대표적 생

활습관으로서 운동에 대한 조사에서 규칙적 운동의 주별 운동시

간은 남자군이 유의하게 많았고, 운동의 종류도 남자군이 여자군

에 비해 다양하였다(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Gender Groups

p<0.05 by Student t-test or χ² test, The data is re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For the percent calculation, the data of unknown is excluded in denominator,
Alcohol consumption amount, weekly = alcohol consumption frequency * average
consumption amount per time by the unit of 23%/1 bottle/7.5 glasses BMI: Body mass
index, K-MMSE: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DR-K: Clinical dementia
rating-Korean

2. 두 군간 대상자의 혈액학적 검사의 차이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률, 엽산은 정상범위에 속하였지만, 두

군간 비교할 때 여자군에서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엽산은 유의하게 증가된 차이를 보였다(p<0.05). 다른

알려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Table 2).

Table 2. The Laboratory Results of Subjects in Gender Groups

Characteristics
Male
(n=37)

Female
(n=32)

p-value

IGF-1 163.95±49.80 152.04±55.87 0.353

Hemoglobin 15.36±1.73 13.81±1.70 <0.001*

Hematocrit 45.33±4.68 41.31±4.66 0.001*

Platelet 220.35±60.71 237.84±62.62 0.244

HDL 46.27±12.44 49.75±11.64 0.237

LDL 102.68±29.53 98.59±22.34 0.525

Total cholesterol 179.22±33.10 174.63±33.79 0.571

Triglyceride 180.24±108.43 154.50±75.16 0.263

High sensitive CRP 1.65±2.17 3.27±11.37 0.397

Homocysteine 11.21±4.68 10.08±4.03 0.287

Homocysteine, abnormity 5(13.51) 2(6.25) 0.437

Glucose 116.49±28.40 109.78±27.34 0.323

Insulin 8.56±6.33 9.29±6.47 0.636

HOMA index 46.53±38.67 47.59±39.98 0.911

Vitamin B12 712.86±359.82 786.50±322.32 0.377

Folate 9.50±3.10 11.94±3.39 0.003*

*p<0.05 by Student t-test, The data is re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For the percent calculation, the data of unknown is excluded in denominator.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type 1,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RP: C-reactive protein, HOM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insulin(μ
U/m) x [glucose (mmol/l)/22.5]

3. 연령, 두 군간 대상자에 따른 경동맥 및 복부대동맥 초음파 검

사의 차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남자군이 여자군에 비해 비정

상 C-IMT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으며(남자 51.35%, 여자

15.63%, p<0.05), 비후 정도도 유의하게 높았다(평균 C-IMT는 남

자 1.02±0.49 mm, 여자 0.78±0.23 mm, p<0.05, C-IMT 최대값은

남자 1.21±0.81 mm, 여자 0.87±0.37 mm, p<0.05, Table 3). 특히

남녀군 각각에서 좌측과 우측간 C-IMT 비교시, 남녀군 각각 좌

측의 C-IMT 두께의 경우는 우측에 비해 더욱 두꺼웠으나,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남자군: t=-1.440, p=0.158; 여자군:

t=-1.089, p=0.255, Table 미표기 자료). 성별의 차이에 따른 죽상

판의 수는 남자군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죽상판의 발생부위는 남자군의 경우 좌측에서 상대적으

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좌우에 각각 분포되어 있었고, 여자군의

경우는 죽상판이 없는 경우가 71.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우측이나 양측에 발생된 경우가 많았다. 남자군에서 죽상판 총면

적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남자 25.52±34.03 mm2,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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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T abnormity
Male femal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Age 0.368 0.025* 0.166 0.365

BMI -0.005 0.976 0.069 0.711

Education (year of schooling) 0.066 0.697 0.100 0.587

K-MMSE -0.320 0.853 -0.364 0.041*

CDR-K 0.162 0.339 -0.198 0.277

CDR-K, abnormity 0.112 0.509 -0.231 0.203

Smoking, yes 0.277 0.097 0.083 0.663

Smoking duration (year) -0.197 0.250 -0.083 0.663

Alcohol, yes 0.203 0.242 NA NA

Alcohol consumption amount (/week) -0.289 0.092 NA NA

Stroke history previously, Yes -0.243 0.154 0.183 0.343

Family stroke history, Yes 0.072 0.692 0.178 0.417

Diabetes mellitus, Yes 0.016 0.923 0.000 1.000

Hypertension, Yes -0.033 0.847 -0.060 0.754

Hyperlipidemia, Yes 0.011 0.950 0.173 0.360

Cardio-vascular disease, Yes -0.234 0.231 -0.199 0.320

Exercise frequency (min/week) 0.188 0.265 -0.183 0.334

13.37±27.56 mm2, p<0.05), 죽상판 크기를 비교할 떄 남자군의 거

대 죽상판이 유의하게 많았다(p<0.05). 총경동맥에서 죽상판 및

혈관폐색을 반영하는 총죽상판지수의 경우도 남자군에서 유의하

게 높았다(남자 1.30±1.18, 여자 0.88±1.72, p<0.05). 그러나, 남녀

군 각각에서 좌측과 우측간 죽상판지수 비교에서, 남녀군 각각

좌우측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남자군: t=-0.247,

p=0.806; 여자군: t=1.161, p=0.285, Table 미표기 자료). 복부대동

맥 초음파검사 결과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ABI 검사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여자군의 ABI가 통계적 경

계 범위 내에서 남자군보다 낮았지만(p=0.051),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이었다. 좌측 ABI의 성별간 차이(p=0.051)는 우측 ABI

(p=0.085)의 남녀군간 차이보다 더욱 유의한 경향의 차이를 보였

다. 연령에 따른 경동맥 C-IMT의 추이선은 남녀군 각각에서 좌

측 C-IMT가 우측 C-IMT보다 높았으나, 좌우 평균값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남녀각각 Fig. 1A, p=0.158 Fig. 1B,

p=0.285). 연령에 따른 평균 C-IMT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

군에서는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군에는 80

대로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C). 죽

상판 총면적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69~71세까

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73세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65세의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1D).

Table 3. Carotid and Abdominal Ultrasonography Findings of

Subjects in Gender Groups

Characteristics
Male
(n=37)

Female
(n=32)

p-value

C-IMT, right (mm) 0.92±0.43 0.75±0.18 0.036*

C-IMT, left (mm) 1.11±0.79 0.82±0.38 0.058†

C-IMT, mean (mm) 1.02±0.49 0.78±0.23 0.016*

C-IMT, larger value (mm) 1.21±0.81 0.87±0.37 0.036*

C-IMT≥1 mm, abnormity 19(51.35) 5(15.63) 0.002*

plaque number 0.97±0.87 0.53±0.84 0.111

Plaque site <0.001*

No plaque 11(29.73) 23(71.88)

Right 10(27.03) 4(12.50)

Left 12(32.43) 0(0.00)

Both 4(10.81) 5(15.63)

Total plaque area (mm2) 25.52±34.03 13.37±27.56 0.006*

Total plaque area category 0.048*

0 : no plaque 12(32.43) 21(65.63)

1 ; small <10 mm2 4(10.81) 2(6.25)

2 ; medium 10-50 mm2 14(37.84) 7(21.88)

3 ; large >50 mm2 7(18.92) 2(6.25)

Total plaque index 1.30±1.18 0.88±1.72 0.013*

Plaque index, Right 0.62±0.86 0.50±0.92 0.176

Plaque index, Left 0.68±0.91 0.38±0.91 0.232

Abdominal ultrasonography:

Normal 12(32.43) 13(40.63) 0.168

Atherosclerosis 24(64.87) 15(46.88)

Plaque 1(2.70) 4(12.50)

ABI, right 1.14±0.09 1.09±0.09 0.085†

ABI, left 1.12±0.11 1.07±0.09 0.051†

p<0.05 by Student t-test. †p value is in the statistical borderline range, The data is
re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 For the percent calculation, the data
of unknown is excluded in denominator. C-IMT: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ABI:
Ankle-brachial index. Plaque index; 0: no plaque, 1: one small plaque <30% of vessel
diameter, 2: one medium plaque between 30 and 50% of vessel diameter or multiple
small plaques, and 3: one large plaque >50% of vessel diameter or multiple plaques
with at least one medium plaque.

Fig. 1. The carotid IMT (C-IMT)and plaque size changes across

ages. All linear lines represent trend line. In males (A) and females (B), left C-IMT
is thicker more than right C-IMT by trend lin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left C-IMT are no significant in male or in female (p=0.158, p=0.285,

respectively). (C) Increased C-IMT in males has been kept, and C-IMT in females

shows increasing trend and the peak at about 80 year-old with increasing age. (D)

Total plaque area reveals the peak around 70 year-old in both genders with

increasing age.

4. 각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와 경동맥 C-IMT 검사와의 상관성

남자군의 경우, 비정상 C-IMT는 연령, 중성지방, 호모시스테

인, 비정상 호모시스테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0.05),

비정상 콜레스테롤, 죽상판 수, 흡연, 주당 알코홀소모량, 죽상판

전체면적과는 통계적 경계 범위 내에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Table 4). 여자군의 경우, 비정상 C-IMT는 K-MMSE, 호

모시스테인, 인슐린, HOMA 인슐린저항지수, 비정상 복부대동

맥 초음파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그러나 대

부분의 상관계수는 낮은 상관관계 수치를 보이거나, 다소 높은

상관관계의 범위 중 비교적 낮은 범위에 속해 있었다.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Vascular Risk Factors and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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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kind 0.106 0.582 -0.179 0.559

0.046 0.786 -0.010 0.955IGF-1

0.184 0.276 0.017 0.925Hemoglobin

0.229 0.172 0.054 0.770Hematocrit

0.202 0.231 -0.112 0.542Platelet

-0.071 0.676 0.227 0.211HDL

0.251 0.134 0.180 0.324LDL

0.051 0.764 0.160 0.381Cholesterol

0.305 0.066† 0.000 1.000Cholesterol, abnormity

-0.327 0.048* -0.190 0.297Triglyceride

0.250 0.136 -0.042 0.819High sensitive CRP

-0.349 0.034* -0.353 0.047*Homocysteine

-0.406 0.013* -0.111 0.545Homocysteine, abnormity

-0.153 0.366 0.055 0.766Glucose

-0.107 0.527 0.400 0.023*Insulin

-0.156 0.358 0.381 0.031*HOMA index

0.106 0.531 -0.132 0.471Vitamin B12

-0.193 0.251 0.245 0.176Folate

0.286 0.086† -0.276 0.126plaque number

0.183 0.278 -0.235 0.195Plaque site

0.275 0.099 -0.212 0.244Total plaque area

0.229 0.172 -0.292 0.105Total plaque area category

0.076 0.656 -0.239 0.188Plaque index, right

0.249 0.136 -0.181 0.322Plaque index, left

0.250 0.136 -0.223 0.221Total plaque index

0.174 0.303 0.436 0.013*Abdominal ultrasound, abnormity

0.052 0.778 -0.095 0.610ABI, right

0.087 0.638 -0.204 0.270ABI, left

p<0.05 by Pearson correlation, †p value is in the statistical borderline range, BMI: Body
mass index, K-MMSE: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DR-K: Clinical dementia
rating-Korean,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type 1,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CRP: C-reactive protein, HOMA: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C-IMT: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ABI: Ankle-brachial index

고 찰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무증상 죽상경

화증과 인지장애,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간의 성별에 따른 분포

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무증상 죽상경화증과 인지장애, 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간의 상관관계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제외하고 성

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성별에 따른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한 인지

장애 및 혈관성 위험인자들의 다양한 유병률 차이와 상관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에 대해 구별된 접근과 다양한 중

재가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남자군에서는 여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C-IMT의 비후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여자군에서는

남자군에 비해 인지장애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나타났다. 남자군

에서는 비정상 C-IMT의 빈도, 죽상판 총면적, 총죽상판지수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죽상판 수도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향

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군은 C-IMT가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군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C-IMT가 80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죽상판 총

면적은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 70세까지 급격

한 증가를 보이다가 73세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65세의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tensland-Bugge 등
16)
은 중년 성인(25-84

세)을 대상으로 우측 경동맥에서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한 연

구를 시행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라 C-IMT가 증가함을 볼 수 있

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자군에서 여자군보다 높은 증가를

보였고, Joakimsen 등1)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자, 여자 모두에

서 죽상판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75세 이후를 제외하고 남

자에서 죽상판 발생 빈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자가 여자에서보다 C-IMT의 증가 원

인이 신체구조상 혈관직경의 차이에 기인한 생리적 차이인지, 죽

상경화증의 진행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50세 미만

의 젊은 연령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

자 C-IMT 증가의 원인은 죽상경화증 진행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16,29)

. 죽상판에 대한 연구로 O'Leary 등
5)
은 경동맥 죽상판의 유

병률은 같은 연령의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Joakimsen 등1)도 죽상판 발생이 남자군(55.4%)에서 여자군

(45.8%)보다 높았으며, 남자군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죽상판

수가 직선형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자군에서는 50대 이후에 급격

히 증가하는 곡선-직선형 추이를 보여 여자에서 죽상경화증에

대한 폐경의 역효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64세 이상의 노인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Joakimsen 등1)의 여자

군에서 관찰된 50대, 폐경기 이후 죽상판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

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남녀군 모두에서 죽상판 총면적이 70세

경에 급격한 상승 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여자군에서는

그 증가 진폭이 더 큰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령에

따른 C-IMT, 죽상판의 분포는 여자군에서 80세 이후에 C-IMT의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남녀간 구별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

구에서 좌측의 C-IMT는 두 군 모두에서 우측 C-IMT보다 더 두

꺼운 경향을 보였고, 좌측 ABI의 남녀군간 차이는 우측 ABI의

남녀군간 차이보다 더욱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표본

에서는 좌측이 상대적으로 혈관 위험도가 높은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Johnston 등에 의하면 뇌졸중 병력이 없는 노인에서

좌측 내경동맥의 고도 협착(≥75%)은 인지저하 및 지속적 인지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으나, 우측 내경동맥에서는 유의한 관련

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9)

. 이는 인지 평가도구인 변형

MMSE가 우성 대뇌반구의 인지기능을 반영하며30), 우측 손잡이

의 98% 이상에서 좌측 대뇌반구가 우성 대뇌반구로 작용하므로

좌측 경동맥 협착이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론하였다
31). 그러나 좌측 총경동맥 C-IMT는 일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한 상

관을 보였으나, 우측 혈관질환이나 혈관성 위험인자의 보정 후에

는 효과가 없었음이 관찰되어 좌측 총경동맥 C-IMT가 단독적 인

자로 작용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9).

본 연구에서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여자군에서 인지장애 빈

도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인지장애의 정도에서도 경도의 인지장

애 분포가 유의하게 많은 성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지검사상

인지장애를 가진 경우에서도 적극적인 인지기능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자군에서 인지장애의

빈도가 많은 것은 폐경에 의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으며1), 본 연

구에서 여자군이 상대적으로 알코올 섭취나 흡연 등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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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으나, 운동량이나 운동의 다양성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혈중

혈색소와 적혈구 용적률, 엽산 농도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나므

로, 이러한 생활방식지표와 생체지표의 영향도 제안될 수 있겠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력에 따른 K-MMSE의 점수를 보정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의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전통적으로 고령의 여성에서 고등 교육을 받

을 기회가 적었던 것과 상대적으로 외부적 사회생활 참여의 부

족 등은 조절하기 어려운 교락인자(confounding factor)로 작용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비정상 C-IMT로 평가된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한 혈관성 위험인자 및 인지검사의 상관성 분석은 성별에 따

른 유의한 다른 특성이 관찰되었다. Chambless 등은 나이, 사회

집단, 인종을 보정한 후 평균 C-IMT가 1 mm 이상인 비정상 경

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유병 위험도가

여자군의 경우는 5.07배, 남자군의 경우는 1.85배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비정상 C-IMT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3). 본 연구에서

비정상 C-IMT로 평가한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해 남자군에서

는 연령, 중성지방, 호모시스테인, 비정상 호모시스테인 등과 유

의한 관련을 보였고, 여자군에서는 K-MMSE, 호모시스테인, 인

슐린, HOMA 인슐린저항지수, 비정상 복부대동맥 초음파 결과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각각 남녀군에서 무증상

죽상경화증과의 상관관계는 서로 다른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을

보였다. 그러나 두군 모두에서 호모시스테인은 C-IM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호모시스테인은 methionin으로부터 유도된

sulfur를 포함한 아미노산으로 뇌졸중 등의 혈관성 질환의 발생,

뇌 위축, 인지저하 및 노인성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32)

,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춤으로써 경동맥 죽상판의 발생

빈도를 낮추어 혈관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시도가 보고되었다
33). 또한 인지장애를 갖는 노인에서 MMSE점수는 혈중 호모시스

테인, C-IMT, TT677 MTHFR 유전자형(genotype)과 관련되었다

는 보고와 같이34) 본 연구에서 두군 모두 호모시스테인이 비정상

C-IM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자군에서 인지장애가

C-IM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기존의 이론을 지지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당뇨관련 인자 중 HOMA 인슐린저항지수와

insulin이 여자군에서 비정상 C-IMT에 대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당뇨와 인지기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장

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지장애와 당뇨의 상관성 연구에서 낮은

인지검사 점수를 보이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HbA1c수준을 보

였으며
35)

, 6년 동안의 인지기능 저하가 고혈압 및 당뇨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36). 더욱 Al-Delaimy 등은

IGF-1가 남자군에서 인지검사(MMSE및 언어성 유창성검사)와

독립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22)

.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C-IMT가 IGF-1, 당뇨, 고혈압과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

다. 향후 인지장애에 대한 무증상 죽상경화증, 당뇨관련 인자,

IGF-1등을 포함한 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들의 성별 차이에 관

련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2).

본 연구에서 남자군은 C-IMT의 두께가 유의하게 두껍고, 여

자군은 인지장애가 유의하게 많은 발생률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자군에서 K-MMSE와 C-IMT 두께의 비정상이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 C-IMT가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위험인자로서의 역

할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시행한 최근 연구에서 기존의 20개 연

구 중 70%에서 증가된 C-IMT와 인지장애의 유의한 관련성이 다

변량 분석을 통해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두 인자 사이의 명확한

확정적인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37)

. 이러한 죽상경화증과 인

지기능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의 원인으로 대상자의 선

별, 인지검사의 선택, 유력한 교락인자의 조절, 통계 분석의 차이

등에 기인함이 제안되었다
11)

. 일반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는 심혈

관 질환의 위험요소와 유효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38). 노인에서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한 조기 진단은 심혈관 질환이나 인지장

애에 대한 예방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

이 단면적 연구를 통해 무증상 죽상경화증과 인지저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면11),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해 C-IMT와 인지기

능 저하/혈관성 질환의 위험요소가 후향적으로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대단위, 다지역에서의 포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대상 인원이 매우 적고, 상관관계 결과에서 비교

적 낮은 상관계수의 값을 보이며, 제한된 지역사회의 노인에서

표본추출이 이뤄진 단면적 연구로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

점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기

존의 유사 연구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편차를 확인

함으로써 결과의 대표화에는 제한적이지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결 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에서 무증상 죽상경화증에 대한

혈관성 위험인자 및 인지장애의 상관성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에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무증상 죽상

경화증에 대한 인지장애/혈관성 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향후 이들에 대해 개별화되고, 구별화된 접근과 다

양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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