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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vascular disease is the leading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worldwide. Early detection of subclinical atherosclerosis 

is important for reduction of cardiovascular risk. However, the current diagnostic strategy, which focuses on traditional risk factors 

or the use of risk scoring, is unsatisfactory. Arterial walls thicken and stiffen with age, a process known as arteriosclerosis. There is 

a close interaction between arterial stiffness and atherosclerosis. Increased luminal pressure and shear stress caused by arterial stiff-

ening result in endothelial dysfunction, accelerate the formation of atheromas, and stimulate excessive collagen production and dep-

osition in the arterial wall.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CIMT) has been shown to predict cardiovascular risk in many large 

studie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the value of CIMT for prediction of cardiovascular risk because of differences in 

study design,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CIMT measurements. Pulse wave velocity (PWV) is the most widely used measure of 

arterial stiffness; measurement of PWV is simple, non-invasive, and reproducible. Many clinical studies and meta-analyses have 

shown that PWV has predictive value in cardiovascular disease beyond traditional risk factors, both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in 

patients with various diseases. Brachial pressure has been a poor surrogate for aortic pressure for more than 50 year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shown a closer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blood pressure and intermediate cardiovascular phenotypes or 

cardiovascular target organ damage, compared to the respective relationships with brachial blood pressure. Considering the 

non-invasiveness and ability to collect multiple types of clinical data, measurement of CIMT, PWV, and central blood pressure may 

be useful to identify patients at high risk for develop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  (Korean J Med 2019;94:5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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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동맥은 크기에 따라 구분하며, 중간 굵기 이상의 동맥벽은 

내막, 중막 및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맥경화(arterial 

stiffness)는 혈관의 구조와 기능의 부정적인 변화로 혈관벽이 

결절 모양으로 두꺼워지고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동맥경

화증(arteriosclerosis)으로 불리며 죽상(atheroma)과 경화(sclerosis)

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죽상경화(atherosclerosis)와 자주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죽상경화는 동맥경화증의 한 종류로 혈

관 내 염증성 변화, 지질의 산화, 경화반의 형성으로 정의되

고, 비교적 큰 혈관에 국소적으로 생기며, 내경의 협착이 진

행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관상동맥 질환과 뇌혈관의 

경색 혹은 출혈 그리고 말초동맥의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동맥경화는 점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이와 관련하여 모든 

혈관계에서 진행된다[1].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연간 1,7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이러한 심

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혈압, 이상지

질혈증, 흡연, 당뇨 등의 전통인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통한 

Framingham Risk Score와 European Systemic Coronary Risk 

Evaluation 등과 같은 모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전

통적인 위험인자들은 관찰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측정 시점

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주며 전체적인 혈관계 손상의 단계를 

반영할 수 없으며, 기존의 위험인자만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

생의 증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3]. 또한,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어떤 위험인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급성 심장사,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을 보이는 많은 환자는 전구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4,5].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전 임상 상태의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를 발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

하다. 

본 원고에서는 동맥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검사 중 임상에서 많이 행해지는 동맥경화 검사인 경동

맥 내-중막 두께 측정(carotid intima-media thicknesss, CIMT), 

맥파전달속도(pulse wave velocity, PWV)와 중심 동맥압

(central blood pressure, CBP)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론

경동맥 내중막 두께

CIMT는 1986년 Pignoli 등[6]에 의해 초음파를 이용한 측

정이 처음 발표된 이후 수많은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총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는 전형적인 심혈관계 위험인자인 고

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과도 독

립적인 인자임이 알려져 있다[7]. 또한 혈관의 죽상경화가 

있을 경우, 다른 혈관에도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경동맥의 죽상경화 정도를 평가하여 관상동맥, 말초동맥 

등의 죽상경화의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측정 방법

초음파를 이용하여 CIMT를 측정하는 방법은 부위(segment), 

방향(direction), 측정하는 혈관벽의 위치(near wall/far wall) 등에 

따라 여러 연구마다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며,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IMT는 B-mode 영상의 

내강과 내막의 경계선에서부터 중막과 외막의 경계까지의 거리

를 말한다. 여러 곳에서 측정할 때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 

총경동맥부, 경동맥구부, 분지부로 나누고 근벽(near wall)과 

원벽(far wall)에서 각각의 최고 측정치를 구하고, 측정치 평균을 

구하여 평균 IMT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환자에서 모든 부위의 관찰이 어렵고, 특히 근벽의 

경우 혈관의 외막의 에코 발생(echogenicity)으로 인하여 정확한 

경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총경동맥 원벽에서 여러 

번 측정해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8]. 이 방법은 

조직학적 내막-중막 두께와 비슷하며 측정이 쉬워 관찰자 내 

및 관찰자 간 오차는 0.1 mm 이하이며, 내막-중막 두께를 자동으

로 측정해주는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인하여 추적 관찰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정상값

CIMT의 정상치는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대개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분포(histogram)를 보고 

임의로 정하는데, 대개 75 퍼센타일(percentile) 이상을 증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CIMT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

게 영향을 받으므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준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CIMT를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인자로 고려 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CIMT의 기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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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ference values of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in several studies 

Study Population Sex Age
CIMT mm 

(SD)
75th 

percentile
Method

EVA [64] 1,272 French volunteers 59–71 Mean value of near and far wall thickness 
in CCA, carotid bifurcation, and ICA

Women 0.65 (0.11)

Men 0.70 (0.14)

CHS [65] 5,517 random participants > 65 Mean value of maximum of near and far 
wall thickness in CCA and ICA

Women 0.96 (0.19)

Men 1.04 (0.22)

ARIC [12] 13,824 local residents without 
cardiovascular disease

45–65 Mean value of far wall thickness in CCA, 
carotid bifurcation, and ICA

Women 45 0.550 0.610

55 0.640 0.710

65 0.725 0.810

Men 45 0.605 0.680

55 0.695 0.785

65 0.795 0.915

Rotterdam [66] 1,000 participants > 55 Mean value of near and far wall thickness 
in CCA

Women 0.76 (0.19)

Men 0.81 (0.19)

EAS [67] 1,106 random participants > 60 Mean value of far wall in CCA

Women 0.79

Men 0.85

SD, standard deviation; ICA, internal carotid artery; CCA, common carotid artery.

정의할 필요가 있다[10].

1998년 Rotterdam 연구[11]에서는 55세 이상 1,373명의 정

상 대조군에서 평균 IMT는 0.795±0.153 mm였고, Chambless 

등[12]은 45-64세 15,79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상치

를 남, 여 각각 0.76 mm, 0.68 mm로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인종에서 나이와 성별에 따른 여러 연구들에서 경동맥 내중

막 두께 측정치가 보고되었다(Table 1). Lee 등[13]이 국내 연

구로 성인 자원자에서 측정한 평균 CIMT 수치는 남, 여 각각 

0.67 mm, 0.68 mm였으며, 상한 정상치를 0.83 mm로 보았으

며, Bae 등[14]이 35세 이상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총경동맥에서 측정한 CIMT 수치는 정상 대조군에서 우

측과 좌측이 각각 0.63 mm, 0.64 mm로 남자에서 여자보다 

두꺼우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MT

는 여러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대상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심혈관계 위험인자들과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임상적 의미

동맥벽의 두께 증가는 죽상경화의 특징으로 CIMT의 측정

이 심혈관계 질환 예측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전통적인 위험

인자의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에 부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몇몇 연구들에서 CIMT와 향후 심혈관계의 발생 사이에 관련

이 있음을 보였다. Kuoppio Ischaemic Heart Disease Study에서

는 CIMT 0.1 mm 증가 시 심근경색의 위험이 11% 증가함을 

보였다[15]. 이후, the Cardiovascular Health Study [7], the 

Rotterdam Study [16], the Malmo Diet and Cancer Study [17], 

the Carotid Atherosclerosis Progression Study [18]와 같은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the Ather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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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ssociation between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and cardiovascular events

Study Population Findings 

Finnish [68] 1,257 healthy men Increase in IMT of 0.1 mm resulted in an 11% increased risk for AMI 

KIHD [15] 2,150 healthy men Increase in IMT > 0.1 mm resulted in two-fold greater risk for AMI over 
3 years  

ARIC [19] 13,870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MT = 1.00 mm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ratio of 5 over 
7 years  

CHS [7] 5,116 older adults IMT = 1.18 mm was associated with a four-fold greater risk for AMI and 
stroke over 6 years  

Rotterdam [16] 1,870 elderly participants Increase in IMT of 0.16 mm was associated with a risk ratio of 1.4 for 
AMI or stroke over 3 years  

Swedish [17] 5,163 middle-aged adults Increase in IMT of 0.15 mm was associated with a risk ratio of 1.23 for a 
coronary heart event over 7 years 

CAPS [18] 4,904 general people without 
vascular disease 

Increase in IMT of 0.1 mm was associated with a risk ratio of 1.113 for 
angina over 8.5 years 

IMT, intima-media thickness;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isk In Communities study [19]에서는 CIMT 수치가 1.0 mm 

이상이면 심근경색증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

가된다고 보고되었다(Table 2).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 

Framingham Risk Score와 같은 전통적인 위험인자 점수에 

CIMT를 추가하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에 있어 추가적

인 가치를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예측을 위한 CIMT의 측정에는 이견이 있다[20].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는 2개의 메타분석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Lorenz 등[21]이 진행한 메타 분석은 기존의 8개의 연

구, 총 37,197명을 대상을 분석하여 CIMT의 0.1 mm 증가마

다 1.15배 심혈관계 사건의 상대 위험도 증가를 보여주었으

나 2012년 Den Ruijter 등[22]은 14개의 연구, 45,828명을 대

상으로 11년 추적 관찰을 통하여 기존의 위험 예측 모델에 

CIMT를 추가하였을 때 10년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의 

예측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이러

한 상반되는 연구 결과들은 연구의 설계, 특히 CIMT 측정의 

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23]. 총경동맥의 원위

부 측정은 CIMT의 측정을 위한 가장 변동이 없는 측정 방법

이기는 하나 경동맥 구부와 내경동맥 내중막 두께를 포함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예측이 향상된다. 또한, 경동

맥경화반은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 비교하여 더 강력한 심혈

관계 위험의 예측인자로, 경화반의 수, 두께, 면적과 용적과 

같은 경화반의 정량적 분석이 심혈관계 위험도의 예측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CIMT는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심혈관계 위험도 

예측을 위하여 CIMT를 사용함에 있어 나이의 영향이 문제

가 된다. 최근 Polak 등[24]은 MESA 코호트에 속한 환자 45세

에서 84세 사이의 6,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년 추적 관

찰한 연구에서 소아 성장 곡선과 같이 모집단에 기반한 백분

위수 개념을 적용하여 CIMT의 연령, 성별, 인종에 따른 표준

화 값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경동맥 내중막 두께 점수를 

Framingham risk factors와 관상동맥 칼슘 점수에 추가하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을 향상시킴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서 CIMT의 변화의 심

혈관계 사건의 예측에 관한 메타 분석이 있었다. 이 연구에

서 31개 코호트에 속한 89,070명의 환자를 평균 3.6년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CIMT가 향후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연

관됨을 보여주었으나 CIMT의 변화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

하였다. 이는 죽상동맥경화 과정의 복잡성과 현재의 CIMT 

측정의 방법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CIMT의 

변화의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하였다[25].

맥파전달속도

대동맥의 조직학적 구조는 위치와 저장(reservoir) 및 전달

계(conductive system)의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흉부 대

동맥과 가지는 큰 탄성력을 보여주는 반면 원위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딱딱해진다. 장기간의 박동성은 혈관벽의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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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values (m/s) in normal individuals

Age (years) Mean (±2 SD) Median (10–90 percentile) 

< 30 6.6 (4.9–8.2) 6.4 (5.7–7.5)

30–39 6.8 (4.2–9.4) 6.7 (5.3–8.2)

40–49   7.5 (5.1–10.0) 7.4 (6.2–9.0)

50–59   8.4 (5.1–11.7)   8.1 (6.7–10.4)

60–69   9.7 (5.7–13.6)   9.3 (7.6–12.1)

> 70 11.7 (6.0–17.5) 11.1 (8.6–15.5)

SD, standard deviation.

과 구조적인 변화와 경직을 유발하는 기계적인 부하를 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와 함께 악화되는 동맥경화를 증가시

킨다[26]. 혈관의 경직도 측정의 방법으로 혈압 변화에 따른 

혈관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소 측정에 어

려운 점이 많아 실제 임상에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혈관 

경직도는 PWV를 측정하여 유추하는데, 혈관경직도가 높을

수록 맥파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 지표는 높은 재현성을 

가지면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으로 쉽게 측정할 수 

있어 혈관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

성을 예측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7]. 

측정 방법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전달속도(carotid-femoral PWV, cfPWV)

는 동맥의 전파 모델에 부합하며, 동맥 경직의 병태생리학적 

효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동맥과 첫 분지동맥에 해당되는 

대동맥에서 장골에 이르는 경로에서 측정되므로 임상적으로 

가장 적절하다. cfPWV는 심혈관계 사건에 대한 대동맥 경직의 

예측지표로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PWV는 D (meters)/Δt (seconds)로 계산되며 다양한 파형으로

부터 foot to foot velocity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파형의 foot은 

파면의 가파른 상승이 시작되는 이완기말에 정의된다. 압력 

파형은 기기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경우, 파형과 동시에 기록되는 심전도에

서 R wave를 이용하여 주행 시간이 계산된다. 목표 동맥에 

따라 carotid-femoral PWV (cfPWV)와 brachial-ankle (baPWV)과 

같은 다양한 맥파전달속도 측정 방식이 결정된다.

cfPWV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측 총경동맥과 우측 대퇴동

맥에서 경피적으로 얻어지며, 시간지연(Δt, 주행시간)은 두 

개의 파형 사이에서 측정되고, 두 파형 사이의 거리(D)는 두 

기록 지점의 표면 거리로 이해된다. 거리 측정에 있어 작은 

오차만으로 PWV의 절대값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측정

해야 한다. 거리의 측정은 1) 경동맥과 대퇴동맥 위치들 사이

의 전체 거리를 사용하거나, 2) 경동맥 위치에서 흉골 절흔까

지 거리를 전체 거리에서 빼거나, 3) 경동맥 위치에서 흉골 

절흔까지의 거리를 흉골 절흔과 대퇴동맥 위치까지의 거리

에서 빼는 방법을 추천한다[28]. 세 방법 모두 근사치로 반복 

측정을 통한 연구에서 절대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또

한, 대퇴동맥 파형은 대사성 증후군, 비만, 당뇨, 말초동맥 환

자에서는 정확히 기록하기가 어렵고, 대동맥, 장골동맥, 근

위대퇴동맥의 협착이 있을 경우, 파형은 감쇄되고 지연된다. 

특히 남자에서 복부 비만과 여자에서 흉부가 큰 경우 거리 

측정이 부정확하게 된다.

2005년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baPWV의 측정이 제시되었

으며, 이는 cfPWV에 비해 간편하고 비침습적이며 혈압 및 

발목상완지수(ankle-brachal index)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며, 

말초 소동맥의 경화도를 같이 반영한다는 점이 장점이나, 혈

관계가 좁은 하지의 동맥을 포함하므로 cfPWV에 비해 값이 

크고 탄성을 지닌 큰 동맥이 아닌 말초 근육형 동맥의 경화

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29]. 

정상값

2007년 유럽고혈압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cfPWV가 

12 m/s 이상인 경우를 표적장기 미세 손상의 한 인자로 제시

하였고, 또한 혈관경직도가 증가한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분

류하는데, PWV는 나이와 혈압 등과 같은 많은 임상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PWV의 평균값, 절단값(cutoff values)은 

연구의 포함된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30]. 2010년 유럽의 8개 

국가 16,867명을 대상으로 cfPWV의 정상값을 확인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Table 3) [31].

일반적으로 cfPWV의 값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군(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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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서 없는 군(6-9 m/s)보다 높으며, 중년 및 노인에서 

baPWV의 평균값은 심혈관계 질환 및 위험인자의 유무에 따

라 각각 15-18 m/s와 13-15 m/s의 범위에 위치한다[32,33]. 현재 

유럽과 일본의 진료 지침은 cfPWV > 10 m/s, baPWV > 18 m/s

을 고위험군의 기준으로 제시한다[34,35].

임상적 의미

cfPWV는 심혈관계 사건에 대한 동맥 경직의 예측능을 평가

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으며, 증가된 맥파전달속도는 

고혈압 환자, 고령 환자, 말기 신질환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6].

최근 많은 연구들이 cfPWV나 baPWV를 사용하여 PWV와 

관상동맥 죽상경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Hofmann 등[32]

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fPWV 상승과 관상동맥 질환의 존재 및 중증도가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2012년 Xiong 등[37]은 관

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은 321명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baPWV와 SYNergy between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ith TAXus and cardiac surgery score로 평가된 관상동맥 질

환의 중증도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Nam 

등[38]이 615명의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baPWV의 상승이 관상동맥 computed tomography 조영술로 

확인된 관상동맥 질환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보였으며, 

14.26 m/s를 절단값으로 제시하였다.

PWV는 뇌혈관의 석회화, 협착, 폐색과도 관련하는데, 

cfPWV의 상승과 뇌동맥의 석회화 또는 협착이 연관성이 고

혈압 환자에서 증명되었다[39]. 또한, baPWV가 급성과 만성 

뇌소혈관 질환과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40], Yokokawa 

등[41]은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높은 baPWV는 전통적인 위

험인자에 추가하여 뇌경색의 위험도의 증가와 관련함을 보

였으며, baPWV가 16 m/s 이상일 경우 뇌졸중의 위험이 3배 

증가하였다.

일반인과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대한 PWV의 예측능이 보고되었다. Mattace-Raso 등[42]

은 건강한 일반인 2,835명을 대상으로 4년 추적 관찰한 결과 

PWV가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의 독립적인 예측인자임을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1,678명을 대상으로 9.4년 추적 

관찰한 결과 aortic PWV가 전통적인 위험인자를 넘어 복합 

심혈관계 결과(composite cardiovascular outcomes)를 예측함

을 보여주었다[43].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 PWV는 고혈압, 

당뇨, 말기 신질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독립적으로 예측하였다.

심혈관계 사건에서 PWV의 예측치를 보여주는 몇몇의 메

타 분석 연구가 있다. 2015년 발표된 10개의 연구의 22,472명

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van Sloten 등[44]은 cfPWV 

1-SD 증가에 따라 뇌졸중의 위험이 1.18배 증가함을 보였고, 

cfPWV의 증가가 Framingham risk factors와 독립적으로 심혈

관계 질환의 유의한 예측인자임을 보여주었다. Vlachopoulos 

등[45]이 진행한 17개의 연구, 15,877명을 대상으로 평균 7.7년 

관찰한 메타 분석에서도 PWV 1 m/s 증가당 심혈관계 사건, 

심혈관계 사망, 총 사망이 각각 14%, 15%, 15% 증가함을 보

여주었다. 최근의 19개의 연구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도 

cfPWV과 심혈관 질환 사이에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cfPWV 1 m/s 증가당 심혈관계 질환의 1.12배 증가를 보였다

[46]. 또한, Ben-Shlomo 등[47]은 16개의 연구 17,636명을 포

함한 메타 분석에서 loge cfPWV 1-SD 변화당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1.45배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baPWV와 관련해서, 심

혈관계 질환이 없는 14,673명의 일본인을 포함한 메타 분석

에서 baPWV 1 SD 증가당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1.19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PWV가 심혈관계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위험도 평가에 유

용하나, 임상적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PWV 검사 

시에 목표 동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작은 오차만

으로도 PWV 절대값에 큰 오차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또한, 나이, 혈압, 다른 심혈관계 위험인자 역시 PWV 값

에 영향을 주므로 PWV의 해석에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혈

압은 PWV의 가장 강력한 교란변수로, 혈압의 증가는 동맥

벽의 긴장도를 올리며 기능적인 동맥 경직을 일으키므로 

PWV를 사용한 분석 시에 혈압은 반드시 조절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고혈압제, 운동, 스타틴, 금연 등이 동맥 경직

도를 호전시키고 PWV 값을 감소시킨다는 일부 연구가 있으

나 이러한 결과는 작은 규모의 무작위 배정이 되지 않은 연

구의 결과이다[49]. 따라서, PWV에 바탕을 둔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규모의 무작위 배정 연

구가 필요하다. 

중심 동맥압

대동맥은 각각의 심실 수축에 대한 동맥의 완충 기능

(buffering function)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심장의 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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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ntral systolic aortic pressure values (mmHg) in normal individuals

Age (years) 
Women Men 

Mean Percentile (10–90) Mean Percentile (10–90) 

< 20 97 86–109 105 96–113 

20–29 95 80–110 103 92–115 

30–39 98 84–119 103 88–120 

40–49 102 87–123 106 90–123 

50–59 110 93–127 110 96–126 

60–69 114 97–129 114 97–128 

> 70 118 100–131 116 99–130 

관상동맥과 뇌혈관의 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대동맥의 경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중심 대동맥압이 

말초혈관의 혈압보다 표적장기 손상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

과 더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51]. 본 원

고에서 중심 동맥압은 중심 수축기 혈압(central systolic blood 

pressure), 중심 맥압(central pulse pressure), 맥파증강지수

(augmentation index)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측정 방법

심장이 박출할 때마다 전진 맥파(incident wave)가 발생하

고, 혈관을 따라가다가 분지나 말초 혈관에서 부딪쳐 되돌아

오는데, 이 반사파(reflected wave)가 대동맥에서 전진파와 합

쳐져 대동맥파를 이루게 된다. 혈관이 경직되면서 심장에서 

발생한 전진 맥파와 말초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반사파의 

속도가 빨라져서, 반사파가 중심 동맥에 일찍 도착하여 중심 

동맥의 수축기압이 증가하여 수축기 혈압이 상승한다. CBP

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중심 동맥압은 이상적으로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침

습적이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선별 검사

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동맥이나 요골 동맥의 맥

파로부터 중심 동맥압을 구할 수 있는 파형의 기록 방식에 

따라 radial tonometry, brachial cuff pulse volume plethysmog-

raphy, suprasystolic brachial cuff PVP 등 여러 방법들이 소개

되었으며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을 가진다[52].

정상값

CBP의 정상값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BP와 기존의 

상완동맥에서 얻어진 혈압으로 정의된 심혈관계 위험과의 연

관성을 통해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록 일부 

연구에서 심혈관계 예후와 중심 동맥압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으로 디자인된 전향적 연구의 

결과는 유용하지 않다[53]. 2014년에 보고된 건강한 일반인에

서 중심 동맥압의 참고치는 다음과 같다(Table 4) [54].

수축기 압력은 연령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어 젊은 연령에서는 상완동맥의 수축기 압력이나 맥압은 중

심동맥의 수축기 압력이나 맥압을 과대 반영하는 경향이 있

으며, 고령에서도 빈맥, 수축기 심부전, 약물사용, 운동 등에 

의해 상완동맥과 중심 동맥 사이의 수축기압이나 맥압에 차

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치료하

는 데 있어 CBP를 측정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임상적 의미

CBP의 중요성을 보여준 초기 연구 중의 하나는 2006년에 

발표된 CAFÉ 연구로, 비슷한 수준의 말초동맥압의 감소를 

보일지라도 CBP의 감소가 큰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건의 발

생이 적게 발생함을 보였다[55]. 같은 해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는 상완동맥 혈압 측정은 CBP를 과대평가하며, 중

심 수축기 혈압은 중심 맥압차만큼이나 특히 고혈압과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훌륭한 예측인자임을 기

술하였다[36].

CBP는 단면적 연구에서 상완동맥보다 CIMT와 좌심실 질

량(left ventricular mass, LVM)과 같은 잘 알려진 심혈관계 위험

의 표지자와 밀접하게 관련된다[56,57]. REASON 연구에서 

LVM의 감소가 상완동맥압보다 CBP의 변화와 더 밀접하게 

관련하였고, 여러 인자의 보정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다[58]. 

CIMT 관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의 조절 후 CIMT의 

감소는 CBP의 감소와 더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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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에서 CBP가 향후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과 독

립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52]. Strong Heart Study에서는 건

강한 일반인에서 상완동맥압보다 CBP가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추가 분석에서 중심 맥

압이 50 mmHg 이상을 보이는 경우, 향후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60]. 이탈리아와 대만의 연구에

서도 역시 CBP가 상완동맥압보다 심혈관계 사건과 더 강력

한 관련성을 보였다[51,56]. 그러나 Framingham Heart Study

에서는 경동맥과 상완동맥 사이에 어떠한 수축기 압력의 증

강이 없었으며, 상완동맥압에 추가하여 CBP를 평가함에 있

어 어떠한 이득을 보여주지 못하였다[61].

2010년 11개 연구, 5,6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타 분석

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중심 동맥압과 중심 맥압 모두 

심혈관계 질환 및 사망률의 독립적인 표지자임을 보여주었

으며, 중심 동맥압이 10 mmHg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계 사건

의 발생이 1.088배, 맥파증강지수가 10% 상승할 경우 1.318배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53]. 또한, 1,014명의 건강한 지원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CBP는 24시간 활동 혈압 측

정으로부터 얻어진 상완 동맥혈압과의 비교에서 총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률의 예측에 우월성을 보여주었다[62]. 최근의 

Framingham Offspring cohort의 분석은 2,492명을 대상으로 

6.8년 추적 관찰에서 심혈관 사건의 발생은 6%, 다변량 분석

에서 CBP가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과 유의하게 관련함을 보

고하였다[63].

결 론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질환의 초기 단계인 전 임상 상태의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것

은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경동맥 내중막 두께 측정, 맥파전달속도, 중심 동맥압 등의 

동맥경화 검사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측

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검사들의 비침습적이고, 다양한 인

종에서 일반인 및 여러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풍부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실제 임상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중심 단어: 동맥경화; 경동맥 내중막 두께; 맥파 전달 속도; 

중심 동맥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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