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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and the

features of metabolic syndrome,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sex in patients diagnosed cerebral infarction. The study

group comprised 61 patients over age 30 who were diagnosed cerebral infarction, accompanied with metabolic

syndrome. Th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lood pressure, lipid profiles, fasting blood glucose, body mass

index were measured. Also we checked past history of patients. Then w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and the features of metabolic syndrome.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flecte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as follows : Age,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FBS(fasting blood glucos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patients

with cerebral infarction accompanied with metabolic syndrome, th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is affected by

age to men, SBP, FBS, DBP to women. The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is not affected by the components of

metabolic syndrome, except blood pressure, FBS, in patients with ischem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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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가

더불어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악성 신생

물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빈도가 높다1). 이러한 질환 중에 뇌졸중

은 사망률 뿐 만 아니라 발병 후 후유장애나 합병증 등으로 환자

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강조된

다. 근래에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 경향이 출혈성 질환에서 허혈

성 질환으로 변화하고2) 있으며 그 이유는 적극적인 고혈압의 관

리와 더불어 서구적인 식생활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

화, 급격한 당뇨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뇌혈관 동맥경화에 의해

뇌경색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알려진 뇌경색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비만, 흡연

등이 있으며 이들 위험인자가 동맥 혈관에 죽상 경화증을 발생

시킨다3).

만성 성인질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점차 주목 되는

대사증후군은 동맥 경화와 관련이 있는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증, 이상지혈증, 비만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요인

이 군집성으로 존재하는 상태로서4,5) 그 중요성은 장기간 점진적

으로 진행하는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을 일으켜 심혈

관계(cardiovascular disease)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있다6,7). 혈관의 동맥경화증과 관련하여 20세기 초부터 맥파속도

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맥파속도의 측정방법이 더욱

간편해지고 측정의 신뢰도와 재현성이 높아져서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다8-12). 맥파 속도는 동맥의 경직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서
9)
맥파속도로 평가한 대동맥의 경직도는 일반인에서 총경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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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중막 두께, 경동맥 동맥경화반의 진행정도, 대동맥 동맥경

화반의 진행정도, 말초동맥질환 등의 동맥경화와 관련된 지표로

보고되어 있다
10)

.

최근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oscillo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사지에서 혈압 및 맥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많은 대상자에서 동맥의 경직도의 선별 검사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11,12).

본 연구는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허혈성 뇌

질환으로 진단된 뇌경색 환자들중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증후군 인자와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편마비, 두통, 현훈, 어둔 등

의 증상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Brain MRI 촬영결과 뇌경색으

로 진단된 환자 중,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30세 이상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1) 신체 계측 및 병력청취

모든 환자의 성별, 나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병

력 및 약물 복용력을 조사하였다. 5분 정도 휴식 후, 혈압 및 맥

압을 측정하였고,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였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kg)를 키의 제곱(m2)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2) 생화학 검사

혈액채취는 12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채혈하였으며, 공

복시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을 측정하였고, Friedewald 공식으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을 계산하였다.

3) 상완-발목 맥파속도 측정

맥파속도의 측정은 일상생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약물을 평소와 같이 복용하게 하였으며, 주간에 특정 시간

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하였다.

자동파형 분석기(VP-1000, Colin. Co, Komaki, Japan)를 사

용하여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5분 정도 휴식 후, 혈압과 맥파속

도를 측정하였다. 좌측 상완 발목 맥파속도, 우측 상완 발목 맥파

속도를 측정하였고, 이중 큰 값을 최대 상완 발목 맥파속도(max

baPWV)로 정하였다.

4)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의 평가는 NCEP
13)

기준에 따라서 5가지 항목

중, 3개 혹은 그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

다. 그러나 편마비로 인한 기립할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환자들

때문에 NCEP의 진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어 복부 비만은 체질량지수로 AACE14) 기준을 적용하였다.

(1) BMI : >25 kg/m2

(2) 중성지방 농도 : ≥150 mg/dL

(3)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농도 : 남자 <40 mg/dL, 여자

<50 mg/dL

(4) 혈압 : ≥130/85 mmHg

(5) 공복혈당 : ≥110 mg/dL

5) 통계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대사

증후군의 임상적 특성과 최대 상완 발목 맥파속도(max baPWV)

와의 관계 및 성별에 따른 임상적 특성과 최대 상완 발목 맥파

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상적 특성이 최대 상완 발목 맥파속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임상적 특성이 최대 상완 발목 맥파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맥파속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05에서 검증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들의 임상적 특징

뇌경색을 진단 받고 대사증후군 요인을 가진 61명의 환자들

중 남자환자는 22명, 여자환자는 39명이었다. 이 중 고혈압 과거

력이 있는 환자는 27명, 당뇨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6명, 고지

혈증으로 투약 중인 환자는 2명이었다.

성별을 나누어 임상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나이, FBS, TC,

HDL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TG, DBP, LDL,

max baPWV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tal(n=61) Female(n=39) Male(n=22) t 유의확률

Age
(years)

68.38
±11.103

69.00±
8.745

67.27
±14.554

.580 .564

FBS
(mg/dL)

114.21
±44.385

115.39
±49.414

111.95
±33.867

.279 .782

TC
(mg/dL)

199.85
±35.911

202.44
±37.185

195.27
±33.885

.745 .459

TG
(mg/dL)

160.70
±90.100

159.36
±90.169

163.09
±92.047

-.154 .878

SBP
(mmHg)

145.26
±19.912

145.41
±22.004

145.00
±16.018

.077 .939

DBP
(mmHg)

82.21
±11.592

81.59
±12.506

83.32
±9.945

-.556 .580

HDL
(mg/dL)

54.833
±12.5395

56.405
±13.9850

52.045
±9.0894

1.312 .195

LDL
(mg/dL)

109.752
±32.9043

109.403
±32.3581

110.373
±34.6140

-.110 .913

BMI
(kg/m2)

23.6967
±3.09731

23.7103
±3.21647

23.6727
±2.94751

.045 .964

max baPWV
(cm/sec)

1908.0492
±378.65091

1877.5641
±411.88685

1962.0909
±312.84911

-.835 .407

FBS: Fasting blood sugar,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max baPWV: max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sity

2. Max baPWV와 임상적 인자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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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성과 baPWV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시행한 결과 SBP(r=0.517, p<0.01), FBS(r=0.382, p<0.01),

DBP(r=0.301, p<0.05), 나이(r=0.289,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별, 당뇨 유무, 고혈압 유무, TC,

TG, HDL, LDL, BMI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SBP, FBS, DBP, 나이가 높을수록 max baPWV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SBP와 max baPWV와의 관계가 가장 큰 상관관

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The Correlations between Max baPWV and Other

Variables

Variables r† P-value

Gender 0.108 0.407

Age 0.289* 0.024

DM 0.143 0.270

HT 0.017 0.896

FBS 0.382** 0.003

TC 0.163 0.209

TG 0.093 0.477

SBP 0.517** 0.000

DBP 0.301* 0.018

HDL -0.041 0.752

LDL 0.002 0.986

BMI -0.226 0.081

*p<0.05, **p<0.01.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ax baPWV를 종속변수로 하여 상관분석에서 유의성을 나

타낸 인자와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β=0.248, t=2.089),

FBS(β=0.277, t=2.577), SBP(β=0.448, t=2.381)는 정적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따

라서 나이, FBS, SBP가 높을수록 baPWV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3).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x

baPWV and Other Variables

B 표준오차 β t p VIF

(상수) -274.900 453.006 -0.607 0.547

Age 8.769 4.198 0.248 2.089* 0.042 1.295

FBS 2.404 0.933 0.277 2.577* 0.013 1.056

SBP 8.498 3.569 0.448 2.381* 0.021 1.241

DBP 0.860 6.442 0.026 0.133 0.894 1.382

R² = 0.422 F(p)=9.660***(.000)

*p<0.05, ***p<0.001

Fig. 1. The Correlation between max baPWV and age.

Fig. 2. The correlations between max baPWV and SBP.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max baPWV and FBS.

Table 4. The Correlations between Max baPWV and Other

Variables According to Sex

성별 r† P-value

Age
M 0.485* 0.022

F 0.209 0.202

DM
M 0.140 0.535

F 0.132 0.424

HT
M -0.098 0.665

F 0.083 0.615

FBS
M 0.257 0.273

F 0.423** 0.008

TC
M 0.162 0.471

F 0.181 0.269

TG
M 0.033 0.885

F 0.117 0.476

SBP
M 0.080 0.723

F 0.657** 0.000

DBP
M -0.043 0.849

F 0.409** 0.010

HDL
M -0.144 0.523

F 0.009 0.956

LDL
M 0.157 0.484

F -0.069 0.674

BMI
M -0.248 0.266

F -0.219 0.180

*p<.05, **p<.01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3. 성별에 따른 Max baPWV와 임상적 인자와의 연관성

성별로 나누어서 임상적 특성과 baPWV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남자의 경우는 나이(r=0.485,

p<0.05)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당뇨 유무, 고혈압 유무,

FBS, TC, TG, SBP, DBP, HDL, LDL, BMI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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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는 SBP(r=0.657, p<0.01),

FBS(r=0.423, p<0.01), DBP(r=0.409, p<0.01)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이, 당뇨 유무, 고혈압 유무, TC, TG,

HDL, LDL, BMI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남

자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Max baPWV가 높음을 알 수 있

고, 여자의 경우는 SBP, FBS, DBP가 높을수록 Max baPWV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상관관계가 높은 임상적 인자만을 뽑아서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남자의 임상적 특성이 Max baPWV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나이(β=0.758, t=2.357)는 정적으로 p<0.05 수준에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나이가 높을수록

Max baPWV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여자의 경우는 SBP

(β=0.628, t=3.213), FBS(β=0.320, t=2.715)의 순으로 정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FBS, SBP가 높을수록

Max baPWV가 높았다(Fig. 5-6).

Fig. 4. The correlation between max baPWV and age in man.

Fig. 5. The correlation between max baPWV and FBS in women.

Fig. 6. The correlation between max baPWV and SBP in women.

고 찰

대사증후군과 뇌졸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15)에 의

하면 대사증후군과 뇌졸중은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각 구성

요소 가운데 고중성지방혈증만이 의미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의미 있는 경향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대

사증후군의 각 요소들처럼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교정은 본래의 의미를 오히려 과도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대사증후군과 뇌졸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으로 특히 한방병원에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맥파

속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SBP, FBS, DBP, 나이가 max baPWV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인 인자들이었고, 유의성을 보인 인자들을 선별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나이, FBS, SBP가 높을수록 max

baPWV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임상적 인자와

max baPWV와의 연관성에서 남자의 경우는 나이가 max

baPWV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회귀분석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max baPWV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SBP, FBS, DBP가 높을수록 max baPWV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귀분석에서는 FBS, SBP가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은 중년 이후 주

된 사망원인이며, 국내에서도 생활양식의 변화와 평균 수명의 증

가로 인하여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흡연, 고밀도지

질단백의 저하, 저밀도지질단백의 증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자

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동맥의 죽상경화는 경직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변화되

는 혈압에 따른 혈관 용적의 변화를 의미한다. 동맥 경직도를 측

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맥파 속도의 측정으로서 혈관 질환을 지

닌 경우 혈관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의하여 맥파 속도가 증가

한다. 따라서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맥파는 동맥 경직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로 알려져 있다16).

맥파 속도는 동맥의 팽창성을 반영하는데, 변환기에 의한 압

맥파나 용적맥파의 분석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동맥이 딱딱

해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데 이는 동맥경화의 존재 및 정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임상적으로 동맥경화를 반영하는 좋은 표

지자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맥파 속도의 이상은 동맥

경화로 인한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과 깊이 관련되어 있

는데17) 특히 맥파 속도의 증가는 연령의 증가, 고혈압을 포함하

여 이미 잘 알려진 심혈관 위험인자인 당뇨병, 이상지혈증, 흡연,

비만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8-20).

죽상동맥경화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맥

파 속도의 측정은 현재 상완동맥-발목동맥법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는 측정자의 숙련도에 관계없이 계측자간 재현성

(interobserver reliability, r=0.98, P<0.01)이나 계측자내 재현성

(intraobserver reliability, r=0.87, P<0.01)에 있어서도 믿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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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며 측정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경동맥-대퇴동맥 맥파 속도보다

쉽게 사용될 수 있다
21)

.

대사증후군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최종 합병증으로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말초혈관 질환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고인슐린혈증, 고혈압, 이상지혈증 등

은 그 자체가 질병이기도 하지만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여, 대사증후군에서는 이들 위험인자가 죽상경화

증을 유발하고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

대사증후군의 모든 개별요소가 맥파 속도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지는 이전에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가운데 혈압상

승을 제외하고는 맥파 속도에 독립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없으

나, 여러 요소가 상승 작용을 하여 맥파 속도를 증가시키며 구성

요소가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은 연령, 혈압, 성별을 보정하고도

맥파 속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23)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불확실하다.

대사증후군을 구성하는 각 요소 가운데 혈압상승을 제외하

고는 맥파 속도에 독립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여러 요

소가 상승 작용을 하여 맥파 속도를 증가시키며 구성요소가 3개

이상인 대사증후군은 연령, 혈압, 성별을 보정하고도 맥파 속도

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
23)

.

본 연구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모두 맥파 속도의 주

요한 결정 인자로 나타난 혈압과 나이는 이전 연구에서도 공통

적으로 인정하였다
24)

. 혈압은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심혈관계

시스템의 동력학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혈압의 증가는 좌심실

의 후부하를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25).

단, 회귀분석에서 수축기 혈압이 이완기 혈압보다 더 결정적인

인자로 나타난 것은 동맥이 경직되어 맥파의 전파 속도가 빨라

지면 말초혈관에서 반사되어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반사파가 심

실의 이완기에 상행 대동맥까지 되돌아와서 수축기 압력을 증가

시키고 이완기 압력은 오히려 감소시켜 맥압의 상승을 초래한다

는 것26)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이는 탄성섬유의 변성을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점진적인

동맥의 경직을 일으키게 된다27). 이렇게 증가된 동맥의 경직도는

나이와 연관된 맥파 속도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28). 동맥의

죽상경화는 혈당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표적인 역학 연구인

Helsinki Policemen Study29)는 34-64세 사이의 당뇨병이나 뇌졸

중, 심혈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자 970명을 대상으로 경구혈당

부하검사를 하였다. 평균 22년의 관찰 기간 중, 인슐린 농도 상위

4분위군이 가장 낮은 군에 비해 2.12배의 뇌졸중에 대한 상대적

발생 위험도를 보였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당과 연계된 인슐린 저

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에 대한 논란

이 있으나, 최근의 메타연구30)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뇌졸중의 독

립적인 위험인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남녀간 맥파 속도의 결정적인 인자들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

은 먼저, 여성호르몬의 항죽종형성 효과는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주된 작용을 하고, 부가적으로 혈액응고와 혈전용해 기

전, 항산화 기전, 혈관활성화 물질, 전구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폐경 주변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

면서 이러한 효과가 소실되면 나이보다 동맥 경직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31) 평균 60세 이상의 여성 대상군이 남자와

다르게 나이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심성 비만, 흡연, 동일 연령대에서의 동맥의 죽상경화

진행도 등이 성별에 영향을 끼쳐 맥파 속도에 독립적인 요인들

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2).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후향적인 단면 연구로 인과관

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혈압과 마찬가지로 맥파 속

도도 측정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

았으며 모두 동일한 측정 조건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고혈압 이외의 심혈관 질환, 간 질환, 신장 질환 등의 전신 질환

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강하제 이외에 맥파 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지질저하제, 호르몬 제제 등을

함께 복용하고 있는 사람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평소 복용 중인 약을 그대로 복용하는 상태에서 약 복용

시간에 상관없이 맥파 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전신

상태나 대상자간의 차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대상자의 표

준화를 이루지 못했다. 넷째, 복용 중인 혈압 강하제의 종류에 따

라 맥파 속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선행 연구
33)
를 통

해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거나 통제하여 분석하

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대사증후군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

가시킨다. 또한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

사증후군을 동반한 허혈성 뇌질환 환자들에서 대사증후군의 위

험인자와 맥파 속도와의 보다 명확한 연관관계를 파악하기를 기

대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뇌경색 환자의 맥

파속도에 나이, FBS, SBP, DBP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나,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와 상완-발목 맥파속도와 뚜렷한 연

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향후 환자군을 확대하여 대조군을 이

용한 비교연구를 추가한다면,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허혈성 뇌질

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치료반응의 표지자로

서 맥파 속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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