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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에서 혈장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상완: 
발목 동맥파속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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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Elevated plasma homocysteine appears to be causally related to atherosclerosis by inducing  both endothelial 

dysfunction and vascular structure alteration.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a non-invasive means of measuring 

atherosclerosis, reflects arterial stiffne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lasma homocysteine 

level and arterial stiffness in Korean adults. 

Methods: The study group comprised of 405 subjects selected from examinees in the Health Promotion Center. Medical 

history, medication, and life style were recorded through a questionnaire and physical examination was performed on 

all subjects. We measured glucose tolerance index, lipid profile, inflammatory index, and plasma homocysteine level. We 

studied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as a measure of arterial stiffness. 

Results: A total of 379 subjects were examined on all components. The mean age in 172 males was 54.5 ± 8.7 years and 

in females was 57.2 ± 7.0 years. The baPWV was observe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blood pressure, hs-CRP, 

and homocysteine in males.  In contrast, males, age, BMI,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glucose tolerance index, 

lipid profile except for HDL cholesterol, hs-CRP, and homocystein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aPWV in females. 

The baPWV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lasma homocysteine in males. After ontrolling or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s, homocysteine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baPWV.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elevated plasma homocysteine was associated with baPWV in middle-aged male after 

adjustment for the risk factors of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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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호모시스테인(homocysteine)은 설파기를 가지는 아미노

산의 일종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1)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증가는 경동맥의 내-중막 두께,2)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와 관련이 있으며,3) 뇌졸중, 말초혈관질

환,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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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호모시스테인은 동맥의 

평활근세포를 증식시키고 콜라겐 생합성과 탄력성분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5) 반응성 산화물로 작용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혈액의 응고 기능에도 장애를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나,6,7)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의 작용이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에 기여하여 혈관의 내-중막 두께와 경직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8) 한편, 동맥의 경직도는 

고혈압,9) 말기 신 질환,10) 동맥경화11)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특히 대 혈관의 죽상경화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

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맥파속도(pulse wave velocity)는 비침습적으로 동맥의 죽

상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동맥의 경직도를 반영한

다.12) 맥파속도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13,14) 동맥의 맥파속도가 심

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예측할 뿐 아니라, 예후를 예견하

는 지표로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5,16) 통상적으로 동맥의 

맥파속도는 경동맥과 대퇴동맥에서 압력 측정방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지만, 최근에는 진동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사지

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맥파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17) 

진동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상완-발목 동맥파속도(brachial-

ankle pulse wave velocity)는 중심 동맥의 탄성과 말초 동맥근육

의 맥파속도를 반영하며, 통상적인 경동맥-대퇴동맥 맥파속

도(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와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상관-발목 동맥파속도는 경동맥-

대퇴동맥 맥파속도와 유사하게,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손상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반영하며, 타당성과 재현성이 높아 

혈관손상을 반영하는 표지자로 적합하다.19) 뿐만 아니라, 상

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측정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대규모 선별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상완-발목 동

맥파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특히 혈중 호모시

스테인이 혈관의 경직도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일개 병원 건강증진센터

에 방문한 남녀 405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26명을 제외한 

3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모든 대상자에서 자가 기입 설문지와 의사의 면담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과거와 현재 병력, 약물 복용력, 음

주와 흡연 등의 생활습관을 조사하였다. 흡연자는 현재 흡연

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었고, 6개월 이상 금연한 경우 비흡연자

로 분류하였다. 음주자도 현재 음주자와 비음주자로 나누었

으며, 금주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비음주자로 분류하

였다. 체중과 신장은 각각 킬로그램과 센티미터 단위로 소수

점 한 자리까지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체중

(kg)/신장(m)2)를 계산하였다. 허리둘레는 WHO 권고 방법에 

따라20) 똑바로 선 상태로 양 발 간격을 25-30 cm 벌려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한 상태에서 늑골 하단부와 장골능 상부의 중

간 지점에서 0.1 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검사실 검사는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

전 10시 이전에 채혈한 혈액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지질지

표로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질단백을 측정하

였고, 이들 지질지표와 고감도 C-반응단백은 ADVIA 1650 

Chemistry system (Bayer, Tarrytown, NY, U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저밀도지질단백은 중성지방이 400 mg/dL 미만인 경

우 Friedewald 공식[(총콜레스테롤(mg/dL)-{고밀도지질단

백(mg/dL)+중성지방(mg/dL)/5}]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당대사지표로는 공복 인슐린과 공복혈당을 측정하였고, 이

를 이용하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를 계산하였다. 인슐린은 Immulite 2000 (DPC, 

Pacific Concourse, L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때 함께 

측정한 공복혈당을 이용하여 HOMA-IR을 계산하였다[{공복 

혈당(mg/dL)/18×공복 인슐린(μU/mL)}/22.5]. 혈중 호모시

스테인 농도는 ADVIA Centaur  Chemistry system (Bayer, Tarry-

town, NY,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과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는 누운 자세에서 최소 5분 

이상 안정을 하도록 한 후 자동파형분석기(VP-2000, Colin Co, 

Komak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회 맥파 기록 시, 샘

플링 시간은 10초이었으며, 모든 대상자에서 연속 2회 기록하

여 자동으로 계산된 측정값의 평균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맥

파속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간격(ΔT)과 측정지점 간의 

거리(L), 대상자의 키(cm)를 근거로18) 계산된 동맥분절에서의 

맥파속도(L/ΔT, cm/sec)는 모두 자동파형분석기에서 자동으

로 계산되었다.

3. 통계분석
모든 분석은 남녀를 구별하여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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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Male 

(n=121)
Female 
(n=258)

 P-value

Age (y) 54.5 ± 8.7 57.2 ±7.0 0.003

Adiposity index

BMI (kg/m2) 24.5 ± 2.6 24.0 ± 2.7 0.141

WC (cm)  85.7 ± 7.3  78.9 ± 8.2 0.003

Lifestyle factor

Smoking* N (%) 35 (28.9) 8 (3.1) < 0.001

Alcohol† N (%) 52 (43.0) 8 (3.1) < 0.001

Medical history

Hypertension N (%) 18 (14.9)    62 (24.0) 0.030

Diabetes N (%) 13 (10.7) 14 (5.4) 0.096

Blood pressure 

SBP (mmHg) 126.7 ± 15.8 128.7 ± 16.3 0.266

DBP (mmHg)   77.9 ± 11.6 76.9 ± 11.2 0.420

PP (mmHg) 48.8 ± 7.5 51.8 ± 9.2 0.002

Pulse rate (beat/min)      3.7 ± 12.9  73.8 ± 10.6 0.953

Fasting glucose (mg/dL)   95.9 ± 20.0 93.6 ± 21.6  0.346

HOMA-IR‡   1.14 ± 0.82 1.05 ± 0.67  0.327

Total cholesterol (mg/dL) 196.6 ± 36.0 210.6 ± 38.2  0.001

TG‡ (mg/dL)  146.5 ± 83.9 123.0 ± 43.8 < 0.001

HDL (mg/dL)  45.0 ± 9.9 52.7 ± 11.6  0.001

LDL (mg/dL) 122.2 ± 32.5 132.9 ± 38.3  0.013

hs-CRP‡ (mg/dL) 0.75 ± 4.14 0.61 ± 4.94  0.086

Hcy (umol/L) 12.6 ± 3.0 9.8 ± 3.3  0.001

Mean baPWV (cm/sec) 1,505.1 ± 262.5 1,503.5 ± 286.6  0.957

Data are shown as means ± the standard deviation. P-values are calculated by student t-test or chi-square test.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sensitive C-reactive protein, Hcy: homocysteine,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Smoking habit was defined as active smoking at the present, †Alcohol ingestion ≥ 72 g/week, ‡Values have been 
analysed after log-transformation.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포함한 

다양한 심혈관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증가에 따

른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혈중 호모시스

테인 농도를 4분위수로 나눈 후 분산분석을 하였다. 고호모시

스테인혈증이 있는 군과 정상인 군에서 상완-발목 동맥파속

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linow 등21)이 제시한 고

호모시스테인혈증의 기준치에 따라,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가 15 μmol/L 초과하는 대상자를 고호모시스테인군으로, 15 

μmol/L 이하인 대상자를 대조군으로 분류한 후 공분산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상완-발목 동맥파

속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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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ver.11.0 (SPSS 

Inc., Chicago, IL, USA)이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405명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된 26명을 제외

한 379명 중, 남성은 121명(31.9%), 여성은 258명(68.1%)이었

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54.5±8.7세와 57.2±7.0세였다. 체

질량지수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허리둘레는 남성에

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와 음주자는 남성에서 압도

적으로 많았고, 고혈압의 기왕력은 여성에서 더 많았으나, 당

뇨병의 기왕력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심박동수는 남녀 차이가 없었으나, 맥압은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복 혈당과 인슐린, HOMA-IR은 남녀 간

에 차이가 없었으나, 중성지방을 제외하고 총콜레스테롤과 

고밀도지질단백, 저밀도지질단백은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남성에서 유의하게 높

았던 반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 

관련 변수
남성에서는 연령, 혈압, 심박동수, 백혈구, 고감도 C-반응

단백,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비만지표, 당 대사지표, 지질

지표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한편, 음주를 하지 

않는 남성(1509.9±271.2 cm/sec vs. 1498.8±253.1 cm/sec)과 흡

연을 하는 남성(1512.5±247.4 cm/sec vs. 1502.1±269.8 cm/sec)

에서 상완-발목 동맥파속도가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반면, 여성에서는 연령,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혈압, 심박동수, 당 대사지표, 고밀도지질단백을 제외한 지질

지표, 고감도 C-반응단백,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등이 상

완-발목 동맥파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표 2). 남성에서와는 달리 여성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

(1509.2±287.9 cm/sec vs. 1325.3±175.6 cm/sec) 과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1505.9±288.6 cm/sec vs. 1427.0±213.6 cm/sec)에서 

상완-발목 동맥파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에 따른 상완-발목 동

맥파속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남녀 각각 4분위수로 나누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남성에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4분위수에 해당할수록 상완-

발목 동맥파속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

도가 가장 높은 4분위수에 해당하는 경우, 1분위수나 2분위수

에 해당하는 남성에 비해 평균 상완-발목 동맥파속도가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반면, 여성에서는 각 분위

수군 간에 평균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

으나, 일관성이 없었다(그림 1). 

한편,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15 ųmol/L 이상인 고호모

시스테인혈증군과 15 ųmol/L 미만인 정상 대조군에서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병력, 음주와 흡연 등을 보정하였을 때 평균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는 각각 1603.4±12.7 cm/sec와 1489.0±

40.9 cm/sec로 고호모시스테인혈증 군에서 평균 상완-발목 동

맥파속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연관성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독립적으

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를 종

속변수로 하고, 나이, 체질량지수, 음주와 흡연여부, 당뇨병과 

고혈압 병력, 수축기혈압, HOMA-IR, 중성지방, 고감도 C-반

응단백,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남성에서는 연령, 혈압, 혈중 호모시스

테인 농도가, 여성에서는 연령, 혈압, HOMA-IR, 고혈압의 병

력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찰

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은 중년 이후 

주된 사망원인이며, 국내에서도 생활양식의 변화와 평균 수

명의 증가로 인해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흡

연, 고밀도지질단백의 저하, 저밀도지질단백의 증가 등이 있

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위험인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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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의 체내 중간 대사산물로, 재메

틸화와 황전환작용에 의해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 비타민 B12, 

비타민 B6, 엽산 등이 필요하다.22) 어떠한 이유에서든 혈중 호

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자가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호모시스테인의 반응성 산화물이 지질의 과산화를 일으키고, 

혈관 내피세포에서의 산화질소 분비를 억제하여 혈관 내피세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ean baPWV and cardiovascular related variables.

Variables

Mean baPWV 

Male Female

r P r P

Age (y) 0.445 < 0.001 0.532 < 0.001

Adiposity index

  BMI (kg/m2) -0.013 0.893 0.162 0.009

WC (cm) -0.077 0.425 0.283 < 0.001

Blood pressure

SBP (mmHg) 0.513 < 0.001 0.601 < 0.001

DBP (mmHg) 0.405 < 0.001 0.496 < 0.001

PP (mmHg) 0.458 < 0.001 0.464 < 0.001

Pulse rate (beat/min) 0.437 < 0.001 0.345 < 0.001

Glucose tolerance index

Fasting glucose (mg/dL) 0.071 0.466 0.296 < 0.001

Fasting insulin* (μIU/m) 0.170 0.063 0.238 < 0.001

HOMA-IR* 0.168 0.080 0.293 < 0.001

Lipid profile

Total cholesterol (mg/dL) 0.007 0.942 0.296 < 0.001

TG* (mg/dL) 0.117 0.200 0.292 < 0.001

HDL (mg/dL) -0.064 0.486 -0.064 0.305

LDL (mg/dL) -0.057 0.556 0.232 < 0.001

Inflammatory marker

WBC count (103/uL) 0.338 < 0.001 0.282 < 0.001

hs-CRP* (mg/dL) 0.307 0.001 0.130 0.038

Hcy (umol/L) 0.374 < 0.001 0.140 0.025

Coefficients(r) and P-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Pearson correlation model. *Values have been analysed after log-
transformation. BMI: body mass index,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P: pulse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G: triglyceride,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sensitive C-reactive protein, Hcy: homocysteine, baPWV: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화물은 

NF-ĸB를 활성화하여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식을 유발하고, 

혈액응고인자에도 영향을 주어 항혈전작용이 억제되며, 호모

시스테인-티오락톤 복합체는 저밀도지질단백과 결합한 후 

대식세포에 탐식되어 죽종 형성에 기여한다.23) 따라서 호모시

스테인은 이러한 기전을 통해 죽상경화증을 가속화함으로써 

심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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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assess independent relationships between baPWV and clinical variables.

Variables

Mean baPWV

 Male Female

β S.E P-value β S.E P-value

Age (y) 8.01 2.80 0.005 11.77 2.13 < 0.001

BMI (kg/m2) -11.31 8.77 0.200 -6.68 5.33 0.212

Alcohol 0.28 48.68 0.995 -16.64 71.94 0.817

Smoking -48.09 51.15 0.350 1.75 76.65 0.982

Diabetes history 69.10 69.35 0.322 103.89 59.55 0.082

Hypertension history 22.99 73.82 0.756 118.75 33.41 < 0.001

SBP (mmHg) 6.49 1.55 < 0.001 7.41 0.84 < 0.001

HOMA-IR* 144.02 102.58 0.164 148.75 57.00 0.010

TG* (mg/dL) -33.126 97.82 0.736 77.96 59.52 0.192

hs-CRP* (mg/dL) 50.05 30.64 0.106 11.23 16.61 0.500

Hcy (umol/L) 19.01 8.02 0.020 -1.72 4.01 0.669

Coefficients (β) and P-values were calculated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MI: body mass index, SBP: systolic blood 
pressure,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TG: triglyceride, hs-CRP: high sensitive C-reactive 
protein, Hcy: homocysteine. *Values have been analysed after log-transformation.

Figure 1. Mean baPWV in quartiles of plasma homocysteine levels in male (A) and female (B). Data are show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calculated by analysis of variances (ANOVA). P-value among groups < 0.001 (A), < 0.05 (B). 

지금까지 죽상경화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대동맥파전파속도 

측정으로, 탐촉자를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측정이 용이하면서도 재현성이 향

상된 상완-발목 동맥파속도 측정법이 개발되어 죽상경화증

을 예측하거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임상지표로 활용하고

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35-80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 각각에서 

호모시스테인을 포함한 다양한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상완-



Kyung Sun Yoon, et al: Association between Plasma Homocysteine Level and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in Korean Adults

52  |  Vol. 30, No. 1 Jan 2009 Korean J Fam Med

Kyung Sun Yoon, et al: Association between Plasma Homocysteine Level and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in Korean Adults

발목 동맥파속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성에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완-발목 동맥파속

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혈중 호모시스

테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완-발목 동맥파속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고, 통상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을 통

제하고도 호모시스테인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라 호모시스테인과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의 연관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유

의하게 높았고, 고호모시스테인혈증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수 

역시 남성에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한편, 남녀 각각에서 흡연과 음주여부에 따른 평균 상

완-발목 동맥파속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과 음주를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매우 적

었고, 남성에서도 흡연량이나 음주량 대신 흡연과 음주여부

만을 가지고 비교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호모시스테인혈증에 해당하는 여성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의 유무에 따른 

분석을 남녀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대신 성별을 통제하여 분

석하였다. 고호모시스테인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과 연

령, 병력, 비만도, 음주, 흡연 등을 통제한 후에도 상완-발목 동

맥파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혈중 호모시

스테인 농도가 15 µmol/L 이상인 경우에는 혈중 호모시스테

인 농도가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Mayer 등8)이 25-65세의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

령별로 층화하여 분석했던 연구에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

도가 15 µmol/L 이상인 경도의 고호모시스테인혈증군에서 대

조군에 비해 대동맥맥파속도가 상위 4분위수에 해당할 위험

이 2.74배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Nestel 등24)은 14명의 남성과 

4명의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메티오닌을 함유한 음식을 섭

취하여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증가시킨 후 전신동맥의 

탄성(systemic arterial compliance)을 측정하였는데, 메티오닌 섭

취 2.5시간 후 전신동맥의 탄성이 22%로 낮아져 중심 탄성동

맥의 동맥 경직도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하였다. 한편, 109명의 

혈액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Tsai 등25)의 연구에서는 혈

중 호모시스테인이 페리틴과 함께 동맥 경직도와 맥압의 독

립적인 예측인자라 하였고, Yasmin 등26)은 본태성 고혈압 환자

의 자녀 115명과 대조군 203명을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 환자

의 자녀에서 대조군에 비해 혈압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가 높았고, 모든 대상자에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상완-

발목 동맥파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 같

은 결과들은 이번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며, 혈중 호모시스

테인 농도가 동맥의 경직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Nakhai-Pour 

등27)은 40-80세의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대동맥맥파속도, 경동맥 내-중막 두께와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대혈관 경직도 및 두께

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Woodside 등28)도 20-25세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호모시스테인과 대동맥-장골동맥분

절, 대동맥-요골동맥분절, 대동맥-후족배동맥분절의 맥파속

도와의 연관성을 보았지만,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각 동

맥의 맥파속도를 결정짓는 인자는 아니었다고 보고하였다. de 

Bree 등29)이 35-6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남

성의 경우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동맥맥

파속도와 경동맥 내-중막두께가 증가하였지만, 기존의 심혈

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통제한 후에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하

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대동맥맥파속도를 측정하였는데,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는 대동맥보다 긴 동맥분절의 맥파속

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맥맥파속도에 비해 신체 전

반에 걸친 동맥의 경직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고,30) 이러한 이

유로 대동맥맥파속도와 호모시스테인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제한이 있었을 수 있다. 또한 연령과 혈압이 대동맥맥파속

도나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

니만큼, 동맥의 경직도를 보기에 너무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령의 노인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기저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원자로 대상을 정하거나, 이러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것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혈관 

경직도 간에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e Bree 등29)의 연구는 대상자들의 평

균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매우 낮아(남녀 각각 10.6 µmol/

L, 8.5 µmol/L) 호모시스테인이 동맥의 경직도나 내-중막두께

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 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상완-발목 동맥파속도

의 연관성을 본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중년의 일반인을 대상

으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의 연

관성을 봄으로써, 호모시스테인이 동맥의 경직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

구의 대상자들 역시 검진센터를 방문한 특정 성인만을 대상

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선별에 있어 선택 치우침이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일반인에 확대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단면연구로 진행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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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결과만으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동맥의 경직

도, 또는 죽상경화증과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 한편, 고지혈

증이나 고지혈증의 약물과 같이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

고, 흡연량과 음주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요

인과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밝히지 못하

였다는 것도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혈중 호

모시스테인 농도의 증가가 죽상경화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이환율이나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호모시스테

인혈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중재를 하

였을 때 동맥의 경직도나 죽상경화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이

환율이나 사망률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연구배경: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증가는 혈관내피의 기

능 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동맥의 죽상경화

증 발생에 기여한다.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는 비 침습적으로 

동맥의 죽상경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동맥의 경직도

를 반영한다. 이 연구는 중년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혈중 호

모시스테인 농도와 동맥의 경직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한 성인 남녀 405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대상자들의 병력과 약물 복용력, 생활습관 등은 자가 기

입 설문지와 의사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검사실 검사로 당대사지표, 지질대사지표, 염증

관련지표 및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측정하였다. 동맥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상완-발목 동맥파속도를 측정하

였다.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대상자는 379명이

었다. 이중 남성이 121명(31.9%), 여성이 258명(68.1%)이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54.5±8.7세와 57.2±7.0세였다. 남성에

서는 연령, 혈압, 심박동수, 혈액의 백혈구, 고감도 C-반응단

백 농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여성에서는 연령,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혈압, 심박동수, 당대사지표, 고밀도지질단백

을 제외한 지질지표, 고감도 C-반응단백 농도, 혈장 호모시스

테인 농도가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남성에서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할

수록 상완-발목 동맥파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심혈

관계 질환 관련 위험인자를 통제하더라도 호모시스테인이 상

완-발목 동맥파속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01, 

P=0.02). 

결론: 중년남성에서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심혈관계 질

환 관련 위험인자를 통제하더라도 상완-발목 동맥파속도와 

연관이 있었다.

중심단어 : 호모시스테인; 상완-발목 동맥파속도; 동맥경직

도; 죽상경화증; 심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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