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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REVIEWS

APOE 유전자형과 MRI 뇌혈관 질환 표지자와의 관계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

APOE genotype and MRI markers of cerebrovascular diseas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목적: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CVD): 백질변성(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뇌경색(brain infarcts) 

그리고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같은 MRI 표지자와 APOE ε 유전자형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PubMed에서 확인된 42개의 단면연구와 종단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

타분석 하였다(n=29,965). 연구에는 출간되지 않은 3개의 인구기반연구가 포함되었다: 3C-Dijon, Framingham 

Heart Study와 Sydney Memory and ageing Study. 메타분석에 필요한 추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논문의 저자와 직접 상의하였다.

결과: APOE 4ε 보인자 상태와 APOE ε44 유전자형은 백질변성 부하의 증가(표본 크기-가중 z score 기반

[sample size-weighted z score] 메타분석[meta]-p=0.0034와 0.0030), 특히 염상(lobar) 위치의 미세출혈의 

증가(meta 교차비[odds ratio, OR]=1.24,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1.07, 1.43], p=0.004, 그리

고 1.87 [1.26, 2.78], p=0.002)와 관계가 있었다. APOE ε2 보인자 상태는 백질변성의 부하 증가(z score meta- 

p=0.00053)와 뇌경색의 위험도(meta OR=1.41 [1.09, 1.81], p=0.008)와 관계되어 있었다. 

결론: APOE ε4와 APOE ε2는 출혈성 및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MRI 표지자의 부하 증가와 관계되어 있었다. 

APOE ε4와 뇌혈관 질환 부하의 증가와의 관계는 APOE ε4와 AD의 관계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반면, 

APOE ε2와 뇌혈관 질환의 MRI 표지자의 관계는 AD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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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E 유전자의 ε4 대립유전자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Alzheimer disease, AD)의 주요 위험인자이다.1-6 
APOE와 뇌혈관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CVD)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란이 있다.7 APOE ε4는 

노인에서 뇌내출혈(intracerebal hemorrhage, ICH)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인 뇌 아밀로이드혈관병증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AA)의 위험인자이다.1 International Stroke Genetics Consortium의 최근 자

료에서 APOE ε4는 ICH의 위험도, 특히 엽상 출혈을 증가시키며,8 APOE ε2 대립 유전자는 엽상 출혈의 

위험도와 크기를 증가
8,9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엡실론 다형태(epsilon polymorphism)가 뇌혈관 질환의 MRI 

표지자와 관계있는지와, 허혈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7 뇌혈관 질환의 MRI 표지자-
백질변성(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WMH), 뇌경색(brain infarcts, BI) 그리고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는 뇌졸중과 치매에 대한 강한 예측인자이다.10-13 이들은 노인 인구에서 유병률이 높

고,14-16 비침습적인 대규모 인구기반 표본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APOE와 CVD의 MRI 표지자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APOE와 치매 위험의 관계에 대한 기전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APOE가 

아밀로이드 β (amyloid β, Aβ)의 대사와 축적을 조절하는 데 관계되어 있지만, 치매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1 또한 후자가 치매 위험도의 강력한 결정인자인 CVD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

되는지는 예방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APOE ε 유전자형과 CVD의 MRI 표지자와의 관계를 연구한 보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메타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 법

조사 전략과 선택 기준

  연구 교수와 신경과학자가 1966년부터 2012년 6월 14일의 기간 동안 미리 정의된 검색어를 이용하여 

PubMed를 검색하였다. 관련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저자의 파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도 문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몇몇 연구(3C-Dijon,17 Framingham Heart Study [FHS],18,19 Sydney Memory and 
Ageing Study [Sydney-MAS]20)는 이 검토를 위해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였다(methods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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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Neurology®Web site at www.neurology.org). 
  APOE 유전자형과 CVD의 3개의 MRI 표지자

(WMH, BI, CMB)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계

를 성인에서 조사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CT로만 CVD 표
지자를 평가한 경우, 2) 표본수 <50, 3) APOE ε
4 대립유전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일 뉴클레오

타이드 다형성의 효과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한 

연구(methods e-1).

자료 추출

연구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

크기, 연구대상(일반 인구 vs 고위험군), 평균 나이, 
MRI 특성 및 시퀀스(sequences), CVD 표지자에 

대한 정의, APOE 유전자형과 MRI 표지자의 관계

에 대한 평가, 참고로 한 APOE 유전자형, 조정 변

수. APOE 유전자형과 MRI 표지자의 관계를 평가

하기 위해 이분화한 MRI 표지자에 대한 교차비

(ORs), 표준 평균편차(standardized mean differ-
ence, SD 단위의 차이를 측정)나 연속적인 MRI 표
지자에 대한 회귀계수를 기록하였고, 가능한 것이 

없을 때는 유전자형 그룹에 대한 원래 숫자 또는 

평균값과 SD를 각각 OR 또는 표준 평균편차를 구

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자료를 추출할 수 없을 때

에는 저자를 접촉하였다. 이후에도 관계에 대한 평

가가 불가능하면 질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2명의 

저자(S.D., S. Schilling)가 각 연구에서 위에서 언급

한 자료를 추출하였고 논의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였다. 

변수 정의

연구 인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거나 참가

자들이 “건강한 사람”인 경우 “일반 인구”로 정의

하였고,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우울증, 치매, 고혈

압 또는 백질변성(또는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이 포함된 연구) 같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있

는 환자에서 시행된 연구는 “고위험 인구”로 정의

하였다. 백질병변이 염증성 또는 신경퇴행성 질환

으로 발생하였거나 단일유전자의 뇌혈관 질환에서 

WMH를 연구한 것은 제외하였다(methods e-2). 단
면 연구에서, WMH 부하는 이분화된 변수(유 vs 
무 또는 광범위 vs 작은 WMH 부하)를 이용하거나 

연속 변수(반정량적 시각 등급 또는 반정량적 용적 

측정)를 이용하였다. WMH 등급의 원래 숫자에서 

교차비를 계산할 때 가장 심한 등급 대 그 이외 등

급을 이용하였다. 몇몇 연구는 백질 주변 WMH 

(perivascular WMH, PVH)와 심부 WMH (deep 
WMH, DWMH)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가능하

다면, 우리는 전체 WMH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였

으나 PVH와 DWMH만 가능할 경우 PVH만 일차 

메타분석에 사용하였고 이차분석에서 PVH 대신 

DWMH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methods e-2). 종
적연구에서 WMH 등급이나 용적의 변화를 추출하

였다. BI (또는 CMB)는 하나 이상의 BI (or CMB)
가 존재 유무로 정의하였다. 몇몇 연구는 CMB를 

위치(엽 vs 심부 또는 천막하)에 따라 구분하였다. 
종적 연구에서 영상으로 발견된 CMB가 있는지 평

가하였다. 
Table e-1에 표본 크기, 비교 그룹과 수정된 변수

들이 명시되었는지, APOE ε4와 APOE ε2에 대한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보고되었는지, WMH 정량화 

종류, 분석을 위해 사용한 WMH 측정, 그리고 혈

관주위 공간과 BI를 구별한 방법을 명시하였는지

가 포함된 연구의 질적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동일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3개 이상의 연구가 

있는 경우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WMH, BI, 그
리고 CMB와 아래 유전자형 그룹의 관계를 요약하

였다: APOE ε4 보인자(ε4+), 동형 접합 APOE ε4 
(ε44) 그리고 APOE ε2 보인자(ε2+) (methods e-3).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교 그룹은 APOE ε4 비보인

자(APOE ε4-)와 APOE ε2 비보인자(APOE ε2-)였
고(몇몇 연구에서 APOE ε24는 제외하였다), 나머

지에서는 APOE ε33이었다. 여러 가지가 수정된 

모델이 사용되었을 때, 최소로 수정된 것을 사용하

였다. WMH 부하의 양적 평가를 위해, 가능하면 

전체 두개내 용적을 계산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
한 가장 많이 수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분석도 

진행하였다. WMH 부하의 연속변수와 이분화 측

정법이 모두 가능하다면 연속 자료를 이용하였다. 
BI와 CMB에 대해서, 역분산 가중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통합 ORs를 계산하였다. 이질성이 없으

면 고정효과 메타분석을 이용하였고 연구간 유의

한 이질성이 있으면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질성 p value<0.05 또는 I2>50%). WMH 부하에 

대해서는, 표본크기 가중 z score-기반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모든 연구의 결과를 조합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쓴 이유는 WMC 부하를 각기 다른 스케일

로 측정하고 연구들 간에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methods e-3). 또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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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가중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WMH 부하에 대

한 이분화 또는 연속 변수들을 사용한 연구들에서 

ORs나 표준 평균편차는 따로 계산하였다. 이차분

석에서 연구들이 서로 다른 정량적 또는 반정량적 

측정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평가된 

WMH 부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표본 크기 가중 

z score-기반 메타분석을 시행하고, 일반 인구와 고

위험 인구에 대해 개별적인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우리는 세 가지 표현형(WMH, BI, CMB)을 설명

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테스트에 대해 Bone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였고, 비록 WMH과 BI, 그리고 

CMB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낮은 

수치일 수는 있지만 유의수준은 p<0.0166으로 정

하였다.12,21,22

메타분석은 Cochrane RevMan (version5.1) soft-
ware (http://www.cc-ims.net/RevMan/current.htm)
를 역분산 가중 메타분석에 사용하였고, R (http:// 
cran.r-project.org)을 표본크기 가중 z score-기반  

메타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래프는 R (http://cran.r- 
project.org/web/pakage/rmeta/index.html)의 rmeta 
package를 이용하였다. 

결 과

초기 문헌 검색에서 237개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44개가 선정기준에 합당하였다. 5개의 문헌

은 다른 대규모 연구와 겹쳐 제외하였고, 3개의 출

간되지 않은 자료(3C-Dijon, FHS, 그리고 Sydney- 
MAS)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체계적 검토에 29,965
명으로 구성된 42개의 문헌이 포함되었다. 

APOE ε4와 CVD의 MRI 표지자. APOE ε4 그

리고 WMH
APOE ε4+ 그리고 WMH. 27개의 연구(n=18,309, 

일반 인구 14,491명과 고위험 인구 3,818명, table 
e-2 그리고 e-3)2,3,5,11,13,21,23-41 (FHS, Sydney-MAS,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조합한 표본크기-가중 z 
score-기반 메타분석에서 APOE ε4+는 WMH 부
하의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Pz score=0.0034. 
연속적인 WMH 부하를 사용하고 표준 평균편차를 

제시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분석

(n=8,917, 일반 인구 8,405명과 고위험 인구 512
명)2,3,11,24,26,30,33,35,36,38,39 (Sydney-MAS, 출간되지 않

은 자료)에서는 APOE ε4+가 WMH 부하의 증가

와 경계선상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
합 표준 평균편차=0.047 (95% CI 0.0006, 0.094) 

(p=0.05) (Pz score =0.0631) (figure 1A). 연속적인 WMH 
부하를 사용하였지만 회귀계수를 제공한 연구를 

포함한(n=4,004)5,40,41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 
표본 크기-가중 z score-기반 메타분석은 Pz score 

=0.0028로 나타났다. 
이분화된 WMH 부하의 평가를 이용한 연구

(n=5,282, 일반 인구 3,627명과 고위험 인구 1,655
명)21,23,25,27-29,31,32,34,37를 분석한 것은 APOE ε4+과 

큰 WMH 부하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통합 

OR=1.07 (0.93, 1.22) (p=0.34) (Pz score=0.39) (figure 
1A). WMH에 3-등급 변수를 사용하여 서수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하나의 연구를 추가한 이

후에도 분석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n=106, Pz score=0.44).14

4개의 소규모 연구(n=420 고위험 인구)는 이 메

타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e21,e22,e25,e28: 하나의 연구

는 APOE ε4+와 WMH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e22

APOE ε4+ 그리고 WMH 진행. 두 개의 연구

(n=2,304 일반 인구)는 APOE ε4+와 WMH가 진행

하는 것 사이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table e-4).e32,e33 
APOE ε44 그리고 WMH. 12개 연구(n=7,494, 일

반 인구 6,254명과 고위험 인구 1,240명, table e-2 
그리고 e-3)3,11,13,21,28,30,31,37-39 (Sydney-MAS, FHS, 출
간되지 않은 자료)를 표본 크기-가중 메타분석으로 

메타분석 하였을 때 APOE ε44는 WMH 부하 증가

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Pz score=0.0030)
연속적인 WMH와 표준 평균편차를 제공하는 

연구를 복합한 연구(n=2,447, 일반 인구 2,119, 고위

험 인구 328)3,11,30,38,39 (Sydney-MAS, 출간되지 않은 

자료)는 APOE ε44와 WMH 부하가 증가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합 표준 평균 

편차=0.41 (0.17, 0.65) (p=0.0009) (Pz score=0.0016) 
(figure 1B). 회귀계수를 제공하는 하나의 연구

(n=1,574)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였

을 때 그 관계는 명목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z score 

=0.032.
WMH를 이분 변수로 평가한 연구(n=3,399, 일

반 인구 2,487, 고위험 인구 912)21,28,31,37는 APOE ε
44 와 WMH 부하가 증가하는 것 사이에 명목상 유

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합 OR=1.63 
(1.004, 2.64) (p=0.048) (Pz score=0.046) (figure 1B). 
WMH에 3-등급 변수를 사용하여 서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하나의 연구(n=74)를 추가하여

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Pz score=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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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연구(고위험 인구 n=56)는 이 메타분석

에 포함되지 않았고, APOE ε44와 WMH 부하가 

증가하는 것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e22

APOE ε44 그리고 WMH 진행. 일반 인구를 대

상으로 한 하나의 종적 연구는 APOE ε44와 WMH 
부하가 증가하는 것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table e-4).3 

APOE ε4와 BI 
APOE ε4+와 BI. 7개의 연구로 시행한 메타분석

(n=8,3223, 일반 인구 8,005명과 고위험 인구 218
명)4,11,24,34,37 (3C-Dijon,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

에서 APOE ε4+는 BI와 관계가 없었다: 통합 

OR=1.03 (0.90, 1.18) (p=0.67) (figure e-1, table 
e-5). 하나의 연구(고위험 인구 n=82)는 이 메타분

석에 포함되지 않았고, APOE ε4+와 BI 사이에 어

떠한 관계도 없다고 보고하였다.32

APOE ε44와 BI. 4개의 연구(n=6,029, 일반 인구 

5,956, 고위험 인구 73)11,37 (3C-Dijon, FHS, 출간되

지 않은 자료)로 시행한 메타분석에서 APOE ε44
는 BI와 관계가 없었다: 통합 OR=0.86 (0.29, 2.52) 
(p=0.79) (figure e-2, table e-5).  

APOE 유전자형과 영상으로 발견된 BI의 관계

를 평가하는 종적 연구는 확인하지 않았다. 

APOE ε4와 CMB 
APOE ε4+와 CMB. 9개의 연구(n=6,698, 일반 

인구 5,387명과 고위험 인구 1,311명, table e-6 그리

고 e-7)11,12,21,22,34,42-44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에
서 시행한 메타분석에서 APOE ε4+와 CMB의 위

험이 증가하는 것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통합 

OR=1.24 (1.07, 1.43) (figure 2A), 엽상 CMB는 유

의한 관계가 있었고(n=3,689, 통합 OR=1.34 [1.09, 
1.64], p=0.006) 심부 CMB (n=3,777, 통합 OR=1.15 
[0.89, 1.49], p=0.29)는 유의하지 않았다.12,21,43,44 결
과는 일반 인구에서는 유의했지만 기존에 존재하

는 질환(ICH, 뇌허혈, 고혈압, AD,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된 고위험 인구로 이

루어진 소규모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APOE ε44와 CMB. APOE ε44는 6개 연구를 조

합하여 시행한 메타분석(n=5,158, 일반 인구 4,798명
과 고위험 인구 360명, table e-6 그리고 e-7)11,12,21,22,42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에서 CMB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통합 

OR=1.87 (1.26, 2.78) (p=0.002) (figure 2B).
APOE ε4와 영상으로 발견된 CMB. 하나의 연

구(일반 인구 n=654)e41는 APOE ε4+는 관계가 없

지만 APOE ε44는 영상으로 발견된 엽상 CMB 
(table-8)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고위험 인구 n=197)는 APOE ε4+가 영

상으로 발견된 엽상 CMB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

였다(table e-8).e42

APOE ε2와 CVD의 MRI 표지자 APOE ε2 

그리고 WMH 

  APOE ε2+ 그리고 WMH. 9개의 연구를 포함한 표

본크기-가중 메타분석(n=6,669, 일반 인구 5,282명과 

고위험인구 1,387명, table e-9)21,23,31,34,35,39 (3C-Di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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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S, Sydney- MAS, 출간되지 않은 자료)에서 APOE  
ε2+가 WMH 부하가 증가하는 것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Pz score=0.00053. 
연속 변수로 WMH를 사용한 것을 결합한 연구

(n=2,708 모두 일반 인구)35,39 (3C-Dijon, Sydney- 
MAS, 출간되지 않은 자료)는 APOE ε2+와 WMH 
부하 사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통합 표본 평균편차=0.03 (-0.01, 0.07) (p=0.20) (Pz 

score=0.07) (figure 3A). 이것은 연속변수로 WMH를 

사용하였지만 회귀계수를 제공한 하나의 연구

(n=2,353)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하였

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Pz score=0.09. 
이분변수로 WMH를 평가한 4개의 연구로 시행한 

메타분석(n=1,608, 일반 인구 211명, 고위험 인구 

1,387)21,23,31,34에서 APOE ε2+는 WMH 부하의 증

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통합 OR=1.80 (1.35, 
2.42) (p=0.00008) (Pz score=0.00011) (figure 3A).

APOE ε2와 BI

APOE ε2+와 BI. 4개의 연구를 포함한 메타분석

(n=4,446, 일반 인구 4,345명, 고위험 인구 101명, 
table e-10)23,34 (3C-Dijon, FHS, 출간되지 않은 자

료)에서 APOE ε2+는 BI와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

었다: 통합 OR=1.41 (1.09, 1.81) (p=0.008) (figure 
3B).

APOE ε2와 CMB

APOE ε2+와 CMB. 7개의 연구(n=5,389, 일반 

인구 4,508명, 고위험 인구 881명, figure e-3, table 
e-11)12,21,34,42-44 (FHS,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

하는 메타분석에서 APOE ε2+는 CMB (통합 

OR=1.09 [0.89,1.32], p=0.41), 엽상 CMB (n=3,003, 
통합 OR=1.19 [0.91, 1.55], p=0.20), 또는 심부 

CMB (n=3,228, 통합 OR=1.03 [0.70, 1.52], p=0.87)
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12,21,43,44 

APOE ε2+와 영상으로 발견된 CMB. 하나의 연

구e42 (고위험 인구 n=197)는 APOE ε2+와 영상으

로 발견된 CMB (table e-12)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지만, 다른 연구는 그렇지 않았다(일반 

인구 n=563)e41 (table e-12).

고 찰

이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은 29,965명의 참가자

가 포함된 42개의 연구로 이루어졌고, APOE ε4+ 
유전자형(대부분 APOE ε44)과 APOE ε2+ 유전자

형은 WMH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었

고, APOE ε4+ 유전자형은 CMB의 유병률과 관계

가 있었으며 특히 엽상 CMB일 때 더 그러했고, 
APOE ε2+ 유전자형은 높은 BI 빈도와 관계가 있

었다. 
 78,546명이 포함된 24개의 연구로 구성된 이전

의 체계적 검토는 APOE ε4 보인자 상태와 WMH 
부하에 대해 연구하였고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

고하였다.45 선행한 정성적 검토는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었다.46 그러나 과거 검토들은 APOE ε44 또
는 APOE ε2와 WMH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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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45 한편, 이후부터 APOE ε4 보인자 상태

와 WMH 부하의 관계를 연구한 12개의 연구가 추

가되었고 이것은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검정력을 

높여주었다. APOE의 유전자형과 WMH 부하의 

관계에 대한 기본 기전은 불분명하다.47 뇌와 연수

막 세동맥 매질48에 Aβ가 축적되는 CAA는 고령의 

인구에서 더 흔하게 발병49하며 하나의 잠재적인 

매개체이다. 게다가, CAA가 주로 피질 세동맥을 

침범하지만, APOE ε4는 침범된 혈관에 아밀로이

드를 축적시켜 두껍게 만들고 혈관 내경을 감소시

키고,48,50 백질의 말초 관류영역의 혈류 흐름을 잠

재적으로 감소시킨다.51 APOE ε4는 CAA가 주로 

관찰되는 후두엽의 WMH과 관계 있다는 최근의 

보고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52 CAA 환자에서 

APOE ε2 대립 유전자와 관계된 섬유소성 괴사와 

뇌혈관 장벽 손상53을 포함한 혈관병성 이상50은 백

질의 작은 동맥도 침범할 수 있다.54 APOE 역시 지

방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APOE 아형에 

따라 뇌의 지방 대상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고,1 지질 수준과 백질 질환 사이의 관계는 정

립되지 않았다.27 염증 역시 WMH 부하의 증가와 

APOE ε2와 APOE ε4의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55

지금까지, APOE ε 다형성과 MRI로 확인된 BI
의 관계를 연구한 메타분석은 없었다. APOE ε4와 

BI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비록 우리

가 이러한 현상을 간과하였을 수도 있으나, APOE 
ε4와 허혈뇌졸중 사이에 강력한 관계는 근거가 없

다는 최근 메타분석7에 부합한다. 흥미롭게도, 
APOE ε2와 BI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

였고, APOE ε2와 WMH 부하의 관계, 특히 이분화

된 광범위한 WMH에서 일치하였고; 주로 소혈관 

질환을 반영하는 더 균일한 집단인 열공뇌경색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더 시행되어야 한다.
APOE ε 다형성과 CMB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최근의 체계적 분석은, 7개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56 우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APOE ε
4 보인자는 APOE ε33 보인자와 비교할 때 적어도 

하나 이상의 CMB를 가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고,56 이것은 엽상 CMB에서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POE ε2와 CMB는 

위치에 관계없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그들의 검토는 열성 모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메타분석은 추가적으로 3개의 연

구를 포함하였다. 
APOE ε4+와 CMB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이것은 APOE ε44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APOE ε4와 CMB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엽상 CMB의 경우 더 그러했고, APOE ε4가 엽상 

뇌내출혈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최

근의 자료와 부합한다.7,8 APOE ε4와 뇌내출혈

(intracerebral bleeding)의 관계는 주로 고령에서 

ICH의 주요 원인57인 CAA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8 조직병리학적 자료는 APOE ε4가 혈관벽에 A
β가 축적되는 것을 촉진한다고 제시한다.50 비록 

APOE ε2와 CMB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표본 크기가 작은 것과 엽상 CMB에 대

해서는 APOE ε4와 같은 경향성이 있었다. APOE 
ε2는 엽상 ICH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었고,8 혈종의 용적이 더 크고,9 Aβ 축적으로 인

한 혈관벽 손상이 증가할 수 있으며,9 따라서 혈종

을 둘러싼 혈관이 취약해진다.50 따라서 ε2 보인자

는 크고 증상성 혈종에 더 취약하지만 미세출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연구는 APOE ε 다형성과 CVD의 여러 MRI 

표지자의 관계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 검토 및 메

타분석이다. 출간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저자

를 만나 추가적인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였다. 이전 

검토와 다르게, 우리는 허혈성과 출혈성 CVD의 

여러 표지자를 동시에 연구하였다. 게다가 우리는 

WMH를 연속변수로 평가하거나 이분변수로 평가

한 연구를 포함하여 APOE와 WMH에 대한 모든 

연구를 조합하여 표본 크기-가중 z score-기반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고, 따라서 표본 크기가 커지고 관

계를 확인하는 능력도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는 가

능하다면 APOE ε2와 APOE ε44의 효과에 대한 정

보도 요약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비교 그룹을 이용하여 

하여 APOE ε4 보인자 vs 비보인자에 대해 추정된 

효과를 제공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ε3보다는 APOE 
ε4-와 APOE ε2-를 비교 그룹으로 이용하였고, 따
라서 이로 인해 우리 연구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정

력이 감소되었을 수 있다. 실로, APOE ε4에 대한 

비교 그룹의 APOE ε2 보인자, 또는 그 반대와 같

이, APOE ε4 및 APOE ε2와 CVD의 MRI 표지자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 차이를 약화

시켰을 수 있다. 비록 통계적 이질성에 대해서 적

절할 경우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지

만 MRI 특징, MRI 표지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수

정 변수들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CMB
의 발견은 자성 강도58와 강한 관련이 있으며, MRI 
scanner <1.5T로 수행된 몇몇 연구가 이 메타분석

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CMB 유병률을 과소평가하



Neurology 한국어판 Vol. 7 No. 422

고 따라서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

다. 인구마다 연령 분포와 혈관 위험의 프로파일이 

다르며, 이것은 일반 인구 또는 뇌혈관 질환의 고

위험 그룹에서 별도의 이차 메타분석을 통해 부분

적으로 설명되었다(figure 1A, 2A 그리고 B, e-3, 
e-4, e-6, 그리고 e-10). 중요한 것은, 메타분석에 포

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참가자들이고 

가능하면 일반 인구에 제한된 분석을 시행했을 때 

유의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

의 대부분은 백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세계적

으로 APOE ε 대립 유전자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

기 때문에,8 우리의 결과를 다른 민족에 일반화시

킬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출간된 자료의 모든 체

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이기 때문에, 비록 세 개의 대

규모 인구기반 연구의 출간되지 않은 자료를 체계

적으로 추가하여 출판 편의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지

만 어느 정도의 출판 편의를 배제할 수 없다. 미래

의 조화된 표현형 기준과 분석 모형을 이용한 대규

모의 전향적 메타분석으로 우리의 결과를 확립할 

수 있다. 
APOE ε4와 APOE ε2는 허혈성 또는 출혈성 

CVD의 MRI 표지자의 부하가 증가되는 것과 관계

되어 있었다. WMH, CMB 그리고 열공성 뇌경색

(대부분의 BI)은 뇌의 소혈관 질환의 주된 양상이

고,59 지역사회 기반과 병원 기반 표본에서 모두 강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12,21,22 따라서 이들이 어떤 유

전적 결정 인자를 공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

다.47 그러나 APOE ε2가 AD의 발생에 대해서는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60 이것이 MRI에 기반한 

CVD의 부하를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흥미

롭다. 따라서 CVD 부하가 증가되는 것과 APOE ε
4의 관계는 APOE ε4와 AD의 관계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APOE ε2는 AD와는 다른 방향으

로 CVD의 MRI 표지자와 관계가 있다.
동일한 데이터 집합에서 유사하게 허혈성과 출

혈성 CVD의 MRI 표지자와 APOE의 관계를 평가

한 미래의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독립적인지 또는 

표현형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것인지

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MRI에 기반한 

CVD의 신경병리학적 상관성과 APOE 유전자형

과 이들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APOE 와 CVD
의 병태생리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POE와 CVD의 관계에 나이와 

고혈압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는 APOE
와 뇌혈관의 노화의 복잡한 관계를 해석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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