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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뇌의 노화에 대한 동맥의 강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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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뇌의 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동맥의 강직(arterial stiffness)과 혈압 박동성(pressure pulsatility)이 

혈관성 및 알츠하이머형(Alzheimer-type) 뇌의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뇌졸중과 치매가 없는 Framingham Offspring Study의 참가자들(n=1,587, 61±9세, 남성 45%)을 대상으

로 압력계로 측정한 동맥의 강직 및 내피세포 기능(1998~2001), 뇌 MRI, 그리고 인지기능(1999~2002)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동맥-대퇴동맥 맥파 속도(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CFPWV), 동맥과 중앙

맥압(central pulse pressure), 내피세포 기능과 MRI(전체 뇌용적[total cerebral brain volume, TCBV], 백질 

고강도 용적[white matter hyperintensity volume], 무증상성 뇌경색)으로 평가한 혈관과 뇌의 노화와 혈관성 

및 알츠하이머형 인지 노화(각각 Trails B에서 Trails A를 뺀 것과 논리적 기억-지연 회상)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높은 CFPWV는 낮은 TCBV, 백질 고강도 용적의 증가, 그리고 높은 무증상 뇌경색의 유병률과 관계가 있었

다(각각 p＜0.05). CFPWV의 SD는 뇌의 노화 1.2년에 상응하는 낮은 TCBV와 관계되어 있었다. 평균 혈압과 중

앙맥압은 각각 백질 고강도 용적의 증가(p=0.005) 및 낮은 TCBV (p=0.02)와 연관되어 있었고, 불량한 언어 기

억능력과 관계가 있었다(각각 p＜0.05). 압력 변수와 TCBV 및 백질 고강도 용적의 상관관계는 65세 미만의 환자

보다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상호작용에 대한 p＜0.10). 상완 동맥 내피세포 기능은 MRI 측정

치와 관계가 없었다(p＞0.05).

결론: 동맥의 강직과 혈압 박동성은 뇌의 노화, MRI에서 발견되는 혈관성 손상,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특징

적으로 관찰되는 기억장애와 관계가 있다. 신경인지적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동맥의 혈액동력학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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