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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ase-control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acute brain
infarction, silent brain infarction  and blood lipids. 

Methods We compared the components of blood lipids among acute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 (n=99), silent
brain infarction patients group(n=101) and controls group  (n=153).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by Frequency Analysis, one-way ANOVA, Post Hoc Test(Duncan),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HDL-Ch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patients of acute brain infarctions group. The blood levels of total cholesterol(T-Ch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of silent brain infarction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significant variables ;
In T-Chol and HDL-Chol, DM(No=0, Yes=1) and Age, they had positive correlation each other.
Between Sex(Female=0, Male=1) and HDL-Chol, Age and HDL-Chol, DM and HDL-Chol, they had
negative correlation each other.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w HDL-Chol may be risk factor of acute brain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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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의 연보에서 알 수 있듯이 뇌졸중은 대한민국 국

민의 중요한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이며, 노인 인구의 증가

와 함께 향후 중요한 의학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1). 뇌졸

중은 일단 발병하게 되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

은 치사율과 불량한 예후, 그리고 높은 재발율을 보이며

대부분 인한 후유증도 심각한 경우가 많아 치료뿐만 아니

라그예방도매우중요하여, 뇌졸중의선행질환에대한

연구와관리가중요시되고있다2). 

이 중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어, 뇌경색의예방에대한대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이 지목

되고 있다3). 고지혈증이 뇌졸중에 있어 주목받는 이유는

혈중 지질이 동맥의 죽상동맥경화 발생에 큰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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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전신의 혈관 중 심혈

관과 뇌혈관에 죽상동맥경화의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알

려져있다4).  

무증상뇌경색(̀silent brain infarction: SBI)이란뇌경

색의 일반적인 증상인 사지의 운동성 마비, 감각이상, 혹

은뇌피질증상등이없는데도불구하고뇌 CT나 MRI에

서 뇌 실질에 허혈성 병변이 보이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

다5). 무증상뇌경색은뇌졸중의기왕력에못지않은뇌졸중

의높은발생률을보이며, 그외관상동맥질환의위험요인

이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요구된다6).

기존의 뇌졸중에 관한 학계보고들을 살펴보면 증후성

뇌경색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무증

상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나 증후성 뇌경색과의

비교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7-10).

따라서 저자는 발병 2주 이내의 급성기 뇌경색 환자군

과 무증상 뇌경색 환자군의 혈중 지질수치를 대조군과 비

교분석하여 급성기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의 발병과 혈중

지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뇌경색의 예방 및 효

과적인 뇌경색 치료의 근거를 찾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1개월

동안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2-1내과에 입원하여

뇌자기공명 상촬 검사상(̀Brain MRI)의병소와신경학

적 결손증상이 일치하여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에

서발병 2주이내의급성기뇌경색환자 99명을급성기뇌

경색군(̀Acute brain infarction)으로선정하 다. 무증상

뇌경색군과대조군은같은기간동안동의대학교부속한방

병원의 중풍예방검진센터를 방문한, 신경학적 이상의 병

력이없고내원당시신경학적검사에서정상소견을나타

낸 254명의성인남녀를대상으로하여뇌전산화단층촬

(̀Brain CT) 또는 뇌자기공명 상촬 (̀Brain MRI)을 시

행하 고, 이중무증상뇌경색이발견된 101명을무증상

뇌경색군(̀Silent brain infarction)으로, 정상 소견을 보

인 153명을대조군(̀Controls)으로선정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자군을 급성기 뇌경색군과 무증상 뇌

경색군으로 구분하여 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인 대조군과

혈중 지질을 비교분석하 다. 각 연구 대상군의 연령대별

분포를비교분석한후각군들간의연령분포에의한차이

를줄이기위해전체의 62.3%를차지하는 5,60대로연령

을 제한하여 검사 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무증상 뇌경색

의진단은 Brain MRI상 T2 강조 상에서 3㎜이상의크

기로신호증가를보이고 T1 및 FLAIR 상신호에이와

부합되는 병변이 있거나 CT상 저신호 병변이 있을 경우

로하 다. 

3) 측정방법

대조군과시험군의혈중지질농도를측정하여평균농도

를 비교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 측정 전일 밤 10시부터 물

을 제외하고는 금식하도록 하 으며 다음날 아침 식전 공

복 시에 정맥 채혈을 하여 1시간동안 냉동보관 후 분석하

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을 측정항목으로 하여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는 Enzymatic Method(효소

법)을,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직접법

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은 다음과 같은 Friedewald의 공식11)에 따라

계산하 다.

LDL-Chol = T-Chol－HDL-Chol－(̀0.2 × TG)

(̀Henry,1996)

T-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LDL-

Ch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Ch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당뇨병(̀Diabetes Mellitus)은 1997년 미국 당뇨병학

회에서 제안한 기준12)에 의거하여 검진당시 공복혈당(

FBS ; Fasting blood sugar)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혈당(̀2 hours postprandial plasma glucose

level ; PP2hrs)이 200㎎/㎗ 이상인 경우, 또는 당화혈

색소(̀HbA1C) 수치가 7.0% 이상인 경우와 이전에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입원중 당뇨약 투여가 개시된 경우로

하 다.

4) 통계학적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s Program for

Social Science) 15.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든 자료는 Mean±SD 또는 Number(%)로 나타

내었으며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 성별, 당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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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 고, 연속형 자료(̀continu-

ous data; 연령, 혈중 지질농도) 대해서는 일원배치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일원배치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경우 사후검증(̀Duncan

Test)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각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또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변수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

서는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이사용되었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와`̀ 95% 신뢰구간이 1을 포함

하지않을때유의한것으로간주하 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전체 353명으로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

상뇌경색군, 대조군각각`̀ 99명, 101명, 153명이었다. 전

체 353명 중 남자는 143명(40.51%), 여자는 210명

(̀59.49%)이었으며, 대상자들의 성별분포는 급성기 뇌경

색군은 남자 51명(̀51.52%), 여자 48명(48.48%), 무증상

뇌경색군은 남자 31명(̀30.69%), 여자 70명(̀69.31%), 대

조군은 남자 61명(̀39.87%), 여자 92명(̀60.13%)으로 나

타났다(̀Table 1). 연령에따른편차를줄이기위해시행한

50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군 비교에서는 급성기 뇌경색

군은남자 29명(̀59.18%), 여자 20명(̀40.82%), 무증상뇌

경색군은 남자 23명(̀30.26%), 여자 53명(̀69.74%), 대조

군은 남자 37명(̀38.95%), 여자 58명(̀61.05%)으로 나타

났다(̀Table 2). 또한이들군의평균연령은급성기뇌경색

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에서 각각 68.80±8.28세,

62.35±8.01세, 54.65±10.52세로 나타났다(̀Table 3).

50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군의 평균연령은 급성기 뇌경

색군, 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에서각각 62.35±5.11세,

60.70±5.40세, 57.38±5.92세로 나타났다(̀Table 4).

10세단위로연령을구분하여연구대상자들의분포를비

교하 더니 급성기 뇌경색군은 6,70대에서, 무증상 뇌경

색군은 5,60대에서, 대조군은 4,50대에서 최대빈도를 나

타냈으며 5,60대의연령대가전체의 62.3%를차지하 다

(̀Table 5). 

당뇨병은 전체 353명중 59명으로 16.7%를 차지했으며

이 중 급성기 뇌경색군은 37명(̀37.4%), 무증상 뇌경색군

12명(11.9%), 대조군 10명(̀6.5%)으로 나타났다(̀Table

6). 연령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50세부터 69

세까지의 연령군 비교에서는 당뇨병은 전체 220명중 33

명으로 15.0%를 차지했으며 이 중 급성기 뇌경색군은 20

명(̀40.8%), 무증상 뇌경색군 9명(11.8%), 대조군 4명

(̀5.3%)으로나타났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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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 Male Total

Acute brain inf. 48(48.48%) 51(51.52%) 99

Silent brain inf. 70(69.31%) 31(30.69%) 101

Controls 92(60.13%) 61(39.87%) 153

Total 210(59.49%) 143(40.51%) 353

Table 1. Sex Distribution of Cases and Controls Group(N(%))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99 68.80±8.28

Silent brain inf. 101 62.35±8.01

Controls 153 54.65±10.52

Total 353 60.82±10.97

Table 3. Age of Cases and Controls Group

Female Male Total

Acute brain inf. 20(40.82%) 29(59.18%) 49

Silent brain inf. 53(69.74%) 23(30.26%) 76

Controls 58(61.05%) 37(38.95%) 95

Total 131(59.55%) 89(40.45%) 220

Table 2. Sex Distribution of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N(%))

Between
Group=2
Within

Group=350
Total=352

72.130 0.000*

One-Way ANOVA     ＊P<0.05
(Duncan) Controls < Silent brain inf. < Acute brain inf.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49 62.35±5.12 

Silent brain inf. 76 60.70±5.40

Controls 95 57.38±5.92

Total 220 59.63±5.91

Table 4. Age of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217
Total=219

14.989 0.000*

One-Way ANOVA     ＊P<0.05
(Duncan) Controls < Acute brain inf., Silent brain inf.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Total

Acute
brain inf.

0
0%

1
3%

16
4.5%

33
9.3%

42
11.9%

7
2.0%

99
28.0%

Silent
brain inf.

0
0%

6
1.7%

31
8.8%

45
12.7%

18
5.1%

1
0.3%

101
28.6%

Controls 6
1.7%

40
11.3%

60
17.0%

35
9.9%

11
3.1%

1
0.3%

153
43.3%

Total 6
1.7%

47
13.3%

107
30.3%

113
32.0%

71
20.1%

9
2.5%

353
100%

Table 5. Age Distribution of Cases and Control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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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혈중 지질 농도

다변량분석결과총콜레스테롤은급성기뇌경색군의경

우 198.25±43.95㎎/㎗, 무증상 뇌경색군 214.27±

43.67㎎/㎗, 대조군 207.01±33.02㎎/㎗로 무증상 뇌경

색군이 다른군들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 고 급성기

뇌경색군이다른두군에비해낮은유의한차이를보 다

(Table 8). (P<0.05) 연령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

행한 50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군 비교에서는 총 콜레스

테롤이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 각각

206.27±39.81㎎/㎗, 211.70±35.73㎎/㎗, 211.71±

32.1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9). (̀P<0.05)

중성지방은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

각각 153.45±100.71㎎/㎗, 141.21±80.70㎎/㎗,

130.66±112.74㎎/㎗으로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

경색군, 대조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10). (̀P<0.05) 50세부터 69세까지의연령군비

교에서는 중성지방이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 각각 182.08±118.91㎎/㎗, 134.04±73.28㎎/

㎗, 139.72±134.23㎎/㎗으로 급성기 뇌경색군이 유의

하게높게나타났다(̀Table 11). (̀P<0.05)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 48.57±

18.04㎎/㎗로 무증상 뇌경색군 56.29±13.44㎎/㎗, 대

조군 55.38±12.54㎎/㎗에 비하여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12). (̀P<0.05) 50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

군비교에서도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급성기뇌경색

군 49.04±16.84㎎/㎗로무증상뇌경색군 55.88±11.98

㎎/㎗, 대조군 55.59±12.77㎎/㎗에 비하여 낮은 유의한

차이를보 다(̀Table 13). (̀P<0.05)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 각각 118.99±38.70㎎/㎗, 129.74±

37.31㎎/㎗, 125.50±31.35㎎/㎗으로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 급성기 뇌경색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

이는없었다(̀Table 14). (̀P<0.05). 50세부터 69세까지의

연령군비교에서도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급성기뇌

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에서 각각 120.81±

38.26㎎/㎗, 129.01±31.46㎎/㎗, 128.17±31.56㎎/㎗

으로 전체 연령군과 비슷한 차이를 보 으며 유의한 차이

는없었다(̀Table 15). (̀P<0.05).

No Yes Total

Acute brain inf. 62(62.6%) 37(37.4%) 99

Silent brain inf. 89(88.1%) 12(11.9%) 101

Controls 143(93.5%) 10(6.5%) 153

Total 294(83.3%) 59(16.7%) 353

Table 6. Diabetes Mellitus in the Cases and Controls(N(%))

No Yes Total

Acute brain inf. 29(59.2%) 20(40.8%) 49

Silent brain inf. 67(88.2%) 9(11.8%) 76

Controls 91(94.7%) 4(5.3%) 95

Total 187(85.0%) 33(15.0%) 220

Table 7. Diabetes Mellitus in the Cases and Controls at 50-
69 Years-old Group(N(%))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99 198.25±43.95 

Silent brain inf. 101 214.27±43.67

Controls 153 207.01±33.02

Total 353 206.63±39.83

Table 8.  Comparison of Total Cholesterol with Cases and
Controls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350
Total=352

4.125 0.017*

One-Way ANOVA      *P<0.05    
(Duncan) 
Silent brain inf. >Controls, Acute brain inf.
Silent brain inf., Controls > Acute brain inf.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49 206.27±39.81

Silent brain inf. 76 211.70±35.73

Controls 95 211.71±32.18

Total 220 210.49±35.13

Table 9. Comparison of Total Cholesterol with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217
Total=219

0.454 0.636

One-Way ANOVA     *P<0.05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99 153.45±100.71

Silent brain inf. 101 141.21±80.70

Controls 153 130.66±112.74

Total 353 140.07±101.25

Table 10. Comparison of Triglyceride with Cases and
Controls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350
Total=352

1.537 0.217

One-Way ANOVA    *P<0.05 



3.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각연구대상군내에서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 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

한상관계수값은급성기뇌경색군에서각각총콜레스테롤

과 중성지방(̀.361), 총콜레스테롤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

테롤(̀.230), 총콜레스테롤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840)로 도출되어 유의한 순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었

다. 성별(남자=1, 여자=0)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232), 당뇨(당뇨 無=0, 당뇨 有=1)와 고 도 지단백콜레

스테롤(-.200), 중성지방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221)로 도출되어 유의한 역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었

다(̀Table 16). 무증상뇌경색군에서는각각총콜레스테롤

과 중성지방(̀.202), 총콜레스테롤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

테롤(̀.417), 총콜레스테롤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933),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

테롤(̀.308), 연령과당뇨(당뇨無=0, 당뇨有=1) (̀.214)로

도출되어 유의한 순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중성

지방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418)로 도출되어 유의

한역상관관계에있음을나타내었다(̀Table 17). 대조군에

서는 각각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317), 총콜레스테롤

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768)로 도출되어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성별(남자=1, 여자=0)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 (-.241), 중성지방과 고 도 지

단백콜레스테롤(-.323), 중성지방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

테롤(-.256)으로 도출되어 유의한 역상관관계에 있음을

나타내었다(̀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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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49 182.08±118.91

Silent brain inf. 76 134.04±73.28

Controls 95 139.72±134.23

Total 220 147.19±114.14

Table 11. Comparison of Triglyceride with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217
Total=219

3.054 0.049

One-Way ANOVA      *P<0.05    
(Duncan) Acute brain inf. > Silent brain inf. , Controls,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99 48.57±18.04 

Silent brain inf. 101 56.29±13.44

Controls 153 55.38±12.54

Total 353 53.73±14.84

Table 12. Comparison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ith Cases and Controls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350
Total=352

8.797 0.000*
*

One-Way ANOVA   *P<0.05  ** P<0.01
(Duncan) Acute brain inf. < Silent brain inf., Controls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49 49.04±16.84

Silent brain inf. 76 55.88±11.98

Controls 95 55.59±12.77

Total 220 54.23±13.75

Table 13. Comparison of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
rol with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217
Total=219

4.654 0.010*

One-Way ANOVA      *P<0.05    
(Duncan) Acute brain inf. < Silent brain inf. , Controls,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99 118.99±38.70

Silent brain inf. 101 129.74±37.31

Controls 153 125.50±31.35

Total 353 124.89±35.40

Table 14. Comparison of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
rol with Cases and Controls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350
Total=352

2.362 0.096*

One-Way ANOVA      *P<0.05    

N Mean±S.D(㎎/㎗) df F P

Acute brain inf. 49 120.81±38.26

Silent brain inf. 76 129.01±31.46

Controls 95 128.17±31.56

Total 220 126.82±33.13

Table 15. Comparison of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with Cases and Controls at 50-69
Years-old Group

Between
Group=2
Within

Group=217
Total=219

1.052 0.351

One-Way ANOVA      *P<0.05    

Table 16.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the Acute

Brain Infarction Group 

Pearson s Correlation

**P〈0.01    * P〈0.05  

sex age DM T-Chol TG HDL-
Chol

LDL-
Chol

sex

age -.110
(.280)

DM .081
(.425)

-.032
(.755)

T-Chol -.196
(.052)

-.180
(.075)

-.163
(.107)

TG -.118
(.246)

-.258*
(.010)

-.176
(.082)

.361**
.000

HDL
-Chol

-.232*
(.021)

-.021
(.836)

-.200*
(.047)

.230*
.022

-.221
(.028)

LDL
-Chol

-.176*
(.082)

-.060
(.555)

-.183
(.069)

.840**
.000

-.007
(.944)

-.09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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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뇌졸중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2006

년통계청자료에의하면연간총 243,900명의사망자중

뇌졸중에 의한 사망자수가 10만명당 61.4명을 차지하여

악성신생물에이어제 2위를기록했다1).

뇌졸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험인자들이 작용하여

발병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위험인자는조절가능

성 여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

자에는 나이, 성별, 민족, 유전 등이 있으며, 예방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에는 고지

혈증,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흡연, 과음, 비만, 무증상의

경동맥협착증등이있다13). 

고지혈증은흡연, 고혈압또는당뇨병과같은조절이가

능한위험인자들과비교할때, 일반대중과의사들에의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들에 대한 조절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경향이 관찰된다. 위험인자들에 대

한 교정이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고지혈증 유병자들 중 65%는 고지혈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NCEP(Nathional Cholest-

erol Education Program)의 지침에 따라 지질 저하제를

복용해야하는대상자들중 6.6%만이약물을통한조절을

꾸준히받고있다고한다14,15). 고지혈증은혈중지질중일

종혹은다종의성분이정상한도를초과하는것으로총콜

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이고지혈증의주요진단기준이

되고 있다16,17). 고지혈증이 뇌졸중에 있어 주목받는 이유는

혈중 지질이 동맥의 죽상동맥경화 발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전신의 혈관 중 심혈

관과 뇌혈관에 죽상동맥경화의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죽상동맥경화는 혈류 등의 물리적 힘에 의해

발생된혈관내피세포의손상부위에단핵구가침착하여내

피하층으로 침투하여 대식세포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 콜

레스테롤이 들어가 대식세포에 포획되어 지방층(̀fatty

streak)을 형성한 후 다른 세포들과 함께 혈관 내벽에 섬

유성반(̀fibrous plague)을만들어혈류를방해하게되며

파열될 경우에는 혈전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더군다나 뇌혈관은 혈액의 흐름이 많아 다른 곳보다

혈관내피세포의손상이심하여죽상동맥경화의호발부위

라는 점 때문에 고지혈증과 뇌졸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콜레스테롤과 뇌졸중

의 관계는 모호한 상태로서 독립된 위험인자로서의 지질

의역할에대해선논란의여지가많다19,20). 대표적역학연

구로 1989년에 발표된 MRFIT의 결과를 보면 고콜레스

테롤혈증은허혈성뇌졸중과, 저콜레스테롤혈증은출혈성

뇌졸중과 연관이 있다고 하 으나, 2003년 3월 미국뇌졸

중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ARIC(`The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에서는`

5가지혈중지질과관계된변수중어느한가지도일관된

뇌경색과의상관성을입증하는데실패하 다21,22).  

한편, 무증상 뇌경색이란 뇌경색의 일반적인 증상인 사

지의 운동성 마비, 감각이상, 혹은 뇌피질 증상 등이 없는

데도불구하고뇌 CT나 MRI에서뇌실질에허혈성병변

Pearson s Correlation

**P〈0.01    * P〈0.05  

Table 17.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the Silent

Brain Infarction Group

sex age DM T-Chol TG HDL-
Chol

LDL-
Chol

sex

age -.145
(.149)

DM .087
(.385)

.214*
(.031)

T-Chol .004
(.970)

-.082
(.416)

.002
(.984)

TG .118
(.239)

.186
(.062)

.194
(.052)

.202*
.042

HDL
-Chol

.141
(.159)

-.038
(.707)

-.022
(.830)

.417**
.000

-.418**
(.000)

LDL
-Chol

.004
(.967)

-.163
(.104)

-.074
(.464)

.933**
.000

-.045
(.653)

.308**
(.002)

Pearson s Correlation

**P〈0.01    * P〈0.05  

Table 18.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in the Controls

Group

sex age DM T-Chol TG HDL-
Chol

LDL-
Chol

sex

age -.085
(.295)

DM -.053
(.513)

.026
(.750)

T-Chol -.011
(.890)

.158
(.051)

.130
(.109)

TG .084
(.303)

.002
(.977)

-.012
(.882)

.317**
.000

HDL
-Chol

-.241**
(.003)

-.073
(.371)

-.031
(.701)

.143

.077
-.323**
(.000)

LDL
-Chol

.024
(.764)

.194*
(.016)

.158
(.051)

.768**
.000

-.256**
(.001)

-.017
(.836)



이보이는상태를말하는것으로5) 검사기기의발달과뇌졸

중의예방에대한관심의증가로최근연구에서자주다루

어지고 있다. 뇌경색이 처음 발생한 환자에게서 MRI를

시행하 을 때, 이전의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되는 경우는

10~38%로 조사된 연구가 있고, MRI를 이용한 다수 인

구의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뇌경색의 발생률은 11~28%

다. 또한무증상뇌경색이발견되는경우에증상을나타

내는 뇌경색이 발생하는 위험도도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

으며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10배나 된다는 보고도 있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무증상뇌경색은증후성뇌경색에

비하여위험인자가명확하게밝혀져있지않다10,23-27). 

이에 저자는 발병 2주 이내의 급성기 환자군과 무증상

뇌경색환자군의혈중지질수치를대조군과비교분석하여

급성기 뇌경색, 무증상 뇌경색의 발병과 혈중지질과의 상

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뇌경색의 예방 및 효과적인 뇌경

색치료의근거를찾아보기위하여본연구를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21

개월 동안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 2-1내과에 입원

하여 뇌자기공명 상촬 검사상(̀Brain MRI)의 병소와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일치하여 뇌경색으로 진단 받은 환

자중에서발병 2주이내의급성기뇌경색환자 99명을급

성기 뇌경색군으로 선정하 다. 무증상 뇌경색군과 대조

군은같은기간동안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의중풍예방

검진센터를 방문한, 이전에 신경학적 이상의 병력이 없고

내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나타낸 254명

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뇌전산화단층촬 (̀Brain

CT) 또는 뇌자기공명 상촬 (̀Brain MRI)을 시행하

고, 이 중 무증상 뇌경색이 발견된 ̀101명을 무증상 뇌경

색군으로, 정상 소견을 보인 153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

다. 각 군들 간의 연령분포에 의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전체의 62.3%를 차지하는 5,60대로 연령을 제한하여 검

사결과를비교분석하 다. 연구대상군내변수들간의상

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혈중

지질이급성기뇌경색의발병, 무증상뇌경색의발병과어

떠한관련이있는지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는 전체 연령과

5,60대에서 모두 무증상 뇌경색군과 대조군에서 여성의

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이는중풍예방검진센터를방문하

는사람들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높다는것을보여준

다. 연구 대상군들 간의 평균연령도 전체 연령과 5,60대

모두급성기뇌경색군, 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의순서로

높았으며,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급성기 뇌경색군은 6,70

대에서, 무증상뇌경색군은 5,60대에서, 대조군은 4,50대

에서최대빈도를나타냈다. 

당뇨병은 전체 연령과 5,60대에서 모두 급성기 뇌경색

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의 순서로 그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당뇨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를확인할수있었다.

각 지질별 분석 결과 전체 연령에서는 총콜레스테롤이

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 급성기뇌경색군의순서로높게

나타났으며 급성기 뇌경색군이 다른 군들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 무증상 뇌경색군이 다

른 군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군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보이지않았다. 한편국내연구에서신등28)은총콜레스

테롤의 평균값이 허혈성 뇌졸중에서 높았다고 보고하

고, 위 등29)은 뇌혈전증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비교연구에

서환자군에서총콜레스테롤치가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고 하 다. 그러나 최 등30)은 총콜레스테롤이 뇌졸중의 위

험인자는 아니며 오히려 지방 섭취의 감소와 음주, 양

결핍등이뇌출혈과관련있다고하 다.

중성지방의 경우 일부 보고에서는 뇌혈관 질환에 있어

지질 중 중성지방만이 유의성 있다고 하 지만 일반적으

로 뇌졸중 발생과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3). 본 연구에서는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군에

서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급성기 뇌경색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고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국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뇌졸중 발생과 역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뇌졸중의

중요한독립적인예방인자로서인식되고있는데, Miller34)

는체내콜레스테롤의양과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는

반비례한다고 보고하여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뇌경

색의예방에도의미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다. 국내연구

에서 박 등35)은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이 뇌경색군에서

감소되어있다고하 고조등7)은차이가없다고하 으나

신 등28)은 뇌경색군에서 오히려 증가되어 있다고 하 다.

본연구에서전체연령과 50세에서 69세까지의연령군모

두에서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급성기뇌경색군이무

증상 뇌경색군과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나타났으며이는앞선박등35) 의연구결과와국외대

부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 도 지단백콜레

스테롤이 낮을수록 뇌경색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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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운반

형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간에서 말초 조직

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동시키고 주로 동맥 혈관 벽에 콜레

스테롤을 축적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동맥경화

증과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36), 다른연구에서는뇌졸중발생과뚜렷한연관성이

없다는주장도있다37) 본연구에서도저 도지단백콜레스

테롤은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 급성기뇌경색군의순서

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각 연구 대상군내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위하여상관분석을한결과는각군간에상이한차

이는없었으며급성기뇌경색군, 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

모두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과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유의한순상관관계를나타냈으며, 중

성지방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역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성별(남자=1, 여자=0)과 고 도 지단백콜레

스테롤은급성기뇌경색군과대조군에서만유의한역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총콜레스테롤과 고 도 지단백콜레스

테롤은급성기뇌경색군과무증상뇌경색군에서만유의한

순상관관계를나타냈다.

중풍 환자의 혈중지질 분포에 대한 상관성을 분석한 이

등38)의 연구 결과를 보면 뇌경색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으며, 연령에따른고지혈증유

무 분포에서 50~59세 연령대에서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

가가장많았고총콜레스테롤과중성지방,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각각 유의한 순

상관관계에있다고보고하고있다. 본연구에서혈중지질

간의 상관관계는 위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중풍환자군뿐만아니라연구대상군전체에서유사한상

관관계를나타내는것을알수있었다.

본 연구는 지질과 뇌경색 발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환자 집단 내에서만 분석하거나 증후가 나타나지

않은무증상뇌경색은같이비교하지않고연구한점을감

안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 으나, 혈중 중성지방치의 급

성질환기 및 금식상태에 따른 변동이 심하다는 것과 발병

후채혈까지의시간경과에따라혈청지질치가변화한다는

점39,40)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혈중 지질치가 뇌경색 발병

전의지질치를완벽하게반 할수는없다는점을본연구

의 한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병원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의 특성만을

반 한 단점과 환자-대조군 연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선

택오류의가능성이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의결과만

으로혈중지질과뇌경색의발병간의상관성을밝히기에는

한계가있다고생각하는바, 향후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

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론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2-1내과의 입원환자 및

중풍예방검진센터를방문한환자들을대상으로급성기뇌

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혈중지질

각 구성요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콜레스테롤은전체연령에서는급성기뇌경색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낮은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50세에

서 69세까지의연령군비교에서는유의한차이는없었다.

2. 중성지방은 전체 연령에서 급성기 뇌경색군, 무증상

뇌경색군, 대조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군 비교에서는 급성기

뇌경색군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3. 고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전체 연령과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군 비교 모두에서 급성기 뇌경색군이 유

의하게낮은결과가나왔다.

4.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 전체 연령과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군 비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없었다.

5. 각 연구 대상군내에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는급성기뇌경색군, 무증상뇌경색군, 대조군모두총콜

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과 저 도 지단백콜레

스테롤은유의한순상관관계를나타냈으며, 중성지방과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유의한역상관관계를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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