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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ventional studies of the aging effect on cardio-vascular system are mostly obtained from 
human experiences and can only provide local inform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atigue fracture 
of arterial wall on the blood pressure was investigated by hemodynamic analysis.  The aging process 
was simulated with three stages.  The pulse wave velocity increased with age.  The systolic blood 
pressure increases consistently but diastolic blood pressure decreases with age.  The simulated results 
show in good accordance with the clinical ones.

1. 서 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은 고령자에게서 암 다

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어변수는 혈압이며, 혈압

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심장, 혈액, 혈관이 있

다. 노화는 일생에 걸쳐서 인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혈압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중에

서 혈관이 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하여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  심장의 주기적인 박동은 혈관 

내의 주기적인 혈압변동으로 나타나며,  혈관벽

을 미는 힘(혈압)의 변화에 따라 혈관벽은 팽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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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을 반복하게 된다. 심장의 분당 박동수를 나

타내는 심박수(Heart Rate)는 정상인의 경우 60에
서 100사이 이며, 심박수가 80인 경우 혈관벽은 

하루 동안 115,200번의 주기적인 변형을 받게 된

다.  혈관벽의 주기적인 변형은 혈관의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섬유(elastin fiber)의 피로파괴

를 유발시킨다.  피로파괴에 의한 엘라스틴 섬유

의 감소는, 엘라스틴 섬유보다 탄성계수가 큰, 콜
라겐 섬유(collagen fiber)의 역할을 증대시켜 혈관

의 경화도를 증가시키게 된다.(1) 노화에 따른 동

맥 경화도의 증가는 심장에서 먼 말초의 근육성 

동맥보다 심장근처의 탄성동맥에서 월등히 크다.
노화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표적 인구집단을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해오고 있다.(2) 이는 실험에 오랜 기

간이 필요하며, 노화의 영향만을 구별해 내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노화 연구에 있어서 실험

동물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는 실험동물

과 인간의 수명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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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실험용 흰쥐의 평균수명은 2년이며 심박수는 

사람의 3배정도이므로, 70대 노인이 받아온 혈관

벽의 피로현상을 실험동물로 구현하기는 불가능

하다.
본 연구는 노화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였다. 혈관의 피로파괴에 의

한 동맥계(arterial system)의 탄성도 변화 특성을 

혈류역학(hemodynamics) 해석 알고리즘에 대입하

여 인체의 주요부위의 혈압변화를 조사하였다.

2. 해석방법

상행대동맥의 혈류파형을 이용하여 동맥계 내

의 모든 혈관에 대한 혈압과 혈류를 계산할 수 

있는 혈류역학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를 이용하여 노화에 따른 동맥계 탄성분포를 청

년, 중년, 노년의 3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2.1 동맥계 혈류역학 해석

혈류역학은 혈관계 내의 혈액의 유동현상을 다

루는 유체역학의 한 분야이다.  Womersley는 혈관

을 강성튜브(rigid tube)내의 유동으로 해석하였다.(3) 
다음으로 혈관을 탄성튜브(elastic tubes)로 모델링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점탄성튜브(viscoelastic 
tubes)로 모델링 하였다.(4) 그는 혈관주위의 조직에 

의한 혈관의 구속효과와 맥파의 반사(reflection of 
pulse waves) 효과도 고려하였다.(5)

동맥계의 혈류현상을 보다 더 자세히 해석하기 

위해서 동맥계의 다분지(multi-branch) 특성도 고

려되었다. 
Westerhoff(6)는 전자회로를 이용하여 121개의 

분지로 이루어진 동맥계 아날로그 모델을 개발하

였으며, Avolio(7)는 컴퓨터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

분지 동맥계의 해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2.1.1 동맥계의 혈류역학 해석모델

Fig. 1에 의하면, 동맥계 해석 알고리즘(8)의 전

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맥계의 분

지구조를 정의한 다음, 각 분지에 대한 혈관특성

에 관한 입력값을 읽어 들인다 .  말초동맥

(peripheral artery)으로부터 상행대동맥(asc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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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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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terial tree model of human

aorta) 방향으로 혈관의 입력 임피던스를 계산하

고, 입력으로 주어진 상행대동맥의 입력패턴과 

입력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상행대동맥으로부터 

말초동맥 방향으로 각 분지에 대한 압력과 유동

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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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put impedance calculation

2.1.2 동맥계의 분지구조 모델링

동맥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맥계의 기하학

적 구조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동맥계는 수 

많은 분지구조로 되어 있다.  
분지구조의 기본단위는 가지(branch)와 절점

(node)이다. 해석을 위해서는 절점과 가지의 각각

에 대하여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상행대동

맥에서 시작하여 말초동맥 방향을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상행대동맥이 1번 가지이다.
Fig. 2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인체의 동맥계 분

지모델(7)로서 128개의 가지와 68개의 절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인체모델은 

혈류역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다. 

2.1.3 입력 임피던스 계산

혈관의 임피던스 개념은 전자공학에서 빌려온 

것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여기서 p는 압력을 나타내며, q는 유동을 나타

낸다.
혈관 내에서 파동의 반사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임피던스를 특성 임피던스(characteristic 
impedance, ZC)라 하며, 파동의 반사현상이 존재

하는 경우 입력절점에서의 임피던스를 입력 임피

던스(input  impedance, ZI), 출력절점에서의 임피

던스를 말단 임피던스(terminal impedance, ZT)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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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and flow calculation

입력 임피던스는 말초동맥으로부터 상행 대동

맥을 향하여 계산되며, 계산절차(8)는 Fig. 3과 같

다.  입력 임피던스는 반사상수(reflection constant, 
Γ), 파동전파계수(wave propagation coefficient ϒ),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의 함수이다.  

2.1.4 압력과 유동해석

압력과 유동은 상행 대동맥으로부터 말초동맥 

방향으로 계산되어지며, 계산절차(8)는 Fig. 4와 같

다.
각 가지의 압력과 유동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행대동맥의 압력패턴[p1(t)]이나 유동패턴 [q1(t)]
을 알아야 한다.  상행대동맥의 입력패턴이 주어

지면, 퓨리어 변환 (F[])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

으로 변환시킨 다음, 압력과 유동사이의 관계식

을 적용하여 상행대동맥의 나머지 정보를 구한

다.  주파수 영역의 정보는 역퓨리어 변환 (F-1[])
을 사용하여 시간영역의 정보로 변환한다.

상행대동맥 이외의, 다른 가지의 압력은 母子

關係로부터 구할 수 있다.  Fig. 4에서 TP는 입력

절점과 출력절점의 압력비를 나타낸다.(8) 압력과 

유동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유동의 정보를 구한 

다음, 역퓨리어 변환을 이용하여 시간영역의 정

보로 변환한다.
본 연구에서 동맥계의 혈압과 혈류정보를 구하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의 입력으로 사용된 상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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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put blood flow wave at ascending aorta

동맥의 혈류파형은 Fig. 5와 같다.

2.2 노화에 따른 혈관벽의 피로파괴 특성

2.2.1 혈관벽의 구조 및 특성

혈관벽은 혈관 내의 압력을 견디기 위한 일정

한 강도와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혈압의 변

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탄성이 필요하다.  혈관벽

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엘라스틴 섬유, 콜라겐 

섬유, 그리고 평활근세포(smooth muscle cell)이다.  
혈관벽의 탄성요소로는 엘라스틴 섬유와 콜라겐 

섬유가 있으며,  콜라겐 섬유의 탄성계수가 엘라

스틴 섬유보다 크다.  평활근 세포는 비록 혈관

의 인장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탄성요소는 

아니다.   
동맥혈관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은 3개의 층으

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부터 내막(tunica intima), 
중막(tunica media), 외막(tunica externa)이라 한다.  
외막은 혈관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고 있으며, 주
로 콜라겐섬유로 구성된 단단한 층이다.  내막은 

동맥의 가장 안쪽 층이며 탄성이 강한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액의 흐름

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다. 중막은 평활근 세포

와 나선형태로 배열된 주로 엘라스틴으로 구성된 

탄성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벽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다. 
혈관벽의 기계적인 성질은 3개의 층의 복합적

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혈관벽의 주기적인 변형

Tunica
exterma

Tunica
media

Tunica
intima

Tunica
exterma

Tunica
media

Tunica
intima

Fig. 6  Anatomy of the arterial wall

은 혈관의 탄성을 담당하는 엘라스틴 섬유의 피

로파괴를 유발시킨다. 피로파괴에 의한 엘라스틴 

섬유의 감소는, 엘라스틴 섬유보다 탄성계수가 

큰, 콜라겐 섬유의 역할을 증대시켜 혈관의 경화

도를 증가시키게 된다.(1)  

2.2.2 노화에 따른 특성의 변화 모델링

청년일 때 동맥계의 탄성분포(geometry of 
arterial stiffness)는 실험동물의 동맥계 탄성분포와 

동일한 타입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심장으로부

터 멀어질수록 동맥의 경화도가 증가한다.  이러

한 동맥계 탄성분포의 비균질성은 대동맥이 점진

적으로 경화되면서 점점 소실되어 간다.(9) 

 본 연구에서는 Avolio의 동맥계 모델(7)을 사용

하였다.  동맥의 경화도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Fig. 8에서 동맥의 탄성도를 색깔로 표시

하였다. 붉은색 동맥의 탄성계수는 4⨯106 
dyne/cm2이며, 푸른색은 8⨯106 dyne/cm2이며, 검

은색은 16⨯106 dyne/cm2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동맥계의 탄성도 

패턴의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이다.  Fig. 8(a)는 청년의 동맥

계 탄성도 패턴이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Fig. 
8(b)로 변화되다가 최종적으로 Fig. 8(c)의 패턴을 

나타낸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대동맥의 탄성계수

가 점차로 커지며, 결국에는 전체 동맥계의 탄성

계수가 하나로 표현되게 된다. 

2.3 시뮬레이션 조건

노화에 따른 혈관벽의 피로파괴가 혈압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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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patterns of arterial stiffness; (a) young 
age  (b) middle age  (c) old age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화를 3단계(청년, 
중년, 노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하였다.
동맥계의 생리적인 특성은 Fig. 2의 Avolio 동

맥계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노화의 3단계에 맞

추어 동맥계의 탄성분포를 Fig. 8과 같은 조건으

로 하였다.  심장은 노화와 무관하게 동일한 혈

류량을 유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화의 3단계 

모두에 대하여 Fig. 5의 상행대동맥 혈류파형을 

Fig. 1의 혈류역학 해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모

든 혈관에 대한 혈압파형과 혈류파형을 계산하였

다.   
노화에 따른 혈압의 영향은 임상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지닌 상완동맥(brachial artery)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상완동맥은 Fig.2의 동맥계 모델에서 

69번 가지에 해당된다.

3. 결과 및 고찰

노화에 따른 혈관벽의 피로파괴 현상이 인체의 

혈압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로 나누어 혈류

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8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석한, 노화의 

3단계에 따른 상완동맥에서의 혈압파형이다. 노

화가 진행될수록 수축기압력(systolic pressure)에 

해당되는 최고압력이 점차로 커지며, 이완기압력

(diastolic pressure)에 해당되는 최저압력이 점차로 

작아졌다. 수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의 차이인 맥

압(pulse pressure)이 점차로 증가하였다.  
  FHS(Framingham Heart Study)는 1948년부터 시

작되어 매2년 간격으로 참가자들의 심혈관 특성

을 추적해오고 있다.  Franklin(2)은 FHS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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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lood pressure at Brachial Artery

 
중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최소 2년
부터 최대 30년간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2036명
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혈압특성을 조사하

였다.  
  Franklin(2)의 보고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은 연

령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 반면, 이완기 혈압

은 50대까지 증가하다가 50~60대 이후로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는 시

점을 기준으로 맥압의 갑작스런 증가현상을 보고

하였다.  Franklin은 50~60대 이후의 맥압의 증가

와 이완기 혈압의 감소가 노화에 따른 동맥의 경

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고혈압 특

성을 보이는 집단뿐만 아니라 혈압이 정상인 집

단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Franklin(2)의 연구에서는 FHS 측정자료와 기존

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노화에 따른 동맥의 

경화가 이완기 혈압의 감소와 맥압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내리고 있

으나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었다. 즉 

50-60대에 발생되는 인체동맥의 노화특성은, 
50~60년 동안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동맥에서 

발생되는 현상이며, 이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재현할 수도 없다. 더구나 노인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화

에 따른 효과만을 분리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Franklin(2) 이 제시한, 동맥의 경

화가 이완기 혈압의 감소와 맥압의 증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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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put impedance at Brachial Artery

을 미친다는, 추론을 동맥계의 혈류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즉, 동일한 심장특성의 조

건하에서 노화에 따른 동맥계의 탄성분포를 3단
계로 가정하고 이를 동맥계의 혈류해석을 이용하

여 상완동맥의 혈압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8은 

노화에 따른 동맥의 경화가 맥압을 증가시키고 

이완기 혈압이 감소시키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노화에 따른 맥압의 증가는 혈관벽의 피로

파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50~60대 이

후 동맥의 경화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게 된다. 
Fig. 9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석한, 노화의 

3단계에 따른 상완동맥에서의 입력 임피던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임

피던스 곡선은 위쪽으로 그리고 오른쪽(고주파 

영역)으로 이동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 임피던

스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 주파수 성

분별 임피던스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임피던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5Hz 이하의 저

주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크기가 급속도로 증가

하였다.  저주파 영역에서 임피던스의 기여도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노화에 따른 5Hz이하의 저주

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적

인 임피던스 크기의 증가를 뜻한다. 식 (1)에 의

하면 임피던스의 증가는 혈류저항의 증가를 뜻하

므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류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혈류역학 해석을 이용하여 노화

에 따른 혈관벽의 피로파괴가 혈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1) 노화에 따른 동맥의 경화현상은 맥압을 증

가시키고, 이완기 혈압이 감소시켰다. 이는 

Framingham Heart Study의 임상자료 분석을 통하

여 Franklin(2)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을 역으로 

검증하고 있다.  또한 노화에 따른 임피던스 곡

선의 상향 및 우측으로의 이동현상은 5Hz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의 급속한 증가를 나

타내며,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류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2) 노화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서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자료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방법

이나 도구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혈류역학적인 해석을 통한 심혈관계의 노화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노화

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노화에 따른 혈압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기

계적인 현상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동맥의 수

축과 팽창은 혈관벽의 탄성요소인 엘라스틴 섬유

의 피로파괴를 일으켜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  
동맥경화는 맥압을 증가시키며, 맥압의 증가는 

혈관의 피로파괴 현상을 촉진시킨다. 피로파괴 

현상은 의학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며 이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

므로 기계공학 분야에서 피로수명 예측을 위하여 

개발된 많은 연구(10)들이 인체현상을 예측하는데

도 훌륭하게 사용되어지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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