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
eurology

plSSN 2799-4090
elSSN 2799-4104 

Reviews
Diagnosis of orthostatic hypotension in older people

Development of neurodegenerative disorders and the role of gut

Characteristics of obesity in elderly and approaching for diagnosis

Medical treatment of dyslipidemia in the elderly

Original Article
Gait ability on center of pressure excursion using a pressure-sensitive mat in the elderly with ischemic stroke:  
a case–control study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Case Reports
A case with cerebral infarction accompanied by immune thrombocytopenia following mRNA-BNT162b2  
(Pfizer-BioNTeck) COVID-19 vaccination

Cerebral air embolism on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ing central venous catheter  
removal

Letters to the Editor
A case of fulminant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with COVID-19

A case of transient aphasia induced by non-ketotic hyperglycemia

September 2022   Vol.1, No.2

https://e-jgn.org

Vol. 1, N
o. 2, Page 45-98, Septem

ber 2022



September 2022 Vol. 1, No. 2

Printed on September 15, 2022
Published on September 15, 2022

Publisher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Editor-in-Chief 
Tai Hwan Park, M.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Medical Center, Korea

Editorial Offic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1111, Daeil Bldg, 12, Insadong-gil, Jongno-gu, Seoul 03163, Korea
Tel: +82-2-720-3982    E-mail: jgn.editor@gmail.com             

Printing Office 
M2PI
8th FL, DreamTower, 66 Seongsui-ro, Seongdong-gu, Seoul 04784, Korea
Tel: +82-2-6966-4930   Fax: +82-2-6966-4945    E-mail: support@m2-pi.com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This paper meets the requirements of KS X ISO 9706, ISO 9706-1994 and ANSI/NISO Z39. 48-1992 (Permanence of paper)

plSSN 2799-4090
elSSN 2799-4104 

Aims and Scope
The Journal of Geriatric Neurology (JGN) is 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and is published twice a year on 
the 15th of March and September. JGN stands for a specialized academic journal that publishes papers on basic and clinical medi-
cine affecting the health of the elderly, focusing on neurological diseases, and related social phenomena and policies.

The online version is considered the canonical version of the journal because all of its content (i.e., including any Supplementary 
Data) are available to the reader.

Open Access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
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ditor-in-Chief

Tai Hwan Park Seoul Medical Center, Korea

Editorial Board
Sang Won Ha VHS Medical Center, Korea

Sam Yeol Ha Chung-Ang University, Korea

Jae Hyeok Heo Seoul Medical Center, Korea

Jae Won Ja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Min Uk Jang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Korea

Ji Eun Ki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o Woon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Sang Hwa Lee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Korea

Yong Soo Sh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Won Tae Yoon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Manuscript Editor
Sue Yeon Chung Infolumi, Korea

Editorial Board
pISSN 2799-4090 eISSN 2799-4104



September 2022   Vol.1, No.2

pISSN 2799-4090 eISSN 2799-4104

Reviews

45 노인에서의 기립저혈압의 진단

 박기홍

53 신경퇴행질환의 발생과 장의 역할

 이웅우

59 노인비만의 특성과 진단을 위한 평가

 한건희

65 노인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약물치료

 김한준, 김치경

Original Article

73 압력측정매트를 이용한 압력 중심 이동에 대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노인의 보행능력 평가:  

 성향점수를 이용한 환자-대조군 연구

 전은태, 신호진, 이상헌, 김성환, 정진만

Case Reports

84 mRNA-BNT162b2 (Pfizer-BioNTec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뇌경색 증례

 채솔, 윤동민, 임성민, 이수주

88 중심정맥관 제거 후 자화율강조영상에서 보인 뇌공기색전증

 정회종, 강상준, 한정호, 조은경, 주재정

Letters to the Editor

92 A case of fulminant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with COVID-19
 Dong Hyun Kim, Moon Gwan Choi, Jae-Woo Kim, Hye Yun Kim, Seung Hyun Lee

95 비케톤성 고혈당으로 유발된 일과성 실어증

 강상준, 정원철, 하상원, 김승민

Contents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September 2022   Vol.1, No.2

pISSN 2799-4090 eISSN 2799-4104

Reviews

45 Diagnosis of orthostatic hypotension in older people
 Kee Hong Park

53 Development of neurodegenerative disorders and the role of gut
 Woong-Woo Lee

59 Characteristics of obesity in elderly and approaching for diagnosis
 Kunhee Han

65 Medical treatment of dyslipidemia in the elderly
 Han Jun Kim, Chi Kyung Kim

Original Article

73 Gait ability on center of pressure excursion using a pressure-sensitive mat in the elderly with ischemic stroke:  
 a case–control study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Eun-Tae Jeon, Ho-Jin Shin, Sang-Hun Lee, Seong-Hwan Kim, Jin-Man Jung

Case Reports

84 A case with cerebral infarction accompanied by immune thrombocytopenia following mRNA-BNT162b2  
 (Pfizer-BioNTeck) COVID-19 vaccination
 Sol Chae, Dong Min Yun, Sung Min Lim, Soo Joo Lee

88 Cerebral air embolism on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ing central venous catheter  
 removal
 Hoe Jong Jeong, Sang Joon Kang, Jeong Ho Han, Eun Kyung Cho, Jae Jeong Joo

Letters to the Editor

92 A case of fulminant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with COVID-19
 Dong Hyun Kim, Moon Gwan Choi, Jae-Woo Kim, Hye Yun Kim, Seung Hyun Lee

95 A case of transient aphasia induced by non-ketotic hyperglycemia
 Sang Joon Kang, Won Cheol Jeong, Sang-Won Ha, Seungmin Kim

Contents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Received: July 27, 2022 
Accepted: August 1, 2022  

Corresponding author: 
Kee Hong Park, M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Medical Center, 156 Sinnae-ro, 
Jungnang-gu, Seoul 02053, Korea 
Tel: +82-2-2072-8673 
Fax: +82-2-2276-8539 
E-mail: khparknr@gmail.com 

Review

노인에서의 기립저혈압의 진단  

박기홍  

서울의료원 신경과

Diagnosis of orthostatic hypotension in older people 
Kee Hong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Medical Center, Seoul, Korea

pISSN 2799-4090 eISSN 2799-4104
J Geriatr Neurol 2022;1(2):45-52

https://doi.org/10.53991/jgn.2022.00094

Orthostatic hypotension (OH) can be classified to classic OH, delayed OH, initial OH, and delayed 
blood pressure recovery. It causes various symptoms such as lightheadedness, dizziness, visual blur-
ring, and fall.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OH is emphasized because it increases morbidity and 
mortality, especially in the elderly. Because neurogenic and non-neurologic components cause OH, 
an appropriate diagnosis is required to differentiate it. 

Keywords: Orthostatic hypotension; Autonomic nervous system; Hypertension  

서론 

기립불내성(orthostatic intolerance)은 기립 시 발생하는 어지럼, 

두근거림, 전신위약, 시야흐려짐 등의 증상이 자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을 일컫는다[1]. 기립저혈압은 기립불

내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기립빈맥(orthostatic tachycardia)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호발하는 데 비해 기립저혈압은 노인 환자

들에서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2]. 역학적으로 노인인구에서 

기립저혈압은 5%에서 34%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7].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17.1%에서 기립저혈압이 관찰되었다[8]. 이와 같이 기

립저혈압은 노인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이환(morbidity)뿐 아니라 사망(mortality)의 위험도 높이게 한다

[9].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며 넘어질 위험 또한 높

아진다[10–12]. 따라서 노인 환자들에서 기립저혈압은 삶의 질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기립저혈압의 정의 및 분류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와 American Autonomic soci-
ety의 합의에 따르면 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혈압

이 2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혈압이 10 mmHg 이상 감소하고 

이것이 3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한다[14]. 이 때 기립은 환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누워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60° 이상의 경사

대(tilt table) 검사를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검사방법에 따라 진단기

준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기저혈압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

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갱신된 합의에서는 앙와위고혈압(supine hypertension)이 

있는 경우에는 수축기혈압이 30 mmHg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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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혈압이라고 정의하였다[15].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는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

축기혈압이 30 mmHg 이상 감소하거나 이완기혈압이 15 mmHg 

이상 감소한 경우에 추정(probable)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할 수 

있게 하였다[16]. 

위와 같은 형태 외에 기립 후 다른 시점에 저혈압이 발생하는 

지연(delayed)기립저혈압이나 초기(initial)기립저혈압이 따로 분류

되면서 기존의 정의를 만족하는 기립저혈압을 고전(classic)기립저

혈압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Table 1). 지연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3분 이후에 기립저혈압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혈압 변화 

정도의 기준은 고전기립저혈압과 동일하다[15]. 지연기립저혈압

의 임상적 의의가 불분명하였으나, 2015년 Gibbons 등[17]에 의

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자율신경검사를 위해 의뢰된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지연저혈압이 있던 환자들 중 절반 가량

이 추후에 고전기립저혈압으로 진행하였고 파킨슨병 등의 자율신

경부전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사망률 역시 기립저

혈압이 없던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의료

기관에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치우침(bias) 오
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후 진행 가능성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보

여줌으로써 임상적 의의를 보여주었다. 경사대검사 결과를 해석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3분 이후에 혈압 저하를 기계적으로 적용

하면 혈관미주신경실신(vasovagal syncope)을 지연기립저혈압으

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Figure 1A에서처럼 고전기립저

혈압은 대개 기립 직후부터 뚜렷한 혈압 저하가 나타나면서 3분 

이내에 기립저혈압의 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지연기립저혈압은 

처음부터 혈압 저하가 진행되나 고전기립저혈압에 비해 다소 완

만하게 감소하여 3분 이후에 기립저혈압의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Figure 1B). 이에 비해 혈관미주신경실신은 혈압과 맥박이 안정

적으로 유지되다가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Figure 1C). 

초기기립저혈압은 기립 후 15초 이내에 수축기혈압이 40 

mmHg 이상, 혹은 이완기혈압이 20 mmHg 이상 일시적으로 감

소하였다가 회복되는 경우를 일컫는다[15]. 일시적 감소 이후 혈

압이 정상화 되기 때문에 고전기립저혈압과는 구분이 되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혈압계로

는 측정이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광전용적

맥파(photoplethysmography)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18]. 대신 이러한 저혈압을 실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병력 청취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다[19]. 또한 실제 

현기증이나 실신전(presyncope)과 같은 임상증상은 수축기혈압 

감소와 연관이 있고 이완기혈압은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에 따

라 실질적으로는 수축기혈압만을 초기기립저혈압 진단에 사용하

는 경우가 많다[20,21]. 다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기립저혈압들과는 달리 넘어짐이나 실신의 위험도는 초기기립저

혈압에서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22]. 

앞서 고전기립저혈압의 정의에서 3분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한다

고 기술하였는데, 임상에서는 기립 초기에 기립저혈압이 발생하

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연혈압회복

(delayed blood pressure recovery)이라고 분류하며 초기기립저혈

압은 15초 이내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구분할 수 있다. 정의 

상 지연혈압회복은 기립 후 30초에 수축기혈압이 20 mmHg 이상 

감소하였다가 3분 이내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고전기립저

혈압과 구분이 되는 점이다[23]. 지연혈압회복 역시 넘어짐이나 

물리적 수행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22,24]. 

기립저혈압의 증상 

기립저혈압 시 관류저하(hypoperfusion)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뇌관류저하로 인한 현

기증, 어지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실신 등이 있다. 망막이나 후

두엽(occipital lobe) 관류저하로 인해서 시야흐려짐과 같은 시각증

상도 발생할 수 있다[25]. 또한 전신쇠약, 인지기능저하와 같은 비

특이적인 증상뿐 아니라 목과 어깨 쪽 근육들에 관류저하가 발생

하면서 후두밑(suboccipital),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옷

걸이통증(coat hanger pain)을 호소할 수 있다[26,27]. 심폐질환이

나 신경근육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누워있을 때 악화되는 앉

아숨쉬기(orthopnea) 형태로 나타나는 데 비해 기립저혈압 시에

는 폐에도 관류저하가 발생하여 반대로 기립 시 호흡곤란이 유발

될 수 있다[28]. 이러한 증상들은 식사 후, 특히 고탄수화물의 과

식을 하였을 때 내장혈관계에 혈액저류(blood pooling)로 인해 더

Table 1. Classification of orthostatic hypotension

Category SBP (mmHg) DBP (mmHg) Timing
Classic OH ≥20 ≥  10 Sustained BP fall within 3 minutes
Delayed OH ≥20 ≥  10 Sustained BP fall after 3 minutes
Initial OH >40 >  20 Transient BP fall within 15 seconds
Delayed BP recovery ≥20 NA BP fall within 30 seconds with recovery within 3 minute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OH, orthostatic hypotension; BP, blood pressure;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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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resentative findings of ortho-
static hypotension and vasovagal syncope. 
(A) Classic orthostatic hypotension shows 
sustained blood pressure (BP) fall within 3 
minutes. (B) Delayed orthostatic hypotension 
shows sustained BP fall after 3 minutes. (C) 
Vasovagal syncope shows abrupt BP and 
heart rate fall. Red line, BP; green line, hear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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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두드러질 수 있으며, 하루주기리듬(circadian rhythm)에도 영향

을 받아 아침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29,30]. 이러한 특징

들을 바탕으로 American Autonomic Society와 National 
Parkinson Foundation의 합의에서는 기립저혈압이 의심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질문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31]. (1) 

최근에 실신하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는가?, (2) 일어섰을 때 어

지럽거나 현기증을 느끼는가?, (3) 일어섰을 때 시야에 불편함이 

있는가?, (4) 일어섰을 때 호흡곤란이 있는가?, (5) 일어섰을 때 다

리가 풀리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가?, (6) 일어섰을 때 목이 아픈 

적이 있는가?, (7) 위와 같은 증상들이 앉거나 누우면 좋아지거나 

없어지는가?, (8) 위와 같은 증상들이 아침이나 식사 후에 나빠지

는가?, (9)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는가?, (10) 그 외에도 일어섰을 

때, 혹은 일어난 후 3-5분 이내에 발생하고 앉거나 누우면 호전되

는 다른 증상들은 없는가? 

기립저혈압의 원인 

1. 비신경성기립저혈압

기립저혈압은 크게 비신경성(non-neurogenic)기립저혈압과 신경

성(neurogenic)기립저혈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비

신경성기립저혈압이 더 흔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Table 2) [29,31,32].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복용하는 

α-대항제(antagonist)나 고혈압, 심장질환 등 때문에 복용하는 약제

들은 흔히 접하는 원인 약제들이며, 그 외에도 삼환계항우울제나 

도파민작용약제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약물 복용

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9,31,32]. 국내 노인 환자들의 복용

약 개수를 확인한 연구에서 4가지 이상을 복용하는 비율이 15.2%
였고, 평균 약 복용 수가 6.4 ±  2.8종으로 다제약물병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복용약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33]. 또한 

이러한 약물들을 여러 가지 복용할수록 기립저혈압의 위험도는 올

라간다[34]. 약제들 외에 탈수, 탈조건화(deconditioning), 심장질

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자세한 병력 청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신경성기립저혈압 

비신경성기립저혈압이 심박출량(cardiac output) 감소와 혈관수축

(vasoconstriction)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 비해 신경성기립저

혈압은 자율신경부전에 의해 교감신경계 자극에 따른 노르에피네

프린(norepinephrine)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35]. 

신경성기립저혈압도 크게 일차자율신경부전(primary autonomic 
dysfunction)이 발생하는 질환들과 다른 질환들에 의해 이차적으

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3) [25,29,35]. 

일차자율신경부전은 대개 시누클레인병증(synucleinopathy)으

로 불리는 퇴행성 질환들에서 관찰되며, 여기에는 파킨슨병(Par-
kinson disease), 다계통위축, 레비소체치매(Lewy-body demen-
tia), 순수자율신경부전(pure autonomic failure)이 속한다. 다계통

위축의 경우 진단기준에도 자율신경부전이 포함될 정도로 초기부

터 기립저혈압이나 배뇨장애 등의 자율신경부전 증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36]. 순수자율신경부전은 파킨슨증이나 

치매 등의 다른 증상 없이 자율신경부전만 진행하는 질환이나 장

기 추적관찰을 해보면 약 10–25% 정도가 다계통위축이나 파킨슨

병 등의 기타 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

기 진단 후에도 다른 증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37,38]. 자가면역자율신경절병(autoimmune 

autonomic ganglionopathy)은 신경절니코틴아세틸콜린수용체

(ganglionic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에 대한 자가항체에 

의해 발생한다[39]. 해당 항체 검사가 국내에서는 현재 가능하지 

않으며, 외국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질환

Table 2. Causes of non-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

Causes Examples
Medication
 α-Adrenoceptor antagonists Alfuzosin, doxazosin, prazosin, terazosin, tamsulosin

 Beta-blockers Propranolol, metoprolol, atenolol, bisoprolol, nebivolol, carvedilol, labetalol
 Calcium channel blockers Amlodipine, nifedipine, nicardipine, verapamil, diltiazem
 Diuretics Furosemide, torsemide, acetazolamide, hydrochlorothiazide, spironolactone
 Tricyclic agents Amitriptyline, nortriptyline, imipramine, desipramine
 Others Levodopa, dopa-agonist, nitrates,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ngiotensin receptor type II blockers, 

anticholinergics
Dehydration or volume depletion Secondary to burns, diarrhea, vomiting, hemorrhage, heat, salt-free diet
Deconditioning Bedrest and immobility
Cardiac disease
Postprandial Large carbohydrate-rich meals 
Sepsis and fever
Based on [29,31,32].

https://doi.org/10.53991/jgn.2022.0009448

Kee Hong Park



군에서 항체 양성인 경우가 절반 가량이며, 면역글로불린이나 혈

장교환술과 같은 면역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른 이차적 원인 없이 비교적 급성으로 기립저혈압을 비롯한 자율

신경부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심하고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

다[40]. 

당뇨는 자율신경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당뇨에 

의한 자율신경병은 그 자체로 심혈관사망률의 증가와 연관이 있

다[41]. 그 외에도 아밀로이드증(일차 혹은 가족성), 신생물딸림

(paraneoplastic)자율신경병, 기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등의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계의 종양이나 다발경화

증(multiple sclerosis) 등의 염증성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Table 3) [25,29,35].  

기립저혈압의 진단 

1. 병력 및 신체 진찰
위에서 기술한 기립저혈압의 증상 외에도 소화기, 배뇨, 땀분비, 

성기능 등의 기타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증상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화불량, 변비, 발기 부

전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로 문진해야 한다. 땀분비 기능에 이상

이 생길 경우 체온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울 때나 운동

할 때 무기력증, 피부에 따가운 통증,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

이 발생하지 않는지 물어봐야 한다[42]. 또한 원인 감별을 위해 복

용 중인 약제, 과거력 및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며 인지기능저하, 

파킨슨증, 소뇌기능부전 등을 함께 검진해야 한다. 

2. 기립저혈압의 확인 

기립혈압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5분 이상 누워서 휴식을 취한 후에 

일어난 후 3분까지 혈압과 함께 심박수를 측정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43]. 그러나 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5분 이상 앉은 상

태를 유지하였다가 기립혈압을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31]. 또한 3분까지만 혈압을 측정할 경우 지연기립저혈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0분까지 측정하는 것을 더 권고한다[15]. 이 경우 

또 다른 기립불내성의 하나인 기립빈맥의 진단기준이 기립저혈압

이 없으면서 10분 이내에 심박수가 30회/분 이상 증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능동기립검

사에서 기립저혈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사대검사를 추가

해볼 수 있으며, 특히 관절질환 등 기타 원인들로 일어서는데 어

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능동기립검

사와 마찬가지로 5분 동안 누워있다가 경사대를 60°-80°까지 일

으키며, 실신의 진단 목적 때와 달리 약물에 의한 유발시험은 하

지 않는다[44]. 

3. 특수 검사 
신경성기립저혈압과 비신경성기립저혈압 감별을 위해 자율신경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다. 특히 교감신경계 기능은 발살바

수기(Valsalva maneuver) 중 전기 II상에서의 혈압 감소 정도, 후기 

II상에서 혈압의 회복 여부, IV상의 존재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5]. 다만 이것은 초기기립저혈압의 확인과 마찬가지로 지속

혈압측정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

가 없을 경우 기립저혈압 대비 심박수의 변화량을 통해 감별할 수

도 있다. 비신경성기립저혈압에서는 저혈압을 보상하기 위해 심박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경성기립저혈압은 상대적으로 증

가하는 폭이 적으며,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심박수가 15 회/분 이

상 상승하면 비신경성, 그렇지 않으면 신경성기립저혈압으로 보았

다[31]. 이후 연구에서 상승된 심박수를 떨어진 수축기혈압으로 나

눈 비가 0.5를 기준으로 더 높은 경우 비신경성, 낮은 경우 신경성

기립저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압과 심박수 측정만으

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46]. 이외에도 기립 후 혈장 

노르에피네프린의 상승이나 심장 metaiodobenzylguanidine 스캔 

등을 통해 아드레날린 기능을 평가할 수도 있다[47,48]. 

결론

기립저혈압은 고전기립저혈압뿐 아니라 지연기립저혈압, 초기기

립저혈압, 지연혈압회복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인지하고 병력 및 적절한 기립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비신경성 원인들과 신경성 질환들이 있

Table 3. Causes of neurogenic orthostatic hypotension

Causes Examples
Primary
 Degenerative Parkinson disease, multiple system atrophy, Lewy-body dementia, pure autonomic failure
 Inflammatory Autoimmune autonomic ganglionopathy
 Hereditary Familial dysautonomia
Secondary
 Peripheral Diabetes, amyloidosis, paraneoplastic, Guillain-Barre syndrome, HIV, Sjögren syndrome
 Central Brain and spinal cord structural lesions, such as tumors, multiple sclerosis

Based on [2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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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인지하고 환자의 기립저혈압의 원인을 감별하는 노력이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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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degenerative diseases are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genetic susceptibility and environ-
mental factors. Although it has been revealed that α-synuclein and tau protein are the key players 
in neurodegeneration, the process of where they originate and how they make the disease is still 
unclear. The gut must coexist with various bacteria and inevitably affect the body.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nervous system and the gut interact, bringing one step closer to the mystery 
of how neurodegenerative disorders occur. The most common prodromal symptom of Parkinson 
disease is constipation. Several studies have confirmed that intestinal alpha-synuclein deposition is 
prominent in patients with Parkinson disease and 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and 
pathological changes can be transmitted through the vagus nerve. In this sense, there has been a 
hypothesis to divide the process into 2 types, brain-first versus body-first, but it is still controver-
sial. It is unclear whether Alzheimer disease is the starting point for pathological changes in the gut 
like Parkinson disease. However, common pathomechanisms could be applied to both diseases: dis-
rupting the gut and blood-brain barriers, facilitating inflammations, and engaging hormones. Fur-
ther studies on the gut-brain axis are required to predict and prevent neurodegenerative diseases. 

Keywords: Intestines; Brain; Microbiota; Parkinson disease; Alzheimer disease

서론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적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1,2]. 이로 인해 다양한 신경계 질

환들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파킨슨병

(Parkinson disease)과 알츠하이머병(Alzheimer disease) 등의 신

경퇴행질환의 증가세가 가파르다[3]. 신경퇴행질환의 공통적인 위

험인자가 바로 나이이기 때문이다.

고령에서 주로 발생하는 신경퇴행질환들은 유전적인 감수성

(genetic susceptibility)과 환경적 요인(environmental factor)의 상

호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유전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 알파시누클레인(α-synuclein), 타

우단백(tau protein) 등이 신경퇴행질환의 주요 기착지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나서 어떻게 병을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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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 

장은 몸 속에 있지만 동시에 피부처럼 외부 환경과 접하고 있

다. 주로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매우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세균들과 함께 공존해

야 하는 환경이므로 이들과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식습관이 장내세균총의 구성에 영향을 주고, 장내세균총은 

장운동, 음식물 및 약물의 흡수 등에 관여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신경계와 장이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

었다. PubMed (https://pubmed.ncbi.nlm.nih.gov/)에서 2022년 

8월 6일 현재 ‘gut & Alzheimer’와 ‘gut & Parkinson’으로 검색

한 결과 각각 1,041건, 1,232건의 연구가 검색되었고 2010년 이

후에 폭발적으로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ure 1). 특히 

신경퇴행질환의 발생에 있어 장과 장내세균총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종설에

서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질환인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에 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으로부터 신경퇴행질환의 병리변화가 시작
하는가?

1. 파킨슨병

1) 전구증상

파킨슨병은 주로 알파시누클레인과 루이소체(Lewy body)가 신경

세포에 침착되고, 이로 인해 해당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면서 나타

나는 질환이다[4]. 일반적으로 환자가 신경과 의사를 찾아오는 시

기는 느리고(bradykinesia), 떨리고(tremor at rest), 뻣뻣하고

(rigidity), 구부정한 자세(stooped posture)를 취하게 될 때(즉 운동

증상이 나타날 때)이지만, 많은 환자들이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이

전부터 변비(constipation), 후각소실(hyposmia), 우울증(depression), 

렘수면장애(rapid eye movement sleep behavior disorder) 등의 전구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이러한 전구증상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변비

이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운동증상이 나타나기 15년 이

상 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6]. Braak stage I에서는 미

주신경의 등쪽운동신경핵(dorsal motor nucleus of the vagus)이 

침범되므로 변비가 유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7], 그 이하 레벨

인 미주신경(vagus nerve)이나 장신경총(enteric plexus)이 침범되

어도 변비는 발생할 수 있다.

2) 장으로부터 뇌까지

파킨슨병에서 루이소체가 장내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연구는 약 40
년 전부터 있었다[8,9]. 식도부터 직장까지 거의 전 위장관에 걸쳐 

루이소체가 발견되었으나, 한동안 적극적인 후속 연구는 진행되

지 않았다. 2006년 Braak 등[10]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점막하신

경총(submucosal plexus)과 근육층신경총(myenteric plexus)에 

루이소체가 침착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하였고, 이 루이소체가 

미주신경을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외부 환경과 맞닿아 있는 장으로부터 알파시누클레인과 루이

소체의 침착이 시작되고 중추신경계로 이어지는 통로인 미주신경

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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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명이 필요하다. 우선, 

파킨슨병 환자의 위장관에서 파킨슨병이 없는 그룹에 비해 알파

시누클레인과 루이소체 침착이 확연해야 한다. 연구마다 다소 차

이는 있으나 Braak 등[10]의 보고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파킨슨병에서의 위장관 병리변화가 두드러졌다[11]. 둘째, 알파시

누클레인 침착으로 인한 병리변화가 미주신경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쥐와 원숭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위장관에 루

이소체 유사체를 주사하였을 때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됨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12,13]. 셋째, 미주신경을 절단하면 병리변

화가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위장관에 알파

시누클레인을 주입한 이후 미주신경을 절단한 경우 외인성 알파

시누클레인에 의한 병리변화가 뇌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

다[14].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미주신경절제

술(vagotomy)을 받은 사람들을 수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줄기미주

신경절제술(truncal vagotomy)을 시행한 그룹에서 파킨슨병의 발

생률이 낮음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파킨슨병 병리변화의 시작

이 위장관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5,16]. 

3) Brain-first versus body-first
파킨슨병의 전구증상 중에 가장 파킨슨병에 특이적인 증상은 렘

수면장애이다. 렘수면장애가 있는 경우의 상대위험도가 50 정도

로 모든 전구증상 중에 가장 높다[6]. 따라서 렘수면장애가 있지만 

아직 파킨슨병의 운동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의 어

느 부위를 더 많이 침범했는지를 알면 병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변비, 렘수면장애, 자율신경계증상을 가진 전구단계의 

루이소체연관질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도파민운반체영상(dopa-
mine transporter scan)과 metaiodobenzylguanidine 심근스캔

(MIBG myocardial cintigraphy)을 시행한 연구가 있다[17]. 해당 

연구에서 전체 대상환자 18명 중에 도파민운반체영상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는 56% (10명)인 반면에, MIBG심근스캔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는 94% (17명)이었다.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운동

증상을 대변하는 흑색질의 도파민 세포의 사멸이 본격적으로 일

어나기 전에 이미 심장의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병리변화가 몸으로부터 출발하여 뇌로 진행하였다는 가설이 힘을 

얻는다(body-first type).

그러나 모든 파킨슨병 환자들이 렘수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알파시누클레인 병리변화가 주변으로 번져 나가는 특

성을 감안할 때, 렘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렘수면장

애가 있는 경우와 병리의 출발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특발성렘수면장애에 렘수면장애가 동반

된 파킨슨병과 그렇지 않은 파킨슨병을 추가하여 MIBG심근스캔

과 donepezil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
mography (PET/CT)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18,19]. MIBG심근

스캔은 예상대로 파킨슨병 여부와 관계없이 렘수면장애가 있으면 

대부분 이상이 나타났고, 렘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에서는 상

대적으로 정상인 경우가 많았다. 장운동을 반영하는 donepezil 
PET/CT도 MIBG심근스캔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렘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은 신체의 아래 부분으로부터 병리가 

진행되어 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brain-first type).

병리변화의 시작지점을 중심으로 파킨슨병의 타입을 구분하는 

방식이 바로 brain-first versus body-first 가설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다양한 실험적, 임상적 근거들이 있으나 비판적인 시각도 존

재한다[20]. 비록 렘수면장애가 루이소체연관질환에 특이적이라

고는 하지만 아밀로이드(amyloid)나 타우단백 관련 질환에서도 

보고된 바 있어 허점이 존재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렘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의 뇌에 이미 알파시누클레인 침착과 연관된 병

리변화와 세포사멸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질성(hetero-
geneity)을 가진 파킨슨병이라는 큰 질환군을 단순한 방식으로 나

누는 것 차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2.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달리 알츠하이머병의 병리변화가 장으로부터 시작하

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21]. 일부 장내에서 타우단백이 발견되었

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22,23], 다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비알츠하이머치매 군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아서 일관된 

결과는 아니다[24]. 최근 시행한 연구에서는 장내 타우단백이 타

우관련 신경퇴행질환과 대조군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나, 양 군 사

이의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질환특이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25]. 더구나 파킨슨병에서와는 달리 줄기미주신경절제술을 시행

한 그룹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확률이 더 높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대상의 임상연구에서도 근거도 부족하다[26]. 파킨슨병에서

는 변비가 운동증상을 선행하는 반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치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경퇴행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타 장
의 역할

파킨슨병에서 장의 병리변화가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매우 매력적이어서 눈길이 가

지만 장의 역할이 단지 병리변화의 출발점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

니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른 신경퇴행질환에서도 장 혹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gut microbiome)의 변화가 병의 발생과 진

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미주신경을 통한 기전 

외에도 신경퇴행질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간접 경로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27].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염증이다. 전신 혹은 

신경계 염증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어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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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28]. 장이 

이러한 염증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각종 매개물질을 통하여 숙주의 면역기능에 

영향을 준다[29]. 예를 들어 장내 세균에서 분비되는 지다당

(lipopolysaccharide)은 혈류를 거쳐 뇌에 신경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30]. 세균의 지다당으로 인해 혈액뇌장벽(blood-brain 

barrier)의 투과도가 증가하여 염증세포의 진입이 용이해지기 때

문이다[31]. 장내 세균으로부터 기인한 단쇄지방산(short-chain 

fatt y  ac id )도 뇌에서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미세교세포

(microglia)의 성숙에 관여함으로써 염증 조절에 영향을 준다. 이

처럼 장과 관련된 신경계 염증이 알츠하이머병 발생에 뚜렷한 영

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32], 항생제 치료

나 건강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 염증의 감소와 병리변화

를 줄여주었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통해 향후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절을 위한 예방 또는 치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33]. 알츠하

이머병처럼 파킨슨병에서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된 염증

반응과 혈액뇌장벽 투과도 증가가 신경퇴행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34,35]. T세포 및 TLR4 매개 염증반응이 주요 기전

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36,37]. 외부와 내부

를 분리하는 장과 뇌의 장벽의 손상(disruption of gut and 

blood-brain barriers)은 염증이 잘 전달되기 위한 중요한 기전 중

에 하나이다[38,39]. 

그 밖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알츠하

이머병에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다[40]. 그렐린(ghrelin)은 포도당 

및 지질대사 뿐만 아니라 학습 및 기억 등의 고위뇌기능 및 미토

콘드리아 호흡에도 관여한다. 렙틴(leptin)은 시상하부에 작동하

여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본 기능 외에도 그렐린과 렙틴이 Aβ올리고머에 의해 유

도된 독성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인자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41]. 

Glucagon-like peptide 1과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유사체 등 글루카곤과 연관된 물질들도 신경보호효

과가 있어 발병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42,43]. 

파킨슨병에서도 유사한 기전으로 발병기전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

되며, 이를 활용한 임상시험도 진행되고 있다[44,45]. 

결론

Figure 2는 현재까지 장으로부터 비롯되어 신경퇴행질환의 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대부분의 기전을 공유하지만, 장으로

부터 병리변화가 시작되어 미주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기

전은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파킨슨병만의 특징으

로 생각된다. Figure 1을 보면, ‘Alzheimer’를 검색어로 입력한 경

우의 첫 연구발표는 1975년인 반면, ‘Parkinson’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1969년이었다. 즉, 파킨슨병과 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시작되고,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킨슨병에서 장과 관련된 비

운동증상이 많고 미주신경을 통한 병리변화가 잘 증명되었기 때

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신경퇴행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므로 하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전적인 감수성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병이 발생하며, 이 중에서 교정

이 가능한 것은 환경적 요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내 환경이 신

경퇴행질환 발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미지의 세계에 한걸음 다가서게 함과 동시에 신경퇴행질환 극복

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 신경퇴행질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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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mmary of gut-related pathomechanism of neurodegenera-
tive disorders. BBB, blood-brain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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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Korean obesity guideline, obesity is defined as who above 25 kg/m2 in body mass 
index. In Korea, obesity prevalence is 39.9% in 2019 over 65 years old. And it is expected more in-
creasing due to aggressive moving to super-aged society. Obesity causes several comorbidities in-
cluding diabetes, cardiovascular disease, stroke and cancer. Through these comorbidities, obesity is 
associated with increasing mortality. Obesity in elderly is distinguished by adult obesity throughout 
some characteristics. Among them, important characteristics ar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and 
redistribution of fat. Body composition and fat redistribution in elderly obesity break of balance 
between energy intake and expenditure. Especially, body composition changes with decreased 
muscle mass are accelerating obesity through lowering resting metabolic rate. Obesity elderly with 
decreased muscle mass have more incidence in disability and comorbidities. Hence, it is required to 
measure not only body mass index and body composition when diagnosing elderly obesity. In some 
studies, obesity elderly has more better health results including mortality than normal elderly. Con-
sidering this fact, it is important to approach careful when treat elderly obesity with weight loss. 
Before providing weight loss management, it is required to estimate the risk and benefit of weight 
loss treatment in the elderly patient. And for assist the estimation, detailed initial evaluation of 
obesity patient and body composition analysis is useful. 

Keywords: Obesity; Aged; Body composition  

서론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노

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이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1]. 우리

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불과 30년도 안되는 시점인 2025
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균수명도 

증가하여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중에 하나가 되며 

여성의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래 없

는 급격한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가 몰고오는 여러가지 보건

의학적 문제에 대해서 보건의료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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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다. 

비만은 현대사회의 심각한 보건의학적 문제의 하나로 지속적으

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자체로 체내 염증매개물질을 증가

시키는 등 건강에 악역항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다른 질병의 발생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2]. 

노인의 비만도 청장년층의 비만과 동일하게 다양한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데, 노인은 이미 대사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만이 유발하는 동반질환에 대한 위험성은 젊은 성인

에 비해서 감소되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 많은 

노인인구에서 비만이 추가적인 동반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종설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비만 특성을 살펴보고 치료적 접근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병률

국내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을 비만으

로 정의하면[3],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만 유병률은 

2019년 기준으로 39.9%로 2009년 38.2%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2년 이전 자료와 최근 자료와의 비교 시 증가율은 더 뚜렷해

지는데, 1998년 노인비만 유병률은 25%, 2012년에는 34%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면 절대적인 비만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남녀 간의 유병률 차이가 존재하는데, 2019년 기준 남성 

유병률 42.3%, 여성 유병률 37.6%로 분명한 성별간 차이를 보이

고 있다. 그리고 비만 유병률은 20대에서 70대로 갈수록 증가하

나 80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동일나이대만 비

교해보면 80대 이상의 비만 유병률도 2009년에 비해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복부비만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복

부비만은 체질량지수 기반의 비만과는 달리 80세 이상에서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9년 기준으로 복부비만의 

유병률은 60대 이상은 30.0%, 70대 이상은 36.9%, 80대 이상은 

37.4%로 보고되었다[4].  

노인비만의 특성과 병태생리

노화는 체성분의 변화를 유발한다. 20대에 비해 70대에는 근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지방량(fat-free mass, 지방을 제외

한 나머지 체성분의 양)의 총 40% 정도가 감소하며 40세 이후부

터는 10년마다 약 8% 정도씩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세가 넘어서면 제지방량과 지방량이 동시에 감소하며 근

육량의 감소는 더 빨라져 약 10년마다 약 10%씩 감소하게 된다

[5]. 노화에 따라 체내 지방의 재분포(fat redistribution)도 일어나게 

되는데, 내장지방이 증가하고 간과 근육에도 지방이 더 축적된다.

복부비만이 증가하는 지방 재분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pro-

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이때 증가하는 사

이토카인은 종양괴사성인자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인터

루킨-6 (interlukin-6)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근육의 이

화작용을 촉진시켜 근육의 소실을 더 가속화시킨다[6]. 

또한 노화는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는데 테스토스테론, 성장호

르몬, dehydroepiandrosterone 등이 감소되어 근육의 소실과 복

부지방의 축적을 일으키고 렙틴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

로 식욕의 증가를 일으킨다[5]. 

비만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기전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를 상회

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화가 진행되어도 에너지 섭취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반면, 생활습관의 변화와 기능장애 

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다.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은 제지방량과 지방량의 비율에 따

라서 결정되는데 2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량이 증

가함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10년마다 2-3% 정도씩 감소하게 된

다. 이런 상황에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활동이 감소하므로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어 비만이 증가하게 

된다[5,7]. 

노인비만과 동반질환

비만과 관련되어 위험성이 증가하는 질환은 현재까지 20가지 이

상이 보고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심혈관질환, 뇌졸중, 수면무호흡증, 비뇨생식기계 질환, 담

낭질환 그리고 다양한 악성종양을 들 수 있다[2]. 이들 중 특히 국

내에서 노인비만과 관련되어 보고된 동반 질환은 요실금, 수면무

호흡증,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및 유방암이다. 또한 근육량의 감

소가 동반된 노인비만환자(sarcopenic obesity)의 경우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근감소가 적은 비만환자에 비해 동반질환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 근감소성 비만환자는 동반질환으로 인해 장애의 비

율이 높아지며 사망률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심혈관질환을 포함하는 대사성질환과 낙상, 관절염, 정

신과적 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일반적인 노인비만환자에 비해 높

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노인비만의 진단

노인을 포함한 성인은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진

단하며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남성 90 cm 이상, 여성 85 cm 이상

을 복부비만으로 진단한다. 노인은 노화에 의한 척추 추간판의 변

형, 척추 압박골절 및 척추 병변으로 인하여 신장이 감소할 수 있

으므로 체질량지수만으로 비만을 진단한다면 체지방률을 과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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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와 더불어 허리둘레, 키 대비 허

리둘레비율(waist circumference to height ratio) 등의 지표를 함

께 활용해야 한다[9]. 또한 앞서 언급한 근감소를 동반한 비만의 

경우 동반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체성분을 측정하여 근육량

을 평가해볼 수 있다. 체성분분석(body composition analysis)을 

위한 다양한 검사방법이 존재하는데, 임상에서는 생체전기저항 

분석법(bioimpedance analysis, BIA) 또는 이중에너지엑스선흡수

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등의 방법을 흔히 사용하

며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등도 사용할 수 

있다(Table 1) [3]. 

노인비만 치료대상과 비만역설 

노인비만과 관련하여 여러 동반질환들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비만이 진단된 노인에서 실제로 비만치료가 필요할 것인지 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노인비만환자의 체

중감소를 통해 동반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두 번째로 노인에서는 젊은 연령

층과는 다르게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에서 사망률이 증가하

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연구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

만역설(obesity paradox)로 알려져 있다. 

비만역설은 1966년에서 1999년까지의 13개의 관찰연구를 분

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비입원(non-hospitalized) 비만환자에서 

체질량지수 31-32 kg/m2인 환자군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낮게 나온 것이 보고되면서 알려졌다[10]. 이어진 대

규모 다민족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체질량지수 25-

30 kg/m2군이 25 kg/m2 미만이거나 30 kg/m2 이상인 군보다 낮

은 사망률을 보였고, 이어진 후속 연구들까지 분석해본 결과 체질

량지수 25-35 kg/m2의 노인인구에서 다른 군 대비 낮은 사망률

을 보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11]. 국내 건강보험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의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 25-27.5 kg/m2에서 가장 

낮은 전원인사망률(all-cause mortality)을 보였다[12]. 

이러한 비만역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가설들이 제

시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설명되어지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동일

한 정상 체중군인 경우라도 젊은 연령층과는 다르게 노인에서는 

근육과 뼈를 포함함 제지방량이 적고, 반면 체지방량은 비교적 많

으며 특히 복부지방의 증가가 체중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이라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사증후

군, 심혈관계질환 증가, 인슐린저항성 증가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심폐지구능력과 기능유지가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설

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질병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 질병자체

로 인한 체중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체중 정상 또는 

감소군에서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도 있다[13].  

따라서 노인에서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체중감소를 위한 식사량조절은 권고되지는 않으며,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이면서, 비만과 관련된 동반질환으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체중감량을 시도하도록 권고한다. 이 

경우에도 체중감량으로 인한 득과 실을 개별화시켜 체중감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권고한다(Table 2) [14].  

노인비만 치료를 위한 평가와 생체전기저항 
분석법 

노인비만환자 중 동반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이미 비만으

Table 1. Risk of comorbiditie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and waist circumferences in Korean

Obesity class Body mass index (kg/m2)
Risk of comorbidities

WC<90 cm (male), <85 cm (female) WC≥90 cm (male), ≥85 cm (female)
Underweight <18.5 Low Moderate
Normal 18.5-22.9 Moderate Slightly high
Pre-obesity 23-24.9 Slightly high High
Class 1 obesity 25-29.9 High Very high
Class 2 obesity 30-34.9 Very high Highest
Class 3 obesity ≥35 Highest Highest
Pre-obesity can be referred to as overweight and class 3 as severe obesity.
WC, waist circumference.

Table 2. Risk and benefit of weight loss in elderly

Benefit Risk
Decrease T2DM incidence Increase gallstone (when rapid 

weight loss)
Decrease cardiovascular disease incidence Increase nutrition deficiency
Improve respiration function Decrease BMD
Improve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Increase fracture risk
Improve life quality Increase sarcopenia risk
Improve blood glucose, blood pressure 

and lipid profiles.
T2DM, type 2 diabetes mellitus; BMD,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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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이면서 체중감량의 이득이 높

은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 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앞서 설명

하였다. 치료 시작에 앞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비만환자의 평가

항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복용약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

요하다.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 중이라면 중단하거

나 교체가 필요하다(Table 4) [15]. 

노인비만환자에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체성분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은 없다. 하지만 노인비만환자의 체성분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치료 시작과 환자 추적관찰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수행 가능하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체성분분석 방법은 

BIA로, 이는 지방이 전기에 저항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량

과 제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BIA의 기본적인 측정 

기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로 측정된 저항지수로 체내 수분량

을 구하고 제지방량은 체수분의 약 73%라는 점을 이용해 제지방

량을 역으로 구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제지방량을 통해 체중에

서 제지방량을 빼 줌으로써 체지방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넓

은 범위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세포외수분, 세포내수분, 총체내수

분량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더 정밀 해졌다.

BIA의 장점은 비침습적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재현성이 높다

는 점을 들 수 있으나, 직접적인 측정법이 아닌 계산식에 의해 도

출되므로 심한 저체중이나 초고도비만인 경우 참고치를 벗어난다

는 점과 검사 당일의 수분섭취량이나 배설량에 영향을 받아 정확

한 측정을 위해 최대한 같은 상황에서 측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16]. 따라서 매번 측정 시 이전검사와 최대한 

동일한 체내 수분량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4시간 이상은 금

식이 필요하며, 검사 30분 전 소변을 보고 48시간 이상 금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리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고 10분 이상 서있다

가 실시해야 한다. 

BIA 검사결과의 임상활용시 주의할 점은 현재 BIA 검사결과를 

통한 근감소증의 진단기준은 존재하지만[17], 노인비만환자에서 

체중대비 적절한 근육량에 대한 BIA 검사결과 참고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Table 5) [18]. 따라서 노인비만치료시 BIA 

활용은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의 진단을 제외하고는 

특정상태를 진단하기위해 사용시 한계가 있다. BIA는 노인비만의 

처음 진단 시 제지방량의 파악을 통해 근감소성 비만의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비만치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간헐적인 추적검사

를 통해 체중감량 중인 환자의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참고

Table 3. Evaluations before obesity treatment

Evaluations Details
History taking Family history, drug history, smoking and alcohol history, social history, history of past obesity treatment, trigger of weight gain, 

diet habit, exercise, psychiatric disease, stress, goal of weight loss
Physical examination Height, weight, waist circumference, vital sign, body composition and assessment of visceral fat as needed
Blood lab tests Fasting glucose, lipid profile, uric acid, thyroid stimulating hormone, liver function test, complete blood cell count, kidney  

function test including GFR calculation, inflammatory index (Hs-CRP, ferritin), tests for secondary obesity diagnosis as needed
Comorbidity evaluation ECG, abdomen sonography, EGD, chest and abdomen X-ray. PFT, polysomnography, HbA1c, tumor marker and psychological 

testing as needed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Hs-CRP, high sensitivity C-reactive protein; ECG, electrocardiogram; EGD, esophagogastroduodenoscopy; PFT, pulmonary 
function test

Table 4. Potential medication and alternative medication that cause weight gain in elderly

Weight gain medication Alternative medication
Diabetes Sulfonylurea α-Glucosidase inhibitor

Thiazolidinedione Metformin
Meglitine DPP-4 inhibitors
Insulin GLP-1 receptor agonists

Antidepressants Tricyclic antidepressants Fluoxetine
Mono-amine oxidase inhibitor Sertralin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paroxetine)

Antipsychotics Clozapine No alternative medicine
Risperidon
Olanzapine

Anticonvulsants Valproic acid Topiramate
Carbamazepine

Hypertenstion β-Blockers ACE inhibitors

DPP-4, dipeptidyl peptidase-4; GLP-1, glucagon-like peptide-1; AC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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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노인비만환자는 노화로 인하여 근육량이 감소되고 복부지방이 증

가되는 특징을 보인다. 근육량이 많이 감소하는 노인비만환자의 

경우 동반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므로 비만치료를 위한 평가 

시 체질량지수만으로 진단을 내리기 보다 필요 시 복부둘레측정

과 체성분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비만

환자에서 체중감량 치료의 결정은 세심한 평가를 통해 환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개별화해야 하고, 이 평가에는 체중감량을 통해 얻

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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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years or older is rapidly increasing, along 
with the prevalence of dyslipidemia and cardiovascular disease. Because of decreased physiological 
functions and comorbidities in the elderl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a treatment strategy for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dyslipidemia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ggressive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owering is recommended for secondary prevention of cardio-
vascular disease as in the younger patient group. Also, newer cholesterol-lowering agents, ezeti-
mibe and PCSK9 inhibitor can be added to achieve treatment goals in high risk groups. However, 
considering the conflicting study results in primary preven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life 
expectancy and side effects of medications to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treatment. Several 
on-going studies are expected to give answers to many complex clinical situations of dyslipidemia 
treatment in the elderly. 

Keywords: Dyslipidemias; Aged; Hydroxymethylglutaryl-CoA reductase inhibitors

서론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

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예방, 조기 진단 및 치

료의 현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계와 지역사회

에 막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1년 16.5%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며, 2026
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 질

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 및 흡연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의 증가가 뚜렷하여, 관

상동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질병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

다[2]. 뇌졸중의 경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률은 12.8%
가 감소하였으나, 유병률은 29.7%가 증가하여 의료비용은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이다[3,4]. 또한 고령인구의 경우, 여러 동반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집단의 지질관리 전략의 중요

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노인인구에서의 이상지질

혈증의 특징, 약물치료에 대한 최근 진료지침 및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고령인구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특징

혈청 지질 농도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여성은 폐경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5], 총콜레스테

65https://doi.org/10.53991/jgn.2022.00129 e-jgn.org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Geriatric Neur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https://www.e-jgn.org


롤은 20세 이후로 증가하여, 남성은 50대, 여성은 60세까지 증가

하고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6]. 심뇌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고밀도 콜레스테롤(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농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그러나 60대 이후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또한 젊은 성인과 

달리 노인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농도,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역

전되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에,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이상

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8]. 

현재 가이드라인

1. 2018년 미국 심장학회 진료지침

미국 심장학회 진료지침[9]에서는, 죽상동맥경화증성 혈관질환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이 있는 그룹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 또는 다른 동

맥의 재건술, 뇌경색, 일과성 허혈 발작, 복부대동맥류를 포함한 

말초혈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강도 스타틴 치료로 기준 

LDL-C 수치 대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ASCVD가 2개 이상이거나, 하나의 ASCVD와 여러 개의 고위험

인자(65세 이상,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 시술,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질환, 현재 흡연, 최대 용량 

스타틴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LDL 100 mg/dl 이상, 울혈성심부

전)를 가지는 군은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최대용량 스타틴 치료

에도 지속적으로 LDL-C 70 mg/dl 이상인 경우 에제티마이브를 

추가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70 mg/dl 이상인 경우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 억제제를 추가할 수 

있다(Figure 1) [9].  

1차 예방의 경우에서는 LDL-C 190 mg/dl 이상에서는 위험도 

평가 없이 고강도 스타틴을 시작하고, 70 mg/dl 이상, 190 mg/dl 
미만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공식(pooled cohort equation)

으로 따로 계산하여 7.5% 이상인 경우 스타틴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한 결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석회화 

지수(coronary calcium score)를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측정하여 

score 0을 제외하고는 위험도와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권

고하였다. 요약하면, 2차 예방으로는 고강도 스타틴을 일차치료약

제로, 목표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에제티마이브 및 PSCK9 억

제제를 고려한다. 1차 예방의 경우 LDL-C 수치 및 여러 위험인

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75세 이상에서는 고강도와 중강도 스타틴을 비교한 임상시험에

서는 부작용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강도 스타틴 부작용(간

수치 상승 등), 낮은 순응도, 높은 중단율 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강도 스타틴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고강도 스타

틴을 잘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굳이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추

천하고 있다. 또한 고강도 스타틴이 중강도 스타틴보다 심혈관계 

Figure 1. Secondary prevention in the elderly patients with clinical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 Adapted from Grundy SM, et al. J Am 
Coll Cardiol 2019;73:e285-e350, with permission from Elsvier [9]. *Acute coronary syndrome, those with history of MI, stable or unstable angina or cor-
onary other arterial revascularization, stroke,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or peripheral artery disease (PAD) including aortic aneurysm, all of athero-
sclerotic origin †a history of multiple major ASCVD events or 1 major ASCVD event and multiple high-risk conditions (age ≥65 y, Heterozygous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History of prior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outside of the major ASCVD event(s), dia-
betes mellitus, hypertension, CKD (eGFR 15-59 ml/min/1.73 m2), current smoking, persistently elevated LDL-C (LDL-C ≥100 mg/dl [≥2.6 mmol/L]) despite 
maximally tolerated statin therapy and ezetimibe, History of congestive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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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DL-C 강하효과 

차이로 보이며, 따라서 고강도 스타틴의 부작용 혹은 부작용이 걱

정되는 상황이라면,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으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2019년 유럽 심장학회 진료지침

유럽 가이드라인[10]의 경우 초고위험군, 고위험군, 중등도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목표 LDL-C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위험군 분류에는 ASCVD 및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등 위

험인자들을 고려한다. 또한, 성별, 연령, 혈압, 흡연 여부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도 차트(Systematic Coronary Risk Estimation 

chart, SCORE chart)를 사용하여 위험군 분류에 사용하고 있다. 

ASCVD가 있는 2차 예방이 필요한 경우 초고위험군이며, 목표 

LDL-C 수치는 55 mg/dl로, 이전 가이드라인의 70 mg/dl에서 

하향 조정되었다. 75세 이상의 경우 2차 예방은 젊은 환자들과 동

일하게 치료하며, 1차 예방의 경우에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스

타틴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스타틴 치료를 시작할 때 신장

애가 있거나,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될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상향 적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2018년 한국 지질, 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 

한국 진료지침[11]의 경우 유럽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위험인

자에 따라 위험군 분류 후 목표 LDL-C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 

ASCVD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목표 LDL-C 70 mg/dl 미만 혹

은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의미한 

경동맥 협착 및 복부동맥류, 당뇨병은 고위험군으로 LDL-C 100 

mg/dl 이상일 때 치료를 시작한다. 연령,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의 가족력, 고혈압, 흡연, 저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주요위험인자로

서 2개 이상이면 중등도, 1개 이하이면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생

활습관 교정 이후에도 각각 LDL-C 130, 160 mg/dl 이상이면 스

타틴 치료를 시작한다(Figure 2) [11]. 또한, 중성지방 500 mg/dl 
이상일 때 2차원인을 찾아보고,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췌장염 예

방을 위해 fibrate, omega 3 fatty acid를 권고하고 있다. 중성지방 

농도가 200-499 mg/dl이면서 LDL-C 농도가 위험군에 따른 목

표치보다 낮은 경우 일차적으로 스타틴 치료를 권고하고 추가적

으로 fibrate, omega 3 fatty acid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에서의 이상지질혈증 치료는 이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서 모두 젊은 성인과 비교하여 스타틴 사용

에 따른 이득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횡문근융해증이나 간효소 

수치 상승과 같은 약물 이상반응도 노인환자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지는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며, 다만 노인환자에

서는 동반질환이나 다수의 타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물 상호작용과 스타틴의 부작용에 보다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

을 권고하고 있다. 

Figure 2. Cardiovascular risk assessment and treatment goals. Adapted from Rhee EJ, et al. J Lipid Atheroscler 2019;8:78–131, according to the Cre-
ative Commons license [11]. *Age: male ≥45 years, female ≥55 years, history of early onset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current smoking, low 
HDL-cholesterol (<4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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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 지질강하 약물요법의 연구결과 

1. 노인에 대한 스타틴 관찰연구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스타틴의 효용성은 많은 관찰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 7,220명 중 80세 이상 655
명을 포함한 한 연구에서는 약 3년 동안 추적관찰한 결과, 비교위

험도가 0.5 (95% 신뢰구간, 0.26-0.96)로 사망률 감소를 보여주

었다[12]. 이 연구의 제한점은 스타틴 치료를 시행한 군과 대조군 

간의 위험인자 분포가 고르지 않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 4,232명

을 대상으로 스타틴 사용에 따른 사망률 및 의료기관 이용률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13]. 이 연구에서 스타틴 사용군은 26%
의 사망률 감소를 보였으나, 재입원, 외래 진료, 관상동맥 재개통

술 비율 등 이후의 의료서비스 이용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

다. 65세 이상의 요양시설에 입원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년 추적관찰 이후 31%의 사망률 감

소를 보였으며, 85세 이상의 코호트에서도 28%의 사망률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입원율 및 일상생활 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측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언급한 연구들과 다르

게, 80세 이상에서 스타틴 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연구결

과들도 있다. 65,000명의 급성 심근경색 생존 환자들에서는 80세 

이하에서만 유의한 사망률 감소를 보여주었다[14]. 또한, 12,156
명의 영국 급성심근경색 환자 코호트에서는 60-79세의 환자들에

서만 심근경색 재발률을 유의하게 낮춰주었고, 80세 이상군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15]. 

고령의 환자에 대한 1차 예방에 대한 관찰연구에서는 엇갈린 결

과들을 보여주었다. 75세 이상 미국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스타틴은 총 사망률 및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각각 

25%, 20% 유의하게 감소시켰다[16]. 반면, 46,864명의 스페인 

코호트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이면서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 심

혈관계 사건이나 총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하였다[17]. 이 연구

에서 7,780명은 2형 당뇨병 환자였으며, 75-84세 당뇨환자에서

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24%, 총 사망률을 16% 낮춰주었다. 

그러나 85세 이상에서는 스타틴의 효용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88세 이상에서는 사망률 증가의 경향을 오히려 보여주었다.

이처럼 스타틴 관찰연구에서 80세 이상의 환자군은 스타틴의 

효용성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

비스 이용률이나 일상생활 유지능력에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노인에서 스타틴 치료 효과를 고려할 때, 다른 동반질환이나 

신체적 노쇠화와 같은 인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노인에 대한 스타틴 임상시험

2019년에 발표된 28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 대한 메타연구

에서는 총 186,854명의 환자 중 14,483 (8%)의 75세 이상의 환

자들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75세 이상 환자군에서 1 mmol/
L의 LDL-C 감소 시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률은 비교위험도 

0.87 (95% 신뢰구간, 0.77-0.99)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8]. 다만 이 메타연구에서는 5개의 심부전 및 말기신질환 환자

들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연구들은 모두 스타틴 

효용성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19–23]. 한편, 

이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른 환자 분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과거력에 따라 환자군을 나눠 분석하였는데, 75세 이상 심혈관계 

질환자에서는 비교위험도 0.85로 유의한 심혈관계 사건 감소를 

보였으나, 과거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70세 이상의 심혈관계 과거력 없는 환자에

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충분히 유

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1차 예방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1차 

예방의 경우 심혈관계 위험도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여명이나 

스타틴의 위험성을 상쇄시키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

다. 현재 노인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세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향후 주요한 코호트 연구

를 통해서 고령의 환자에서 각각의 고지혈증 수치에 따른 심뇌혈

관질환 발생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에 의해 스타틴 투약의 강도 및 

용량이 결정될 수 있는 향후에 연구가 필요하겠다. 

3. 부작용의 위험

스타틴 사용 중 가장 흔히 보고하는 부작용은 근육통이며[24], 근

육 효소(creatinine kinase) 상승을 동반하는 근육병증 및 횡문근

융해증 등은 많은 임상의사들이 노인환자에서의 스타틴 사용시 1
차적으로 고려하는 부작용이다. 관찰연구를 종합한 메타연구 결

과에서는 스타틴 사용군에서 근육병증이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25], 임상시험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최근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종설에 따르면[26], 65세 이상의 참가자를 포함한 대규모 무

작위 배정 임상시험들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노인인구에서 특별

히 근육병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

나 근육병증 및 횡문근융해증이 보고된 케이스 수 자체가 적어 통

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임상시험 

참가자와 실제 임상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환자들은 다르다는 사

실을 인지해야 한다. 노인환자에서 낮은 사구체 여과율 및 덜 효

과적인 간대사, 그리고 동반질환으로 인한 약물 상호작용 등은 스

타틴 치료에 앞서 항상 고려해야할 점이다. 또한, 낮은 체질량지

수, 갑상선저하증, 이전 근육병증의 과거력도 위험인자로 보고되

고 있어[27], 스타틴 처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10], 일반적인 70세 

이상 환자에서 여러 스타틴 중 로수바스타틴만 개시용량을 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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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량해서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신장애나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스타틴도 저용량으로 시작하여, 

점진적 증량하는 것을 안전한 선택지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약

물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일부 스타틴을 제외하고는 시토크롬 

P450 3A4로 가장 많이 대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약물을 명

시하고 있다(Table 1) [10]. 

스타틴이 당뇨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는 JUPITER 임상시

험에서 스타틴 치료군에서 당뇨발생이 25% 증가했다는 데이터

로부터 시작되었다[28], 이후 5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종합한 

메타연구에서 중강도 스타틴에서 위험비율 1.1, 고강도 스타틴에

서 1.2로 당뇨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이미 당뇨발생의 여러 위험인자들을 가진 환자들에 국한되었다

는 분석이다[29]. 또한, 당뇨환자에서 스타틴이 당화혈색소 수치

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으며[30],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환자군

임을 고려할 때, 스타틴의 이득이 이런 부작용 위험을 상회한다

고 볼 수 있다. 

노인환자에서는 치료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2018 한국 지질, 동맥경화

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치료 시작 전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농도 및 근육 효소를 측정하여 정상치의 3배 

이상이면 스타틴 치료를 시작하지 말고 원인에 대한 평가와 치료

를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치료 후 4-12주 후 2회 

이상 연속 측정한 LDL-C 농도가 40 mg/dl 이하라면 스타틴 감

량을 고려하며, 이후 3-12개월마다 반복하여 스타틴 효과 및 간 

독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스타틴 중단 시 1차 예방

[31] 및 2차 예방[32]에서 모두 심혈관계 위험도가 중가한다는 연

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틴 부작용 발생 시 용량 조절 및 다

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바꾸는 등의 치료전략이 필요하다.

4. 에제티마이브
소장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로서, 여러 임상시험에

서 단독 혹은 스타틴과의 병용 요법으로 추가적인 LDL-C 수치 

저하 및 심혈관계 이득을 검증했다. 노인환자군에서는 2015년 

IMPROVE-IT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을 입증하였다[33]. 

18,144명의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은 7년간 추적관찰하여 심바스

타틴 40 mg 단독군에 비해 심바스타틴 40 mg과 에제티마이브 

10 mg 병용 요법에서 6.4%의 추가적인 심혈관계 위험도 감소를 

보였다. 2,798명의 75세 이상 환자들에 대한 하부연구에서는

[34], 20%의 추가적인 심혈관계 위험도 감소를 보이면서 부작용

에서는 차이가 없어, 고위험군의 노인환자에서는 에제티마이브 

병용으로 적극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유리함을 입증하

였다. 

1차 예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었다. 

EWTOPIA 75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관상동맥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3,411명의 참가자를 에제티마이브 10 mg 단독 치료 및 대조

군으로 나누어 4.1년간 추적관찰 하였으며, 비교위험도 0.66으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을 감소시켰다[35]. 아직 1차 예방에서의 에제

티마이브의 사용을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

에서 콜레스테롤의 장 흡수율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결

과들을 통해 적응증의 확대가 기대되는 약물이다. 

5. PCSK9 억제제(evolocumab and alirocumab)

PCSK9 억제제는 가장 강력한 종류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부상

했다. 단일클론항체로서 PCSK9에 결합하여 LDL 수용체의 분해

를 막아 혈중 LDL-C 농도를 낮추는 약물이며, 2주 또는 4주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된다. Evolocumab의 효용성을 검증한 FOURI-
ER 임상시험은 LDL-C 70 mg/dl 이상의 ASCVD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최대 스타틴 치료에 evolocumab을 추가 투여한 

군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를 15% 감소시켜 주었다[36]. 

이 연구에서는 85세까지의 환자들을 포함하였는데, 참가자들을 4
개의 연령 그룹으로 분류한 하부연구에서는 69세 이상의 환자군

을 포함한 모든 연령 그룹에서 비슷한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37].  

ODYSSEY OUTCOMES 연구에서는 고용량 스타틴 치료를 

시행한 ASCVD 환자에서 Alirocumab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며, 

주요 심혈관사건의 위험도를 15%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38]. 연령 그룹으로 분석한 하부연구에서는 65세 이

상 그룹에서 65세 미만 그룹보다 주요 심혈관계 위험도를 더 감소

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위험비율, 0.78 대 0.89) [39]. 또한, 

75세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위험비율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았으며, 위약군에 비해 alirocumab군에서 부작용은 더 증가

하지 않았다. 두 연구에서 심혈관질환의 초고위험군은 LDL-C를 

기존수치보다 낮추는 것이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며, PCSK9의 안

Table 1. Conditions to consider using statins in the elderly

Comorbidities including liver and kidney diseases.
Female, low BMI
Previous history of statin adverse effects and myopathy.
ALT elevation of unknown cause (2-3 times higher than normal)
Drugs interacting with statin metabolism*
Anti-infective agents Calcium antagonists Other
Itraconazole Verapamil Cyclosporin
Ketoconazole Diltiazem Danazol
Posaconazole Amlodipine Amiodarone
Erythromycin Ranolazine
Claritorymycin Grapefruit juice
Telithromycin Nefazodone
HIV protease inhibitor Gemfibrozil

BMI, body mass index;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dapted from Mach F, et al. Eur Heart J 2020;41:111-188, with permis-
sion from Oxford University Pres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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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입증하였고, 미국과 유럽 주요 가이드라인에 이점이 반영

되었다. 

진행 중인 연구들

1. Low- and Moderate-intensity Statin and Clinical Out-
come of Primary Prevention in Individuals Aged >75 

Years (SCOPE-75 RCT STUDY, NCT03770312)

국내 다기관, 개방형,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에서 저강도와 중강도 스타틴의 효용성 및 안정성을 비교하

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76-85세 사이의 고령환자들이 포함

될 것이며, LDL-C 160-189 mg/dl이면서 심혈관계 과거력이 없

거나, LDL-C 80-159 mg/dl이면서, 하나이상의 심혈관계 위험

인자(남자, 당뇨, 고혈압, 흡연, HDL-C 40 mg/dl 미만, 조기 심

혈관질환 발생의 가족력)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6년간 

추적관찰하며, 1차 결과는 스타틴 관련 근육증상(s t a t i n 

associated muscle symptoms), 2차 결과는 심혈관계 질환 사망

률,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 중재술 및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

한 입원이다. 국내 연구로서, 한국인에서의 1차 예방의 효용성 및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Statins In The Elderly (SITE, NCT02547883)
프랑스 단일기관, 개방형,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스타틴 중

단에 따른 사망률 및 질보정생존연수(quality-adjusted life year)
를 평가한다. 75세 이상의 최소 1년 이상 1차 예방으로 스타틴을 

처방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타틴 지속군과 중단군으로 나

눠 6년간 추적한다. 1차 결과는 획득한 질보정생존연수 대비 비용

으로 평가하며, 2차 결과는 삶의 질 및 심혈관계질환, 당뇨, 인지

저하 사건 발생률이다. 프랑스의 경우 스타틴으로 인한 건강보험

공단 지출이 75세 이상에서 매년 200만 유로에 달하기 때문에, 1
차 예방 중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노인환자에서는 임상적 지표뿐만 아니라, 기대여명과 삶의 질이 

중요하여, 이에 대한 비용효율적 측면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 A Clinical Trial of STAtin Therapy for Reducing Events 
in the Elderly (STAREE, NCT02099123)

호주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70세 이상의 독립적 생

활이 가능하며, ASCVD이나 치매, 혹은 당뇨를 가지지 않은 참가

자를 대상으로 한다. 8년간 atorvastatin 40mg 과 위약군으로 나

누어 추적관찰하며, 1차 결과는 사망률, 치매 및 일상생활 장애 발

생률,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률이다. 다양한 2차 결과 분석이 계

획되었으며, 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입원기간, 당뇨, 암, 인지기

능장애 발생, 삶의 질, 스타틴의 비용효율성, 뇌졸중 발생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약 18000명의 목표 참가자수를 가진 큰 연구로서, 

고령환자에서 스타틴 사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점에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Pragmatic Evaluation of Events And Benefits of Lip-
id-lowering in Older Adults (PREVENTABLE, NCT 

04262206) 

미국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75세 이상이며, 심혈관

계 질환, 장애 및 치매를 가지지 않은 지역사회 거주자를 대상으

로 한다. 5년간 atorvastatin 40 mg과 위약군으로 나누어 추적관

찰하며, 1차 결과는 치매 및 만성 장애가 없는 환자수를 측정한다. 

2차 결과는 심혈관계 사망,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입원, 심부전, 

뇌졸중, 관상동맥 중재술 및 인지기능 장애 발생을 측정한다. 

STAREE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요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인지기

능 장애와 신체장애 발생률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결론

7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2차 예방에 비해 특히 1차 예방에 대한 

지질강하 약물에 대한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편이다. 임상의사는 노인환자의 신체적 특성, 동반질

환, 복용약물 등을 확인후 심혈관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개개인에 

맞는 지질강하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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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enter of pressure (COP) is a useful measure for dynamic balance, which directly 
represents the ability of weight shift and control of the foot, however, there is no study analyzing COP 
during whole stance phase in the elderly with acute stroke. 
Methods: A total of 30 acute ischemic stroke patients (mean age±standard deviation [SD], 75.0±5.6 
years; 11 females) and 30 propensity score matched controls (mean age±SD, 72.8±5.9 years; 17 
females) using age, sex, and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core were finally 
included. Participants performed barefoot walking trials on a pressure-sensitive mat until 20 footfalls in 
each limb were corrected. To evaluate gait function based on COP, mean and coefficient of variance as 
variability were calculated for 3 types of variables as followings: (1) durations of sub-phases in stance 
phase, (2) mean locations and displacement ranges of COP, and (3) velocitie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many of both mean and variability variables. Especially, 
stroke patients had an increased duration, posterior location of COP, wide range of mediolateral and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range, and slow velocity in foot flat phase belonging to the double limb 
stance. In variability variables, stroke patients had significantly larger variabilities of COP velocities in all 
sub-phases except in foot flat phase and late propulsive phase were stood out. 
Conclusions: The elderly with acute ischemic stroke had inefficiency during double limb stance and 
reduced functional balance in single limb stance in both sides, implying impaired gait ability on COP 
excursion in the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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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화는 다양한 신경근육 문제를 일으키는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노인 인구 중 특히 뇌졸중 후유증으로써 

신경근 문제를 가진 뇌졸중 환자는 흔히 보행 및 균형 장애를 호

소하는데 이는 낙상의 주요 원인이다[1,2]. 뇌졸중 환자는 흔히 인

지 저하와 우울증을 동반하여 노인에서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

으로 인해 균형능력이 감소된 환자에 비해 더 높은 낙상 위험을 

가지며[3], 낙상 이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낙상에 대한 두

려움과 불안함이 신체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

증을 심화시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4].  

압력 중심(center of pressure, COP)은 지면 반발력의 중심점

으로써 체중 이동능력과 발의 조절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5−7]. 압력 중심은 보행 중 동적 균형능력과 보행의 효율성을 드

러내지만 현재까지 뇌졸중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압력 중심은 주로 압력 판(platform system)과 안창(insole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되어왔다. 안창은 유연한 형태를 가져 다

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특히 입각기(stance phase) 초기 

및 후기에 왜곡된 압력을 제공한다[8]. 압력 판은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한된 크기로 인해 균형 장애를 가진 환자군에서 

온전한 발자국을 얻기 어려워 과한 반복을 요구한다[8−10]. 최근의 

연구에서 압력측정매트를 이용한 압력 중심의 측정방법이 발표되

었지만[8], 현재까지 뇌졸중 환자에서 압력 중심을 이용하여 입각

기 전체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성기 허혈

성 뇌졸중 노인 환자에서 나이 및 성별을 매칭한 군과 비교하여 입

각기 전체에서 압력측정매트를 이용해 압력 중심 이동에 대한 보행

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전향적 환자-대조군 연구로, STROBE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었다. 대상자는 (1) 뇌졸중 증상 발생 후 1주일 이내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었고, (2)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
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 입원한 노인 환자(65세 이

상 89세 이하)로, (3) 보행검사 당시 보조도구 없이 독립적으로 10 

m를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환자, (4) 양측 하지 근력이 Medical 
Research Council’s scale 등급 4 이상인 환자를 모집하였다. 재

활의학과 전과 및 퇴원시점을 고려해서 뇌경색 증상 발생 후 6일

(중위수: 사분위수, 5-7일)에 진행되었다. 이들 중 보행능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1) 과거 뇌졸중, 파킨슨병, 백질 질환, 신경근 

질환, 치매, 척추 협착증, 하지 관절염, 또는 보행 중 통증이 있는 

환자, (2) 입원 중 뇌졸중 재발이나 다양한 원인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악화된 환자는 제외되었다. 대조군은 가천대학교(1044396-

201801-HR-027-01) 연구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
월까지 전향적으로 모집된 대상자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고

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AS0291)와 가천대학교

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 이전에 모든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

서를 받았고 모든 절차는 승인된 연구 프로토콜과 규정에 따라 수

행되었다.

2. 측정 및 절차

4.6 m 길이, 0.9 m 폭의 압력측정매트(GAITRite; CIR Systems, 
Sparta, NJ, USA)를 사용하여 240 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보행 

중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행로는 매트의 양 끝으로부터 2 m
가 떨어진 지점 사이로 표시되었고, 대상자는 편안한 걸음으로 각 

발당 20개의 발자국이 수집될 때까지 맨발 보행을 수행하였으며 

필요 시 각 시도(trial) 간 휴식을 취하였다.

3. 측정 변인

이전 연구의 정량화 방법을 참조해서 다음 3가지 변인을 측정하였

다[8]. (1) 입각기 내 세부 구간과 같은 시간 변인, (2) 세부 구간별 

압력 중심의 이동 범위 및 평균 위치, (3) 압력 중심 이동 속도, 입각

기 내 세부 구간에 대한 설명은 Supplementary Table 1에 정리하였

다. 데이터의 전처리 절차는 이전 연구에서 수식과 함께 자세히 기

술되어 있으나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 매트에 대해 정의된 좌표 

계에 속한 압력 중심을 어파인 변환(affined transform)을 이용해  

개별 발에 대한 좌표 계로 이동시켰다(Figure 1 and Supplementary 

Figure 1) [11]. 

4. 통계 분석 
기술 통계량은 개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위수와 

사분위수로 표현하였고, 압력 중심 변수에서의 변동성으로서 변

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nce)를 계산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

해 Shapiro-Wilk test, 등분산성 검정을 위해 Levene’s test를 사용

하였다. 발자국은 이중 고려(double-dipping)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병변의 위치에 따라 병변 동측과 병변 반대측으로 나누었다[12]. 

허혈성 뇌졸중군을 나이, 성별,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에 대한 성향점수를 이용하

여 1:1 매칭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비교통계는 명목형 변수의 

경우 chi-square test, 연속형 변수의 경우 independent t-test 또
는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Cohens’ d와 통계적 

힘(power)을 계산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데이터 처리 및 통계 분석은 python 3.8.2 (PSF, Beaverton, 

OR, US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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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llustration for sub-phases in stance phase (A) and affine transform of coordinate systems in data preprocessing (B). (A) 
A white bold line in the footfalls is a progression line of center of pressure and rectangles are activated sensors. (B) Blue axes are 
affine transformed (parallel translation and rotational transform) coordinate systems from the original one of the black axes as a 
mat.

Ischemic stroke (n=225) 184 excluded
• Subacute or chronic stroke (n=60)
• Previous stroke or parkinsonism (n=19)
• <64 years in age (n=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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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romuscular disease or 

musculoskeletal pain
Elderly acute ischemic 

stroke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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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tient flowchart.

Initial contact phase

Late contact phase

O
X

Y

y y y
x

x

x

Initial propulsive phase

Foot flat phase Late propulsive phaseAA

BB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25명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로부터 최종적으로 30명의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노인이 환자군으로 포함되었고(Figure 2), 50명의 

정상 노인 중 1:1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30명이 최종적으로 대조

군으로 선택되었다. Propensity score 매칭 시 활용한 변수의 매

칭 후 absolute standardized difference는 나이를 제외하고 모두 

< 0.1 이하였다. 보행 측정은 입원 후 6일째(median [interquar-
tile range, 5-7일])에 수행되었다. 체질량 지수, 벡(Beck) 우울척

도 2판 점수, 분당 걸음수(cadence), 보행 속도가 대조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Table 1). 허혈성 뇌졸중 환자군의 보행 문제로 단일

마비(n=7, 23.3%), 편마비(n=11, 36.7%), 실조성 보행(n=12, 

40.0%)이 포함되었다.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비율

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다른 기저질환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군의 가장 많은 연관 동맥(relevant 
artery)은 중간대뇌동맥(n=14, 46.7%)이었으며, 다음으로 뒤대

뇌동맥(n=6, 20.0%), 뒤아래소뇌동맥(n=4, 13.3%), 뇌바닥동맥

(n=2, 6.7%), 위소뇌동맥(n=2, 6.7%), 다발성 동맥(n=2, 6.7%)

이었다. 다발성 병변 중 한 명은 중간대뇌동맥과 앞대뇌동맥의 경

계대뇌경색(borderzone infarction)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가쪽숨뇌 

및 소뇌의 경색증이었다.  

2. 병변 동측에서 압력 중심 변수의 평균 비교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긴 후기 디딤기

(late contact phase), 평평기(foot flat phase), 초기 추진기(initial 
propulsive phase)가 관찰되었다 (Table 2).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압력 중심의 평균 위치는 평평기에서 내측, 후기 디딤기, 평평기, 

초기 추진기, 후기 추진기에서 뒤꿈치에 더 가깝게 위치하였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평평기와 후기 추진기에서 유의하게 더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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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ll (n=80) Stroke (n=30) PS-matched control (n=30)* p-value†

Age (y) 74.3±5.7 75.0±5.6 72.8±5.9 0.152
Female 43 (53.8) 11 (36.7) 17 (56.7) 0.196
K-MMSE 26.4±3.6 23.8±4.2 24.0±4.0 0.851
Body mass index (kg/m2) 24.5±3.1 23.6±2.5 28.1±4.5 <0.001
BDI-2 5.1±4.9 1.4±1.4 6.9±3.9 <0.001
Cadence (steps/min) 111.0±14.1 101.9±14.0 116.1±9.5 <0.001
Velocity (cm/s) 94.9±28.7 70.8±21.8 92.8±19.3 <0.001
Types of paresis
 Monoparesis N/A 7 (23.3) N/A N/A
 Hemiparesis N/A 11 (36.7) N/A N/A
 Ataxia N/A 12 (40.0) N/A N/A
Comorbidities
 Cardiovascular disease 46 (57.5) 23 (76.7) 8 (26.7) <0.001
 Metabolic disease 27 (33.8) 11 (36.7) 8 (26.7) 0.579
 Musculoskeletal disease 17 (21.2) 3 (10.0) 6 (20.0) 0.470
 Tumor‡ 6 (7.5) 3 (10.0) 3 (10.0) 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PS, propensity score; 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BDI-2, Beck depression inventory-2; N/A, not applicable.
*Matched using age, sex, and K-MMSE.
†Comparison between stroke and PS-matched control groups.
‡3 subjects with stable cancer status after surgery or treatment were included in each group.

은 범위의 좌우 이동 범위를 보였고, 후기 디딤기, 평평기, 초기 추

진기에서 유의하게 더 넓은 앞뒤 이동 범위를 보였다. 허혈성 뇌

졸중군은 평평기에서 압력 중심의 앞뒤, 좌우 및 모든 방향에서의 

이동 속도가 유의하게 느렸지만 초기 추진기에서 좌우 이동이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3. 병변 반대측에서 압력 중심 변수의 평균 비교 
허혈성 뇌졸중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긴 평평기와 초기 

추진기를 보였다(Table 3). 좌우 평균 위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허혈성 뇌졸중군은 모든 세부 구간에서 앞뒤 평균 위치가 

발 뒤꿈치에 가깝게 위치하였다. 허혈성 뇌졸중군은 평평기에서 

압력 중심이 유의하게 더 넓은 좌우 및 앞뒤 이동 범위와 후기 디

딤기와 초기 추진기에서 더 좁은 앞뒤 이동 범위를 보였다. 또한 

초기 추진기에서 유의하게 더 빠른 좌우 이동 속도를 보였지만 평

평기에서 더 느린 앞뒤 및 전체 속도를 보였다

4. 병변 동측에서 압력 중심 변수의 변동성 비교 
허혈성 뇌졸중군은 대조군에 비해 초기 및 후기 디딤기, 초기 추

진기에서 유의하게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Table 4). 좌우 평균 위

치에서 변동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초기 디딤기, 평평기, 

후기 추진기에서 유의하게 더 큰 앞뒤 평균 위치의 변동성이 관찰

되었다. 허혈성 뇌졸중군은 평평기에서 압력 중심의 좌우, 앞뒤 

이동 범위의 변동성이 유의하게 작았으나 후기 디딤기, 초기 및 

후기 추진기에서 앞뒤 이동 범위의 변동성은 더 컸다. 허혈성 뇌

졸중군은 후기 디딤기와 초기 추진기에서 좌우 이동 속도, 초기 

및 후기 디딤기와 초기 추진기에서 앞뒤 및 전체 속도의 유의하게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5. 병변 반대측에서 압력 중심 변수의 변동성 비교 
허혈성 뇌졸중군은 대조군에 비해 초기 및 후기 디딤기와 후기 추

진기가 유의하게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Table 5). 좌우 평균 위치

의 변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허혈성 뇌졸중군은 초기 

추진기를 제외한 모든 세부 구간에서 앞뒤 평균 위치의 더 큰 변

동성을 보였다. 허혈성 뇌졸중군은 좌우 이동 범위의 후기 디딤기

에서 더 큰 변동성과 평평기에서 더 작은 변동성을 보였다. 앞뒤 

이동 범위는 허혈성 뇌졸중군이 더 작은 변동성을 보이는 평평기

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 구간에서 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허혈성 

뇌졸중군은 후기 디딤기와 초기 추진기에서 좌우, 앞뒤, 전체 속

도의 더 큰 변동성을 가졌다. 초기 디딤기에서 전체 속도 또한 허

혈성 뇌졸중군에서 유의하게 더 큰 변동성이 관찰되었다.

고찰

본 연구는 압력 중심 분석을 이용해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전체 입

각기 중 압력 중심 이동의 특성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노인 환자에서 성향점수를 매칭한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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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he mean center of pressure variables in ipsi-lesional side

Stroke PS-matched control p-value Cohen’s d Power
Duration of subphases (s)
 ICP 0.055 (0.025) 0.048 (0.016) 0.166 0.323 0.282
 LCP 0.247 (0.087) 0.212 (0.043) 0.049 0.548 0.650
 FFP 0.273 (0.098) 0.161 (0.068) <0.001 1.373 1
 LCP+FFP 0.521 (0.131) 0.373 (0.074) <0.001 1.465 1
 IPP 0.121 (0.036) 0.15 (0.030) <0.001 0.889 0.967
 LPP 0.081 (0.023) 0.079 (0.018) 0.748 0.075 0.062
Mediolateral mean location (%)
 ICP -1.269 (2.051) -1.386 (1.971) 0.803 0.058 0.057
 LCP 5.148 (2.635) 5.867 (1.803) 0.158 0.329 0.291
 FFP 6.429 (2.448) 7.483 (1.913) 0.038 0.489 0.552
 LCP+FFP 5.766 (2.265) 6.394 (1.659) 0.164 0.325 0.284
 IPP 4.199 (4.007) 3.853 (2.081) 0.668 0.116 0.078
 LPP -6.303 (4.558) -4.903 (3.616) 0.138 0.346 0.316
Anteroposterior mean location (%)
 ICP -5.479 (9.338) -8.021 (1.21) 0.065 0.433 0.457
 LCP 14.815 (3.5) 16.81 (2.523) 0.005 0.673 0.821
 FFP 33.751 (5.22) 39.402 (4.398) <0.001 1.181 0.999
 LCP+FFP 24.35 (3.879) 26.126 (2.725) 0.02 0.547 0.647
 IPP 57.002 (4.029) 59.183 (4.116) 0.025 0.528 0.616
 LPP 69.956 (2.852) 72.809 (4.62) 0.003 0.696 0.845
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cm)
 ICP 0.669 (0.439) 0.583 (0.129) 0.206 0.294 0.242
 LCP 0.958 (0.334) 0.999 (0.255) 0.541 0.142 0.093
 FFP 0.556 (0.209) 0.394 (0.138) <0.001 0.953 0.983
 LCP+FFP 1.206 (0.329) 1.16 (0.266) 0.501 0.156 0.102
 IPP 0.864 (0.284) 0.842 (0.206) 0.696 0.091 0.067
 LPP 1.793 (0.52) 1.583 (0.351) 0.037 0.491 0.555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range (cm)
 ICP 2.079 (0.835) 2.013 (0.587) 0.684 0.095 0.069
 LCP 5.926 (1.129) 7.365 (1.078) <0.001 1.295 1
 FFP 6.543 (1.011) 5.285 (1.084) <0.001 1.175 0.999
 LCP+FFP 12.171 (1.906) 12.714 (1.007) 0.104 0.380 0.369
 IPP 2.394 (0.698) 2.792 (0.515) 0.005 0.665 0.812
 LPP 4.144 (0.591) 4.219 (0.433) 0.554 0.149 0.097
Mediolateral velocity (m/s)
 ICP 0.386 (0.174) 0.334 (0.129) 0.134 0.350 0.322
 LCP 0.134 (0.046) 0.123 (0.024) 0.229 0.326 0.286
 FFP 0.084 (0.01) 0.09 (0.017) 0.047 0.410 0.419
 LCP+FFP 0.102 (0.015) 0.104 (0.016) 0.503 0.155 0.102
 IPP 0.169 (0.087) 0.129 (0.016) 0.02 0.723 0.871
 LPP 0.546 (0.224) 0.497 (0.108) 0.200 0.298 0.248
Anteroposterior velocity (m/s)
 ICP 0.852 (0.516) 0.791 (0.534) 0.623 0.114 0.078
 LCP 0.533 (0.16) 0.561 (0.109) 0.376 0.206 0.142
 FFP 0.447 (0.085) 0.543 (0.156) <0.001 0.704 0.854
 LCP+FFP 0.454 (0.062) 0.521 (0.098) <0.001 0.765 0.905
 IPP 0.388 (0.521) 0.274 (0.068) 0.136 0.348 0.319
 LPP 0.668 (0.203) 0.649 (0.15) 0.646 0.107 0.074
Total velocity (m/s)
 ICP 1.006 (0.56) 0.922 (0.577) 0.533 0.145 0.095
 LCP 0.564 (0.171) 0.585 (0.112) 0.523 0.148 0.097
 FFP 0.466 (0.083) 0.56 (0.157) <0.001 0.695 0.844
 LCP+FFP 0.477 (0.065) 0.541 (0.099) <0.001 0.724 0.872
 IPP 0.449 (0.533) 0.32 (0.066) 0.100 0.385 0.377
 LPP 0.955 (0.32) 0.908 (0.192) 0.412 0.190 0.129

PS, propensity score; ICP, initial contact phase; LCP, late contact phase; FFP, foot flat phase; IPP, initial propulsive phase; LPP, late propulsiv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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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center of pressure variables in contra-lesional side

Stroke PS-matched control p-value Cohen’s d Power
Duration of subphases (s)
 ICP 0.048 (0.025) 0.047 (0.015) 0.857 0.047 0.055
 LCP 0.242 (0.084) 0.216 (0.050) 0.135 0.399 0.399
 FFP 0.289 (0.104) 0.159 (0.070) <0.001 1.517 1
 LCP+FFP 0.531 (0.133) 0.375 (0.075) <0.001 1.529 1
 IPP 0.128 (0.045) 0.151 (0.032) 0.011 0.599 0.726
 LPP 0.079 (0.023) 0.079 (0.017) 0.995 0.001 0.050
Mediolateral mean location (%)
 ICP -0.761 (2.069) -1.432 (1.692) 0.123 0.360 0.337
 LCP 6.063 (3.236) 6.235 (1.431) 0.787 0.075 0.062
 FFP 7.162 (2.294) 7.736 (2.544) 0.320 0.231 0.167
 LCP+FFP 6.433 (2.275) 6.600 (1.766) 0.720 0.083 0.065
 IPP 3.880 (2.277) 4.064 (1.943) 0.706 0.087 0.066
 LPP -7.546 (4.319) -6.043 (3.624) 0.103 0.381 0.370
Anteroposterior mean location (%)
 ICP -6.945 (1.428) -7.865 (1.194) 0.003 0.706 0.855
 LCP 14.993 (3.280) 16.606 (2.466) 0.016 0.569 0.682
 FFP 34.367 (5.663) 39.739 (3.995) <0.001 1.131 0.998
 LCP+FFP 24.509 (4.184) 26.127 (2.787) 0.071 0.473 0.525
 IPP 56.331 (6.581) 59.287 (4.227) 0.018 0.558 0.664
 LPP 69.917 (3.802) 72.898 (4.877) 0.006 0.654 0.798
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cm)
 ICP 0.614 (0.136) 0.589 (0.125) 0.418 0.188 0.127
 LCP 1.084 (0.547) 1.03 (0.175) 0.612 0.146 0.096
 FFP 0.522 (0.196) 0.389 (0.115) 0.002 0.868 0.960
 LCP+FFP 1.303 (0.516) 1.187 (0.185) 0.253 0.328 0.289
 IPP 0.902 (0.293) 0.867 (0.221) 0.549 0.139 0.091
 LPP 1.715 (0.373) 1.767 (0.371) 0.557 0.136 0.090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range (cm)
 ICP 2.012 (0.602) 1.984 (0.525) 0.828 0.050 0.055
 LCP 6.086 (1.378) 7.361 (1.042) <0.001 1.067 0.995
 FFP 6.231 (1.146) 5.271 (1.266) 0.001 0.775 0.912
 LCP+FFP 12.035 (2.026) 12.76 (0.934) 0.035 0.496 0.564
 IPP 2.363 (0.670) 2.801 (0.568) 0.003 0.710 0.859
 LPP 4.170 (0.736) 4.154 (0.421) 0.901 0.029 0.052
Mediolateral velocity (m/s)
 ICP 0.408 (0.216) 0.355 (0.134) 0.180 0.312 0.266
 LCP 0.143 (0.077) 0.126 (0.024) 0.162 0.326 0.287
 FFP 0.085 (0.013) 0.09 (0.016) 0.113 0.371 0.354
 LCP+FFP 0.104 (0.023) 0.106 (0.015) 0.663 0.101 0.072
 IPP 0.17 (0.089) 0.13 (0.018) 0.023 0.700 0.849
 LPP 0.515 (0.106) 0.514 (0.108) 0.980 0.006 0.050
Anteroposterior velocity (m/s)
 ICP 0.911 (0.633) 0.758 (0.211) 0.125 0.358 0.334
 LCP 0.524 (0.174) 0.552 (0.123) 0.408 0.192 0.130
 FFP 0.441 (0.110) 0.54 (0.148) 0.002 0.731 0.878
 LCP+FFP 0.439 (0.060) 0.516 (0.103) <0.001 0.849 0.953
 IPP 0.455 (0.885) 0.273 (0.062) 0.159 0.329 0.290
 LPP 0.678 (0.222) 0.642 (0.130) 0.368 0.209 0.145
Total velocity (m/s)
 ICP 1.068 (0.682) 0.902 (0.269) 0.133 0.351 0.323
 LCP 0.559 (0.195) 0.577 (0.125) 0.617 0.116 0.079
 FFP 0.460 (0.108) 0.558 (0.147) 0.003 0.721 0.869
 LCP+FFP 0.464 (0.064) 0.537 (0.103) <0.001 0.798 0.927
 IPP 0.513 (0.882) 0.320 (0.062) 0.132 0.351 0.324
 LPP 0.944 (0.252) 0.911 (0.168) 0.483 0.163 0.107

PS, propensity score; ICP, initial contact phase; LCP, late contact phase; FFP, foot flat phase; IPP, initial propulsive phase; LPP, late propulsiv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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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the coefficient of variance of center of pressure variables in ipsi-lesional side

Stroke PS-matched control p-value Cohen’s d Power
Duration of subphases (%)
 ICP 32.1 (16.4) 18.3 (9.7) <0.001 1.079 0.996
 LCP 34.5 (8.7) 27.0 (8.1) <0.001 0.891 0.968
 FFP 31.7 (10.6) 35.7 (12.2) 0.146 0.339 0.305
 LCP+FFP 12.1 (3.2) 9.8 (2.9) 0.002 0.749 0.893
 IPP 27.8 (10.4) 17.7 (5.3) <0.001 1.294 1
 LPP 21.3 (6.6) 19.0 (6.8) 0.159 0.329 0.290
Mediolateral mean location (%)
 ICP 33.3 (267.0) 145.0 (846.0) 0.489 0.161 0.106
 LCP 115.1 (590.0) 44.1 (27.1) 0.523 0.194 0.131
 FFP 67.0 (45.7) 58.6 (27.9) 0.316 0.233 0.169
 LCP+FFP 59.5 (52.4) 46.1 (24.9) 0.134 0.350 0.322
 IPP 104.0 (1,268.0) 75.9 (174.0) 0.331 0.226 0.162
 LPP 118.0 (418.0) 102.0 (230.0) 0.829 0.050 0.055
Anteroposterior mean location (%)
 ICP 27.9 (22.2) 19.8 (5.7) 0.065 0.555 0.660
 LCP 21.6 (6.0) 17.3 (4.2) 0.001 0.862 0.958
 FFP 10.9 (3.5) 8.4 (2.4) 0.002 0.852 0.954
 LCP+FFP 12.7 (4.1) 9.0 (2.9) <0.001 1.050 0.994
 IPP 3.5 (3.9) 2.6 (0.6) 0.139 0.345 0.315
 LPP 3.5 (2.8) 2.5 (0.9) 0.025 0.529 0.619
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
 ICP 54.8 (13.6) 54.9 (26.7) 0.983 0.005 0.050
 LCP 35.7 (11.9) 32.8 (12.6) 0.316 0.233 0.169
 FFP 41.3 (8.2) 50.1 (11) <0.001 0.865 0.959
 LCP+FFP 31.4 (9.7) 31.3 (10.2) 0.966 0.010 0.050
 IPP 35.8 (11.7) 36.5 (10) 0.781 0.065 0.059
 LPP 29.9 (8.9) 29.3 (7.3) 0.772 0.067 0.060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range (%)
 ICP 39.5 (17.2) 30.0 (29.0) 0.113 0.371 0.354
 LCP 20.3 (9.5) 15.2 (5.0) 0.010 0.720 0.868
 FFP 17.7 (7.1) 25.9 (12.7) <0.001 0.738 0.884
 LCP+FFP 7.3 (5.8) 4.7 (3.6) 0.034 0.567 0.679
 IPP 25.5 (10.2) 18.8 (5.7) 0.003 0.849 0.953
 LPP 14.4 (5.3) 11.2 (5.7) 0.018 0.559 0.666
Mediolateral velocity (%)
 ICP 46.8 (25.1) 37.1 (7.6) 0.051 0.581 0.700
 LCP 27.1 (13.7) 20.2 (8.5) 0.008 0.628 0.766
 FFP 18.4 (4.3) 21.1 (8.3) 0.071 0.365 0.346
 LCP+FFP 14.5 (4.6) 12.2 (4.4) 0.032 0.504 0.577
 IPP 21.2 (7.7) 17.2 (4.9) 0.006 0.649 0.792
 LPP 31.3 (10.9) 28.9 (7.4) 0.308 0.262 0.202
Anteroposterior velocity (%)
 ICP 29.8 (12.0) 20.6 (7.2) <0.001 0.977 0.987
 LCP 26.7 (9.6) 19.1 (8.2) <0.001 0.863 0.958
 FFP 19.0 (6.1) 18.7 (6.1) 0.820 0.053 0.056
 LCP+FFP 11.5 (3.2) 9.5 (3.0) 0.005 0.660 0.806
 IPP 19.9 (7.4) 14.7 (3.6) <0.001 0.964 0.985
 LPP 19.9 (7.9) 17.4 (10.4) 0.274 0.255 0.193
Total velocity (%)
 ICP 28.4 (12.1) 19.4 (5.7) <0.001 1.026 0.992
 LCP 26.3 (9.4) 18.7 (8.1) <0.001 0.876 0.963
 FFP 18.3 (5.8) 17.9 (5.9) 0.730 0.080 0.063
 LCP+FFP 11.3 (3.2) 9.2 (2.9) 0.004 0.683 0.832
 IPP 18.3 (6.6) 13.5 (3.5) <0.001 0.965 0.985
 LPP 21.5 (7.5) 19.4 (7.9) 0.265 0.259 0.198

PS, propensity score; ICP, initial contact phase; LCP, late contact phase; FFP, foot flat phase; IPP, initial propulsive phase; LPP, late propulsiv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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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the coefficient of variance of center of pressure variables in contra-lesional side

Stroke PS-matched control p-value Cohen’s d Power
Duration of subphases (%)
 ICP 38.4 (26.2) 17.9 (6.3) <0.001 1.201 0.999
 LCP 33.8 (9.5) 25.9 (8.4) <0.001 0.884 0.966
 FFP 30.8 (9.3) 35.2 (13.5) 0.089 0.364 0.343
 LCP+FFP 11.9 (3.6) 9.5 (3.0) 0.003 0.712 0.861
 IPP 23.8 (21.1) 18.1 (4.9) 0.160 0.419 0.434
 LPP 21.1 (5.4) 18.6 (5.4) 0.048 0.464 0.510
Mediolateral mean location (%)
 ICP 416.9 (2,116.0) 79.8 (504.0) 0.121 0.362 0.340
 LCP -13.9 (349) 42.9 (26.9) 0.262 0.261 0.201
 FFP 59.0 (29.9) 72.4 (61.0) 0.270 0.257 0.195
 LCP+FFP 50.0 (29.3) 51.5 (34.4) 0.850 0.044 0.054
 IPP 57.1 (1,263.0) 50.8 (265.0) 0.566 0.133 0.088
 LPP 67.6 (321.0) 28.8 (196.0) 0.509 0.153 0.100
Anteroposterior mean location (%)
 ICP 34.6 (34.1) 20.4 (8.3) 0.034 0.643 0.785
 LCP 20.5 (4.7) 17.5 (5.2) 0.011 0.600 0.728
 FFP 10.9 (3.1) 7.7 (1.9) <0.001 1.298 1
 LCP+FFP 12.7 (3.6) 9.4 (2.8) <0.001 1.050 0.994
 IPP 3.4 (3.2) 2.6 (0.7) 0.077 0.414 0.426
 LPP 3.6 (1.8) 2.6 (0.7) 0.006 0.811 0.934
Mediolateral displacement range (%)
 ICP 56.3 (17.6) 51.9 (11.0) 0.174 0.317 0.273
 LCP 38.7 (16.0) 32.0 (10.6) 0.029 0.512 0.592
 FFP 42.8 (9.8) 50.5 (12.9) 0.007 0.637 0.778
 LCP+FFP 33.9 (11.8) 28.8 (9.2) 0.038 0.486 0.548
 IPP 35.1 (10.8) 36.8 (11.5) 0.521 0.150 0.098
 LPP 28.5 (7.0) 28.0 (6.9) 0.760 0.071 0.061
Anteroposterior displacement range (%)
 ICP 41.6 (21.1) 29.6 (12.9) 0.008 0.720 0.868
 LCP 18.8 (6.2) 15.0 (4.0) 0.002 0.749 0.893
 FFP 19.6 (8.7) 27.4 (14.5) 0.004 0.607 0.738
 LCP+FFP 7.6 (6.8) 4.5 (1.8) 0.023 0.688 0.837
 IPP 25.1 (9.7) 20.2 (5.9) 0.008 0.639 0.772
 LPP 14.3 (5.6) 10.4 (3.6) <0.001 0.864 0.959
Mediolateral velocity (%)
 ICP 48.4 (27.6) 40.5 (16.8) 0.122 0.361 0.339
 LCP 26.2 (9.1) 19.4 (5.7) <0.001 0.936 0.979
 FFP 19.5 (4.3) 21.2 (7.4) 0.267 0.258 0.197
 LCP+FFP 15.0 (4.2) 11.7 (2.7) <0.001 0.954 0.983
 IPP 20.5 (6.5) 16.8 (3.9) 0.009 0.717 0.866
 LPP 31.1 (10.8) 28.1 (6.8) 0.187 0.347 0.317
Anteroposterior velocity (%)
 ICP 31.7 (20.2) 23.4 (19.1) 0.076 0.415 0.427
 LCP 24.3 (8.5) 18.6 (6.7) 0.002 0.748 0.892
 FFP 20.8 (5.5) 19.4 (5.8) 0.314 0.234 0.171
 LCP+FFP 12.0 (3.2) 9.1 (2.6) <0.001 1.017 0.992
 IPP 19.6 (5.9) 14.7 (3.6) <0.001 1.034 0.993
 LPP 20.6 (8.4) 17.7 (5.4) 0.109 0.421 0.436
Total velocity (%)
 ICP 30.8 (19.2) 22.4 (16.5) 0.044 0.473 0.525
 LCP 23.8 (8.3) 18.2 (6.6) 0.001 0.765 0.905
 FFP 20.0 (5.2) 18.6 (5.6) 0.272 0.256 0.194
 LCP+FFP 11.7 (3.3) 8.8 (2.5) <0.001 0.995 0.989
 IPP 18 (5.7) 13.4 (3.1) <0.001 1.080 0.996
 LPP 22.1 (8.6) 19.5 (5.4) 0.104 0.380 0.370

PS, propensity score; ICP, initial contact phase; LCP, late contact phase; FFP, foot flat phase; IPP, initial propulsive phase; LPP, late propulsiv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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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매트를 이용해서 얻은 다양한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의 많은 연구에서 보행 속도, 분당 걸음수, 

활보 길이(stride length)와 같은 시공간 변인이 주로 측정되었지

만, 뇌졸중군에서 뇌 병변 위치에 따라 보행능력 저하 양상이 다

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능력 

평가에 충분하지 않다[2]. 압력 중심은 다양한 보행능력 저하 양상

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정으로 사용

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기존 시공간 변인에서 얻는 보행의 기능

적 능력뿐만 아니라 체중 이동과 발의 조절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동적 균형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병변 동측 및 반대측 모두 

평평기에 압력 중심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 양발 지지기가 연장되

는 것을 보여주었다. 평평기에서 압력 중심의 안쪽 및 뒤쪽의 평

균 위치는 발의 뒤꿈치로부터 가쪽 세로궁(lateral longitudinal 
arch)으로 체중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간에

서 정상적으로 압력 중심은 가쪽 세로궁을 따라 발의 가쪽 가장자

리에서 최소한의 좌우 이동과 함께 빠르게 전방으로 이동한다

[13,14]. 이 구간에서 느린 앞뒤 속도와 넓은 범위의 좌우 이동 범

위는 뇌졸중 환자가 두 발에서 모두 가쪽 세로궁을 적절하게 이용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록 앞뒤 및 좌우 이동 범위의 

변동성은 작지만 앞뒤 위치의 변동성이 큰데, 이들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군이 양발 지지기 동안 효율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양측 모두에서 초기 추진기에 압력 중심

의 빠른 좌우 이동을 보였다. 짧은 해당 구간과 함께 빠른 속도는 

양발 지지기로부터 한발 지지기로의 변화가 그들의 동적 균형능

력에 영향을 미치고 좌우 방향으로 동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

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 동안 상당히 큰 변동성은 이러한 결

핍된 균형능력을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후기 디딤기와 초기 추진기에서 좌우 및 앞뒤 속도

의 변동성과 초기 디딤기의 전체 속도가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양

측 모두에서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발목은 뒤꿈치가 지면에 닿으

며 적응과 충격 흡수를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15]. 이러한 큰 변동

성은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발을 디딜 때 충분히 균형능력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좌우 발에서 한발 지지기에 속하는 구간인 초기 및 후기 

디딤기, 병변 동측에서 초기 추진기, 반대측에서 후기 추진기 구

간의 큰 변동성을 관찰하였다. 이들 세부 구간, 특히 초기 디딤기

와 후기 추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구간 크기의 큰 변동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압력 중심 이동을 통해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 초기 디딤기를 포함하여 입각

기 시작 시 발목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한 양발 지지기에서 한발 지지기로 변화할 때 좌우측 동요를 줄일 

수 있는 균형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결과는 또한 균

형능력의 개선 이후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은 양

발 지지기 동안 가쪽 세로궁에 대한 체중 지지에 대해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허혈성 뇌졸중군에서 보행 중 압력 중심을 측정한 유

일한 연구에서 저자들은 80 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양발 지지기에

서만 데이터를 수집하였다[16]. 저자들은 감소된 앞발의 구간과 

비마비측에서 압력 중심의 좌우 위치의 큰 변동성을 보고하였다. 

우리의 결과도 비슷하게 초기 추진기에서 더 적은 구간을 확인하

였으나, 좌우 평균 위치의 변동성은 모든 세부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리는 양측 모두에서 평평기에 더 적은 좌우 이

동 범위의 변동성과 병변 반대측에서 후기 디딤기에 더 큰 변동성

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환자군 특성에서의 차이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저자들이 그들의 환자군의 영

향을 받은 동맥을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으나 마비측과 비마비측

의 비교를 하면서 편마비 환자만이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연구에서는 경증 및 중등도의 편

마비, 단일마비 및 실조성 보행 문제를 가진 급성기 허혈성 뇌졸

중 환자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병변의 위치와 관계

없이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다발성 병변을 가진 

두 환자의 경우 편측의 병변만 가진 환자를 포함하였으나 여러 보

행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병변 위치는 보행 양상에 다

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대상자에게서 앞에서 언

급한 보행 패턴(편마비, 단일마비 및 실조성 보행)의 이질성이 존

재할 수 있다. 대조군의 경우 대뇌 영상을 시행하지 않아 대뇌 백

질 질환의 동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정상 보행 대상자만 포함되

었기 때문에 대뇌 백질 질환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발을 병변의 위치에 따라 동측과 반대

측으로 분류하였다. 좌우측의 차이나 각 측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영향을 받은 동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 상 마

비가 관찰되지 않은 환자 또한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우리 

결과는 허혈성 뇌졸중의 특정 유형에 적용하기에 제한될 수 있다. 

추후 연구는 더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여 특정 증상별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우리는 압력측정매트만 이용하여 보

행능력을 측정하였고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행 분

석은 체계적인 접근과 포괄적인 검사가 필요한 연구 분야로 향후 

연구는 3차원 동작 분석 및 표면 근전도 등의 표준적 측정과 함께 

보충적 측정으로써 함께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보행 

속도는 압력 중심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특정 

범위의 속도로 통제하거나 분석 시 속도를 보정하지 않았다. 정상

인에서의 보행 속도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11,17],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보행 속도가 압력 중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으며 향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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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속도에 따른 압력 중심 이동에 대한 보행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노인에서 정상 대조군

에 비해 다양한 압력 중심 변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특히 양발 지지기의 비효율적인 압력 중심의 이동과 한발 지

지기에서 균형능력의 결핍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노인 환자의 보행 평가 및 재활 치료 방향 설정을 

위해 임상적인 통찰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upplementary Material 

Supplementary data are available at https://doi.org/10.53991/
jgn.2022.00052. 
Supplementary Table 1. Description for sub-phases of stance 
phase. 
Supplementary Figure 1. Sample illustration for center of pres-
sure (COP) excursion. Movements of COP were illustrated on 
each case of control group (A) and acute ischemic stroke group 
(B). X and Y axes were normalized to width and length of the 
foot, respectively. Blue circles and shades indicate mean location 
and 2 standard deviation for medial-lateral movement of COP, 
respectively. Red and green diamond denote the transition time 
from single limb stance to double limb stance and that time 
from double limb stance to single limb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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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mRNA-BNT162b2 (Pfizer-BioNTech)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뇌경색 증례

채솔, 윤동민, 임성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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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with cerebral infarction accompanied by immune 
thrombocytopenia following mRNA-BNT162b2  
(Pfizer-BioNTeck) COVID-19 vacc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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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7-year-old woman presented with right hemiparesis and dysarthria. She had received the mR-
NA-BNT162b2 (Pfizer–BioNTech) 3 days ago. Initial blood and imaging test showed very low levels 
of platelets (20,000/μl) and acute middle cerebral artery territorial embolic infarction with severe 
M1 stenosis. The several blood tests to find the cause including anti-platelet factor 4 antibody 
were unremarkable. The platelet count gradually increased up to 134,000/μl after treatment with 
intravenous steroid and anticoagulation. We reported cerebral infarction related to immune 
thrombocytopenia after receiving mRNA- coronavirus disease 2019 vaccine.

Keywords: Vaccines; Thrombocytopenia; Cerebral infarction

서론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mmune thrombocytopenia)은 항혈소판항

체에 의하여 감작된 혈소판이 파괴되거나 혈소판 생성이 감소되어 

발생하는 혈액장애이다. 매년 성인 십만 명당 2-4명의 발병률을 

가지며 20-30대 여성,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성별의 차이 없이 

호발한다[1]. 대부분의 경우 자가면역과 관련하여 발생하지만 바이

러스 감염이나 백신, 약물과 같은 유발요인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

생하기도 한다. 두개내출혈을 포함한 출혈성 합병증이 흔하지만 역

설적으로 혈전증이나 전신 색전증이 발생하기도 한다[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

CoV-2)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이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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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면서 일부 백신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ChAdOx1 nCoV-19, AZD1222), 

얀센(Janssen COVID-19 vaccine, Ad26.COV2.S)과 같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hrombo-
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

라 임상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3]. 

기존에 알려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는 달리 메신저 

RNA (mRNA) 백신인 화이자(Pfizer-BioNTech, BNT162b2)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면역성 혈소판감소증은 메신저 RNA 백신 

100만 접종 당 0.80건으로 매우 드물기에[4], 저자들은 이 환자에

게서 발생한 뇌경색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87세 여자가 내원 5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우측 위약감과 구음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증상 발생 3일 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였다.

환자는 수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 내원 당시까지 경구용 혈당

강하제(glimepiride 2 mg, sitagliptin 100 mg)를 복용 중이었다. 

그 외 다른 약은 복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음주, 흡연의 개인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혈압은 125/72 mmHg이

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점상출혈이나 자반증 등 출혈을 시사하는 

특이 소견이나, 간과 비장 종대도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경

미한 구음장애와 함께 우측 상하지에서 Medical Research Coun-
cil 4등급의 반부전마비가 관찰되었다.

입원 당일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의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에서 좌측 전두엽, 두정엽 피질 및 피질하부에서 

여러 개의 급성 색전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Figure 1A). 뇌자기

공명혈관조영술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수평분절 원위부(M1)에서 

중증의 협착 소견을 보였다(Figure 1B). 

검사실 혈액검사에서 혈색소는 10.9 g/dl, 적혈구용적률은 

34.5%, 백혈구 수는 8,920/μl, 혈소판 수는 20,000/μl으로 혈소

판 수치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2년 전 타원에서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를 추후 확인한 결과 혈소판 수치는 136,000/μl로 하한 

정상치에 가까웠다. 입원 후 시행한 말초 혈액 바른 표본

(peripheral blood smear) 검사에서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은 있었

으나 이상 적혈구 및 백혈구는 관찰되지 않았다. 

프로트롬빈 시간은 14.3초(국제정상화비율 1.13), 활성화부분

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42.1초(정상치 29-45초), 섬유소원은 198 

mg/dl (정상 180-350 mg/dl)이었고, d-이중체는 1.15 mg/L (정

상 0-0.59 mg/L)로 증가되어 있었다. 항응고인자 관련 혈액검사 

상, C단백, S단백, 항트롬빈 III, 루푸스 항응고인자, 항인지질항

체(면역글로불린 M 및 면역글로불린 G)는 모두 음성 또는 정상 범

위였다. 그 외 결체조직 질환 관련 혈액검사 상 항핵항체(ANA),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항 

ds-DNA 항체, 항 CCP 항체, 항 Scl-70 항체, 항 Sm 항체, 항 

SS-A(Ro) 항체, 항 SS-B(La) 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보체

(C3,C4,CH50) 및 류마티스 인자 역시 정상 범위였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관련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서 

높은 역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HIT-IgG (platelet 
factor 4 [PF4] heparin complex IgG ab)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0.13 미만으로 음성이었다. 환자는 SARS-CoV-2 음성이었고, 다

른 바이러스 관련 항체(hepatitis C virus 항체, Epstein-Barr 

Figure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images of the patient. (A) Brain axial diffusion-weight-
ed image reveals hyperintensities in the left fronto-parietal cortex. (B) MRA image shows segmental severe stenosis at left mid 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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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항체, cytomegalovirus 항체) 모두 음성이었다. 

당화혈색소는 5.8%였고,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193 mg/dl, 저
밀도 콜레스테롤은 151 mg/dl였다. 심전도와 24시간 홀터검사에

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은 없었고, 경흉부심초음파검사에서 

전반적인 운동저하(global hypokinesia) 소견과 함께 좌심실 박출

률이 27%로 측정되었다.

혈소판 저하증으로 인한 출혈 경향을 고려하여 급성 뇌경색에 

대해 항혈소판제 사용을 유보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

방접종 후 발생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관련 안내서를 고려하여 직

접 경구용 항 Xa 억제제(rivaroxaban 15 mg/day)를 사용하였다[5]. 

또한 혈소판감소증에 대해 덱사메타손 정주요법(dexamethasone 

12 mg/day for 5 days)을 시작하였고, 치료 종료 후 측정한 혈소판

은 90,000/μl으로 상승하였다. 퇴원 시 환자의 혈소판 수치는 

134,000/μl으로 정상화 되었으며(Figure 2), 퇴원 후에도 경구용 

항 Xa 억제제(rivaroxaban 15 mg/day)를 유지하였다. 

고찰

SARS-CoV-2 백신은 크게 아데노바이러스 백터 백신과 메신저 

RNA 백신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종류의 백신 모두 체내에서 

SARS-CoV-2 바이러스의 돌기단백질(spike protein)이 생성되게 

함으로써 후천면역을 일으킨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돌기

단백질을 부호화(encoding) 하는 DNA를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인체에 주입하고, 메신저 RNA 백신은 RNA를 지질나노입자(lipid 

nano particle)로 감싼 후 주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 

이들 백신의 접종 후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그 중에서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색전증이나 전신의 정맥 혈전증 혹은 동

맥 혈전증이 드물지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3]. SARS-CoV-2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에서 역설적으로 혈전성 합

병증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anti-PF4 항체(anti-PF4 antibody)에 의한 혈소판 활성

화이다. 음전하를 띠는 아데노바이러스의 DNA가 양전하를 띠는 

PF4와 결합하고 여기에 anti-PF4 항체가 결합하여 면역복합체를 

형성한다. 이 면역복합체는 혈소판의 표면에 존재하는 FcRγII 수용

체와 결합한 후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응집을 유도하고, 혈전 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소판미세입자(platelet microparticle)를 

분비시킨다[7]. 이 가설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발생

한 뇌정맥동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내장정맥

혈전증(splanchnic vein thrombosis) 등의 정맥성 혈전증을 설명

할 수 있다[7].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메신저 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 후 동맥성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HIT-IgG (anti-
PF4 항체)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 가설로 환자의 혈소판감소증

과 혈전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둘째로, SARS-CoV-2 백신이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

통(renin-angiotensin-aldosteron system)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는 가설이다. SARS-CoV-2의 돌기단백질은 숙주세포 표면의 안

지오텐신전환효소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를 수용

체로 하여 세포 내로 침투한다[8]. 내피세포와 혈소판 표면에 존재

하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2에 돌기단백질이 결합하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는 세포 내로 이입되어 분해된다. 레닌-안지오텐신-알

도스테론계통 내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2
가 하향조절(down regulation)되면 혈전 생성 경로가 우세해지면

서 혈관수축과 염증, 혈전생성이 호발한다[8]. 

셋째로, SARS-CoV-2의 RNA가 혈액응고 연쇄반응(coagulation 

cascade)을 활성화시킨다는 설이다. 세포 외 DNA와 RNA는 혈액

응고인자 XII, XI에 결합하여 혈액응고 연쇄반응의 내인성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

는 DNA는 혈액응고인자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RNA
가 결합한다. SARS-CoV-2 백신의 표적세포가 면역반응에 의해 제

거되고 나서 혈액 내에서 부유하는 RNA가 혈액응고인자와 결합

하여 혈전을 형성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혈소판과 보체 C3 단백질, 호중구 사이의 상호작

용에 의해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 SARS-CoV-2의 핵산이 혈소

판 세포 내로 유입되면 섭취소(endosome)에 존재하는 TLR7과 

결합하여 혈소판을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혈소판이 분비한 보체 

C3 단백질은 호중구가 SARS-CoV-2의 핵산을 분비하게 하고, 

혈소판과 호중구의 응집을 촉진하여 혈전 생성에 기여한다[10]. 

본 증례의 경우 혈소판감소증이 백신 접종으로 유발된 이차성 

면역반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혈소판감소증을 유발할 만

한 약물에 노출이 없고 혈관염이나 결체조직 질환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배제되었다는 점, 덱사메타손 정주요법으로 혈소판 수치

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면역 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혈소판감소증과 이로 인한 혈전증이 중대뇌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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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graph reflects the patient’s measured platelet count during 
hospital course. After starting intravenous (IV) dexamethasone treatment 
on the 3rd day of hospitalization, Platelet levels gradu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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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착이나 심인성 색전으로 이어져 환자의 뇌경색의 발병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증례의 고찰을 미루어보면 SARS-CoV-2의 재확산으로 4차 

접종이 고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에게 메신저 RNA 백신의 신중한 투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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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중심정맥관 제거 후 자화율강조영상에서 보인 뇌공기색전증

정회종, 강상준, 한정호, 조은경, 주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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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ir embolism on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ing central venous cathete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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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air embolism (CAE), an entry of air into cerebrovascular circulation, is a rare complication 
which occurs during various in-hospital techniques. CAE has symptoms similar to acute cerebral 
infarction and causes serious neurological damage. Proper treatment must be done through rapid 
diagnosis. We present a case of CAE that showed on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llowing self removal of central venous catheter. 

Keywords: Cerebral air embolism; Central venous catheters; Magnetic resonance imaging

서론

뇌공기색전증(cerebral air embolism)은 심장수술, 중심정맥관

(central venous catheter) 시술, 혈액 투석, 내시경, 복강경수술 

등 다양한 의료 시술 이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특

히 중심정맥관과 연관되어 대략 0.033%에서 2.13%까지의 발생 

빈도를 보인다[1,2]. 이 질환은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급성 뇌경색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뇌공기색전증과 

급성 뇌경색의 치료는 다르며 특히 뇌공기색전증은 응급 고압산

소요법(hyperbaric oxygen therapy)이 필요하다[3–5]. 또한 적절

한 치료 후에도 일부 뇌공기색전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4]. 따라서 뇌공기색전증의 빠른 진단과 치

료가 중요하다. 저자들은 중심정맥관을 스스로 제거한 환자에서 시

행한 자화율강조자기공명영상(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MRI])에서 확인된 뇌공기색전증을 진단한 경험

이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고혈압 과거력이 있는 84세 남자 환자가 상복부 통증과 설사를 주

소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시행한 검사 상 복강내출혈을 동반한 구

불결장천공(sigmoid colon perforation)으로 외과에 입원하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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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하트만수술(Hartmann’s operation)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6일째에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던 중 섬망증상이 있어 중심정맥관

을 스스로 제거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의식변화와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신경과에 의뢰되었다. 신경학적 진찰 상 의식은 기면상

태였고, 뇌줄기반사는 정상이었다. 근력은 우측 상지에서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grade 1이었고, 우측 하지에서 MRC 

grade 2였다. 감각평가에서는 통증 자극에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뇌기능검사는 환자의 협조가 어려워 수행하지 못하였다. 심부

건반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바빈스키(Babinski) 반사는 음

성이었다.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짧은 시간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

기 때문에 가장 먼저 뇌공기색전증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즉시 트

렌델렌버그(Trendelenburg) 자세로 바꾸고 좌측 측와위 자세

(Durant position)로 변경하였다. 환자의 협조 어려움으로 고압산

소치료는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분당 40 L의 고유량비강캐뉼라

(high-flow oxygen nasal cannula)를 적용하였다.

증상 발생 1시간 후 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을 

시행하였고, 확산제한병변(diffusion restriction lesion)은 관찰되

지 않았으며, 뇌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영상에

서 공기밀도와 같은 공기색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

았다(Figure 1A, B). 16시간 후 시행한 조영증강 T1 강조영상

(contrast-enhanced T1-weighted MRI)에서 좌측 대뇌 볼록부

위(cerebral convexity)에 연수막조영증강(leptomeningeal en-
hancement)이 관찰되었다(Figure 1C). 자화율강조영상에서는 좌

측 전중심이랑(precentral gyrus)에 증상과 관련 있는 2개의 둥근 

모양(round shape)의 저밀도 병변이 보였다(Figure 1D–F). 관류 

영상(perfusion MRI)에서는 명확한 비정상적인 관류 결함이나 관

류 지연을 보이지 않았다. 뇌파검사에서 간질성 방전(epileptiform 

discharge)는 없었다. 경흉부 심초음파에서는 역행성 색전증

(paradoxical embolism)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내 션트(shunt)가 

관찰되지 않았고, 좌심실 확장기 장애 grade 2를 보였다. 혈액검

사에서 C반응성단백질의 경미한 상승을 제외하고 다른 이상은 없

었다. 4일 후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였고 백혈구 3/ml, 단백질 

66.3 mg/dl, 포도당 71 mg/dl, 혈청 단백질 5.2 g/dl, 혈청 포도

당 111 mg/dl, 뇌척수액 개방압력은 5 cmH2O였다. 그람 염색, 

acid fast bacillus 염색, periodic acid Schiff 염색을 포함한 균 배

양검사에서 호기성균, 혐기성균, 곰팡이류, 균사는 없었다. 10일 

후 뇌 전산화단층촬영과 확산강조영상을 시행하였고, 이전에 시

행한 영상과 비교하여 명확한 변화는 없었다. 재시행한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에서 연수막 조영증강은 없었고, 자화율강조영상에

서 저밀도 병변도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G, H). 환자는 이후 

근력이 호전되어 우측 상하지 MRC grade 4로 퇴원하였다. 퇴원 

후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외래 진료를 시행하였고 거의 완전한 근

력 회복을 보였다. 

Figure 1. Initial brain computed tomography (C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Brain CT shows no signs of air embolism such as air den-
sity. (B) Diffusion weighted image demonstrates no acute lesion. (C) Contrast-enhanced T1-weighted MRI presents leptomeningeal enhancement (blue 
arrow) over the left cerebral convexity. (D–F) Susceptibility 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 (SWI) magnitude image and filtered phase image show 
two round shaped hypodense lesions (red arrows) in left precentral gyrus. (G, H) SWI magnitude image and filtered phase image which was performed 
10 days later did not show two round shaped hypodense lesions (yellow arrows) in left precentral g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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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뇌공기색전증은 크게 정맥성과 동맥성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1,5]. 정맥 공기색전증은 중심정맥관 시술, 혈액 투석, 정

맥 조영제 주입, 심박조율기, 제세동기 시술, 고주파 심장 절제술

과 같은 다양한 술기 중에 발생할 수 있다. 경정맥에서 공기의 역

행성 흐름(retrograde movement)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직립 자

세(upright position)를 유지할 때 더 자주 발생한다. 동맥공기색

전증의 경우에는 공기가 동맥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션트를 통해 

정맥에서 동맥으로 이동할 수 있다[5]. 정맥 뇌공기색전증에서는 

대뇌피질열구(cortical sulci)를 따라 구불구불한 모양의 저신호강

도가 주로 관찰되지만 동맥 뇌공기색전증에서는 뇌 실질에 점상

의 저신호강도가 나타난다[1]. 본 환자의 경우에 심장 내 션트가 

없고 정맥혈로 유입된 공기량이 적다면 폐모세혈관에서 공기방울

이 걸러지므로 색전증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경정맥에

서 역행성 흐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뇌 영상에서 보이는 2개의 작

은 둥근 저신호강도 모양을 고려하였을 때 저자들은 정맥 공기색

전증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흉부 심초음파에

서 심장 내 션트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낮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

를 보이는 검사임을 감안하여 실제 심장 내 션트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동맥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동맥성 뇌공기색전증으로 생각하

였다[6]. 

일반적으로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공기색전증은 둥근 모양의 

저밀도 병변으로 나타나며 빠르게 용해되기 때문에 초기에 기포

가 나타났다가 소실된다. 확산강조영상에서는 초급성기에 공기색

전증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5]. 또한 공기는 자기장 민감도가 

낮아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환자에

서 초기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기포가 없었고 뇌 확산강조영상

에서도 급성 병변이 없었다. 아마도 두 가지 영상을 빠른 시간 내

에 촬영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부 뇌공기색전증 환자의 경우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며 43%에서 잔여 신경학적 결함

(residual neurological deficit) 및 7%에서 국소 운동 결함(focal 
motor deficit)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환자

의 경우 퇴원 시 운동 능력은 호전되었고 최종적으로 거의 MRC 

grade 5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자들은 신경학적 증상이 호

전 과정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환자에서 영상 검

사를 시행하여 뇌공기색전증을 의심한 후 즉시 산소치료를 시행

하였기 때문에 영상을 추시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초기 치료를 통

해 작은 크기의 병변이 점차 감소하여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하였다. 

자화율강조영상은 기울기에코영상(Gradient echo image)으로 

얻어진 각 조직 간의 자기공명신호의 위상 정보(phase information)

를 조직 간 자기장 민감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강조하여 기존의 

영상 정보와 함께 나타내는 기법으로 정맥, 출혈, 철분, 칼슘 함유

로 인한 조직 내 자기장 민감성의 차이를 표현해 낼 수 있어 병변

의 감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7]. 본 환자에서 시행한 자화

율강조영상에서 좌측 중심앞이랑에 두 개의 저신호강도가 보였

다. 조영증강 T1 강조영상에서 좌측 대뇌 볼록부에 혈액뇌장벽

(blood brain barrier)의 손상을 시사하는 연수막 조영증강이 보였

으나 10일 후 재시행한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이전 연

구들에서 대뇌 허혈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혈액뇌장벽 파괴

를 유발하며 기포가 국소 혈류를 방해할 수 있고 혈액뇌장벽을 손

상시켜 지주막하 공간에 가돌리늄(gadolinium)이 축적될 수 있음

을 보였다[8–10]. 본 환자에서 일시적인 연수막 조영증강이 있었

으나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이를 통해 연수막 암종

(leptomeningeal carcinomatosis)이나 수막염(meningitis)과 같은 연

수막 조영증강의 다른 원인들을 배제할 수 있었고, 조영증강의 원인

은 뇌공기색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Jeon과 Kang [11]은 기울기에코영상에서 보이는 다발성의 작

은 저신호강도 병변의 감별진단으로 뇌공기색전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혈액뇌장벽의 손상과 관련된 미세뇌출혈(microbleed)을 

포함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Hwang과 Kim [12]은 기포는 자

화율강조영상에서 블루밍(blooming)과 앨리어싱(aliasing) 인공음

영(artifact)이 동반된 저신호강도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본 환

자에서는 자화율강조영상에서 블루밍과 앨리어싱 인공음영이 없

는(without blooming and aliasing artifacts) 둥근 모양의 저신호

강도가 보였으며, 추적 영상검사에서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본 환자의 병력과 뇌 영상검사를 종합하여 신

경학적 증상과 관련성이 있는 부위에 발생한 뇌공기색전증으로 

생각하였다. 

뇌공기색전증은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주로 관찰되지만 본 환

자에서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초기 뇌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환자의 병력과 임상증상이 

명확하다면 추가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자화

율강조영상이 필수적이다.

아직까지 뇌공기색전증 진단을 위하여 언제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영상검사를 통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자화율강조영상이 뇌공

기색전증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추후에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뇌공기색전증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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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Editor,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NMS) is a life-threatening neuropsychiatric emergency mani-

festing hyperpyrexia, rigidity, altered consciousness, and autonomic instability [1]. NMS is associat-
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D2 dopamine receptor-blocking antipsychotics or abrupt discontinua-
tion of antiparkinsonian drugs [1]. Although the pathophysiology of NMS is mainly considered 
acute interruptions of dopaminergic transmission in the basal ganglia and hypothalamus, but there 
are sever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MS, including dehydration, agitation, 
organic brain disorders, and concomitant medical illness [1]. During the ongoing coronavirus dis-
ease 2019 (COVID-19) pandemic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various neurological manifestations and complications of COVID-19 have been re-
ported, ranging from headache, anosmia and ageusia to cerebrovascular disease, seizure, and enceph-
alopathy [2]. However, there are few reports of NMS accompanying the acute phase of COVID-19. 
We report a rare case of the patient who developed fulminant NMS with COVID-19. 

A 51-year-old female patient with a 30-year of history of schizophrenia, presented to the emergen-
cy department (ED) with altered mental status and fever. She has been managed with electroconvul-
sive therapy (ECT); antipsychotic drugs, including 3 mg of risperidone, 5 mg of aripiprazole, and 
300 mg of clozapine; and 1mg of lorazepam. She could independently perform her daily activities 
and reported no recent changes to her medications. She had no history of NMS. She has been diag-
nosed with COVID-19 four days before admission and had been feeling feverish since then. In the 
ED, she exhibited a high body temperature (40.2 °C), tachycardia (128 beats per minute), and tachy-
pnea (42 breathes/min). Neurological examination revealed a drowsy and confused mental status 
and marked rigidity in all limbs. Laboratory tests showed elevated concentrations of creatinine kinase 
(CK) (27,747 U/L), alanine aminotransferase (90 IU/L), aspartate aminotransferase (424 IU/L), 
serum sodium (158 mmol/L), and creatinine (4.03 mg/dl). Chest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peripheral infiltrates in the left lower lung. There were no remarkable abnormalities in the results of 
brain imaging and cerebrospinal fluid study.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NMS. Emergency intu-
bation was performed and massive hydration was started. However, the urine output gradually de-
creased and the CK level further increased to above 124,334 U/L. The patient was admitted to the 
intensive care unit (ICU) and,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 for rhabdomyoly-
sis-induced acute kidney injury was started. In the ICU, she was treated with bromocriptine (a 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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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ing dose followed by 2.5 mg doses three times daily via na-
sogastric tube), and all antipsychotic medications were discon-
tinued. After 5 days of CRRT, the patient was extubated, and the 
CK and creatinine levels decreased to 3,665 U/L and 2.02 mg/
dl, respectively. However, the patient’s urine output had not re-
covered; therefore, hemodialysis was continued. Additionally, as 
there was no improvement in rigidity, the bromocriptine dose 
was increased to 15 mg per day. The patient was more alert than 
before, but she began to mumble to herself and had delusions 
and agitation. On hospital day 14, 2.5 mg of risperidone was ad-
ministered for psychosis management in consultation with psy-
chiatrists. However, risperidone was discontinued because the 
patient showed worsened rigidity and developed symptoms of 
catatonia such as mutism, unresponsiveness to stimuli, and im-
mobility (Supplementary Video 1). On hospital day 17, the pa-
tient was transferred to the general ward, and the CK level was 
decreased to 196 U/L. Thereafter, her rigidity and voluntary 
movements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 patient had re-
curring intermittent fever without a specific origin of infection. 
On hospital day 30, we started tapering off the bromocriptine 
dose and began administering 12.5 mg of clozapine. On hospital 
day 47, the patient’s urine volume began to improve from anuria 
to about 100 ml per 8 hours. The clozapine dose was increased 
to 50 mg per day. Her rigidity had completely resolved, but re-
sidual catatonic symptoms persisted. Eight weeks after admis-
sion, the patient resumed ECT for managing her catatonic 
symptoms while maintaining hemodialysis. After five ECT ses-
sions, the patient’s catatonia and intermittent fever improved, 
and normal conversation was possible. 

NMS is considered an idiosyncratic reaction, and it usually 
develops within 10 days of beginning the use of neuroleptic 
agents [1]. The patient with COVID-19 in our report fulfilled 
Levenson’s criteria for the diagnosis of NMS [3], but she devel-
oped NMS despite long-term antipsychotics treatment. There 
are three published case reports of NMS associated with 
COVID-19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disorder [4–6]. In two cases, NMS was associated with the ad-
ministration of haloperidol, which is known risk factor of pre-
cipitating NMS [4,5]. In the third case, NMS was associated 
with the re-introduction of atypical antipsychotics, including 
risperidone and clozapine [6]. Our case illustrates COVID-19 
may be a risk factor for NMS development, even in patients re-
ceiving a stable dosage of atypical antipsychotics. Previous stud-
ies of NMS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reported that in-
tercurrent respiratory or gastrointestinal tract infection could 
trigger NMS development in the absence of changes in medica-

tions [7,8]. Although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relation-
ship between infection and NMS remains unclear, stress and de-
hydration associated with infection may play a role in the devel-
opment of NMS [7]. In addition, our patient had severe renal 
failure due to rhabdomyolysis with extremely high CK levels 
and took a long time to recover from NM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termine how COVID-19 affects the severity and 
clinical outcomes of NMS. 

Neuroinvasion of SARS-CoV-2 reportedly occurs through the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ACE2) receptor on host cells 
[2,9]. The ACE2 receptor is widely expressed in the central ner-
vous system (CNS), particularly in the substantia nigra, middle 
temporal lobe, posterior cingulate cortex, and olfactory bulb [4]. 
The olfactory bulb has been found to be the main route of entry 
of SARS-CoV-2 into the CNS [9]. Because the olfactory system 
has complex neuronal connections with the hypothalamus, 
which is critical for maintaining homeostasis and thermoregula-
tion [9], SARS-CoV-2 infection through the olfactory bulb-hy-
pothalamic network might contribute to the increased likeli-
hood of developing NMS in patient with COVID-19. Further-
more, recent experimental evidence demonstrated that dopami-
nergic neurons were more permissive to SARS-CoV-2 infection 
than microglia, macrophages, or cortical neurons [10]. Howev-
er,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 by which COVID-19 in-
creases the risk of NMS remains unclear.  

In conclusion, our patient with COVID-19 developed fulmi-
nant course of NMS despite long-term treatment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Our case highlights that NMS also need to be 
considered a neurological manifestation of COVID-19, espe-
cially in patient receiving neuroleptics. 

Supplementary Material 
Supplementary data are available at https://doi.org/10.53991/
jgn.2022.00073.  

Supplementary Video 1. The video shows a 51-year-old female 
patient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who developed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She shows catatonic symptoms such as im-
mobility, mutism, unresponsiveness to stimuli, and rigidity of the 
upper and lower extrem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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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톤성 고혈당은 의식저하와 경련발작 등의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대사 질환

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실어증만을 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1,2]. 실어증이 일

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뇌졸중으로 인한 

실어증과는 달리 고혈당에 의한 실어증은 신경학적 진찰과 신경영상검사만으로는 명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 저자들은 비케톤성 고혈당으로 유발된 실어증을 적절한 혈당 조절을 통해 치료한 환자를 경험

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71세 남자가 1주일 전부터 하루에 3회, 회당 30분 정도의 간헐적인 언어장애가 발생하여 응급실에 

왔다.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으나 군것질을 자주하며 식습관 조절이 

불량하였으며, 평소 당뇨병약 복약 순응도가 낮았다. 혈압은 132/70 mmHg, 심박동수는 60회/분, 체

온은 정상이며, 심전도는 이상 없었다. 지속적으로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으며, 신체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졌다. 언어기능 평가에서 이

름 대기, 유창성은 중등도로 저하되었고, 이해하기는 경미하게 감소되었으며 따라 말하기는 정상으로 

평가되어 피질경유 운동실어증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신경계검사는 정상이었다. 일반혈액검사에서 혈

색소 12.2 g/dl, 백혈구 수 5.08×103/mm3, 혈소판 수 184×103/mm3로 정상이었다. 일반화학검사

에서 혈당이 296 mg/dl로 상승되어 있었고, 혈중오스몰농도는 296 mOsm/kg로 정상이었다. 또한 당

화혈색소 8.8% (참고치 3.5-6.4%), 공복혈당 156 mg/dl (참고치 74-99 mg/dl) 및 식후 2시간 혈당 

349 mg/dl으로 상승되어 있었다. 케톤체는 정상이었으며, 소변에서는 음성이었다. 뇌척수액 검사는 정

상으로 감염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은 배제하였고, 종양표지자 및 신생물딸림 항체 검사도 이상 없어 종

양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도 낮았다.

뇌컴퓨터단층촬영 및 뇌확산강조자기공명영상에서 급성기의 병터는 없었고(Figure 1A), 뇌혈관자기

공명영상은 정상이었다. T2 강조영상과 액체감쇠역전회복영상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Figure 1B), 조

영증강뇌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부위에 경미한 국소적인 조영증강이 있었다

(Figure 1C). 경대퇴동맥뇌혈관조영술에서 경막동정맥루 등의 두개내 혈관 기형 및 정맥 배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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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혈관 병터는 없었다. 응급실 방문 1시간 후 혈당 조절 및 

수액공급을 하며, 보존적인 치료를 하던 중 실어증은 호전되어 정

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다. 뇌F-18불소화포도당양전자방출단층

촬영에서는 좌측 측두엽과 두정엽에서의 불소화포도당의 대사가 

비대칭적으로 경미하게 감소되어 있었다(Figure 1D). 입원 기간 

중 각성 및 수면뇌파 검사는 고혈당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정상 

혈당 상태에서 1차례 각각 실시하였는데 유의한 뇌전증양 방출없

이 정상소견이었다. 입원 3일째 실어증이 발생하였을 때 혈당은 

284 mg/dl였으며, 30분 후 증상은 자발적으로 호전되었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당시 2번째 뇌파검사를 시행했

으나 증상 지속시간이 짧아 검사 중에는 실어증이 없었다(Figure 

1E). 고혈당에 의해 실어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 

기간 중 식후 혈당을 100-200 mg/dl 사이로 조절하며 평균 공복

혈당을 150 mg/dl 미만으로 조절하였다. 혈당 조절 후 실어증은 

재발하지 않았고, 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에서 실어증지수 95
점으로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고혈당으로 인한 실어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고혈당이 지속되면 

gamma-aminobutylic acid (GABA)의 과도한 대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GABA 농도의 감소 때문에 발작의 역치가 낮아지게 되

고, 실어증을 유발하는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3]. 둘째, 고혈당으

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지질의 과산화(peroxidation), 단백

질의 카르보닐화(carbonylation), DNA 손상을 통해 신경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고, 핵인자-카파 B (nuclear factor kappa B)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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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염증 사이토카인 생성이 유발되어 혈관염증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염증반응은 뇌허혈을 초래하여 실어증이 발생할 수 있

다[4].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관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이 저하되어, 이로 인한 혈관협착과 대뇌관류의 감소가 일어

나 대뇌 자동조절능의 손상과, 일시적인 뇌허혈이 발생하여 실어

증을 유발할 수 있다[1]. 특히 고혈당은 허혈부위의 혈액뇌장벽 손

상을 악화시켜 뇌부종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증례의 경우 의식소

실이나 다른 신경학적결손 없이 단독적으로 하루에 30분가량 3회 

정도의 실어증이 1주일 동안 보여 내원한 경우로, 임상양상을 고

려하였을 때 일과성 허혈발작 가능성이 낮았다. 고혈당으로 유발

된 발작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3차례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발작이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영증강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좌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서 국소적

인 조영증강이 보였으므로, 고혈당에 의한 혈관 염증과 혈액뇌장

벽의 손상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5]. 뇌 양전

자방출단층촬영검사에서 확인된 좌측 대뇌반구의 대사 감소 또한 

혈액뇌장벽 손상으로 인한 대뇌반구의 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소

견에 부합하였다[6]. 

이전 보고에 의하면 고혈당에 의한 실어증은 대부분 350 mg/dl 
이상의 고혈당 환자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7]. 그러

나 실어증을 유발할 수 있는 혈당과 혈중오스몰농도에 대한 정확

한 참고치는 알려진 바 없어, 고혈당에 의한 증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뇌영상검사와 뇌파 및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임상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본 증례의 경우 다른 선행 증례들과 비

교하였을 때 혈당과 혈중오스몰농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뇌자

기공명영상검사와 추가적인 뇌혈관검사에서 뇌혈관 질환을 배제

하였으며, 혈액 및 뇌척수액 검사에서 감염 및 종양관련 증상일 가

능성은 낮았기 때문에 고혈당에 의한 증상을 의심할 수 있었다. 

또한 비케톤성 고혈당증 발생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당뇨약제 

복약순응도가 좋지 못한 고령의 환자였다는 점과 간헐적으로 발

생하는 실어증이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시행한 후 모두 호전되었

다는 점에서 고혈당에 의한 실어증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비케톤

성 고혈당으로 인하여 의식소실 없이 단독적인 실어증만 보이는 

증례는 비교적 드물고 급성 뇌경색 및 일과성 허혈발작과 유사하

기 떄문에 감별 진단이 까다롭다. 적절한 혈당 조절을 통해 실어

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다른 신경계 이상 없이 

실어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

을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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