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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1. 뒷목이 뻐근한 증상으로 내원한 57세 남자 환자 

 

1개월 전 직장 신체 검진에서 우연히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됨. 

혈압: 150/100 mmHg (우측) – 160/100mmHg (좌측) 

흡연: 1주일에 1개비 정도 x 3~4년 

음주: 하루 소주 3-4병, 1주일에 5일 

Cholesterol: 207mg/dl, TG 138mg/dl, HDL 46mg/dl, LDL 132mg/dl 

BUN/Cr 17/1.0mg/dl 

ECG: No remarkable finding 

Spot urine microalbumin/creatinine = 0.069 (남자의 정상  22mg/g 

creatinine)  

 

Pulse wave velocity 

 

 

해설)  

1. Pulse wave velocity의 측정 부위 

1) Carotid-femoral PWV: 대동맥 경화도를 반영하므로 ‘gold-standard’ 측

정법으로 여겨짐1. 

2) 고혈압 환자에서 Carotid-femoral PWV는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등 심

혈관 합병증 및 사망의 유의한 예측 인자로 알려짐. 이에 따라 2007년의 유



럽 심장 학회-고혈압 학회의 고혈압 진료 권고안에서는 Carotid-femoral 

pulse wave velocity > 12m/s을 표적장기 미세손상 (Subclinical organ 

damage)의 지표로 권장되고 있음. 

3) 이전 연구에서는 brachial-ankle PWV의 경우 a) 동일 혈관이 아닌 상지 

와 하지 별개의 혈관이므로 이 둘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합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b) elastic artery인 대동맥 보다는 peripheral muscular artery의 경

화도를 반영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Pulse wave velocity의 측정 수치 중 질

병 예측력 및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음2.  

4) 그러나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측정이 간편한 brachial-ankle PWV의 효

용성을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Carotid-

femoral PWV와 correlation이 좋으며3, 예측 인자로서의 효용성도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4. 

 

 

2. 고혈압 환자에서 Pulse wave velocity 측정의 효용성 

고위험군의 고혈압 환자보다는 Framingham risk score로 환산시 하위 2/3

에 속하는 저위험군 - 중등도 위험군의 환자의 위험도를 세분하는데에 우선

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1.  

 



증례 2. 4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안 시력 저하로 내원한 72세 남자 환자.  

 

5년전 고혈압이 있어 Amlodipine 1T qd를 복용해왔음 

당뇨병: -  

흡연: 1주일에 1개비 정도 x 15년 

음주: 1주일에 1회 소주 0.5병 

 

혈압: 156/88mmHg 

Cholesterol: 211mg/dl, TG 192mg/dl, HDL 45mg/dl, LDL 141mg/dl 

BUN/Cr 21/1.2mg/dl 

ECG: No remarkable finding 

No microalbuminuria 

 

Pulse wave velocity 

 

안저 소견: Right side asteroid hyalosis with vitreous hemorrhage  

 

해설)  

1. 고혈압에서의 안손상 

1) Retina, choroid, optic nerve의 혈액 공급이 모두 저하될 수 있음. 

2) 과거와 같은 중증 고혈압에 의한 안동맥 손상의 빈도는 감소하고 있어 

모든 고혈압 환자에서의 안저 검사의 효용성은 감소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권장되지 않고 있음. 

3) 실명을 일으키는 안혈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인데 당뇨병 환자

에서 고혈압이 심할 경우 안혈관 손상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5, 반대로 

혈압의 철저한 조절은 당뇨망막증의 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6.  



2. 망막 정맥 폐쇄와 고혈압 

1) 당뇨 망막증에 이어 실명을 가져오는 안혈관 질환 중 2번째로 흔한 질환

으로, 망막 출혈 및 부종을 일으키며, 장기적으로는 신생혈관 생성의 합병증

을 일으킴.  

2) 과거 thrombophilia, hyperhomocysteinemia, anticardiolipin antibody 

등의 혈액 질환 (위험 인자)들이 원인으로 재시되었으나, 현재는 고혈압, 고

지혈증 등 통상적인 동맥 경화증의 위험 인자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표. 망막 정맥 폐쇄증과 Classical atherosclerosis risk factor간의 연관성에 

대한 메타 분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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