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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심  질  발목-상  지수(ankle-brachial index, ABI)에  심  질  도  하

여 ABI  상적 용  하  함 다. 연  상 는 개 종합병원  ABI  측정한 심 내과  441

었 , 전   록  통해 ABI  심  질  도  나타내는 vessel disease 및 Gensini score  조사하

다. 수집  료는 SPSS 21.0  용하여 하 다. ABI 0.90 하  비정상 과 0.90 초과  정상 로 나누어 

비 하  , vessel disease 포 비  차 가 었다(x2=4.731, p=.030). ABI  과 Gensini score에 한 비  

에  비정상  39.1±32.7점, 정상  27.4±27.4점 로 한 차 가 었다(t=2.351, p=.019). 본 연  결과에  

ABI 비정상  도  심  질 들  포가 많았 , 평균 Gensini score도  것  할 수 었

다. 라  ABI  시행하는 것  비침습적  방법 로 도  심  질  측하는  도움  어 허

 심  질  조  발견에 용하게 용 가능할 것 로 다.

주제어 : 발목-상  지수, 심  질 , 심  조 술, Vessel disease, Gensini sco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availability of ankle-brachial index(ABI) 

according to sever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patients who had ABI in a 

general hospital. In this study, total 441 patients were enrolled for analysis. Electric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to investigate the result of ABI and severity of cardiovascular disease measured vessel disease and 

Gensini sco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Subjects with ABI ≤ 0.90 and > 0.90 

were classified as having abnormal and normal ABI.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essel disease 

categorization(x2=4.731, p=.030) and Gensini score(t=2.351, p=.019) between two groups. Therefore, ABI is an 

effective and non-invasive tool for the diagnosis of cardiovascular disease with high severity. ABI is a valuable 

predictive index of ischemic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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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우리나라에서 심장 질환은 악성 신생물에 이어 사망

원인 2 이며, 이 에서 허 성심장 질환은 24.7%를 차

지한다[1]. 불규칙한 식습 과 스트 스 등은 심장 질환

발생률을꾸 히 증가시켜인구 10만 명당 1990년 10.4명

에서 2004년 26.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 다[2, 3]. 심

질환은 동맥벽에 지방층이 축 되어발생하는 죽상

경화에 의해 심 류가 감소하고, 심근의 액 공

이 감소하여 허 이 발생하는 병리 과정이다[4]. 죽상

경화와 고령, 당뇨, 흡연 등의 험 요인이 있는 경우 사

망, 성 심근경색증, 표 재 착과 같은 Major

adverse cardiac event(MACE)가 발생한다[5].

발목-상완 지수(ankle-brachial index, ABI)는 비침습

인 방법으로 사지 류 는 박동을 doppler 음 와

oscillometric methods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휴

식을 취한 상태에서 한쪽 팔과 후 경골 족배 동맥의

수축기압 측정을 시행하고, 반 쪽 다리와 팔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계산한다. 측정된 수축기압 높은 값을 사

용하고, 다리를 팔의 압력으로 나 어 계산한다. ABI의

기 값은 0.90를 사용하며, 민감도와 특이도는 90%를 넘

는다[6]. 주로 하지 의 기능 부 이나 질환의 심각성

확인을 해 이용되는 검사 방법이지만[7] 낮은 ABI는

심 질환의 죽상경화와도 연 성이있다[8]. 0.90 이하

의 비정상 인 ABI는 심 질환에 한 높은 측력이

있으며 질환 발생의 증가와 연 성이 있다[9].

심 질환의 증도는 심 조 술 결과에서 주

요 심외막 직경이 50% 이상 착된 상태를 기 으

로 1-, 2-, 3-vessel disease로 구분하거나[10], 해부학

치를 포함하여 동맥의 25%에서 100% 착까지 단계

를 나 어 심 질환의 심각성을 수화한 Gensini

score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가 상승되면 심

질환의 증도가 증가된다[11]. Gensini score는 병

변 치와 내강 착의정도에따라각 심 에

증도 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12]. 심 조 술의

수와 죽상 과 연 된 내 음 를 비교한 연구에

서 Gensini score는 죽상경화 과 강한 연 성이 있으며,

이 수는 심 질환의 죽상 부하를 평가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3].

심 질환 방에 한 지침은 효과 인 재를

하여 환자 개인의 험 요인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하지만 각각의 험 요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어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한 산화 단층

촬 , 음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고가의 비용

과 문 인력이 필요하고, 반복 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고 은 비용으로 질환을 진단 가능

한 ABI 측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4, 15]. 심

질환을 효과 으로 측하기 한 ABI의 필요성에 한

연구에서 낮은 ABI는 심 질환 측에 신뢰성 있는

도구로써, 민감도 82.6%, 특이도 77.3%로 나타났으며, 고

험 환자의 측에높은 민감도를 보 다[16]. ABI는 말

동맥 착 평가에 사용되며 죽상경화를 반 하는 지

표이고, 심 질환을 가진 환자의 험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ABI에 따라 vessel disease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며(p=.04), Gensini score는 역 상 계를 보

다(p=.01)[17].

국내에서는당뇨병성 말 질환과ABI와의 상

계 분석에서, ABI는 말 질환을 진단하는데 유

용한 지표이며, 기 을 0.9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하

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심 질환과 연 된 보고는 없

었다[18]. 고령, 흡연, 고 압과같은 심 질환 험 인

자와 ABI와의 연 성 분석에서는 낮은 ABI는 심 질

환 측에 유용하다는 연구가 있으나 심 증도 간

의 분석에 한 보고는 찾기 어려웠다[19]. 심 질환

증도와당뇨환자의ABI 간의 상 계에 한연구가

있으나 특정 질환자에 한 연구이므로 용 상이 한

정 이라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ABI를 측정한 환자들의 vessel

disease Gensini score를 통해 심 질환 증도를

분석하여 심 질환 험 측을 한 ABI의 임상

유용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심 질환 환자의 ABI 정상군과 비정상

군 간에 심 질환의 증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해 시도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vessel disease 분포

상태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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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Gensini score를 비교

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종합병원 심장내과에 입원한 환자들의 ABI와 vessel

disease Gensini score를 통한 심 질환 증도를

분석하여 ABI의 임상 유용성을 확인하는 후향 조사

연구이다.

2.2 연 상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S 시에 소재한 A 종

합병원의 ABI를 측정한 심장내과 환자를 선정하 다. 심

장내과 외래에서 ABI를 측정한 환자, 심 조 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말 질환으로 치료 병력이 있

는 환자는 상자에서 제외하 다. 해당 기 환자 총

682명 에서 심장내과 외래에서 검사를 시행한 환자

218명과심 조 술을 시행하지 않은 14명, 말

질환이있는 9명을제외한 441명을 상으로조사하 다.

2.3 료수집도

2.3.1 록조사지

신장, 체 ,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고 압, 당뇨, 이

상 지질 증, 음주, 흡연 여부를 조사하 다. 고 압은 약

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입원 기간 동안 안정 시 압이

140/90mmHg 이상으로 2회 이상 측정된 경우로 정의하

다. 당뇨는 경구약 복용, 인슐린 투여, 공복 당 수

126mg/dL 이상, 당화 색소 값 6.2%를 과한 경우

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이상

지질 증은 고지 증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침 공복

시에 검사한 도 단백질 콜 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130mg/dL 이상, 성지방

(triglyceride, TG) 150mg/dL 이상, 고 도 단백질 콜

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

40mg/dL 미만,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226

mg/dL을 과한 경우 에서 한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 다. 과거와 재에 흡연을 했던 이 있

는 환자는 모두 흡연자로 분류하 다. 과거와 재에 일

주일에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 음주자로 정의하

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측정된 신장과

체 을 이용(체 (kg)/[신장(m)]2)하여 계산하 다[21].

2.3.2 발목-상  지수 검사

환자가 바로 운 상태에서 5분 동안 앙와 를 취한

후 기계를 이용하여 상완과 발목 동맥(족배 동맥, 후 경

골 동맥)의 압을 측정하여 하지를 상지의 압으로 나

어 계산하 다. 어느 한쪽이라도 ABI가 0.90 이하이면

비정상군, 0.90 과는 정상군으로 구분하 다[22].

2.3.3 심  질  도 

1) Vessel disease

심 조 술은 심 에 조 제를 주입하여 방사선

촬 을 시행하는 것으로, 심 의 해부학 상태와 내

강 폐쇄 정도, 치, 길이, 직경, 구불거리는 정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3]. 심 질환은 주요

심 의 내강 착이 50% 이상인 경우로 정의되

며, 주요심 질환개수에따라1-vessel disease, 2-vessel

disease, 3-vessel disease로 분류된다[24].

2) Gensini score

Gensini score는 심 질환 분류를 해 심 조

술에서 동심성의 내강 착뿐만 아니라 편심성의 경화

반을 평가하여 질환의 증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심

착 정도 25%, 50%, 75%, 90%, 99%, 100%에 해

각각 1, 2, 4, 8, 16, 32의 수를 부여하 고, 기능 요

성에 따라 심근 부 에 액을 공 하는 여러 분

을 나 어 곱하 다. 좌주간지는 ×5를, 좌 하행지 근

부는 ×2.5를, 좌 하행지 부는 ×1.5를 우 상동맥, 좌

하행지 원 부, 후하행지, 둔각 변연동맥은 ×1을, 나머

지 심 은 ×0.5로 계산하여 수화하 다. Gensini

score가 높을수록 병변의 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0 이며, 모든 들이 100%

착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최 672 이다[12].

2.4 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상 병원의 임상 연구 심의 원회

(IRB)의 승인(승인번호 2014-0165)을 취득하 다. 자

의무 기록을 이용하여 상자의 일반 , 질병 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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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 vessel disease에 한 자료를 수집하 고, Gensini

score는 심 조 술 결과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계

산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13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다.

1)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질병과 련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고, 임상

특성의 차이를 t-test와 Chi-square test로 분석

하 다.

2)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vessel disease 분포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 다.

3)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Gensini score는 t-test

로 분석하 다.

4)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p<.05를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 다.

3. 연 결과

3.1 상  반적 특

본 연구의 체 상자는총 441명으로 비정상군이 34

명(7.7%), 정상군이407명(92.3%)이었다. 남자304명(68.9%),

여자 137명(31.1%)으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의 평균은

67.1±11.0세 다. 고 압 환자는 256명(58.0%), 당뇨는

150명(34.0%), 이상 지질 증은 354명(80.3%)이었다. 질

환 련검사 결과BMI는 24.9±3.0kg/m2, 채 검사결과

상에서 루코스는141.4±56.5mg/dL, 크 아틴1.1±1.4mg/dL,

총 콜 스테롤 158.4±37.3mg/dL, TG 126.7±68.8mg/dL,

HDL 44.1±12.0mg/dL, LDL 95.2±31.9mg/dL이었다.

비정상군과 정상군으로 나 어 비교하 을 때 연령은

70.8±10.6세, 66.8±11.0세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2.037, p=.042). 당뇨는 비정상군 18명(52.9%), 정상군

132명(32.4%)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x2=5.880, p=.015).

<Table 1> General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44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ABI

x2 or t p≤ 0.90(n=34) > 0.90(n=407)

n(%) or M±SD

Gender Male 304(68.9) 24(70.6) 280(68.8) 0.047 .828

Female 137(31.1) 10(29.4) 127(31.2)

Age(year) 67.1±11.0 70.8±10.6 66.8±11.0 2.037 .042

Height(cm) 165.0±69.8 161.3±8.0 165.3±72.6 -0.314 .754

Weight(kg) 64.5±10.9 62.5±10.5 64.6±10.9 -1.113 .266

Hypertension Yes 256(58.0) 24(70.6) 232(57.0) 2.378 .123

No 185(42.0) 10(29.4) 175(43.0)

Diabetes mellitus Yes 150(34.0) 18(52.9) 132(32.4) 5.880 .015

No 291(66.0) 16(47.1) 275(67.6)

Hyperlipidemia Yes 354(80.3) 26(76.5) 328(80.6) 0.336 .562

No 87(19.7) 8(23.5) 79(19.4)

Alcohol drinking Yes 212(48.1) 16(47.1) 196(48.2) 0.015 .902

No 229(51.9) 18(52.9) 211(51.8)

Smoking Yes 217(49.2) 20(58.8) 197(48.4) 1.363 .243

No 224(50.8) 14(41.2) 210(51.6)

BMI(kg/m 2) 24.9±3.0 24.3±3.3 25.0±3.0 -1.099 .272

Glucose(mg/dL) 141.4±56.5 165.6±70.8 139.4±54.8 2.107 .042

Creatine(mg/dL) 1.1±1.4 1.5±1.9 1.1±1.4 1.614 .107

Cholesterol(mg/dL) 158.4±37.3 146.5±29.5 159.4±37.8 -1.945 .052

TG(mg/dL) 126.7±68.8 124.7±62.7 126.8±69.4 -0.178 .859

HDL(mg/dL) 44.1±12.0 39.8±10.0 44.4±12.1 -2.156 .032

LDL(mg/dL) 95.2±31.9 87.5±22.0 95.9±32.5 -2.023 .049

BMI=body mass index; TG=triglyceride; HD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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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코스는 165.6±70.8mg/dL, 139.4±54.8mg/dL로 유의

한차이를보 다(t=2.107, p=.042). HDL은 39.8±10.0mg/dL,

44.4±12.1mg/dL이고(t=-2.156, p=.032), LDL은 87.5±22.0mg/dL,

95.9±32.5mg/dL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2.023, p=.049)<Table 1>.

3.2 발목-상  지수  vessel disease

비정상군 0.90 이하와 정상군 0.90 과 ABI 환자의

vessel disease 분포에 한 비교 분석에서 두 군에 따른

vessel disease 분포비율의차이가있었다(x2=4.731, p=.030)

<Table 2>.

3.3 발목-상  지수  Gensini score

비정상군 0.90 이하와 정상군 0.90 과 ABI 환자의

Gensini score에 한 비교 분석에서 비정상군은

39.1±32.7 , 정상군은 27.4±27.4 으로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2.351, p=.019)<Table 3>.

4. 

본연구에서는 ABI를 측정한 환자들의 심 조 술

결과를 통해 vessel disease 분포를 악하고, Gensini

score를계산하여 질환의 증도를 평가하 으며, ABI와

의 계를 분석하여 심 질환 방과 진단에 한

ABI의 임상 유용성을 확인하여 심 질환자의 간호

재의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하 다.

본연구에서 ABI 0.9 이하 비정상군의 평균 연령이 4.0

세 높고, 당뇨 환자가 20.5% 많았으며, HDL의 평균값이

4.6mg/dL 낮았다. Criqui 등[9]의 연구에서 두 군간의 일

반 특성을 분석하 을 때 연령(p<.001), 당뇨(p=.001),

TG/HDL 비(p<.001), 이상 지질 증(p<.001)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 으며, Murphy 등[25]의 연구에서도 연령,

루코스, 총 콜 스테롤, HDL, LDL 수치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p<.001)를 보 다. Espinola-Klein 등[26]의

연구에서는 심 질환의 험성이 5세 이상 연령 증가

시 1.25배(95% CI 1.13-1.39), 당뇨 발생 시 1.69배(95%

CI 1.21-2.36), 흡연 시 1.54배(95% CI 1.10-2.16) 증가하

고, HDL이 1mg/dL 증가하면 0.77배(95% CI 0.65-0.93)

감소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 상 두 군

간의 연령, 당뇨, 이상 지질 증환자분포에차이를보이

는 것은 ABI 비정상군이 심 질환 발생의 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측할 수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BI 검

사가 심 질환 발생의 선별 검사로써 임상 유용성

이 있음을 확인하려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지지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심 조 술을 해 심장내과

에 입원한 환자에게 선별 검사로 시행한 ABI 검사 상

0.90 이하의 비정상 소견은 체 441명환자 에서 34명

(7.7%)으로 나타났다. Kweon 등[19]의 연구에서 ABI 결

과가 비정상 범 인 경우는 체 1,943명 에서 38명

(2.0%)이었다. 기존 연구가 국내 한 지역에 45-74세 성인

을 무작 로 상자 선정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증

도 높은 심 질환자를 상으로 시행하 기 때문에

ABI 검사 상 비정상 소견 환자가 더 많이발생하 을 것

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무증상 심 질환자에

<Table 2>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nkle-brachial index and vessel disease       (N=441)

Variables
Total ≤ 0.90(n=34) > 0.90(n=407)

x2 p
n(%)

Mild disease 106(24.0) 5(14.7) 101(24.8)

4.731 .030
1VD 149(33.8) 9(26.5) 140(34.4)

2VD 87(19.7) 8(23.5) 79(19.4)

3VD 99(22.4) 12(35.3) 87(21.4)

VD=vessel disease

<Table 3>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nkle-brachial index and Gensini score         (N=441)

Variables
Total ≤ 0.90(n=34) > 0.90(n=407)

t p
n(%)

Gensini score 28.3±28.0 39.1±32.7 27.4±27.4 2.351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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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사를 시행하 을 때 7.7% 환자에게 vessel disease

감별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제외

상자인 말 폐색 환자를 포함하 을 때에는

측 가능한 환자의 범 가 더 확 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vessel

disease를 확인하여 심 질환 증도에 해 비교한

분석에서 두 군과 경증 질환, 1-vessel disease, 2-vessel

disease, 3-vessel disease 분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x2=4.731, p=.030). 심증과 련된 통증이 없

는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Igarashi 등[27]의 연구에서

도 ABI 정상군(4.8±6.1%)에 비해 비정상군(6.5±7.3%)에

서 심 착으로 인한 류량의 부족으로 산소 공

이 감소된 허 상태를 나타내는 ischemic total

perfusion deficit이 더 높았으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 다(p=.01). 0.90 이하의 ABI가 측정된 환자에게서

심 직경 착으로 인한 류의흐름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증이 없는 심증 환자에게서 심

질환을 진단하는데 ABI가 유용하게 이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Su 등[28]의 연구에서도 ABI 비정상군

과 정상군에서 2-vessel disease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

만(p=.770), 1-vessel disease(p=.030)와 3-vessel disease

(p=.020)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본연구에서는 두 군의 vessel disease 분포

의 차이를 분석하 고, Su 등[28]의 연구에서는 두 군 간

의 각 vessel disease 분포를 확인하 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두 연구 모두에서 0.90 이하의 ABI

는 심 질환의 증도를 표 하는 vessel disease와

유의한 연 성이 있으며, 환자의 분포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ABI 검사가 0.90

이하인 경우, 심 질환 발생과 증도 측이 가능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ABI 비정상

군과 정상군의 임상 특성에 한 비교 연구는 많았으

나 vessel disease와 같은 심 질환 증도와의 연구

는 드물었다. 추후 이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ABI의 심 질환 진단에 한임상 유용성 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심 질환의 죽상 부하 평가를 한 scoring

system에 한 연구에서 Gensini score는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심 죽상 의 부하(ρ=0.76,

p<.001)와 죽상 면 (ρ=0.58, p<.001)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13]. 본 연구의 ABI 환자의 Gensini score에

한 분석에서 체 환자의 평균은 28.3 으로 Kim 등

[29]의 연구에서 1-vessel disease 16.3 , 2-vessel

disease 16.9 , 3-vessel disease 17.9 인 것에 비해 높

게 평가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501명의 안정형 심증

환자만을 상으로 조사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형 심증 성 심근경색증환자와같은 고 험환자

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Gensini score 수치가높았던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ABI 비정상군과 정상군의 Gensini score를

비교하 을 때 비정상군의 수가 더 높았으며,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apamichael 등[17]의 연구에

서 심 질환 증도를 평가하는 평균Gensini score는

33.7±36.8 이었고 0.90 이하의 ABI와 유의한 연 성이

있었다(p=.01). Bosevski와 Peovska[30]의 연구에서도

Gensini score(OR 1.15, 95% CI 1.06-1.24)와 ABI(OR

0.03, 95% CI 0.00-0.26)는 심 질환의 사망률에 독립

인 측 인자로 평가되었다. Gensini scoring 외에 심

조 술 상의질환 정도를 평가하는 SYNTAX socre

와 ABI의연 성을 확인하는 연구에서도 SYNTAX sore

가 22 이상으로 높고 ABI가 0.9이하인경우 MACE 발

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1]. ABI 검

사가 심 질환의 조기 진단과 방에 도움이 될 수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심 질환으로 인한 사

망률 감소에도 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된다.

Lee[32]의 국내 제주 해녀를 상으로 시행한 ABI 검

사에서 일반 여성보다 해녀 집단의 ABI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높은 신체활동 수 으로 인하여

말 항이감소되지 않아ABI 유지된것으로 측

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일반인을 상으로 하거나 운동량

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ABI 용이 더욱 확 될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 해석에는 몇 가지연구 방법상의 제한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ABI 비정상 범주 환자인 말

폐색 환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어 상자 선정

에 향을 미쳤을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둘째, 기존에

복용하던심 고 압약물이 에작용하여ABI

측정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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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BI를 측정한 환자들 에서 심장내과 입

원 후 심 조 술을 시행한 환자를 상으로 조사하

으며, ABI와 vessel disease Gensini score를 통한

심 질환 증도와의 계를 분석하여 ABI의 임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ABI 0.90 이하의 비정상소

견은 체 환자 에서 7.7%이었다. ABI 비정상군과 정

상군 간에 vessel disease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비정상군의 Gensini score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ABI 측정이 증도 높은 심 질환

진단에 도움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검정력상승을 해 상자 수 증가 특

정 진단 상자로 제한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

째, 심 질환 측을 한 검사인 발목-상완 동맥 맥

속도, 형 증가 지수와심 계 질환의 증도 측

유용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심 질환 증

도 평가를 한 Gensini score 이외의 coronary scoring

system을 통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0.90 이하의

비정상군과 심 질환 증도의 상 계연구가 필요

하다. 다섯째, 심 질환 치료 후 ABI 변화에 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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