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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의
인지기능 변화: 전향적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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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n Cognitive Function after Carotid Artery Stenting in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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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arotid artery stenting (CAS)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carotid endarterectomy for the treatment of 
carotid stenosis. The effects of CAS on cognitive function have not been fully address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 of carotid stenting on cognitive function from baseline to 3 months in patients with severe carotid artery
stenosis through the use of a detailed neuropsychological test.
Methods: We recruited 28 patients with carotid artery stenosis (≥70%) at baseline on a consecutive basis between Feb- 
ruary, 2009 and December, 2010. Twenty-two patients out of 28 cases, who had undergone CAS and follow-up neuro-
psychological evaluation after 3 months, were included in our analysis. Main cognitive outcome measures were the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Dementia version (SNSB-D), which containing detailed cognitive tasks. We evalua- 
ted the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cognitive outcome measures using SNSB-D in our cases from base-
line to 3 months follow-up period, respectively.
Results: After a 3 month follow-up period, patients that underwent CA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ognitive 
function in total SNSB-D score compared to the baseline state of 18.1 points at 3 months (p<0.05). The other cognitive out-
come measure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p<0.05) in the task of confrontational naming, visual memory, and the 
scale of clinical dementia rating sum of box.
Conclusion: We found that there might be a positive effect of carotid artery stenting on cognitive function from baseline to
3 months in patients with severe carotid artery ste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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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동맥 협착증(carotid stenosis)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이다. 내경동맥의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

의 중요한 원인은 병변측의 혈전이나 색전에 의한 혈관 폐색이

다
1). 최근에는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허혈성 뇌경색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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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서 혈류역동학적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허혈성 뇌경색과 더불어 

혈류역동학적 변화에 의한 뇌피질 부위의 관류 저하와 연관되

어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2,3).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동맥간 색전(artery-to artery embo-

lism)이 다발성 뇌경색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혈관

성 인지기능 장애나 혈관성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한 

경동맥 협착증은 병측 피질 부위의 관류 저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관류 저하성 인지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4-7). 따라서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여 협착 부위를 

넓혀주면 뇌관류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혈관성 인지 장애나 혈관성치매 발생을 줄여줄 

수 있다8,9). 그러나 경동맥 스텐트 시술(carotid artery stenting) 

전, 후로 자세한 신경심리 검사를 이용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 없다.

이에 연구자들은 증상성 혹은 무증상성 중등도 이상의 

경동맥 협착(70% 이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인지기능 및 임상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피험자에서 4가지의 인지영역별(기

억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전두엽 기능)로 점수를 측정하고, 

시술 전 측정치와 시술 후 12주째 측정 점수 및 두 시점 간의 

점수의 변화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12주, 단일기관, 전향적 연구로서 1개 대학병원

에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또한 

임상 시험 계획서, 피험자 동의서와 피험자 설명문에 관하여 

동아대학교병원의 임상시험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피험자는 스크리닝 

검사 이전 피험자 설명문을 통해 본 임상 시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언제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임상 연구에 참여함을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1.   상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 환자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외래 클리닉이나 응급실을 통하여 방문한 증상성 혹은 무증상

성 경동맥 협착 환자, 2) 경동맥의 협착 정도가 70% 이상인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적응증이 되는 환자. 단, 다음과 같은 상태의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급성기 뇌경색으로 인해 

심한 언어 장애 혹은 운동 장애가 있는 환자, (2) 대상 환자군 

중 수 일 이내의 급성기 혼돈 상태를 보인 환자, (3) 뇌영상 

검사에서 뇌종양이나 감염 및 기타 질환이 발견된 환자, (4) 

과거력에서 우울증, 두부 손상, 약물 남용, 기타 인지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2. 신경심리 검사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MMSE)10,11)와 치매임

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12)를 이용하여 평

가하였고, CDR의 6개 영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각 항목 

점수의 합(sum of boxes, SOBs)을 계산하였다.

세부적인 신경 인지기능은 서울신경심리 검사총집(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Dementia version, 

SNSB-D)13,14)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주의집중력, 

시공간 기능, 기억, 전두엽 집행 기능, 언어 및 관련 기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SNSB-D의 총점은 300점으로 

되어있고, 각 인지영역별 점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주의력 

6% (17점), 언어기능 9% (27점), 시공간기능 12% (36점), 기

억력 50%(150점) 그리고 전두엽 집행기능 23%(70점). 주의

력은 그대로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forward), 거꾸로 

숫자외우기 검사(digit span test-backward)로 측정하였고, 시

공간기능은 레이복합도형 베끼기(Rey complex figure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기억력은 언어적 기억력과 비언어적 

기억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는데, 언어적 기억력은 서울언어

학습 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의 즉각 자유회상, 지연회

상, 재인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비언어적 기억력은 레이복합

도형 베끼기의 즉각 회상, 지연 회상, 재인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장기 기억은 대통령 이름 대기를 통하여 평가하였

다. 전두엽 집행 기능은 contrasting program, go-no go test, 

범주에 대한 언어 유창성 검사(word fluency test-category) 

및 특정 자음에 대한 언어 유창성 검사(word fluency test-letter)

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언어 및 관련 기능은 한국판 보스톤이

름대기 검사(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1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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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findings in patients with carotid stenosis 
(n=28)

Variable Value
Sex, n (%)
  Male  23 (82.0)
  Female   5 (18.0)
Age (yr)
  Mean (SD)  67.5 (7.6)
  Range  49-81
Education (yr)
  Mean (SD)   8.7 (4.3)
  Range   0-16
Body mass index (kg/m2)
  Mean (SD)  23.3 (2.2)
  Range 19.1-27.4
Blood pressure
  Systolic
    Mean (SD) 131.7 (16.9)
    Range 101-175
  Diastolic
    Mean (SD)  79.2 (10.7)
    Range  58-104
Hypertension, n (%)  18 (60)
Diabetes mellitus, n (%)   7 (23.3)
Hyperlipidemia, n (%)   0 (0)
Heart disease, n (%)   4 (13.3) 
Alcohol drinking, n (%)   8 (26.7) 
Smoking, n (%)  10 (33.3) 

실행증 검사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경동맥 음   뇌 상 검사

모든 환자에서 뇌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ma- 

gnetic resonance angiography 영상(1.5 Tesla GE MRI scanner, 

GE healthcare, Piscataway, NJ, USA)을 얻었고 경동맥 초음파 

및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경동맥 협착 

유무와 정도는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신경방사선 전문의 

1인이 North American Symptomatic Carotid Endartrectomy 

Trial 방법16)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4.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 18.0 (IBM,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양측 검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피험자들의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대상군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연속변수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검정된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 피험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cognitive domain

과 가장 변화가 적은 domain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4가지의 cognitive domain별(기억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전두엽 기능)로 점수를 측정하고, 기저 측정 점수와 12주째 

측정 점수 및 두 시점 간의 점수의 변화량을 제시하였다. 전체 

피험자들 중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일과성 뇌허혈발

작을 보인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저 

측정 점수와 12주째 측정 점수 및 두 시점 간의 점수의 변화량

을 추가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대상 환자 총 28명 중에서 22명의 환자가 24주 

추적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대상 환자 28명 중 6명은 중도 

탈락(follow-up loss)으로 인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기저 대상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소견 및 협착증 특징은 

Tables 1, 2에 기술하였다. 남자가 23명으로 82%를 차지하였

고, 평균 연령은 67.5세, 평균 8.7년 교육연수를 보였다. 혈관성 

위험 인자 빈도를 보면 고혈압이 60%로 가장 많았고, 흡연이 

33%, 당뇨병이 23%, 심장병이 13%를 차지하였다.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는 각각 

19명과 9명이었고, 협착증 정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70-80%

사이가 17명, 80% 이상이 11명을 차지하였다. 협착증 위치 

별로는 우측이 17명, 좌측이 11명으로 우측 경동맥 협착증 

환자가 많았다. 뇌 MRI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인 

증례수가 12명이었고, 나머지 환자에서 고신호강도를 보이지 

않았다. 기저 MRI 관류영상(perfusion imaging) 소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의 빈도는 검사를 시행한 환자 19명 중 13 

명으로 68%에서 나타났다.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 

중 일과성 뇌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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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carotid stenosis and MRI findings 
in patients group (n=28)

Characteristic No. (%)
Character of stenosis

Symptomatic 19 (68)
Asymptomatic  9 (32)

Degree of stenosis
70-80% 17 (60)
80-90%  9 (32)
>90%  2 (8)

Location of stenosis
Right 17 (60)
Left 11 (40)

Diffusion lesion
(+) 12 (42)
( - ) 16 (58)

Perfusion MRI findings, baseline
Perfusion deficit (+), abnormal 13 (68)
Perfusion deficit ( - ), normal  6 (32)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환자는 총 4명이었다.

대상 환자군의 MMSE 평균값은 24.7점, 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 (CDR-SB) 평균값은 1.3점, SNSB-D 평균값

은 148.4점이었다. 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3개월 후에 측정한 

신경심리 검사 SNSB-D 총점은 시술 전 기준 측정값에 비해 

평균 18.1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였다

(p<0.05). 신경심리 검사의 각 인지영역별로 나누어서 분석 

시 이름대기 항목, 전체적인 기억력 항목, 시각 기억력 및 

CDR-SB 항목 점수에서 시술 전후로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MMSE 점수와 언어 기억력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다(p=0.073) (Table 3).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및 일과성 뇌허혈발작 환자들(n=11)을 대상으

로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3개월 후에 

측정한 신경심리 검사 SNSB-D 총점은 시술 전 기준 측정값에 

비해 평균 9.1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호전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신경심리 검사의 각 인지영역별로 나누어서 분석 

시 언어 및 전두엽기능 항목 점수에서 시술 전, 후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p<0.05)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70% 이상의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무증상

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근 동맥경화증 환자의 증가와 함께 

서구형 식이에 의한 비만과 더불어 혈관서 위험 인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동맥 협착증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중등도 

이상의 경동맥 협착증 원인에 의한 뇌경색의 빈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16). 심한 경동맥 협착증은 이차적인 뇌경색 발생 

뿐만 아니라, 관류 저하를 야기하여 인지기능 장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현재까지 경동맥 협착에서 혈관 재개통(revascularization) 

시술이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지만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경동맥내막 절제술(carotid endartrectomy) 

혹은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인지기능이 개선된다는 

결과8,9,17,18)와 변화 없거나 나빠진다는 결과들이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다19-21). 인지기능의 개선을 보이는 이유는 혈관 

재개통 시술로 인해 관류 저하가 회복되어 뇌피질 기능의 

회복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시술 도중 생기는 

미세색전이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도 한다2,22,23). 많은 연구자들이 대상 환자들의 비균질성, 수술 

혹은 시술 기법의 다양성, 인지검사 방법의 차이 그리고 다양

한 추적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연구 결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9,23,24).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소견에서 혈관성 위험 인자의 

빈도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뇨병, 심장병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1).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25). 대상 환자의 성별 빈도에서 남자가 80% 

이상을 보인 점은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9,25). 

대상 환자군의 경동맥 협착증의 특징 및 뇌 MRI 영상 소견에서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가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 

비해 두배 정도 많았고, 협착증 정도에 따른 분포에서 80% 

이상의 고도 협착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저 MRI 관류 영상(perfusion imaging)에서 관류 

저하 소견을 보인 증례수가 21명 중 13명(68%)이었는데, 



Ji Yoon Kang, et al: Cognitive Change after Carotid Artery Stenting

16  J Korean Geriatr Soc 16(1) March 2012

Table 3. Cognitive changes on 12-week follow-up after carotid artery stenting in patients with carotid stenosis

Outcome Baseline (n=22) 12-wk F/U (n=22) Mean difference p-value
Attention (17)   9.2 (2.8)   9.6 (2.4)  0.409 0.418

Forward   6.1 (1.6)   6.1 (1.6)  0.000 1.000
Backward   3.2 (1.7)   3.6 (1.1)  0.409 0.154

Language & related function (27)  18.6 (6.4)  20.1 (6.3)  1.409 0.040*

Naming (K-BNT)   9.6 (3.2)  10.1 (3.5)  0.545 0.036*

Calculation   9.9 (2.9)  10.9 (2.5)  0.950 0.156
Visuospatial function (36)  29.2 (9.4)  31.2 (9.2)  2.025 0.074
Memory (150)  53.8 (26.1)  66.2 (30.3) 12.386 0.001*

Orientation   5.5 (0.9)   5.6 (0.9)  0.136 0.480
Verbal immediate recall  12.2 (7.2)  14.8 (6.4)  2.591 0.079
Verbal delayed recall   3.4 (2.8)   4.7 (3.8)  1.318 0.111

Verbal recognition index   5.6 (3.3)   6.6 (2.7)  1.000 0.166
Visual immediate/delayed recall  24.5 (14.3)  30.4 (16.8)  5.975 0.016*

Visual recognition   6.5 (3.4)   7.2 (2.8)  0.750 0.267
Frontal/executive (70)  40.1(15.3)   43 (15.8)  2.900 0.241

Impersistence   3.0 (0)   2.9 (0.5) -1.360 0.186
Contrasting program   2.6 (1.0)   2.7 (0.8)  0.143 0.186
Go-no go test   2.4 (1.0)   2.5 (1.0)  0.048 0.825
Fist-edge-palm   2.3 (1.0)   2.7 (0.8)  0.409 0.036*

Luria loop   2.6 (1.1)   2.3 (1.3) -0.273 0.162
Word fluency-animal  11.4 (4.7)  12.2 (4.3)  0.773 0.364
Word fluency-phonemic   4.8 (3.7)   5.0 (3.2)  0.150 0.862
Stroop test-color  11.9 (5.7)  13.6 (5.7)  1.690 0.060

SNSB-D 148.4 (59.1) 166.6 (61.9) 18.127 0.004*

MMSE  24.7 (4.4)  25.9 (4.2)  1.182 0.073
CDR sum of box   1.3 (1.3)   0.8 (0.6) -0.475 0.04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U, follow-up; K-BNT, 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 SNSB-D,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baseline, p-value<0.05.

이는 뇌실질의 혈관의 곁순환(collateral circulation)이 발달하

지 못하여 관류 저하 현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환자들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이 뇌관류 개선에 중요한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하였다. 비록 모든 대상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 전 MRI 관류 영상을 시행하지 못하여 

통계적 의의를 밝히지 못하였지만, 기저 MRI 관류 상태가 

스텐트 시술 후 인지기능 호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3개월 후에 측정한 SNSB-D 총점에

서 시술 전 기준 측정값에 비해 평균 18점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경동맥 스텐트 시술로 인해 관류 저하의 호전으로 인해 

뇌혈류가 증가되고, 이차적으로 신경 세포의 활동이 활성화되

어 인지기능의 호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SNSB-D 총점 향상이 몇 점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다만 Kwon 

등26)이 피질하 혈관성치매 환자에서 donepezil 약물 투여 전후 

3개월을 비교한 연구에서 평균 16.4 정도의 점수 향상을 볼 

수 있었다. 기존 약물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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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gnitive changes on 12-week follow-up after carotid artery stenting in patients with asymptomatic carotid stenosis and TIA

Outcome Baseline (n=11) 12-wk F/U (n=11) Mean difference p-value
Attention (17)   9.6 (3.0)   9.5 (2.5)  0.091 0.878
  Forward   6.2 (1.7)   6.1 (1.7)  0.091 0.878
  Backward   3.7 (1.8)   3.7 (1.3)  0.000 1.000
Language & related function (27)  17.8 (6.6)  18.9 (6.9)  1.091 0.038*

  Naming (K-BNT)   9.2 (3.0)   9.9 (3.6)  0.727 0.087
  Calculation  10.6 (2.2)  11.0 (2.1)  0.444 0.104
Visuospatial function (36)  29.5 (8.8)  30.7 (7.8)  1.250 0.491
Memory (150)  53.4 (30.3)  59.0 (28.9)  5.636 0.078
  Orientation   5.6 (0.7)   5.8 (0.6)  0.182 0.441
  Verbal immediate recall  12.4 (7.3)  12.8 (5.0)  0.455 0.765
  Verbal delayed recall   3.3 (2.8)   3.7 (2.4)  0.455 0.341
Verbal recognition index   5.6 (3.4)   6.4 (2.0)  0.727 0.403
Visual delayed recall  22.3 (16.4)  26.4 (19.1)  4.100 0.287
  Visual recognition   6.9 (4.3)   7.0 (2.5)  0.100 0.403
Frontal/executive (70)  41.4 (11.8)  41.4 (16.7) -0.073 0.982
  Impersistence   3.0 (0)   2.7 (0.6) -0.273 0.192
  Contrasting program   2.6 (1.0)   2.7 (0.6)  0.182 0.341
  Go-no-go test   2.5 (1.0)   2.5 (1.0)  0.000 1.000
  Fist-edge-palm   2.2 (1.0)   2.8 (0.6)  0.636 0.046*

  Luria loop   2.7 (0.9)   2.2 (1.4) -0.545 0.167
  Word fluency-animal  11.6 (3.5)  12.1 (3.8)  0.455 0.320
  Word fluency-phonemic   5.9 (3.4)   5.8 (3.6) -0.111 0.925
  Stroop test-color  12.5 (3.8)  13.1 (5.3)  0.577 0.493
SNSB-D 147.2 (59.3) 156.2 (60.7)  9.064 0.110
MMSE  25.3 (4.2)  26.4 (3.5)  1.091 0.227
CDR sum of box   1.2 (1.0)   0.8 (0.6) -0.409 0.06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F/U, follow-up; K-BNT, Korean version of Boston naming test; SNSB-D,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baseline, p-value<0.05.

비교하기 어렵지만 경동맥 스텐트 시술의 효과가 콜린분해 

효소 억제제 약물 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서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소견임을 시사해 준다. 전체 대상 

피험자들 중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일과성 뇌허혈발

작을 보인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한 결과에서 비록 전체 피험자 대상군에 비해서는 의미 

있는 호전 결과를 보인 항목이 적었지만, SNSB-D 총점을 

포함하여 대부분 인지 영역에서 전반적인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뇌혈류 증가에 의한 신경기능의 회복이라는 경동맥 

스텐트 시술 효과를 설명하는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SNSB-D 검사에서 수행되는 여러 인지 영역 가운데서 이름

대기 항목, 시각 기억력 및 CDRSB 항목 점수가 시술 전, 후로 

의미있는 향상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름대기 및 

CDRSB 점수의 향상은 뇌피질의 특정 부위 기능보다는 전반적

인 피질 부위의 기능 향상으로 인해 좋아진 것으로 생각되었고, 

우측 경동맥 협착 환자수가 좌측 경동맥 협착 환자에 비해 

많았기 때문으로 우측 내측측두엽에서 주로 관장하는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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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의 의미있는 호전을 설명할 수 있다. 인지기능 검사 

항목 중 MMSE 및 언어 기억력 항목에서 의미있는 호전을 

보이지 않은 것은 대상 환자수가 적었고, 우측 경동맥 협착증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우성반구의 기능을 주로 

반영한다고 알려진 MMSE 점수 및 언어 기억력의 호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27).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으로서, 비록 이 연구가 전향적 

추적 관찰 연구였지만, 1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수의 

환자들에서 인지기능 변화를 관찰했다는 점에서 학습 효과

(learning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대상 환자들의 스텐트 시술 후 인지기능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파악하고, 혈관성 인지 장애 혹은 치매로의 진행 여부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제한점은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동맥 협착증 환자의 인지기능 변화를 

비교할 대조군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분석 대상 환자군

이 균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 

및 TIA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증상성 및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 환자 그리고 관류 저하를 

보인 환자군과 보이지 않은 환자군이 모두 포함되어 분석되었

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로 뇌혈류 

증가 여부에 따른 인지기능의 개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술 

전후 뇌혈류 변화량을 perfusion MRI와 같은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이 심한 경동맥 협착증

이 있는 환자에서 인지기능이 호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언어 및 시각적 기억력, 그리고 

전반적 인지기능의 호전이 관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미세색전(microemboli)의 정량적 검사 및 뇌혈류 역동학

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과 함께 표준화된 신경심리 검사 소견이 

경동맥 스텐트 시술의 예후를 예측하고, 삶의 질 향상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리라 생각되고, 균질한 경동맥 

협착증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기관, 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   약

연구배경: 경동맥 협착증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이며, 경동맥 협착증에 의한 허혈성 뇌경색과 더불어 

뇌피질 부위의 관류 저하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

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심한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

서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여 협착 부위를 넓혀주면 뇌관류를 

증가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혈관

성 인지 장애나 혈관성치매 발생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나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자세한 신경심리 검사를 이용한 

인지기능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국내에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증상성 혹은 무증상성 중등도 이상의 경동맥 

협착(70% 이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인지기능 및 임상 양상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경동맥의 협착 

정도가 70% 이상인 경동맥 스텐트 시술 적응증이 되는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단일기관, 전향적 연구로서 진행되었

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K-MMSE)와 치매임상평

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sum of box, CDR-SB)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세부적인 신경 인지기능은 서울신경심리 

검사총집(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De- 

mentia version, SNSB-D)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대상 환자 총 28명 중에서 22명의 환자가 

24주 추적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기저 대상 환자의 특징으

로는 남자가 23명으로 82%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69세, 

평균 8년 교육연수를 보였다.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는 각각 19명과 9명이었고, 협착

증 정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 70-80% 사이가 17명, 80% 이상이 

11명을 차지하였다. 대상 환자군의 MMSE 평균값은 24.7점, 

CDR-SB 평균값은 1.3점, SNSB-D 평균값은 148.4점이었다. 

경동맥 스텐트 시술 후 3개월 후에 측정한 신경심리 검사 SNSB- 

D 총점은 시술 전 기준 측정값에 비해 평균 18.1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호전을 보였다(p<0.05). 신경심리 검사

의 각 인지영역별로 나누어서 분석 시 이름대기 항목, 전체적

인 기억력 항목 점수, 시각 기억력 및 CDR-SB 항목 점수에서 

시술 전, 후로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70%이상의 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와 

무증상성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시술 

전, 후로 인지기능의 변화를 전향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심한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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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동맥 스텐트 시술이 인지기능의 호전을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언어 및 시각적 기억력, 

그리고 전반적 인지기능의 호전이 관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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