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상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기전

죽상동맥경화 (atherosclerosis)가 시작되는 기전

에 대해서 이전에는 response to injury 가설이 유력

하 다
1∼3

. 이는 고지혈증, 고혈압의 변형된 shear

stress, 흡연, 독성물질 혹은 감염 등에 의해서 내

피세포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며, 따라서 평활근세

포가 중피에서 내피로 이동하고, 혈중의 저 도

지단백 (LDL)과 같이 죽상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지단백과 단핵구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하여 죽

상동맥경화가 시작된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죽상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지

단백이 여러 위험인자와 합동으로 내피하조직의

세포외기질에 역치 이상으로 축적되고 산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가설이 각광받고 있

다
4∼7

. 축적된 지단백은 조직내 산화물질에 의해

경도로 산화되며 (minimally oxidized LDL), 이는

내피세포에 작용하여 혈중의 단핵구가 부착되어

내피하조직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부착물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VCAM-1, ICAM-1, E-selectin)

단핵구가 유입되게 한다
8,9
. 또한 내피세포의 항

응고기능을 저하시키고
10
, 내피세포의존성 혈관

확장 능력을 감소시키며
11
, 여러 가지 사이토카

인 (GM-CSF)을 분비하게 한다
12
.

유입된 단핵구는 대식세포로 분화되어 역시

산화지질의 자극에 의해 단핵구의 유입을 촉진

하며 (MCP-1)
13
, 세포를 증식시키는 물질 (M-CSF,

G/M-CSF, PDGF)
16,17

,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

인 (IL-1, TNF- )
18,19

, 응고를 촉진하는 tissue factor

을 분비하고
10
, 또한 산화물질을 분비하여 지질

을 더욱 산화시키며 (oxidized LDL) 스스로 산화

지질을 scavenger 수용체를 통하여 다량 섭취하

여 거품세포로 변환된다.

Response to injury 가설에 비해 지단백의 축적

이 죽상동맥경화의 시작에 더 논리적이라는 증

거는 토끼에게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투여하면

수일 내에 동맥의 LDL 농도가 증가하는데 이때

까지는 대식세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

또한 태아에서 단핵구나 대식세포가 없이 LDL

이나 산화LDL이 축적된 조기병변이 자주 관찰

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소견이다
20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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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위적으로 동맥의 내피세포에 여러 가지 손

상을 주었을 때에 관찰되는 소견은 죽상동맥경

화와 다르다
21
.

죽상동맥경화반의 진행

죽상동맥경화가 진행하는 단계의 구분은 1958년

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안되고 이후에 정

리된 분류법이 사용되고 있다
22∼25

. 인간에서 죽

상동맥경화의 발생은 매우 일찍 시작되어 태아

에서도 fatty streak이 관찰되며
20
, 신생아에서도

거품세포 (foam cell)가 intima에 모여 있는 제Ⅰ형

병변이 대동맥의 기시부에서 관찰되고, 거의 모

든 소아가 제Ⅱ형 병변 (fatty streak)을 가지고 있

다
26,27

. 관상동맥은 대동맥보다는 약간 늦게 시작

된다
23
. 사춘기에 급속히 진행되어 대동맥이나

중간 크기의 동맥벽의 세포외조직에 작은 지질

덩어리가 산재해 있는 preatheroma (제Ⅲ형 병변)

을 거쳐, atheroma (제Ⅳ형 병변)가 20∼30대에 형

성된다. Atheroma는 병변의 가운데에 작은 지질

덩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세포외 지

질 중심부 (lipid core)가 있고 그 주위를 거품세

포, 대식세포, 평활근 세포, 림프구의 세포들과

세포외 기질이 둘러싸고 있다. 육안적으로 동맥

벽이 두꺼워져 있으나 혈관 remodeling에 의해

대개 lumen은 좁아지지 않는다
28
. 이후 지질 중심

부 주위조직에 평활근 세포가 증가하고 섬유화

가 진행된 것을 fibroatheroma (제Ⅴ형 병변)라 하

며, 석회침착이 동반되면 제Vb형 병변, 지질의 양

이 미미한 병변을 제Vc형 병변이라 한다. 관동맥

에서 preatheroma까지는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증

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atheroma부터는 혈관의 협

착이나 폐쇄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

IV형 병변이나 제V형 병변에 조직내 출혈이나

혈종이 나타나거나, 동맥경화반의 손상과 이에

동반된 혈전형성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제VI

형 병변이라 한다
25
. 이때에는 불안정성 협심증

이나 급성심근경색 등의 급성관동맥증후군이 동

반될 수 있다

염증질환으로서 죽상동맥경화와

죽상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

죽상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과정에 대해 이전

에는 동맥벽에 지질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

고 일부에서 병변에 혈전이 동반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죽상동맥경화가 진행되

고 이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염증반응과 매우 유사함이 관찰되어, 죽상동맥경

화를 염증성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3,29

. 우선 단

핵구가 내피하조직으로 이동하여 대식세포로 변

환되고, T 림프구가 침윤하는 초기 과정은 전형

적인 만성염증질환의 특징이다. 이들이 여러 물

질을 분비하여 단핵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증식

하는 과정, 평활근 세포의 이동과 기질의 생산을

통한 섬유화 등도 다른 염증질환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다
30
. 임상적으로 관동맥질환에서 염증반

응의 인자이며 급성반응물질인 섬유소원, CRP

등이 증가되어 있으며, 이들 인자들이 증가되어

있는 대상에서 장기 추적 결과 관동맥질환의 발

생이 많음이 관찰되었다
31,32

.

하지만 실제 죽상동맥경화와 염증반응과의 관

계는 관동맥의 제IV 혹은 V형 병변이 제VI형 병

변으로 전환되어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급성심근

경색 같은 급성심장증후군을 유발하는 과정에 대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

게 되었다.

급성관동맥증후군의 2/3는 50% 이하의 협착이

있어 허혈의 증상이 없던 관동맥 병변에서 발생

된다
29,33,34

. 이와 같이 급성심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병변을 소위 불안정성 죽상반 (unstable

atheroma)이라 한다. 죽상동맥경화반의 섬유질 뚜

껑 (fibrous cap)이 평활근세포와 이들이 생성하는

collagen 등의 기질이 적고 대식세포와 거품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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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아, 얇으면서 딱딱하지 못하고, 가운데 다

량의 지질 덩어리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remoe-

ling이 많은 특징이 있다
35∼37

. 불안정성 죽상반에

어떤 이유에 의해 파손, erosion, fissuring 등의 손

상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혈전이 형성되고 갑작

스러운 동맥의 심한 협착이나 폐쇄에 의해 급성

심장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급성관동맥사망자

의 부검 결과 2/3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는데, 부

정맥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 혈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38
. 불안정성

죽상반에 혈전을 유발시키는 손상의 종류로는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손, erosion, fissuring 등이

중요한데, 이들간의 비율에 대해서는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검 결과 병변의 파손이

1/3∼2/3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급성심장증후군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환

자에서는 파손의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

다
38∼40

.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손은 주로 병변이

정상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어깨 부위에서 잘 발

생한다. 불안정 협심증 환자의 죽상절제편 (ather-

ectomy sample)에서 안정성 협심증 환자에 비해

신혈관형성이 자주 관찰되어 이들도 역시 병변

의 불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41
.

불안정 죽상반과 반대로 평활근세포와 이들이

생성하는 collagen 등의 기질이 많고 대식세포와

거품세포가 적어 섬유질 뚜껑이 두껍고 딱딱하

면서 가운데 소량의 지질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죽상동맥경화반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한 급성심

장증후군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죽상동

맥경화반은 변동이 없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

황에 따라 불안정성 정도가 계속 변하는 역동적

상태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급성관동맥증후군을 발생

시키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의 하나로서 다른

위험인자들과 함께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죽상동

맥경화반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고콜레스테롤혈

증은 위에 죽상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기전에서 설

명한 과정을 통하여 섬유질 뚜껑 특히 어깨부위

에 대식세포, 거품세포, T 림프구의 수와 oxygen

free radical의 생성을 증가시켜
42
염증반응을 활

성화시킨다. 염증반응은 내피세포와 평활근세포

의 apoptosis를 유발하고
29,43,44

, 평활근세포에 의한

collagen 생산을 감소시키는데 여기에는 T 림프

구가 분비하는 interferon-γ가 관여한다
45
. T 림프

구나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염증촉진 사이토카

인인 interleukin-1이나 TNF- , 내피세포나 대식세

포에서 생성되는 MCP-1이나 M-CSF 등의 물질

은 염증 시에 분비가 증가되는데
25
, 이들이 내피

세포와 대식세포에 작용하여 세포외기질을 제거

하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분비를 촉

진시킨다
29,46

. 따라서 섬유질 뚜껑의 세기를 조절

하여 안정성에 주로 관여하는 collagen의 생성은

감소하고 제거는 증가하여 죽상동맥경화반이 약

해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게 한다. 이외에 elastin을

제거하는 cathepsin이 죽상동맥경화반에 발현되

며, 평활근세포가 IL-1과 IFN의 자극에 의해

cathepsin의 생산을 증가시킴이 보고되어 이 물질

도 죽상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이 있다
47
. 염증반응은 수십년에 걸쳐 천천히 진

행하 던 죽상동맥경화반이 순간적인 변화에 의

해 급성 질환으로 변환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죽상동맥경화를 염증질

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여 질병을 감소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죽상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 이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는데 혈전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임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급성관동맥

증후군으로 이행되나 일부에서는 작은 혈전만이

생성되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48
.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죽상동맥경화반의 응고능

력과 혈액의 혈소판응집력, 응고능력, 섬유소분

해 능력 등이다. 죽상동맥경화반에서는 염증반응

과 연관하여 대식세포에 의한 tissue factor의 생

산이 증가되어 있으며
10
이는 T 림프구의 CD40

을 통한다는 보고가 있다
49
. Tissue factor는 강한

응고제로서 죽상동맥경화반이 파열될 때에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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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요 약

이를 요약하면 죽상동맥경화의 가장 중요한 위

험인자인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승은 다른 위험

인자와 함께 염증반응을 통하여 죽상동맥경화를

발생 및 진행시키고 죽상동맥경화반을 불안정화

시킴으로써 이의 파열이 쉽게 발생하게 하여 급

성 합병증인 급성관동맥증후군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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