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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문 요약 

 

50세 이상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과 인지기능의 관련성 

 

연구배경: 평균 혈소판 용적은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음이 과거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이 인지기능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50세 이상의 성인들 중 본 연구에 

동의한 54명을 대상으로 하여, 과거 병력, 신체 계측, 인지기능, 

혈액 검사 소견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인지기능 저하군의 평균 혈소판 용적의 평균값은 7.9±0.5 fL, 

정상군은 7.5±0.4 fL로, 인지기능 저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혈소판 용적이 높았다(P=0.001).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 간에는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73, P=0.003).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 간의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상관계수가 -0.477로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결론: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은 인지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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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군은 정상군에 비해 평균 

혈소판 용적이 크고,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평균 혈소판 용적은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저렴하면서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어, 

치매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서 정기적으로 평균 혈소판 용적을 확인 

하는 것이 치매의 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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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과 인지기능의 관련성 

 

<지도교수 이 덕 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정 현 

 

Ⅰ. 서론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치매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환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인 노력과 비용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 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는 불과 8년에 불과하여 기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직면하는 노인들의 질환 중에서 치매는 유병률이 

높고 만성적인 대표적 신경정신질환으로 기억력, 판단력, 집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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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인지기능의 저하, 다양한 행동, 정신증상,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장애와 운동기능의 저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2,3 한국의 치매 유병률을 조사한 연구4,5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약 10% 내외로 보고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2003년에는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나 2020년에는 73만 

명, 2050년에는 1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6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위험요인 관리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인자들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인지기능 저하의 병리기전에는 

염증반응이 관련되어 있으며,7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여러 심혈관계 위험 인자들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평균 혈소판 용적(mean platelet volume, MPV)은 임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혈소판 크기 측정법이다. 혈소판 크기는 IL-6와 같은 

염증 매개체에 의해 크기가 증가하며, 혈소판 크기가 크면 대사적, 

효소적으로 활성화되어 혈전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 들과 관련성이 있으며,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10-15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평균 혈소판 용적이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와 관련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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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평균 혈소판 용적과 

인지기능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과 

인지기능이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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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50세 이상의 성인들 중 본 연구에 

동의한 54명(남자 33명, 여자 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검자 중 

설문지에 기침, 열감, 설사 등 급성감염과 관련된 증상을 기재한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과 같은 각종 염증성 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악성종양 및 

전이성 암, 용혈성 질환 및 출혈성 질환(혈소판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신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 소염제, 항생제, 

항경련제 등 혈소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우울증 

병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건강 검진 5~7일 전에 모든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가 전달되고, 피검자들은 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당일에 제출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연령, 성별 등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 음주, 운동 등 평소 생활습관 및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병력, 약물 복용력, 현재 불편 증상 등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들은 8시간 이상 금식한 후, 검진 당일 키, 몸무게, 혈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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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혈액검사를 통해 complete blood cell count(CBC), 

공복혈당, 혈중 지질, c-reactive protein(CRP) 등을 측정하였다. 

CBC 채혈 용기는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tube를 

사용하였으며, 채혈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측정을 시행하였다.  

인지기능 평가 도구는 1975년 미국의 Folstein 등16이 개발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검사도구 중 방법이 간편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를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를 사용하였다. K-MMSE는 12문항에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가 시행 

되었고, 검사자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토의를 거쳤다. 

 

3. 통계 분석 방법 

K-MMSE 점수 28점 이하를 인지기능 저하군으로, 29점 이상을 

정상군으로 정의하고, 두 군 간의 인구학적 특성과 신체 계측 결과, 

과거 병력과 흡연력, 음주력, 혈액 검사 결과를 범주형 변수인 경우  

카이제곱 검정을, 연속형 변수인 경우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해 

비교하였다.  

MPV와 K-MMSE 점수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MPV와 K-MMSE 점수 간에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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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계적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ersion 17.0 (SPSS Inc., USA)을 이용하였고, 검정의 유의 

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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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인지기능 저하군과 정상군 간의 기본 특성 비교 

총 대상자 54명 중 인지기능 저하군은 21명(38.9%), 정상군은 

33명(61.1%)이었고, 평균연령은 인지기능 저하군이 58.7±6.2세, 

정상군이 56.0±5.9세로 인지기능 저하군의 연령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073). 체질량지수는 

인지기능 저하군이 23.1±2.0 kg/m2, 정상군이 24.6±2.0 kg/m2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 그 외에 성별, 

교육 정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 흡연력, 음주력에서는 

두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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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s 

Characteristics
1 

Cognitive 

impairment group2 

(n=21) 

 

Normal group3 

(n=33) 

P-value4 

MMSE5 score 27.4±0.7 29.4±0.5 < 0.001 

Age 58.7±6.2 56.0±5.9   0.073 

Sex      0.633 

Male 12(57.1%) 21(63.6%)  

Female        9(42.9%) 12(36.4%)  

Education score6      3.6±0.8       3.8±0.5   0.240 

History of Hypertension       8(38.1%) 13(39.4%)   0.924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1( 4.8%)       5(15.2%)   0.386 

History of Hyperlipidemia        3(14.3%)      4(12.1%)   1.000 

Smoking (pack-year)               6.9±11.4     10.4±14.4   0.230 

Alcohol drinking (g/week)      124.2±155.5     186.1±228.7   0.333 

Body mass index (kg/m2) 23.1±    2.0 24.6±    2.0   0.009 

1 Data are presented as No(%), mean±S.D. 

2 MMSE score is 28 or under 28. 

3 MMSE score is 29 or 30. 

4 The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Mann-Whitney U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discrete variables. 

5 MMSE is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6 Education score is recorded as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achieved 

(0=none, 1=elementary school, 2=middle school, 3=high school, 4=university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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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기능 저하군과 정상군 간의 임상 검사 결과 비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CRP, 백혈구 수, 혈소판 수에서는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중 중성지방은 

인지기능 저하군이 105.7±62.1 mg/dL, 정상군이 142.6±78.2 

mg/dL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0). 

평균 혈소판 용적은 인지기능 저하군이 7.9±0.5 fL, 정상군이 

7.5±0.4 fL로 인지기능 저하군의 평균 혈소판 용적이 유의하게 

컸다(P=0.00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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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atory characteristics of study groups 

Characteristics
1 

Cognitive 

impairment group2 

(n=21) 

Normal 

group3 

(n=33) 

P-value4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1.0±14.4 120.1±14.1 0.797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7.1±8.1          74.8±14.8 0.702 

Fasting glucose (mg/dL)         92.2±11.1         95.7±17.1 0.663 

Total cholesterol (mg/dL) 195.9±37.2 197.1±54.9 0.736 

Triglyceride (mg/dL) 105.7±62.1 142.6±78.2 0.040 

HDL5 (mg/dL)         54.5±14.0         49.1±11.7 0.201 

LDL6 (mg/dL) 129.2±26.5 131.6±48.2 0.790 

CRP7 (mg/dL)          1.3±1.3         1.4±1.6 0.736 

White blood cell count (K/μL)         6.0±1.9         6.8±1.6 0.099 

Platelet count (K/μL ) 263.8±92.1 276.8±46.8 0.099 

Mean platelet volume (fL)         7.9±0.5          7.5±0.4 0.001 

Measurement time8 (minute) 154.4±43.6 145.4±30.1 0.394 

1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2 MMSE score is 28 or under 28. 

3 MMSE score is 29 or 30. 

4 The P values were calculated with Mann-Whitney U-test. 

5 HDL is high density lipoprotein.  

6 LDL is low density lipoprotein. 

7 CRP is C-reactive protein.  

8 Measurement time is the time between collection of blood samples and 

measurement of mean platel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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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의 관련성 

 혼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연령, 체질량 지수, 흡연력,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CRP, 혈소판 수가 K-MMSE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K-MMSE 점수와 평균 혈소판 용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β=-0.473, P=0.00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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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ing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factors and cognitive function1  

 

Variables β-Coefficient Standard error P-value1  

Age  -0.089 0.027 0.527 

Body mass index (kg/m2)          0.158 0.097 0.368 

Smoking (pack-year)           0.044 0.014 0.79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0.018 0.016 0.92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0.142 0.017 0.451 

Fasting glucose (mg/dL)         0.108 0.012 0.475 

Total cholesterol (mg/dL) -0.008 0.004 0.957 

Triglyceride (mg/dL) -0.003 0.002 0.985 

CRP2 (mg/dL)          0.099 0.115 0.502 

Platelet count (K/μL ) -0.058 0.003 0.724 

Mean platelet volume (fL) -0.473 0.357 0.003 

Measurement time3 (minute) -0.013 0.005 0.934 

1 R2 = 0.328, adjusted R2 = 0.131. 

2 CRP is C-reactive protein. 

3 Measurement time is the time between collection of blood samples and 

measurement of mean platele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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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기능과 평균 혈소판 용적 간의 상관성 

 K-MMSE 점수와 평균 혈소판 용적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상관계수 -0.477로 K-MMSE 

점수가 낮을 수록 평균 혈소판 용적이 커지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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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rrelation between mean platelet volume (MPV) and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score. The ‘r’ 

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is figure shows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PV and 

MMSE score(r=-0.477, P<0.001). 

 

 

 

 

 

r = -0.477,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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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MPV)과 인지기능 간에는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MPV가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K-MMSE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MPV가 인지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알쯔하이머 치매의 병리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염증 반응이 관여함을 시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 예로 

Eikelenboom 등17은 아밀로이드 반(amyloid plaque)에는 염증 

매개체인 IL-1, IL-6, α1-antichymotrypsin(ACT) 등을 발현하는 

신경교세포가 응집되어 있다고 했으며, Maes 등18은 알쯔하이머 치매 

환자의 혈청과 뇌척수액에서 IL-6, ACT, CRP가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Kálmán 등19은 치매의 경중과 혈청 IL-6 수치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상적 치매가 오기 약 25년 전부터 혈청 CRP가 

증가하고,20 IL-6가 높았던 사람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더 

높았다21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알쯔하이머 치매의 발병기전에는 

염증기전이 관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은 혈소판의 

크기를 증가시킨다. 혈중 IL-6가 증가하면 혈소판의 크기가 증가하며, 

크기가 커진 혈소판은 활성화되어 thromboxane A2, P-selectin 등의 

물질을 분비하여 염증을 더욱 악화시킨다.9 또한, serot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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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sine diphosphate 등을 상승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glycoprotein Ib, IIb-IIIa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며, platelet factor 

4, P-selecti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등 혈소판 응집 

전구물질들도 증가하여 혈소판의 응집반응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 

결국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MPV의 상승이 

알쯔하이머 치매의 병리기전인 염증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혈전증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여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실제로 MPV의 상승과 

심혈관 질환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Chu 등9은 24개의 연구를 메타분석 하여 MPV의 상승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 환자와 대조군의 비교에서 MPV가 높을 경우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높았으며(mean difference 0.92 fL, 95% 

confidence interval(CI) 0.37-1.16, P<0.001),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들의 비교에서 사망률도 높았다(11.5% vs. 7.1%, odds ratio= 

1.65, 95% CI 1.12-2.52, P=0.012). 또한 관상동맥 확장술(coronary 

angioplasty)을 받은 환자에서 나중에 재협착이 올 위험성도 

유의하게 높았다(mean difference 0.98 fL, 95% CI 0.74-1.21, 

P<0.001). 또한 Bath 등22은 3134명의 노인들을 약 4년간 추적한 결과 

MPV가 높은 사람이 뇌졸중의 위험성도 높아지며 MPV 수치가 1 fL 

상승할 때마다 뇌졸중의 상대위험도가 11%씩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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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은 심혈관 질환들은 알쯔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모두 높이는 위험인자들이므로, MPV가 높으면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Martin 등23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혈소판 크기가 

퇴원 후 6주가 지나도 계속 커져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MPV의 

상승이 일시적이고 급성적인 반응이라기 보다는 만성적인 반응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임상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그 효용성이 높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MPV가 치료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Huczek 등24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은 환자에서 항혈소판제제인 abciximab를 사용했을 때 

MPV가 높은 군에서만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losartan 등의 지질강하제가 MPV를 낮출 수 있다는 보고25-27가 있으나, 

MPV를 낮췄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MSE 점수가 28점 이하를 인지기능 저하군, 29점 

이상을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Flicker28와 

Petersen 등29은 치매가 발병하기 이전 단계로 경도 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에 수반되는 기타 증상이 없으면서 객관화된 하나 

이상의 인지기능 검사 혹은 기억검사에서 규준 평균에 비하여 1.5 

표준 편차 이상의 수행저하를 보인 50대 이상의 노인들로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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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E 점수로는 24~28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경도 

인지장애는 정상과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Petersen 

등30에 의하면 이들 군에서 치매로의 전환율은 매년 12~15%로, 건강 

성인의 1~2%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3~4년 후 50%, 6년 후 80%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군으로 

분류된 군은 현재 치매는 아니지만 향후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치매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인지기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연구 대상의 수가 54명으로 적었고, 질환이 

있는 경우 이미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PV 결과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MPV 수치가 채혈에서 

측정까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혈액검사에 사용하는 채혈 용기에는 혈액 응고를 막기 위해 EDTA나 

sodium citrate와 같은 항응고제가 들어있는데, EDTA를 사용할 경우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혈소판의 크기가 팽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항응고제로 EDTA를 사용했으나, 

시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혈 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MPV를 측정하였고,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인지기능 저하군과 

정상군 간에 측정에 걸린 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측정 시간을 

통제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평균 혈소판 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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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간에 독립적인 관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알쯔하이머 치매의 전단계나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알쯔하이머 치매의 병리현상이 

임상증상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여러 생화학지표가 이러한 

병리현상을 초기에 반영할 수 있고, 알쯔하이머 치매의 전단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화학지표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뇌척수액 중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amyloid beta peptides), 타우 단백(tau 

protein)32 등이 있으나, 일반적인 스크리닝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평균 혈소판 용적은 임상에서 많이 실시하는 일반 

혈액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치매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수가 적으며, 일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반 인구집단으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평균 혈소판 용적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셋째, 우울증 등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과거력은 조사하였으나, 검진 당시에 우울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였다. 넷째, 인지기능 저하군과 정상군 간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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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용적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적어, 임상적으로 치매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인자로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다섯째,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수입이나 경제수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평균 혈소판 용적과 인지기능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독립적인 관련성을 밝힌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균 혈소판 용적이 큰 노인에 

대해서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매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향후 평균 혈소판 용적이 증가해 있을 경우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가 발생하는 지와 치매의 예측인자로서 이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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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번 연구 결과에서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평균 혈소판 용적은 

인지기능과 독립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군은 정상군에 비해 평균 혈소판 용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으며, MMSE 점수와 평균 혈소판 용적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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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Platelet volume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s over 50 years old 

 

Jeong-Hyu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uk-Chul Lee) 

 

Background: Several studies have reveal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platelet volume(MPV) and the several cardiovascular 

diseases.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PV and cognitive 

function has not been studied yet in the worl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an association exists 

between MPV and the cognitive function in elders over 50 years 

old. 

Methods: We examined fifty-four subjects who visited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one college hospital in Seoul between 

October 2007 and January 2008. We used the Korean version of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MMSE) to check the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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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and we analyz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blood 

samples. 

Results: The mean value of MPV of cognitive impairment group was 

7.9±0.5 fL and that of normal cognition group was 7.5±0.4 fL,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01). After 

controlling for age, body mass index, smoking,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sugar,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c-reactive 

protein(CRP), platelet count and the time between collection of 

blood samples and measurement of MPV, multiple regression 

yielded the MPV to be an independent associated factor in 

cognitive function(β=-0.473, P=0.003). In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MPV and K-MMSE score 

was -0.477(P<0.001). 

Conclusion: 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PV and 

the cognitive function in elders over 50 years of age. The 

cognitive impairment group had higher MPV valu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PV and K-MMSE score. 

----------------------------------------------- 

Key Words: mean platelet volume, cognitive function, cognitive 

impairment,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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