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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Doppler myocardial performance index (DMPI), defined as the sum of 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 (IVCT) and isovolumetric relaxation time (IVRT) divided by ejection
time (ET), is an easily measurable index which has been shown to reflect the severity of the
disease. It has been known each component of DMPI, as IVCT, IVRT and ET, was affected by
the change of preloa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changes of DMPI
during intravascular volume reduction in patients with end-stage renal disease and to determine
which components of DMPI contribute to DMPI alteration during intravacular volume reduction.
Methods：We measured blood pressure, heart rate, M-mode echocardiographic and Doppler
parameters within 10 minutes before and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tration with amount of
average 2 L. Results：We studied 40 end-stage renal disease patients (22 men and 18 women,
mean age of 52 years) who had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39 (97.5%) and normal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diastolic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13.8±2 mm；diastolic left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ness, 12.6±2 mm；Ejection fraction, 63.1±0.1%). Peak E-wave
velocit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84.85±25 cm/s vs
72.89±23 cm/s, p<0.05), but other Doppler parameters such as peak A-wave velocity and E deceleration time were not changed. E/A ratio showed decreased tendency which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p<0.097). DMPI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0.41±0.14 vs 0.45±0.15, p<0.001). The increase of DMPI was mainly affected by pro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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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VRT/ET which was due to prolonged IVRT, but IVCT/ET was not changed. The changes of
DMPI was little with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of about 2 L. Conclusion：We could prove
that DMPI was preload dependent parameter of myocardial function. We suggest the change of
preload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which may alter the DMPI.
KEY WORDS：Doppler myocardial performance index·Preload.

parameter와는 달리 심박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좌심

서

론

실의 모양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5)7) 심근경색증과
같이 왜곡된 심실 모양인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그 기능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널

을 반영하는 유용한 지표이다.5)7)8) 더욱이 Amyloido-

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면성 심초음파는 심실

sis,7) 특발성 확장성심근병9-11)과 같은 수축기와 이완기

의 내면 경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주기시 용

기능이 다 같이 손상 받는 심부전 환자에서 다른 지표에

적의 변화를 측정하여 좌심실구혈률(ejection fraction),

비해 질병의 중증도와 예후를 더 예민하게 반영하는 것

좌심실 구획 단축률(fractional shortening) 등을 측정

으로 증명되어 있다.

할 수 있어 좌심실의 수축기 기능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

그러나 이 지표의 구성요소인 IVRT, IVCT 및 ET

고, Doppler 심초음파는 승모판 혈류나 삼첨판 혈류 또

는 각각 혈관내 용적 및 정맥혈의 재분포에 의한 전부

한 폐정맥혈류를 측정하여 좌심실 이완기 기능의 평가에

하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하지

비침습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 이런 전부하 변화시 이들의 비로 만들어진 이 지표

심질환에서는 이완기 기능장애와 수축기 기능장애를 같

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드물다. 몇 연구에서 nitrate

1)

이 동반한 경우가 많고, 수축기와 이완기 기능은 서로
2)

나 Valsalva 조작을 이용하여 이 지표를 관찰한 연구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기능

있으나13) 실지로 혈액 투석 및 초여과와 같이 혈관내

을 모두 반영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분의 용적이 급격히 변화되어 전부하가 감소될 때 지

수축기 기능이 감소하면 구혈전기(preejection ph-

표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없다. 이에 저자들은 일반적

3)

ase)가 연장되고, 구혈기(ejection phase)는 짧아지며,

인 혈액투석 및 초여과에 따라 DMPI가 변화되는 양상

이완기 기능이 감소하면 전체 이완기 시간이 길어지는데

을 관찰하여 이 지표가 전부하의 변화에 따라 어떤 변화

4)

5)

최근에 Tei 등 은 승모판혈류 Doppler와

를 보이는 지를 관찰하고, 만일 변화가 있다면 어떤 구

대동맥판혈류 Doppler에서 IVCT(isovolumic cont-

성인자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

raction time)와 IVRT(isovolumic relaxation time)

를 시행하였다.

착안하여

와의 합과 ET(ejection time)을 측정하여 좌심실의 이완

대상 및 방법

기 및 수축기 기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 도플
러 심근능력지표(Doppler myocardial performance
index, DMPI)를 제시하였다. 이 지표는 IVRT와 IVCT

대 상

의 합을 ET로 나눈 값으로, 측정이 간단하며 반복측정이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 중에

가능하다. 특히 이면성 심초음파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

서 심실구혈률이 40%이상이고 1 L이상의 초여과 및 혈

서 심내막 경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이 지

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체내

표는 침습적인 심도자법에 의한 수축기 기능의 지표인

혈액량이 다시 재분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기 위

positive dp/dt와 이완기 기능의 지표인 negative dp/dt,

해서 투석 전·후 10분 이내에 승모판 혈류와 대동맥판

tau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고6) 다른 Doppler time

혈류의 pulsed Doppler를 비디오에 기록하였다.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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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pler myocardial performance index의 측정

및 이차성고혈압이 의심되는 환자, 심초음파의 관찰이 어

앞서 기록한 Doppler에서 승모판 혈류의 종점과 시작

려운 환자와 심전도상 주요전도장애(major conduction

점 간의 간격(a)을 구하였는데 이 값 a는 IVCT, ET 및

defects), 완전각차단(complete bundle branch block),

IVRT를 합한 값이다. 좌심실의 ET인 b는 pulsed Do-

심한 부정맥을 보이는 환자, 혈액투석 중 수혈이나 수액

ppler의 sample volume을 대동맥판 직하부에 두어서

공급을 받은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기록한 대동맥판 Doppler에서 구하였다. a에서 b를 뺀
값이 IVCT와 IVRT를 합한 값이 되므로 이 값을 b로

방 법

나누어서 상기한 DMPI를 구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혈액투석전 M-mode 지표를 측정하였
으며 혈액투석 전·후에 Doppler 지표와 혈압, 심박동

DMPI＝(IVRT＋IVCT)/ET

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IVRT는 심전도의 RR 간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승모판 혈류 Doppler에서 심전도의 QRS에서 승

심초음파도 검사
심초음파는 SONOS 2500(Hewlett Packlard, USA)

모판 혈류의 시작점과의 간격(c)에서 대동맥판 Dop-

의 2.5/2.25MHz 탐촉자를 사용하여, 대상자는 앙와위

pler에서 심전도의 QRS에서 대동맥판 혈류가 끝나는 점

또는 15～30도정도 좌측으로 눕힌 상태에서 좌측 흉골

사이의 간격(d)을 빼서 구하였고, IVCT는 a에서 ET(b)

연을 따라 제 3-5 늑간에서 M-형 심초음파도와 각각의

와 IVRT를 빼서 구하였다(Fig. 1).

Doppler를 얻었다. M-형 심초음파도는 25～50 mm/s
의 속도로, Doppler는 100 mm/s로 비디오 테이프에 기
록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적 방법
혈액투석 전·후의 각 군에서 구한 모든 수치는 평균

좌심실의 유두근의 중앙에서 그린 M-mode 심초음
파도에서 확장기말 좌심실 내경(LVEDd, Left Ventricular End Diastolic dimension), 확장기말 심실중격
두께(IVSTd, Interventricular Septum Thickeness)
와 좌심실후벽두께(LVPWTd, Left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eness), 좌심방내경(LAD, Left
Atrial Dimension), 좌심실구혈률[(LVIDd2-LVIDs2)/
LVIDd2]을 구하였다. 심실중격두께나 좌심실후벽두께
가 11 mm 이상일 때 심근비후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승모판 Doppler는 심첨 4방도(apical 4 chamber
view)에서 pulsed Doppler의 sample volume을 승모
판이 최대로 개구하였을 때의 첨부에 두고 기록하였고,
대동맥판 Doppler는 대동맥판막 직상방에 pulsed Doppler의 sample volume을 두고 기록하였다. 이들을 비
디오에 저장한 뒤 심초음파에 내장된 soft-ware를 이
용하여 peak E velocity(cm/s), E wave deceleration
time(msec), peak A velocity, E/A ratio를 측정하였
다. 이들 지표들은 환자의 심박수가 60～100/분이며 일
정한 R-R 간격을 보일 때 측정하였고 각 지표는 3회
의 심주기에서 구하여 이를 평균하였다.

Fig. 1. Time a is the interval between cessation and
onset of the mitral inflow. It includes isovolumic contracton time (ICT), ejection time (ET), and isovolumic
relaxation time(IRT). Left ventricular ejection time b is
the duration of left ventricular outflow velocity profile
(LV outflow). The index of combined left ventricular
systolic and diastolic function (the sum of isovolumic
contraction time and isovolumic relaxation time divided
by ejection time) was calculated as (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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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두 군과의 비교는 SPSS for

로 투석 및 초여과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window를 사용하여 paired t-test에 의하여 p<0.05

peak A-wave velocity는 투석 및 초여과에 따른 변화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고 판정하였다.

가 없었다. 또한 E/A ratio는 투석 및 초여과전 0.799
±0.31, 투석 및 초여과후 0.715±0.36으로 감소하는

결

과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97).
E-wave deceleration time은 209±68 ms, 204±66

임상양상 및 혈역학적인 변화

ms로 투석 및 초여과 전·후의 변화가 없었다(p<0.

40명의 만성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622)(Table 2).

남 22명, 여 18명이었고 평균연령이 52±15세 이였으며
body mass index는 34.4±4(kg/m2)이었다. 승모판

투석 및 초여과에 따른 DMPI와 Time Intervals의 변화

Doppler상 이완기말 좌심실내경은 48.6±6 mm, 수

ET는 투석 및 초여과 전 317±40 msec, 투석 및 초

축기말 좌심실내경은 29.4±6 mm, 우심실내경은 14.

여과 후 306±37 msec로 투석 및 초여과 후 감소하는

8±2 mm, 좌심실후벽두께는 12.6±2 mm, 중격두께는

경향을 보였고(p<0.06), IVRT는 투석 및 초여과 전

13.8±2 mm, 좌심방내경은 39.3±5 mm, 대동맥내경

84.5±25 msec, 투석 및 초여과 후 94.9±26 msec로

은 30.0±3 mm, 좌심실 구혈율은 63±0.1%이었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반면 IVCT는 투석 및

이 환자중 심근비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9명(97.

초여과에 따른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5%)이었다(Table 1). 체중은 투석전 56.0±8 kg에서

DMPI는 투석 및 초여과로 인한 혈관내 용적의 변화

투석후 54.0±7 kg으로 감소하여 평균 초여과양은 1.

로 0.41±0.14에서 0.45±0.1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99±0.8 L이었다. 심박동수와 수축기혈압은 투석 전·

(p<0.05). 대상중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3명(7.5%), 증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완기 혈

가한 경우가 30명(75%), 감소한 경우가 7명(17.5%)으

압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Table 2).

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지표의 변화 정도는 대
부분 0.1 이내로 그 차이는 작았다.

투석 및 초여과에 따른 Mitral pulsed doppler 지표의 변화

IVRT/ET는 투석 및 초여과로 0.271±0.09에서 0.

Peak E-wave velocity는 투석 및 초여과 전 84.85

315±0.09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IVCT/ET는 투

±25 cm/sec, 투석 및 초여과 후 72.89±23 cm/sec

석 및 초여과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볼

Table 1. Characteristics and M-mode parameters of
Patients (N＝40)
Age (years)

52 ±15

Male/female

22/18

BMI (kg/m2)

34.4±4

LVIDd (mm)

48.6±6

LVIDs (mm)

29.4±6

IVSTd (mm)

13.8±2

LVPWd (mm)

12.6±2

LAD (mm)

39.3±5

RVID (mm)

14.8±2

Ao (mm)

30.0±3

때 정상 심기능을 가진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혈관내 용
적의 감소시 DMPI의 증가는 IVRT/ET의 증가에 주로
Table 2. Changes of hemodynamics & mitral Doppler
parameters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pre-HF
Heart rate (beats/min) 69.2± 11

EF (%)
63.1±0.1
BMI：body mass index；LVIDd：diastolic left ventricular
internal dimension ； LVIDs ： systolic left ventriclar
internal dimension ； IVSTd ： diastolic interventricular
septum thickeness；LVPWd：diastolic left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ness；LAD：left atrial dimension；
Ao：aortic dimension；EF：ejection fraction

post-HF
68.9± 9

p value
.794

SBP (mm Hg)

147.3± 20

151.5± 25

.339

DBP (mm Hg)

86.6± 14

93.2± 16

.007

Body weight (Kg)

56.0± 8

54.0± 7

.000

Peak E-wave velocity
84.85± 25 72.89± 23
.001
(cm/sec)
Peak A-wave velocity
93.7± 21
94.7± 22
.742
(cm/sec)
E/A ratio
0.799± 0.31 0.715± 0.36 .097
E deceleration time
209± 68
204± 66
(ms)
HF：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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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Doppler time parameters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pre-HF
DMPI
ET (ms)
IVRT (ms)
IVCT (ms)

post-HF

p value

0.41± 0.14

0.45± 0.15

317± 40

306± 37

.001
.06

84.5± 25

94.9± 26

.005

44.4± 29

38.6± 28

.148

IVRT/ET

0.272± 0.09

0.315± 0.09

.001

IVCT/ET

0.143± 0.09

0.133± 0.1

.468

DMPI

0.41± 0.14

0.45± 0.15

ET (ms)
317± 40
306± 37
HF：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ET：ejection time
IVRT：isovolumetric relaxation time
IVCT：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

.001
.06
Fig. 3. Difference between DMPI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이 지표의 구성요소인 IVCT는 승모판막이 폐쇄되고
대동맥판막이 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대개 수축
기 기능이 감소하면 positive dp/dt가 감소하여 대동맥
판막이 개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좌심실 수
축기말압력이 상승되어 있으면 승모판의 조기폐쇄가 일
어나 결과적으로 IVCT가 연장되어 이 지표를 증가시킨
다.14) 그리고 IVRT는 대동맥판막이 닫히고 승모판막이
다시 열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완기 장애가 있으
면 초기에는 negative dp/dt가 연장되어 IVRT가 연장
되지만 심기능이 악화되면 심벽의 이완보다 좌심방압과
Fig. 2. Changes of DMPI & IVRT/ET, IVCT/ET after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p<0.001；NS, nonsignificant；
DMPI, Doppler myocardial performance index；IVRT,
isovolumetric relaxation time；IVCT, 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ET, ejection time；HF, hemodialysis and
ultrafiltration

기인된다(Table 3, Figs. 2 and 3).

승모판 역류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IVRT는 단축될 수도 있다.15) 그렇지만 그들은 IVCT와
IVRT의 합이 심기능의 악화와 좋은 상관을 보이고 심박
출량이 감소되면 ET가 단축되므로16) 이 지표는 IVRT
의 이런 단점을 극복하여 좌심실의 이완기 기능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DMPI는 다른 지표와 달리 심박
수가 변하거나 좌심실 모양이 변형된 경우에도 좌심실

고

찰

의 기능을 잘 반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7)8)17)
그러나 다른 심기능 지표와 같이 DMPI도 전부하의 변

Tei등5)이 Doppler에서 측정한 등용적 지표(isovol-

화에 따라 변화하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견

umic index)를 이용하여(IVCT＋IVRT)/ET 즉 DM-

된다. 왜냐하면 이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IVRT, IVCT

PI라는 지표를 제시한 후, 이 지표는 측정이 용이하기 때

및 ET는 모두 전부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문에 임상적으로 그 유용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

기 때문이다.18-21) 그리고 이들 구성인자의 비인 DMPI

히 이 지표는 수축기 기능을 나타내는 IVCT/ET와 이

의 경우에도 과거에 사용한 systolic time interval을 이

완기 기능을 나타내는 IVRT/ET를 합하여 두 가지 기

용한 연구22)23)를 보면 역시 전부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

능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좌심실 구혈율과 같이 수축

로 예측되지만 이를 증명한 연구는 미미하다. 한편, 말기

기나 이완기 중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에

신부전 환자에서 혈액투석 및 초여과시 심기능의 인자

비해 그 유용성이 크다.

가 변하는 것은 심근의 수축력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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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주로 혈관내 용적의 감소에 의한 전부하 감소에 기
24-26)

소되어 있고, 좌심실 말기압이 상승되어 좌심방과 압력

그러므로 본 연구

이 조기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환자에서 전부하가

는 혈관내 용적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혈액투석

감소되면 이 압력의 일치가 연장되어 승모판의 폐쇄가

중인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전부하 감소에 따른 이 지

늦게 일어나므로 결과적으로 IVCT는 단축된다. 그러므

표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이다.

로 수축기 기능이 감소된 환자의 IVCT/ET는 IVCT와

인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혈관내 용적이 감소하는 저용량(hypovole-

ET가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

mia)이 오면 이완기 기능의 평가에 사용되는 승모판 혈

다. 그러나 전부하 감소시 수축기 기능이 정상인 환자는

류 Doppler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초기 이완기 혈

IVCT가 전부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화

류인 peak E-velocity는 현저히 감소하지만 전부하의

가 없이 일정한데 ET가 감소하기 때문에 IVCT/ET는

영향을 받지 않는 심방 수축 혈류인 peak A-velocity

증가한다고 한다.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환자가

는 변화가 없어 이로 인한 E/A ratio는 감소한다고 보

좌심실 구혈율이 평균 63%로 수축기 기능이 정상인 사

고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

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IVCT/ET의 투석 이전과 이후

지의 결과를 보였고 개체수가 적고 초여과양이 적음으로

즉 전부하 감소시 차이를 감지할 수 없었다. 이는 ET는

인해 E/A ratio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IVCT의 비특이적인 변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석 및 초여과로 인한 E wave

심해서 IVCT/ET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deceleration time도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

이는 대개의 환자들이 심비후를 가지고 있고 수축기 기

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이런 승모판 혈류 Doppler 혈

능이 정상이므로 IVCT가 매우 짧기 때문에 변화의 정도

류속도의 변수들이 혈액투석 및 초여과로 현저하게 변

가 아주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측정방법이 직

한 것은 대상환자들에서 전부하의 변화가 확실히 유도

접 IVCT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심전도상 R-R 간격이

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특이하게도 혈액투석 및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초여과시의 혈역학적인 변화를 보면 혈관내 용적감소로

IVCT가 현저히 짧은 군에서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기는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은 변화가 없었으나 이완기 혈압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혈관내 용적이 감소하

한편 IVRT는 수축기 기능에 무관하게 전부하가 감소

여 심박출량이 감소하지만 혈관의 저항은 오히려 증가

하면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이는 전부하의 감

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투석액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으

소로 좌심실의 압력과 좌심방의 압력이 일치되는 승모

므로 생기는 혈역학적인 변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판막이 열리는 시점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와

27)

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전부하 감소에 따라 IVRT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DMPI의 변화를 보면 전반적

와 IVRT/ET는 의미있는 연장을 보였으며 이것이 전체

으로 전부하의 감소시 의미있게 상승함을 관찰할 수 있

DMPI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결국 정상

12)

었는데 이의 기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연구

수축기능을 가진환자에서는 DMPI는 전부하 의존적임을

를 보면 수축기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IVCT/ET

본 연구에서 증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부하에 의존적인

가 증가하고, 수축기 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IVCT/

IVRT/ET의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T는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혈액투석 및

이런 결과는 Moller 등12)이 정상인에서 Valsalva 조작

초여과에 의한 전부하 감소시 Starling의 법칙에 의해

이나 Nitrate 투여로 인한 전부하 감소시 DMPI가 상승

Stroke volume이 감소하기 때문에 ET는 일정하게 감

한다는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DM-

소하지만 IVCT가 심장의 수축기 기능에 따라 달라지기

PI의 상승이 정상인에서는 IVCT/ET와 IVRT/ET 두

19)28)

때문이라고 한다.

즉 수축기 기능이 정상이면 전부

가지 요소가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하 감소시 IVCT의 변화가 없고, 수축기 기능이 저하되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IVCT/ET의 변화는 뚜

어 전부하가 감소하면 IVCT는 단축된다. 왜냐하면 수

렷하게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Moller 등12)의 연구대

축기 기능 저하 환자는 전부하 감소에 의해 IVCT가 연장

상이 정상환자인 반면, 본 연구의 대상이 비록 수축기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positive dp/dt가 감

기능은 모두 정상이었으나 말기 신부전 환자로 대부분

－ 163 －

심비후를 동반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

였다.

방 법：

한다.
비록 DMPI가 전부하에 의존적이지만 우리가 관찰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 40명을 대상

바와 같이 일상적인 투석과 초여과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였다. 각 대상에서 투석과 초여과 전·후 10분

전부하 감소에 의한 DMPI의 변화가 대부분 0.1 이하로

이내에 혈압, 심박수, M-형 심초음파도 변수와 Do-

비교적 작아서 임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

ppler 변수를 측정하였다.

록 대상환자의 수가 적고 초여과양에 관심을 둔 연구는

결 과：

아니지만 초여과에 의한 체중의 변화량과 DMPI의 변화

40례(남자 22례, 여자 18례, 평균연령 52세)를 대상

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으로 하였고 이들 중 39명이 좌심실비대(이완기 좌심실

이지 않았다(Data 표시하지 않았음). 이는 혈관내 용적

내경, 48.6±6 mm；중격두께, 13.8±2 mm)가 있었으

도 전부하의 양을 결정짓는데 중요하지만 다른 인자들

며 모두 정상 좌심실기능(좌심실 구혈율, 63.1±0.1%)

즉 정맥의 긴장도, 우심실과 우심방의 기능, 폐동맥압, 좌

을 가지고 있었다. Peak E-wave velocity는 혈액투석

심방의 기능 등 많은 인자가 전부하의 변화량에 관여할

과 초여과후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84.85±25 cm/s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향후 전부하 변화의 정도

vs. 72.89±23 cm/s, p<0.05) peak A-wave velo-

와 DMPI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잘 디자인된 연구가

city, E deceleration time과 같은 다른 도플러 지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E/A ratio는 다른 연구결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초여과를 시행하지 않은

과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과의 비교가 같이 시행되지 못했고 둘째, 임상연

(p<0.097). 혈액투석과 초여과후 DMPI는 의미있게 증

구의 제한점으로 초여과량을 일정하게 표준화하지 못했

가하였다(0.41±0.14 vs 0.45±0.15, p≤0.001). 이 증

다는 것이다.

가는 IVCT와 IVCT/ET는 변화가 없는데 비해 IVRT

결론적으로 정상 수축기 심기능을 가진 말기 신부전 환
자에서 투석 및 초여과로 인한 전부하의 감소시 이완기
요소인 IVRT/ET가 증가하고 이에 의해 DMPI가 증가
하므로 측정된 DMPI를 평가할 때 전부하의 변화를 고려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고려된다.

와 IVRT/ET의 증가에 기인하였다(0.272±0.09 vs
0.315±0.09, p≤0.001).

결 론：
DMPI는 전부하에 의존적인 심기능지표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DMPI를 이용하여 심기능을 평가할
때 전부하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

약

중심 단어：도플러 심근능력지표·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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