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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easily recordable, non-invasive Doppler time index
correlates with left ventricular systolic and diastolic function.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Doppler time index by patterns of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in
hypertensives patients. Subjects and Method：This echocardiographic and Doppler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ft ventricular geometric shape (normal, concentric remodelling, concentric hypertrophy and eccentric hypertrophy) and diastolic function in a 87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and 55 normal subjects. Doppler time index was defined as the
summation of isovolumetric contraction (ICT) and relaxation time (IRT) divided by ejection time
(ET). Results：Among left ventricular geometric patterns in hypertensive patients, high prevalence
of eccentric hypertrophy (32%). Except IVRT in concentric hypertrophic group, no difference
were found in Doppler determination of diastolic function between the geometric groups. The
Doppler time index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VRT and deceleration time (DT) of E wave.
However, Doppler time index had 71% sensitivity and 89% specificity in assessment of diastolic
dysfunction. Conclusion：The Doppler time index was significantly correlate with Doppler index
of mitral flow. But, this index can be a lesser sensitive indicator of pure diastolic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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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z의 탐촉자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좌측 앙와위로 위

서

론

치한 후 M형 심초음파도는 초당 25 mm 혹은 50 mm
의 속도로 기록하여 측정하였고 Doppler는 초당 100

고혈압이 지속되는 경우에 좌심실 비대의 소견을 보

mm로 기록, videotape에 녹화한 후 나중에 분석하였다.

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 경우에 좌심

동일인에 의해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

실의 두께가 증가되는 이른 바 구심성 비대만 생기는 것

graphy의 권고에 따라 흉골연 단축 단면도의 좌심실

으로 알려져 왔으나1)2) 1992년 Ganau등3)이 좌심실

유두근 부위에서 좌심실의 수축기 및 확장기 내경과 심

비대를 심초음파 소견에 근거하여 구심성 재구성, 원심

실 중격 및 후벽 두께를 측정하였다.15)16) 심첨방 4도

성 비대, 구심성 비대 등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에서는 간헐적 도플러의 표본 용적(sample volume)을

이후 각 좌심실 유형에 따른 혈역학적인 특성 및 환자

확장기시 승모판 첨부에 위치시킨 후 승모판 유입혈류

4-8)

의 예후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속도의 패턴을 구하였다. 그리고, 심첨방 5도에서 표본

최근 Tei등9)은 승모판 및 대동맥판 혈류 도플러에서

용적의 위치를 대동맥 판륜의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좌

ejection time(ET), 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

심실 유출속도의 패턴을 구하였다. 각 지표의 측정값은

(ICT), isovolumetric relaxation time(IRT)를 구하고

연속하는 3개의 값을 평균하여 구하였다.

이를 조합하여 좌심실의 수축기와 이완기 기능을 모두

혈압측정은 심초음파 시행직후에 시행하였고 좌심실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ICT＋IRT)/ET를 제시하였다.

질량 지수는 Devereux방식17)에 의해 좌심실 질량을

그러나 이 지표에 대한 연구는 수축기 기능장애의 정도

체표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에 따른 연구와 젊은 연령층에서 수축기와 이완기 기능

좌심실 질량(g)＝0.8×(1.04×{(확장기말 심실중격

10-14)

장애가 모두 있는 질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두께＋확장기말 좌심실 내경＋확장기말 좌심실 후벽

이에 저자들은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정상 대조군과 좌

두께)3-(확장기말 좌심실 내경)3})＋0.6

심실의 수축기 기능은 정상인 고혈압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 유형에 따른 이완기 기능의 평가에서 이 지표의 변

상대적 심벽 두께(relative wall thickness)는 확장
기말에 측정하였고

화와 이완기 기능 장애의 판별에 유용한 지를 알아보고

상대적 심벽 두께＝2×(좌심실 후벽 두께 / 좌심실 내경)

자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총말초혈관 저항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18)
총 말초혈관 저항＝(평균혈압×80) / 심박출량

대상 및 방법

정상 대조군의 심초음파 검사상 얻은 결과로 상대적 심
벽 두께가 0.45이하, 좌심실 질량지수가 120 g/m2이

대 상

하를 정상치로 하고(98percent)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연구 대상은 1998년 8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본 병

형태를 Ganau등3)의 분류에 따라서 심벽 두께가 0.45

원 내과를 방문하여 심초음파를 시행한 40세 이상의 고

이하이고 좌심실 질량지수가 120 g/m2이하를 정상 좌

혈압 환자 123명중 경증 이상의 판막 질환자, 심전도

심실 형태, 심벽 두께가 0.45이상이고 좌심실 질량지수

상 방실 전도장애, 우각 및 좌각 차단 같은 전도 장애가

가 120 g/m2이하를 구심성 재구성, 심벽 두께가 0.45

있는 자, 국소 벽 운동 장애가 있는 허혈성 심 질환자,

이상이고 좌심실 질량지수가 120 g/m2이상을 구심성 비

수축기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를 제외 한 87명을 대상

대, 심벽 두께가 0.45이하이고 좌심실 질량지수가 120

으로 하였고, 정상 대조군은 40세 이상의 성인으로 고

g/m2이상을 원심성 비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혈압, 허혈성 심질환 및 당뇨 등의 기왕력이 없고 수축

Doppler time index(Tei index)는 승모판 혈류 도

기 혈압이 140 mmHg 및 이완기 혈압이 90 mmHg이

플러에서 승모판 혈류의 종점과 시작점간의 간격(a)과

하인 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기록된 심전도의 R파의 정점에서 승모판 혈류
시작점과의 간격(c)을 구하였고 대동맥판 혈류 도플러

심초음파 검사

에서 좌심실에서 혈류 유출의 시작점과 종점의 시간 간

심초음파 검사는 Ultramark 9(ATL사) 기계의 2.25

격(b)과 심전도의 R파의 정점에서 대동맥판 혈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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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점과의 간격(d)을 구하였다. IRT(isovolumetric

없으나 고혈압 환자군에서 좌심방 내경(p<0.0001), 심

relaxation time)은 c-d로 구하고 ICT(isovolumetric

실중격 두께(p<0.0001), 심실 후벽 두께(p<0.0001),

contraction time)은 a-b-IRT로 구할 수 있고 따라

상대적 심벽 두께(p<0.0001), 좌심실 질량 지수(p<0.

서 ICT와 IRT의 합은 a-b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결국

0001), 총 말초 혈관 저항(p<0.0001)이 고혈압 환자

Doppler time index인(ICT＋IRT)/ET(ejection time)

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Table 1).

는 a-b/b로 간단하게 구하였다(Fig. 1). 승모판 유입

심초음파도 도플러 소견상 A파 최고 속도(p<0.005),

혈류속도에서 E파와 A파를 측정하고 E/A비와 E파의

등용적 이완시간(IVRT)(p<0.0001), E파의 감속시간

감속시간을 측정하였다.

(p<0.0001)과 Doppler time index의 지표인 ICT

통계학적 분석

Table 1. Cinical charactristics and echocardiographic
variables in the control vs hypertension group

각 군에서 구한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
하였고 대조군과 고혈압 군간의 비교는 Student’
s t-

Control
Number

55

Hypertension
87

Age (year)

test, chi square test을, 좌심실 비대 유형에 다른 군간

56±10

56±10

Male/female

26/29

32/55

의 비교는 ANOVA test후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Body surface area
(BSA)(m2)
SBP/DBP (mmHg)

correction을 시행하였으며, Doppler time index(Tei
index)와 각 심초음파 지표간의 상관 관계를 알기 위해

1.63±0.16

1.67±0.15

119±11/73±9 152±14/91±10*

Left atrium diameter (mm)

33±4

37±4*

LV ejection fraction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고 통계적 유

67±7

68±8

Fractional shortening (%)

37±5

38±5

의성은 p<0.05인 경우로 하였다.

Interventricular septal
thickness (mm)
Relative wall thickness

9±1

11±2*

0.36±0.06

0.44±0.08*

LV mas/BSA (g/m2)

90.8±15.9

126.4±27.0*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으며

결

과

정상 대조군과 고혈압 환자군의 비교
연령과 성별 간의 비율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Total peripheral resistance
1362±359
1778±504*
(dyn·s·cm-5)
*：p<0.05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LV：Left ventricle
Table 2. Echocardiographic doppler variables in the
control vs hypertension group
Control

Hypertension

Peak velocity of E

64± 16

63± 16

Peak velocity of A

64± 15

72± 18*

1.04± 0.30

0.90± 0.30*

40-59 year

1.14± 0.28

0.98± 0.32

>60 year

0.90± 0.21

0.79± 0.22

E/A ratio

Fig. 1. Schematic diagram of doppler time index.

IVRT (ms)

105± 15

120± 20*

DT (ms)

199± 30

230± 40*

ICT (ms)

32± 21

39± 17*

IRT (ms)

97± 25

113± 26*

A (ms)

420± 35

448± 42*

B (ms)

292± 24

297± 29

Tei index
0.44± 0.09
0.52± 0.12*
*：p<0.05
IVRT：Isovolumic relaxation time, DT：deceleration time
of E wave, ICT：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 IRT：Isovolumetric relax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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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IRT(p<0.0003), a(p<0.0001)와 doppler

(Table 3). 도플러 검사의 지표중 IVRT는 구심성 비대

time(Tei) index(p<0.0001)가 고혈압 환자군에서 유

군에서 구심성 비대군에 비해(p<0.05) 유의하게 높았

의하게 높았고 E/A파 비(p<0.05)는 유의하게 낮았다

으나 E/A파 비, E파의 감속 시간, ICT, IRT, Doppler

(Table 2).

time index(Tei index)는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Table 4).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비대 형태에 따른 각 군의 비교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형태는 원심성 비대 28명(32%),
구심성 비대 25명(28%), 정상 21명(24%), 구심성 재

고혈압 환자에서 Doppler time index(Tei index)와 심초
음파도의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

구성 13명(15%) 순이었다. 연령은 구심성 비대 군이

Doppler time index(Tei index)는 심초음파도의 수

정상 좌심실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수축

축기 기능을 나타내는 좌심실 심박출 계수(p<0.0001),

기 혈압은 구심성 비대 군이 구심성 재구성 군에 비해

분획 단출률(p<0.05)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이

(158±13 vs 146±12, p<0.05) 유의하게 낮았고 좌

완기 기능을 평가하는 등용적 이완 시간 간격(IVRT)(p

심방 내경은 정상 좌심실 군에 비해 구심성 비대군(p<

<0.0001), E파의 최대 속도(p<0.0001)와 감속 시간

0.005)과 원심성 비대군(p<0.0005)에서 유의하게 컸

(p<0.001) 및 E/A파 비(p<0.05)와도 유의한 상관 관

고, 이완기말 좌심실 내경은 구심성 비대 군은 구심성

계를 보였다(Table 5).

재구성 군에 비해(p<0.0001) 원심성 비대 군은 정상
좌심실 군과 구심성 재구성 군에 비해(p<0.0001, p<0.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비대 유형에 따른 각 군에서

0001) 유의하게 컸고, 좌심실 심박출 계수는 구심성 재

Doppler time index(Tei index)의 이완기 기능 장애의

구성 군에서 구심성 비대군과 원심성 비대군에 비하여

판별능

(p<0.05, p<0.05) 유의하게 높았으며, 총 말초 혈관 저

E/A파 비가 1이하이고 등용적 이완 시간 간격(IV-

항은 구심성 재구성 군에서 정상 좌심실 군과 원심성 비

RT)이 110 msec이상이며 E파의 감속 시간(DT)이

대 군에(p<0.05, p<0.0008)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240 msec이상인 경우와 폐 정맥 유입혈류를 측정한 경

Table 3. Characteristics in the different left ventricular geometrics in the hypertension group (n＝87)
Number
Age (year)
Male/Female
BSA (m2)

Normal LV

Remodelling

Concentric LVH

Eccentric LVH

21 (24%)

13 (15%)

25 (28%)

28 (32%)

61±8

57±11

7/14

7/6

1.60±0.13

1.71±0.15*

54±12*
9/16
1.70±0.15*

57±8
9/19
1.68±0.15*

SBP (mmHg)

150±14

146±12

158±13†

152±16

DBP (mmHg)

90±10

91±8

93±10

90±10

LAD (mm)

35±4

37±5

38±4*

39±3*

LVDD (mm)

48±3

44±4

49±4†

55±4*†

LVEF (%)

70±5

72±6

9±1

12±1*

IVST (mm)
LVPWT (mm)

‡§

66±5

66±8

13±1*

11±1*

9±1

12±1*

13±1*

11±1*

RWT

0.38±0.04

0.53±0.06*

0.51±0.06*

0.39±0.05

LVMI (g/m2)

94.8±15.0

143.4±17.9*

143.6±17.1*

107.9±12.0

TPR (dyn·s·cm-5)
1717±516
2114±456*§
1989±519
1548±391
*：p<0.05 versus normal
†：p<0.05 versus remodelling
‡：p<0.05 versus concentric LVH
§：p<0.05 versus eccentric LVH
LV：Left ventricle, LVH：Left ventricular hypertrophy, BSA：Body surface area,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LAD：Left atrium diameter, LV 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IVST：Interventricular
septum thickness, LVPWT：Left ventricular posterior wall thickness, RWT：Relative wall thickness, LVMI：Left vnetricular
mass index, TPR：Total peripheral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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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oppler variables in the different left ventricular geometrics in the hypertension group (n＝87)
Normal LV

Remodelling

Concentric LVH

Eccentric LVH

59±12

57±15

64±18

63±11

E (cm/s)
A (cm/s)

74±17

68±15

68±20

67±16

E/Aratio

0.83±0.21

0.85±0.22

0.98±0.36

0.91±0.31

IVRT (ms)

117±18

111±12

126±21*

119±23

DT (ms)

231±31

246±54

221±47

229±30

ICT (ms)

36±15

38±21

38±17

41±18

IRT (ms)

111±20

114±28

116±30

118±26

A (ms)

439±35

442±42

448±42

458±46

B (ms)

291±22

290±23

294±28

306±37

Tei index

0.51±0.10

0.52±0.10

0.53±0.12

0.51±0.14

Diastolic dysfunction

10 (48%)

8 (61%)

16 (64%)

14 (50%)

Impaired relaxation

10

8

12

14

Pseudonormalization
0
*：p<0.05 versus remodelling
IVRT：Isovolumic relaxation time
ICT：Isovolumetric contraction time

0

4

0

DT：deceleration time of E wave
IRT：Isovolumetric relaxation time

Table 5.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ei index and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in the hypertension group
R value

p value

용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좌심실 비대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축기 혈압이 가
장 중요하고 그 외에 좌심실의 용적 증가와 압력 과부

Isovolumic relaxation time

0.50

<0.0001

Peak velocity of E wave

0.45

<0.0001

하가 영향을 미치며 catecholamine같은 체액성 인자,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0.28

<0.001

연령, 유전적인 요인, 인종 및 염분 섭취량이 관여하는

Deceleration time of E wave

0.28

<0.001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20-22)

Fractional shortening

0.26

<0.05

혈압에 따라 좌심실의 적응 양상은 매우 복잡하여 단

E/A ratio

0.26

<0.05

순히 좌심실 비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부하의

Systolic blood pressure

0.21

<0.05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용적 과부하는 심실의 중량에

우(12명)에서 수축기 혈류(S)/이완기 혈류(D) 비가 1

비해 용적을 증가시키고 압력 과부하는 심실의 용적에

이하이고 역류혈류(Ar)의 지속시간과 최고 속도가 증가

비해 중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다른 형태의 심실 비대

된 경우를 이완기 기능 장애로 판단했을 때 정상 좌심

를 초래하고 이에 Ganau등3)은 좌심실 질량지수와 상대

실 군은 10명(48%), 구심성 재구성 군은 8명(61%),

적 심벽 두께에 따라 4가지 유형의 좌심실 비대로 분

구심성 비대군은 16명(64%), 원심성 비대군은 14명

류한 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상 좌심실 유형

(50%)에서 이완기 기능 장애가 있었고 Doppler time

은 좌심실에 대한 압력 과부하가 심하지 않고 이런 압

index(Tei index)가 0.5이상을 양성으로 정했을 때 전

력 과부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볼

체적으로 이완기 기능 장애를 판별하는 민감도는 71%,

수 있는 유형으로써 이들의 총 말초혈관 저항 및 수축

특이도는 68%였다(Table 6).

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경도로 증가가 많다. 구심성 재
구성 유형은 지속적인 압력 과부하에 대하여 심실의 전

고

안

부하를 줄임으로써 심벽의 두께는 증가되지만 좌심실
내경의 적절한 감소 등으로 좌심실 질량이 증가되지 않

Framingham연구19)에 의하여 좌심실의 비대 여부가

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심혈관계 사망률 및 유병률에 중요한 인자라는 것이 알

유형의 환자들에 비하여 총 말초 혈관 저항은 가장 높

려진 후에 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심초음파도를 이

으나 심박출량은 다른 군에 비하여 저하되어 있고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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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diction of Tei index for the evaluation of diastolic dysfunction in hypertensives
Tei index

Normal LV (10)

≥0.5

7

7

3

1

<0.5
Sensitivity＝71%

Remodelling (8) Concentric LVH (16) Eccentric LVH (14)

Specificity＝68%

Total (48)

14

9

37

2

5

11

Accuracy＝70%

은 경도의 증가만을 보여준다.

심성 비대 유형에서 등용적 이완시간 간격이 연장되며

또한 후부하의 증가에 대한 좌심실의 보상작용으로

구심성 비대 유형에서는 E파의 감속 시간이 연장된다고

좌심실이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보고 하였으나 Zabalgoitia등6)의 연구에서는 좌심실 비대

구심성 재구성이 일어나는 기전을 Ganau등3)은 압력 과

유형에 따른 이완기 지표의 차이는 없었고 Hesse등23)

부하에 따른 심방 나트륨 이뇨 인자(atrial natriuretic

은 이완기 기능은 심근의 경직, 좌심실의 질량 또는 근

factor)의 증가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나 최근의 연구

육 섬유소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심근 섬유화 존

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심성 재구성의 비율

재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에 심근 섬유화

이 많아지는 데 이것은 연령증가에 따른 혈액양의 감소

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연령이 이완기 장애의

6)

와 근육의 감소 때문이라는 보고 가 있다. 구심성 비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구심

유형은 좌심실의 압력 과부하에 대하여 구심성 재구성

성 비대군에서 위정상 슴모판 혈류를 보인 경우가 포함

의 경우에서 처럼 혈액량 감소 등의 적절한 전부하의

되여 E파의 감속 시간이 작았으나 좌심실 비대 유형간

감소가 일어나지 못하여 심벽 두께 및 좌심실 질량이

에 심초음파상 이완기 지표의 차이는 없었다.

증가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군에 비하여 평균 혈압이

최근에 Tei등9)은 Doppler에서 측정한 등용적 지표

가장 증가되어 있다. 이러한 구심성 비대가 임상적으로

(isovolumic index)를 이용하여 수축기와 이완기 기능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유형이 다른 유형의 좌심실 비

을 같이 반영하는(IVCT＋IVRT)/ET라는 지표를 제시

대에 비하여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혈관 합병증과

하였다. 수축기 기능이 감소하면 positive dp/dt가 감소

돌연사의 빈도가 다른 군에 비하여 훨씬 높아 가장 예

하여 대동맥판막이 개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하고

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원심성

좌심실 수축기말압이 상승되어 있으면 승모판의 조기

비대 유형은 비교적 경도의 압력 과부하에 비하여 심한

폐쇄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IVCT가 연장된다. 그러나

좌심실의 용적 부하의 결과로써 생기는 유형으로써 심

이완기 장애가 있으면 초기에는 negative dp/dt가 연장

벽두께는 증가되지 않고 좌심실 내경의 증가에 따른 좌

되어 IVRT가 연장되지만 심장 기능의 악화가 심하면

심실 질량의 증가만을 보여준다. 총 말초 혈관 저항은

심벽의 이완보다 좌심방압과 승모판 역류 등에 더 많은

경도의 증가를 보이나 심박출량은 매우 증가되어 있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IVRT는 단축될 수도 있지

며 용적 과부하에 따른 좌심실의 보상작용으로 좌심실

만 IVCT와 IVRT의 합은 심장 기능의 악화와 좋은 상

이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심실 비대

관을 보이므로 이 지표는 이런 변화를 극복할 수 있으리

3)

유형의 빈도는 Ganau등 의 연구에서는 정상(52%), 원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심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심성 비대(27%), 구심성 재구성(13%), 구심성 비대

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ET가 감소되므로 이 지표는

7)

(8%)로 보고하였고 신 등 의 연구에서는 원심성 비대

수축기와 이완기의 기능을 모두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58%), 정상(26%), 구심성 비대(11%), 구심성 재구

하였고 실제로 수축기와 이완기 장애가 같이 동반되었

성(4%)의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심성 비대

다고 생각되는 유전분증 환자에서(IVCT＋IVRT)/ ET

(32%), 구심성 비대(28%), 정상(24%), 구심성 재구성

가 수축기와 이완기만 반영하는 다른 좌심실 구혈류

(13%) 순서의 빈도를 보였는 데 이는 대상 환자의 연

mitral deceleration time 보다 전반적인 심장 기능을

령이 다른 연구보다 높아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더 잘 반영함을 보고하였다.9-11). 김 등의 연구에서 정

최근에 좌심실 비대 유형에 따른 이완기 기능 평가의

상군, 고혈압군과 수축기 기능 장애군을 Doppler time

연구가 활발히 있어서 Andren등5)의 연구에 의하며 원

index을 이용하여 이완기 기능의 판별능을 조사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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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50%, 특이도 94%로 판별능이 작다고 보고하였고

적 심벽 두께가 0.45이하, 좌심실 질량지수가 120

본 연구에서도 Doppler time index는 각각의 다른 이

g/m2이하를 정상치로 하고(98 percent) 고혈압 환자

완기 지표 및 수축기 지표와 상관 관계는 매우 좋았으나

의 좌심실 형태를 Ganau등3)의 분류에 정상 좌심실, 구

이완기 기능 장애의 판별능의 민감도는 71%, 특이도는

심성 재구성, 구심성 비대, 원심성 비대로 구분하였다.

68%로 작았다.

승모판과 대동맥판 Doppler를 기록, ICT, IRT, ET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모든 환자에서 이완기 기능의
평가에 부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폐정맥 혈류 양상을

측정한 후 Doppler time index를 구하여 각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하지 못하여 보다 정확한 이완기 기능 판별능을 유

결 과：

추하지 못했다.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완기 장애

좌심실 유형은 원심성 비대(32%), 구심성 비대(28%),

기능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정상(24%), 구심성 재구성(13%) 순이었고, 총 말초저

된다.

항은 구심성 재구성 군에서 다른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구심성 비대군에서 IVRT가 유의하게 높았으

요

약

며 Doppler time index는 심박출 지수 및 이완기 지표
중 IVRT, DT, E/A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연구목적：

이완기 장애를 판별하는 민감도는 71%, 특이도는 68%

고령과 고혈압 환자에서의 생리적 적응으로 특징적

였다.

인 좌심실 비대가 일어나며 이를 정상, 구심성 재구성,

결 론：

구심성 비대, 원심성 비대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임상양

고혈압 환자의 좌심실 유형에 따른 이완기 기능 평가

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한편으로 수축기와 이완기

에서 Doppler time index는 다른 이완기 지표와의 상

기능을 반영하는(ICT＋IRT)/ET(Doppler time index,

관 관계는 좋으나 단독으로 이완기 기능 장애의 판별능

Tei index) 지표가 제시되여 수축기 및 이완기 장애에

은 적었다.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고혈
압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도를 이용하여 좌심실 유
형에 따른 임상양상과 이완기 지표들의 차이 및 Doppler time index의 변화와 이를 이용한 이완기 장애 판

중심 단어：이완기 기능 장애·좌심실 비대·고혈압.
이 논문은 200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별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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