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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Tissue Doppler Echocardiography and B-Type
Natriuretic Peptide in Estimating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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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re are several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such as early transmitral velocity/tissue Doppler mitral
annular early diastolic velocity(E/Ea) or deceleration time, reported to be reliable indices to estimate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PCWP). Recently, B-type natriuretic peptide(BNP) level is also reported to increase in accordance with
increased left ventricular filling pressure in systolic or diastolic heart failu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E/Ea
and BNP for the ability to estimate PCWP.
Methods : Several echocardiographic Doppler parameters including especially E/Ea were obtained from transthoracic
Doppler echocardiography. Simultaneously, serum BNP level and PCWP estimated by using Swan-Ganz catheter were
obtained, respectively.
Results : E/Ea revealed a correlation of r=0.88 (p＜0.001) with PCWP compared with r=0.45 (p＜0.001) between
BNP and PCWP. E/Ea ≥11 was the optimal cutoff to predict PCWP ≥15 mmHg (sensitivity, 94%; specificity, 90%),
whereas the optimal BNP cutoff was ≥250 pg/mL (sensitivity, 52%; specificity, 74%).
Conclusion : Mitral E/Ea has a better correlation with PCWP than BNP. Mitral E/Ea appears more sensitive and
specific than BNP for PCWP ≥15 mmHg in cardiac patients.
KEY WORDS : E/Ea·B-type natriuretic peptide·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Echocardiography.

서 론

전 환자와 중환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PCWP를 이용하
여 혈류 역학적 상태에 따라 치료하면 삶의 질 향상과 운동 수

심기능 평가에 있어 폐동맥 카테터를 이용한 폐모세혈관 쐐

행능력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러나 시술

기압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CWP)은 좌

에 따른 비용과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집중치료실 환

심실 충만압을 평가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울혈성 심부

자의 치료 성적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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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보고되고 있다.3)4) 그러므로 PCWP를 평가하는데 좀 더

적으로 변하는 폐쇄 지점까지 카테터를 진입시켜 PCWP를 측

신뢰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하였다. 이를 연속적으로 3회 시행하여 각각의 수치를 평균

정이다.

하였다. 정상치는 4~12mmHg로 정하였고, 15mmHg 이상인

조직 도플러 심초음파도는 직접적으로 심근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좌심실 충만압이 상승된 상태로 평가하였다. 검사자들은

새로운 기법이다. 심질환 환자에서 부하와는 독립적으로 심근

BNP와 심초음파 정보를 모른 채 모든 침습적인 혈류역학적 자

이완을 조기 이완기 승모판륜 속도 (Ea)로 측정할 수 있다.5)

료를 얻었다.

승모판 조기 이완기 혈류속도 (E)와 Ea의 비 (E/Ea)는 침습적
으로 측정한 PCWP와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심초음파와 도플러

있다.5-7)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는 심실 근육세

이면성 심초음파 측정은 미국 심초음파학회 (The American

포의 신장 (distention)에 반응하여 심실에서 유리되는 32-아

Society of Echocardiography)의 권고안에 따라 시행하였

8)

미노산 단백 으로 응급실에서 BNP 측정으로 울혈성 심부전

다.13) EF는 다직경 방법으로, 좌심방 용적은 원반 방법으로 측

을 진단하고 예후를 추정할 수 있고, 좌심실 구혈률 (left

정하였다.14)15) EF는 50% 이상인 경우를 정상으로, 50% 미만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EF)이 감소되어 있거나 울혈

인 경우를 감소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심첨 4방도에서 경승모

성 심부전 환자에서 BNP는 침습적으로 측정한 PCWP와 의미

판 혈류를 기록하기 위해 간헐파형 도플러를 이용하였다. 심초

9-11)

있는 상관성을 보인다.

음파 검사자는 환자의 임상적, 혈류역학적 그리고 BNP 정보

PCWP를 평가하는데 E/Ea와 BNP 각각을 이용할 수 있다

를 모른 채 검사를 시행하였다. 승모판 조기 이완기 혈류속도

는 연구들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두 종류의 지표를 동시에

(E)와 후기 이완기 혈류속도 (A), E/A 비, E파 속도 감속시간

비교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WP와

(deceleration time, DT)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소 벽

E/Ea 및 BNP의 관계를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운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에서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모든 환자
에서 중격과 외측 승모판륜 부위에서 조직 도플러로 Ea를 측

대상 및 방법
대 상

정하여 평균한 후 E/Ea 비를 구하였다.5)16)17)

BNP 측정

2005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심혈관촬

동의한 환자로부터 정맥혈 2mL를 채혈하여 potassium

영실에서 폐동맥 카테터를 유치한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EDTA를 함유한 Vacutainer tube에 담았다. 30분 이내에 혈

하였다. 심방세동, 조율 율동, 중증 승모판 역류, 승모판 협착

액을 Triage B-Type Natriuretic Peptide test slide (Biosite

증, 인공 승모판막, 중증 승모판륜 석회화, 급성 심근경색증,

Diagnostics, San Diego, California)에 두고, Biosite Meter-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

Plus machine을 이용하여 면역형광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상

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다양한 환자군에서 E/Ea

상한치는 100pg/mL로 정하였다.

와 BNP의 임상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EF 증감 뿐 아니
라 심질환 유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심질환은

통 계

이전의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장수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모든 연속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비연속변수는 수 (%)로 표

술, 이미 알고 있는 울혈성 심부전 또는 수축기능저하나 우심

시하였다. BNP 치의 비선형분포로 natural log transformation

부전, 심초음파에서 심방 또는 심실 확장, 좌심실 수축기능장

(Ln BNP)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민감도 및 특이도는 표준

애, 의미 있는 판막 질환 (협착, 경도이상의 역류) 또는 심외막

정의를 이용하였다. 최적 민감도 및 특이도 결정을 위해 receiver

이나 대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12)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속변수들에 있어 PCWP 15 mmHg를 기준으로 한 환자

방 법
PCWP 측정

들 간의 차이는 unpaired t 분석으로 비교하였다. 이분법 매개변
수들은 chi-square 분석을 이용하였다. PCWP가 15 mmHg

환자의 자세는 앙와위로 하였고, 탐촉자는 우심방 중앙 수준

이상을 예측하기 위한 심초음파와 BNP 모델에 포함되는 변수

에 위치시켜 측정 전에 영점조정을 하였다. 투시검사 하에서 생

들에 대해 로짓 로그선형분석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리식염수로 채운 5 French wedge catheter를 주 폐동맥에 위

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치시키고, 원위부 풍선을 팽창시킨 채 평균 압력과 파형이 특징

SPSS 12.0 판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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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대상 환자의 특성
대상 환자는 50명이었다. 이
들의 평균 연령은 60.1±13.7세
(평균±표준편차)였고, 남자가
46%를 차지하였다. 환자들은 모
두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대
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 (Table
1)과 혈역동학적, 심초음파 그리
고 BNP 자료는 표 2와 같았다
(Table 2). 심질환이 있거나 EF
50% 미만인 군에서 그렇지 않은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ge, yr
Male, n(%)
DM, n(%)
HT, n(%)
Smoker, n(%)
Cholesterol, n(%)
Prior MI, n(%)
Prior CHF, n(%)
Prior PCI, n(%)
Prior CABG, n(%)

All Patients
(n=50)
60.1±13.7
23(46)
10(20)
35(70)
15(30)
18(36)
19(38)
27(54)
12(24)
01(02)

CD
(n=35)
62.1±14.0
16(46)
09(26)
30(86)*
10(29)
12(34)
19(54)*
27(77)*
12(34)*
01(03)

No CD
(n=15)
55.3±12.3
7(47)
1(07)
5(33)
5(33)
6(40)
0
0
0
0

EF＜50%
(n=30)
62.5±14.3
15(50)
9(30)†
28(93)†
9(30)
11(37)
17(57)†
26(87)†
12(40)†
0

EF≥50%
(n=20)
56.5±12.3
8(40)
1(05)
7(35)
6(30)
7(35)
2(10)
1(05)
0
1(05)

CD, indicates cardiac disease; 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DM, diabetes mellitus; HT, hypertension; MI, myocardial infarction; CHF, congestive heart failure;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CAB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p≤0.05 for comparison between CD and no CD, †p≤0.05 for comparison
between EF＜50% and EF ≥50%

군에 비해 고혈압, 이전의 심근
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그리고 관상
동맥 우회술의 병력이 있는 빈도
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심질환
이 있거나 EF 50% 미만인 군에
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PCWP,
BNP, 좌심방 용적, 좌심방 용적지
표, EF, 승모판륜 수축기 최고 속
도 (Sa), Ea 그리고 E/Ea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PCWP와 심초음파 지표 및
BNP의 상관관계
PCWP와 심초음파 지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EF

Table 2. Hemodynamic, echocardiographic and BNP data

All Patients
(n=50)
Heart rate, bpm
72.1±13.9
MAP, mmHg
93.5±5.3
PCWP, mmHg
17.5±5.8
PASP, mmHg
44.2±3.0
BNP, pg/mL
336.1±409.6
LV volume
135.2±6.7
LV mass
176.2±11.6
LA volume index 32.7±3.1
LVEF, %
48.3±16.7
Mitral E/A
1.6±0.2
Mitral DT, ms
193.7±86.9
TD Sa,cm/s
5.6±1.5
TD Ea, cm/s
5.4±1.7
E/Ea
13.3±4.7

CD
No CD
(n=35)
(n=15)
73.3±13.6
69.2±14.5
89.2±3.8
99.7±3.1
19.4±4.8*
13.3±5.7
44.7±3.8
43.0±2.8
467.1±427.1* 30.6±37.5
148.9±5.7*
110.6±18.5
181.4±12.8 165.7±15.4
36.1±4.2*
22.4±2.7
40.7±13.2*
66.3±7.6
1.7±0.1
1.4±0.2
186.8±91.8 209.7±74.4
5.1±1.4*
6.5±1.0
5.0±1.7*
6.3±1.5
14.9±4.5*
9.6±2.5

EF＜50%
(n=30)
73.7±13.8
88.3±3.9
19.1±4.6†
47.2±3.1
476.6±438.8†
158.4±8.5†
193.8±17.4†
39.6±2.9†
36.4±8.1†
1.7±0.1
169.6±66.8†
5.0±1.4†
5.0±1.5†
14.6±4.9†

EF≥50%
(n=20)
69.6±14.0
98.7±3.5
15.2±6.6
41.5±2.6
125.5±247.1
103.8±9.5
154.1±18.1
22.2±3.6
66.2±7.4
1.5±0.2
229.8±101.8
6.4±1.0
6.0±1.8
11.3±3.7

CD indicates cardiac disease; 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MAP, mean arterial pressur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ASP, pulmonary artery systolic pressure; DT, deceleration time; TD, tissue Doppler.
Values are mean±SD. *p≤0.05 for comparison between CD and no CD, †p ≤0.05 for comparison between
EF＜50% and EF≥50%

(r=-4.30, p=0.002), 좌심방 용적
지표 (r=0.54, p＜0.001), E/A 비 (r=0.55, p＜0.001), Ln BNP

mmHg 이상인 군 (21명)에서 BNP 치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

(r=0.45, p＜0.001, Fig. 1A) 그리고 E/Ea (r=0.88, p＜0.001,

으나, E/Ea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EF가 50% 이상인

Fig. 1B)로서 이들 중 E/Ea가 PCWP와 상관관계가 가장 컸다

20명의 환자들에서도 PCWP가 15mmHg 미만인 군 (10명)과

(Fig. 1). PCWP가 15 mmHg 이상을 예측하기 위한 로짓 로그선

PCWP가 15mmHg 이상인 군 (10명) 간에 BNP 치와 E/Ea는

형분석 모델에 E/Ea, BNP 그리고 EF를 포함시켰을 때 BNP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각 p=0.048, p＜0.001). EF가

(OR, 1.00; p=0.45)와 EF (OR, 0.98; p=0.68)는 의미가 없었으

50% 미만이고, PCWP가 15mmHg 미만인 환자군 (평균 BNP

나 E/Ea (OR, 2.64; p= 0.001)는 의미가 있었다.

치=379.2pg/mL)과 EF가 50% 이상이고, PCWP 가 15mmHg
미만인 환자군 (평균 BNP 치=17.7pg/mL) 간에 BNP 치의 의미

EF 증감에 따른 조직 도플러 심초음파와 BNP

있는 차이가 관찰되었다 (p=0.048).

50명의 환자들을 EF가 50% 미만인 군과 50% 이상인 군으
이상인 군으로 세분하였다 (Fig. 2). EF가 50% 미만인 30명 중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BNP와 조직
도플러 심초음파의 진단적 정확성

에서, PCWP가 15mmHg 미만인 군 (9명)과 PCWP가 15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BNP와 E/Ea에

로 분류하고, 다시 PCWP가 15mmHg 미만인 군과 15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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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BNP for predicting PCWP ≥15 mmHg, normal vs
depressed EF; B: E/Ea for predicting PCWP ≥15 mmHg, normal
vs depressed EF. BNP indicates B-type natriuretic peptid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EF＜50%
EF≥50%
Regression Line

3

EF＜50%

40

PCWP (mmHg)

B

Fig. 1. Correlations between PCWP, BNP and E/Ea. A: Ln BNP
vs PCWP; B: E/Ea vs PCWP. PCWP indicates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BNP, B-type natriuretic peptide; Ln BNP, natural
log transformation of BNP.

(38%)이었다. 이들에서 Ln BNP는 좌심실 질량 (r=-1.00,
p<0.001) 및 EF (r=-0.75, p＜0.001)와 관련이 있었다 (Fig. 4).

심질환 유무에 따른 BNP와 심초음파 지표
심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

대한 ROC curve는 그림 3과 같았다 (Fig. 3). 50명의 환자

함에 있어 BNP가 300pg/mL 이상인 경우의 민감도는 60%,

들에서 최적의 BNP 경계치는 250 pg/mL (민감도, 52%; 특

특이도는 50%이었고, E/Ea가 11 이상인 경우는 각각 96%,

이도, 74%), 최적의 E/Ea 경계치는 11이었다 (민감도, 94%;

80%이었다. 심질환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특이도, 90%). EF가 50% 이상인 20명의 환자들에서 최적의

나타나지 않았다.

BNP 경계치는 200 pg/mL (민감도, 40%; 특이도, 100%),
최적의 E/Ea 경계치는 11이었다 (민감도, 80%; 특이도,

고 찰

90%). EF가 50% 미만인 30명의 환자들에서 최적의 BNP 경
계치는 300pg/mL (민감도, 57%; 특이도, 44%), 최적의
E/Ea 경계치는 11이었다 (민감도, 95%; 특이도, 88%).

좌심실 충만압의 상승은 심부전의 원인에 상관없이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혈역동학적인 특징으로서 좌심실 충만압은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측정할 수가 없다. 좌심실 충만압

PCWP가 정상인 경우의 BNP 상승
PCWP가 15mmHg 미만인 경우는 50명의 환자들 중 19명

이 상승된 거의 모든 경우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심장 이상을
동반하므로, 좌심실 충만압의 평가를 위해서는 간접적인 혈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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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통 좌심실 충만압의 상승을

1.00

보인다. 상당량의 승모판 역류가

E/Ea=11

있는 경우에도 DT는 PCWP와
Senstivity

.75

상관관계가 크다.20)
승모판 유입혈류로 좌심실 충

BNP=250

.50

만압의 평가 외에 폐정맥 혈류
속도와 지속시간의 비교와 같은

.25

도플러 심초음파 지표도 도움이

BNP : PCWP≥15
E/Ea : PCWP≥15

된다.21)

0.00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EF

0.00

.25

.50

.75

1-Specificity

1.00

가 감소된 경우에는 불필요할

A

수도 있으며, EF가 정상인 경우
승모판 유입혈류 속도만으로는

E/Ea=11

E/Ea=11

심근 이완의 상태는 Ea로 평가
가 가능한데, 심기능이 정상인

BNP=200

Senstivity

Senstivity

경우도 많다. EF가 정상일 경우

.75

.75

.50
BNP : PCWP≥15
in EF≥50%
E/Ea : PCWP≥15
in EF≥50%

.25

0.00
0.00

좌심실 충만압 평가가 어려운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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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속도 증가가 동반되어 좌심실로
BNP : PCWP≥15
in EF＜50%
E/Ea : PCWP≥15
in EF＜50%

.25

0.00
1.00

경우 심근 이완의 개선이나 Ea

BNP=300

0.00

.25

.50
1-Specificity

B

.75

의 혈류 유입을 증강시키므로
폐정맥 울혈을 유발하지 않고
증가된 좌심실 충만의 요구를 만
1.00

C

Fig. 3. ROC curves for BNP and E/Ea in predicting PCWP ≥ 15 mmHg: normal vs depressed EF. A:
E/Ea and BNP to predict PCWP ≥ 15 mmHg (all EF); B: E/Ea and BNP to predict PCWP ≥ 15 mmHg in EF
≥ 50%; and C: E/Ea and BNP to predict PCWP ≥15 mmHg in EF＜50%. BNP indicates B-type natriuretic peptid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족시킬 수 있다.22) 심근 이완이
비정상적인 경우 Ea의 크기가
감소할 뿐 아니라 승모판이 열리
는 시점도 지연된다. 이러한 이
론적 배경을 토대로 좌심실 충만
압 평가에 대한 새로운 지표인
E/Ea가 개발되었는데 좌심실

18)

동학적 및 구조적 정보를 동원해야만 한다.

이때 정상 심장

충만압이나 PCWP가 증가함에 따라 E/Ea가 증가한다.

구조와 기능이라 함은 정상 EF, 벽 두께와 운동, 판륜 운동, 좌

Nagueh 등5)은 폐동맥 카테터를 유치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심방 크기, 심외막 그리고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Ea가 PCWP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내측 승모판륜에서

그러므로 이면성 심초음파 영상이 좌심실 충만압을 평가하는 첫

Ea를 측정하였을 때 보통 E/Ea가 15 이상은 PCWP가 20

단계가 된다. 그리고 경승모판 압력 관계를 반영하는 승모판 유

mmHg 이상을 의미 하고6), 외측 승모판륜에서 Ea를 측정하였을

입혈류 속도의 도플러 기록은 두 번째 단계로서 E는 주로 심

때는 E/Ea 10 이상이PCWP가20mmHg 이상을 의미 한다.5) 본 연

근 이완과 좌심방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소벽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에서의

좌심실 확장과 EF가 35% 미만으로 현저히 감소된 경우 승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격과 외측 승모판륜에서의 Ea를 평균한

판 유입혈류 속도의 기록만으로도 좌심실 충만압의 상승을 충

후의 E/Ea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E/Ea와 PCWP의 상관관계는 동

분히 짐작할 수 있다.19) 수축기 기능장애가 동반된 거의 모든

율동에서 뿐만 아니라 심방세동이나 동빈맥에서도 잘 관찰할 수

환자에서 비정상 심근 이완을 보이는데, 좌심실 충만압이 상승

있는데23)24), 또한 이런 상관관계는 상당량의 기능성 승모판 역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E가 줄어들고 DT가 240 msec보다

와 EF 감소 시에도 관찰되나 일차적 또는 기질적 승모판 역류에

커지지만 좌심실 충만압이 상승함에 따라 E가 커지고 E/A 비

서는 좌심실 충만압을 E/Ea로 예측하기는 어렵다.25) 그러므로

가 1보다 커지며 DT가 줄어들어 DT가 160 msec보다 작은 경

중증 승모판 역류와 정상 EF를 보이는 환자에서의 비침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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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PCWP가 15mmHg 미만인 환자들에서 BNP

220
P=-0.989
P＜0.001

210
LV Mass(grams)

는 좌심실 질량과 EF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임상적인 심부전 증상이 없거나 좌심실 충만압이 정상인 상황
에서도 좌심실 질량이 크거나 EF만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200

BNP가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 평가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Dokainish 등26)도 PCWP가 15

190

mmHg 미만인 경우 BNP는 EF의 영향을 받았으나 E/Ea는
EF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경우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180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PCWP를 간접
170
1

2

3

4

5

6

7

적으로 평가할 때 BNP 보다 E/Ea의 상관성이 더 우월한 것으

8

A

Ln BNP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조직 도플러 심초음파를 이용
하여 E/Ea를 측정한 수치가 11 이상일 경우 PCWP가 15mmHg

80

이상으로 좌심실 충만압이 상승된 상태로 평가하여 환자의 치

70
60
LVEF(%)

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0.746
P＜0.001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대상 환자의 수가 적어
심질환이 없는 환자들에서 PCWP와 E/Ea 및 BNP의 관계를

50

충분히 평가할 수가 없었는데 추후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40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승모판 질환이나 심방세
동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임상에서 모든 환

30

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PCWP를 예측함에 있어 E/Ea가 BNP보다 상관

20
1

2

3

4

5

6

7

8

B

Ln BNP

관계가 더 크고, E/Ea는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BNP보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Fig. 4. Correlates of BNP in patients with PCWP ＜ 15 mmHg. A, Ln
BNP and LV mass; B, Ln BNP and EF. BNP indicates B-type natriuretic peptide; PCWP, 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Ln
BNP, natural log transformation of BNP; 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요 약
서 론 :

좌심실 충만압의 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앞으
로 극복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승모판 조기 이완기 혈류속도 (E)와 승모판륜 속도 (Ea)의 비
(E/Ea)는 침습적으로 측정한 폐모세혈관 쐐기압 (pulmonary

Kazanegra 등9)은 EF가 감소된 울혈성 심부전 환자들에서

capillary wedge pressure, PCWP)과 관련이 있다. 또한 BNP

BNP와 PCWP 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한 바 있다. 일부 환자들

(B-type natriuretic peptide)는 수축기와 확장기 심부전시에

에서는 치료로 PCWP가 감소할 경우 BNP가 감소하였음에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PCWP와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BNP가 감소하지 않았다. 게다가 BNP가

E/Ea 및 BNP의 관계를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감소한 환자들 중 일부에서는 PCWP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

대상 및 방법 :

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의 BNP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심혈관촬영실에서 폐동맥 카테터를 유치한

도 있었다. Maeda 등10)은 수축기 심부전 환자들에서 BNP와

연속적인 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E/Ea를 포함

좌심실 확장기말압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하지만

한 심초음파 지표, PCWP와 BNP의 측정이 이루어졌다.

울혈성 심부전에서 BNP가 100pg/ml보다 클 경우 민감도는

결 과 :

높으나 특이도는 낮았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EF가 감소되어

PCWP와 E/Ea 간에는 r=0.88 (p＜0.001), PCWP와 BNP

있으나 임상적인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환자들에서도 BNP가

간에는 r=0.45 (p＜0.001)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CWP가 15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좌심실비대나 폐성심 등과 같은

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최적의 BNP 경계치는 250

좌심실과 우심실의 심근질환은 좌심실 충만압과는 독립적으로

pg/mL (민감도, 52%; 특이도, 74%), 최적의 E/Ea 경계치는

26-27)

11이었다 (민감도, 94%; 특이도, 90%). 심질환이 있는 환자들에

BNP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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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BNP가 300
pg/mL 이상인 경우 민감도는 60%, 특이도는 50%이었고,
E/Ea가 11 이상인 경우는 각각 96%, 80%이었다. 심질환이 없
는 환자들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
PCWP를 예측함에 있어 E/Ea가 BNP보다 상관관계가 더
있었고, E/Ea는 PCWP가 15mmHg 이상을 예측함에 있어
BNP보다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중심 단어: E/Ea·B형 나트륨이뇨 펩티드·폐모세혈관 쐐기압·심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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