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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는 영아에서 선별검사로서
혈장 B-type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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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is a cardiac neurohormone secreted predominantly from the ventricle in response to increased left and right ventricular pressure loads
as well as volume loads. The aim of our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plasma
BNP assay as a screening tool for infants with suspected congenital heart disease (CHD).
Methods : Ninety-five infants less than 3 months of age with suspected CHD were enrolled and divided into a healthy control group (n=40) and a CHD group (n=50) according to
physical examination, chest X-ray, electrocardiography and echocardiography. The CHD
group was divided into the treatment group (n=15), requiring urgent treatment and the
observation group (n=35), not requiring any treatment. Plasma BNP concentrations were
Ⓡ
measured using a commercial kit, Triage BNP test kit.
Results : The mean BNP concentration of the CHD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639±1,147 pg/mL versus 26±25 pg/mL, P<0.001). The mean BNP concentration of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observation group
(1,732±1,629 pg/mL versus 171±229 pg/mL, P<0.001). The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for the detection of CHD was high : 0.821 (95% CI, 0.737-0.905,
P<0.001). The best cut-off value of BNP concentration for the screening of CHD requiring
urgent treatment was determined to be 282 pg/mL (sensitivity : 100%, negative predictive
value: 100%).
Conclusion : In infants, the plasma BNP measurement is useful and objective in
screening the CHD infant without any specific professional skills. Especially in the outpatient department, it is very helpful to determine CHD infant requiring urgent treatment
and thus an efficient consultation can be made to the pediatric cardiologist. (J Korean Soc
Neonatol 2005;12: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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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진단할 수는 있으나 고가의 장비와 숙련된 기술

서

이 필요하여 외래 진료실 수준에서의 선별 검사로는

론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외래 진료실 수준에서 선천
성 심장병 환아를 손쉽고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고

소아과 의사를 포함한 일차 진료 의사들은 일반 외
래 진료실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신생아나 어린

또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겠다.

영아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므로, 선천성 심장병 특히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는 심근 세포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조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용적팽창과 압력 과부하에 의한 심근

발견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 신전에 의해 심실로 분비되는 심장 신경 호르몬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외래 진료실 수

로 알려져 있다

준에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

근 경색증, 중증의 판막폐쇄부전증 그리고 고혈압에

1)

3, 4)

. 임상적으로 혈장 BNP 농도는 심

다. 1999년 영국에서 Wren 등 의 보고에 의하면 신

의한 심근 비대 등에 의한 좌심실 기능장애 즉 심부

생아실에서 퇴원하기 전에 시행한 신생아 진찰에서

전이 있는 환자에서 증가하여, 이들 환자의 임상 상태

선천성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시킨 경우가

를 파악하는 생화학적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절반 이상이 되며, 출생 후 6주에 다시 시행한 신생아

는 좌심실 기능이 정상인 선천성 심장병 환아에서도

진찰에서도 3분의 1이상에서 선천성 심장병을 선별

혈장 BNP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1999년 미국의

특히 좌우심실 용적(ventricular volume), 좌우단락 비

2)

Baltimore-Washington Infant Study 에서도 출생

(Qp/Qs)와 확장기말 용적(end-diastolic volume) 그리

후 1세 이전에 사망하였던 선천성 심장병 영아의 90

고 폐동맥 혈압과 같은 여러 가지 혈역학적 지표들과

% 만이 사망하기 전에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 받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

.

실제로 임상에서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나머지 10%는 사망한 후에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초기 주요 증상인 심실용적 과부하와 폐동맥 고혈압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환아는 심잡음, 중심 청색증,

의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객관적인 지

그리고 심부전과 관련된 임상 소견으로 빈호흡, 호흡

표로 인식되고 있어 그 임상적 활용이 시도되고 있는

곤란, 빈맥, 간비대, 수유 곤란, 체중 증가 부진, 기면,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상품화된 혈장 BNP 검사

자발 운동 상실 등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

장비의 개발로 적은 양의 혈액으로 외래 진료실에서

하지만 신생아를 비롯한 어린 영아기에는 선천성 심

손쉽고 빠르게 혈장 BNP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그

장병의 종류에 따라 그 임상 소견들이 다양하게 나타

임상적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천성 심장병을 예측할 만한

본 연구자들은 외래 진료실 수준에서 선천성 심장

어떠한 임상 소견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임상

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나 어린 영아에서 혈장 BNP 농

증상과 징후 그리고 신체검사만으로 선천성 심장병

도를 측정함으로써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환아를 손

환아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어떤 선천성

쉽고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즉각적인 치

심장병들은 예상외로 질병의 경과가 빠르게 진행하여

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감별하는데 도움

수 일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즉각적

이 되는지, 그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조기에 선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상과 방법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흉부 방사선 사진과 심
전도 검사는 몇 가지의 특이한 선천성 심장병의 진단
에만 유용하고, 환아의 병적 상태를 파악하는 정확한

2003년 4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의료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한편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원 안산병원에 내원하여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는 3

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혈역학적 이상을 비교적 정확

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전향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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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하였다. 재태 연령 37주 이상으로 태어난

type Natriuretic Peptide test (Biosite Diagnositics,

만삭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영아는 모

San Diego,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형광 면

두 90명이었다. 이들에게 신체검사와 함께 혈장 BNP

역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BNP 농도는

농도를 측정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그

5-1,300 pg/mL (2003년 4월-2004년 12월)과 5-5,000

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선천성 심장병의

pg/mL (2004년 1월 이후) 범위이었다.
본 연구자들은 먼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환아를

유무와 임상적 상태를 감별 진단하였다.
난원공 개존을 제외한 선천성 심장병이 없었던 영아

손쉽고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는 40명이었으며, 이들을 정상 대조군(control group)으

정상 대조군과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환아군에 대

로 하였다.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환아는 50명이었

한 비교 분석과 각 군의

으며, 이들을 질환군(congenital heart disease group)

석하였다. 또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

으로 정의하였다. 이 질환군 중 선천성 심장병으로 즉

병 환아를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

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추적 관찰만 하였던 환

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환아 중 즉각적인 치료가

아는 35명으로 관찰군(observation group)이라고 정의

필요하지 않았던 관찰군과 치료가 필요하였던 치료군

하였는데, 관찰군에는 심실 중격 결손증이 22명, 심방

에 대한 비교 분석과 각 군의 혈장 BNP 농도를 비교

중격 결손이 5명, 동맥관 개존증이 3명, 폐동맥 협착이

분석하였다.

혈장 BNP 농도를 비교 분

모든 자료의 정리와 분석은 SPSS 10.0.7 (SPSS

2명, Fallot 4징이 1명, 비후성 심근증이 1명이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환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독립 변수의

아는 15명으로 치료군(treatment group)으로 정의하

분석에는 Chi-square,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였다. 치료군에는 동맥관 개존증이 6명으로 이들 모두

였고, 연속 변수의 평균값의 분석에는 Student's t-

는 동맥관을 통한 많은 단락량으로 심부전 소견이 이

test, paired t-test, Mann-Whitney rank sum test

었다. 이중 3명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의한 동

를 이용하였다. 선별 검사로서의 혈장 BNP 검사의

맥관 폐쇄 지연으로 판단되어 indomethacin을 투여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receiver operator char-

였으며, 다른 3명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없었던

acteristic (ROC) 곡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가장 좋

환아로 디지탈리스와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심실 중격

은 차단치(cut-off value)를 이용하여 민감도, 특이도,

결손증이 3명, 동맥관 개존증이 동반된 심방 중격 결

양성 예측치와 음성 예측치를 구하였다. 모든 값은 평

손이 1명으로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Fallot 4

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징이 1명으로 저산소 발작으로 치료를 받았다. 심한

경우를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폐동맥 협착, 대동맥 축착, 대동맥궁 단절, 단심실이
각각 1례 있었으며 이들은 소아 심장 전문 병원으로

결

이송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과

흉부 방사선 검사의 판독은 방사선과 전문의가 시
행하였으며, 흉부 방사선에서 심장 비대, 폐부종, 과다

1. 대상군의 특징

팽창(hyperinflation) 그리고 흉선 위축(thymic atro대상군의 남녀 성별의 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phy)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

나 병원에 내원시 연령과 체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9)

는 환아로 정의하였다 .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신생아의 정상 범위를 벗어

차이를 보였다(Table 1).

나는 P파나 QRS군 축의 이상, 심실과 심방의 비대,

2. 정상 대조군과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질환군의 혈장 BNP 농도와 그 유용성

심실 전도 장애(interventricular conduction disturbance) 그리고 부정맥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선천
10)

정상 대조군 40명의 혈장 BNP 농도는 26±25

성 심장병이 의심되는 환아로 정의하였다 .
혈장 BNP 농도는 상품화 되어있는 Triage

Ⓡ

B-

pg/mL이었으며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던 질환군 50명

- 143 -

― 저 자 : 윤영신·이 진·제보경·은소희·김형진·최병민·박종태·유기환·홍영숙·최창희 ―

Table 1. Characteristics and Laboratory Findings of the Study Groups
Congenital heart disease group
Control group
(N=40)
Male/Female
Age (day)
Body weight (g)
BNP (pg/mL)
Abnormal radiologic finding
Abnormal EKG finding

Observation group
(N=35)

Treatment group
(N=15)

P-value

20/15
27.0±23.2
4,023±1,235
171±229
14 (40.0%)
5 (14.3%)

7/8
13.8±10.2
3,097±462
1,732±1,629
12 (80.0%)
5 (33.3%)

NS
<0.001
<0.001
<0.001
<0.01
<0.01

15/25
40.1±23.0
4,603±1,175
26±25
7 (20.6%)
0

Abbreviations : BNP, B-type natriuretic peptide; EKG, electrocardiography

Fig. 1.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s curve as
used to determine the cut-off value for the detection
of congenital heart disease. Area under the curve is
0.821 (95% CI : 0.737-0.905, P<0.001).

Fig. 2. Receiver operator characteristics curve as
used to determine the cut-off value for the screening of congenital heart disease infants requiring urgent treatment. Area under the curve is 0.976 (95%
CI : 0.949-1.003, P<0.001).

Table 2. Usefulness of the Optimal Cut-off Value
(111.0 pg/mL) for the Detection of Congenital Heart
Disease
BNP level
(pg/mL)
≥111.0
< 111.0
Total

선천성 심장병을 감별 진단하는데 유용한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시행한 ROC 분석의 곡선 아래 영역이

Congenital heart
disease group

Control
group

Total

29
21
50

0
40
40

29
61
90

0.821로 유용하였으며(95% CI : 0.737-0.905, P<0.001,
Fig. 1), 이때 가장 좋은 혈장 BNP 농도의 차단치는
111.0 pg/mL로, 민감도는 58.0%, 특이도는 100%, 양성
예측치는 100%, 음성 예측치는 65.6%였다(Table 2).

Sensitivity 29/50=58.0%
Specificity 40/40=100%
Positive predictive value 29/29=100%
Negative predictive value 40/61=65.6%

3.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질환군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관찰군과 치료가
필요하였던 치료군의 혈장 BNP 농도와 그
유용성

(관찰군 35명과 치료군 15명)의 혈장 BNP 농도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질환군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639±1,147 pg/mL로 정상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필요하지 않았던 관찰군 35명의 혈장 BNP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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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efulness of the Optimal Cut-off Value
(282.0 pg/mL) for the Screening of Congenital
Heart Disease Infants Requiring Urgent Treatment
BNP level
(pg/mL)
≥282.0
< 282.0
Total

Treatment
group

Control group＋
Observation group

Total

15
0
15

9
66
75

24
66
90

고

찰

선천성 심장병 중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증 환
아에서 혈장 BNP 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
6)

을 살펴보면, Kunii 등 은 심실 중격 결손증 환아에
서 심도자 검사를 통해 얻은 혈역학적 지표로서 폐혈

Sensitivity 15/15=100%
Specificity 66/75=88.0%
Positive predictive value 15/24=62.5%
Negative predictive value 66/66=100%

류량/체혈류량 비(Qp/Qs)와 좌심실 확장기말 용적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이 혈장 BNP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심실의

171±229 pg/mL이었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용적 과부하를 반영하는 인자로서 수술 여부를 결정

치료군 15명의 혈장 BNP 농도는 1,732±1,629 pg/

하는데 이용될 수 있겠다고 하였다. Suda 등 의 연구

mL로 관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에서도 심실 중격 결손증 환아에서 혈장 BNP 농도가

(P<0.05).

폐혈류량/체혈류량 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7)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을 감별 진단하는데

지고 있고 폐동맥 평균압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유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ROC 분석의 곡선

가 있었다. 특히 혈장 A-type natriuretic peptide

아래 영역이 0.976로 유용하였으며(95% CI : 0.949-

(ANP) 농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조기에 중재적 혹

1.003, P<0.001, Fig. 2), 이때 가장 좋은 혈장 BNP

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폐동맥 고혈압이 합병되어

농도의 차단치는 282.0 pg/mL로, 민감도는 100%, 특

있는 환아를 감별하는데도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도는 88.0%, 양성 예측치는 62.5%, 음성 예측치는

Westerlind 등 도 심실 중격 결손증 환아에서 혈장

100%였다(Table 3).

BNP 농도가 높으며, 특히 심부전의 임상 증상이 있

11)

었던 환아에서 더 높은 혈장 BNP 농도를 보인다고

4. 흉부 방사선 검사의 유용성

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보면 혈장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선천성 심장병가 의심되었던

BNP 농도는 심실 중격 결손증 환아의 임상적 소견과

영아는 33명이었고 이 중 선천성 심장병으로 진단된

도 연관성이 있어, 심부전 증상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환아는 26명이었으며,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지 않았

있는 환아에서 혈장 BNP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던 영아는 57명이었고 이중 선천성 심장병으로 진단

되고, 적절한 수술로써 심실의 용적과 압력의 과부하

된 환아는 24명으로 민감도는 52.0%, 특이도는 82.5

가 정상화되면서 혈장 BNP 농도도 급격히 감소하게

%, 양성 예측치는 78.8%, 음성 예측치는 57.9%였다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혈장 BNP 농도는 심

(Table 1).

실 중격 결손증 환아의 임상 경과, 수술 시기의 결정
그리고 수술 후 장기적 추적 관찰에 유용할 것으로

5. 심전도 검사의 유용성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심실 중격 결손증이 있는

심전도 검사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었던 영아
는 10명이었고 이들 모두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진단
되었으며,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지 않았던 영아는

경우 혈장 BNP 농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심부전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환아에서 더 높은 혈장
BNP 농도를 보였다.
동맥관 개존증이 있는 환아에서도 심실 중격 결손

80명이었고 이중 선천성 심장병으로 진단된 환아는
40명으로 민감도는 20.0%, 특이도는 100%, 양성 예
측치는 100%, 음성 예측치는 50.0%였다(Table 1).

증과 같이 좌심실 용적의 과부하가 생기게 되는데,
6)

Kunii 등 의 연구에서도 심실 중격 결손증 환아에서
와 마찬가지로 동맥관 개존증의 폐혈류량/체혈류량
비와 좌심실 확장기말 용적이 혈장 BNP 농도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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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심실의 용적 과부화

인 풍선 판막 성형술이 필요하였던 심한 폐동맥 협착

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

환아에서 매우 높은 농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2)

14)

될 수 있겠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들 은

Tulevski 등 의 연구 보고와 같은데, 이는 우심실의

미숙아에서 임상 증상이 있는 동맥관 개존증(symp-

압력 과부하에 의한 것으로 폐동맥 협착 환아에서 우

tomatic PDA)의 진단에 있어서 혈장 BNP 농도의

심실의 기능장애(dysfunction)를 추적 관찰하는데 유

유용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 동맥관의 단락을 반영하

용하겠다.

는 좌심방/대동맥 비 그리고 좌측 폐동맥의 확장기

본 연구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좌심

전방향 최대 혈류 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

실에 심한 압력의 과부하를 받는 대동맥 축착 환아와

지고 있고 특히 indomethacin과 같은 약물 치료가 필

대동맥궁 단절 환아에서 혈장 BNP 농도가 높게 측정

요한 임상 증상이 있는 동맥관 개존증을 진단하고 그

되었다. Westerlind 등 의 보고에 의하면 대동맥 축

경과를 파악하는데 유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착이 있는 9명 환아의 혈장 BNP 농도도 증가하였으

에서는 만삭아에서의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연구 결

며 특히 축착 부위의 압력 차이로 측정한 압력 과부

과로서 동맥관 개존증이 있는 경우 혈장 BNP 농도가

하의 정도에 비례하여 혈장 BNP 농도가 증가하였다.

증가하였고 특히 임상 증상이 있는 동맥관 개존증으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대동맥 축착 환아의 혈장

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환아에서 더 높은 혈

BNP 농도는 좌심실의 용적 과부하를 받는 심실 중격

장 BNP 농도를 보였다.

결손증의 혈장 BNP 농도에 비해 낮은 농도를 보여

심방 중격 결손증이 있는 환아에서는 우심실 용적
의 과부하가 생기고 드물게 심한 경우에는 폐동맥 고

11)

좌심실의 압력 과부하보다는 용적 과부하가 혈장
BNP의 분비에 더 중요한 인자가 되겠다고 하였다.

6)

혈압이 합병되기도 한다. Kunii 등 의 연구에서도 좌

전술한 대표적인 선천성 심장병 이외의 다른 선천

심실 용적의 과부하가 생기는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성 심장병의 각각에 대한 혈장 BNP 검사의 유용성에

심방 중격 결손증의 폐혈류량/체혈류량 비와 우심실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들은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들

확장기말 용적이 혈장 BNP 농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

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정 BNP 농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 심실의 용적 과부화를 반영하는

는 그 질환의 혈역학적인 상태에 따라, 즉 심실의 용

지표로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관 계수의 값이 상대

적과 압력의 과부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농도를 나

적으로 작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좋은 혈장

타나게 된다 . 심실 기능이 정상으로 심부전이 동반

BNP 농도의 차단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 특이도가 낮

되지 않은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에는 정상 범위의 혈

아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

장 BNP 농도를 보이게 될 것이고 양심실에 용적의

13)

15)

겠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Nagaya 등 은 성인에서

과부하나 압력의 과부하가 있는 경우 특히 심실 기능

폐동맥 고혈압이 합병된 심방 중격 결손증이 있는 경

장애과 같은 혈역학적 이상이 동반된 선천성 심장병

우에 혈장 BNP 농도가 매우 증가하게 되어 그 임상

의 경우에는 그 심한 정도에 따라 혈장 BNP 농도가

적 의미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방 중격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에서

결손증이 있는 환아의 혈장 BNP 농도는 좌심실 용적

혈장 BNP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질환의 심한 정

과부하를 보이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보다 상대적으로

도를 파악할 수 있고 임상 양상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다. 심부전으로 즉각적인 치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Holmgren 등 은 선천성 심

료가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동맥관 개존

장병 환아를 좌심실과 우심실에 따른 용적 과부하군

증이 동반되었던 경우로, 동맥관을 통한 많은 단락으

과 압력의 과부하군을 나누어 각각 군의 혈장 BNP

로 인하여 심부전이 생겼던 환아로 심방 중격 결손증

농도를 비교 분석하여 좌심실의 용적 과부하군에서

만으로 심부전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합병된 경우는

가장 유의한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우심실

없었다.

의 용적 과부하군과 압력 과부하군이었고 좌심실의

우심실에 압력의 과부하를 받는 폐동맥 협착 환아
에서도 높은 혈장 BNP 농도를 보였으며 특히 즉각적

16)

압력 과부하는 큰 의미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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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천성 심장병, 각각의 질환에 대한

선천성 심장병의 확진은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이루

혈역학적 이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혈역학적 지표

어지는데, 심장의 구조, 심실의 기능 및 혈역학적 상

들이나 심부전과 같은 임상 양상의 정도에 따른 혈장

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출생 전에 태아 초

BNP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

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하기도

지지는 못하였는데, 추후 이에 대한 자세한 전향적 연

하며, 최근에는 신생아기에 선천성 심장병을 조기에

구가 필요하겠다.

찾아내기 위한 선별검사로의 유용성에 대한 보고 도

21)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래 진료실 수준에서

있으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

선천성 심장병 환아를 손쉽고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

이 필요하므로 선별검사로서의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

는 객관적인 선별 검사 방법을 찾아, 이 환아에 대한

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선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는

천성 심장병으로 인한 이환률과 사망률 그리고 합병

어린 영아에서 혈장 BNP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선천

증을 줄여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성 심장병이 있는 환아를 손쉽고 신속하게 선별할 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있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흉부 방사

어린 영아 특히 신생아기에 심장 청진과 같은 진찰

선 검사와 심전도 검사보다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어

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임상

선별 검사로서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적으로 의미가 있는(significant) 선천성 심장병을 가

그 민감도는 58.0%로 낮았는데, 이는 앞에서 서술한

진 신생아라 하더라도 출생초기에는 뚜렷한 임상 증

바와 같이 심부전 증상이 없이 심실기능이 정상이거

상과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진찰 소견이 정상이더라

나 주로 우심실의 압력 과부화가 주요 혈역학적 이상

도 선천성 심장병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

으로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병의 경우에는 정상 범위

17, 18)

. 또한 외래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흉부 방사선

의 혈장 BNP 농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검사와 심전도 검사도 선천성 심장병의 감별에 이용

생각 된다. 하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

은 되고 있으나 몇 개의 특정 선천성 심장병에만 진

장병 환아를 선별하는데 혈장 BNP 농도 검사가 매우

단적 가치가 있어, 이들 검사가 정상이라고 선천성 심

유용하였는데 민감도는 100%였고 특이도도 88.0%로

다

19)

장병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겠다 . 본 연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에서도 흉부 방사선 검사의 민감도는 52.0%, 그리

현대의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예방적 공중보건사업

고 심전도 검사의 민감도는 20.0%로 매우 낮은 민감

(public health service)의 하나로 진단적 선별 검사

도를 보이고 있어 선별 검사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질환 또는 그 전 단

없었다.

계에 있는 무증상의 환자를 가려내서 잠정적 진단을
20)

한편 Koppel 등 은 선천성 심장병의 임상적 증상

내리고, 자세한 검사를 통하여 그 질병이 확인되면 효

이 없는 11,281명의 신생아에게 출생 후 24시간 이후

과적인 치료법으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에 산소포화도 검사기를 이용하여 산소포화도가 95%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하로 떨어지는 환아들을 선별하여 심장 초음파 검사

신생아를 대상으로 대사이상질환, 내분비질환, 그리고

를 시행하여 3례의 위중한 선천성 심장병 즉 2례의 총

청각 장애와 같은 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 검사가

폐정맥 환류 이상과 1례의 총동맥간증을 발견할 수 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검사의 비용 대 효과성

었다고 보고하면서, 선천성 심장병의 임상적 증상이

(cost-effectiveness)은 그 질환의 발생 빈도, 비용 부

없는 신생아에서 위중한 선천성 심장병의 선별검사로

담 정도, 효과적인 치료방법의 유무 그리고 무엇보다

서 산소포화도 검사의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도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저렴한 신뢰성이 있는 검사

이들의 선별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단되었던 신생아에서

방법이 있느냐에 좌우하게 된다.

2례의 위중한 선천성 심장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산소

이에 저자들은 혈장 BNP 농도 검사가 선천성 심

포화도 검사의 위음성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검사가

장병 환아를 선별하는데 방사선 검사나 심전도 검사

신생아 진찰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보다 더 유용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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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적 선별 검사

감도 58.0%, 음성 예측치 65.6%). 질환군에서 즉각적

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이 선별 검사에 대

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치료군의 혈장 BNP 농도는

한 비용 대 효과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지만, 외래

1,732±1,629 pg/mL로 관찰군의 171±229 pg/mL에

진료실 수준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

비해 높았다(P<0.001). 치료군을 감별하는데 유용한

장병을 선별함으로써 조기에 신속하게 심장초음파와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ROC곡선 아래 영역이

같은 심혈관계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소아 심장 전문

0.976로

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수 있어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

0.001), 이때 가장 좋은 혈장 BNP 농도의 차단치는

의 사망률과 합병증의 이환률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

282.0 pg/mL이었다(민감도 100%, 음성 예측치 100

으로 생각된다.

%). 흉부 방사선 검사로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었던

유용하였으며(95%

CI : 0.949-1.003,

P<

환아는 33명이었다(민감도 52.0%, 음성 예측치 57.9

요

%). 심전도 검사로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었던 환아

약

는 10명이었다(민감도 20.0%, 음성 예측치 50.0%).
결 론 : 혈장 BNP 농도 검사는 선천성 심장병 환

목 적 : 혈장 B-type natriuretic peptide (BNP)

아를 선별하는데 방사선 검사나 심전도 검사보다 더

농도는 좌심실 기능장애 즉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임

유용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객관적으로 환아의

상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좌심실 기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이다. 특히 외래에서 즉각

이 정상인 선천성 심장병 환아에서도 심실용적 과부

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심장병을 선별함으로써

하와 폐동맥 고혈압의 심한 정도를 반영하는 유용한

조기에 심장초음파와 같은 심혈관계 영상 검사를 시

객관적 생화학 지표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행하고 소아 심장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수 있어

외래 진료실 수준에서 선천성 심장병이 의심되는 신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의 사망률과 합병증의 이환률을

생아나 어린 영아에서 혈장 BNP 농도를 측정함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써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환아를 손쉽고 신속하게 선
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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