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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과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및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과의 상관관계

연구배경 및 목적: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혈관 조 술과 

심장 초음파가 있으며 first pass radionuclide angiography (RI 

angiography)가 심장 초음파와 비교하여 비교적 정확하고 간단하며 임

상적으로 반복성을 가진 유용한 검사법으로 증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는 새로운 검사법인 cardiac CT 

angiography (CT angiography)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유용성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은 폐성 고혈압에서 기인

하며 저산소혈증에 의한 폐혈관의 수축과 혈액응고인자의 활성이 폐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혈액

응고인자와 우심실 기능부전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아직 잘 알려져 있

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RI angiography

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고 비교하여 CT 

angiography의 유용성을 살펴보고, 우심실 기능부전과 혈장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TAT) 및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방법: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된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 고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우심

실 부전의 정도를 측정하 다. 혈장 TAT와 PAI-1 농도는 효소면역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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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결과: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심실 기

능 부전의 정도는 유의하게 일치하 다.

  혈장 TAT의 농도는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

정한 우심실 기능 부전의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

으며, PAI-1의 농도는 우심실 기능부전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CT angiography는 RI angiography와 마찬가지로 우

심실 기능을 측정하는 정확하고 유용한 검사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이 감소할수록 혈장 TAT농도

는 증가하여 혈장 TAT농도는 우심실 기능부전의 정도와 관련 있는 

인자임을 추측할 수 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만성폐쇄성폐질환, 우심실 기능부전,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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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과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및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과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안철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I.  서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질병이 진행하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폐성 고혈압이 나타나며 폐성 고혈압이 심해지면 궁극적으

로 우심실 기능부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질병이 진행하여 임상적 

증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우심실 기능부전의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2
. 

  우심실 기능부전의 진단 및 치료 시 경과관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고식적 혈관 조 술이 있으나 침습적인 검사법으로 

우심실 기능부전의 조기진단과 경과관찰에 접근도가 용이하지 않다
2
. 

비침습적인 검사로는 심장 초음파를 이용한 우심실 기능의 평가가 가

능하지만, 우심실이 흉골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초음파 창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 또 다른 검사로 RI angiography가 우심실 기능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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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으며, 심장 초음파와 비교하여 우심실 기능 측정에서 

70.6%의 민감도와 100%의 정확도를 보 다는 보고가 있다
3
.
 

  최근 컴퓨터 단층 심혈관 촬 술(cardiac computed tomographic  

angiography; CT angiography)을 이용한 우심실 기능의 평가가 가능해지

면서 우심실 기능부전에 대한 조기발견과 추적관찰에 CT angiography

가 유용하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4
. 

  우심실 기능부전은 폐성 고혈압에서 기인하며, 폐성 고혈압은 만성

적인 저산소 및 과탄산혈증에 의한 혈액응고인자의 활성과 폐동맥 혈

전형성으로부터 유발된다. 국소적 폐동맥 혈전은 폐동맥의 저항성과 

폐동맥 압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른 우심실의 과부하로 우심실 기

능 부전이 발생하게 된다
2,5
. 

  일차성 폐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폐동맥 고혈압과 폐동맥 혈전의 예

측인자로 혈액 응고인자의 유용성이 보고 된 바 있으며
6
 혈액 응고인

자의 한 종류인 TAT 및 PAI-1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평균 폐동맥 압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7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도 우심실 기능부전의 발생은 일차성 폐

성 고혈압에 따른 우심실 기능부전의 발생과 병태생리학적으로 유사하

며
8
 폐성 고혈압의 정도는 이차성 폐성 고혈압이 일차성 폐성 고혈압

보다 경한 편이다
9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FEV1의 감소와 혈장 

TAT 및 PAI-1의 농도는 접한 상관관계를 보여 기도폐쇄에 따른 저

산소혈증과 과탄산혈증이 혈액응고인자의 활성과 폐혈관의 국소적 혈

전 형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0
. 그러나 현재까지 만성폐쇄성폐

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과 혈장 TAT 및 PAI-1농도와의 연관

성에 대한 연구는 아주 드문 실정이다.



- 5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고, 

측정된 우심실 기능과 혈액응고 인자인 혈장 TAT 및 PAI-1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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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환자 및 방법 

1. 대상환자

  대상환자는 본원에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진단된 15명의 환자로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 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에 따라 기류

제한의 정도를 중증도로 분류한 2003년 GOLD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criteria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

류하 다.

 Grade Ⅰ: FEV1/FVC < 70% 이면서 FEV1 ≥ 추정치의 80%

 Grade Ⅱ: FEV1/FVC < 70% 이면서 추정치의 50% ≤ FEV1 < 80%

 Grade Ⅲ: FEV1/FVC < 70% 이면서 추정치의 30% ≤ FEV1 < 50%

 Grade Ⅳ: FEV1/FVC < 70% 이면서 추정치의 30% < FEV1 

  단, 기관지 확장증과 낭포성 섬유증, 폐결핵, 혹은 천식과 연관이 있는 

경우나 혈전증, 심혈관계 질환, 임신, 간질환, 패혈증과 heparin, coumadin 

등 혈장 TAT 및 PAI-1농도에 향을 미치는 상태나, 약제를 사용한 경

우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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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기초 자료수집과 병력조사

  모든 환자에서 나이, 성별, 흡연력은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조사하

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기간은 전화문진을 통하여 조사하 다. 

나. 동맥혈 가스검사

  동맥혈 가스검사는 대상환자들의 상완 요골동맥에서 동맥혈 4.5 mL

를 채취하여 Nova Biomedical stat profile M. Blood Gas Electrolyte 

analyzer (Nova Biomedical Corporation, Massachusetts, U.S.A)를 이

용하여 동맥혈 산소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 다. 

다.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는 Vmax229, V622 Autobox (Sensor Medics 

Corporation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강제 호기 용적(FVC)과 1

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을 측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1초간 노력성 

호기량/강제 호기 용적의 비(FEV1/FVC)를 구하 다. 

라. 우심실 기능의 측정

  (1) First pass RI angiography를 이용한 RVEF의 측정

  우심실 기능의 측정을 위하여 RI angiography (Maxicamera 400, 

General electronics, U.S.A)를 이용하 다. 측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99m
Tc-Human serum albumin 15-20 mCi를 환자의 우측 전주정맥

(antecubital vein)에 saline flushing법으로 순간 주사하고 multicrystal 

camera, parallel hole collimater를 이용하여 1초에 1화면씩 30초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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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하여 컴퓨터에 수록하 다. 심박출량은 list mode에서 분석하 으

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우심실부위에 관심 역을 그렸다. 우심실의 시

간방사능곡선(time-activity curve)의 확장기말과 수축기말의 방사능치

로부터 우심실 박출량 (righ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RVEF)을 구

하 다.  

 

(2) Cardiac CT angiography를 이용한 RVEF의 측정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CT angiography를 이용하 다. 측정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16채널 다중검출(multidetector) CT기계

(SOMATOM Sensation 16, Siemens, Germany)를 이용하여 심전도 동조

하에 심장 상을 얻었다. 얻어진 상은 1 mm의 두께로 축상 상을 재

구성한 후 우심실의 이완기말 부피와 수축기말 부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심실의 크기가 가장 큰 시기 및 가장 작은 시기에 맞추어서 우심실의 

단축 상을 재구성하 다. 재구성된 상은 각각의 부피 분석 프로그램

(Argus, Leonardo, Siemens, Germany)에 옮겨서 우심실의 이완기말 부피

와 수축기말 부피를 얻었으며, 우심실의 이완기말 부피와 우심실의 수축

기말 부피의 차와 우심실의 이완기말 부피의 비로 RVEF을 구하 다.

마. TAT 및 PAI-1의 측정

  혈장 TAT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맥혈 4.5 mL를 채취하여 1:9 비율의 

3.8% sodium citrate를 함유하는 citrate tube에 담아 10분간 원심분리

(1,500G) 후 그 상층액을 취하여 1 cc microtube에 넣어 하 70℃에서 

보관하 고 Enzygnost
® 
TAT micro (Dade Behring Marburg GmbH, 

Marburg, Germany)를 이용하여 효소면역측정을 시행하 다. 

  측정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준비된 50 ㎕의 검체를 50 ㎕의 완충액과 



- 9 -

human thrombin에 대한 rabbit antibodies가 표면에 처리된 well plate에 

넣고 15분간 반응시켜 부착시킨 뒤 Tween-18이 함유된 인산완충 식염수

(PBS-Tw)로 3회 세척하 다. 여기에 peroxidase conjugated rabbit 

anti-human antithrombin III 100 ㎕를 넣어 5분간 반응시켜 부착시킨 뒤 

o-phenylenediamine dihydrochloride 100 ㎕를 처리하여 차광하고 30분간 

발색시켰다. 발색이 끝난 후 100 ㎕의 0.5 N 황산용액을 넣고 효소반응을 

정지시킨 뒤 spectrophotometer로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혈장 PAI-1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역시 정맥혈 4.5 mL를 채취하여 

1:9 비율의 3.8% sodium citrate를 함유하는 citrate tube에 담아 10분간 

원심분리(1,500G)후 상층 액을 취하여 한 번 더 10분간 원심분리(1,500G)

하 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검체를 1 cc microtube에 넣고 하 70℃에 

보관한 뒤 ASSERACHROM
® 
PAI-1 (Diagnostica Stago, Asnieres, 

France)을 이용하여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시

행하 다. Mouse monoclonal anti human PAI-1으로 표면 처리된 well 

plate에 200 ㎕의 검체를 넣고 실온(18-25℃)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뒤 

washing solution으로 5회 세척 후 anti-PAI-1-peroxidase 200 ㎕를 넣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다시 washing solution으로 5회 

세척하 고 o-phenylenediamine과 urea peroxide 200 ㎕를 처리하여 3분

간 발색시켰다. 검체에 3M의 황산용액 50 ㎕를 넣고 30분 후 

spectrophotometer로 492 nm에서 흡광도를 2시간동안 측정하 다.

바. 통계 처리

  통계분석은 SPSS Win 11.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다.

  통계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first pass RI ang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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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ardiac CT angiography로 측정한 우심실 기능 부전의 정도 간에는 

paired t-test와 회기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통계

적인 의의를 평가하 고,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우

심실 기능부전 및 혈장 TAT와 PAI-1농도와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에 따른 우심실 기능

부전의 정도와 혈장 TAT 및 PAI-1농도와의 차이는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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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병기 

  대상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 12명, 여자 3명이었고 

연령은 51세에서 85세까지로 평균 65.7세 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

병기간은 평균 11.3년이었으며 흡연량은 평균 32갑년(pack years)이었

다. 평균 FEV1은 0.9 L이었으며 평균 FVC는 2.3 L, 평균 FEV1/FVC

는 42.8%이었다.  평균 동맥혈 산소농도(PaO2)는 81.0 mmHg, 이산화

탄소농도(PaCO2)는 41.9 mmHg 로 대상환자들에게서 동맥혈 가스 검

사시 비강 흡입산소치료를 하 던 결과로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

 
1
Values are mean±SD except for frequency data 

 2PaO2 and PaCO2 values after nasal oxygen supply

Characteristics Values

 Number (male: female) 15 (12:3)

 Age (years) 65.7±9.9

 Duration of COPD (years) 11.3±6.9

 Pack-years of smoking 32.0±25.9

 FEV1 (L) 0.9±0.4

 FVC (L) 2.3±0.9

 FEV1/FVC (%) 42.8±12.1

 PaO2 (mmHg)
2

 PaCO2(mmHg)
2

81.0±30.8

4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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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환자들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에 따라 분류 시 Grade I에 해

당되는 환자는 없었으며 Grade II는 2명, Grade III는 10명, Grade IV는 3

명이었다 (Table 2).

Table 2.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Grade Ⅰ: FEV1/FVC < 70% and FEV1 ≥ 80% of predictive values

 Grade Ⅱ: FEV1/FVC < 70% and 50% ≤ FEV1 < 80% of predictive values

 Grade Ⅲ: FEV1/FVC < 70% and 30% ≤ FEV1 < 50% of predictive values

 Grade Ⅳ: FEV1/FVC < 70% and 30% < FEV1 of predictive values

2.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

간의 비교

  대상환자들에서 RI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의 값은 평

균 38.7% 으며 같은 환자들에서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의 값은 평균 40.7%로 우심실 부전의 소견을 보 으며 두 검사법

에 의한 RVEF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치하 다 (r=0.8, p=0.000,  

Table 3, Figure 1).

Grade of COPD I II III IV Total

Number 0 2 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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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RVEF between RI angiography and 

CT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N, number of COPD patients; RVEF, Righ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Values are mean ± SD; r=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The RVEF of CT angiography is significantly close to (p=0.000
*
) RVEF 

of RI angiography.  

   

 RI angiography  CT angiography r p

N

RVEF

15

38.7±8.5%

15

40.7±11.9% 0.8 0.000
*
 

Figure 1.  Correlation of RVEF between RI angiography and  

CT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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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병기에 따른 우심실 

기능부전과의 상관관계

  대상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중 연령,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기간,   

연간 흡연량,  FEV1,  FVC는 RI angiography 및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Table 4, Table 5). 대상환자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별 RI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의 평균은 grade II(n=2) 36.5%, 

grade III(n=10) 38.3%, grade IV(n=3) 41.6%이었으며, CT angiography

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의 평균은 grade II 42.5%, grade III 40.2%, 

grade IV 41.4%로 병기에 따른 대상환자들의 RVEF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대상환자들을 병기에 따라 

분류 시 그 수가 적었음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되며 향후 병기에 따른 대

상환자들의 수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5 COPD patients

Dependent variable: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Independent 

variable: Age, Duration of COPD, Pack-years of smoking, FEV1 and FVC;  

r=correlation coefficient,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showed no 

        Characteristics Mean±SD r p

Age (years) 65.7±9.9 0.17 0.556

Duration of COPD (years) 11.3±6.9 -0.34 0.208

Pack-years of smoking 32.0±25.9 0.31 0.258

FEV1 (L) 0.9±0.4 -0.01 0.975

FVC (L) 2.3±0.9 0.18 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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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5 COPD patients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5 COPD patients

Dependent variable: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Independent variable: Age, Duration of COPD, Pack-years of smoking, 

FEV1, FVC; r=correlation coefficient.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5 COPD patients.

Table 6. Differences of RVEF according to the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COPD grade II III IV p

N 2 10 3

RVEF(%)of RI 

angiography

RVEF(%)of CT 

angiography

36.5±3.5

 42.5±5.1

38.3±8.7

40.2±12.8

41.6±12.0

41.4±15.2

0.880

0.812

Values are mean ± SD; N, number of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RVEF according to the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Characteristics Mean±SD r p

Age (years) 65.7±9.9 -0.03 0.911

Duration of COPD (years) 11.3±6.9 -0.32 0.240

Pack-years of smoking 32.0±25.9 0.31 0.260

FEV1 (L) 0.9±0.4 0.04 0.884

FVC (L) 2.3±0.9 0.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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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심실 기능부전과 TAT 및 PAI-1간의 상관관계

  RI angiography 및 CT angiography로 측정한 대상환자의 RVEF과 

혈장 TAT 및 PAI-1농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평균 혈장 

TAT 농도는 20.1 μg/L이었으며 평균 혈장 PAI-1 농도는 43.9 ng/mL

로 RI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이 감소할수록 혈장 

TAT 농도는 증가하여 혈장 TAT 농도와 RI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심실 기능부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

고, 혈장 PAI-1 농도는 RI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심실 

기능부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7, 

Figure 2, Figure 3). 

  또한,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RVEF이 감소할수록 혈장 

TAT 농도는 증가하여 혈장 TAT 농도와 CT angiography를 이용하

여 측정한 우심실 기능부전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 으며, 혈장 PAI-1 농도와 CT angiography로 측정한 우심실 기능

부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Figure 4,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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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and plasma TAT and PAI-1 in 15 COPD patients 

TAT, thrombin-antithrombin complex; PAI-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r=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Plasma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Normal range Mean±SD        r p

TAT    1-4.1μg/L 20.1±33.4 -0.524 0.045
*

PAI-1   4-43ng/mL 43.9±28.8 0.202 0.470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and plasma TAT in 15 COPD patients 

Plasma TAT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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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rrelation between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and plasma PAI-1 in 15 COPD patients 

Plasma PAI-1 level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RI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Table 8. Correlations between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and plasma TAT and PAI-1 in 15 COPD patients 

TAT, thrombin-antithrombin complex; PAI-1,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r=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Plasma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Normal range Mean±SD        r p

TAT      1-4.1μg/L 20.1±33.4 -0.658 0.008
*

PAI-1     4-43ng/mL 43.9±28.8 0.045 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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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relation between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and plasma TAT in 15 COPD patients 

Plasma TAT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Figure 5.  Correlation between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and plasma PAI-1 in 15 COPD patients 

Plasma PAI-1 level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VEF measured 

by CT angiography in 15 COP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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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병기에 따른 혈장 

TAT 농도와의 상관관계. 

  대상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중 연령,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병기간은 

혈장 TAT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연간 

흡연량이 증가함에따라 혈장 TAT농도는 감소하는 역상관관계를 보

다. 또한, 평균 FVC가 감소함에 따라 혈장 TAT농도가 증가하는 역상

관관계를 보 으나 FEV1은 혈장 TAT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9, Figure 6).

Table 9. Correlations between plasma TAT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15 COPD patients

Dependent variable: TAT; Independent variable: Age, Duration of COPD, 

Pack years of smoking, FEV1 and FVC; r=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Plasma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level showed inverted 

correlation with pack-years of smoking and FVC in 15 COPD patients.

  

Characteristics Mean±SD r p

Age (years) 65.7±9.9 0.122 0.664

Duration of COPD (years) 11.3±6.9 0.127 0.653

Pack-years of smoking 32.0±25.9 -0.556 0.031*

FEV1 (L) 0.9±0.4 -0.391 0.149

FVC (L) 2.3±0.9 -0.531 0.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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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rrelation between plasma TAT and FEV1 in 15 

COPD patients 

Plasma  TAT level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EV1 in 15 

COPD patients. 

  대상환자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별 TAT의 평균값은 grade II 

(n=2) 6.0 μg/L, grade III (n=10) 28.1 μg/L, grade IV (n=3) 2.9 μg/L이

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에 따른 혈장 TAT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0).

Table 10. Differences of TAT according to the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COPD grade II III IV p

N 2 10 3

TAT (μg/L) 6.0±1.9 28.1±38.9 2.9±0.8 0.193

N, number of patients; Values are mean ± S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AT according to the grade of 15 COPD patients. 



- 22 -

6.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병기에 따른 혈장 

PAI-1 농도와의 상관관계.

  대상환자들의 임상적 특성중 평균 연령,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평균 

유병기간, 평균 연간 흡연량, 평균 FVC는 혈장 PAI-1농도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Table 11), 평균 FEV1은 0.9 L

로 FEV1이 감소함에 따라 혈장 PAI-1농도가 증가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역상관관계를 보 다 (Figure 7). 

Table 11. Correlations between plasma PAI-1 and clinical  character 

-istics of 15 COPD patients 

Dependent variable: PAI-1; Independent variable: Age, Duration of 

COPD, Pack years of smoking, FEV1 and FVC, r=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Plasma PAI-1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FEV1 in 15 COPD patients.  

Characteristics Mean±SD r p

Age (years) 65.7±9.9 0.165 0.556

Duration of COPD (years) 11.3±6.9 0.029 0.919 

Pack-years of smoking 32.0±25.9 -0.321 0.243

FEV1 (L) 0.9±0.4 -0.568 0.027
*

FVC (L) 2.3±0.9 -0.491 0.063



- 23 -

Figure 7.  Correlation between plasma PAI-1 and FEV1 

 in 15 COPD patients 

Plasma PAI-1 level showed significant inverted correlation with FEV1 in 

15 COPD patients.  

 

  병기별 PAI-1의 평균은 grade II (n=2) 29.3 μg/L, grade III (n=10) 

50.6 μg/L, grade IV (n=3) 31.5 μg/L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기에 따른 

혈장 PAI-1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2).

Table 12. Differences of PAI-1 according to the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N, number of patients; Values are mean ± S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PAI-1 according to the grade of COPD in 15 COPD patients. 

COPD grade II III IV p

N 2 10 3

PAI-1 (ng/mL) 29.3±35.9 50.6±27.6 31.5±32.6 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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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와 폐실질, 폐혈관계에 걸친 만성 염증을 특징

으로 한다.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CD8
+ 
T-림프구, 호중구, 산화성 스트레

스와
11
 leukotriene B4

12
, interleukin-8, tumor necrosis factor-ᾳ

13
등을 통

한 염증과정에 의하여 폐실질의 파괴와 폐혈관의 변화가 유발되게 되며 

폐혈관의 변화는 혈관벽의 비후를 특징으로 한다
14
. 폐동맥 내막의 비후와 

평활근의 증가는 염증 세포에 의한 혈관벽의 침윤에 의하며
15
 만성 폐쇄

성폐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평활근, 프로테오 리칸, 콜라겐의 양이 증가

하고 혈관벽은 더욱 두꺼워지게 된다
16
. 두꺼워진 혈관 벽과 만성 염증에 

의한 폐실질의 파괴로 폐혈관 면적이 감소하고 폐혈관 저항성이 증가하

여 폐성 고혈압과 우심실 부전 또는 폐성심을 유발하게 된다 
2,17
.

  정상 성인의 폐동맥압은 대략 22/9 mmHg이며 평균 폐동맥압은 15 

mmHg으로 성인에서 안정시 폐동맥압이 30/15 mmHg보다 높거나, 평균 

폐동맥압이 20 mmHg이상인 경우 폐성 고혈압으로 정의하며 1963년 

WHO에서는 폐성심을 심장병에 기인하지 않고, 폐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에 의한 우심실의 비대로 정의하 다
2
. 정상 성인의 우심실 박출량

(RVEF)은 대략 50%이상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질병이 진행하면 폐

혈관 저항성의 증가에 따른 우심실의 과부하로 우심실 박출량의 저하가 

일어난다
18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은 중증 심혈관계 합병

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좋지 않은 예후와 연관이 있다
19
. 그

러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의 발생과 진행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와 예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 25 -

  우심실 부전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혈관 조 술과 심장 초음파가 

있으며 RI angiography가 있다.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심장초음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우심실은 좌심

실과 달리 불규칙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우심방 또는 좌심실과의 위

치적 관계 때문에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18
. 이에 

비침습적인 방법의 하나로 RI angiography를 이용한 우심실 기능의 측

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간단하며, 임상적으로 반복성을 가진 유용한 검

사법으로 증명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고
20 
최근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는 

새로운 검사법인 CT angiography가 도입되어 시행된 후 그 유용성에 대

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4
. 

  본 연구에서 RI angiography로 측정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RVEF과 CT angiography로 측정한  RVEF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최근 보고된 CT angiography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일치

되는 결과이다
4
. 이에, 우심실 기능의 측정뿐 아니라 우심실의 용적 및 

폐실질의 상태를 검사하고 폐동맥의 해부학적 구조까지 관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는 CT angiography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을 진단하는 유용한 검사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우심실 기능부전을 초래하는 폐성 고혈압은 폐혈관의 비후와 개형

(remodeling)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요소인 국소적인 혈전형성과 관

련이 있다
2,21
. 혈액응고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혈장 TAT농도의 

측정과 혈장 PAI-1농도의 측정이 있으며
10
, 혈장 TAT농도의 측정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과 정맥혈전증의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22,23
 혈액

응고능을 측정하는 예민한 검사로 현재 이용되고 있다
24
. 

  일차성 폐성 고혈압 환자에서 우심실 박출량의 감소와 TAT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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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1과 같은 혈액응고 인자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 된바 있고
21 

이차성 폐성 고혈압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경우에도 폐혈관에

서 혈전이 조직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8
,
 
만성적인

 
저산소혈증과 과탄산혈

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폐혈관의 혈전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25
. 

  본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을 측정하

기 위하여 RI angiography와 CT angiography를 시행하 으며, 각각의 

검사를 통한 우심실 기능부전과 혈액응고 인자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

을때 RI angiography로 측정한 우심실 기능이 감소할수록 혈장 TAT

의 농도는 증가하 으며, CT angiography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환자들에서는 연간 흡연량이 많을수록 혈장 

TAT의 농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 는데 연간 흡연량은 TAT와 유의

한 관련을 보인 우심실 기능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성폐

쇄성폐질환 환자에서 TAT와 우심실 기능부전간의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에서 흡연량과 TAT의 관련성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여겨진다. 또, FVC가 감소함에 따라 혈장 TAT농도가 증가하는 소

견을 보 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기류제한의 정도나 폐성 고혈

압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폐기능 검사의 척도는 FVC보다는 FEV1으로
10 
 

본 연구에서  FVC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환자들의 혈장 PAI-1 농도는 FEV1이 감소함에 따라 농도가 유의

하게 증가하 는데 (p=0.027) 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FEV1의 

변화와 혈장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plasminogen inhibitor 

(tPA-PAI) 농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10
. PAI는 혈관내 혈전용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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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inogen activator system의 주요 구성인자로 plasminogen activator

가 plasminogen을 plasmin으로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억제하며
26 
PAI-1과 

PAI-2로 이루어져 있는데 활성도는 주로 PAI-1의 활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27
.  PAI-1의 활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내피 세포와 혈소판

에서 생성되고 손상된 폐의 내피세포에서도 생성 분비되며 신혈관 생성

이나 급성염증, 만성염증 및 암세포 전이과정에서도 발현된다
27,28
. 또한 패

혈증, 혈전 색전증, 간질환, 수술 후에 증가하고, 비만, 고인슐린혈증, 고중

성지방혈증과 같은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28
 PAI-1은 급성기 반응인자처럼 작용하여 C-reactive protein과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급성 호흡부전을 동반한 

만성 폐질환의 경우에서 패혈증 및 세균성 폐렴과 만성 폐질환보다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p<0.01) 만성 폐질환에 동반된 급성 호흡부전증, 급성 

폐손상의 유용한 표지자로 보고 된 있다
29
. 이와 같이 혈장 PAI-1의 활성

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PAI-1은 분자량 42,771 dalton의 

glycoprotein으로
28 
매우 불안정하여 생체 외에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서는 검체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며 특히 일중 변화 및 산-염기 상태에 

따라 측정치의 변이가 많고
26,30
, PAI-1의 측정은 검체내의 t-PA와 반응에 

의한 오차를 고려할 때 활성도 보다는 항원농도 측정이 결과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어
26 
본 연구에서도 PAI-1의 농도를 측정하 으며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바로 혈장을 분리해서 하 70℃에서 보

관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폐성 고혈압의 측정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심초음파, 

또는  고식적 혈관 조 술등을 이용하여 폐성 고혈압과 우심실 기능부

전 및 혈액응고인자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보완이 향후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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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first pass RI angiography와 

cardiac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우심실 기능을 측정하고, 혈장 

TAT 및 PAI-1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first pass RI angiography와 cardiac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측정한 우심실 기능부전은 유의하게 

일치하 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혈장 TAT 농도는 우심실 기능부전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 다. 

3.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혈장 PAI-1 농도는 우심실 기능부전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cardiac CT angiography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의 우심실 기능 평가를 위하여 first pass RI angiography와 같이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혈장 TAT 농도는 우심실 기능 감소시 증

가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과 관계있는 인자

임을 알 수 있다. 우심실 기능부전과 혈장 TAT 농도간에 유의한 역상

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에 바탕하여 향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

자에서 우심실 기능부전의 진단과 추적관찰시 TAT의 사용에 대한 보

다 심도 있고 전향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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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s between right heart failure and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 and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1 in patients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Young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l Min Ahn)

Background: Cardiac catheterization and echocardiography are 

conventional ways to measure right heart function. but the first 

pass radionuclide angiography(RI angiography) has also been proven 

to be a relatively accurate, simple and reproducible method for 

measuring right heart function compared with echocardiography. 

These days, cardiac CT angiography(CT angiography), a new 

technique for measuring right heart function, is introduced and its 

usefulness is being investigated. In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patients, right heart failure develops from pulmonary 

hypertension. Pulmonary vascular constriction with hypoxemia and  

activation of coagulation factors are well known to be the 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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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monary hypertension. However, the correlations between 

coagulation factors and right heart failure are not yet studied 

enough in COPD patients.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cardiac CT angiography compared with the first 

pass RI angiography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right 

heart failure and plasma thrombin antithrombin complex(TAT) and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PAI-1) levels. 

Methods: The RI angiography and CT angiography were performed 

on 15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COPD to measure right 

heart function. and pulmonary function test was performed.

Plasma TAT and PAI-1 level were measured by enzyme linked 

immunoassay. 

Results: Right heart function measured by CT angiograph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ight heart function measured by  the RI 

angiography in COPD patients. Plasma TAT level showed 

significantly inverted correlation with  right heart function measured 

by the first pass RI angiography and CT angiography. But plasma 

PAI-1 level showed no correlation with  right heart functio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CT angiography 

is an accurate and useful method for measuring right heart function 

compared with the RI angiography and plasma TAT level is closely 

related with right heart failure in COP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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