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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경변증 환자의 혈역학적 지표와 예후와의 상관관계

간경변증 환자는 간내 혈관의 저항증가에 의해 문맥압 항진증이 발생하고, 문

맥과 정맥간에 단락에 의해 심박출량의 증가와 함께 전신 혈관 저항의 감소로 과

역동적 전신 혈역학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간경변환자의 전신 혈역학적 변화는 초

기 간경변 환자보다는 말기 간경변으로 진행할수록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는 생존 예후와 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에 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총 103명의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1999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68

주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혈역학적 지표로 평균혈압, 심박동수를 측정하 고, 문맥

압을 대변하는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문맥 혈류량, 비

장정맥 혈류량, 간 및 비장동맥, 신장동맥의 저항지수와 박동지수 등을 측정하여, 

생존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들 혈역학적 지표들의 예후적 가치

를 평가하 다. 

 추적기간 중 30명의 환자가 사망하 다. 주된 사망원인은 간부전과 정맥류출혈 

이었다. 혈역학적 지표로 평균혈압과 심박동수는 생존률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맥압을 대변하는 간정맥 압력차가 15mmHg 이상인 중증의 문맥압 항진증인 경

우가 간정맥 압력차가 15mmHg 미만인 경우에 비해 생존률이 낮아 의미 있는 혈

역학적 생존 예측인자 다(p<0.05). 또한 도플러로 측정한 혈역학적 지표인 신동

맥의 박동지수가 1.15이상인 경우가 1.15미만인 경우에 비해  생존률이 낮아 의미 

있는 예측인자 다(p<0.05). 생화학검사로는 알부민 수치가 2.8mg/dL 미만인 경우

와 총 빌리루빈이 2.4mg/dL 이상인 경우에서 생존률이 낮았다(p<0.05).

 간경변환자의 예후에 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요인은 간정맥 압력차가 15mmHg 

이상인 중증의 문맥압 항진증이었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의 문맥압 항진증은 간정

맥 압력차를 측정하여 정확히 평가된 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플러 초음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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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측정한 신동맥의 박동지수가 높은 경우에도 불량한 예후를 보여, 이같이 비

침습적 방법으로 측정한 신동맥의 박동지수의 측정이 간경변 환자의 예후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간경변증, 문맥압 항진증, 혈역학적 지표, 간정맥 압력차, 도플러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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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증 환자의 혈역학적 지표와

예후와의 상관관계

< 지도 백 순 구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필 호

제1장 서 론

 간경변증이란 광범위한 간세포 괴사가 장기간 진행된 결과 섬유화가 초래되고, 

이 광범위한 섬유화가 정상적인 간소엽을 둘러쌈으로써 정상 구조가 파괴된 대신 

재생결절이 생기는 간질환이다. 간경변증 환자는 간내 혈관의 저항증가에 의한 문

맥압 항진증을 나타내며, 전신 혈관저항의 감소와 심박출량의 증가에 의한 과역동

적 전신 혈역학을 가진다.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문맥압 항진증이 있으면 비장 

비대, 복수, 간성 혼수 및 위, 식도 정맥류가 나타난다. 간경변증의 예후는 원인, 

임상 상 및 검사소견, 조직소견의 심한 정도 및 치료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서동진 등, 2000). 간경변증의 예후는 불량하며, 주로 간부전의 심한 정도와 원

인에 좌우된다. 간경변 환자의 예후를 나타내주던 기존의 Child-Pugh 분류는 주

관적이며, 간기능 이외의 요소는 배제되어 있어 단기 예후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다(이효석 등, 2000). 간경변환자의 전신 혈역학적 변화는 초기 간경변 환자보다

는 말기 간경변으로 진행할수록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간경변 환자의 혈역학적 

변화는 생존 예후와 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경변환

자의 예후에 향을 미치는 혈역학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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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상 및 방법

2.1. 대상

 총 1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999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68주간의 추적연

구를 시행하 다. 간경변증 환자의 평균 연령은 49.7±9.8세 으며,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96명과 7명이었다. 대상환자의 Child-Pugh분류는 A군이 36명이었고, 

B군 49명, C군 18명이었다(표1). 대상환자는 추적기간 중 모두 30명이 사망하 다.

2.2. 방법

  모든 대상환자에서 혈역학적 지표로 평균동맥혈압[(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x2)/3], 심박동수를 측정하 고, 문맥압을 대변하는 간정맥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를 측정하 다.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문맥 혈류량, 비장

정맥 혈류량을 측정하 고 간동맥, 비장동맥, 신장동맥의 저항지수와 박동지수를 

측정하 다.

2.2.1. 간정맥 압력차의 측정

우측 대퇴정맥을 통해 7 French 풍선도자를 삽입하고 하대정맥을 통해 진행하

여 우측 간정맥에 위치시킨 후 간정맥 자유압(free hepatic venous pressure, 

FHVP)을 측정하 다. 이어서, 도자의 풍선을 팽창시켜 간정맥을 막은 후 간정맥 

쐐기압(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WHVP)을 측정하여, 간정맥 쐐기압에서 

간정맥 자유압을 뺀 값으로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HVPG)를 구하 다(Fig. 1)(백순구, 2003; Armonis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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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hepatic venous presure gradient(HVPG).     

   The HVPG was determined by subtracting the free hepatic venous pressure

   (FHVP) from the 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WHVP). 

2.2.2. 간문맥 및 비장정맥의 혈류량 측정

   주 간문맥에서 도플러 sample volume을 문맥 직경의 절반이하로 조정하여 평

균 혈류속도를 측정하 고, 문맥의 단면적을 얻은 후 간문맥 혈류량[Blood flow 

volume(mL/min)=cross section area x mean velocity x 60]을 구하 다(Fig. 2)

(백순구 및 최윤종, 2000; 백순구 및 서정인, 2000). 비문의 비장정맥에서 평균 혈

류속도를 측정하 으며, 간문맥을 측정했던 방법과 같이 비장정맥의 혈류량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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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of portal venous blood flow

Doppler ultrasonography showed tat portal venous velocity was 10.7 cm/sec 

and calculated portal venous flow was 503.9 mL/min in a patient with liver

cirrhosis.

 

2.2.3. 간동맥, 비장동맥, 신장동맥의 저항지수와 박동지수의 측정

 초음파의 탐촉자를 우측 늑간에 위치시킨 후 칼라도플러를 적용하여 간문맥 주

위에서 간동맥 분지를 확인하 고, 도플러 sample volume을 혈관의 내부에 위치

시킨 후, 도플러 신호의 시간 속도 파형(time velocity wave)을 기록하 다. 도플

러 시간 속도 파형에서 수축기 최고속도, 이완기 최저속도, 평균속도를 측정한 후 

간동맥의 저항지수[resistive index: (peak systolic velocity-minimum diastolic 

velocity)/peak systolic velocity)]와 박동지수[pulsatility index: (peak systolic 

velocity - minimum diastolic velocity)/mean velocity]를 산출하 다(Fig. 3)(이선

 등, 1997; 이양일 등, 1996).

 탐촉자를 좌늑골 모서리에 위치시킨 후 칼라 도플러를 적용하여 비문 근처에서 

비장동맥의 분지를 확인하 고, 간동맥에서 측정했던 방법과 같이 비장동맥의 저

항지수와 박동지수를 측정하 다. 역시 칼라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좌측과 우

측신장의 엽간동맥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신장동맥의 박동지수와 저항지수

를 측정하 다.

B lood  flowB loo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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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ppler sonographic image of measurement of arterial resistance in 

a patient with liver cirrhosis.

2.3.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모든 결과는 mean ± S.D.으로 표시하 으며 간경변환자의 혈역학적 지표와 예

후와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Kaplan-Meier의 생존분석을 이용하 고, p<0.05을 

유의 수준으로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11.0 version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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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3.1. 대상 환자의 특성

3.1.1. 전체 환자군(103명)

전체 대상 환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9.8세) 고, 남자가 96명이었다. 간경변

증의 원인은 알콜성이 74명(71.8%), B형 또는 C형의 바이러스성 10명(9.7%), 알콜

과 B형 바이러스 공동 원인 16명(15.5%), 잠원형(cryptogenic)이 3명(2.9%) 다. 

Child 분류상 A는 36명, B형 49명, C형 18명이었다. 대상 환자의 임상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 다.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03)

 HBV, hepatitis B virus ; HCV, hepatitis C virus

Characteristics Patients(n=103)

Age (year) 49.7(±9.8)

Sex(M:F) 96:7

Etiology of cirrhosis

  Alcohol 71.8%(74/103)

  HBV or HCV 9.7%(10/103)

  Combined 15.5%(16/103)

  Others 2.9%(3/103)

Child-Pugh class

  A 35.0%(36/103)

  B 47.6%(49/103)

  C 17.5%(18/103)

Survival 69.9%(72/103)

Death 29.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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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전체 환자중 사망환자의 사망원인

 전체 대상 환자중 30명이 추적기간 동안 사망하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사망

원인중 가장 많은 것은 간부전으로 7례 다. 다음은 상부위장관 출혈로 6례 으

며, 감염증, 원발성 간암 등이 1례씩 있었다. 사망환자의 사망원인은 표 2에 요약

하 다.

Table2. Final Causes of Death in the Study Subjects.

*: cause of death not identified.

 

3.2. 혈역학적 지표와 예후와의 관계

3.2.1. Child-Pugh 점수와 혈청 알부민, 빌리루빈과 예후와의 관계

간경변환자의 예후를 나타내 주던 기존의 Child-Pugh 점수는 10점 미만의 환

자군에서 10점 이상의 환자군보다 생존률이 높았다(p=0.001)(Fig. 4). 혈청 알부민

은 2.8 mg/dL 이상인 군에서 2.8 mg/dL 미만의  군보다 생존률이 높았다

(p=0.013)(Fig. 5). 혈청 빌리루빈은 2.4 mg/dL 미만의 군에서 2.4 mg/dL 이상의 

군보다 생존률이 높았다(p=0.023)(Fig. 6).

   Causes Number

Hepatic failure 7

UGI bleeding 6

Sepsis/Infection 1

Primary liver cancer 1

Alcoholic ketoacidosis 1

Others
*

14

Total death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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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10

of Child-Pugh score.

 Fig 5.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2.8 

mg/dL of serum 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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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2.4 

mg/dL of seurm bilirubin.

 

3.2.2.  평균혈압과 심박동수와 예후와의 관계

혈역학적 지표인 평균혈압은 혈압이 증가 할수록 생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0.131)(Fig. 7). 심박동수는 높고 낮음에 따

른 생존률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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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85 

mmHg of mean blood pressure(MBP).

Fig 8.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75/min of heart rat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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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간정맥 압력차와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한 혈역학적 지표의  예후와

의 관계

 문맥압을 반 하는 간정맥 압력차는 15 mmHg 미만인 군이 15 mmHg 이상

인 군보다 생존률이 높았다(p=0.024)(Fig. 9). 문맥 혈류량은 생존률의 변화에 향

을 미치지 않았다(Fig. 10). 신동맥의 박동지수가 1.15미만인 군에서 1.15이상인 군

보다 생존률이 높았다(p=0.017)(Fig. 11).

Fig9.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15 

mmHg of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HV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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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700ml/min of portal vein flow(PVF).

Fig 11. Comparison of cumulative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he value of 1.15

of renal pulsat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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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고 찰

 간경변증이란 광범위한 간세포 괴사가 장기간 진행된 결과 섬유화가 초래되

고, 이 광범위한 섬유화가 정상적인 간소엽을 둘러쌈으로써 정상 구조가 파괴된 

대신 재생결절이 생기는 간질환이다(서동진 등, 2000). 간경변 환자는 간내 혈관의 

저항증가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을 가지며, 전신 혈관저항의 감소와 심박출량의 증

가에 의한 과역동적 전신 혈역학을 나타낸다(백순구 및 최윤종, 2000; 김태년 등, 

1997). 정상인에서 문맥압은 간내 동모양혈관(sinusoid)내의 저항이 적기 때문에 5 

mmHg 이하로 낮다. 문맥압이 10mmHg 이상이 되면 문맥압 항진증이라고 한다

(백순구, 2003). 문맥압 항진증은 문맥혈류에 저항이 생겨서 발생하는 수가 가장 

많은데 실제로 문정맥계에는 판막이 없어서 우심방부터 내장혈관 사이의 어느부

위에 저항이 생기더라도 상승된 압력이 역으로 파급된다. 간경변증 환자의 60%정

도는 이미 임상적으로 문맥압 항진증의 소견을 가지고 있다(서동진 등, 2000). 압

력은 저항과 혈류의 상관관계[P(압력)=Q(혈류)xR(저항)]로 결정된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의 섬유화와 재생결절로 미세 순환계가 압박 받은 결과 혈류의 저항이 증

가하게 된다. 간실질내의 미세순환의 장애는 세포의 기질에 의해 혈류가 막히고 

활성화된 성상세포에 의해 동모양혈관이 위축되는 것에 기인한다. 간경변증에 수

반되는 과역동적 혈액 순환과 내장동맥의 확장에 의하여 문맥으로 유입되는 혈액

량이 증가하는 것도 문맥압 상승에 기여한다(백순구 및 최윤종, 2000).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문맥압 항진증이 있으면 비장비대, 복수, 간성혼수 및 식도 정맥류

가 나타난다. 간경변증의 예후는 원인, 임상상 및 검사소견, 조직소견의 심한정도 

및 치료제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간경변증의 예후는 불량하며, 

주로 간부전의 심한 정도와 원인에 좌우된다. 김 등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간경변

증환자의 5년생존률은 68%, 10년 생존률은 57%, 15년 생존률은 43% 고 생존률

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Child분류의 C급으로 갈수록 예후가 나빴고, 혈청 알부

민이 3.5mg/dL 이하, 혈청 빌리루빈치가 2mg/dL이상인 경우에서 생존률이 유의

하게 낮았다(김정룡 등, 1994). 사망원인도 문맥압 항진에 의한 복수, 상부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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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간성뇌증과 간부전증, 간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도 사망원인으

로는 간부전과 정맥류출혈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혈청 알부민이 2.8 

mg/dL 이하, 혈청 빌리루빈이 2.4 mg/dL 이상인 경우에서 생존률이 유의하게 낮

아 간기능 정도가 생존 예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Child-Pugh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에서 생존률이 낮아 이 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Child-Pugh 점수는 주관적이며, 간기능 외의 요소가 배제

되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서정인 등, 2001). 간경변증이 진행하면 

문맥압 항진증이 심해지는데 이러한 문맥계의 혈역학적 변화가 간경변 환자의 예

후에 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문맥압의 측정은 

간경변증 환자의 합병증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았다.  문맥압을 재는 방법은 경정맥이나 대

퇴정맥을 통하여 도자를 간정맥에 위치시켜 간정맥 자유압(free hepatic venous 

pressure, FHVP)를 잰 후, 도자 끝의 풍선을 불어 간정맥을 막은 상태에서 압력

을 재면 간실질내의 동모양혈관의 압력을 반 하는 간정맥 쐐기압(wedged 

hepatic venous pressure, WHVP)을 측정할 수 있다. WHVP에서 FHVP 값을 뺀 

차이를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라고 부른다(고운희 등, 

1968; 정필호 등, 2002; Antonio 등, 1999). 정상에서 간정맥 압력차는 5 mmHg 이

하이고, 12 mmHg이상으로 높으면 식도정맥류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Garcia-Tsao 등, 1985; Juan 등, 2003). 본 연구에서도 간정맥 압력차가 15mmHg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서 생존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문맥

압을 대변해주는 간정맥 압력차가 높을 수록 즉, 문맥압이 높을 수록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문맥압이 높은 경우에는 문맥압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필요하다. 문맥압

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간정맥 압력차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침습적이므로, 

비침습적인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여 간경변증 환자에서의 혈역학적 변화를 측

정하여 간정맥 압력차의 측정을 대신하려는 연구가 많았다(백순구 및 서정인, 

2000, 정필호 등, 2002). 간경변이 심해질 수록 복부장기 이외의 혈관에 비해 상장

간막 동맥 같은 복부장기 혈관의 혈류량이 선택적으로 증가된다. 복부장기 혈류량

의 증가는 문맥 혈류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문맥압 항진증의 주요한 병인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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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류출혈, 복수를 유발하게 된다(백순구 및 최윤종, 2000; 김원호 등, 1987).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복부장기 혈류량의 증가로 인한 문맥 혈류량이 증가하므로 문

맥 혈류량을 측정하여 간경변의 진단과 간경변의 진행정도를 평가하려고 하 고, 

간문맥 혈류의 저항을 반 해주는 비장동맥의 저항을 측정하여 간경변의 진행정

도와 간이식후 문맥계의 저항이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려는 연구도 있었다

(이문성 등, 1991; Carlo 등, 1998; Hiroyuki 등, 2002; Patrice 등, 1998). 

Propranolol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문맥압을 감소시킬 때 약물에 대한 반응정도

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문맥계의 혈역학적 지표를 사용

하기도 하 다(김도  등, 1994; 백순구 등, 2002; Carlo 등, 2000; Michael 등, 

2000). 이와 같이 문맥압 항진으로 인한 문맥계의 혈역학적 변화를 도플러 초음파

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간경변증이 진행할 수록 문맥계의 혈

역학적 변화 또한 심화된다. 간정맥 압력차가 증가 할 수록 문맥 혈류량이 증가하

여, 문맥압과 문맥 혈류량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Patrice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문맥 혈류량과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간경변증이 진행 할 수록 간내 혈관의 저항은 증가하게 되며 비장의 

혈역학적 변화가 동반되는데 비장의 혈역학적 지표인 비장정맥 혈류량과 비장동

맥 저항지수를 측정하 다. 비장정맥 혈류량과 비장동맥 저항지수가 문맥압 항진 

정도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Massimo 등, 1996; Massimo 등, 1998), 연

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백순구 및 서정인, 2000; Choi 등, 2003). 본 연구에

서는 비장정맥 혈류량과 비장동맥 저항지수는 간경변증 환자의 생존률과 상관관

계가 없었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면 유효순환 혈류량이 감소하여 신 실질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하는 기능적 신부전이 발생한다(서정인 등, 

2001; 백순구 및 김광현, 2000). 신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은 신혈류나 신혈관 

수축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으로 혈관의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신혈관의 수축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간경변증 환자의 

신기능 장애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즉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신기능 장애 정

도를 평가하는 것이 간경변증 환자에 있어서 예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유종현 

등, 1997; Giorgio 등, 2001; Roberto 등, 1998; Yuichi 등, 1999). 신장동맥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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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저항지수와 박동지수인데 저항지수는 산출방법이 간편

하지만 신혈관의 저항이 높은 경우에는 신기능 장애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동지수는 산출에 평균속도를 사용하므로 신혈관 저항이 커서 이완기 최

저속도가 0에 가까울지라도 신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백순구 및 김광현, 2000). 본 

연구에서도 서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장동맥 저항을 나타내는 지표인 박동지수

가 1.15이상으로 증가된 환자들에서 생존률이 낮았다(p=0.017)(서정인 등, 2001).  

 결론적으로 저자는 Child-Pugh 분류외에 간경변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혈역학적 

변화를 측정하여 예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찾고자 하 다. 문맥압을 반 하

는 간정맥 압력차는 비록 침습적이기는 해도 환자의 예후를 비교적 정확히 반

해 줄 수 있었다.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 가능한 혈

역학적 지표중에는 신동맥의 박동지수가 생존과 관련된 예후인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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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총 103명의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1999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168주간의 

추적연구를 통해 혈역학적 지표로 평균혈압, 심박동수를 측정하 고, 문맥압을 대

변하는 간정맥 압력차(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문맥 혈류량, 비장정맥 

혈류량, 간 및 비장동맥, 신장동맥의 저항지수와 박동지수 등을 측정하여, 생존유

무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들 혈역학적 지표들의 예후적 가치를 평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생화학검사로는 알부민 수치가 2.8 mg/dL미만인 경우와 총 빌리루빈이 2.4 

mg/dL 이상인 경우에서 생존률이 낮았다(p<0.05).

2. 간정맥 압력차가 15mmHg 이상인 중증의 문맥압 항진증인 경우가 15mmHg 미

만인 경우에 비해 생존률이 낮아 의미 있는 혈역학적 생존 예측인자 다(p<0.05).

 

3. 신동맥의 박동지수가 1.15이상인 경우가 1.15미만인 경우에 비해  생존률이 낮

아 의미있는 예측인자 다(p<0.05).  

 

 결론적으로 간경변 환자의 문맥압 항진증은 예후와 연관이 있으므로 간정맥 압

력차를 측정하여 정확히 평가된 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측정한 신동맥의 박동지수가 높은 경우에도 불량한 예후를 보여, 이같이 비침습적 

방법이 간경변증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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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Relationship of hemodynamic indices and prognosi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Jeong, Phil H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Aims: Hemodynamic changes observed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include hyperdynamic circulation according to the reduction in 

peripheral vascular resistance and increase in cardiac output, and the 

development of portal hypertension. And, such hemodynamic abnormalities 

appear apparently in patients with late stage liver cirrhosis. On the other hand, 

hemodynamic indices which represent hyperdynamic circulation and portal 

hypertension are of prognostic significance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hemodynamic indices that could be 

help in predicting the prognosi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Methods: We followed up a total of 103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for 168 

weeks. With biochemical test, we measured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HVPG (hepatic venous pressure gradient) and the parameters of Doppler 

ultrasonography including portal and splenic venous flow, the pulsatility and 

resistive index of hepatic, splenic and reanl arteries as the indices reflecting 

hemodynamic changes. The prognostic values of these indices were determined 



by comparison according to survival of the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Results: Significant hemodynamic indices for poor prognosis were HVPG(≥15 

mmHg) and renal pulsatility index(≥1.15)(p<0.05). Serum albumin (<2.8 

mg/dL) and total bilirubin level(≥2.4 mg/dL) were of poor prognostic 

significance as biochemical indices(p<0.05).

 Conclusions: Severe portal hypertension (HVPG≥15 mmHg) and high renal 

pulsatility index(≥1.15) were valuable hemodynamic indices for poor prognosi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measurement of 

these hemodynamic indices may be helpful in predicting the prognosis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in addition to Child-Pugh classification including 

biochemical test. 

 

Key words:  liver cirrhosis, prognosis, portal hypertension, hemodynamic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