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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용 

 

중심동맥혈압 

중심동맥 혈압(central blood pressure)은 대동맥과 경동맥의 혈압(blood pressure, 

BP)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완에서 측정하는 상완동맥혈압(brachial artery 

BP)보다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동맥 혈압의 증가는 심

장수축에 의한 혈액박출시 후부하(afterload)를 증가시켜서 심비대를 초래하고, 대

동맥 확장기 혈압의 감소는 관상동맥의 혈액량의 감소를 초래하여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혈압이다. 또한 대동맥은 고혈압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상완동맥 등은 고혈압과 연령

의 증가에 의한 동맥경화가 없다. 

최근 중심동맥 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알려지

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심동맥 혈압의 상승은 좌심실 비대, 경동맥 동맥경

화, 그리고 관상동맥질환의 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 최근 발표된 Strong Heart 

Study는 상완동맥 혈압보다 대동맥 맥압(pulse pressure)이 심혈관 질환을 더 잘 예

측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도 중심동맥 혈압이 독립적

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위험인자이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향

후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재발과 재협착 발생을 예측하게 하는 위험인자이다. 최근 

발표된 ASCOT-CAFÉ연구에서 amlodipine 투여군과 atenolol 투여군 모두에서 상완동

맥 혈압이 비슷한 정도로 감소 되었으나 비관혈적으로 측정된 대동맥혈압이 

amlodipine 투여군에서 더 낮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군의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에 중심동맥 혈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완동맥 혈압을 측정하

는 것보다 중심동맥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향후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하는데 보

다 중요한 검사방법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중심동맥혈압 측정방법 

중심동맥혈압은 대동맥, 경동맥, 그리고 말초동맥인 요골동맥 등에서 측정할 수 있

다. 대동맥에서 직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관혈적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많은 환자에서 측정이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비관혈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경동맥과 요골동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요골동맥에서 대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요골동맥(radial artery)에서 검출된 

맥파에서 generalized transfer function이라는 공식에 상완동맥의 혈압을 대입하여 

대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SphygmoCor (AtCor Medical, 



Australia)가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별에서 이 방법을 채용한 장비

(GAON, Hanbyul Meditech, Korea)을 개발하여 시판되고 있다. 요골동맥에서 대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완동맥 혈압을 대입하여 요골동맥 맥파의 후기

수축기 혈압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HEM-9000AI(Omron, Japan)에서 채용

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된 대동맥 혈압은 실제로 측정된 대동맥 

혈압과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경동맥 혈압은 generalized transfer 

function을 사용하지 않고 상완동맥에서 측정된 혈압에서 평균동맥압(mean arterial 

pressure)을 계산하여 경동맥혈압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경동맥 혈

압 측정은 일반진료실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아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요골동맥과 경동맥에서 중심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

한 형태의 맥파(pressure wave)를 기록하여야 하며 상완동맥에서 혈압을 정확히 측

정하여야 한다. 상완동맥 혈압 측정은 수은 혈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전자혈

압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수은혈압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

이나 측정하는 사람이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충분히 훈련이 되지 않은 간호사가 

측정하는 것은 부정확한 중심동맥 혈압을 계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전

자혈압계는 정확성이 검증된 전자혈압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재 가장 정확한 것

은 고가로 일반 진료실에서 사용이 어려우나 최근 일부 가정용 혈압계도 우수한 정

확도가 검증되어 사용될 수 있다.  

 

중심동맥혈압 측정의 미래 

최근 중심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간편해지며,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생과 예

측에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혈압강하제들의 심혈

관 질환 감소 효과가 단순히 혈압강하로만 설명되지 않으면서 중심동맥 혈압 감소 

효과가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CAFÉ 연구에서도 이 가설의 

가능성을 일부 보여 주었다.  

임상에서 중심동맥 혈압 측정이 상완동맥혈압 측정을 대체하여야 하는지는 아직까

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최근 개발된 장비들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장비들이 상대적 고가이며 수은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비용과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장비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CAFÉ 연구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심동맥 혈압을 측정하

는 것이 상완동맥 혈압을 측정하는 것 보다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완동맥 혈압과 같이, 중심동맥 혈압의 정상값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동맥 혈압 측정

은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볼 때 향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방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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