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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B형 나트륨이뇨펩티드(natriuretic peptide, BNP)과 BNP의 N-종말 분절(N-terminal fragment of BNP, 

NT-proBNP)과 뇌졸중 후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며 또한 BNP/NT-proBNP의 임상 정보에 

대한 추가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2년 10월 26일까지 MEDLINE, EMBASE를 검색하여 메타분석에 적합한 연구들을 찾았다. 가중평균차이

(weighted mean differences)로 효과 크기를 측정하고; meta-regression과 출판 바이어스(publication bias)를 평가하

였다. 개별적인 참가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효과를 추정하고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로 BNP/NT-proBNP의 추가적 예측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또한 integrated discrimination 

improvement와 categorical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indexes를 평가하였다. 

결과: 문헌에 기반한 메타분석은 16개 연구의 3,498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BNP/NT-proBNP 수치가 사망

한 사람에서 255.78 pg/mL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105.10-406.47, p=0.001)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 출판 바이어스(publication bias)는 이러한 관계의 소실이 수반되었다. 개별 참가자들의 자료 분석은 2,258명의 뇌

졸중 환자로 구성되었다. 자료를 표준화한 후, 최고 사분위수에 속하는 환자들은 임상적 변수(NIH Stroke Scale score, 

나이, 성별)들을 보정하고 나서 사망 위험이 두 배가 되었다(BNP odds ratio 2.30, 95% CI 1.32-4.01; NT-proBNP 

odds ratio 2.63, 95% CI 1.75-3.94). NT-proBNP만이 임상 정보에 더하여 0.028점 더 분별력을 높이고(integrated 

discrimination improvement index; p＜0.001), 8.1%의 환자들을 올바른 risk mortality categories로 재분류하여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 index; p＜0.003) 임상적 예후 예측 변수로서 약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인

의 차이나 증상 발생부터 사망 시까지의 시간은 모두 BNP/NT-proBNP와 사망률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 BNP는 NIH Stroke Scale score, 나이, 성별과 독립적으로 뇌졸중 후 사망률과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BNP/ 

NT-proBNP가 임상 정보에 추가로 주는 예측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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