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로운 랩 이야기 #7
BNP 검사를 잘 활용하는 법

수의학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심장 바이오마커 NT-proBNP

Cardiopet proBNP

Test code Test name and components

2665 Cardiopet® proBNP - Canine
26651 Cardiopet® proBNP - Canine / add-on
2666 Cardiopet® proBNP - Feline
26661 Cardiopet® proBNP - Feline / add-on

Cardiopet® proBNP

● 의뢰 검체: 
       - (개) 1 mL EDTA plasma (선호) 또는 1 mL serum 
       - (고양이) 1 mL EDTA plasma 또는 1 mL serum, 전혈 불가

● 간섭요소: 
       - 유리에 오래 접촉, 혈장분리 지연이나 불충분, 용혈, 반복된 냉동과 해동 
       - 질소혈증, 심부정맥, 폐성 고혈압에 의해 상승할 수 있다.

● 저장/안정성: 2~8℃에서 7일 , 장기간 저장 시 냉동

2020.12.31

관련 문의사항은 IDEXX 학술지원센터(080-7979-13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성 심근병
고양이에서 흔한 질병으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서 혈액을 효과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확장성 심근병
개에서 흔한 질병으로서, 심장의 근육이  
늘어나고 약해지면서 심장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이첨판 폐쇄 부전증
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심장병으로서, 
심장 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밸브로부터 
혈액이 새어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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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XX Cardiopet® proBNP로 지금 바로 검사하세요

IDEXX Cardiopet® proBNP검사를 통해
무증상 반려묘의 잠재적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반려견의 심장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심장병은 치명적이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장기에 걸쳐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경우 Cardiopet® proBNP 검사가 추천됩니다

심장병 증상이 있는 동물의 평가 2, 3

무증상 심장병의 발견 3, 4

심장병와 호흡기 질환의 감별 2, 3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동물의 평가 2, 3 

Cardiopet® proBNP 는 심장의 신전성 또는 스트레스의 중증도에 비례하여 심근에서 유리되는  

NT-proBNP를 측정하는 오직 IDEXX만의 검사 방법입니다.



반려견 진단/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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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 노령견의 60%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6, 7  

NT-proBNP는 반려견 심장병의 보조적 진단뿐 아니라  

반려견의 심장병 악화를 감지하고 CHF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T-proBNP는 반려견 심장병의 보조적 진단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진단된 환자의 모니터링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5

심장병의 

보조적 진단

모니터링
● 심장병의 악화 감지
● CHF 발생 위험 감지

Cardiopet® proBNP

Chronic Valve Disease가 진단된 무증상의 소형견 모니터링

관리
Home RRR이 증가하거나 노력성 호흡을 하는지 관찰한다.

미묘한 변화가 조기 심부전 증상일 수 있다.

치료 고려 시기
● VHS＞12.0 이고 NT-proBNP＞1,500
● VHS의 증가(＞0.07/월 또는 3개월간 척추길이의 ¼)
● Home RRR, VHS, NT-proBNP가 모두 증가

노령 반려견의 심장병 비율



반려묘 진단/관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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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건강해 보이는 고양이의 15.8%가8 심근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중 69%의 고양이에서8 

심장병으로 인한 심잡음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반려묘에 대한 NT-proBNP 분석은  

잠재적인 심장병 발견에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냈습니다.10, 11, 12

건강해 보이는 반려묘의 심장병 비율8

NT-proBNP 심장병 검사

심장병 반려묘의 심잡음8

단순히 청진으로 반려묘의 심장병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NT-proBNP 검사는 반려묘 심장병 발견에 91.2% 특이도와  
85.8% 민감도를 보였습니다9

무증상 고양이의 심장병 스크리닝

● 심장병 소인이 있는 건강한 고양이의 스크리닝
● 성묘와 노령묘의 건강 검진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는 고양이 심장병 혈액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