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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활로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운동 능력과 우심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적 :활로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장기 추적 관찰시 지속적인 폐동
맥 역류 및 우심실 용적 과부하는 운동 능력의 저하,부정맥,심기능
저하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저자는 이 환자들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폐동맥 역류와 운동 능력 저하,우심실 용적 및 기
능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 그 영향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
를 시행하였다.
방법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추적관찰 중인 환자군 26명과 대조
군 18명을 대상으로 심폐 운동 기능 검사 (Cardiopulmonaryexercise
test)를 시행하여 운동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및 무산소 역치 (VAT)를 측정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
하였고,환자군은 심장 자기공명영상 (heartMRI)을 시행하여 우심실
의 이완기말 용적 (EDV),수축기말 용적 (ESV)및 구출률 (EF)과 폐
동맥 역류율 (PR%)의 우심실 인자들을 측정하고 VO2max및 VAT와
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전기 생리적 지표로 심전도 검사상
correctedQRSduration(cQRS)을 측정하여 다른 인자들과 함께 상
관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환자군과 대조군의 연령은 15.7±6.5세와 13.8±4.1세,남
녀비는 17:9와 12:6로 차이가 없었고(P=0.94)VO2max는 28.9±
10.4㎖/kg/min과 38.1±9.9㎖/kg/min,VAT는 0.98±0.53ℓ/min
과 1.44± 0.59ℓ/min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저하되었다(P=0.01,
P=0.03).환자군의 운동 능력과 폐동맥 역류와의 상관성은 VO2max와



PR%가 유의한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0.58,P<0.01)VAT는 역
상관 관계의 추세를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r=-0.35,
P=0.15).폐동맥 역류와 우심실 용적 및 cQRS사이의 상관성은 환자
군의 연령에 따라 15세 이상의 고연령군에서는 PR%이 클수록
RVEDV,RVESV 및 cQRS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r=0.73,P=0.01:
r=0.61,P=0.04:r=0.66,P=0.03)15세 미만의 저연령군에서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r=0.48,P=0.19:r=0.45,P=0.22:r=0.12,P=0.76).
RVEF은 RVEDV,RVESV가 클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r=-0.59,
P=0.003:r=-0.78,P<0.001)RVEF이 낮을수록 VO2max가 저하되었다
(r=0.62,P=0.04).
결론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인 환자들에서 운
동 능력이 저하되고 이러한 운동능력의 저하는 폐동맥 역류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폐동맥 역류가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 및 QRS
시간 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자의 연령 또는 폐동맥 역류 지속기간
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우심실 용적 과부하는 우심실 수
축 기능의 저하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운동 능력 저하를 초
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활로 4징,운동 능력,우심실 기능,폐동맥 역류,우심실
용적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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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활로 4징은 청색증형 선천성 심질환 중 가장 흔한 병으로 완전 교정
술 후 장기 생존률은 매우 양호하나 우심실 유출로 및 폐동맥 협착의
교정으로 야기되는 폐동맥 역류와 이에 의한 우심실 용적 과부하는
장기 추적관찰시 우심실 기능 부전,운동 능력의 저하,심실 부정맥의
발생 및 급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
다1-10.특히 기술적 발전과 수술 성적의 향상으로 조기 수술이 용이하
게 시행되고 심한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시 조기에 경판륜 첩포술
(transannularpatch)을 포함하는 완전 교정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최근 경향을 비춰볼 때,심한 폐동맥 역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
런 환자들에서 폐동맥 역류가 미치는 혈역학적 및 전기 생리적 영향
은 장기 환자 관리 및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운동 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는데,이전 연구들에서 환자들의 운동 능력은 운동 방법이
나 운동 강도에 관계없이 정상에 비해 저하된 결과를 보였으나1-8폐
동맥 역류와 운동 능력 저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내
리지 못해 왔다.폐동맥 역류가 우심실 기능 부전 및 운동 능력 저하
와 의미있는 상관성을 보이며 폐동맥 판막 삽입으로 폐동맥 역류를
교정한 후 운동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 폐동맥 역류가 운동 능력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반면1,2.11-14,일부 연구들에
서는 폐동맥 역류가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며 심근 요인
(myocardialfactor),수술시 연령,수술 방법,고식술의 유무,우심실
유출로의 동맥류성 확장 (aneurysmaldilatation)둥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5-17.그러나 그 중 수술시 연령,
고식술 유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최근 연구들에서 관계가 적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18-22.
이런 상반된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다양한 평가 방법에 그
원인이 일부 기인하는데4선천성 심질환 환자들의 운동 능력과 폐동
맥 역류 및 우심실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정확하고 보편화된 방
법이 확립되 있지 않기 때문이다.운동 능력의 평가에 있어 기존의
운동 지속시간,최대 운동량,최대 심박동수 및 혈압 등의 지표는 환
자 자신의 동기 및 심폐기능 이외의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심폐 운동 기능 검사 (cardiopulmonaryexercise
test:CPX)로 호흡 가스를 분석해 최대 산소 섭취량 (maximal
oxygen consumption:　 VO2max) 및 무산소 역치 (ventricular
anaerobicthreshold:VAT)등을 측정하여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
들이 보고되고 있다8,13,22.이는 환자 자신의 동기에 좌우되지 않는 객
관적 지표이며 특히 무산소 역치는 운동 강도가 최대에 이르지 못한
최대하 운동 (submaximalexercise)에서도 심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
는 지표로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운동 검



사시 최대 운동 강도에 이르기 쉽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29.
또한 우심실의 복잡한 형태학적 특성과 활로 4징 교정술 후 용적부
하 상태의 변화로 인해 반정량적인 (semiquantitative)심초음파나 방
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로 폐동맥 역류 정도와 우심실의 용적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23,24 최근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imaging:MRI)을 이용한 우심실의 평가는 절대 표준 (gold
standard)으로 여겨질 만큼 우심실의 용적 및 기능을 측정하는데 매
우 정확하고 유용하며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11-13,25-28.
따라서 이런 정확하고 객관적인 우심실과 운동 능력 평가 방법들에
의한 연구가 팔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운동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필수적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적절한 적응 기준과 적응 시기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10,11,14,23-25,30,31.
이에 저자는 활로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인 환자들
에서 심폐 운동 기능 검사와 MRI를 이용한 객관적인 운동 능력과 우
심실의 평가에 의해 운동 능력 및 우심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밝히고 이를 장기 환자 관리의 중요 지표로 삼으며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적응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연구 대상

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병원에서 활로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외래나 입원을 통해 추적 관찰된
환자들 중 운동 능력이나 우심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폐동맥 역류
이외의 다른 혈역학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2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하였다.즉 다른 심폐질환이 있거나 심초음파 검사상 압력차 30
mmHg 이상의 의미있는 우심실 유출로 폐쇄 (pulmonary outflow
obstruction),압력차 15mmHg이상의 폐동맥 분지 협착 (branchial
pulmonaryarterystenosis)또는 심장 내 잔류 단락 (residualshunt)
이 있는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조군은 같은 기간동안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심폐 기능에 이상
이 없는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운동 능력 및 우심실 기능의 평가

운동 능력의 평가를 위해 환자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심폐 운동 기
능 검사를 시행하였다.Bruceprotocol에 따라 treadmilltest를 시행하
면서 SensorMedics Metabolic MeasurementCart(SensorMedics,
YorbaLinda,California)를 이용한 호흡 가스 분석과 심박동수 모니
터를 통해 운동 능력의 지표로써 최대 심박동수 (maximalheartrate:
HRmax),최대 산소 섭취량 (maximaloxygenconsumption:VO2max)
및 무산소 역치 (ventricularanaerobicthreshold:VAT)를 측정하였
다.



한편 환자군을 대상으로 폐동맥 역류와 우심실의 용적 및 기능을 평
가하기 위해 심장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하여 velocity mapping과
multisection image set을 이용해 폐동맥 역류율 (pulmonary
regurgitation fraction: PR%), 이완기말·수축기말 우심실 용적
(end-diastolic,end-systolicvolume:EDV,ESV)및 심실 수축 기능
의 지표인 심실 구출률 (ejectionfraction:EF)을 측정하였다.

3.기타 요인의 평가

연령에 따른 폐동맥 역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환자군을 15세 이
상의 고연령군과 15세 미만의 저연령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에서 폐동
맥 역류와 우심실 용적 및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또한
전기 생리적 영향 및 심실 부정맥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의 지표로 심
전도 검사상 QRS duration을 심박동수로 교정한 corrected QRS
duration(cQRS)을 계산하여 폐동맥 역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4.통계

환자군과 대조군의 운동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independentT-test
를 사용하였고 환자군의 운동 능력 지표들과 폐동맥 역류율,우심실
의 용적 및 기능 지표들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Spearman's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연구 대상의 특성

연구 대상은 환자군 26명,대조군 18명이었으며 각각 연령은 15.7
±6.5세와 13.8±4.1세,남녀비는 17:9와 12:6,체표면적비(body
surfacearea,BSA)는 1.40±0.34kg/m2과 1.35±0.27kg/m2으로 두
군 간에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환자군의 완전 교정술시 연령은 3.3±4.3세 (4개월 -17.8세)이었
고 추적 관찰 기간은 13.1±4.1년 (7.2-22.3년)이었으며 환자군
중 15세 이상 고연령군은 15명,15세 미만 저연령군은 11명이었다
(Table1).

    Table Table Table Table 1. 1. 1. 1. Profiles Profiles Profiles Profiles of of of of SubjectsSubjectsSubjectsSubjects

                                                                                                                                                                                                                        mmmmeeeeaaaannnn±±±±SSSSDDDD    

NS12 : 617 : 9Male : Female

13.1 ± 4.6 Follow-up (yr)

3.3  ± 4.3Age at repair (yr)

NS1.35  ± 0.271.40  ± 0.34BSA (kg/m2)

NS13.8  ± 4.115.7  ± 6.5Age (yr)

Patient GroupPatient Group

(n=26)(n=26)
pp--valuevalueControl GroupControl Group

(n=18)(n=18)

NS12 : 617 : 9Male : Female

13.1 ± 4.6 Follow-up (yr)

3.3  ± 4.3Age at repair (yr)

NS1.35  ± 0.271.40  ± 0.34BSA (kg/m2)

NS13.8  ± 4.115.7  ± 6.5Age (yr)

Patient GroupPatient Group

(n=26)(n=26)
pp--valuevalueControl GroupControl Group

(n=18)(n=18)

        

NS NS NS NS : : : : not not not not significantsignificantsignificantsignificant



2.환자군의 운동 능력

심폐 운동 검사상 VO2max는 환자군에서 28.9±10.4㎖/kg/min로 대
조군의 38.1± 9.9㎖/kg/min보다 현저히 저하된 결과를 나타냈고
(P=0.01),VAT도 환자군에서 0.98±0.53ℓ/min,대조군에서 1.44±
0.59ℓ/min로 역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저하된 결과를 보여(
P=0.03)환자군의 운동능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
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최대 심박동수는 환자군에서 170.3±26.3beat/min,대조군
에서 175.1±20.3beat/min으로 양 군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P=0.41)(Table2).

Table Table Table Table 2. 2. 2. 2.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Capacity Capacity Capacity Capacity of of of of SubjectsSubjectsSubjectsSubjects

mmmmeeeeaaaannnn±±±±SSSSDDDD    

0.41175.1 ± 20.9170.3 ± 26.8HRmax (beats/min)

0.031.44 ± 0.590.98 ± 0.53AT(l/min)

0.0138.1 ± 9.928.9 ± 10.4VO2max (㎖/kg/min)

Patient GroupPatient Group

(n=26)(n=26)
pp--valuevalueControl GroupControl Group

(n=18)(n=18)

0.41175.1 ± 20.9170.3 ± 26.8HRmax (beats/min)

0.031.44 ± 0.590.98 ± 0.53AT(l/min)

0.0138.1 ± 9.928.9 ± 10.4VO2max (㎖/kg/min)

Patient GroupPatient Group

(n=26)(n=26)
pp--valuevalueControl GroupControl Group

(n=18)(n=18)

3.폐동맥 역류와 운동 능력의 관계

환자군에서 폐동맥 역류율이 클수록 VO2max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역



상관 관계를 보여(r=-0.58,P<0.01)폐동맥 역류가 운동 능력의 저하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었다.VAT와는 역상관 관계를 보이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35,P=0.15)(Fig.1).

4.연령에 따른 폐동맥 역류와 우심실 용적 및 cQRS의 관계

폐동맥 역류와 우심실 용적 사이의 관계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는데,고연령군에서는 폐동맥 역류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심실 이완
기말·수축기말 용적이 증가해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데 비해(r=0.73,
P=0.01;r=0.61,P=0.04)저연령군에서는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0.48,P=0.19;r=0.45,P=0.22).
또한,폐동맥 역류와 correctedQRSduration사이의 관계도 고연령
군에서는 폐동맥 역류율이 클수록 cQRS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상관성
을 보였으나,저연령군에서는 이들 사이에 상관성이 없었다(r=0.66,
P=0.03;r=0.12,P=0.76)(Fig.2,Fig3).

5.운동 능력과 우심실 용적 및 기능의 관계

우심실 이완기말 용적 및 수축기말 용적이 증가할수록 우심실 구출
률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r=-0.47,P=0.02;r=-0.72,P<0.01)우심
실 구출률이 증가할수록 VO2max도 유의하게 증가하여(r=0.62,P=0.04)
우심실 용적 과부하가 우심실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운
동 능력 저하가 초래됨을 보여 주었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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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활로 4징의 완전 교정술 후 장기 추적 환자에서 운동 능력의 저하와
QRSduration의 연장 및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이 급사의 위험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해서는 아직 논
란이 되고 있다.그 논란의 핵심인 폐동맥 역류에 대해,이를 폐동맥
판막 삽입술로 교정하여 우심실 기능은 물론 운동 능력의 향상과
QRSduration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과11,13,14,27,31,32폐동맥
판막 치환술 후 우심실 기능이나 운동 능력,QRSduration이 향상되
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상충되고 있다33,34.이런 논란의 바탕에는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의 매우 다양한 혈역학적 변화들과 더불어 운동
능력 및 우심실 기능 평가 방법의 비표준화라는 문제가 내재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운동 능력과 우심실 용적 및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되는 CPX와 MRI를 이용해 연
구 방법상의 오차를 최소화 하여 그 영향 요인들을 밝혀 보고자 하였
다.
활로 4징 완전 교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운동 능력은 이전 연구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저하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그런데 VO2max나 VAT가 현저한 저하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대 심박동수는 대조군에 비해 저하되지 않았다.
심박동수는 이전 연구들에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되
활로 4징 환자들에서는 최대(maximal)및 최대하(submaximal)운동
에서 정상에 비해 저하된다고 보고되 왔으나2,4,7,8,16-20본 연구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들도 있었다5,6,35,36.이는 운동 지속 시간
이나 최대 운동량 등 기존의 운동 능력 지표들과 함께 최대 심박동수
가 다요인적(multifactorial)지표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데 활로 4징 환자들도 기초 심박동수는 정상이므로 환자가 검사시 최



대 운동에 도달했는지,또는 수술 전후의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동
결절 기능 장애(sinusnodedysfunction)나 부정맥이 동반되 있는지
등에 의해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최근 한 연구에서 단독
폐동맥 협착(isolated pulmonary stenosis)으로 폐동맥 판막 절제술
(pulmonaryvalvulotomy)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매우 심한 폐동맥
역류가 발생하여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환자들보다 운동능력,즉
VO2max와 VAT가 더 크게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반면 최대 심
박동수는 이 두 환자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역시 최대 심박동수
가 운동 능력을 적절하고 예민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37.
이러한 운동 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환자군
에서 폐동맥 역류가 심할수록 VO2max가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내 환자군의 운동 능력 저하에 폐동맥 역류가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는데 VAT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이전의 운동능력 평가 연구들에 비해 연구 대상의 나이가 어린 점에
도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다.소아 연령에서 협조가 잘 안되 최대
운동 강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VO2max보다 VAT가 더 객관적 지표
가 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소아의 경우 VAT를 결정하
기 어려웠는데 유산소 운동기의 완만한 이산화 탄소 배출량/산소 섭
취량 기울기(ΔVCO2/ΔVO2)가 무산소 운동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성인
과 달리 소아에서는 유산소 운동기부터 이산화 탄소 배출량/산소 섭
취량 기울기가 급격하여 VAT를 결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폐동맥 역류와 우심실 용적 및 cQRS와의 상관성은 환자군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고연령군에서 폐동맥 역류율이 클수록
우심실 이완기말·수축기말 용적 및 cQRS가 매우 유의하게 증가한 반
면,저연령군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폐동맥
역류가 우심실 용적 과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환자의 연령 또는 폐동
맥 역류의 지속 기간과 연관됨을 시사한다.즉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직후부터 심한 폐동맥 역류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우심실의 용적 과부
하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우심실의 탄성(compliance)이 보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용적 과부하가 진행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이는 Conte등33이 완전 교정술 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폐동맥 판막 치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수술 후 우심실
확장이 경미한 감소만을 보였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고연령군 환자
에서 우심실 용적 과부하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우심실 탄성의 보상
능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저연령군의 환자들에서 심한 우심실 확장을 초래하는
원인은 폐동맥 역류 이외의 다른 원인들,즉 잔여 폐동맥 또는 폐동
맥 분지 협착,우심실 유출로의 동맥류성 확장,저산소성 손상이나 수
술시 절개에 의한 우심실의 심근 손상 등에 의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폐동맥 역
류와 우심실 용적 과부하 및 운동 능력 저하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에서의 논란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폐
동맥 판막 치환술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
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가 심해지면 우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되
고,수축 기능 손상의 결과로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일련의 상관 관
계가 확인되었는데,폐동맥 판막 치환술에 대한 논란 중 폐동맥 판막
치환술이 심실 수축력의 잠재적 회복 가능성이 이미 소실된 후 시행
된 경우 우심실 기능 및 운동 능력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27,31고려해 볼 때 우심실 용적 과부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
여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서 비가역적 우심실 기능
및 운동 능력의 저하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활로 4징 완전 교정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인 환자들에서 운동능력
이 저하되어 있고 이러한 운동능력의 저하는 폐동맥 역류에 의해 직
접적 영향을 받으며 폐동맥 역류가 우심실의 용적 과부하 및 QRS
duration연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자의 연령 또는 폐동맥 역류 지속기
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우심실 용적 과부하는 우심실
수축기능의 저하에 악영향을 미치며 수축기능 손상의 결과로 운동 능
력 저하가 초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이 환자들에서 폐동맥
역류 및 우심실 용적 과부하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폐동맥 판막
치환술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환자 장기 관리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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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FactorsonRightVentricularFunctionand
ExercisePerformanceafterRepairofTetralogyofFallot

EvaluatedbyCardiopulmonaryExerciseTestandMRImaging.

Yoo,ByungWonM.D.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lJunHeeM.D.)

Purpose: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ity of
pulmonary regurgitation(PR), exercise capacity, right
ventricular(RV)volumeoverloadandRV functioninthepatients
withlong-term follow-upafterrepairoftetralogyofFallot(TOF).
Methods:Cardiopulmonaryexercisetest(CPX)wasperformedin26
patients and 18 normalcontrols on a treadmill,and maximal
oxygen consumption(VO2max) and ventricular anaerobic
threshold(VAT)werecomparedamongthetwogroups.Toassess
RV volumeandfunction,Magneticresonanceimaging(MRI)study
wasperformedinthepatientgroupandthePR fraction(%),RV
end-diastolicvolume(EDV),end-systolicvolume(ESV)andejection
fraction(EF)weremeasured.Patientgroupwasdividedintotwo
subgroupsbyage,andinfluencesofPRonRV volumeandfunction
werecomparedamongthesegroups.



Results:VO2max and VA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patientsincomparisontothecontrolsubjects(28.9±10.4vs38.1±9.9
ml/kg/min,P=0.01;0.98±0.53 vs 1.44±0.59 l/min,P=0.03).PR
fractioninverselycorrelatedwiththeVO2max(r=-0.58,P<0.01)and
had a tendency toward inverse correlation with VAT(r=-0.35,
P=0.15).In young agegroup lessthan 15years,no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VEDV, RVESV, corrected QRS
duration(cQRS) and PR fraction(r=0.48,P=0.19;r=0.45,P=0.22;
r=0.12, P=0.76) was observed, but in old age group, RV
volume(RVEDV:r=0.73,P=0.01;RVESV:r=0.61,P=0.04)andthe
cQRS(r=0.66,P=0.03) wereincreasedaccordingtotheseverityof
PR. RVEDV and RVESV showed inverse correlations with
RVEF(r-0.59, P=0.003; r=-0.78, P<0.001), and RVEF showed
positivecorrelationwithVO2max(r=0.62,P=0.04).
Conclusion:Patientsinlong-term follow-upafterrepairofTOF
showedimpairedexercisecapacitythannormalsubjects.PRhasa
negative influence on the exercise tolerance in this group of
patients,andthedeleteriouseffectsofPRonRV volumeandQRS
prolongationmayrelatedwiththeageand/ordurationofPR.RV
volumeoverloadmaydeteriorateRV functionandcauseresultant
exerciseimpairment.

Key Words :tetralogy ofFallot,exercise capacity,pulmonary
regurgitation,rightventricularvolume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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