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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 환자의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시 승모판막 수술의 유무에 따른 임상 결과

배배배경경경 :관상동맥협착증에 동반되는 중등도의 만성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
전의 경우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저자는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대대상상상및및및방방방법법법 :1992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던 44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승모판막 수술을 시행 받은 환
자는 20명이었고(group1),승모판막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환자는 24명
이었다(group2).Group1에서 체외심폐순환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으나
(p<0.01)나이,성별,수술 전 심박출 계수,문합한 혈관의 수 등 다른 인자
는 두 group간에 차이가 없었다.수술 후 심초음파 시행 시기는 평균 21.2
±28.0개월이었고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30.1±29.6개월이었다.
결결결과과과 :두 group간에 수술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group1vs
group2,15.0% vs8.3%,p=0.493).추적 검사결과에서는 두 group간에 승
모판막 폐쇄부전도(0.81±0.91vs1.50±0.05,p=0.046),폐쇄부전 정도의 감소
정도(1.75±0.93vs0.70±1.26,p=0.009)에서만 차이를 보였다.그러나 수술
후 심박출 계수(34.1±11.4% vs41.6±12.9%,p=0.065),좌심실 수축기 용적
(118.2±63.9mlvs85.6±28.1ml,p=0.072),NYHA functionalclass(2.1±0.2
vs2.4±1.2,p=0.295)는 차이가 없었고,5년에서의 생존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85±8% vs82±8%).수술 사망에 대한 유의한 위험 인자는
없었으며 만기 사망에 대한 위험인자는 수술 전 심방 세동이 있던 경우
(p=0.042)였고 승모판막 수술의 유무는 만기 사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결결결론론론 :중등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경우 승모판막을 수술하는 것
이 수술 후 폐쇄부전의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생존율 및 심장 기
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환자에서 승모판막 수술의 필요
성 및 심실 기능의 향상을 위한 좀 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핵심 되는 말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의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시 승모판막 수술의 유무에 따른 임상 결과

<지도교수 이두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송 현

ⅠⅠⅠ...서서서론론론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대부분 심근 경색후의 좌심실의
remodeling과정이나 혹은 급성 허혈성 심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
다1.이 질환은 허혈성 심근병증에 동반되는 다른 원인의 승모판막 폐쇄부
전증,즉 류머티즘 혹은 퇴행성 승모판막 질환과는 구분되어 진다.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Carpentier등2이 분류한 승모판막 질환중 IIIb형 혹
은 I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모판막의 해부학적 형태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기능적으로 폐쇄부전의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Fig.1).



Figure1.Carpentier'sfunctionalclassificationofmitralregurgitaion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시작은 심장근육의 허혈 혹은 경색후의 좌
심실의 remodeling과정으로,이러한 과정을 통해 좌심실의 형태가 타원형
(ellipsoidalshape)에서 구형(sphericalshape)으로 변화하면서 국소적인 승
모판막윤의 변형(distortion)혹은 판막하부 구조의 변형 및 승모판막윤의
확장(dilatation)을 초래하며,그로 인해 승모판막엽간의 교합 불균형(poor
coaptation)이 오게 된다.이 과정에서 유두근의 전위(displacement)는 허혈
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중요한 원인 인자로 작용하며 유두근의 전위로 인
한 승모판막엽의 tethering효과가 폐쇄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Fig.
2).



Figure2.Pathophysiologyofischemicmitralregurgitation3

이러한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경도(milddegree)인 경우에는 관
상동맥 우회로 조성술만으로 충분히 향상된 장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중
도(severedegree)인 경우에는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지만 중등도
(moderatedegree)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우
회로 조성술과 함께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율
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4-8.이에 본 저자는
연세대학교 심장혈관병원에서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과 함께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생존율과 심실 기능과 같은 임상적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ⅡⅡ...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환환환자자자군군군의의의 선선선택택택
1992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 받은

환자중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2도 및 3도의 중등도 허혈성 승모판
막 폐쇄부전이 있던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승모판막엽이나 건삭 및 유두근의 해부학적 형태에는 이상
이 없었으며 기능적 이상에 의한 폐쇄부전의 소견을 보였다(Carpentier
typeIorIIIb).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원인이 류마치스성이거나 퇴행성 변
화에 의한 경우,급성 심근 경색 후에 발생한 승모판막 폐쇄부전인 경우,
승모판막 건삭의 절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2...수수수술술술 전전전 평평평가가가 및및및 수수수술술술 방방방법법법
44명의 환자 중에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과 함께 승모판막 폐쇄부전에

대하여 승모판막윤 성형술 혹은 대치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20명이었고(1
군)승모판막에 대한 수술 없이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만을 시행 받은 환
자는 24명이었다(2군).수술은 승모판막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2군에서 무
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이 5예에서 있었으며 다른 모든 환자에
서는 32도의 중등도 저체온하 심정지 상태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다.1군에
서는 1예에서만 조직판막으로 승모판막 대치술을 시행하였고 19예에서는
승모판막윤 성형술을 시행하였다.이 중 17예에서는 판막윤 성형고리를 이
용하여 성형술을 하였고 다른 2예에서는 각각 Kay방법과 Devega방법을
이용하여 성형술을 시행하였다.양 군에서 각각 3예씩 좌심실 용적 감소술
이 같이 시행되었다.두 군 간에 나이,성별,수술 전 심박출계수,문합한
혈관의 수 등 다른 인자는 차이가 없었으나 1군에서 체외심폐순환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다(p=0.001,Table1-3).



Table1.Clinicalcharacteristicsbetweentwogroups
Group1(n=20) Group2(n=24) p-value

Age(years) 63.8±7.7 65.1±8.0 0.568
Malesex 15(62.5%) 9(45.0%) 0.251
DM 7(35.0%) 12(50.0%) 0.323
HTN 13(65.0%) 12(50.0%) 0.323
CVA Hx 2(10.0%) 3(12.5%) 0.797
Obesity 7(35.0%) 6(25.0%) 0.474
SmokingHx 9(45.0%) 8(33.3%) 0.434
PAOD 4(20.0%) 8(33.3%) 0.328
PTCA Hx 4(20.0%) 3(12.5%) 0.503
Arrhythmia 6(30.0%) 8(33.3%) 0.741
Renalfailure 2(10.0%) 2(8.3%) 0.966
NYHA class 2.9±0.5 2.9±0.5 0.660
Unstable 11(55.0%) 16(66.7%) 0.434
DM,diabetesmellitus;HTN,hypertension;CVA Hx,pasthistoryof
cerebrovascularaccident;PAOD,peripheralvascularobstructivedisease;
PTCA Hx, past history of percutaneous transarterial coronary
angioplasty;NYHA class,New YorkHeartAssociationfunctionalclass;
Unstable,unstableangina.



Table2.Preoperativeechocardiographicandangiographicdata
Group1(n=20) Group2(n=24) p-value

MRgrade 2.6±0.5 2.2±0.4 0.021
LVEF(%) 34.3±9.8 32.8±13.4 0.681
LVESV(mL) 126.5±46.9 127.6±47.1 0.942
No.Disvessel2.7±0.7 2.8±0.5 0.782
Diseasedcoronaryartery
Leftmain 2(10.0%) 3(12.5%) 0.797
LAD 20(100.0%) 24(100.0%) 1.000
LCx 16(80.0%) 20(83.3%) 0.778
RCA 18(90.0%) 22(91.7%) 0.850

MR,mitral regurgitation;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SV,leftventricularend-systolicvolume;No.Disvessel,numberof
diseasedcoronaryartery;leftmain,leftmaincoronaryartery;LAD,left
anteriordescending artery;LCx,leftcircumflex artery;RCA,right
coronaryartery.



Table3.Operativedata
Group1(n=20) Group2(n=24) p-value

CPBtime(min)194.1±64.4 132.5±32.9 0.001
OPCAB 0(0.0%) 5(20.8%) 0.032
LITA used 17(85.0%) 19(79.2%) 0.621
distalno. 2.8±1.0 3.1±0.8 0.283
SVR 3(15.0%) 3(12.5%) 0.812
CPB, cardiopulmonary bypass; OPCAB,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grafting;LITA,leftinternalthoracicartery;distalno.,number
ofdistalanastomosis;SVR.surgicalventricularrestoration.

333...수수수술술술 후후후 평평평가가가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후 평균 17.0±16.0일후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

행 받았다.수술 후 마지막으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 시기는 평균 21.2
±28.0개월 후였고,평균 추적관찰기간은 30.1±29.6개월이었으며 양 군
간에 검사 시기상의 차이는 없었다(p=0.517,0.488).여러 번의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마지막 검사 수치를 사용하였다.모든 환자에서 의무 기
록,외래 추적 기록 및 심장초음파 기록을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전화 추적
도 병행하였다.



444...통통통계계계 처처처리리리
모든 연속변수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분석은 양 군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Mann-Whitney test,χ-squaretest및 student
t-test를 이용하였다.변수간의 유의 관계는 χ-squaretest,Fisher'sexact
test및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값이 0.05미만인 경우에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수술 전후의 차이를 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이용하였으며,생존율은 Kaplan-Meier방법으로 계산하였고 log
ranktest로 차이를 비교하였다.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forwindows,
version10.0을 이용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수수수술술술 후후후 임임임상상상 결결결과과과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양 군에서 각각 7예씩 14예에서 있었으며,수

술 사망은 모두 5예였고 사망 원인은 심부전 2예,저산소성 뇌손상 1예,패
혈증 1예,심실 빈맥 1예였다.두 군 간에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 및 수술
사망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4).만기 사망은 2군에서만
5예가 있었으며 말기 신부전 1예,간경화 1예,폐렴 1예,패혈성 쇼크 1예,
급사 1예 등이었다.



Table4.Postoperativeclinicalcharacteristics
Group1(n=20) Group2(n=24) p-value

ICUstay(day) 7.0±8.0 7.2±18.1 0.976
hospitalstay 24.5±22.7 24.3±38.9 0.984
Complication 7(35.0%) 7(29.2%) 0.683
Inhospitalmortality 3(15.0%) 2(8.3%) 0.493
reoperation 0 0 1.000
Latemortality 0 5(20.8%) 0.029
ICU,intensivecareunit.

222...수수수술술술 직직직후후후 및및및 추추추적적적 검검검사사사 결결결과과과
수술 전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와 수술 직후의 검사를 비교했을 때

양 군에서 모두 승모판막 폐쇄부전 정도가 감소하였고 좌심실 수축기말 용
적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좌심실 심박출계수는 2군에서만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였다(Table5).또한 양 군에서 모두 수술 전과 비교하여 추적 검
사시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NYHA functionalclass는 의미 있게
호전되었으나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 및 좌심실 심박출계수는 2군에서만 의
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Table5).수술 직후의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추적 검사에서 1군에서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가 수술 직후보다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은 1군에서는 증가하였고 2군에서
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Table5).



Table5.Changeofechocardiographicdataandfunctionalclass
Preoperative Immediate Lastfollow up

Group1
MRgrade 2.6±0.5 0.4±0.5* 0.8±0.9†,‡

LVEF(%) 34.3±9.8 34.7±12.5 34.1±11.4
LVESV(mL) 126.5±46.9 96.7±37.6* 118.2±63.9
NYHA class 2.9±0.5 2.1±0.2†

Group2
MRgrade 2.2±0.4 1.3±0.8* 1.5±1.1†

LVEF(%) 32.8±13.4 38.6±14.6* 42.0±12.9†

LVESV(mL) 127.6±47.1 104.0±47.6* 85.6±28.1†

NYHA class 2.9±0.5 2.4±1.2†
*;p<0.05forpreoperativevalue
† ;p<0.05forpreoperativevalue
‡ ;p<0.05forimmediatepostoperativevalue
MR,mitral regurgitation;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SV,leftventricularend-systolicvolume;NYHA class,New York
HeartAssociationfunctionalclass.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는 양 군에서 모두 수술
직후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가 시간이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1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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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심박출계수는 1군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2군에서는 수
술 직후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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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은 양 군에서 수술 직 후 모두 의미 있게 감소하
였고 1군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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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검사 결과에 있어서 양 군을 비교하였을 때 1군에서 2군보다 승모
판막 폐쇄부전의 정도,폐쇄부전 정도의 감소 정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
였다.그러나 좌심실 심박출계수,좌심실 수축기말 용적,NYHA functional
class는 양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6).

Table6.Comparisonoflastfollow updatabetweentwogroups
Variables Group1 Group2 p-value
MRgrade 0.8±0.9 1.5±1.1 0.046
LVEF(%) 34.1±11.4 42.0±12.9 0.065
LVESV(mL) 118.2±63.9 85.6±28.1 0.072
MRgradereduction 1.8±1.0 0.7±1.3 0.009
lastNYHA 2.1±0.2 2.4±1.2 0.295
MR,mitral regurgitation; 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SV,leftventricularend-systolicvolume;NYHA class,New York
HeartAssociationfunctionalclass.

333...위위위험험험 인인인자자자 및및및 생생생존존존율율율 분분분석석석
전체 환자에 있어서 수술 사망에 대한 유의한 위험 인자는 없었으며 만

기 사망에 대한 위험인자는 수술 전 심방 세동이 있던 경우(p=0.042)였다.
승모판막 수술의 유무는 수술 사망 및 만기 사망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646,0.050).
Kaplan-Meier방법을 이용한 5년에서의 생존율도 양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group1vsgroup2;85.0% vs81.6%,p=0.899,Fig.
6).



Figure6.Actuarialsurvivalcurveofgroup1a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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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과 함께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과연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Tolis등9은 경도
및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 환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
만을 시행한 후에도 좌심실 심박출계수나 폐쇄부전의 정도,장기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또 어떤 보고에서는 장기 생존율은 승모
판막 폐쇄부전의 원인이 허혈성인지 비허혈성인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
도 있었다10.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가 심한 환자에서는 승모판막에 대
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사망률이 승모판막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중등도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경우에는
수술 사망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지고 있다11,12.또한 전체적으
로도 5년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는 심부전이
심한 환자등과 같이 선택된 환자군에 있어서는 장기 생존율에 차이를 보인
다는 보고들도 있었다.Lam등13도 467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만을 시행한 후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
전이 있는 경우 5년 생존율에 있어서 없는 군보다 생존율이 낮았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다.그러나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후 폐쇄부
전의 정도는 호전되지만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들
도 있었다14,15.Aklog등8은 136명의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 환
자들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만을 시행한 경우에 수술 후 폐쇄부전의
정도가 유의하게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승모판막 성형술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하지만 이 보고에서도 남아있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장기 생존
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기능적 상태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나아가 Diadato등16은 승모판막 수술여부가 장기 생존율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능적 상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기



도 하였다.저자의 연구에서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에 대한 수술의 유무는
장기 생존율이나 기능적 상태에 있어서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또한 양 군에서 모두 수술 전보다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가 낮아
졌고 기능적 상태에서도 호전된 결과를 보여주었다.폐쇄부전의 정도에 있
어서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에 하지 않은 경우보다 폐쇄부전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승모판막 수술을 시행한 군
에서는 추적 검사시 수술 직후의 그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폐쇄부전
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Hung등17등은 승모판막윤 성형술 후에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재발한 환

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좌심실 용적 및 구형지수(sphericityindex)
가 증가함으로써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재발하였으며,따라서 승모판막윤
고리성형술 자체만으로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을 치료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으며,계속적인 좌심실 remodeling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Matsunaga등18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하였으며 Bax등19도 장기 예후
에 있어서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이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상보다 조금 더 restrictive한 고리성형술을

시행한다거나20,건삭 절단술21같은 방법 등을 통해 장기 결과를 향상시키려
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Guy등22은 동물 실험을 통해 좌심실 remodeling전에 예방적으로

승모판막윤 고리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와 ventricularrestraint를 한 경우에
있어서,후자에 있어서만 좌심실의 remodeling을 억제하는 효과와 승모판
막 폐쇄부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를 하였다.이와 마찬가지로
Enomoto등23도 심근 경색후의 좌심실의 remodeling은 경색의 범위나 위치
에 좌우되며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은 remodeling의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인 목적의 승모판막 고리성형술은 remodeling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최근 들어 Dor수술법을 시행하여
10년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보고24가 있었고, RESTOREgroup의 보고25



에 의하면 SVR(surgicalventricularrestoration)을 시행한 후 5년 생존율
이 향상되었고,승모판막 폐쇄부전 수술 유무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
었으나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의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현재 허혈
성 심부전환자에서의 SVR의 장기 결과에 대한 전향적,무작위 연구인
STICH trial26등도 진행 중에 있다. 나아가 Isomura등27은 surgical
ventricularrestoration을 시행하는 경우에 승모판막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 임상적인 증상의 호전 및 삶의 질에 있어서 향상을 보였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

술과 함께 승모판막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에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이 수
술 직후보다는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오히려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서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이 감소하는 비특이적 결과를 보였다.이것은 역시
승모판막 수술 유무가 장기 생존율이나 기능적 상태뿐 아니라 좌심실 수축
기말 용적이 나타내는 좌심실 remodeling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끼치
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
술과 함께 승모판막을 수술한 군에서 수술하지 않은 군에서보다 수술 후
폐쇄부전의 정도가 의미 있게 차이를 보였으나 양군에서 모두 수술 전보다
승모판막 폐쇄부전의 정도는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또한 수술 후 좌심실
심박출계수나 좌심실 수축기말 용적 등에 있어서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
으며 승모판막을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서 수술 전보다 좌심실수축기말 용
적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이와 마찬가지로 만기 생존율 및 NYHA
functionalclass도 양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는 경우 승모 판막의 수

술 유무가 수술 후 장기 결과나 심실 기능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도의 허혈성 승모판막 폐쇄부
전을 보이는 환자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술시 승모판막 폐쇄부전에 대
한 수술유무는 생존율 및 심실 기능의 향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앞으로 이러한 경우에서 승모판막 수술의 필요성 및 심실 기능의 향상
을 위한 좀 더 장기적인 결과 및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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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ResultsofMitralValvularSurgeryinPatientswithModerate
IschemicMitralRegurgitationUndergoingCoronaryArteryBypass

Grafting

Yu,SongHyeo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ooYunLee)

BBBaaaccckkkgggrrrooouuunnnddd:Therehavebeencontroversieswhethermitralvalvular
surgery is necessary in the patients with moderate ischemic mitral
regurgitationundergoingcoronaryarterybypassgrafting.Thepurpose
ofthisstudyistoevaluatethelongterm clinicalresultsofpatients
withmoderateischemicmitralregurgitation.
MMMeeettthhhooodddsss:BetweenJanuary1992andFebruary2005,44patientswith
moderate ischemic mitral regurgitation underwent coronary artery
bypassgrafting.Concomitantmitralvalvularprocedurewasperformed
in 20patients(group 1)and isolated coronary artery bypassgrafting
was performed in 24 patients(group 2).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betweengroupsexceptcardiopulmonarybypasstime(p<0.01).
Postoperativefollow updurationwas30.1±29.6monthsandlastfollow
upechocardiographicexaminationwasperformedat21.2±28.0months.
RRReeesssuuullltttsss :There was no difference in operative mortality between
groups(group1vsgroup2,15.0% vs8.3%,p=0.493).Gradeofmitral



regurgitation(0.81±0.91 vs 1.50±0.05, p=0.046) and reduction in
regurgitation grade(1.75±0.93 vs 0.70±1.26, p=0.009) were different
betweentwogroups.But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left
ventricularejection fraction(34.1±11.4%vs 41.6±12.9%),leftventricular
end systolic volume(118.2±63.9mlvs 85.6±28.1ml),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class(2.1±0.2 vs 2.4±1.2)and 5 yearsurvival
rate(85±8% vs82±8%).Therewasnoriskfactorforoperativemortality
and the only risk factor for late death was preoperative atrial
fibrillation(p=0.042).Therewasnosignificantcorrelationbetweenmitral
valvularsurgeryandlatedeath.
CCCooonnncccllluuusssiiiooonnn :Concomitantmitralvalvularprocedurein patientswith
moderate ischemic mitral regurgitation undergoing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had no significantpositive effecton survivaland
ventricular function compared with isolated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Prospectiverandomizedstudymaybeneededtoevaluatethe
necessity ofconcomitantmitralprocedureandtofindmoreeffective
methodfortheimprovementofventricularfunction.

KeyWords:ischemicmitralregurgitation,coronaryarterybypass
grafting


	차 례
	국문요약
	Ⅰ.서론
	II.대상 및 방법
	1.환자군의 선택
	2.수술 전 평가 및 수술 방법
	3.수술 후 평가
	4.통계 처리

	III.결과
	1.수술 후 임상 경과
	2.수술 직후 및 추적 검사 결과
	3.위험 인자 및 생존율 분석

	IV.고찰
	V.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