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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비관혈적인 P파 신호 평균화(Signal-averaged P Wave ECG)를  

이용한 발작성 심방 세동 발생과 예측에 관한 연구  

 

 

심방 세동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심장의 구조 및 혈류 역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뇌 및 심장 혈관계 질환의 발생 

요인이 된다. 심방 세동의 발생과 재발을 예측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임상 자료와 

심장 초음파도 지표 등을 이용하거나 관혈적인 방법인 전기 생리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관혈적인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가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과 관상 동맥 우회술 등의 개심술 후에 발생하는 심방 세동을 예측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발작성 심방 세동이 발생한 환자(Group 2 , n=66)를 대상으로 하였고, 심방 세동 

소견이 없었던 환자를 정상 대조군(Group 1 , n=45)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개심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Group 3, n=32, Group 4, n=30)으로 

임상적 지표와 심초음파도상 지표 및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상 지표를 비교 분석 

하였다. 대상군의 심장 초음파도 상의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기간의 증가는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r2=0.169, p<0.05).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군(Group2)과 정상 대조군(Group1)사이에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중 

P파 간격(비여과 P파 간격 : 109.9±14.8 vs 128.8±29.5ms, p<0.01, 총 여과 P파 

간격 : 122.4±11.8 vs 146.2±22.8ms, p<0.01)은 의미 있게 Group 2에서 증가 

되었다.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cutoff value)를 130ms으로 할 때 후전위(late 

potential) 양성인 경우가 Group 2에 유의하게 많았으며(12/45 vs 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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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발작성 심방 세동 발생의 양성예측도는 74.03%이고 음성예측도는 

76.04%이며,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77.0%와 73.0%로 측정되었다(p<0.001). 

개심술 환자에서 심방 세동 발생군 (Group4)과 발생하지 않은 군(Group3)에서 

P파 신호 평균 심전도 지표 중 P파 간격(비여과 P파 간격 : 108.0±12.6 vs 

120.6±13.4ms, p<0.001, 총 여과 P파 간격 : 117.4±11.0 vs 136.8±17.2ms, 

p<0.01)은 의미 있게 Group 4에서 증가 되었다.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를 

130ms으로 할 때 후전위 양성인 경우가 Group 4에 유의하게 많았으며(4/25 vs 

20/29, p<0.001) 개심술 후 심방 세동 발생의 양성예측도는 81.07%이고 

음성예측도는 73.04%이며, 예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9.0%와 84.0%로 측정되었다 

(p<0.001). 또한 개심술을 받은 대상군 전체에서 개심술 전후의 총 여과 P파 

간격은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127.9±16.9 vs 136.4± 24.5ms, p<0.01).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이용한 P파 후전위의 측정은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관상 동맥 우회술 및 개심술 후의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방 세동에 따른 혈류 역학적 불안정과 합병증을 예방 하기 

위한 치료를 선택 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핵심되는말 : 심방 세동,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관상 동맥 우회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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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혈적인 P파 신호 평균화(Signal-Averaged P Wave ECG)를  

이용한 발작성 심방 세동 발생과 예측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권혁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강  태  수  

 

 

                         I. 서   론 

 

심방 세동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으로 전인구 중 0.9%의 유병율을 

가지며 65세 이상의 경우 유병율은 5.9%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심근의 

전기생리학적 불안정으로 발생한 부정맥은 지속적인 경우 심장의 구조 및 혈역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뇌,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요인이 된다1). 또한 심방 세동은 

관상동맥 우회술등 개심술 후 20%에서 40%의 발생 빈도를 보여 수술 후 합병증의 

이환율과 재원기간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2)3).  

이에 심방 세동의 발생 및 발작성 심방 세동의 경우 재발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병 혹은 만성 심방 세동으로 이환 

되는 것을 예측하거나, 개심술 후의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임상 자료와 심장 초음파도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율4) 그리고 좌심방의 크기 등이 

적용되었고, 관혈적 방법인 전기생리학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5)6).  

최근 1982년 Simon7)등이 급성 심근 경색 환자에서 심실 내의 탈분극에 의한 

QRS파의 후전위(electrical late potential)를 신호 평균화 심전도(signal-

averaged ECG)를 이용하여 회귀성 심실 빈맥(Reentrant Ventricular 

tachycardia)의 발생을 비관혈적으로 예측하게 되었다. 이 원리를 심방의 회귀성 

부정맥의 진단에 적용하여 신호 평균화를 이용하여 비관혈적으로 P파의 활동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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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P wave action potential duration) 혹은 분산(dispersion)으로 심방 내의 

회귀성 회로를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심방 세동 발생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8-12). 이러한 다수의 다양한 회귀성 회로(Reentry pathway)는 발작성 심방 

세동에서 만성 심방 세동으로 이환의 중요한 원인이며, 심방 내의 전기적 

재형성(electrical remodeling) 을 형성한다13). 그러나 전기적 재형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심방 내 P파 활동 전위(P wave electrical action potential)의 효과적 

불응기(effective refractory period)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관혈적인 전기 

생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관혈적인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적용 할 수 있다.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는 P파의 활동 전위 후에 발생하는 후전위는 심방의 

전기적 미세 회귀(micro-reentry)에 의한 현상으로 이를 통한 측정이 발작성 심방 

세동 및 심방 세동 고위험군에서 발생과 재발을 예측 할 수 있다. 특히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에서 후전위는 관상동맥 우회술 및 개심술 후 발생하는 심방 세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14-18)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치료와 수술 후 부정맥 

발생에 의한 혈류역학적 불안정과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는 임상적 응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이용한 P파의 후전위가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 및 재발 그리고 만성 심방 세동으로 

이환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임상 고찰과 심초음파도를 이용한 혈류역학적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이용한 P파의 후전위가 

개심술 후 심방 세동 발생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총 여과 P파기간을 130ms(milliseconds)이상으로 

규정하여 24)27) 심방 세동 발생의 예민도와 특이도 그리고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를 확인해서 그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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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방  법  

 

1. 환자 및 대조군 설정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8월까지 12-유도 체표 심전도 및 24시간 생활 

심전도상 발작성 심방 세동이 발생한 환자(Group 2 , n=66)를 대상으로 

하였고, 무증상이며 12-유도 체표 심전도 및 24시간 생활 심전도상 심방 세동 

소견이 없었던 환자를 정상 대조군(Group 1 , n=45)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개심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Group 3, n=32, Group 4, 

n=30)으로 개심술 전후에 12-유도 체표 심전도 및 24시간 생활 심전도, 

그리고 신호 평균화 P파 심전도를 시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수술 전후 7일 

이내에 시행하였다. 

 

가. 1군(Group1) 정상 대조군 (n=45) 

    나. 2군(Group2)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군 (n= 66) 

    다. 3군(Group3) 개심술 후 심방 세동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n=32) 

    라. 4군(Group4) 개심술 후 심방 세동이 발생한 환자 (n=30) 

 

 

2. 임상적 지표 설정 

 

가. 성/나이, 키/몸무게, 고혈압 유무, 당뇨병 유무   

      나.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받은 환자의 병변 위치와 정도 

      다. 12-유도 체표 심전도 및 24시간 생활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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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초음파도 지표 설정 

 

가. 좌심실 구혈율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LVEF)(%) 

                            EDD2 – ESD2 

 Ejection Fraction=                           x100+K 

                                EDD2 

EDD: End diastolic diameter(mm),  

ESD: End systolic diameter(mm) 

K: given value +10% for normal apex, +5% for hypokinesia,  

0 for akinesia, -5% for dyskinesia  

 

나. 좌심실 말기 이완기 직경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LVEDD)(mm) 

    : M-mode로 측정 

다. 좌심방 직경(Left atrial dimension)(mm)  

      : M-mode로 측정 

라.  Mitral regurgitation (Grade0/IV) 

            :  Grade < 2   color doppler상 area measure 

            :  Grade ≥ 2   Regurgitant volume = ERO x MR TVI 

ERO: effective orifice area  

TVI: time velocity integ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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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MAC®VU resting ECG analysis system (marquette, WC, USA) 

 

가. 직교 유도 X,Y 와 Z 정렬. 

나. 우선 QRS 분절을 감지한다. 

다. QRS 분절에 선행하는 P파 주형(template)을 만든다. 

라. P파 신호 평균화(40-250Hz 여과) 

       Vector magnitude(VM) plot,      

             

           VM=    (X2+Y2+Z2) 

 

마.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1) 비여과 P파 간걱(unfiltered P wave duration, msec) 

   (2) 총여과 P파 간격(Total filtered P wave duration, msec) 

   (3)  P파 끝부분의 root-mean-square(RMS) voltage  

: 20,30 and 40ms의 vector magnitude (µV)   

   (4) Integral of the P 파(µV-msec) 

        : P파 활동 전위 간격(action potential duration)의 면적 

    바. 총 여과 P파 간격 – 절단치(cutoff value)를 130ms로 설정 후 발생한 

심방 세동의 예민도 및 특이도와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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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SPSS통계 프로그램(SPSS for windows, 

USA)을 사용하였다. 각 군간의 임상 변수, 심장 초음파도 지표 및 신호 평균화 

P파 심전도 지표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고(p<0.001),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를 130ms으로 하여 심방 세동 발생의 예민도 및 특이도는 χ2 test를 

시행하였다(p<0.001). 또한  개심술 전 후에 수술이 총 여과 P파 간격에 미치는 

영향을 paired t-test를 사용 하였다 (p<0.01). 또 하나의 변수로 알려진 심장 

초음파도상의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간격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equation을 이용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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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정상 대조군과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군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군(Group2)과 정상 대조군(Group1)사이에 임상적인 변수와 

심장 초음파도 지표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중 P파 간격(비여과 P파 간격 : 109.9±14.8 vs 128.8±29.5ms, p<0.01, 총 

여과 P파 간격 : 122.4±11.8 vs 146.2±22.8ms, p<0.01)은 의미 있게 Group 

2에서 증가 되었다(표1).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cutoff value)를 130ms으로 

할 때 후전위 양성인 경우가 Group 2에 유의하게 많았으며(12/45 vs 50/66, 

p<0.001) 발작성 심방 세동 발생의 양성예측도는 74.0%이고 음성예측도는 

76.0%이며, 예민도와 특이도는 각각 77.0%와 73.0%로 

측정되었다(p<0.001)(그림1). 연령, 성별, 신장, 체중, 고혈압 유무, 관상 동맥 

질환에서 병변의 위치등 임상변수와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parameter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심장 초음파도 상의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기간의 

증가는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r2=0.169, p<0.05)(그림2).  

 

2) 개심술 후의 심방 세동 발생한 환자군과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 

 

개심술 환자에서 심방 세동 발생군(Group4)과 발생하지 않은 군(Group3)을 비교 

하였을 때 역시 임상 변수나 심장 초음파도 지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파 

신호 평균 심전도 지표 중 P파 간격(비여과 P파 간격 : 108.0±12.6 vs 

120.6±13.4ms, p<0.001, 총 여과 P파 간격 : 117.4±11.0 vs 136.8±17.2ms, 

p<0.01)은 의미 있게 Group 4에서 증가 되었다(표2). 총 여과 P파 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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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치를 130ms으로 할 때 후전위 양성인 경우가 Group 4에 유의하게 

많았으며(4/25 vs 20/29, p<0.001) 수술 후 심방 세동 발생의 양성예측도는 

81.1%이고 음성예측도는 73.0%이며, 예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9.0%와 84.0%로 

측정되었다 (p<0.001) (그림3). 또한 개심술을 받은 대상군 전체에서 개심술 

전후의 총 여과 P파 간격은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127.9±16.9 vs 136.4± 

24.5ms, p<0.01)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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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군(Group2)과 정상 대조군(Group1)의 일반적 특성과 심

장 초음파도상 혈류역학적 지표 및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상 지표  

 

 Group1 

( n =45 ) 

Group2 

( n= 66 ) 

p Value 

 

Age(years) 63.4 ± 9.4 64.5 ± 14.8 0.620 

Sex ( male % ) 53.3 62.1  

Weight(kg) 63.7 ± 10.8 64.3 ± 10.2 0.739 

Height(Cm) 160.8 ± 8.3 161.4 ± 22.1 0.848 

HiBP(%) 46.7 53.0  

DM(%) 13.3 15.2  

LAD(mm) 41.2 ± 5.7 43.2 ± 6.3 0.08 

LVEDD(mm) 51.9 ± 5.8 51.9 ± 6.0 0.995 

LVEF(%) 58.6 ± 11.3 59.3 ± 13.4 0.789 

MR grade 0.2 ± 0.6 0.4 ± 0.7 0.200 

Unfiltered P(ms) 109.9 ± 14.9 128.8 ± 29.5* <0.001 

Filtered P(ms) 122.4 ± 11.8 146.2 ± 22.3* <0.001 

RMS40(µV)  7.0 ± 4.8 6.2 ± 3.2 0.303 

RMS30(µV) 6.0 ± 3.4 5.6 ± 3.4 0.571 

RMS20(µV) 5.2 ± 3.4 4.9 ± 3.5 0.683 

Integral P(µV-ms)) 751.8 ± 314.7 839.3 ± 625.7 0.394 

LAD: Left atrial diameter, LVEDD: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MR grade: Mitral Regurgitation Grade, 

Unfiltered P: Unfiltered P wave duration, Filtered P: Filtered P wave duration, 

RMS: Root mean square voltage, Integral P: Integral area of P wav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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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Group 1과 Group2에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중 총 여과 P파 간격 

cutoff value 130ms에서의 예민도 및 특이도.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에서 총 여과 

P파 간격이 130ms이상의 예민도 및 특이도는 각각 77%/73% 였으며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는 각각 74.0%/76.0%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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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간격의 상관관계. 연구대상 환자에서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간격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2=0.16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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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개심술 후 심방 세동 환자군(Group4)과 개심술 후 심방 세동이 생기지 않은 환

자군(Group3)의 일반적 특성과 심장 초음파도 지표 및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Group3 

( n =32 ) 

Group4 

( n= 30 ) 

p Value 

 

Age ( years ) 63.4 ± 9.4 64.5 ± 14.8 0.903 

Sex ( male % ) 53.3 62.1  

Weight(kg) 63.7 ± 10.8 64.3 ± 10.2 0.978 

Height(cm) 160.8 ± 8.3 161.4 ± 22.1 0.212 

HiBP(%) 46.7 53  

DM(%) 15.6 16.7  

LAD(mm) 41.5 ± 6.2 42.3 ± 6.3 0.586 

LVEDV(mm) 51.7 ± 6.3 52.6 ± 6.6 0.592 

LVEF(%) 59.2 ± 14.6 55.6 ± 12.4 0.303 

MR grade 0.3 ± 0.6 0.4 ± 09 0.644 

Unfiltered P(ms) 108.0 ± 12.6 120.6 ± 13.4* <0.001 

Filtered P(ms) 117.4 ± 11.0 136.8 ± 17.1* <0.001 

RMS40(µV)  7.8 ± 2.6 6.7 ± 2.3 0.111 

RMS30(µV) 7.0 ± 2.2 6.6 ± 2.7 0.616 

RMS20(µV) 6.3 ± 2.8 6.0 ± 2.9 0.715 

Integral P(µV-ms) 731.4 ± 224.2 815.8 ± 245.1 0.195 

LAD: Left atrial diameter, LVEDD: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MR grade: Mitral Regurgitaion grade, 

Unfiltered P: Unfiltered P wave duration, Filtered P: Total Filtered P wave 

duration, RMS: Root mean square voltage, Integral P: Integral area of P wav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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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Group 3와 Group4에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 줓 총 여과 P파 간격 

cutoff value 130ms에서의 예민도및 특이도. 개심술 후 발작성 심방 세동이 생긴 

환자에서 총 여과 P파 간격이 130ms이상의 예민도및 특이도는 각각 69%/84% 

였으며 양성예측도 및 음성예측도는 각각 81.1%/73.0%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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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에서(Group3/4) 수술전과 수술 후의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의 총 여과 P파 간격의 비교. 개심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총 여과 P파 간격은 각각 127.9±16.9ms와 136.4± 24.5ms으로 수술 후 의미 

있게 연장된 총 여과 P파 간격을 관찰할 수 있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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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술 수술전 개심술 수술후

총여과P파간격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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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심방 세동은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정맥이다. 그 발생 빈도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여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유병율이 5.9%에 이른다. 

발작성 심방 세동은 일시적이고 단기간 지속 되지만 상당수의 환자에서 만성 심방 

세동으로 이환 된다. 따라서 이들에서 원인인자를 제거 및 치료하고 만성 심방 

세동으로의 이환의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조기 발견하여 뇌, 심혈관계 합병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임상상 또는 심장 초음파도 

변수를 통하여 심방 세동의 발생의 위험 인자를 예측하고 있으며, 실제 전기 

생리학적인 위험인자는 관혈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환자에서 반복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반복이 가능하고 비관혈적인 검사방법의 

필요성이 요구 되었다. 

심방 세동의 병태 생리는 심방의 전기적 재형성에 의한 미세회기회로(micro-

reentry circuit)의 발생으로 설명하며 이를 전기생리학  검사에 의한 심방 내의 

P파 활동 전위(P wave electrical action potential)의 효과적 불응기(effective 

refractory period)의  감소로 확인 할 수 있으나 이는 심방 내에 직접 전극도자 

카테터를 삽입하여야 하는 관혈적인 방법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6)13). 그 

외에 12-유도 체표 심전도를 사용하여 최대 P파 폭과 분산을 구하여 심방 내의 

전도 속도를 구할 수 있었으나, 체표 심전도의 검사상의 P파는 QRS 파형에 비하여 

작아서 P파 폭의 측정 시 관찰자간의 오차로 인하여 검사의 재현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24시간 생활 심전도 상의 심장 박동수 변이성(Heart rate 

variability), 좌심방 직경 및 용적 등 간접적인 방법이 사용 되다가 최근 

비침습적이고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신호 평균화 P파 심전도가 고안되어 심방 내의 

특정 주파수대에서 증폭 및 여과 과정을 거쳐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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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를 향상시켜 심방 내의 저진폭 고주파의 미세 회귀 전위 즉 P파 후전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를 삼차원 좌표상에 표시하여 파장의 세 방향 값 각각에 대한 

제곱의 합을 제곱근으로 표시하여 P파의 크기와 진폭을 측정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P파 신호를 여과하는 기법과 채집된 P파 신호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특히 

정상 P파의 틀(template)을 미리 설정하여 이에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과 P파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자동 분석 알고리즘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은 이 검사의 

재현성과 타당성을 크게 향상시켰다19)20)51).  

인종, 성, 나이 및 기존 질환 유무에 따른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좌심방 직경과 총 여과 P파 간격과의 상관 관계는 미약하지만 (r2=0.169)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작성 심방 세동이 심방 전도 내의 전도 지연과 관계가 

있으므로, 심방의 크기가 클수록 회귀성 소형 파형의 수가 증가할 것이므로, 전도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심방의 

전기적 재구성과 구조적 재구성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23-28).  

지금까지 연구에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로 측정한 지표 중에 총 여과 P파 간격이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로 확인 되었고 P파 기간 

분산이나 P파 후반부의 root mean square voltage등도 하나의 예측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29-35)52). 또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가 발작성 심방 세동에서 만성 

심방 세동으로의 이환을 예측하고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가 전기적이나 약물적 

제세동 후의 총 여과 P파 간격을 확인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의 근거로 제공되고 

있다36)37)42)49)50)53). 또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는 개심술 후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개심술에서의 수술 기술과 마취 기술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심방 세동의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관상 동맥 우회술을 시행 받는 환자의 연령이 증가된 이유도 있으나 심방 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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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수술 후 부정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러 합병증의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 개심술 후 심방 세동의 원인은 수술 직후의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catecholamine의 증가, 심방 내 혈류역학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38). 개심술 후 심방 세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나이, 성, 

수술 중 겸자 시간(clamping time), 심폐 체외 순환 시간(cardiopulmonary bypass 

time), 혈관 이식(graft) 수 및 관상동맥의 병변 위치 등을 들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총 여과 P파 간격과 개심술 여부와의 관계가 증명되었는데 이는 개심술 

자체가 심방내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여 미세 회귀 회로 증가가 세동의 발생에 

기여한다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38-41).  

지금까지 비선택적인 개심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항부정맥제 치료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이용한 수술 후 부정맥 

발생 위험도가 높은 선택적 환자를 대상으로 항부정맥제 예방 요법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인 임상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Class Ic(etc. propafenone)와 class 

II(etc. sotalol)등의 항부정맥제가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의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 관계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항부정맥제 중 Amiodarone(Class 

III)은 총 여과 P파 간격을 감소 시키며 P파 끝부분의 RMS(root mean 

square)voltage를 증가시킨다. 이는 심방 내의 저진폭 고주파(low amplitude, high 

frequency)의 미세회귀 전위(micro-reentry potential)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43-48).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총 

여과 P파 간격의 cutoff value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게 

하는 것 역시 예방적 항부정맥제 사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작성 심방 세동이 발생한 환자에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적용하여 정상 대조군과 비교할 때 P파 간격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cutoff value)를 130ms 이상으로 할 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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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도, 예민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특히 개심술 환자에서 심방 세동 발생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을 비교 하였을 때 역시 P파 간격은 의미 있게 심방 세동 

발생군에서 증가 되었고, 총 여과 P파 간격의 절단치를 130ms 이상으로 할 때 역시 

높은 예측도, 예감도와 특이도를 보였다. 

P파 신호 평균 심전도는 심방 세동의 예방 및 만성 질환으로의 이환을 예측하고 

위험도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비관혈적이며 

비교적 간단한 검사 방법으로 그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향후 P파 신호 평균 

심전도가 적극적으로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이와 성, 체표면적 등에 따른 

정상 총 여과 P파 간격을 파악하는 포괄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또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하여 심방 세동의 고위험 환자에서의 다양한 지표의 

특성화와 의미를 찾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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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와 정상 대조군 

간에 임상 지표와 심장 초음파도 지표 및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시행하고 고찰 

하였다.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를 이용한 P파 후전위의 측정은 비관혈적인 방법으로 

발작성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관상 동맥 우회술 및 개심술 후의 심방 세동의 

발생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방 세동에 따른 혈류 역학적 불안정과 합병증을 

예방 하기 위한 치료를 선택 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방 세동 발생 위험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인에서 P파 

신호 평균화 심전도 지표의 기준을 마련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항부정맥제 종류에 따른 총 여과 P파 간격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전향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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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PAF) is a very common cardiac arrhythmia that 

cause electro-physiologic and hemodynamic changes in the atrial myocardium. 

Recurrent PAF and chronic AF causes stroke and cardiovascular disease. For 

evaluation of risk of PAF are several methods: clinical parameters, left atrial 

diameter measured by echocardiographic study and invasive electro-physiologic 

stud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prospectively the accuracy of 

defined signal-averaged P wave ECG(SAECG) for prediction of PAF and AF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CABG). 

The study groups are divided into 4 subgroups: normal control(Group 1 , n=45), 

PAF patients(Group 2 , n=66), patients who haven’t AF after open heart 

surgery(Group 3, n=32), and patients who have AF after open heart surgery 

(Group 4, n=30). We compared with group 1 and 2, group 3 and 4 for clinical 

characteristics,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and SAECG. 

The relation of left atrial diameter and total filtered P wave duration(tFP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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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ly positive correlation(r2=0.169, p<0.05). The unfiltered P wave duration 

(UnFPd) and tFPd on the SAECG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group 2 than in 

those group 1(UnFPd : 109.9±14.8 versus 128.8±29.5miliseconds, p<0.01, tFPd : 

122.4±11.8 versus 146.2±22.8miliseconds, p<0.01). A cutoff value of  tFPd over 

130miliseconds predicted PAF with sensitivity 77.0% , specificity 73.0%, 

positive predictive value 74.0%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76.0%(p<0.001). 

The unfiltered P wave duration (UnFPd) and tFPd on the SAECG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group 4 than in those group 3(UnFPd : 108.0±12.6 

versus 120.6±13.4miliseconds, p<0.01, tFPd : 117.4±11.0 versus 

136.8±17.2miliseconds, p<0.01). A cutoff value of  tFPd over 130miliseconds 

predicted post-operative AF with sensitivity 69.0% , specificity 84.0%, positive 

predictive value 81.1%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 73.0%(p<0.001). The effect 

of cardiac surgery to tFPd are revealed by significantly prolonged(127.9±16.9 vs 

136.4± 24.5, p<0.01).  

A prolonged tFPd as measured by SAECG technique may be a noninvasive 

independent predictor of risk for the development of PAF. Since tFPd are able to 

predict AF after open heart surgery, it makes possible that we could choose 

preventive anti-arrhythmic drug therapies for decreasing the incidence of atrial 

fibrillation causing hemodynamic compromise and the risk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Key Words : paroxysmal atrail fibrillation, signal-averaged P wave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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