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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oon Sung, M.D., Sungha Park, M.D., Joung-Youn Kim, M.D.,
Boyoung Joung, M.D., Soo-Young Kim, R.N., Gun-Hee Lee, R.N.,
Shin-Ki Ahn, M.D., Moon-Hyoung Lee, M.D. and Sung-Soon Kim, M.D.
Division of Cardiology, Cardiovascular Center,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Age and gender are known to influence the mechanisms of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PSVT), but large scale data regarding this subject is limited. In addition, data regarding the
mechanisms of PSVT in the Korean population is limited. In this study, we sought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mechanisms of PSVT according to age and gender in Korean patients. Subjects and Methods：Database of 3,176
patients diagnosed with PSVT excluded atrial flutter or atrial fibrillation and referred for electrophysiologic study
from 1986 to 2004 was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chanisms of PSVT were classified as: WPW syndrome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AVRT) due to a concealed bypass tract (CB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VNRT), atrial tachycardia (AT). Results：The mean age was 40.7±16.0 (1-90)
and 53.3% of the patients were male. The mean age of femal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s. (43.0±16.1
vs. 38.6±15.6, p<0.001) Overall, the dominant mechanism of tachycardia was AVRT at 62.6% (WPW: 31.1%,
CBT: 31.5%), compared to AVNRT at 34.1 and AT at 3.1%. This was mainly due to the predominance of
AVRT (74.2%; WPW: 38.1%, CBT: 361%) in male. The mechanisms of PSVT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with
63.2% (1257/1988) of AVRT patients being males where as 64.6% (700/1084) of the AVNRT patients were
females. The distribution of PSVT mechanisms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In males, the proportions of
AVNRT : CBT : WPW were 22.7 : 36.1 : 38.1%, whereas in females the proportion was 47.2 : 26.3 : 23.0%.
Ag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mechanism of PSVT in both genders wi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VNRT and a decreasing proportion of AVRT in the older age groups. AVRT was the dominant mechanism of
PSVT in all age groups for males, where as AVNRT was the dominant mechanism of PSVT for females over 50
years of age. Conclusion：The mechanism of PSVT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This may
be due to the increased degeneration of accessory pathway with age and difference in the conduction properties
of the accessory pathway according to gender. In Koreans, the overall dominant mechanism of PSVT was AVRT
mainly due to it a greater male population. (Korean Circulation J 2005; 35:39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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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몇 가지 제한적인 연구에 의하면 방실회귀성 빈맥은 좀더
젊은 연령의 남자에서 호발하는 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

현재까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은 발작성 상

논문접수일：2004년 9월 17일
수정논문접수일：2005년 3월 31일
심사완료일：2005년 4월 11일
교신저자：김성순, 120-75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학교실, 심혈관연구소
전화：(02) 361-7049·전송：(02) 393-2041·E-mail：kimss2866@yumc.yonsei.ac.kr

396

Jung-Hoon Sung, et al：Mechanisms of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s according to Age and Gender·397

1-3)

맥은 고령의 여성에서 주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4)
그러나 Brembilla-Perrot 등 의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모

9.0 software(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였다.

결

든 연령군에서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심실 조기흥분이 없

과

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주된 기전으로서 연령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방
실결절회귀성 빈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주요 기전이
2)4-6)

며 여성에서 좀 더 빈발한다고 보고되었다.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
대상이 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3,176명의 환자 중 1,693

과거 국내에

(53.3%)명이 남자였고, 1,483(46.7%)명은 여자였으며, 평균

서도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관한 몇몇 보고가 있

연령은 40.7±16.0(1~90)세였다. 평균 연령에 있어서 여성

었는데, 이들은 한국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방실회귀성 빈맥
9)10)
7)
이 더 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1995년 류 등 이 발

은 남성보다 의미있게 높았다(43.0±16.1 vs 38.6±15.6, p<
0.001). 전체적으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으로

표한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에서도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

는 방실회귀성 빈맥(62.6%)이 주된 기전이었으며, 이 중 불현

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을 제외하면 방실결절회

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이 31.5%, 현성 방

귀성 빈맥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다. 과거 국내의 연구는
대상 환자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

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31.1%
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34.1%), 심방성 빈

하였으며, 그 대상 환자군의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이를 바

맥(3.1%), 그리고 동방회귀성 빈맥(0.18%) 순이었다(Fig. 1).

탕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방실회귀성 빈맥이 발작성 상심실

방실회귀성 빈맥의 각 연령에 따른 성별 분포를 보면, 50세

성 빈맥의 가장 주된 기전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한국인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

미만에서는 남성에서 주로 호발하였으나 50세 이상의 고연
령군에서는 여성에서의 이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맥의 기전에 있어서 아직 신빙성이 있는 통계가 보고되지

(Table 1).

않았으며, 이전에 알려진 국내외 연구 결과와는 다를 수 있
다는 가정과, 또한 2) 연령과 성별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의 발생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영향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성별에 따라서 발생기전의 차이

구를 진행하였다.

를 보였는데, 방실회귀성 빈맥의 경우는 주로 남성에서 호발
하였으며[63.2%(1257/1988)], 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대상 및 방법

여성에서 주로 호발하였다[64.6%(700/1084)]. 또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에 따른 분포도 성별에 따라 다

환자군

르게 나타났다. 남성에서는 방실회귀성 빈맥이 주된 기전이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심장혈

었으며, 이 중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

관병원에 전기생리학 검사를 위해 의뢰된 3,176명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WPW 증후군)이 38.1%,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은 전기생리학 검사를 통해 확

(%)

진 되었다.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은 현성 방실우회

35

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 불현성 방실우
회로를 통한 방실회귀성 빈맥, 방실결절회귀성 빈맥, 심방

30

성 빈맥 그리고 동방 회귀성 빈맥으로 분류하였다. 심방조

25

n=3,176
62.6%

34.1%

31.5%

31.1%

AVNRT

CBT

WPW

동 또는 심방세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발작성 상심실
성 빈맥의 기전을 확정할 수 없었던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있어

20
15

서 각각의 발생기전의 이환율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최초 진단 당시의 연령으로 정의하였다. 전기 생리학 검사

10

4)8)

는 이전에 기술된 표준 지침에 의해 시행되었다.
통계 분석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기술하였으며, 연속형 변
수로 표현된 임상적 특징은 Student ’
s t-test 또는 ANOVA
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양측 검정상 p<0.05를 통계
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5
0

3.1%
AT

Fig. 1. The prevalence of PSVT of Korean 3,176 patients between 1996

to 2004. CB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concealed
bypass tract,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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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성 빈맥이 36.1%이었으며,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22.7%
의 빈도를 보였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

대상환자군의 연령에 따라서도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발
생기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방실결절회귀성 빈맥과 방실회귀

이 특히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47.2%),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성 빈맥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44.5±16.2세와 38.6±15.4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과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

세였으며, 좀 더 고령의 환자군에서 방실결절회귀성 빈맥

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각각 26.3%, 23.0%를 보였다
(Fig. 2, 3).

이 주로 호발하였다. 전체 대상환자군에서 연령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연령 증

Table 1. The distribution of sex according to the age group in prevalence of AVRT

가에 따라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의 이환율이 증가하였으나

Male

Female

Total

018
161
372
327

018
128
181
275

036
289
553
602

40-49
361
311
50-59
267
316
60-69
160
210
>70
027
044
AVR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672
583
370
071

Age (yr)
<10
10-19
20-29
30-39

n=1,693
74.2%

(%)
40

방실회귀성 빈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발견되었다. 방실회귀성 빈맥은 남성
의 모든 연령군에서 주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
전이었으며, 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의 경우는 50세 이
상의 고령군의 여자에서 주된 발생기전으로 작용하였다
(Table 3, 4).

고

과거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관한 역학적 연구를 보면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심실 조기흥분이 없는 발작성 상심
(%)
50

n=1,483

45

35

40

30

35
30

25

25

20

20
15
10

찰

36.1%

38.1%

47.2%

15

22.7%

26.3%

23.0%

CBT

WPW

10

05

05
00

00
AVNRT

CBT

AVNRT

WPW

Fig. 2. The prevalence of PSVT in males.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CBT: concealed bypass tract.

Fig. 3. The prevalence of PSVT in females.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CBT: concealed bypass tract.

Table 2. The distribution of mechanisms of PSVT according to age group

Age (yr)

AVNRT (%)

<10
10-19
20-29
30-39
40-49

004 (11.1)
081 (28.0)
145 (26.2)
166 (27.6)
214 (31.8)

AVRT (%)
CBT

WPW

Total AVRT

016 (44.4)
091 (31.5)
173 (31.3)
180 (29.9)
239 (35.6)

014 (38.9)
106 (36.7)
218 (39.4)
239 (39.7)
193 (28.7)

030 (83.3)
197 (68.2)
391 (70.7)
419 (69.6)
432 (64.3)

AT (%)

SNRT (%)

Total

02 (5.6)
10 (3.5)
17 (3.1)
17 (2.8)
23 (3.4)

0 (0.0)
1 (0.4)
0 (0.0)
0 (0.0)
3 (0.4)

036
289
553
602
672

50-59
252 (43.2)*
169 (29.0)
145 (24.9)
314 (53.9)*
16 (2.7)
1 (0.2)
583
60-69
186 (50.3)*
110 (29.7)
062 (16.8)
172 (46.5)*
11 (3.0)
1 (0.3)
370
>70
035 (49.3)*
023 (32.4)
010 (14.1)
033 (46.5)*
03 (4.2)
0 (0.0)
071
*: p<0.01 by ANOVA n=3,176. SNRT: sinoatrial nodal reentry tachycardia,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AVR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SNR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nycarclia, CBT: concealed bypass 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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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stribution of mechanisms of PSVT according to age group in males

Age (yr)

AVNRT(%)
01 (05.6)
36 (22.4)
73 (19.6)
55 (16.8)

<10
10-19
20-29
30-39

AVRT (%)
CBT

WPW

Total AVRT

008 (44.4)
052 (32.3)
121 (32.5)
116 (35.5)

007 (38.9)
067 (41.6)
164 (44.1)
151 (46.2)

015 (83.3)
119 (73.9)
285 (76.6)
267 (81.7)

AT (%)

SNRT (%)

Total

02 (11.1)
05 (03.1)
14 (03.8)
05 (01.5)

0 (0.0)
1 (0.6)
0 (0.0)
0 (0.0)

018
161
372
327

40-49
80 (22.2)
145 (40.2)
123 (34.1)
268 (74.2)
13 (03.6)
0 (0.0)
361
50-59
78 (29.2)*
093 (34.8)
089 (33.3)
182 (68.2)*
07 (02.6)
0 (0.0)
267
60-69
49 (30.6)*
064 (40.0)
042 (26.3)
106 (66.3)*
05 (03.1)
0 (0.0)
160
>70
11 (40.7)*
012 (44.4)
003 (11.1)
015 (55.6)*
01 (03.7)
0 (0.0)
027
*: p<0.01 by ANOVA n=1,693. SNRT: sinoatrial nodal reentry tachycardia,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AVR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SNR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nycarclia, CBT: concealed bypass tract
Table 4. The distribution of mechanisms of PSVT according to age group in females

Age (yr)

AVNRT (%)
003 (16.7)
045 (35.2)
072 (39.8)
111 (40.4)
134 (43.1)

<10
10-19
20-29
30-39
40-49

AVRT (%)
CBT

WPW

Total AVRT

08 (44.4)
39 (30.5)
52 (28.7)
64 (23.3)
94 (30.2)

07 (38.9)
39 (30.5)
54 (29.8)
88 (32.0)
70 (22.5)

015 (83.3)
078 (60.9)
106 (58.6)
152 (55.3)
164 (52.7)

AT (%)

SNRT (%)

Total

00
05 (3.9)
03 (1.7)
12 (4.4)
10 (3.2)

0 (0.0)
0 (0.0)
0 (0.0)
0 (0.0)
3 (1.0)

018
128
181
275
311

50-59
174 (55.1)*
76 (24.1)
56 (17.7)
132 (41.8)*
09 (2.8)
1 (0.3)
316
60-69
137 (65.2)*
46 (21.9)
20 (09.5)
066 (31.4)*
06 (2.9)
1 (0.5)
210
>70
024 (54.5)*
11 (25.0)
07 (15.9)
018 (40.9)*
02 (4.5)
0 (0.0)
044
*: p<0.01 by ANOVA n=1,483. SNRT: sinoatrial nodal reentry tachycardia, WPW: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with WPW syndrome,
AVNRT: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ant tachycardia, AT: atrial tachycardia, PSV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hycardia, AVRT: atrioventricular
reentrant tachycardia, SNRT: paroxysmal supraventricular tacnycarclia, CBT: concealed bypass tract

실성 빈맥의 주요 발생기전으로 주로 여성에서 호발한다고
15)
하였다. Josephson 등 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50%가
16)

이 과거 국내의 연구는 대상환자 군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
를 보고하였으며, 그 대상환자도 소규모의 초창기 연구였기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이라고 하였고 Jackman 등 은 60%라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방실회귀성 빈맥이

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구미, 서양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가장 주된 기전이라고 일반화하기

결과였다. 과거 국내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에
9)
관한 보고에 의하면, 1989년 최 등 은 59명의 발작성 상심

에는 무리가 있어왔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국에서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기전이 과거 국내외의 결과와 다를 수 있을

실성 빈맥 환자 중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성 빈맥은 30명(50.8%),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

에 있어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호발 기전으로는 방실회

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13명(22.0%), 방실결절회귀성 빈
10)
맥은 10명(16.9%) 순으로 보고한 바 있다. 1990년 김 등 도

귀성 빈맥(62.6%)이 주된 발생기전이었으며, 이 중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이 31.5%, 현성 방실

73명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환자 중 불현성 방실우회로

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31.1%이

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은 49명(67.1%), 방실결절회귀성

었다. 다음으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34.1%), 심방성 빈맥

빈맥은 24명(32.9%)으로 방실회귀성 빈맥이 방실결절회귀성
8)
빈맥에 비해 많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1995년 류 등 이 보

(3.1%), 그리고 동방회귀성 빈맥(0.18%)순이었다. 그러므로
8)
류 등 이 보고한 바와 같이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

고한 연구에 의하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환자 136명 중 현

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을 제외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

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맥이 주요한 기전임을 보였다. 하지만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46명(33.8%),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44명(32.4%),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은 40명(29.4%)으로

의 발생기전에 따른 비율에 있어서는 류 등 이 보고와는 다
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성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이

대부분이 방실회귀성 빈맥(74.2%)에 의하여 주로 호발하였

가장 많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이 가장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Fig. 2).

9)

10)

많아 최 등 이나 김 등 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

8)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은 성별에 따라 달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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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남자에서는 방실회귀성 빈맥이 주된 발생기전이었으나
[63.2%(1257/1988)] 여자에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이 주

심실성 빈맥의 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과거 국내의 연구는 대상 환자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

된 발생기전이었다[64.6%(700/1084)]. 이것은 성별에 따라

기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대상 환자군의 규모도 작

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에 따른 비율이 여성에

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에 있어서 발작성 상심실

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 남성에서는 방실회귀성 빈맥이
2)5)
더 높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다. 그러나, 이러

성 빈맥의 발생기전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1) 한국인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

한 차이를 나타내는 기본적 기전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는

기전에 있어서 아직 신빙성이 있는 통계가 보고되지 않았으

않았으나 아마도 우회로에 따른 전기전도로의 특성이나 해

며, 이전에 알려진 국내외 연구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는

부학적인 차이로 인하여 성별 또는 인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가정과, 또한 2) 연령과 성별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
생기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행하였다.

연령의 변화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중요한 영향을 미

방 법：

쳤는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증가하
였고 방실회귀성 빈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의 경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심장혈
관병원에 전기생리학 검사를 위해 의뢰된 3176명의 발작성

우는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

상심실성 빈맥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후군)을 제외해도 방실회귀성 빈맥이 모든 연령에서 주된 기

결 과：

전으로 호발했으며,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뚜렷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방실결절회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3176명의 환자 중 1693(53.3%)명이
남자였고, 1483(46.7%)명은 여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40.7±

성 빈맥은 50세 이상의 여자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주

16.0(1~90)세였다. 평균 연령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의

된 기전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회로를 통한 전기

미 있게 높았다(43.0±16.1 vs 38.6±15.6, p<0.001). 전체

전도의 특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일것으
11)
로 생각된다. DuBrow 등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의

적으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으로는 방실회귀
성 빈맥(62.6%)이 주된 기전이었으며, 이 중 불현성 방실우

불응기도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연구 결과

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이 31.5%, 현성 방실우회로

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와 유효 불응기(effective refractory

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31.1%이었다. 다

period)는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방실회귀
성 빈맥의 빈도가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알

음으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34.1%), 심방성 빈맥(3.1%),
그리고 동방회귀성 빈맥(0.18%) 순이었다. 발작성 상심실성

12-14)

흥미로운 사실은 40세 이상의 발작성 상심실

빈맥은 성별에 따라서 발생기전의 차이를 보였는데, 방실

성 빈맥 환자군의 방실회귀성 빈맥의 주된 발생기전이 되

회귀성 빈맥의 경우는 주로 남성에서 호발하였으며[[63.2%

는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의 비율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경향

(1257/1988)]], 반면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여성에서 주로
호발하였다[[64.6%(700/1084)]]. 또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은 성별과는 관계가 없었다.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

의 발생기전에 따른 분포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회귀성 빈맥(WPW 증후군) 환자군에서 우회로를 통한 전향

남성에서는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적 전도(anterograde conduction)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은, 아마도 우회로의 퇴행과 섬유화와 연관이 있을

증후군)이 38.1%,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이 36.1%이었으며,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은 22.7%의 빈

려져 있다.

12)14)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방실회귀성 빈

도를 보였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이

맥 환자군에서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통한 빈맥의 비율이 증

47.2%, 불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이 26.3%,

가되는 것은, 우회로를 통한 전향적 전도로의 전기전도상
특성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결과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령의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WPW 증후군)은
23.0%의 빈도를 보였다. 연령 증가에 따라 방실결절회귀성

증가에 따른 방실결절회귀성 빈맥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빈맥의 이환율이 증가하였으나 방실회귀성 빈맥은 감소하는

역시 고령에서 현성 방실우회로를 이용한 방실회귀성 빈맥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여성 모두에서 발견되

(WPW 증후군) 환자군의 임상적 발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8)
기 때문일 것이다.

었다. 방실회귀성 빈맥은 남성의 모든 연령군에서 주된 발
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발생기전이었으며, 반면 방실결절회
귀성 빈맥의 경우는 50세 이상의 고령군의 여자에서 주된 발

요

약

배경 및 목적：
현재까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은 발작성 상

생기전으로 작용하였다.
결 론：
한국인에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주된 발생기전은 방실
회귀성 빈맥이며, 이는 주로 남성에서 호발하였다. 또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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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전에 있어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중요한 차이를 보였
다.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그 대상환자 군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에
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에 있어서 발생기전의 차이는 성별
에 따른 우회로의 전기생리적 특성의 차이와 연령의 증가
에 따른 우회로(accessory pathway)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적
으로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환자의 전극도자 절제술 전
평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발작성 상심실성 빈맥；나이；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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