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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배움은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논문을 맺

는 지금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설 준

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주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남정모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
수님의 지도 아래 통계와 보건정보관리 학문을 탐구하며 이곳에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논

문의 방향성을 잡아 주시고 세심하게 평가 해 주셔서 지금의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논문의 부심으로 성심성의껏 조언해 주

신 박소희 교수님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상에서의 현실적인 충고와 피드백

을 해주신 정보영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교수님들

께서 부족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알차게 채워주시고 지도해주셔서 무사히 석사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바쁜 업무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 진로에 대해 상담해주시

고 물심양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안미숙 차장님, 일과 학문을 병행하

며 힘이 들었던 순간에도 늘 옆에서 믿어주고 배려해 준 전기생리검사실의 이

곤, 김종원, 강예영, 김보배, 김선운, 박아름, 조서윤, 박덕우, 김현준 선생님

덕분에 이 학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분석에 어려움을 느

낄 때마다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신 조수영 선생님께 이 지면을 이용하여 못

다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 동안 하나밖에 없는 동기로 늘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아온 이

정연 선생님, 논문을 쓰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박해지, 김진영, 김진

휘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펜을 들고 고군분투 할 때 마음을 다잡고 집중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아버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때 언제나 격려해주시고 마음

을 잡아주신 어머니,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은

누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마다 후회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묵묵히 기다려주고 믿어준 가족이 있었기에 무사히 석사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는 2년 반의 기간 동안 원하는 분야의 학문을 원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석사 논문을 완성하

고 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

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아낌없는 도움과 격려를 주

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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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 시행 후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재발률 비교

연구배경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은 심장 부정맥의 한 종류로 1차적 치료법은 전극도자

절제술이다. 재발률은 5~10%이며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전도로 차

단까지의 시간, 부전도로 차단 후 시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 부전도로의 위

치 등이 있다. 아데노신 테스트는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

시행 후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

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한 환자-대조군 연구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

자절제술을 받은 362명 중 아데노신 테스트 양성군과 퇴원 1달 이내 추적관찰

에 성공한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8명은 전극도자 절제술에 실패하여 전극

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은 97.79%였다. 
  전극도자 절제술 후 1달 이내의 재발률과 재발 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을 변수로 하여 재발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재발률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아데노신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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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른 재발률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재발률(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24/175 
(12.1%), 시행군=13/118(9.9%))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47), 부전도로

차단까지 시간은 3초 이하인 경우가 4초 이상인 경우보다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았다.(p=0.042) 부전도로의 위치는 좌측 자유벽에서의 재발률이 3.1%, 중격의

경우 19.8%, 우측 자유벽인 경우 17.5%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 대비 미시행군에서 재발할 오즈비는 1.599배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p=0.227) 하위집단 분석결과 성별, 나이, 부전도로 차단까

지의 시간, 부전도로의 위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4초 이상인 경우 재발할 오즈비가 1.943배였고,(p=0.169) 부
전도로의 위치가 중격인 경우 재발할 오즈비가 2.472배였다.(p=0.115)

결 론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한 후 1달 이내의 재발률

은 11.2%이었으며,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에 비해

미시행군의 재발할 오즈비 1.599배로 재발을 줄이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

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환자에게 아데노신 테스트를

하기 보다는 시술의의 판단 하에 부전도로의 위치가 중격, 우측 자유벽이거나, 
또는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4초 이상인 군 등 다른 재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심실조기흥분 증후군, 전극도자절제술, 아데노신, 재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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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은 심실상성 빈맥의 한 종류이며 미국 내 인구 1000명
중 0.1~3.1명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흔한 심장 부정맥 중 하나이다(Sano et 
all., 1998).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최 등, 1989),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근거림, 어지러움, 흉통 등이 있

다. 이 중 약 50%의 환자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17%의 환자는 실

신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0.15-0.39%의 환자는 심실세동 등으로 악화되어

급사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방세동의 심방 내 전기 자극이 부전도로를 통하여

심실로 빠르게 전도 되어 심실세동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De Chillou 
et all., 1992).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은 12유도 심전도 상 짧은 PR간격, 넓은 QRS파, 델타
(Delta)파를 특징으로 한다. 심실의 조기흥분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빈맥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빈맥 증상

이 없으면 경과관찰을 권장하나,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하고 대

부분 예후는 좋다.
  심실 조기흥분증후군에 대한 2015년 ACC/AHA/ESC지침에서는 방실 회귀성

빈맥이 확인된 환자에게 1차적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부정맥 발생의 고위험군, 특히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으

며 심실로의 빠른 조기흥분이 있는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을 적극 권장하고 있

다(ACC/AHA/ESC guideline, 2015).
  전극도자 절제술은 주로 300~1000KHz의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빈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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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전도로나 방실전도로의 일부 등을 차단하는 치료법이

다(온, 2016). 전극도자 절제술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성공률과 안

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거부하거나 특별한 금기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1차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조기흥분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부전도로 전극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은 약

85~98%로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Vance et all., 1995).
  전극도자 절제술이 개발되기 전부터 전극도자 절제술이 널리 사용되는 현재

까지 재발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아데노신(Adenosine) 테스트
도 그 방법 중 하나이다. 생체 내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은 체내에서 즉시 아데노신으로 대사되며, 심근 세포의 A1 
수용체에 작용하여 심근 수축력 억제, 심박동수 감소, 심근 전도 억제를 일으

킨다(박 등, 1993). 아데노신은 반감기가 1~6초에 지나지 않으며, 방실 결절 전

도를 억제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Acute treatment)에
서 방실 결절을 회귀경로로 사용하는 심실상성 빈맥을 종료시키는데 사용된

다. 또한 방실 결절의 전도를 억제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12유도 심전도에서

심실 조기흥분이 있다고 의심되나 확진하기 어려운 경우 아데노신을 정맥 주

사하여 심실 조기흥분을 확인하기도 한다(Sana et all., 1999). 비슷한 이유로

전극도자 절제술 시행 후, 아데노신을 정맥주사하면 방실결절의 전도를 억제

시켜 부전도로의 차단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테스

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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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전극도자 절제술은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의 1차적 치료법으로 인정되고 있

다.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은 24시간 이

내 재발의 높은 양성 예측도를 가지고 있다(Migual et all., 2004). 하지만 기

존 연구의 한계점은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과 미시행한 군을 비교하지

는 않았다는 점이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개발된 후로 약 20년이 흘렀으며 그 동안 시술경험의

축적, 시술 장비와 재료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아데노신 테스트

이외에도 심방의 빠른 조율박동으로 델타파의 증가를 확인하여 부전도로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인 시술이란 최소한의 침습적 행

위와 불필요한 약물투여를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

술 성공률은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

신 테스트로 부전도로의 차단을 재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절제술

을 시행한 후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재발률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과 미시행군의 1달 이내 재발률을 비교하여

아데노신 테스트로 부전도로의 차단을 확인하는 것이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둘째,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1달 이내

의 재발률과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셋째,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여 아데노신 테스

트 유무에 따른 재발률의 차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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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은 1930년대 울프(Wolff), 파킨슨(Parkinson), 화이트

(White)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각 차단과, 비정상적으로 짧은 PR 간격, 
그리고 발작적인 빈맥을 특징으로 하며, 주로 젊고, 구조적으로 정상 심장을

가진 환자에게서 일어난다.’라고 기술하였으며(Rosner et al., 1999), 처음 기

술한 사람의 첫 글자를 따서 WPW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상 동율동에서 부전도로를 따라서 전향전도가 일어나면 12유도 심전도 상

짧은 PR간격과 QRS파에서 천천히 상승하는 델타파가 보이며, 부전도로를 통

해서 심실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QRS가 나타난다. 주로 켄트

(kent) 섬유라고 불리는 부전도로를 따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부전도로 인접

부위에서부터 심실의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실 조기흥분이라고 부

르기도 한다. 심실 조기흥분이 관찰되는 환자에게서 증상이 있는 빈맥이 관찰

되면 이를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WPW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심실 조기 흥분

이 관찰되나 빈맥 등의 증상이 없다면 WPW패턴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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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ure 1. Ventricular preexcitation In normal sinus rhythm on 12lead ECG, short PR 
interval, delta wave(arrow), Wide QRS recorded. negative delta wave in lead V1, aVF- this 
pattern indicates as right postero-septal accessory pathway. (Paper speed=25mm/s)

  부전도로는 형태학적으로 심근 섬유의 얇은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기 전도가 가능한 조직으로 심내막 또는 심외막에 위치하고 있다. 심장 발생

초기에 심방과 연결하는 섬유들은 섬유테(annulus fibrosis)의 성장에 의해 심

근 측면을 따라서 소실된다. 하지만 기형적인 섬유테에 의해서 전도 기능이

남아있으면, 심방에서 심실로의 비정상적인 전기 전도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것이 심실조기박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부전도로는 심근에 유입되는 전

기전도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연결’, ‘길’을 총칭하며, 각각 켄트

(Kent)섬유, 마하임(Mahaim) 섬유, 절간경로(Internodal tract), 결절심실

(Nodoventricular), 섬유속심실(Fasciculoventricular) 연결 등을 모두 포함한다

(Sana et al., 1999)
  심실 조기흥분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약 50%에서 빈맥이 발생하는데, 대부

분이 심실상성 빈맥이다. 주로 방실결절에서 전방향 전도가, 부전도로에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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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전도가 일어나는 전방향 방실 회귀 빈맥이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의

90~95%에서 나타난다. 반대로 방실 결절에서 역방향 전도가, 부전도로에서 전

방향 전도가 일어나는 경우를 역방향 방실 회귀 빈맥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의 11% 미만에서 발생하고, 전방향 방실 회귀 빈맥에 비해서

어지러움이나, 실신할 위험이 더 높다(Jacob et al., 1990). 심방세동은 심실 조

기흥분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11.5~39%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심

장 부정맥이다. 심방세동을 동반한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에서 심방에서 심실

로의 전기 전도가 부전도로를 따라 매우 빠르게 전도되면 심실 빈맥으로 악화

되어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의 약 0~0.6%에

서 발생한다(Klein at al., 1989).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심실 조기흥분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이

있을 경우 약물 요법이나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한다. 또한 급사의 위험이

높으면 반드시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한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대퇴부 또는

쇄골부위, 경부의 혈관을 통해 전극도자를 삽입하여, 빈맥 원인부위(부전도로)
의 위치를 정확히 찾은 후,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부전도로의 전도를 차

단하는 시술이다.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환자의 전극도자 절제술 성공률은 약 90%로 높은 성

공률을 보이나, 여전히 5~10%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2001년 Spainish Ablation Registry에서는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전도로 차단 후 약 30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전극도자 절제술 시 고주파

에너지 방출부터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약 3초 이하면 재발률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그 밖에 좌측 자유벽의 부전도로가 우측 자유벽이나 중격의

부전도로보다 재발률이 낮다고 보고된다(Twidale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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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데노신(Adenosine)

  아데노신 3인산(Adenosine triphosphate, ATP)은 체내에서 즉시 아데노신으

로 대사되며, 아데노신 수용체는 A1, A2의 두 가지 아형이 존재한다. A1 수용

체는 심근 수축력과 심박동수 감소 및 심근 전도를 억제하며, A2 수용체는 혈

관 내피 세포와 혈관 평활근에서 혈관 확장을 일으킨다(권, 2001). 아데노신은

체내에서의 반감기가 1~6초로 매우 짧고 방실 결절의 전도를 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실 결절을 회귀 경로로 하는 심실상성 빈맥을 종료시키

는데 주로 사용된다. 치료 목적으로 아데노신은 정맥으로 6mg를 한 번에 주사

하며, 빈맥이 종료되지 않으면 6mg씩 증량하여 최대 24mg까지 증량할 수 있

다. 부작용으로 얼굴의 화끈거림(36.5%), 호흡곤란(35.2%), 흉통(34.6%), 위장장

애(14%), 두통(11%) 등이 있으며, 드물게 기관지 경련(0.1%)이 발생할 수 있다

(Layland et al., 2014).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이고, 빠르
게 회복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은 안전한 약제로 알려져 있다.
  아데노신의 방실 전도를 억제시키는 성질을 이용하여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을 진단하기도 한다. 1982년 Perrot은 짧은 PR간격과 넓지 않은 QRS파를 가지

는 환자에게 20~40mg의 아데노신을 정맥 주사하였으며,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

이 있는 환자에게서 델타파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이는 방실결절의 전도 억제

효과로 부전도로의 전향 전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며,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간헐적인 델타파, 불분명한 델타파, 매우 작은 델타파가 의심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아데노신은 부전도로의 전극도자 절제술 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용

하기도 한다. 아데노신 정맥 주사 후 방실전도 양상에 따라 부전도로의 차단

여부를 확인하는데 부전도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면 델타파 없이 방실 차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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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것이고, 부전도로의 전기 전도가 남아있다면 방실 결절의 전도 억제

효과로 인하여 방실결절이 완전 차단되고 부전도로로만 전향 전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처럼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으로 부전도로의 차단을 확인하

여 재발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이하 아데노신 테스트라 명하였다).
  1995년 Walker et al.은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전도로의 차단을 확인하고 30
분 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하여 재발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데노신을

투여하여 방실 차단을 확인한 군의 재발률이 아데노신을 투여했지만 방실 차

단을 확인하지 못한 군보다 유의하게 재발률이 낮았다. 하지만 아데노신 테스

트 결과에 따른 재발률만을 비교하였고, 아데노신 테스트를 하지 않은 군에

대한 비교를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2004년 Miguel et al.은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 결과는 조기

재발을 예측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전도로 차단 5분 후 아데노신 테스

트로 방실 차단을 확인한 군에서는 단지 4.9%환자에게서 조기 재발을 보였으

며, 아데노신 테스트 상 심실 조기 흥분을 보인 환자군의 69.2%에서 조기 재

발을 확인하여, 아데노신 테스트 결과와 재발률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전극도자 절제술 5분 후, 아데노신 테스트로 부전도로의 성공적

인 차단을 확인함으로써 시술 시간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과 미 시행한 군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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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재발

률과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극도자 절제

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로 부전도로의 차단을 재확인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

는데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2).

Filure 2. Conceptual fr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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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한 환자-대조군 연구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흥분증후군을 진단받고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3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8명은 전극도자 절

제술을 실패하여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의 전극도자 절제술 성공률은 97.79%였
다. 실패한 8명중 4명은 부전도로의 위치가 우측 전중격이었으며 2명은 우측

자유벽, 2명은 후중격이었다. 354명 중 16명은 외래로의 추적관찰을 실패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데노신 테스트결과 방실차단을 확인하지 못

한 8명을 제외하여 최종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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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ure 3. Method

  12유도 심전도 검사 시에는 mac5500GE(General Electric Healthcare System. 
Inc)을 사용하였다. 심장 내 심전도는 Prucka Cario-Lab electrophysiology 
system(General Electric Healthcare System. Inc)와 Workmate® EP Lab 
Recording system(St. Jude Medical. Inc)로 저장 및 분석하였고, 심장의 조율

및 자극은 Bloom DTU-215(Bloom Inc.)를 이용하였다. 전극도자 절제술은

Stockert EP-Shuttle System(Biosense Webster Inc.)과 IBI-1500T11® Cardiac 
Ablation Generator을 이용 하였다. 
전극도자 절제술 Blazer® II (Boston Scientific)(7Fr/4mm 또는 8Fr/5mm) 카테터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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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1) 시술 전 환자 준비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한 환자-대조군 연구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흥분증후군을 진단

받고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시술 후 아데노

신을 투여 받은 군과 투여 받지 않은 군을 모두 포함하였다. 모든 환자는 베

타 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 등 방실결절의 전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

하지 않았으며,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반감기의 5배 이상, 약 일주일간 약물을

중단하고 시행하였다. 

2）전기 생리학 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

  시술시간은 환자 준비 후 첫 12유도 심전도를 저장한 시점부터 시술을 종

료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계획 심장 자극을 위해 우측 내경 정맥과 좌측 대퇴 정맥을 천자하였으며, 
승모판륜의 심장 내 심전도를 기록하기 위하여 6Fr. 10극의 전극 도자를 관정

맥동에 삽입하였다. 우심방, 히스 속, 우심실의 심장 내 심전도 기록을 위하여

5Fr. 4극 전극 도자를 사용하였다. 우측 내경 정맥을 천자하지 않는 경우, 좌
측 또는 우측 대퇴 정맥을 천자하여 7Fr. 20극의 전극 도자를 관정맥동에 삽

입하여 우심방부터 승모판륜의 심장 내 심전도를 기록하였고 5Fr. 4극 전극도

자를 히스 속과 우심실에 위치하였다. 심장 내 심전도 기록을 위하여 Filter 
는 30~150Hz를 사용하였으며, 히스 속과 전극도자 절제술을 위한 카테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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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Hz로 설정하였다.
  빈맥유도는 전극도자 위치 후 우심실의 빠른 조율 박동과 한 개의 기외자

극, 우심방의 빠른 조율 박동과 한 개의 기외자극 순서로 진행하였다. 기본 검

사에서 빈맥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는 Isoproterenol을 분당 1μg부터 시작해서

최대 분당 5μg까지 증량하여 계획 심장 자극을 반복하였다. 심방세동을 가지

고 있으며 심실로의 빠른 조기흥분이 있는 경우에는 심실상성 빈맥이 유발되

지 않더라도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29명), 2명은 파일럿 지망생으로

직업상의 이유로 빈맥 유발 없이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전극도자절제는 60°C 50W로 시행하였으며 온도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았

을 경우 최대 80W까지 설정을 변경하였다. 부전도로 절제 후 1~3회 추가 시

술을 시행하였으며, 10~15초 이후 부전도로 절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위

치에서 추가의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의 성공여부는 부전도로 차단 후 5~30분 기다리고 12유도 심전도에서

델타파가 나타나지 않으며, 부전도로로의 전도가 전방향 전도와 역방향 전도

모두 없는 경우로 하였다. 아데노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심방조율

박동으로 델타파의 증가 없이 방실 차단이 되고, 우심실 조율박동으로 실방

해리 또는, 실방 감쇠전도를 확인하였다. 부전도로의 전도가 보이는 경우 즉시

전극도자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여 성공 여부를 결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방향 전도나 역방향 전도 중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시술 ‘실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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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데노신 테스트

  아데노신 테스트는 델타파 소실 후 5~30분을 기다린 후 종료 직전에 시행하

였으며 최소 6mg부터 시작하여 6mg단위로 최대 24mg 까지 증량하여 정맥주

사 하였다. 아데노신 정맥주사 후 즉시 20cc 생리식염수를 빠르게 정맥주사

하였다. 부전도로 전도의 증거 없이 방실차단이 확인된 경우는 ‘양성’, 델타
파의 증가가 보이는 경우 ‘음성’이라고 하였다. 최대 용량의 정맥주사 후에

도 델타파의 증가가 보이지는 않으나 방실차단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비진

단’으로 하였다(Figure 4). 음성인 경우 즉시 전극도자 절제술을 다시 시행하

였으며 이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아데노신 테스트는 전방향 전도차단 여부만 확인하였으며, 역방향 전도차단

여부는 우심실의 조율박동으로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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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Result of Adenosine test. A(Positive): After adenosine administration, second- or 
third degree AV block was observed without any evidence of preexcitation. B(Nondiagnostic): 
After adenosine administration, PR interval is prolonged. but none of second- or third degree 
AV block is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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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극도자 절제술 후 추적 관찰

  시술 후 24시간 이내 심전도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퇴원 약 1개월

이내 외래에서 12유도 심전도로 재발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1개월 이후 추적

관찰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 추적관찰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
개월 이내에 12유도 심전도에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조기흥분을 확인한

경우에 ‘재발’이라고 하였다. 16명의 환자는 추적관찰을 실패하여 본 연구

에서 제외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술 후 부전도로 차단 군을 아데노신 시행군과 비시행군으로 나누고

성별, 부전도로의 위치, 기록된 증상은 각각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으
로 분석하였다. 연령은 20세를 기준으로 2군으로 나누었고, 시술의 경력은 5년
을 기준으로 2군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은 3초 이하인

군과 4초 이상인 군으로 분류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Nicholas 
twidale등, 1991), 차단 후 시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30분 이상 기다린 군

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분류하여 카이 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Walker 등, 
1995). 시술 시간과 전극도자 절제술 시간은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평균

(Mean)±표준편차(SD)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둘째, 시술 1달 이내 재발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고 아데노신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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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시행 여부, 성별, 부전도로의 위치는 각각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연령은 20세를 기준으로 각각 2군으로 분류하였고, 시술의 경력은 5년을 기준

으로 2군으로 분류, 부전도로 차단시간은 3초를 기준으로 2군으로 분류, 차단
후 시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2군으로 분류한 차단 후 카

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시술 후 1달 이내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단
변량 분석 결과 p-value<0.1인 변수와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 유무에 대한 변

수를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아데노신 테

스트 시행 유무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value <0.05인 경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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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30명으로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

서 남자는 135명, 여자는 64명이었으며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서 남자는

66명, 여자는 65명이었다. 연령은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서 0-19세는 41
명, 20세 이상은 158명이었고,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서 0-19세는 29명, 20
세 이상은 102명이었다. 부전도로의 위치는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서 좌

측 자유벽은 108명, 중격은 49명, 우측 자유벽은 42명이었으며, 아데노신 테스

트 시행군에서 좌측 자유벽은 51명, 중격은 47명, 우측 자유벽은 33명이었다. 
시술의 경력은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서 1-3년은 30명, 4년 이상은 169
명이었으며,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서 1-3년은 68명, 4년 이상은 63명이었

다.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은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서 3초 이하는

91명, 4초 이상은 108명,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서 3초 이하는 59명, 4초
이상은 72명이었다. 부전도로 차단 후 시술종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에서 1-29분은 134명, 30분 이상은 65명 이었으며,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서 1-29분은 68명, 30분 이상은 63명이었다. 시술 후 한 달 이

내 재발률은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 24명(12.1%),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

에서 13명(9.9%)이었다.
  시술 시간과 전극도자 절제술 시간은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이 아데노신

테스트 미시행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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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denosine test

non-administration
Adenosine test
administration P-value

(N= 199) (%) (N= 131)(%)
Sex 0.002

Male 135 (67.8) 66 (50.4)
Female 64 (32.2) 65 (49.6)

Age (years) 0.739
0-19 41 (20.6) 29 (22.1)
20- 158 (79.4) 102 (77.9)

AP Localization 0.020
Lt. freewall 108 (54.3) 51 (38.9)
Septum 49 (24.6) 47 (35.9)
Rt. freewall 42 (21.1) 33 (25.2)

Operator (years) <0.001
1-3 30 (15.1) 68 (51.9)
4- 169 (84.9) 63 (48.1)

Time to abolition of AP (sec) 0.902
1-3 91 (45.7) 59 (45.0)
4- 108 (54.3) 72 (55.0)

Waiting period (minute) 0.005
1-29 134 (67.3) 68 (51.9)
30- 65 (32.7) 63 (48.1)

Recurrences after RF ablation 0.547
Recurrence 24 (12.1) 13 (9.9)
No recurrence 175 (87.9) 118 (90.1)

Procedure time 73.96±35.05 91.69±50.88 <0.001
RF time 338.2±246.4 576.7±675.5 <0.001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by Adenosine administration test, N (%)

Abbreviation: AP(Accessory Pathway), RF(Radi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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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술 후 재발률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를 1달 이내에 재

발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었다(Table 2).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여부, 
성별, 나이, 시술의의 경력, 부전도로 차단 후 시술종료까지 기다린 시간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부전도로의 위치는 좌측 자유벽에서의

재발률이 3.1%로 가장 낮았고, 중격의 재발률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은 3초 이하인 경우가

4초 이상인 경우보다 재발률이 유의하게 낮았다.(p=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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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ecurrence No recurrence P-value(n= 37) (n= 293)
Adenosine test 0.547

Administration 13 (9.9) 118 (90.1) 
Non-administration 24 (12.1) 175 (87.9) 

Sex 0.868
Male 23 (11.4) 178 (88.6) 
Female 14 (10.9) 115 (89.1) 

Age (years) 0.179
0-19 11 (15.7) 59 (84.3) 
20- 26 (10.0) 234 (90.0) 

Operator (years) 0.699
1-3 12 (12.2) 86 (87.8) 
4- 25 (10.8) 207 (89.2) 

Time to abolition of AP (sec) 0.042
1-3 11 (7.3) 139 (92.7) 
4- 26 (14.4) 154 (85.6) 

Waiting period (minute) 0.400
1-29 25 (12.4) 177 (87.6) 
30- 12 (9.4) 116 (90.6) 

AP Localization <0.001
Lt. freewall 5 (3.1) 154 (96.9) 
Septum 19 (19.8) 77 (80.21) 
Rt. freewall 13 (17.3) 62 (82.7)

Table 2.  Recurrence rate by baseline characteristic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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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극도자 절제술 후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330명을 대상으로 재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Table 3). 전극도자 절제술 후 1달 이

내 재발률은 성별과 나이, 시술의의 경력, 시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 아데노

신 테스트 시행 유무 간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부전도

로 차단까지의 시간 3초 이하인 군 대비 4초 이상인 군의 Odds ratio(이하 오

즈비)가 2.13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p=0.045). 부전도로의 위치에

서는 좌측 자유벽 대비 중격의 오즈비는 7.60배로 높았으며(p<0.001), 우측 자

유벽의 오즈비는 6.46배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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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Univariate
OR 95% CI P-value

Sex
Male 201
Female 129 0.94 (0.466, 1.906) 0.868

Age (years)
0-19 70
20- 269 0.60 (0.279, 1.275) 0.182

Operator (years)
1-3 98

  4- 232 0.87 (0.416, 1.801) 0.699
Time to abolition of AP (sec)

1-3 150
4- 180 2.13 (1.017, 4.477) 0.045

Waiting period (minute)
1-29 202
30- 128 0.73 (0.354, 1.515) 0.401

AP Localization
Lt. freewall 159
Septum 96 7.60 (2.734, 21.126) <0.001
Rt. freewall 75 6.46 (2.209, 18.878) 0.001

Adenosine test
Administration 131
Non-administration 199 1.25 (0.609, 2.543) 0.548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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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단변량 분석 결과 p-value<0.1인 변수와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 유무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Table 4).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시행한 결과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3초 이하 경우 대비 4초 이상

인 군에서의 오즈비가 2.31배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34). 부전도로

의 위치에 따른 재발은 좌측 자유벽 대비 중격은 8.13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p<0.001), 우측 자유벽은 7.26배 높았다(p=0.001). 아데노신 테스트는 시행군

대비 미시행군에서 재발할 오즈비가 1.60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p=0.227) 그밖에 성별, 나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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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Adjusted OR
OR 95% CI P-value

Sex
Male 201
Female 129 1.00 (0.472, 2.139) 0.989

Age (years)
0-19 70
20- 269 0.64 (0.281, 0.635) 0.275

Time to abolition of AP (sec)
1-3 150
4- 180 2.31 (1.064, 2.311) 0.034

AP Localization
Lt. freewall 159
Septum 96 8.13 (2.878, 22.952) <0.001
Rt. freewall 75 7.26 (2.429, 7.257) 0.001

Adenosine test
Administration 131
Non-administration 199 1.60 (0.747, 3.424) 0.227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c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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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 유무에 따른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하위 집단 분석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5).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 대비 비시행한 군에서의 전극도자 절제술 후 1달 이내 재발률은 성

별, 나이,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 부전도로의 위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5). 하지만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4초 이상인 군

에서는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대비 비시행한 군에서 재발할 오즈비가

1.94배였으며(p=0.169), 부전도로의 위치가 중격인 경우 1달 이내 재발할 오즈

비가 2.47배였다(p=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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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djusted OR

OR 95% CI P-value

Sex

Male 2.55 (0.867, 7.474) 0.089

Female 0.79 (0.232, 2.661) 0.698

Age (years)

0-19 1.03 (0.240, 4.444) 0.966

20- 2.03 (0.812, 5.067) 0.130

Time to abolition of AP (sec)

1-3 1.02 (0.274, 3.799) 0.975

4- 1.94 (0.754, 5.004) 0.169

AP Localization

Lt. freewall 0.87 (0.127, 5.942) 0.887

Septum 2.47 (0.801, 7.624) 0.115

Rt. freewall 1.43 (0.407, 5.005) 0.578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ce, subgrou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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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2001년 Spainish Ablation Registry에 의하면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전도로 차

단 후 약 30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이는 전극도자 절제

술 이후 초기에 재발률이 높기 때문이다. Twidale N et al.(1991)은 전극도자

절제술 시 고주파 에너지 방출부터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약 3초 이하

면 재발률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좌측 자유벽의 부전도로가 우측 자유벽이나

중격의 부전도로보다 재발률이 낮다고 보고하여 부전도로의 위치에 따라 재발

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부전도로의 전극도자 절제술 후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전도로 차단 후 시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과 부전도로 차단

까지의 시간, 부전도로의 위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

인을 분석한 결과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3초 이하인 경우, 부전도로의

위치가 좌측 자유벽인 경우 재발률이 낮아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1982년 Parrot은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 아데노신을 정맥주

사하여 델타파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Walker et al.(1995)는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로 방실 차단을 확인한 군이 방실 차단을 확인하지 못한

군보다 재발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iguel et al.(2004)는 아데노신

테스트로 델타파의 증가를 확인한 군에서 전극도자 절제술의 재발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상기의 연구에 의하면 심실 조기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하면 이론적으로는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

만 기존의 연구는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했다

는 제한점이 있다. 만약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아도 재발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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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불필요한 약물 투여를 줄일 수 있고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과 미시행군 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연관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심실 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 후 재발률은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고, 아데노신 테

스트의 시행군과 미시행군 간의 재발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시행한 연구로써, 비교군들 간의 편향이 개입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부전도로의 위치, 주치의의 경력, 부전도로 차단 후 시

술 종료까지 기다린 시간 등의 요인에서 카이제곱 검정의 p-value가 0.05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둘째, 재발률은 퇴원 후 1달 이내에 심전도로 재발 여부를 확인 한 것으로

추적관찰의 기간이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재발을 했어도 증상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16명의 환자는 환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추적관찰에 실패하여 재발여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재발률과 실제의 재발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에 비해 미시행군의 재발률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지만 차이가 비열등하다고(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에 참

여한 환자수가 330명으로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었으며, 비열등하다는 한계

신뢰구간을 선정하기에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과 미시행군간의 재발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지고 비열등성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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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는 심실조기흥분 증후군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있어 아

데노신 테스트를 하여 부전도로의 절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재발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15
년 12월 31일까지 심실조기흥분 증후군을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은 총 330명의

환자에게 시술 후, 시술 24시간 이내, 시술 1달 이내 심전도검사를 하여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극 도자 절제술을 받은 후 재발은 총 330명중 37명(11.21%)으로 기존

의 연구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둘째, 전극도자 절제술 후 재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부전도로 절

제까지의 시간이 3초 이하인 경우에 재발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부전도로의 위치가 좌측 자유벽인 경우 우측 자유벽이나 중격의 부전도로보

다 재발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

다. 
  셋째, 아데노신 테스트는 재발률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진 부전도로의 위치가 중격인 경우에 아데

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군 대비 미시행한 군에서의 재발할 오즈비가 2.47배로 높

았고(p=0.115),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4초 이상인 군에서의 재발할 오즈비

는 1.94배 높았다.(p=0.169) 따라서 아데노신 테스트 유무와 재발률에 연관성이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판단할 때 성별, 나이, 부전도로 차단까지 걸린 시간, 부전

도로의 위치 등을 보정했을 때 전극도자 절제술 후 아데노신 테스트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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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미시행군의 재발할 오즈비 1.60배로 재발을 줄이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아데노신 테

스트를 하기 보다는 시술의의 판단 하에 부전도로의 위치가 중격, 우측 자유벽

이거나, 또는 부전도로 차단까지의 시간이 4초 이상인 군 등 다른 재발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여부에 따라 전극도자 절제술의 재발률이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연구로, 아데노신 테스트 시행군과 미시행군

에 대한 재발률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데노신 테스트가 확실한 우위가 있는지, 또는 아데

노신 테스트 미시행군이 비열등한지는 환자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아데노신 테스트를 무조건 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극도자

절제술의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재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아데노신 테스트의 적용을 위하여 대규모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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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the Adenosine Test 

after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for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Wonwoo Yoo
Department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eong Mo Nam, Ph.D.)

Background 
The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is a kind of arrhythmia, and when it 
occurs, a primary therapy is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Its 
recurrence rate is from 5% to 10%, and causes of the recurrence include 
time to abolish of accessory pathway, time to wait end of procedure after 
closing the accessory pathway, and location of the accessory pathway. The 
Adenosine test is a method to reduce recurrence rate after operating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for the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difference on the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the Adenosine test and causes of the recurrence. 
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is patients controlled study that is retrospectively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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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362 patients who received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for 
the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in Shinchon Severance Hospital from 
January 1 in 2010 to December 31 in 2015, this study selected 330 patients, 
including patients of positive group from the Adenosine test and the other 
patients that researchers could make follow-up in a month of discharge. The 
8 patients’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failed so that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s success rate was 97.79%. This study 
compared differences of the recurrence rate by setting variables with 
recurrence rate in a month of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whether recurrence occurs or not. This 
study analyzed the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whether the Adenosine test 
takes place or not by utiliz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n, this study 
divided the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whether the Adenosine test occurs 
into subcategories and it analyzed them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currence rate depending on whether the Adenosine test occurs (a group 
that conducted the Adenosine test = 24/175 (12.1%), another group that 
didn’t conduct the Adenosine test = 13/118 (9.9%)). (p=0.547), In case 
of the time to abolish accessory pathway, when the time is less than 3 
seconds, the recurrence rat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other cases 
when the time is over 4 seconds. (p=0.042) In case of places of the 
accessory pathways, the recurrence rate is 3.1% on the left free wall, it 
is 19.8% on the septum, and it is 17.5% on the right free wall, so that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Odds ratio of a group that 
conducted the Adenosine test is 1.599 times, compared to anoth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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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id not conduct the Adenosine test, but it is not significant. 
(p=0.227) 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subcategories, there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n all of the categories including gender, age, the 
time to abolish accessory pathway, and places of accessory pathway. 
However, when the time to abolish accessory pathway is over 4 seconds 
odds ratio of recurrence is 1.943 times, (p=0.169) and when the place 
of accessory pathway is septum, odds ratio of recurrence is 2.472 times. 
(p=0.115)

Conclusions
After operating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for the 
wolff-parkinson-white syndrome, the recurrence rate in a month is 
11.2%, and after the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the odds ratio of 
recurrence of a group that didn’t conduct the Adenosine test is 1.599 
times than another group that conducted the Adenosine test, so that the 
Adenosine test could have some impact to reduce recurrence but its 
result i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ead of 
operating the Adenosine test for every patient, the Adenosine test should 
be used optionally under the judgment of a physician by considering the 
other factors to influence recurrence such as the place of accessory 
pathway is septum or right free wall or the time to close accessory 
pathway is over 4 seconds. 

Key words: WPW syndrome, RFCA, Recurrence rate, Adenos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