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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eft ventricular remodeling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has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prognostic factor because it leads to ventricular enlargement, ventricular aneurysm,
and increased mortality. However predictors of left ventricular remodeling are not clearly defin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icacy of dobutamine echocardiography in the prediction of left ventricular remodeling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Methods：
：Forty-five patients(39 males, age 56.9±10.2 year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MI) and patent infarct-related artery(no significant narrowing with/without revascularization)
underwent dobutamine echocardiography at 2-7 days after AMI. The stages of dobutamine
infusion were baseline, 5, 10, 20ug/kg/min, and images at each stage were directly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use of 16-segment model(by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and
scoring system(1：normal, 2：mild to moderate hypokinesia, 3：severe hypokinesia, 4：akinesia, 5：dyskinesia). The viability of infarct zone was defined as improvement of wall motion score
in more than 2 contiguous segments during dobutamine infusion in areas of resting asynergy.
Coronary angiography was performed at 7-10 days after AMI and revascularization of infarctrelated artery was done, if severe stenosis was present. Follow-up(F/U) echocardiography was
performed more than 3 months after AMI. We have measured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and
end-systolic volume at baseline, dobutamine(peak dose) and follow-up echocardiography by
modified Simpson’s method.
*

본 연구는 1996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보조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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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Dobutamine echocardiography was performed at 5.5±3.9 days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follow-up echocardiography was performed at 7.5±3.4 months after dobutamine
echocardiography.
2) We assessed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LVEDV) at follow-up echocardiography
compared to LVEDV at baseline echocardiography, and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Group 1(n＝14) with increase in LVEDV during F/U period(mean change 13.9±14.2ml)；
Group 2(n＝31) with no increase in LVEDV volume during F/U period(mean change -27.4±
22.1). Between two groups, clinical parameters such as age, sex, incidence of anterior myocardial
infarction, incidence of non-Q myocardial infarction, peak CK, peak CKMB, pre-infarction angina,
incidence of reperfusion therapy, follow-up dura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3) Between group 1 and group 2, there were no singnificant differences in baseline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such as ejection fraction, wall motion score index, LVEDV, LV enddiastolic
dimension.
4) In group 1, the incidence of patients with infarct zone viability assessed by dobutamine echocardiography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e one in group 2(5 of 14 and 21 of 31, respectively, p<0.05).
5) Beween group 1 and group 2, the change of LVEDV at dobutamine echocardiography compared to LVEDV at baseline echocardiography was significantly different(-1.3±17.7 and -17.1
±26.2, respectively, p<0.05).
6)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ange of LVEDV during follow-up period
was predicted by the change of LVEDV during dobutamine echocardiography.
LVEDV(F/U)-LVEDV(baseline)＝0.726[LVEDV(dobutamine)-LVEDV(baseline)]-5.648(r
＝0.65, p<0.05)
Conclusion：
：The viability of infarct zone assessed by dobutamine echocardiography was predictive of left ventricular remodeling at F/U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the change in
LVEDV during dobutamine echocardiography correlated with the change in LVEDV at followup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Dobutamine echocardiography can be an useful tool for the
prediction of LV remodeling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KEY WORDS：Dobutamine echocardiography·Left ventricular remodeling·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hibitor인 captopril을 투여하여 급성심근경색증후의

서

론

좌심실의 확장을 방지하였으며,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가 있으며3) 이외 다른 종류의 angiote-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후 점차로 좌심실이 확장

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를 이용한 다수의 연

되고 심한 경우 류(aneurysm)형성을 하게되는 소위,

구가 계속 된 바 있다. 또한 심근경색관련 관동맥(in-

remodeling의 과정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이는 특히

farct-related artery)의 개존(patency)여부에 따라

좌심실 전벽(anterior wall)의 심근경색증인 경우에 흔

remodeling에 영향을 주어, infarct-related artery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patent한 경우 심근경색증후의 좌심실의 확장이 방지되

1,2)

되고 있다 . 따라서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이와 같은

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고4) 이러한 사실이 infarct-

remodeling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related artery가 patent한 경우에 예후가 보다 좋은

며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진행되어 왔다. 즉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상기와 같이 remodeling 과정의 방지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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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이의 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며 remodeling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급성심근경
색증 환자의 향후 장기적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low-dose dobutamine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경색부위
심근의 contractile reserve를 조사하고, 심초음파상에
서 관찰되는 심근경색부위의 크기, 좌심실의 dimension,
좌심실의 용적 등을 측정하고, remodeling에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인자들 즉, infarct-related artery의 pa-

무, Peak CK, Peak CKMB 등을 조사하였다.

2. 심초음파도
일반적인 standard imaging plane에서 심초음파도를
기록하며, 심초음파상의 심실의 확장기말 및 수축기말
의 dimension을 구하고, 심실의 확장기말과 수축기말
의 용적을 apical 2- & 4- chamber view에서 modified Simpson’s method로 구하였으며 심실구혈율을
계산하였다.

3. Dobutamine 심초음파

tency여부,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dobutamine 심초음파를 심근경색증후 2일에서 7일

투여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 개월후 좌심실의 remo-

사이에 시행한다. 환자를 left lateral decubitus posit-

deling의 정도를 심초음파검사로 조사하여 remodeling

ion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3분간격으로 dobutamine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 low-

infusion의 dosage를 baseline, 5ug/kg/min, 10ug/kg

dose dobutamine 심초음파에 의해 나타나는 심근의

/min, 20ug/kg/min까지 올려가면서 검사를 진행하였

생존여부(viability)가 좌심실의 remodeling에 영향을

다. peak dosage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심박동수가 나

미치는 지 알아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예후를

이에 대한 최고 심박동수의 85% 이상인 경우, 2mm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 ST절이 상승하거나 하강할 경우, 흉통, 부작용이
심한 경우, 새로운 심실운동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수

대상 및 방법

축기 220mmHg이상의 고혈압, 기저상태와 비교하여
10mmHg이상 혈압이 하강하는 경우, 심실부정맥, 지

1. 대 상

속적인 상심실성 부정맥이 있는 경우 검사를 중단하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관동맥조영술

다. 검사도중 심근허혈이 유발되는 경우 설하 nitrogl-

상 infarct-related artery에 의미있는 협착이 없었거

ycerin 또는 esmolol을 투여하였다. 네 가지 standard

나 혈관재개(revascularization)등으로 개존(patency)

imaging을 ECG R-wave-triggered mechanism으

이 유지되는 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심근경색

로 digital image로 acqusition하여 continuous loop으

증은 지속적인 흉통, peak creatinine kinease가 정상보

로 quad screen에 나타내어 각 단계별 운동의 변화를

다 2×SD 이상, 처음 내원당시 심전도상 2 이상의 전극

분석하였다. standard 12 lead ECG를 각 단계마다 얻

에서 ST절의 상승이 1.0mm이상, 기저상태(baseline)

어서 심근허혈에 대한 감시를 하였다. 또한 dobutam-

심초음파상 심근운동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하고, 심근경

ine의 peak dose를 투여시의 좌심실의 확장기말 및 수

색의 부위, Q 또는 non-Q, 첫번째 또는 재발성인지 구

축기말 용적을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별하도록 하였다. 제외 대상은 기술적으로 심초음파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한 심장판막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증후 7일이상 경과되어 본원에 내원한 경우,
postinfarct angina 또는 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심한 혈
역학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 심근경색발병 24시
간 이후에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이 있는 경우, 임신,
dobutamine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환자에서
위험인자를 포함한 history와 physical examination을
얻도록 하고 합병증, 심근경색부위, 심전도상 Q파의 유

4. 관상동맥 조영술
심근경색후 7에서 10일째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하였다. culprit lesion을 thrombus나 병변의 severity
로 판단하여 평가하며 percent luminal diameter stenosis를 caliper technique으로 구하도록 하였다. Infarct-related artery에 70% 이상의 심한 협착이 있을
경우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PTCA)
또는 bypass surgery를 해주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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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적 심초음파검사

CKMB, 심근경색전의 협심증유무, 재관류치료유무, 추

추적심초음파검사를 적어도 3개월이상 지난후 시행

적심초음파까지의 시간등 임상적 변수에 있어서 통계

하도록 하였다. 추적심초음파검사시의 좌심실의 확장기

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말과 수축기말의 용적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

모든 환자에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

다. dobutamine 심초음파당시의 baseline 초음파와 비

bitor 및 beta blocker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부

교하여 추적심초음파시 확장기말 좌심실 용적이 증가

작용 때문에 ACE inhibitor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경우

한 환자의 경우 1군(Group 1), 증가하지 않은 경우 2

는 group 1에서 14명중 3명, group 2에서 31명중 6

군(Group 2)으로 분류하였다.

명으로 양 group간에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다혈관
질환의 빈도수에 있어서도 group 1에서 1, 2, 3 혈관질

6. 심초음파도의 분석
좌심실을 Americ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의 분류에 따라 16 segment로 나누어 각각의 segment에 대하여 semiquantitative scoring system(1,
normal；2, mild to moderate hypokinetic；3, severe hypokinetic；4, akinetic；5, dykinetic)으로 분석
하였으며 각각의 segment의 wall motion score를 더
하여 segment숫자로 나누어 wall motion score index
를 구하였다. 경색부위 심근운동의 호전 및 생존심근의
판단은 2 이상의 인접한 segment에서 동시에 wall
motion score 1 이상의 호전이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환이 각각 6, 5, 3명이었고, group 2에서 각각 18, 5, 7
명으로 양 group 간에 분포에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3) dobutamine 심초음파검사시 baseline심초음파상
의 변수들을 group 1과 group 2에서 비교하였을 때, 심
실구혈율, wall motion score index, 좌심실의 확장기말
직경, 좌심실의 확장기말 용적 등에 있어 양 group간에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4) 추적초음파시 확장기말 좌심실용적은 baseline
심초음파당시와 비교하여 group 1에서 평균 13.9±
14.2cc 증가하였으며, group 2에서는 평균 27.4±
22.1cc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5) dobutamine 심초음파검사시 심근경색부위가 생

결

존심근(viable myocardium)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

는 group 1에서 14명중 5명, group 2에서는 31명중

1) 대상 45명의 환자는 남자 39명, 여자 6명이었으
며 나이는 평균 56.9±10.2세였다. 심근경색의 부위는
전벽의 경우 29명, 나머지 후벽 또는 측벽의 경우가

21명으로 group 2에서 유의하게 생존심근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도수가 높았다(Table 3).
6) dobutamine 심초음파시 peak dose(20ug/kg/

16명이었다. 심근경색증 발병후 Dobutamine 심초음파

Table 1. Influence of clinical parameters on the change of LVEDV during F/U period

를 시행하기 까지의 시간은 평균 5.5±3.9일이었으며
dobutamine 심초음파 후에 추적심초음파를 시행하기

Group 1
(n＝14)

Group 2
(n＝31)

까지의 시간은 평균 7.5±3.4개월이었다. 심근경색 관

Age(years)

55.2±10.3

57.7±10.2

련관동맥의 혈관재개(Revascularization)은 관동맥 성

Sex(male/female)

14/ 0

25/ 6

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32명,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시행

Anterior MI

11/14

18/31

NS

Non-Q MI

3/14

5/31

NS

한 경우가 7명이었고, 나머지 6명에서는 심한 협착이
관찰되지 않았다. 관상동맥질환의 범위(extent)는 1
혈관질환이 24명, 2 혈관질환이 10명, 3 혈관질환이
10명이었다.
2) 추적초음파검사시 좌심실 확장기말 용적이 증가
된 군(group 1)과 증가되지 않은 군(group 2)을 비교
했을 경우, 나이, 성별, 심근경색의 부위(전벽심근경색
의 빈도), non-Q 심근경색의 빈도, peak CK, peak

NS

Peak CK(U/L)

1805±1434

2000±1806

NS

Peak CKMB(U/L)

209.1±204.0

253.8±136.2

NS

Pre-MI angina

6/14

16/31

NS

Peak CK(U/L)

1805±1434

2000±1806

NS

9/14

23/31

NS

Reperfusion

F/U duration(months)
6.6±3.1
8.0±3.5
NS
Abbreviations；CK：creatinine kinase, F/U：follow-up,
LVEDV：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
MI：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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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luence of parameters in baseline echocardiography on the change of LVEDV during F/U period
Group 2
Group 1
(n＝31)
(n＝14)
EF(%)

45.8±12.7

53.0±11.1

WMSI

2.0± 0.5

1.8± 0.5

NS

95.3±28.5

100.4±27.2

NS

LVEDV(cc)

NS

LVEDD(mm)
53.9± 5.6
52.0± 5.4
NS
Abbreviations；EF：ejection fraction, F/U：follow-up,
LVEDD：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
LVEDV：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
WMSI：wall motion score index
Table 3. Influence of parameters in dobutamine echocardiography on the change of LVEDV
during F/U period
Group 2
Group 1
(n＝31)
(n＝14)
△LVEDV(cc) at
-1.3±17.7 -17.1±26.2 p<0.05
peak dose
△LVESV(cc) at
8.7±10.9 14.2±13.1 NS
peak dose
EF(%) at peak dose
56
61
NS
Infarct-zone viability
5/14
21/31
p<0.05
Abbreviations；EF：ejection fraction, F/U：follow-up,
LVEDV：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
LVESV：left ventricular end-systolic volume

Fig. 1. Prediction of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volume
change during follow-up period by dobutamine
echocardiography.

에 의해 좌심실의 기능이나 예후가 결정된다고 할 수있
다5,6). remodeling의 기전은 좌심실의 팽창과 심근경색
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심근의 비후등으로 설명될 수 있
으며, 예를 들어 좌심실압이 증가되게 되면 wall stress
가 증가되어 심근경색부위의 팽창(infarct expansion)
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infarct-related artery가
patent하게 되면 심근경색부위의 scar 형성을 촉진시
키므로써 infarct expansion이나 좌심실의 확장을 줄
일 수 있게 된다5,7,8).

min)시에 좌심실확장기말의 용적은 baseline 심초음

Infarct expansion은 심근경색부위의 크기가 증가하

파시와 비교하여 group 1에서 1.3±17.7cc 감소하였

는 것을 말하며, 주위로 심근의 괴사가 더 진행됨이 없

고, group 2에서 17.1±26.2cc 감소하여 group 2에서

이 경색부위가 팽창되고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다. Inf-

현저하게 많은 용적의 감소를 나타내었다(Table 3).

arct expansion은 muscle bundle간의 미끄러짐, 정상

7) dobutamine 심초음파시 baseline 심초음파시와

심근세포의 탈락, 괴사조직내의 조직의 소실등 여러 가지

비교하여 peak dose(20ug/kg/min)시에 좌심실확장기

과정에 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9) 이러한 infarct ex-

말의 용적의 변화로 추적검사시의 좌심실확장기말의

pansion의 정도는 preinfarction의 wall thickness와

용적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한편 infarct expansion

y＝0.726x-5.648(r＝0.65, p<0.05)(Fig. 1)

이 주로 심근경색증후 초기에 이루어지는 반면에 좌심

y；추적검사시의 좌심실확장기말의 용적-baseline

실의 경색부위가 아닌 생존해 있는 심근의 확장은 심

검사시의 좌심실확장기말의 용적

근경색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이 역시

x；dobutamine peak dose시의 좌심실확장기말의
용적-baseline 검사시의 좌심실확장기말의 용적

remodeling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좌심
실의 확장이 심박출량의 유지를 위한 보상기전이 될 수
있으나 life-threatening ventricular arrhythmia의 가

고

안

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후 관찰할 수 있는 좌심실

좌심실의 remodeling은 심근경색부위 뿐만 아니라

의 remodeling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급성심근

다른부위까지 포함하여 좌심실의 크기, 모양, 심근의

경색증 환자의 장기 예후 및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

두께 등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이와같은 remodeling

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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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좌심실의 기능부전을 보이

dobutamine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근경색부위의 생

는 경우 첫 번째로 괴사된 심근을 생각할 수 있으며,

존유무를 평가하여 생존심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두번째로는 심근의 생존상태는 유지되나 일시적인 심

되는 군에서 확장기말용적지수(end-diastolic volume

근의 허혈에 의한 심근의 기능부전상태(myocardial

index)가 추적관찰기에 점차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stunning, 기절심근)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은 기절

여 보고한 바 있다.

심근을 판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침습적, 침습적인

본 연구에서도 dobutamine 심초음파도로 심근경색

진단방법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중 dobutamine 심초음

부위의 생존유무를 평가하여, 추적기간중 좌심실용적

파는 최근들어 급성심근경색증에서의 유용성이 보고

이 증가한 군과 증가하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증가

되고 있다11). 즉 기저상태(baseline)에서 운동이 저하

하지 않은 군에서 의의있게 심근경색부위가 생존한 것

된 심근에서 dobutamine 등의 inotropic agent를 투여

으로 판단된 빈도수가 높았다. 그런데 상기의 연구들

하여 심근운동이 호전되는 것을 관찰하여 향후 수 개월

의 문제점은 좌심실의 용적변화를 정성적으로 예측하

이내에 심근운동이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측하고

는 데에 그쳤고 정량적인 예측은 제시된 바가 없었다.

자 하였고 실제로 dobutamine 심초음파가 상기와 같

또한 dobutamine 심초음파도의 생존심근 유무의 판단

은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진단방법으로 유용하고

은 판독자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정확성에 차이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고 등12)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좌심실의 용적변화

의해 임상적 유용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색부위심근의 바깥쪽에 생존심근이

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즉,

섞여있을 경우 dobutamine 심초음파에서 심근운동이

급성심근경색증후에 dobutamine 심초음파를 시행하는

호전되더라도 수개월 후에도 안정시 심근운동이 회복

동안의 좌심실 용적의 변화가 향후 추적기간중의 용적

되지 않을 수 있는데13,14,15), 스트레스 상황에서 cate-

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설을 본 연구

cholamine의 분비에 의해 좌심실 바깥쪽 벽의 운동이

에서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dobuta-

회복되어 전체적인 좌심실 수축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

mine 심초음파상의 좌심실 확장기말 용적의 변화가 관

으며, 좌심실의 모양과 크기의 변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동맥질환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22)가 있으며,

있어 infarct expansion이 방지되고 심부전이나 사망율

기절심근 등에 의한 좌심실의 국소기능부전이 dobut-

의 감소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다16,17,18). 따라서 급

amine에 의해 호전되며 이와같은 국소적인 벽운동의

성심근경색증 환자에서 low-dose dobutamine 심초

변화가 전체적인 좌심실의 용적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

음파가 안정시 심근운동의 회복 뿐만 아니라, 좌심실의

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dobutamine

remodeling에 대한 예측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

투여중의 좌심실 확장기말의 용적변화와 추적기간중의

보고자 하였다.

좌심실 확장기말의 용적변화를 linear regression으로

급성심근경색증후 심근의 생존여부가 향후 좌심실의

분석한 결과 dobutamine 투여중의 좌심실 확장기말의

remodeling유무를 판정하는 예측도구가 되리라는 연

용적변화로 향후 추적검사시의 용적변화를 예측할 수

19)

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즉, Ito 등 은 급성심근경색증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remodeling의 정량적인 예측을

환자에게 재관류를 시키고 myocardial contrast ech-

해볼 수 있었다.

ocardiography를 시행하여 no reflow를 보이는 환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관상동맥의 혈관재개(revas-

들에서 좌심실 확장기말 용적이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

cularization)이 이루어지기 전에 dobutamine 심초음

을 관찰한 바 있으며, Kim 등20)은 심근경색증환자의

파를 시행한 관계로 심한 관상동맥의 협착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부위에서 coronary flow reserve를 구하여

에는 low dose의 dobutamine을 투여시에는 좌심실

coronary flow reserve가 1.3 미만인 군과 1.3 이상

용적이 감소하였다가 peak dose의 dobutamine을 투

인 군에서 3개월 후의 좌심실용적의 변화에 있어 차이

여시에 좌심실의 용적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21)

가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Bolognese 등 은

와 같은 dobutamine 심초음파의 biphasic respons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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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예측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관류치료유무, 추적심초음파까지의 시간등 임상적 변

그러나 임상적으로 dobutamine 심초음파는 혈관재개

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

를 시행하기 전에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기와 같은

았다.

오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통

2) baseline 심초음파상의 변수들을 group 1과 gr-

계적으로 의의있는 linear regression관계가 유출되었

oup 2에서 비교하였을 때, 심실구혈율, wall motion

으므로 dobutamine 심초음파가 좌심실의 remodeling

score index, 좌심실의 확장기말 직경, 좌심실의 확장

을 예측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

기말 용적 등에 있어 양 group간에 통계적으로 의의있

라 생각된다.

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추적초음파시 확장기말 좌심실용적은 baseline

요

약

심초음파당시와 비교하여 group 1에서 평균 13.9±
14.2cc 증가하였으며, group 2에서는 평균 27.4±

연구배경：

22.1cc 감소한 소견을 보였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후 점차로 좌심실이 확장

4) dobutamine 심초음파검사시 심근경색부위가 생

되고 심한 경우 류(aneurysm)형성을 하게되는 소위,

존심근(viable myocardium)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remodeling의 과정은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

는 group 1에서 14명중 5명, group 2에서는 31명중

고되고 있으며 장기 예후 및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

21명으로 group 2에서 유의하게 생존심근이 있다고

는 요인이 되겠다. 이와 같은 remodeling의 예방 및

판단되는 빈도수가 높았다.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의

5) dobutamine 심초음파시 peak dose(20ug/kg/

예측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remodeling 여부를

min)시에 LVEDV은 baseline 심초음파시와 비교하여

미리 예측하는 것이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향후 장기

group 1에서 1.3±17.7cc 감소하였고, group 2에서

적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

17.1±26.2cc 감소하여 group 2에서 현저하게 많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심근경색후 Dobutamine 심

용적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초음파가 향후 좌심실의 remodeling에 대한 예측도구

6) 선형 회귀분석결과 Dobutamine 투여중의 LVE
DV의 변화정도는 추적검사시의 LVEDV의 변화정도를

로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되었다. LVEDV(F/U)-

심근경색후 2～7일에 dobutamine 심초음파(base-

LVEDV(baseline)＝0.726[LVEDV(dobutamine)-

line, 5, 10, 20μg/kg/min)를 시행하고, 관상동맥조영

LVEDV(baseline)]-5.648(r＝0.65, p<0.05)

술상 infarct-related artery가 patent한(의미 있는 협

결 론：

착이 없거나 revascularization을 시행하였던) 환자

Dobutamine 심초음파는 급성심근경색후 좌심실의

45명(남/여 39/6, 56.9±10.2세)을 대상으로 추적심초

remodeling에 대한 예측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

음파검사(추적기간 7.5±3.4개월)를 시행하여 baseline,

각된다.

dobutamine 투여중(20μg/kg/min), 추적검사시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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