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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한국인에서 승모판막륜의 도플러 심근영상으로
측정한 좌심실 이완기능 평가 지표의 연령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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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Left ventricular (LV) diastolic function can be evaluated by obtaining parameters from Doppler analysis of the mitral inflow, which are known to change with
increase in age. Pulsed Doppler myocardial imaging (DMI) analysis of mitral annular velocity
has been proposed as a more accurate method for evaluation of LV diastolic function. This study
sought to find out the age-associated changes in parameters of LV diastolic function acquired
from pulsed DMI analysis of the mitral annulus in a large group of heathy Korean adults.
Materials and Methods：Two hundred and eighty-nine apparently healthy Korean subjects
who visited the Center for Health Promotion for routine health checkup were studied. All went
through pulsed DMI by echcardiography for acquisition of velocities in the septal, lateral, anterior,
and inferior annuli of the mitral valve. Peak early diastolic velocity (Em), peak late diastolic
velocity (Am), and their ratio (Em/Am) were obtained and their correlation with age was evaluated. Doppler flow analysis of mitral inflow was also performed. Peak early and late diast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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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velocity (E and A), deceleration time (DT) and isovolumic relaxation time (IVRT) were
assessed and their relationship with increase in age was also evaluated. Results：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5.7±10.9. Em velocities of all portions of mitral annulus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age, showing continuous decline with increase in age (R＝-0.60, -0.58, -0.59,
-0.58 for septal, lateral, anterior and inferior annuli, respectively, p<0.01). Am velocities showed
a significant but minimal increase with increase in age in all of the sampled positions. Em/Am
ratio also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similar to the change in Em velocities. The A velocity
and E/A ratio obtained from mitral inflow Doppler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and DT
and IVR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increase in age. Conclusion：Parameters of left
ventricular diastolic function evaluated by pulsed DMI show significant changes that correlate
well with increase in age. This supports the finding that left ventricular diastolic function
continuously declines with increase in age.
KEY WORDS：Diastolic function·Doppler myocardial imaging·Aging·Normal.

좌심실의 이완기능은 관상동맥질환이 발현할 때 수

으나10)11) 정상인에서의 승모판막 유입 혈류의 변화 양

축기능에 앞서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능동적인

상과 같이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 이에

기능으로 고혈압 환자에서도 저하되어 있음이 자주 발

본 연구에서는 289명의 정상 한국인에서 연령 증가에

견되며 심부전 환자 중 30%에서는 수축기능의 변화 없

따라 좌심실 이완기능의 지표로 전부하나 맥박수 등에

이 이완기능의 저하만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도 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승모판막륜의 도

견되고 있다.1-3) 좌심실의 이완기능을 평가하는 데에

플러 심근영상 지표의 변화 양상을 승모판막륜 여러 부

사용되어 온 고전적인 방법은 승모판 유입 혈류의 도플

위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도플러 심근영상을 시행하는

4)5)

러 영상에서 얻어지는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승모판막륜 여러 부위의 이완기 운동 속도를 비교하여

그러나 이 지표들은 좌심실의 전부하 상태나 맥박수 등

좌심실의 이완기능 평가시 위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근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는 컬러 M-mode나 심근 도플러 영상 등을 이용하여

재료 및 방법

얻어지는 지표들에 관해 관심이 높아져 그에 대한 연구
6)7)

가 지속되어 왔다.

정상인에서도 좌심실의 이완 기능은 연령에 따라 변

대 상

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승모판 전/후기 유입혈류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삼성서울병원 건

속도와 그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밝

강의학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시행받은 363명의

혀져 있다.8)9)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승모판 유입 혈

건강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문진과

류의 도플러 영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표들은 항구적

신체검진 상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고혈압과 당

이지 못하여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

뇨병,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수진자들이었으며

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상인에서 좌심실 이완기능의

검진당일 측정한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근 도플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대

러 영상에서 얻어지는 승모판륜의 이완기 운동 속도의

상자 289명을 선정하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대상자들을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소규모

연령을 기준으로 30대(30～39세), 40대(40～49세),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역시 연령증가에 따

50대(50～59세), 60대(60～69세), 70대(70세 이상)

라 좌심실의 이완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의 다섯 군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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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검사

관계수 R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E, A, E/A 비율,

대상자 전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DT, IVRT의 연령군별 평균을 구하였고 각 연령군간의

좌측 측와위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에 사

차이와 연령 증가와 각 값의 연관성을 같은 방법을 이

용된 장비는 ATL HDI-5000(ATL Ultrasound, WA,

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평균±표준편차와 R값으로

USA)이었고 2～4 MHz의 광역 주파수 탐침자를 사용

표시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계

하였다. 승모판막륜의 도플러 영상은 심첨부 4-cha-

학적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mber와 2-chamber 영상에서 시행하였으며 pulsed

결

도플러를 이용하여 sample volume(폭 4 mm)을 4-

과

chamber 영상에서는 승모판막륜의 심실중격부위와 외
측부위에, 2-chamber 영상에서는 승모판막륜의 전측부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5.7±10.9세였으며 남자와

위와 하측부위에 위치시켰다. 각 부위에서 이완기 초기

여자의 비율은 222：67이었다. 연령군별 대상군 분포는

의 최고 운동 속도(Em), 이완기 말기의 최고 운동 속도

30대군이 12명, 40대군이 98명, 50대군이 72명, 60 대

(Am), 그리고 그 비율(Em/Am)을 구하였다. 이어 심첨

군이 75명, 그리고 70대군이 32명이었다. Table 1은 각

부 4-chamber 영상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의 pulsed

연령대별 평균연령과 성비, 좌심실 이완기 내경과 좌심

도플러 영상을 통해 이완기 초기와 이완기 말기의 혈류

실 구혈율, 그리고 좌심방의 크기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

최고 속도(E, A)와 그 비율(E/A)을 구하였고 이완기 초

며 각 연령군 사이에 이들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기 혈류 속도의 감소 시간(deceleration time, DT)과

의하지 않았다.

등용성 이완시간(isovolumic relaxation time, IVRT)

승모판막륜의 심근 도플러 영상 결과

을 구하였다.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심초음파 자료로는
좌심실 수축기능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M-mode에

승모판막륜 각 부위의 평균 이완기 운동속도는 Table

서 좌심실 이완기 내경과 좌심실 구혈율을 측정하였으며

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측부위의 Em값이

좌심방의 크기를 함께 구하였다.

9.8±3.0 cm/sec로 기타 부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음

분 석

Table 2. Mean diastolic mitral annular velocities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in various positions and their difference

대상자들에서 승모판막륜 각 부위의 Em, Am, Em/

Velocities

Septal Lateral Anterior Inferior

p

Am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부위별 이완기

Em (cm/sec) 7.0±2.1 9.8±3.0 8.0±2.7 7.8±2.6 <0.01

운동속도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

Am (cm/sec) 9.7±1.8 9.9±2.2 9.5±2.2 11.1±2.1 <0.01

석하였다. 각 연령군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Em/Am
0.7±0.2 1.1±0.4 0.9±0.4 0.7±0.3 <0.01
P values calculated by one-way ANOVA. Em, peak
early diastolic velocity：Am, peak late diastolic velocity：Em/Am, ratio of Em and Am.

연령군간의 차이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하였고
연령 증가와 이 값들의 변화의 연관성은 Pearson의 상

Table 1. Demographic data and basic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of study subjects
Parameters

All

Age limits
N
Mean age
M：F

30s

40s

50s

60s

70s
70-

30-39

40-49

50-59

60-69

289

12

98

72

75

32

55.7±10.9

36.3±2.6

45.8±2.4

54.2±3.2

65.1±2.7

74.3±4.2

222：67

9：3

75：23

64：8

51：24

23：9

LVEDd (mm)

49.6± 4.5

49.9±5.9

49.7±5.0

49.9±3.7

49.2±4.0

49.9±5.4

LVEF (%)

67.7± 7.9

64.6±6.1

67.6±8.4

67.2±7.8

67.9±7.7

69.7±7.9

LAd (mm)
36.5± 4.8
35.7±5.9
36.0±4.3
37.0±5.7
36.6±5.7
37.3±4.8
NS for all p values of difference in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between groups, one-way ANOVA. LVEDd, mean
left ventricular end-diastolic dimension (M-mode)：LVEF, mean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M-mode)：LAd,
mean left atrial dimension (M-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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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and correlation in mean diastolic mitral annular velocities with age in various portions of the mitral
annulus
Sample volume position

30s

40s

50s

Em (cm/sec)

10.2±3.5

8.2±1.8

6.7±1.3

Am (cm/sec)

10.1±1.7

9.5±1.7

9.6±1.7

1.0±0.4

0.9±0.2

0.7±0.2

13.1±4.0

11.4±2.9

Am (cm/sec)

8.3±1.3

Em/Am

1.7±0.8

Em (cm/sec)
Am (cm/sec)
Em/Am

60s

70s

R

5.9±1.8

5.2±1.1

-0.60*

10.0±2.0

10.1±1.6

0.06

0.6±0.2

0.5±0.1

-0.60*

9.7±2.2

8.6±2.2

7.1±1.7

-0.58*

9.7±2.3

9.6±2.0

10.6±2.7

10.2±1.5

0.19*

1.2±0.4

1.1±0.4

0.9±0.3

0.7±0.2

-0.53*

11.8±3.3

9.3±2.7

8.1±1.9

6.7±2.0

5.3±1.2

-0.59*

8.2±1.9

8.9±1.9

9.7±2.5

10.0±2.1

9.8±2.2

0.22*

1.6±0.6

1.1±0.4

0.9±0.3

0.7±0.3

0.6±0.1

-0.57*

Septal mitral annulus

Em/Am
Lateral mitral annulus
Em (cm/sec)

Anterior mitral annulus

Inferior mitral annulus
Em (cm/sec)

11.3±4.8

9.2±2.5

7.8±1.8

6.5±1.9

5.6±1.2

-0.58*

Am (cm/sec)

10.0±2.1

10.9±2.0

10.9±2.1

11.5±1.9

11.1±2.2

0.14*

-0.57*
Em/Am
1.2±0.7
0.9±0.2
0.7±0.2
0.5±0.2
0.5±0.1
R values represen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p<0.01. Em, peak early diastolic velocity：Am, peak late diastolic velocity：Em/Am, ratio of Em and Am

Fig. 1. Correlation between age and septal mitral annular Em velocity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Fig. 2. Correaltion between age and septal mitral annular Am velocity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속도가 가장 낮은 부위는 심실중

각 연령군별로 이완기 승모판막륜 운동속도의 차이를

격부위 승모판막륜이었다. Em/Am 비율 역시 외측부위

살펴보았을 때 Em값은 모든 부위에서 연령군에 따라

승모판막륜에서 1.1±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one-way AN-

되었다. 연령군별 평균 이완기 승모판막륜 운동속도는

OVA, p<0. 01) 60대와 70세 이상군에서는 유의한 차

Table 3과 같다. 각 부위에서의 Em값과 Am값, 그리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m값은 연령군간에 유의한 차

고 Em/ Am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

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연령군별 Em/Am 비율 역시

였다. 모든 부위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Em

승모판막륜의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값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고(p<0.01) Am

(p<0.01) 심실중격부위에서는 30대와 40대군 사이에

값 역시 심실중격부위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감소를 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s. 1, 2 and 3은 연령

였으나 상관계수의 값은 0.5 미만으로 임상적인 유의성

별 승모판막륜의 심실중격부위, 그리고 Figs. 4, 5 and

은 떨어졌다(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 또한

6은 승모판막륜의 외측부위 Em, Am, Em/Am 값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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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age and septal mitral annular Em/Am ratio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Fig. 4.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ateral mitral annular Em velocity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Fig. 5.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ateral mitral annular Am velocity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Fig. 6. Correlation between age and lateral mitral annular Em/Am ratio acquired from doppler myocardial
imaging of mitral annulus.

Table 4. Age-associated change in data acquired from mitral inflow Doppler analysi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ge
Parameters

30s

40s

50s

60s

70s

R

E (cm/sec)

71.5±23.4

63.3±14.2

58.3±16.0

57.6±11.9

57.8±12.9

-0.22

A (cm/sec)

47.9±11.1

54.9±12.2

59.4±13.9

71.1±16.5

82.6±14.6

0.61

1.5± 0.5

1.2± 0.3

1.0± 0.4

0.8± 0.3

0.7± 0.2

-0.56

E/A
DT (msec)

224±77

232±59

257±67

271±56

286±56

0.34

IVRT (msec)
94±13
100±19
109±20
115±18
124±25
0.45
R values represen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p<0.01 for all R values. E, peak early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A, peak late diastolic mitral inflow velocity：E/A,
ratio of E and A velocities：DT, deceleration time：IVRT, isovolumic relaxation time

포와 연령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기타 다른 부

다. 연령 증가에 따라 A값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E/A

위에서의 이완기 승모판륜 운동 속도의 분포도 이와 유

비율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연령 증가에 따른 E값의

사한 양상을 보였다.

변화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R값은 0.5 미만으로
임상적인 유의성은 떨어졌다. 또한 DT와 IVRT 모두 연

승모판막 유입 혈류 도플러 영상 결과

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승모판막 유입 혈류 도플러 영상에서 얻어진 연령군별

볼 수 있었으나 R 값은 0.5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연령

E, A값과 E/A, 그리고 DT와 IVRT 값은 Table 4 와 같

증가에 따른 A와 E/A 값의 분포와 상관관계는 Figs. 7

으며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

and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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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lation between age and peak A velocity
acquired from mitral inflow Doppler analysis.

Fig. 8. Correlation between age and E/A ratio acquired from mitral inflow Doppler analysis.

감안하여 볼 때 실제로 심실의 전부하나 맥박수 등에 의

고

찰

한 영향을 쉽게 받는 승모판막 유입혈류 속도와 그 변
화에 관한 자료를 항구적인 좌심실 이완기능을 대표하는

좌심실의 이완기능은 고전적으로 심초음파를 통한

자료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상인에서 연

승모판막 유입혈류의 Pulsed 도플러 영상을 통해 비침

령 증가에 따른 좌심실 이완기능의 변화를 적절하게 평

4)5)

이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승모판막 유입혈류 자료의 한

통해 얻어진 지표들은 침습적인 좌심실 조영술이나 동위

계를 극복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승모판막륜 운동속도의

원소를 이용한 조영술 등에서 얻어진 지표들과 밀접한

도플러 심근영상에서 얻어지는 좌심실 이완기능의 지표

습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12)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모판

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막 유입 혈류의 속도와 그 변화량은 심실의 전부하 상태

승모판막륜 운동속도의 정상치와 연령 증가에 따른 변

나 맥박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또한 경도의 이

화에 관해서는 몇개의 소규모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손

완기능 장애를 보이면서 좌심방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등은 승모판막륜 운동속도의 전부하 연관성에 관한 연

경우 정상과 유사한(pseudonormal) 소견을 보일 수 있

구에서 약 6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실중격부

5)

승모판막륜에서 연령에 따른 운동속도의 변화를 확인

기 때문에 한계점이 인식되어 온 바 있다.

승모판막륜의 도플러 심근영상을 통한 좌심실 이완

하였으며10) Alam 등도 60여명에서 승모판막륜 여러

기능의 평가는 승모판막 유입혈류에서 얻어지는 지표

부위와 삼첨판막 외측륜의 운동 속도를 구하여 연령증

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가에 따른 변화를 보고하였다.11)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어 이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승모판

서 모두 연구 대상자의 수가 비교적 적었고 대상자 중 70

막륜의 이완기 운동속도는 심실의 전부하의 변화에 무

세 이상의 고령이 포함되지 않거나 부족하였으며 특히

10)

관하게 일정하다는 보고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후로

Alam등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연구대상자를 모두

도 승모판막 유입혈류에 비해 정상과 비정상 좌심실 이

하나의 군으로 묶어 분석을 시행한 바 이들의 결과를 통

완기능을 구분하는데 유용하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발

해 좌심실 이완기능의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에 대한 결

13)

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표되고 있다.

좌심실의 이완기능 변화에 대한 보고는 주로 관상동맥
14)15)

16)

구에서는 보다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

고혈압에 대한 연구 의 결과들이 주종

하여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을 이루며 연령증가에 따라 승모판막 유입 혈류의 E 값

289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앞선 연구자들의

은 감소하고 A 값은 증가하며 DT와 IVRT는 감소한

소규모 연구 결과를 추인해 보고자 하였다.

질환이나

다는 보고 등이 있어 왔으나 좌심실 이완기능의 연령별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정상인에서 승모판막륜 각

정상치에 대한 자료가 대규모 연구 결과로 확인된 것은

부위의 운동속도를 통해 알아본 좌심실의 이완 기능은

최근에 들어서이다.9)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한계점을

연령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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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승모판막륜의 운동속도를 이용한 좌심실 이완기능

자가 기타 군에 비해 소수였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본

의 평가시 연령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연구에서 승모판막륜의 이완기 운동 속도의 정상치를 유

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이완기 초기의 승모판막륜

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좌심실 이완기능을

운동 속도의 감소에 기인하며 이완기 말기의 승모판막

평가하는 지표들의 남녀간 차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연

륜 운동 속도 역시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그 변화

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진행되

량이 미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임상적인 상관관계는 미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소규모 연구들에서의 결

결론적으로, 승모판막륜 각 부위의 운동속도는 연령

과와 유사하며 이완기 말기의 승모판막륜의 운동이 주로

증가에 따라 변화하여 점진적인 좌심실 이완기능의 저하

좌심방의 수축을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연령

를 시사하여 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완기 초기의

증가에 따라 좌심방의 수축 기능의 저하는 좌심실 근육

승모판륜 운동속도의 저하에 의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의 이완기능 저하에 비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를 감안할 때 좌심실의 이완기능

생각할 수 있다. 한편 60대군과 70세 이상군에서 승모

평가시 연령군에 따른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

판막륜 모든 부위의 Em값에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로 보이며 특히 승모판막륜의 부위별로 운동속도에 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도플러 심근영상을 통해 이완기능을

가 있고 외측부위에서 가장 속도가 높으며 심실중격부

평가하는 데 있어 6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연령 증

위에서 가장 낮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

요

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약

승모판막 유입혈류의 도플러 영상에서 이완기 초기
와 말기의 혈류 최고 속도의 비는 정상적으로 1.0 이상

연구배경：

이며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정상인에서도 이 값은 40대

좌심실의 이완기능은 승모판 유입 혈류의 도플러 영상

이후에 1.0 이하로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8)

에서 얻어지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이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결

지표들은 정상인에서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

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승모판막륜의 심근 영상에서

져 있다. 심근 도플러 영상에서 얻어지는 승모판륜의 이

는 이완기 초기와 말기 운동속도의 비율이 1.0 이하로

완기 운동 속도는 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 영상보다 항

저하되는 연령대는 심실중격부위와 하측부위의 경우 40

구적인 이완기능의 지표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 얻어

대이며 외측부위의 경우는 60대에 접어들어야 이 비율

지는 지표들이 정상인에서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이

이 1.0 이하로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어 승모판막 유

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입혈류의 도플러 영상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승

에서는 정상 한국인에서 승모판막륜의 도플러 심근영

모판막륜의 각 부위별 이완기 운동속도를 살펴보면 이완

상 지표의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기 말기의 평균 최고 운동속도는 심실중격, 외측, 전측,

방 법：

그리고 하측부위에서 모두 10.0 cm/sec내외로 유사한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시

값을 보였으나 이완기 초기의 최고 운동속도는 외측부위

행받은 289명의 건강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

에서 가장 빠르고 심실중격부위에서는 가장 느린 양상을

상자 전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pulsed

보였다. 이완기 초기와 말기의 운동속도 비율의 차이는

도플러 심근영상을 이용하여 승모판막륜의 심실중격부위

이러한 이유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와 외측부위, 전측부위와 하측부위에서 이완기 초기의 최

와 같은 소견은 앞선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는

고 운동 속도(Em), 이완기 말기의 최고 운동 속도(Am),

11)

데,

아마도 좌심실의 외측부위가 다른 부위에 비해 기

그리고 그 비율(Em/Am)을 구하였다. 아울러 승모판

타 주변 조직과의 유착 또는 접촉면이 작아 운동이 비교

유입 혈류의 pulsed 도플러 영상을 통해 이완기 초기와

적 자유롭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완기 말기의 혈류 최고 속도(E, A)와 그 비율(E/A),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한점으로는 대상자의 대부

이완기 초기 혈류 속도의 감소 시간(deceleration time,

분이 남성이었다는 점과(77%) 30대군에 해당하는 대상

DT)과 등용성 이완시간(isovolumic relax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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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RT)을 구하였으며 모든 자료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와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5.7±10.9세였다. 승모판막
륜 도플러 심근 영상에서 모든 부위의 Em값과 Em/Am
값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Am값은 증가하는

10:246-70.

6) Garcia MJ, Thomas JD, Klein AL. New Doppler echoc7)
8)

경향을 보였다. 승모판막 유입 혈류 도플러 영상에서 A
값과 DT, IVRT값은 연령 증가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
9)

였고 E/A 비율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01).

결 론：
승모판막륜 각 부위의 운동속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인 좌심실 이완기능의 저하를 시사하는 양상으로

10)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이완기 초기의 승모판륜
운동속도의 저하에 의해 발생한다. 승모판막륜의 도플러
심근 영상을 통한 좌심실의 이완기능 평가시에는 연령에

11)

따른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좌심실 이완기능·도플러 심근 영상·정상
한국인·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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