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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arvedilol on Left Ventricular Function in
Elderly Patients with Congestive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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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nd and objectives：Neurohormonal compens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pathophysiologic aspects of congestive heart failure (CHF). There is recent clinical evidence that
beta blocker is beneficial in selected patients.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regarding the
effect of beta blocker on elderly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26 patients of CHF under
stable condition by conventional management were selected and were divided into two age
subgroup. Group 1 were more than 65 years (n=12) and group 2 were less than 65 years (n=14).
From 12.5 to 25 mg/day of carvedilol was given according to the clinical condition. The left
ventricular end diastolic dimension (LVEDD), left ventricular end systolic dimension (LVESD),
left ventricular volume index (LVVI), ejection fraction (LVEF), E/A ratio and E wave deceleration
time (EwDT) of mitral inflow doppler velocity were measured by echocardiographic examination
before and 3 months after carvedilol trial. Six-minute walk distance were also measured. Results：
Between before and after carvedilol treatment,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 of LVVI and significant increase of EF in group Ⅰ and group Ⅱ. The EwDT and 6 minute walk distance of both
group wer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arvedilol trial. The delta EF of group Ⅰ is smaller
than group Ⅱ (4.1±5.7 vs 9.7±10.0, p<0.05). Conclusion：When compared to younger patients
with CHF, the efficacy of carvedilol on LV function in aged patients was evident. Improved clinical
conditions would be expected by using carvedilol in elderly patients with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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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차단제 투여

서

론

최초 저용량의 carvedilol(12.5 mg/day)로 시작하
였으며 4주 후 약물의 부작용이 없으면 증량하여(25

심부전증에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발병 초기에 나

mg/day)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다. 기존에

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이 질환의 경과와

사용하고 있던 심근 수축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ACE

1)2)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근 수축력 감소 효

과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심부전증에서 베타 차단제 사

inhibitor 등은 가능한 사용하던 용량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용은 금기로 되어 있었으나, 신경 호르몬 활성화(neurohormonal activation)가 심부전증의 병태생리적 변

심초음파 검사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환자를 좌측 편위로 하여 흉골연 장축 단면도(par-

베타 차단제 투여가 증가된 교감신경계 작용을 억제하

asternal long axis view)에서 수축기말 및 확장기말

여 좌심실 기능을 호전시키고, 심부전증 증상을 감소

좌심실 내경을 측정하였다. 좌심실 유두근 부위의 흉

시키며,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

골연 단축 단면도(parasternal short axis view)에서

3-6)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좌심실 면적을 측정하고 심첨 4방도(apical 4 chamber

심부전증의 빈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
7)8)

view)에서 승모판륜부터 심첨부까지의 거리를 측정

고연령층에서는 심근의 노화현

하여 cylinder hemiellipsoid model에 의한 좌심실

상으로 이완기 심부전증이 차지하는 빈도가 높고, 혈

수축기 말 및 확장기 말 용적을 구하고, 이로부터 좌심

관 저항이 증가하며, 심근 에너지 대사에 변화가 나타

실 구혈률을 계산하였다.11) 심첨 4방도에서 간헐적

나는 등 그 발생 기전과 병태생리가 중장년층에서와

도플러 표본용적(pulsed doppler sample volume)을

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7) 따라서 베타 차단제의

확장기 승모판륜에 위치시켜 승모판 유입 혈류속도를

심부전증에 대한 효과도 고령층 환자에서는 중장년층

측정하여 E wave deceleration time을 구하였고 심

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

방 세동이 없는 경우(1군 9예, 2군 8예)에서 E파 와

나,4)8)9)10)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확실하지

A파의 최고 혈류속도를 측정하여 E/A ratio를 구하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전적 치료로 안정적인 임상

였다.

적으로 증가하는데,

경과를 보이는 고령 심부전증 환자에서 carvedilol의
추가적인 투여가 좌심실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과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6분 보행거리 측정
관절염, 척추질환 등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한 20예(1군 9예, 2군 11예)에서 환자의 운

대상 및 방법

동능력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걸음걸이로 50미터의
직선 복도를 왕복하면서 6분간 걷도록 하여 그 거리

대 상

를 측정하였다. 모든 검사는 carvedilol 투여 전과 투

1999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건국대학교 의료
원 민중병원 내과에서 심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최소

여 3개월 후에 각각 시행하여 그 값을 서로 비교하
였다.

6개월 이상 심근 수축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ACE
inhibitor등의 치료로 안정적인 임상경과를 보이는 26

통계 처리

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층 환자를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군내에

1군(12예), 그 이하의 중장년층 환자를 2군(14예)으

서 치료 전후 평균값의 비교는 paired Student’
s t

로 구분하였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만성 폐쇄성

test를 이용하였고, 1군과 2군간의 비교는 unpaired

폐 질환 등의 베타 차단제에 대한 금기가 있는 경우는

Student’
s t test를 이용하였으며 p값이 0.05이하이

제외하였다.

면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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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122.2±25.3/78.0±23.2 mmHg와 차이가 없었

결

과

고 심박동수도 1군에서 88.4±23.6회/분으로 2군의
89.2±21.5회/분과 차이가 없었다(Table 1).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성
26예의 대상 환자 중 1군은 12예(남자 5, 여자 7

좌심실 기능에 대한 Carvedilol의 효과

예)로 평균 연령은 75.1세였으며 2군은 14예(남자 8,

1군에서 carvedilol투여 전후의 좌심실 확장기말 내

여자 6예)로 평균연령은 57.8세였다. 동반된 질환을

경은 6.4±1.2/5.9±1.3 cm, 수축기말 내경은 5.1±

보면 고혈압, 심근경색증은 1군에서 많았고, 확장성 심

1.1/4.8±1.4 cm으로 모두 차이가 없었고(Table 2),

근증, 심방세동은 2군에서 많았으나, 판막질환, 당뇨

2군에서는 확장기말 내경이 7.0±1.5/6.3±1.4 cm으

병은 서로 비슷하였다(Table 1). 수축기와 확장기 혈

로 투여 전후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수축기말 내경은

압은 1군에서 127.5±13.8/79.2±18.7 mmHg로 2

5.8±1.3/4.9±1.1 cm으로 carvedilol 투여 후에서 의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n Group
Ⅰ and Group Ⅱ
Characteristics
Age

Group Ⅰ (n=12) Group Ⅱ (n=14)

미있게 감소하였다(p<0.05)(Table 2). Carvedilol 투
여 전후의 좌심실 용적지수는 1군에서 118.5±92.9/
99.5±81.7 ml/m2, 2군에서는 145.3±81.2/119.4±

75.1±6.8

57.8±5.8

Male

5 (41.7%)

8 (57.1%)

Female

7 (58.3%)

6 (42.9%)

MR

7 (58.3%)

8 (57.1%)

Dilated CMP

3 (25.0%)

6 (42.9%)

Hypertension

3 (25.0%)

2 (14.3%)

Previous MI

2 (16.7%)

0 (00.0%)

Diabetes mellitus

2 (16.7%)

2 (14.3%)

E wave deceleration time은 1군에서 151.0±46.8/

Atrial fibrillation

3 (25.0%)

6 (42.9%)

173.6±39.8msec, 2군에서 182.7±101.6/210.4±

65.3 ml/m2로 양군 모두에서 투여 후 유의한 감소를

Sex

보였으며(p<0.001, p<0.0001)(Table 2), 좌심실 구
혈율은 1군에서 46.1±20.1/50.2±15.0, 2군에서는
42.7±19.2/52.4±17.5로 양군 모두에서 투여 후 의

Associated
condition

미있게 증가하였다(p<0.05, p<0.05)(Table 2). E/A
ratio는 carvedilol 투여 전후에 1군에서 2.0±2.4/
2.6±2.1, 2군에서 1.0±1.2/1.2±1.0으로 양군 모두 투
여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able 2),

Blood pressure

126.3 msec으로 양군 모두에서 투여 후 유의한 증가

Systole (mmHg)

127.5±13.8

122.2±25.3

Diastole (mmHg)

79.2±18.7

78.0±23.2

를 보였다(p<0.05, p<0.05)(Table 2).

Heart rate (/min)
88.4±23.6
89.2±21.5
MR：mitral regurgitation, CMP：cardiomyopathy
MI：myocardial infarction

운동능력에 대한 carvedilol의 효과
6분 보행거리는 1군에서 carvedolol 투여 전 388.4±

Table 2. Effects of 3 month treatment of carvedilol on the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and 6-minute walk distance in Group Ⅰ and Group Ⅱ
Group Ⅰ
LVEDD (cm)
LVESD (cm)
LVVI (ml/m2)
EF (%)
E/A ratio
EwDT (msec)

Group Ⅱ

Baseline

Carvedilol

p

6.4± 1.2

5.9± 1.3

NS

Baseline
7.0±

1.5

5.8±

1.3

Carvedilol

p

6.3±

1.4

NS

4.9±

1.1

5.1± 1.1

4.8± 1.4

NS

118.5± 92.9

99.5± 81.7

<0.001

145.3± 81.2

119.4± 65.3

46.1± 20.1

50.2± 15.0

<0.05

42.7± 19.2

52.4± 17.5

2.0± 2.4

2.6± 2.1

NS

151.0± 46.8

173.6± 39.8

<0.05

1.0±

1.2

182.7± 101.6

1.2±

<0.05
<0.0001
<0.05

1.0

NS

210.4± 126.3

<0.05

6 minute walk (m)
388.4± 78.6
454.6± 60.7
520.6± 85.6
<0.001 456.6± 74.1
<0.001
LVEDD：left ventricular end diastolic dimension, LVESD：left ventricular end systolic dimension, LVVI：left ventricular
volume index, EF：ejection fraction, EwDT：E wave decel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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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change (Δ) of echocardiographic parameters and 6-minute walk distance by
carvedilol treatment in Group I and Group II

함으로써, 세포 독성을 차단하여 심근 보호가 가능하

Change

Group Ⅰ

Group Ⅱ

p

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관한 다

ΔLVVI

19.1±27.4

25.9±26.6

NS

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6) 그러나 대부분

4.1± 5.7

9.7±10.0

<0.05

의 연구는 비교적 연령이 낮은 중장년층 환자를 대상

NS

으로 하였는 바, CIBIS-Ⅱ14)와 US Heart Failure

ΔEF

Δ6 minute walk (m) 66.3±52.1 64.1±58.8
LVVI：left ventricular volume index
EF：ejection fraction

고 좌심실 기능을 향상시켜 양호한 임상경과와 예후

Trials Program5)에서 대상환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61세와 59세로 모두 중장년층이었다. 심부전증 발생

78.6m에서 투여 후 454.6±60.7m로 의미있게 증가하

빈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였으며(p<0.001), 2군에서도 투여 전 456.6±74.1 m

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령 심부전증 환자에서 베타

에서 투여 후 520.6±85.6 m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차단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p<0.001)(Table 2).

고령 심부전증의 특성
좌심실 기능과 운동능력에 대한 Carvedilol 효과의 연령에
따른 비교

초기 심부전증에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심장에
과부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작용이 나타나는데,

Carvedilol 투여 전후에서 각 지표들의 변화(delta)를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고령층 심부

1군과 2군에서 비교해 보았다. 좌심실 용적지수 변화

전증은 중장년층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7) 고령

는 1군에서 19.1±27.4로 2군의 25.9±26.6과 차이가

화에 따라 나타나는 순환기계의 병태 생리적 변화를

없었으나, 좌심실 구혈율 변화는 1군에서 4.1±5.7,

보면, 첫째, 베타 수용체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소하여

2군에서 9.7±10.0으로 2군에서 의미있게 증가되어

심박동 수와 좌심실 수축력의 증가가 둔화되고 베타 2

있었다(p<0.05)(Table 3). 6분 보행거리 변화는 1

수용체 자극에 의한 혈관 확장 작용도 감소한다.15) 둘

군에서 66.3±52.1, 2군에서 64.1±58.8로 서로 차

째로 혈관 벽에 collagen과 섬유조직 등이 침착되어 혈

이가 없었다(Table 3).

관 벽 탄성을 잃게 되면 혈관 벽의 stiffness가 증가하
면서 좌심실 후부하가 증가하고 심장 자체의 노화현상

고

안

에 의해 좌심실의 수축기능과 함께 compliance도 감
소하여 이완기능에 지장을 주게 된다.16)17)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 심부전증 환자에서 베타 차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심근 에너지 대사과정

단제가 좌심실의 수축기 및 확장기 기능과 운동 능력

의 변화로 인하여 심장에 필요한 만큼의 ATP 형성에

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알려진 바와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심장기능 수행에 장애가 발생

같이 심부전증 초기에 증가된 neurohormonal activity

하며,7) 마지막으로 약물에 대한 약리 및 약동학적 변

는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유지하여 감소

화 때문에 약물의 효과가 중장년층과 다르게 나타난

된 좌심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

다.16)17) 65세 이후 고령 심부전증의 50% 이상에서 이

1)

해준다.

그러나 이 보상 기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완기 심부전증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있고, 고

증가된 neurohormonal activity는 말초혈관을 수축시

혈압, 관동맥 질환, 승모판 폐쇄 부전증을 비롯한 판

키고 세포 파괴나 비대를 촉진하며 심근허혈과 부정

막질환의 빈도도 높은 반면, 비 허혈성 확장성 심근증,

맥을 유발하고 수액저류를 일으켜 오히려 심부전증에

제한성 및 비후성 심근증은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종래에는 베타 차단제가

보고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도 고혈압과 심근경색증

지니고 있는 심근 수축력 감소 효과로 인하여 심부전

은 고연령군에서 많았던 반면, 확장성 심근증, 심방세

증에는 금기로 되어있었으나, 최근 들어 베타 차단제

동은 중장년군에서 많았다. 판막잘환이나 당뇨병을 동

를 사용하여 증가된 neurohormonal activity를 억제

반한 경우는 양 군에서 서로 비슷하였다.

12)13)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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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실 기능 및 운동 능력에 대한 Carvedilol의 효과

class 4의 심부전증에서 carvedilol 투여 후 6분 보행

Carvedilol은 비선택적 베타 수용체 차단제로서 베

거리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6분 보행

타 1, 베타 2 수용체와 알파 1 수용체 차단효과를 나

거리는 고연령군과 중장년군 모두에서 carvedilol 투

타내며, 항 산화작용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는 약물이

여 후 유의하게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 연령에 관계없

19)

알파 및 베타 수용체 차단은 심장 부하와 심근

이 심부전증 환자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향상됨을 알

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켜 항 허혈작용을 나타내고,

수 있었다. Carvedilol 투여 전 수축기말 및 확장기말

교감신경 활성화로 인한 심근 독성작용을 차단하며, 심

좌심실 내경 확장은 고연령군에서 현저하였고, 투여

근 세포의 베타 수용체를 상향(up regulation)시키고,

후에는 양 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중

혈관 확장 작용으로 말초저항을 감소시키며, 혈중 en-

장년군의 수축기 말 내경만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

다.

2)3)19)

항 산화작용은 심

였는데, 이는 Macdonald등9)이나 Campomolla등20)의

부전의 진행과 관련된 심근세포 손실을 방지할 수 있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

는 효과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carvedilol은 심부전

이 수축기보다는 이완기 심부전증의 빈도가 고연령군

증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좌심실 기능과 운동 능

에서 더 높고, 양 군 환자구성의 차이, 즉 고연령군에

dothelin 농도를 감소시킨다.

5)9)14)

력을 향상시키며 사망율을 감소시킨다.

Campo-

서 심근경색증이나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molla등20)과 Di Lenarda등21)은 24예와 30예의 만성

점등이 중장년군에 비해 고연령군에서 수축기능 증가

심부전증 환자에서 6 내지 12개월간의 carvedilol 투

가 둔화되는 이유로 추정되나, 보다 확실한 연구가 필

여 후 수축기 및 이완기 좌심실 기능이 향상된다고 하

요하다.

22)

였고, Sanderson등 은 25예의 만성 심부전증 환자
를 대상으로 12주간 carvedilol과 metoprolol을 투여

연령에 따른 Carvedilol 효과의 차이

하여 좌심실 용적과 구혈율, NYHA class등이 호전됨

노화로 인한 심혈관계 변화로 인하여 심부전증의 양

을 관찰하였는데, 그 정도는 carvedilol에서 더욱 뚜렷

상이 고연령층에서는 중장년층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9)

하다고 하였으며, Macdonald등 은 NYHA class 4의

따라서 베타 차단제의 효과도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환자에서 3개월간의 carvedilol 투여 후 좌심실 내경

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4)8)9) 이에 대한 연구는

이 감소하고 좌심실 구혈율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본

아직까지도 뚜렷하지 않다. Cintron등10)의 Beta-Bl-

연구에서 좌심실 용적 지수와 좌심실 구혈률은 고연

ocker Evaluation of Survival Trial(BEST) 연구에

령군과 중장년군 모두에서 carvedilol 투여 후 호전되

서 연령에 따르는 베타 차단제 효과의 차이에 대한 보

는 결과를 보였으며, EwDT 역시 양 군 모두에서 유의

고에 의하면 65세 이후의 심부전증 환자에서 bucin-

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전 심의 수축기 및

dolol 투여 후 좌심실 구혈율 증가는 4.9로 65세 이전

확장기 기능에 대한 carvedilol의 효과가 연령에 관계

환자의 5.9에 비해 의미있게 적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없이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

에서 좌심실 구혈율의 증가는 중장년군에서 더 현저하

다.7)18) E/A ratio는 양 군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통

였고, 좌심실 용적지수 감소와 6분 보행거리 증가는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는데, 이는 심방세동이 있는 경

양 군에서 차이가 없어 좌심실 수축기능 호전에 대한

우가 제외되어 증례수가 더욱 적어졌기 때문이거나,

carvedilol의 효과는 중장년군에서 뚜렷하였으나, 운동

혹은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완기

능력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심

기능 변화와 중복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

부전증에 대한 베타 차단제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다

며, 향 후 많은 증례를 통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

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 기전은

으로 생각된다. 전반적 심장기능 평가를 위한 운동능

고령화에 의해 나타나는 순환기계의 병태생리적 변화

력 검사의 지표로 6분 보행거리 측정이 흔히 사용되

때문에 베타 차단제 효과도 따라서 감소되는 것을 가

고 있다. Sanderson등22)은 심부전증 환자에게 12주

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

간 metoprolol이나 carvedilo을 투여하면 6분 보행거

급한 대로 중장년군에 비해 고연령군에서 수축기능 증

리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Macdonald등9)은 NYHA

가가 둔화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일수도 있어,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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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작용이 없으면 증량하여 3개월 이상 투여하였고 기존
에 사용하고 있던 심근 수축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문제점과 의의

등은 가능한 계속 사용하였다. 심초음파 검사는 흉골연

증례수가 24예로 비교적 적어 충분한 비교 관찰에

장축 단면도에서 수축기말 및 확장기말의 좌심실 내

한계가 있었으며, 심초음파 검사상 관찰자내, 혹은 관

경을 측정하였고, 심첨 4방도에서 승모판륜부터 심첨

찰자간 차이(intra or interobserver variation)를 고

부까지의 거리와 좌심실 유두근 부위의 흉골연 단축

려하지 않아 측정 오차를 배제할 수 없었다. 사용한

단면도로부터 cylinder hemiellipsoid model을 이용

carvedilol의 일일 용량이 최고 25 mg으로 제한되어

하여 좌심실의 수축기 말 및 확장기 말 용적, 좌심실 구

있어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충분한 베타 차단제

혈률을 계산하였다. 심첨 4방도에서 승모판 유입 혈류

효과를 얻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속도를 측정하여 E/A ratio와 E wave deceleration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 심부전증 환자에서

time을 구하였다. 50미터의 직선 복도를 가능한 빠르

carvedilol 투여는 중장년층에 비해 좌심실 구혈율 증

게 왕복하면서 6분간 걷도록 하여 6분 보행거리를 측

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되어 있음에도 불구

정하였다. 모든 검사는 carvedilol 투여 전과 3개월

하고, 전반적인 좌심실 기능을 호전시키고 양호한 임

후에 각각 시행하여 그 값을 서로 비교하였다.

상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임을
시사해 준다.

결 과:
1군에서 carvedilol투여 전후의 좌심실 확장기말 내
경과 수축기말 내경은 차이가 없었고, 2군에서는 확장

요

약

기말 내경은 차이가 없었으나 수축기말 내경은 carvedilol 투여 후에서 의미있게 감소되어 있었다. Carv-

연구배경 :

edilol 투여 전후의 좌심실 용적지수는 1, 2군 모두에

심부전증에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발병 초기에

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좌심실 구혈율은 양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이 질환의 경과

서 모두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E/A ratio는 양군 모두

와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경 호르몬 활성화

carvedilol 투여 전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neurohormonal activation)가 심부전증의 병태생리

으나, E wave deceleration time은 양군 모두에서 투

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베

여 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6분 보행거리는 양군

타 차단제는 매우 효과적인 심부전증 치료방법으로 인

모두에서 carvedilol투여 후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좌

정되고 있지만 고연령층에서는 심근의 노화현상으로

심실 용적지수 변화는 1군과 2군에서 차이가 없었으

인하여 그 발생 기전과 병태생리가 중장년층에서 발생

나, 좌심실 구혈율 변화는 2군에서 의미있게 증가되어

하는 심부전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저자들은 고

있었다. 6분 보행거리 변화는 양군에서 서로 차이가

전적 치료로 안정적인 임상경과를 보이는 고령 심부

없었다.

전증 환자에서 carvedilol의 추가적인 투여가 좌심실
의 수축기 및 이완기 기능과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 론:
고령 심부전증 환자에서 carvedilol 투여는 중장년
층에 비해 좌심실 구혈율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

대상 및 방법 :

소 감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좌심실 기

1999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건국대학교 의료

능을 호전시키고 양호한 임상적 경과를 기대할 수 있

원 민중병원 내과에서 심부전증으로 진단 받고 최소
6개월 이상 수축제, 이뇨제, 혈관 확장제, ACE inhibitor
등의 치료로 안정적인 임상경과를 보이는 26예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1군(12예),
그 이하의 중장년층을 2군(14예)으로 구분하였다. 저

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중심 단어：Carvedilol 심부전증 고연령.
이 논문은 200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용량의 carvedilol로 시작하였으며 4주 후 약물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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