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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에서 좌심실 유출로 구조의 변화가 이완기 좌심실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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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Geometry of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n Left Ventricular Diastolic
Transmitral Inflow Doppler Patterns
Sang-Yong Yoo, MD, Sung-Gyun Ahn, MD, Jung-Hyun Choi, MD, So-Yeon Choi, MD,
Myeong-Ho Yoon, MD, Gyo-Seung Hwang, MD, Seung-Jea Tahk, MD and Joon-Han Shin, MD
Department of Cardi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ackground：Aging i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ransmitral inflow velocity pattern. Cardiac geometry such as left ventricular

(LV) volume, mass and 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LVOT) was also changed with ag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act of
geometric change of LVOT on transmitral inflow velocity pattern excluding a factor of age. Methods：Healthy 115 (61 men, 37±15
years) individuals were enrolled. Echocardiography was performed to measure LV mass, thickness, left atrial (LA) size, aortoseptal angle (ASA), early (E) and late (A) transmitral inflow velocity, and deceleration time (DT). ASA was measured at mid-diastole in apical
long-axis view according to a method as the open angle between the edge of the interventricular septum and axis perpendicular to the aortic
annulus. The relation between transmitral inflow velocity pattern and LV geometric parameters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im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ransmitral inflow parameters with age and geometric parameters (ASA, LA size and LV mass index).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king into consideration age, ASA, LA size and LV mass index
showed that only age was an independent predictor for E, A, DT, and E/A ratio (r2=0.210, Beta coefficient (β)=0.459, p<0.001；r2=
0.427, β=0.654, p<0.001；r2=0.227, β=-0.476, p<0.001；r2=0.436, β=-0.661, p<0.001, respectively). But, excluding age, ASA was an
independent predictor for E, A, DT, and E/A ratio (r2=0.151, β=0.389, p<0.001；r2=0.294, β=0.542, p<0.001；r2=0.227, β=-0.476, p<
0.001；r2=0.260, β=0.509, p<0.001, respectively). Conclusion：ASA, a parameter of LVOT geometry,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related to transmitral inflow velocity pattern excluding a factor of age.
KEY WORDS：Echocardiography·Doppler·Pulsed·Diastole·Heart ventricle·Aging.

서

론

실 질량 증가, 좌심방의 크기 증가 등의 구조적인 변화들과1)2)
심근 미세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서 근질세망(sarcoplasmic

연령이 증가하면서 좌심실은 기능적·구조적으로 변화하
1)2)

며,

reticulum)으로 부터의 칼슘섭취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좌
심실의 이완속도가 감소하여 이완기 기능의 감소에 기인한

수축 기능보다는 이완 기능이 더 뚜렷하게 변화한다.

이완 기능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경승모판 유입 혈류 속

다고 설명하고 있다.5)6)

도는 20세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3) 연령이 10년씩 증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좌심실 유출로(left ventricular out-

할 때 마다 조기 이완기 최대 속도(peak E velocity)가 3.3

flow tract)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온다.7) S상 심실중격(sig-

cm/s씩 감소하고 후기 이완기 최대 속도(peak A velocity)

moid shaped interventricular septum)은 노인에서 흔히 관

4)

가 6.5 cm/s씩 증가한다.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정확한 기

찰되고 심실중격과 대동맥이 이루는 각도(aortoseptal angle,

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령과 관련한 심근 비후, 좌심

ASA)는 좁아지며,8) 심실중격 근위부(proximal interventricular septum)의 국소화된 비대(localized hyper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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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고 연령층에서 관찰된다.9-12)
노화에 따른 심근의 변화 뿐만 아니라 좌심실 유출로의
변화가 좌심실 이완기에 경승모판 유입 혈류의 속도와 파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완기 중기에 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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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유출로에 소용돌이(vortex)가 형성되고 확장하면13) 경
승모판 유입 혈류의 방향은 후측벽으로 향하게 되어14) 좌심

방 법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는 심초음파(Sequoia C256, Sie-

실로 유입되는 혈류와 박출되는 혈류의 흐름은 상호 충돌

mens, California, USA, 2.5 MHz 탐촉자)를 이용하여 M-

15)

이 최소화 된다.

그런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ASA가 감

mode, 이면성, 도플러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든

소하면 좌심실 유출로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전방 소용돌

검사 내용은 디지털 이미지로 기록한 후 DICOM 파일을 서

이의 생성과 발전이 제한되어 전방 승모판엽의 폐쇄 정도가

버에 저장하여 오프라인으로 측정하였다. 좌심실의 박출률

감소한다. 따라서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한 E파의 최대 속도

은 M-mode를 이용하여 미국 심초음파 학회가 제시한 방

는 감소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법16)으로 수축기말 좌심실 내경(left ventricular end-sys-

정상인에서의 이완기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의 파형

tolic dimension) 및 이완기말 좌심실 내경(left ventricu-

의 변화는 각각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

lar end-diastolic dimension) 측정하여 Teicholz 방법으

실이나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적 변화가 경승모판 유입혈류

로 측정하였고 좌심방의 크기는 흉골연 단축도(parasternal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

short-axis view)의 대동맥판 위치에서 말기 수축기에 대

하다. 이에 저자들은 좌심실 유출로의 구조 자체가 연령과

동맥의 후벽과 좌심방의 후벽의 길이 중 최장 길이로 측정

관계 없이 이완기의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의 파형에

하였으며, 좌심실질량(left ventricular mass)은 미국 심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이 연구를 진행하

음파 학회에서 제정한 방법16)에 의거하여 이완기말 좌심실

였다.

내경, 심실중격 및 좌심실 후벽의 두께를 측정한 뒤, Devereux 등이 제시한 교정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대상 및 방법

좌심실 질량＝1.04[(이완기말 좌심실내경+이완기말 좌
심실 후벽 두께+이완기말 심실중격 두께)3-이완기말 좌심

대 상
여러 가지 이유로 심초음파를 시행한 사람 중 과거력상

실내경3] 0.8＋0.6

관상동맥 질환, 심근병증, 선천성 심질환 등 구조적인 심혈

질량을 체표면적(BSA)으로 나누어 신장 및 체중에 따른 변

좌심실 질량지수(left ventricular mass index)는 좌심실

관계의 질환이 없는 115명을(남자 61명, 평균연령 37±15

이를 교정하였다. 승모판 유입 혈류속도는 간헐파 도플러

세)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수축기 혈압은 140 mmHg

(pulsed-wave Doppler)를 이용하여 경흉부 심첨 사방 초

미만, 이완기 혈압은 90 mmHg 미만이고 수축기 잡음이 청

음파도(apical 4-chamber view)에서 sample volume을

진되지 않았으며, 심초음파상 정상 판막의 형태 및 기능을

승모판막구 중앙에 놓고 검사하여 조기 이완기 최대 혈류

가지고, 좌심실의 국소벽 운동 장애가 없으며, 좌심실 박출

속도(peak E velocity)와 심방 수축시 최대 혈류 속도(peak

률이 50% 이상이었다. 대상군 중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A velocity)를 측정하였고 이들의 비 E/A ratio를 구하였

운동부하검사 또는 thallium-201 SPECT를 시행하여 심근

으며 조기 이완기 최대 혈류의 감속시간(deceleration time)

허혈의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을 측정하였다.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학적인 변화는 대동맥-

Fig. 1. The diagram of a apical
long-axis view defines the aortoseptal angle as the open angle
between the left ventricular edge
of the interventricular septum and
axis perpendicular to the aortic
annulus in mid-diastole (A), and in
case of septal bulge, as the open
angle between line connecting
mid-LV with the thick portion of the
left ventricular edge of the interventricular septum and axis perpendicular to the aortic annulus in
mid-diastol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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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중격 각도(aortoseptal angle, ASA)로 측정하였는데,

계를 보였으며(r2=0.225, y=-0.565x+99.959, p<0.001)

중기-이완기(mid-diastole)시에 심첨 장축 단면도(apical

후기 이완기 최대 속도 및 조기 이완기 최대 혈류의 감속시

long-axis view)에서 심실중격(interventricular septum)

간은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각각 r2=0.439, y=0.787x+

의 심내막 경계와 대동맥판륜(aortic annulus)에 수직인 상

28.163, p<0.001；r2=0.215, y=1.216x+147.22, p<

행 대동맥(ascending aorta)의 중심축간의 각도를 ASA로

0.001)를 나타내었고, E/A 비도 역시 의미 있는 음의 상관

정의하였고, septal bulge가 있는 경우에는 심실 중격의 심

관계(r2=0.488, y=-0.026x+0.492, p<0.001)를 나타내

내막 경계를 septal bulge의 첨부와 심실 중간부(mid-LV)

었다.

내막을 잇는 연장선과 상행 대동맥의 중심축간의 각도로 측
정하였다(Fig. 1).

연령과 좌심실의 구조(geometry)와의 관계
좌심실 후벽의 두께와 좌심실 질량지수, 그리고 좌심방 크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1.0 for Windows) 통계 프

기 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각각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평균값±표준편차로 표

0.587x+70.972, p<0.001；r2=0.294, y=0.18x+27.878,

시하였으며 연령 및 심초음파로 측정한 지표들과 ASA간에

p<0.001).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적 변화를 대변하는 ASA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는 평균 135±13도 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미 있게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대하여서는 다중 회귀분석

감소하였다(r2=0.517, y=-0.622x+158.262,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p값이 0.05

(Fig. 2).

r2=0.311, y=0.002x+0.163, p<0.001；r2=0.206, y=

미만을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하였다.

이완기 승모판 유입혈류 도플러 지표들과 좌심실의 구조

결

과

및 형태학적 지표들과의 관계
이완기 승모판 유입혈류 도플러 지표들은 연령, ASA, 좌

대상 환자의 특징(Table 1)
대상 환자는 총 115명으로 남자가 54명 이었으며 평균연

심방 크기, 및 좌심실 질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령은 37±15세로 14세에서 79세까지 분포하였다. 이완기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 지표들(E, A, DT, E/A 비율)과

시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 파형은 정상이 88명, 이완기

유의하게 독립적인 상관관계(각각 r2=0.210, β=0.459, p<

장애형이 27명이었고, 위정상 및 제한형 장애는 없었다. 좌

0.001；r2=0.427, β=0.654, p<0.001；r2=0.227, β=

심실 질량지수는 92.7±20.0 g/m2, 좌심방의 크기는 35±

-0.476, p<0.001；r2=0.436, β=-0.661, p<0.001)를

5 mm, 좌심실 박출률은 70±6%이었다.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령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하면 ASA가

지만(Table 2),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오직 연령만이

가장 의미 있는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각각 r2=

연령과 이완기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 지표들과의 관계
조기 이완기 최대 속도는 연령과 의미 있는 음의 상관관

170
R2=0.517
Y=-0.622X+158.262
p<0.001

160

Table 1. Baseline clinical characteristics (n=115)

150

61 (53)

Age (years old)

37±15

LV mass index (g/BSA)

92.7±20.0

LA size (mm)

35±5

EF (%)

70±6

ASA (degree)

Male (%)

Diastolic transmitral Doppler parameters

140
130
120
110

Peak E velocity (cm/s)

79.0±18.4

Peak A velocity (cm/s)

57.3±18.4

DT (msec)

192±41

100
90
0

E/A ratio
1.5±0.6
LV：left ventricle, LA：left atrium, BSA：body surface area, EF：
ejection fraction, E：early transmitral inflow velocity, A：late transmitral inflow velocity, DT：early decel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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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fluence of age on ASA. ASA : aortoseptal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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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 between diastolic left ventricular filling parameters and ASA, LA size, LV mass, and age
r

Mean±SD
Age (years old)

.0370±15.0

ASA (degree)

.1350±13.0

LA size (mm)

.0350±05.0

E (cm/sec)
-0.475

†

-0.395

†

A (cm/sec)

-0.229*.

DT (msec)

E/A ratio

-0.663

†

-0.464

†

-0.546

†

-0.480

†

-0.670†
-0.514†

-0.515

†

-0.319*.

-0.443†

LV mass index (g/BSA)
092.7±20.0
-0.277*.
-0.423†
-0.225*.
-0.491
*：p<0.05, †：p<0.001. ASA：aortoseptal angle, LA：left atrium, LV：left ventricle, BSA：body surface area, E：peak early transmitral inflow velocity, A：peak late transmitral inflow velocity, DT：early deceleration time
†

140

140
R2=0.156
Y=0.544X+5.496
p<0.001

R2=0.298
Y=-0.749X+158.623
p<0.001

120
peak A (cm/sec)

Peak E (cm/sec)

120
100
80
60
40

100
80
60
40
20
0

2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90

170

100

ASA (degree)

170

150 160

170

R2=0.264
Y=0.023X-1.596
p<0.001

3.0
E/A ratio

300
DT (msec)

150 160

4.0
3.5

200

100

2.5
2.0
1.5
1.0

R2=0.231

Y=-1.454X+388.818
p<0.001

.5
0.0

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0.151, β=0.389, p<0.001；r2=0.294, β=0.542, p<
2

170

90

100

110 120

130 140

ASA (degree)

ASA (degree)

2

130 140

ASA (degree)

400

Fig. 3. Influence of ASA on diastolic transmitral Doppler parameters.
ASA：aortoseptal angle, E：early
diastolic transmitral inflow velocity.
A：late diastolic transmitral inflow
velocity, DT：early diastolic decel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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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생기며, 심근 내에서 부분적으로 콜라젠(collagen)

0.001；r =0.227, β=-0.476, p<0.001；r =0.260, β=

의 양이 증가하며, 콜라젠의 비효소적 교차결합(nonenzy-

0.509, p<0.001).

matic cross-linking)등의 물리적 특징이 변화하여 심근세
포와 콜라젠의 비율은 일정하거나 증가하게 된다.19) 이로 인

고

찰

해 심근의 경화(stiffness)가 증가하여 심근 이완(relaxation)에 장애가 오며 경승모판 유입혈류의 변화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에서 이완기의 경승모판 혈류의 속도

20세 부터 점점 조기 이완기 혈류 속도는 감소하기 시작하

와 파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인자는 연령임을 알 수 있었고,

여 80세가 되면 결국 약 50%의 감소가 오며, 후기 이완기

연령을 제외한 경우에는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가 중요한 인

혈류 속도는 약 40%의 증가가 온다고 알려져 있다.3)19)20)

자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30대와 70대를 비교

좌심실의 수축기 기능과는 다르게 이완기 기능은 연령이
17)18)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다.

해 볼 때 조기 이완기 최대 혈류 속도는 약 28% 정도 감

연령이 증가하면서 심

소하였고, 후기 이완기 최대 혈류 속도는 약 70% 증가하였

근 세포의 괴사(necrosis)와 세포 소멸(apoptosis)이 증가

으며 조기 이완기 최대 감속시간은 32%의 증가를 나타내

7)

었다.

하여 세포 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다.

또한 심근 내 칼슘조절 기전 및 성장호르몬의 조절기전의
13

승모판막의 폐쇄는 이완기 중기에서 시작되면 E파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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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속도에 다다르기 전에 전방 승모판엽(anterior mitral lea-

따른 심실 내 혈류의 흐름 및 소용돌이의 특성 등의 증명을

flet)은 닫히기 시작한다.14) 전방 승모판엽이 닫히면서 혈액

위해 유체역학적인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이나

과 판막 표면 사이에 전단력(shearing force)이 발생하며,

MRI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전단력에 의해 소용돌이(vortex)가 형성된다. 소용돌

요

이는 판막의 앞쪽 압력이 낮은 부분에 승모판 유입 혈류의

약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생하여 전방 승모판엽 앞
쪽, 즉 좌심실 유출로에 형성되며,14) 이렇게 형성된 소용돌
이는 이완기의 승모판엽 폐쇄에 중요한 기전의 하나로 알려

연구배경：
연령의 증가는 이완기 승모판 유입혈류 파형의 패턴에 영

져 있다.13)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이완기에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 혈류의 방향은 전

따라 좌심실의 용적, 질량, 그리고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 역

방의 소용돌이(anterior vortex) 및 유두근(papillary mus-

시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좌심실 유출로의 구조 변화 자

cle)의 위치 때문에 좌심실의 후측벽(postero-lateral wall)

체가 연령과 상관 없이 이완기의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

14)21)

을 향하며 심첨에서 약 20도 정도 측방을 향하고 있어

러의 파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심혈관

혈류의 흐름은 후측벽을 따라 심첨부에서 좌심실 유출로까

질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와 이완

지 U자 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U자형의 흐름은 이완기 시

기의 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의 파형과의 연관관계를 보고

에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류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승모판으

자 하였다.

로부터 좌심실 유출로까지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멈춤 없이 방향전환(redirection)을 하여 좌심실로의 충만

대상 및 방법：
과거력상 관상동맥 질환, 심근병증, 선천성 심질환 등의

을 더 강화 시킨다.15) ASA가 작아지면 심실로의 유입 혈

병력이 없고, 정상 혈압(<140/90 mmHg)이며, 청진상 수

류로 부터 심실 유출로로 박출되는 혈류의 흐름이 유출로의

축기 잡음은 청진되지 않고, 심초음파상 정상 판막, 및 정상

꺾여진 각도에 의해서 경승모판 입구 부분에서 많은 충돌

좌심실 박출률을 가지는 건강한 환자 환자 115명(남자 61

이 일어나 결국에는 좌심실로 유입되는 혈류에 방해가 되어

명, 평균연령 37±15세)을 대상으로 심초음파를 실시하였

E파의 최대 속도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고 aortoseptal angle을 측정하였다.

입되기 때문에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에 의해 판

결 과：
본 연구의 결과는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peak E ve-

막 첨부의 단면적(cross-sectional area)이 좁으면 좁을

locity, E/A 비율은 감소하고, peak A velocity 및 DT는

수록 혈류의 최대 속도는 빨라 지게 되어 이완기 승모판 유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 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ASA는

입 혈류의 최대 속도는 승모판륜에서 보다 승모판 첨부에서

감소하고, LV mass index, LA size는 의미 있게 증가했

승모판륜을 통과한 혈류는 모두 승모판막 첨부를 통해 유

14)

더 빠르다.

전방 소용돌이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이완기

으며, 3) 단순회귀분석상 이완기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

시에 전방 승모판막의 폐쇄가 더 커 질 것이고 E파의 최대

러 지표들(E, A, DT, E/A 비율)은 연령, ASA, 좌심실 질

속도는 더 빨라 질 것으로 생각된다. ASA가 감소하면 좌심

량지수, 좌심방 크기와 의미 있는 연관을 보였고, 4) 다중

실 유출로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전방 소용돌이의 생성

회귀 분석의 결과 오직 연령만이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

과 발전이 저해되어 그 크기가 작아져 이완기에 승모판 첨

러 지표들과 독립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5) 연령을 제외

부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E파의 최대 속도가

한 인자들과의 비교 결과로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학적 변화

감소할 것이다.

가 경승모판 유입혈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없이 이완기의 경승모판 유입 혈류 도플러의 파형에 영향을

결 론：
이완기의 경승모판 혈류의 속도와 파형에 가장 영향을 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는 인자는 연령임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을 제외한 경우에는

연령을 제외한 인자들과의 비교 결과로 좌심실 유출로의 형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가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

태학적 변화가 경승모판 유입혈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학적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좌심실 유출로의 형태학

인 요소가 심근 요소와 더불어 경승모판 유입 혈류에 영향

적인 요소가 심근 요소와 더불어 경승모판 유입 혈류에 영

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좌심실 유출로의 구조 자체가 연령과 관계

향을 줄 수 있는 한 요인임을 말해준다. 한편 향후 연령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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