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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상동맥우회로술 후 발생한 심방세동

서종희*ㆍ박찬범**ㆍ문미형**ㆍ권종범***ㆍ김 두****ㆍ진  웅*****ㆍ문석환**ㆍ김치경**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fter Isolated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Jong-Hui Suh, M.D.*, Chan Beom Park, M.D., Ph.D.**, Mi-Hyoung Moon, M.D.**, Jong Bum Kweon, M.D., Ph.D.***, 
Young-Du Kim, M.D.****, Ung Jin, M.D., Ph.D.*****, Seok-Whan Moon, M.D., Ph.D.**, Chi-Kyung Kim, M.D., Ph.D.**

Background: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F) is a common complication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surgery. Although postoperative AF is regarded as benign, transient and self-limited, it has been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bidity, thromboembolic events and an increased duration and cost of hospitalization. Material and 
Method: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2007, 190 patients that had isolated CABG surger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1 (n=139) involved those who had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nd group 2 (n=51) did not 
have any such event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retrospectively including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AF, patient characteristics, surgery related factors and the outcome of the patients with postoperative AF. Result: 
The frequency of postoperative AF was 26.8%, the conversion rate to regular sinus rhythm before discharge was 
82.4%; 82.4% of the AF developed within the first three postoperative days. Although the postoperative AF group 
was significantly older and had a prolonged postoperative Intensive care unit (ICU) sta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ortic crossclamp time or duration of hospitalization. No spontaneous defibrillation at declamping, and longer 
duration of cardiopulmonary bypa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AF. However, 
postoperative treatment with a beta blocker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d incidence of postoperative AF. The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age and ICU sta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OAF. 
Spontaneous defibrillation and postoperative beta blocker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d fre-
quency of POAF. Conclusion: AF after CABG surgery is a common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increased morbid-
ity and a longer ICU stay. Therefore, various strategies aimed at reducing AF, and its complications, such as post-
operative treatment with a beta blocker should be considered.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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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Variables Group 1 Group 2 p value

Age (year)

Sex (male：female)

Body surface area (m2) 

Body mass index (kg/m2)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iagnosis

 Old MI (over 6 month)

 Recent MI (within 6 month)

 Unstable angina 

 Stable angina 

60.1±9.3

100：38

 1.69±0.15

24.8±2.7

96 (69.1%)

66 (47.5%)

24 (17.4%)

33 (23.7%)

68 (48.9%)

39 (28.1%)

63.8±8.5

40：11

 1.71±0.14

25.0±3.2

37 (72.5%)

22 (43.1%)

10 (19.6%)

14 (27.5%)

26 (50.9%)

12 (23.5%)

0.010

0.360

0.155

0.237

0.392

0.357

0.428

0.364

0.465

0.334

MI=Myocardial infarction.

서      론

  심방세동은 심장수술후 비교  흔히 발생되는 술후 합

병증으로, 단독 상동맥수술 후 약 25∼40%, 막수술 후

에는 약 40%, 상동맥수술과 막수술을 같이 시행한 경

우는 약 50%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심장수술 후에 발생하는 심방세동은 부분 일시 이

고 특별한 치료없이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되며, 양

호한 결과를 보이나, 일부에서는 뇌경색  색 증의 

합병증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호흡기 사용기간의 증가, 심

박동기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며, 역학 상태의 안정화를 

한 필요 등으로 인해서 재원기간을 증가시키고, 총 의

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2], 조기  만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재까지는 나이가 술후 심방세동의 가장 요한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베타 차단제의 취소, 체외순환의 

이용, 심방의 부 한 심근보호, 우심방의 과도한 조작등

이 유발기 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으

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생리학  이상이 술후에 악

화되거나 다른 유발자극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들은 의무기록을 후향 으로 조사하여 

상동맥우회술후 심방세동의 빈도  심방세동이 술후 

경과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99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환자들 에서 막수술이나 좌

심실류, 동맥수술의 동반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제외하

으며, 단독 상동맥우회로술 환자들 , 수술  심 도

나 과거병력상 정상동방결 리듬이 아니었거나 부정맥으

로 치료했었던 20명을 제외한 190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수술 후 심방세동은 어도 5분 이상 지속되었거나 치

료가 시도된 경우로 정의하 다[1]. 총 190명의 상동맥

우회로술 환자들  수술후 심방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51

명(26.8%)이었고, 이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되었다

가 다시 심방세동이 발생한 경우는 4명(7.8%)이었다. 

　수술 후 퇴원 까지 정상동방결 리듬을 유지한 경우

를 1군(n=139명)으로 하 으며, 수술후 퇴원 까지 어도 

한 번 이상 심방세동이 발생되었던 환자를 2군(n=51명)으

로 분류하 다. 2군에서 퇴원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된 경우는 42명(82.4%)이었으며, 환되지 않은 경우

는 7명(13.7%)이었고, 심 도상 정상동방결 리듬으로의 

회복 여부가 불분명했던 경우는 2명(3.9%)이었다. 

    1)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5.0; SPSS Inc, Chicago, IL)

를 사용하 다. 모든 연속변수는 평균값±표 편차로 표시

하 으며, 비연속변수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 다. 양

군간의 평균값의 비교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 으며, 빈

도 변수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으며, 다변량 

분석은 단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1) 환자의 특성 

　양군에서 성별, 체표면 , 체질량지수, 고 압이나 당뇨

의 기왕력, 심근경색의 발생시기나 진단명은 차이가 없었

다(Table 1).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심방세동 발생군이 유

의하게 높았으며(60.1±9.3 vs 63.8±8.5, p=0.01),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술후심방세동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다(Fig. 

1). 수술  심박출계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좌심방의 크기

나 좌심실 질량, 좌주 상동맥질환의 유무도 차이가 없었

다. 운동감소부 (hypokinesia)나 무운동부 (akinesia)의 비

율은 2군에서 높았으나, 통계 인 차이는 없었다(Table 2). 

　수술  약물 복용은 1군에서 108명(77.6%), 2군에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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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ccording to 
age, AF=Atrial fibrillation.

Table 2. Preoperative cardiac function

Variables Group 1 Group 2 p value

LV EF (%) 

LAD (mm) 

LAD＞40 mm 

LV mass (gm) 

LV mass index (gm/m2) 

Left main disease＞50% 

Presence of hypokinetic or 

 akinetic segment 

 55.6±13.8

35.5±6.3

24 (17.3%)

203.6±77.9

121.4±47.5

34 (24.5%)

54 (38.8%)

 56.9±13.0

36.4±6.0

14 (27.5%)

227.8±64.4 

132.7±37.3

10 (19.6%)

25 (49.0%)

0.685

0.446

0.257

0.170

0.338

0.544

0.512

LV=Left ventricle; EF=Ejection fraction; LAD=Left atrial 

dimension.

Table 4. Operative data

Variables Group 1 Group 2 p value

 CPB time (min)

 ACC time (min)

 Number of grafts 

 Secondary CPB 

 Spontaneous defibrillation

190±47

138±40

2.97±0.8

5 (3.6%)

98 (70.5%)

211±76

144±42

 3.0±0.9 

5 (9.8%)

23 (19.6%)

0.024

0.153

0.885

0.099

0.001

CPB=Cardiopulmonary bypass; ACC=Aortic cross clamp.

Table 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medications before the 
development of atrial fibrillation

Variables Group 1 Group 2 p value

 Preoperative medication

  Digoxin

  β‐blocker 

  Amiodarone 

  HMG CoA reductase inhibitor

  ACE inhibitor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Calcium channel blocker

 Postoperative medication

  Digoxin

 β‐blocker

  Amiodarone 

  HMG CoA reductase Inhibitor

  ACE inhibitor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Calcium channel blocker

6 (4.3%)

63 (45.3%)

1 (0.7%)

27 (19.4%)

49 (35.3%)

10 (7.2%)

26 (18.7%)

6 (4.3%)

39 (28.1%)

1 (0.7%)

23 (16.5%)

52 (37.4%)

3 (0.7%)

18 (12.9%)

4 (7.8%)

23 (45.1%)

2 (3.9%)

 7 (13.7%)

14 (27.5%)

 7 (13.7%)

 8 (15.7%)

1 (1.9%)

 7 (13.7%)

1 (1.9%)

5 (9.8%)

20 (39.2%)

1 (1.9%)

3 (5.9%)

0.100

0.463

0.157

0.336

0.323

0.145

0.400

0.396

0.029

0.466

0.177

0.474

0.708

0.130

HMG CoA=3‐hydroxy‐3‐methyl‐glutaryl‐CoA reductase; ACE=Ang-

iotensin converting enzyme.

명(78.4%)의 환자들이 어도 한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양군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3). 

    2) 수술 련 인자 

　 동맥 차단시간은 2군이 144±42분으로 1군의 138±40

분보다 약간 길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으며(p= 

0.153), 체외순환시간은 심방세동 발생군에서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190±47 vs 211±76, p=0.024) 다변량 분

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군은 1군에 비해 동맥차단겸자를 제거한 후 자발

으로 심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제세동이 필요했던 경우가 

더 많았으며(70.5% vs 19.6%, p=0.001), 이는 다변량 분석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통계 인 차이는 없었으나 

체외순환 이탈 과정에서 심정지가 오거나 심장기능회복

이 원활하지 않아 다시 체외순환을 했던 경우가 2군에서 

더 많았다(p=0.099) (Table 4). 

    3) 수술 후 심방세동 발생 

　수술 후 심방세동은 발생은 수술 후 평균 2.9±2.8일에 

발생하 고, 종료 시 은 수술 후 평균 3.4±3.8일이었다. 

발생 시기를 보면 82.4% (42명/51명)가 수술 후 3일 이내

에 발생하 다(Fig. 2).

　수술 후 심방세동이 발생하기  두 군의 약물 투여 상

태를 보면(Table 3), 양군에서 디곡신, 아미오다론, HMG 

CoA reductase 억제제, 안지오텐신 환효소 억제제, 안지

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칼슘채  억제제의 투여 정도

는 비슷하 으나 2군에서는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의미있

게 낮았다(p=0.029). 수술 후 역학 으로 불안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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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set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F=Atrial fibrillation.

Table 5.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β‐blocker use

Preop β‐blocker use 

(n=86)

Preop β‐blocker no use 

(n=98)

Postop 

β‐blocker 

use (n=29)

Postop 

β‐blocker 

no use 

(n=57)

Postop 

β‐blocker 

use (n=16)

Postop 

β‐blocker 

no use (n=82)

 RSR 

 AF  

18 (62.1%)

11 (37.9%)

39 (68.4%)

18 (31.6%)

14 (87.5%)

 2 (12.5%)

62 (75.6%)

20 (24.4%)

RSR=Regular sinus rhythm; AF=Atrial fibrillation. 

Table 6. In hospital outcome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Variables Group 1 Group 2 p value

ICU stay (days) 

Hospital stay (days) 

Stroke 

Perioperative myocardial infarction

IABP

Bleeding*

Ventilator time (hours)

Renal morbidity
†

Respiratory morbidity‡

Operative mortality

Hospital mortality

 3.3±2.4

18.1±9.4

 5 (3.6%)

 1 (0.7%)

12 (8.6%)

 6 (4.3%)

16.1±11.4

 6 (4.3%)

 3 (2.1%)

 6 (4.3%)

 8 (5.8%)

 5.0±3.9

18.9±7.8

 5 (9.8%)

0 (0%)

 11 (21.6%)

  6 (11.7%)

29.5±47.8

 2 (3.9%)

 3 (5.9%)

  7 (13.7%)

  8 (15.7%)

0.000

0.081

0.098

0.730

0.019

0.069

0.041

0.629

0.199

0.030

0.035

ICU=Intensive care unit; IABP=Intraaortic balloon counterpulsation. 

*Bleeding=Requiring exploration, or cardiac tamponade; †Renal 

morbidity=Postoperative oliguria and creatinine elevation more 

then 2.0 mg/dL, requiring high dose furosemide infusion or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Respiratory mor-

bidity=Postoperative pneumonia,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

drome.

Table 7. Multivariate analysis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Variables
Odds 

ratio
95% CI p value

 Age

 Postoperative use of β‐blocker

 Spontaneous defibrillation

 ICU stay

3.323

0.267

0.214

1.218

1.487∼7.428

0.096∼0.744

0.092∼0.500

1.056∼1.405

0.018

0.036

0.000

0.007

CPB=Cardiopulmonary bypass; IABP=Intraaortic balloon coun-

terpulsation; ICU=Intensive care unit; Sig=Significance; CI=Confidence 

interval.

압을 유발하기 쉬운 베타차단제를 투여하지 않게 되

는 경향 때문에 2군에서 베타차단제를 잘 투여하지 않았

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술 후 동맥내 풍선펌 를 

삽입하지 않은, 역학 으로 비교  안정 이었던 환자

들에서 베타차단제를 투여한 비율을 보면 1군은 127명  

38명(29.9%)이었으나 2군에서는 40명  7명(17.5%)이었

던 사실로 보아 수술 후 역학 으로 안정 인 경우에서

도 2군에서는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1군에 비해 극 이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술  후 베타차단제의 투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

기 해 수술  약물 투여 상황이 불확실했던 6명을 제

외한 184명을 수술 후 베타차단제 투여 유무에 따라 나

었다(Table 5). 수술  베타차단제를 투여한 86명  수

술 후 베타차단제를 계속 투여한 경우는 29명이었고, 수

술 후 투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57명이었다. 이  심방세

동 발생은 수술 후에도 지속 으로 베타차단제를 투여했

던 경우는 11 (37.9%) 으며 투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18

(31.6%) 다. 반 로 수술 에 베타차단제를 투여하지 

않았던 98명에서도 수술 후 베타차단제를 투여한 16명 

에서는 심방세동 발생 비율이 2 (12.5%)로 낮았으나 투

여하지 않았던 경우는 20 (24.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

변량 분석에서도 술후 베타차단제의 투여는 심방세동을 

감소시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술  베타차단제의 투

여보다는 수술 후 베타차단제의 투여가 술후 심방세동의 

발생 방에 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실 체류시간은 2군에서 5.0±3.9일로 1군의 3.3± 

2.4일에 비해 길었으며(p＜0.001)(Table 6), 다변량 분석에

서도(Table 7) p value값이 0.007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으며, 입원기간의 차이는 없었다(p=0.081). 통계학 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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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었으나, 수술 후 뇌졸  발생률이나, 재수술이 필

요했을 정도의 출 은 2군에서 높았으며, 동맥내 풍선

펌 가 필요했던 경우와 인공호흡기 유지시간은 2군이 1

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5). 

　수술사망율과 원내사망률은 술후 심방세동 발생군이 

각각 13.7%, 15.7%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다변량

분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심방세동 발생 후의 경과 

　심방세동 발생후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된 환자는 

42명이었으며, 퇴원시에도 정상동방결 리듬을 회복하지 

못한 환자는 7명이었다. 회복된 42명의 환자  특별한 처

치없이 로 회복된 환자는 12명(30.2%)이었고 처치를 

시행한 후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된 경우는 30명(69.8%)

이었다. 

　심방세동이 퇴원시까지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돌아오

지 않은 7명의 특징을 보면, 첫째, 24시간 이상 심방세동

이 지속된 경우가 6명이었으며, 둘째, 심방세동 발생후 일

단 정상동방결 리듬로 돌아왔다가 다시 심방세동이 발

생한 경우가 4명  3명에서 퇴원시까지 심방세동이 지속

되었으며, 셋째, 수술후 7일 이후에 심방세동이 발생한 환

자 6명에서 퇴원시에도 심방세동이 지속된 경우가 4명

(66.7%)으로 많았다. 

고      찰

　심장수술후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인 심방세동은 심장

수술뿐만 아니라 비심장수술에서도 불량한 후와 

한 연 이 있다. 따라서, 술후 심방세동을 방하기 한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병태생리기 에 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술후 심방세동은 개 술후 2∼4일에 발생하며, 2일째

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70%의 환

자는 술후 4일 이내에 종료되며 94%의 환자가 술후 6일

째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는 52.9% 

(27명/51명)의 환자가 술후 2, 3병일에 발생하 으며, 82.4% 

(42명/51명)의 환자가 수술후 3병일 이내에 발생하여 주로 

수술 직후에 흔히 발생하 다.

　가장 요한 험인자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으며[5], 본 

연구에서도 심방세동 발생군의 연령이 더욱 높았으며,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술후심방세동의 발생빈도가 증가하

다. Mathew 등[6]에 의하면, 연령이 10년 증가할때마다 

심방세동의 발생은 1.6배씩 증가되며, 70세 이상은 특히 

고 험군이라고 하 다. 연령이 증가되면 심방의 섬유화

나 확장과 같은 해부학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퇴행성  염증성 변형이 발생되게 되어, 심방의 기 생

리학  성질을 변화시켜 심방세동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며, 나이와 연 된 여러가지 유병율이 심방세동의 빈도

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고령 이외에 심방세동의 기왕력, 뇌졸 의 기왕력, 남

성, 좌심실기능부 , 동맥내 풍선의 사용, 좌심방의 비

, 막수술, 만성폐쇄성 폐질환, 만성 신부 , 당뇨, 류

마티스성 심질환, 사성 증후군등이 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비만은 강력한 험인자로 

알려져 있다[7]. 폐렴, 호흡기 사용기간의 증가, 술후 늑막

삼출액  술후 폐부종등도 술후 심방세동과 연 이 있는

데, 이러한 요인들은 환기- 류의 부조화에 의한 산소증

을 유발하여 심방세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5], 이러한 술

후 합병증은 심방세동과 연 이 있지만, 심방세동이 합병

증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여러 합병증과 련된 체내의 불

균형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술후 심방세동은 여러가지의 복합  요인에 의해 발생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낭의 염증반응, 과도한 카테

콜라민의 생성,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체액량이나 압의 

변화, 신경-호르몬환경의 변화가 심방의 불응기를 변화시

키게 되고, 심방 도를 느리게 한다. 한 심방불응기의 

분산(Dispersion of refractoriness)으로 불려지는 국소  심

방불응기의 이질성(Heterogeneity of local atrial refractory 

periods)에 의한 다발성 재진입(re-entry) 동(wavelet)이 심

방세동을 유발하는 요한 기 으로 여겨지고 있다[8,9]. 

염증반응은 술후 심방세동의 병리학  기 에서 매우 

요한데, 염증반응은 심방의 도를 변화시키며, 재진입을 

진시켜 심방세동을 발생시키며, 체외순환에 의한 체내

염증의 증가도 술후 심방세동를 유발할 수 있다.

　수술과 련하여서는 수술에 의한 조직의 손상, 우상부 

폐정맥을 통한 벤트, 양측 정맥삽 (Bicaval cannulation), 

술후 심방조율(atrial pacing), 심정지액에 의한 심방의 부

한 심근보호, 심방의 부 한 냉각, 술후 심낭염, 동

맥겸자 차단시간의 증가, 체외순환, 심근보호액, 술후 

해질 불균형, 출 에 의한 재수술, 산소증, 량증, 패

증 등이 련이 있는데, 고 인 체온성 심정지액을 

이용한 심근보호는 심방을 하게 냉각시키지 못하여 

심방을 완벽하게 기 으로 정지시키지 못하며, 우상부 

폐정맥을 통한 벤트는 폐정맥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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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심방근육에 국소  손상을 일으켜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4,6]. 본 연구에서는 동맥겸자 차단시간은 양군

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방세동군에서 체

외순환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변량 분

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심근보호기

법의 발달로 인하여 동맥차단후 심방의 부 한 보호

에 한 험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외순환에 

의한 염증반응이 술후 심방세동의 발생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임상연구에 의하면 베타 차단제가 술후 심방세동

을 이는데 효과 이라고 알려져 있다[10]. 특히 술 에 

복용하던 베타 차단제를 술후에 단하면, 술후 높은 심

방세동의 빈도를 보이게 되므로, 술 에 복용하고 있던 

베타 차단제를 술후에도 단하지 않고 지속 으로 복용

하는 것이 추천된다. 본 연구에서도 양군에서 술  베타 

차단제의 사용은 차이가 없었으나, 술후 베타 차단제의 

사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술후에도 특별한 

기사항이 없으면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아미오다론은 α와 β 아드 날린성 차단성질을 가지

고 있으며, 심장수술후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을 억제할 

수 있어 술후 심방세동의 방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그러나, 아미오다론의 사용은 오심, 서맥, 

압, QT 간격연장, 일시  심박동기 사용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Patel 등[14]의 메타분석에 의

하면, 아미오다론은 서맥이나 압의 험성을 증가시

키고, 특히 정맥주사시 더욱 험하며, 베타-차단제와 함

께 사용시 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 다. 아미오다

론의 안 성에 하여는 아직도 의문이 있으나, PAPABEAR 

Trial[1,12,13]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에서 아미오다론의 효

율성과 안정성이 증명되어 고 험군의 환자에서도 심방

세동을 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곡신은 술후 심방세동의 방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칼슘채  억제제는 심방세동의 감소에 효

과가 있으나, 방실차단, 심박출증, 심박동수와 심근수축

력의 감소를 래할수 있어 주의깊은 사용이 필요하다. 

심장수술후에는 마그네슘 증이 흔해 마그네슘의 투여

는 술후 심방세동의 방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Statin은 체내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역시 술후 

심방세동의 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

　비록 일시 이고 잘 치료되지만, 술후 심방세동은 

색 증의 험성이나 뇌졸 , 역학  이상, 심실성 부정

맥, 심방세동의 치료와 연 된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

으며, 특히 뇌졸 의 험성을 약 3배정도 증가시킬 수 있

다[6,16]. 색 증은 개 심방세동 발생 직후에 발생

되므로 이러한 부정맥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항응고제

의 복용을 고려하여야 한다[3]. 고령의 환자나 좌심실 기

능부 의 환자에서는 심방세동이 생명을 할 수 있으

며, 유병율을 증가시키고 원내사망률과 장기 사망률을 증

가시킬 수 있다[2,5,6,17]. 술후 심방세동이 장기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것은 울 성 심부 의 발생, 뇌졸 이나 

색 증의 발생, 항부정맥약제의 사용이나 항응고제의 사

용과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술후 심방세동은 환자실의 재입원, 울 성 심부 증

의 지속, 호흡부 에 의한 재 기도삽 의 필요성을 증가

시키며, 역학 상태의 안정화를 한 필요, 산소증의 

교정, 호흡기 치료시간의 연장, 항응고제의 사용등으로 인

하여 환지실 체류기간과 재원기간을 증가시키며, 의료

비용의 증가를 래하게 된다[4]. 

결      론

　결론 으로 술후 심방세동은 상동맥우회로술후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유병률이 증가되며, 환자실 재원기간

의 증가를 래한다. 따라서, 술후 심방세동의 발생을 

방하기 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기사항이 없다면, 술후 베타 차단제를 극 으로 사용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발생시에는 정상리듬으로 

되돌리기 한 극 인 노력과 함게 색 증의 방

을 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Almassi GH, Schowalter T, Nicolosi AC, et al. Atrial fibrill-

ation after cardiac surgery. A major morbid event? Ann 

Surg 1997;226:501-13.

 2. Wyse DG, Waldo AL, DiMarco JP, et al. A comparison of 

rate control and rhythm control in patients with strial 

fibrillation. N Eng J Med 2002;347:1825-33.

 3. Mathew JP, Parks R, Savino JS, et al. For the multicenter 

study of perioperative ischemia research group. JAMA 1996; 

276:300-6.

 4. Creswell LL, Schuessler RB, Rosenbloom M, Cox JL. 

Hazards of post-operative atrial arrhythmias. Ann Thorac 

Surg 1993;56:539-49.



흉외지

2009;42:14-21

− 20 −

 5. Echahidi N, Mohty D, Pibarot P, et al.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ar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atrial fibrillation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irculation 2007; 

116:I213-9.

 6. Cox JL. A perspective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in 

cardiac operations. Ann Thorac Surg 1993;56:405-9.

 7. Kongs KT, Kirchhof CJ, Smeets JR, Wellens HJ, Penn OC, 

Allessie MA. High-density mapping of electrically induced 

atrial fibrillation in humans. Circulation 1994;89:1665-80.

 8. Burgess DC, Kilborn MJ, Keech AC. Interventions for 

prevention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nd its complic-

ations after cardiac surgery: a meta-analysis. Eur Heart J 

2006;27:2846-57.

 9. Daoud EG, Strickberger SA, Man KC, et al. Preoperative 

amiodarone as prophylaxis against atrial fibrillation after 

heart surgery. N Eng J Med 1997;337:1785-91.

10. Patel AA, White CM, Gillespie EL, Kluger J, Coleman CI. 

Safety of amiodarone in the prevention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 meta-analysis. Am J Health Syst Pharm 

2006;63:829-37.

11. Patti G, Chello M, Candura D, et al. Randomized trial of 

atorvastatin for reduction of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in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results of the ARMYDA- 

3 (Atorvastatin for reduction of myocardial dysrhythmia after 

cardiac surgery) study. Circulation 2006;114:1455-61.

12. Aranki SF, Shaw DP, adams DH, et al. Predictors of atrial 

fibrillation after coronary artery surgery. Current trends and 

impact on hospital resources. Circulation 1996;94:390-7.

13. Ommen SR, Odell JA, Stanton MS. Atrial arrhythmias after 

cardiothoracic surgery. N Eng J Med 1997;336:1429-34.

14. Abel RM, van Gelder HM, Pores IH, Liguori J, Gielchinsky 

I, Parsonnet V. Continued propranolol administration following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antiarrhythmic effects. Arch 

Surg 1983;118:727-31.

15. Guarnieri T, Nolan S, Gottlieb SO, Dudek A, Lowry DR. 

Intravenous amiodarone for the prevention of atrial fibrill-

ation after open heart surgery: the amiodarone reduction in 

coronary heart (ARCH) trial. J Am Coll Cardiol 1999;34: 

343-7.

16. Mitchell LB, Exner DV, Wyse DG, et al. Prophylactic oral 

amiodarone for the prevention of arrhythmias that begin early 

after revascularization, valve replacement, or repair. PAP-

ABEAR: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005;294: 

3093-100.

17. Stamou SC, Dangas G, Hill PC, et al. Atrial fibrillation after 

beating heart surgery. Am J Cardiol 2000;86:64-7.

18. Stamou SC, Hill PC, Sample GA, et al. Prevention of atrial 

fibrillation after cardiac surgery. The significance of posto-

perative oral amiodarone. Chest 2001;120:1936-41. 

19. Villareal RP, hariharan R, Liu BC, et al.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nd mortality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J Am Coll Cardiol 2004;43:742-8.



서종희 외

상동맥우회로술 후 발생한 심방세동

− 21 −

=국문 초록=

배경: 심방세동은 상동맥우회로술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부분 일시 이고 양호한 경과를 

보이나, 색 증의 험성을 증가시키며, 유병률의 증가와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용의 

증가를 래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독 상동맥우회

술을 시행한 190명의 환자  수술 후 심방세동이 발생한 군(1군: n=139)과 발생하지 않은 군(2군: 
n=51)을 나 어 수술 후 심방세동 발생율, 환자의 특성, 수술 련 인자  수술 후 심방세동 발생으

로 인한 결과를 의무기록을 토 로 후향 으로 분석하 다. 결과: 수술 후 심방세동의 발생율은 

26.8% 으며, 퇴원 까지 정상동방결 리듬으로 회복된 경우는 82.4% 고, 심방세동 발생 환자의 

82.4%는 수술 후 3일 이내에 발생하 다. 술후 심방세동군에서는 나이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동맥

겸자 차단시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동맥 겸차차단 해제시 자발 으로 정상 심 도를 회복하지 못

한 경우가 많았으며, 체외순환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후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심방세동

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원기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실 체류기간은 심방세

동군에서 유의하게 길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동맥겸차 해제후 자발  심박동 회복여부, 
환자실 재원기간  술후 베타 차단제의 사용이 유의한 인자로 분석되었다. 결론: 상동맥우회로술

후 심방세동은 매우 흔한 합병증으로 유병률이 증가되며, 환자실 재원기간의 증가를 래한다. 따
라서, 술후 심방세동의 발생을 방하기 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한 기사항이 

없다면, 술후 베타 차단제를 극 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1. 상동맥우회로술

2. 부정맥

3. 심방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