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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우회술의 장기 임상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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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term Clinical Outcome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han Beom Park, M.D., Ph.D*, Min-Seop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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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on Hyon Jo, M.D., Ph.D.****

Background: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is the standard surgical treatment for coronary artery disease. 
Although there are many clinical reviews of the long term results after CABG in the Western countries, not many 
such studies have been done for Korea. Therefore, we reviewed the long term clinical results for the patients who 
underwent CABG at our hospital. Material and Method: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342 
patients who underwent CABG at our hospital from February 1984 to December 2006, which is when CABG was 
first performed in our institution. A total of 286 patients (83.6%) were able to be followed-up, and the mean fol-
low-up period was 75.7±46.1 months. Result: The early mortality rate was 5.6%, and late mortality rate was 
23.1%. The one-year survival rate, the five-year survival rate, the ten-year survival rate and the fifteen-year survival 
rate were 91.5%, 82.1%, 60.7% and 50.0%, respectively. The survival rate was significantly lower for the patients 
over the age of 60 (p=0.002) and for those with diabetes mellitus (p=0.000), hypertension (p=0.002), multivessel 
disease (p=0.006) and left ventricular dysfunction (p=0.015).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genders.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were diabetes mellitus (p=0.001), 
age (p=0.005) and those cases for which the left internal thoracic artery was not used (p=0.037). Conclusion: 
CABG is the effective method of treatment for coronary artery disease. Therefore, active usage of the internal 
thoracic artery and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after surgery, and especially for diabetes mellitus patients, are 
mandatory for achieving good long-term survival.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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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ivariate analysis of early mortality

Variable N (%) p-value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Age (＞60) 189 (55.8%) 0.013 3.842  1.272∼11.608

Sex (male) 237 (69.3%) 0.169 1.814 0.769∼4.280

HBP 192 (58.0%) 0.468 1.388 0.571∼3.370

DM 133 (39.8%) 0.210 1.713 0.733∼4.005

Smoking 161 (52.6%) 0.078 0.355 0.122∼1.034

1, 2, 3 vessel disease 0.170

Left main disease  89 (26.6%) 0.564 1.315 0.518∼3.338

Number of bypassed graft 0.275

Use of LIMA 258 (77.0%) 0.621 0.782 0.295∼2.074

LV dysfunction (EF≤40%)  38 (14.9%) 0.148 2.588 0.856∼7.824

HBP=High blood pressure; DM=Diabetes mellitus; LIMA=Left internal mammary artery; LV=Left ventricle; EF=Ejection fraction.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처음으로 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990년 이후 많은 병원에

서 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동맥의 치료

에 있어서, 상동맥 우회술은 경피  상동맥 재술과 

함께 표 인 치료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외국에

서는 상동맥 우회술의 장기 성 에 해 많은 보고들이 

있으나[2-9],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성 에 하여는 드물

게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본 자들은 의무기록을 후향 으로 조사하여 

상동맥 우회술의 장기 성 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984년 2월 본원에서 처음으로 상동맥 우회로술을 시

행한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 던 상동맥우

회로술 환자  막수술, 동맥수술, 좌심실류 등의 동반

수술을 제외한 342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의무

기록을 토 로 후향 으로 분석하 다. 

  환자들의 나이는 평균 59.8±9.0세 으며, 남녀 성비는 

남자가 69.3%로 여자(30.7%)보다 많았다. 과거력상 고

압이 있었던 환자가 58.0% 으며, 당뇨가 39.8%, 흡연력

이 52.6% 다. 총 286명(83.6%)에서 추 찰이 가능하

으며, 평균추 찰기간은 75.7±46.1개월이었다. 조기사망

은 5.6% 으며, 만기사망은 23.1% 다. 수술 환자들의 생

존여부는 외래진료  입원진료기록을 확인하 으며, 통

계청의 사망기록을 참고하 으며, 생존분석에서는 조기 

사망한 환자를 포함하 다. 

  단일 질환 환자는 10.1% 으며, 이 질환은 28.1%, 

삼 질환이 61.8% 으며, 좌주 상동맥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26.6% 다. 

  사용  도 은 좌내흉동맥이 77.0%의 환자에서 사용

되었고, 복재정맥이 95.5%, 요골동맥이 8.1%, 우내흉동맥

이 2.1%에서 사용되었다. 

  원 부 문합은, 1군데만 문합한 경우가 9.9%, 2군데 

25.4%, 3군데, 37.3%, 4군데 25.4%, 5군데 2.1% 으며, 평

균 원 부 문합 갯수는 2.84±0.98개 다. 좌내흉동맥을 이

용한 경우가 258명에서 260군데, 복재정맥을 이용한 경우

가 1군데 89명, 2군데 134명, 3군데 87명, 그리고 4군데 10

명으로 총 658군데에 문합되었다. 요골동맥은 1군데 25명, 

2군데 2명으로 총 29군데, 우내흉동맥은 7군데에서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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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

용하 으며, 다변량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생존율의 분석은 Kaplan-Meier법을 이용하 고, Log- 

rank test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 으며, Cox’s 

proportional hazards 모델법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

행하 다. p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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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f early mortality

Variable N (%) p-value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Age 0.055 1.071 0.999∼1.148

EF 0.056 0.963 0.926∼1.001

DM 133 (39.8%) 0.030 3.760  1.139∼12.408

DM=Diabetes mellitus; EF=Ejection fraction.

Table 3.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N (%) p-value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

DM 133 (39.8%) 0.001 2.581 1.483∼4.494

Age 0.005 1.050 1.015∼1.086

Use of 258 (77.0%) 0.037 0.454 0.216∼0.953

 LIMA

EF 0.087 0.983 0.965∼1.002

DM=Diabetes mellitus; LIMA=Left internal mammary artery; 

EF=Ejection fraction.

Fig. 1. Cumulative survival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
gery.

Fig. 2. Cumulative survival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c-
cording to diabetes mellitus.

Fig. 3. Cumulative survival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c-
cording to the use of left internal mammary artery.

는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1) 조기 사망

  조기 사망률은 5.6% 으며, 단변량 분석 결과 60세 이

상의 고령에서 조기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2.7% vs 

9.5%, p=0.013). 여성(5.5% vs 9.5%, p=0.169)과 당뇨환자

(5.5% vs 9.0%, p=0.210)에서 조기 사망률이 높았으나, 통

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좌심실 기능부  환자에

서도 조기 사망률이 높았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5.5% vs 13.2%, p=0.148)(Table 1). 다변량 분석에서

는 당뇨가 조기 사망의 유의한 험인자로 나타났다

(p=0.030, Odds ratio=3.760)(Table 2).

2) 장기 생존율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Median survival)은 148.0±13.2

개월이었다. 1년 생존율은 91.5% 으며, 5년 생존율은 

82.1%, 10년 생존율은 60.7%, 15년 생존율은 50.0% 다

(Fig. 1). 

  Log-rank test를 이용한 단변량 분석에서는 당뇨

(p=0.000)(Fig. 2)와 고 압(p=0.002)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들에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 질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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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6), 좌심실 기능부 (심박출계수 40% 이하) 환자

(p=0.015)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도 생존율이 낮

았다(p=0.002). 성별이나 흡연의 기왕력은 장기생존에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

에서는 당뇨(p=0.001), 나이(p=0.005), 좌내흉동맥을 사용

하지 않는 경우(p=0.037)(Fig. 3)가 유의한 험인자로 나

타났다(Table 3). 

고      찰

  본원에서의 1년 생존율은 91.5% 으며, 5년 생존율은 

82.1%, 10년 생존율은 60.7%, 15년 생존율은 50.0% 다. 

Gao 등[4]은 1년 생존율이 92.3%, 5년 생존율이 81%로 보

고한 바가 있으며, CASS registry[2]에서는 1년, 5년, 10년, 

15년 생존율을 각각 96%, 90.0%, 74.0%, 56%로 보고한 바

가 있다. 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06년까지 22년에 걸친 

장기간의 수술결과로서 CASS registry의 발표보다는 생존

율이 낮으나, Gao 등[4]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술기법의 발달과 술후 약물치료의 발 등

을 고려하면, 환자들의 생존율은 차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당뇨가 장기 생존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인자로 분석되었는데, 당뇨는 상동맥 수술

과 연 된 유병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사망이나 종격

동염의 유의한 험인자이다[5]. 상동맥우회술을 받는 

환자들  약 20%가량이 당뇨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본 연구 상에서는 39.8%로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당뇨환자는 나이가 많고, 상동맥질환이 

범 하여 단일 질환보다 다 질환이 많으며, 

술  심박출계수가 낮고, 고 압의 빈도가 높으며, 이 에 

심근경색의 기왕력이 많으며, 흉통이 심한 경우가 많고, 

심부 의 빈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술후 뇌졸

과 술후 사망률이 비당뇨군보다 높다. Thourani 등[6]은 비

당뇨환자에서는 5년, 10년 생존율이 각각 88%, 71%라고 

하 으며, 당뇨환자에서는 78%, 50%라고 하 다. 당뇨환

자에서 생존율이 낮은 것은 내피세포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당뇨환자에서의 5

년, 10년 생존율은 73.7%, 42.2% 으며, 비당뇨환자에서는 

각각 88.1%, 76.2%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술 후 지속 이고 극 인 당조 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동맥우회술후 장기 생존에서 성별이 미치는 향

에 하여는 아직도 이견이 있다. 최종범 등[11]은 여성에

서 장기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하 으나, Toumpoulis 등

[12]에 의하면, 남녀간에 생존율의 차이는 없다고 하 으

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상동맥우회

술 후 조기사망은 일반 으로 여성에서 높으나, 만기 사

망은 차이가 없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통계

으로 의의는 없었으나, 여성에서(5.5% vs 9.5%, p=0.169) 

높은 조기 사망을 보 으며, 만기 사망(23.2% vs 22.9%, 

p=0.944)과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Likosky 등[7]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술  험인자들도 

증가하고, 술후 합병증의 빈도도 높아 원내 사망률은 증

가하고 장기 생존율도 감소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

도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조기 사망율이 높았으며(2.7% 

vs 9.5%, p=0.013), 연령은 장기 생존율의 유의한 험인자

(p=0.005, Odds ratio=1.050) 다. 

  좌심실 기능부 을 동반한 환자들은 정상인 환자들보

다 수술사망률이 높고, 장기 생존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9], 본 연구에서는 좌심실 기능부 을 동반한 

환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 사망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그 지 않은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rr 등[8]은 이러한 좌심

실 기능부 이 동반된 환자에서 “hibernating” 는 “stunn-

ed” myocardium은 재 류에 의해 의해 기능이 회복될 수

도 있으며, 수축기 좌심실 용 의 감소와 좌심실 수축력

의 증가로 인하여, 증상의 호 과 5년 생존율이 59%로 생

존의 연장을 기 할 수 있다고 하 다. 

  Loop 등[13]은 내흉동맥을 사용한 환자는 복재정맥만 

사용한 환자보다 장기 생존율에서 우수한 성 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내흉동맥의 장기 개통율이 복재정맥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며, 한 내흉동맥은 동맥경화에 이환될 

험성이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의 산소요구량에 

맞게 류량을 공 할 수 있도록 의 크기가 차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창기에

는 비교  복재정맥만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는 별다른 기사항이 없는 한 좌내흉동맥을 좌 하행지

에 문합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흉동맥의 사용이 장기 생

존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좌주 상동맥질환이 만기 사망의 험인자라는 보고도 

있으나[2], Jonsson 등[14]은 좌주 상동맥질환이 더 이상 

조기 는 만기사망의 험인자가 아니라고 하 으며, 이

는 수술기법과 술후치료의 발 과 함께 완 재 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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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내흉동맥사용의 증가, 내과  치료의 향상등과 연

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좌주 상동맥질환이 단

변량 분석에서는 만기사망의 유의한 험인자 으나, 다

변량분석에서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생

존율에 있어서도 차이는 없었다. 

결      론

  결론 으로, 상동맥우회술은 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 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장기 생존을 더욱 향상시키기 해서는 내흉동

맥의 보다 극 인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

히 당뇨환자에서는 당조 을 한 극 인 약물치료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상인 환자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았으나, 

선택된 환자들에서의 무펌  상동맥우회술이나 동맥도

을 이용한 재 화등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는 이들과 연 된 장기 생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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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상동맥우회술은 상동맥질환의 표 인 치료법으로 서구에서는 장기 성 에 하여 많은 

보고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원에서의 장기 임상성 에 하여 알아보

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2월 본원에서 처음으로 상동맥 우회로술을 시행한 이후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 던 342명의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의무기록을 토 로 후향 으로 분석

하 다. 총 286명(83.6%)에서 추 찰이 가능하 으며, 평균추 찰기간은 75.7±46.1개월이었다. 
결과: 조기사망은 5.6% 으며, 만기사망은 23.1% 다. 1년 생존율은 91.5% 으며, 5년 생존율은 

82.1%, 10년 생존율은 60.7%, 15년 생존율은 50.0% 다. 6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p=0.002), 당뇨

(p=0.000), 고 압(p=0.002), 다 질환 환자(p=0.006), 그리고, 좌심실 기능부  환자들(p=0.015) 
환자들에서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성별은 장기생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당뇨(p=0.001), 나이(p=0.005), 좌내흉동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p=0.037)가 유의한 험

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상동맥우회술은 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있어서 효과 인 치료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장기 생존을 해서는 내흉동맥의 극 인 사용과 당뇨환자에서 술후 당조 과 같은 

한 약물치료와 외래추 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1. 상동맥 우회술

2. 사망률

3. 생존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