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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MC3 Annuloplasty System을 이용한 
삼첨판 성형술의 조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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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Results of Tricuspid Valvuloplasty with Using 
the Edwards MC3 Annuloplasty System

Tak-hyuck Oh, M.D.*, Joon-Yong Cho, M.D.*, Jong-Tae Lee, M.D.*, Gun-Jik Kim, M.D.*, Dae-Hyun Kim, M.D.**

Background: Functional tricuspid regurgitation (TR) greater than or equal to a mild grade requires tricuspid valvulo-
plasty, and tricuspid valvuloplasty with ring annuloplasty has shown good outcomes. We report here on our early 
experience with the Edwards MC3 annuloplasty system (Edwards LifeSciences, Irvine, CA). Material and Method: 
From November 2004 to July 2006, 72 patients with tricuspid annular dilatation and TR underwent tricuspid valvu-
loplasty with using the Edwards MC3 annuloplasty ring. Sixty-eight patients were operated on via median sternot-
omy and four patients were operated on using robotic assisted minimal invasive thoracotomy. The patient pop-
ulation included 21 males and 51 females and their mean age was 53.9±12.3. The mean grade of TR, as as-
sessed by the preoperative echocardiography, was 2.2±1.0. The mean NYHA functional class was 3.1±0.8. The 
mean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was 57.0±9.9%. Result: The TR and NYHA functional class, as assessed by 
postoperative echocardiography, was significantly reduced (mean=0.4±0.6 and 2.0±0.7, respectively p＜0.001). There 
was one case of hospital mortality. One patient required permanent pacemaker insertion for third degree atrioven-
tricular block. Conclusion: Our study shows that the Edwards MC3 remodeling ring is easy to implant and it effec-
tively corrects functional TR with excellent clinical and echocardiographic outcomes. Further follow-up and a larger 
clinical series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 long-term stability of this repair technique.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09;4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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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좌측 심장질환에 의해 이차 으로 발생하는 기능성 삼

첨 막 폐쇄부 (Functional tricuspid regurgitation)이 있을 

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좌측 심장질환의 교정에 의해 

자연 으로 호 될 것이라는 기 하에 부분 수술  치

료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좌측 심

장질환의 교정과는 계없이 삼첨 막 폐쇄부 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4]. 

  삼첨 막 폐쇄부 이 발생하기 해서는 우심실의 확

장과 삼첨 륜의 확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삼첨 막 폐쇄

부 의 정도는 부하, 후부하  우심실의 기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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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s profiles

Characteristic No. (%)

Male/Female 21/51

Age (year) 53.9±12.3 (17∼77)

NYHA I 2 (2.8)

 functional II 14 (19.4)

 class III 31 (43.1)

IV 25 (34.7)

TR grade I 14 (19.4)

II 39 (54.2)

III 6 (8.3)

IV 13 (18.1)

Atrial fibrillation 47 (65.3)

RVSP≥40 mmHg 52 (72.2)

Ejection fraction (%) 57.0±9.8

Reoperation 13 (18.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grade; TR=Tricuspid re-

gurgitaton; RVSP=Righ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Fig. 1. Intraoperative view of the Edwards MC3 annuloplasty sys-
tem (Edward LifeSciences, Irvine, CA).

결정되는데 좌측 심장질환의 교정은 후부하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확장된 삼첨 륜, 부하  우심실 기능에

는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의 삼첨 막 폐쇄

부 의 자발 인 교정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병변이 

계속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5]. 그리고 나이, 심실의 수축

기 기능, 그리고 우심실 크기와 상 없이 삼첨 막 폐쇄

부 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이 증

가하게 되고, 한 장기 생존율이 감소하게 된다[6]. 이에 

따라 삼첨 막 폐쇄부 에 한 수술  교정이 극 으

로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수술방법이 제안되었다. 

삼첨 막 폐쇄부 의 수술  치료방법으로 합 륜 성

형술(suture annuloplasty), 링을 이용한 륜 성형술(ring 

annuloplasty) 등의 방법이 있지만 그 에서 링을 이용한 

륜 성형술의 장기 성 이 더욱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7-16]. 

  본원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삼차원 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 Edwards MC3 annuloplasty system (Edward Life-

Sciences, Irvine, CA)의 단기 성 에 하여 보고하고자 한

다(Fig. 1).

상  방법

  2004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경도(mild) 이상의 삼

첨 막 폐쇄부 이 있는 72명의 환자에게 Edwards MC3 

륜링을 이용한 막 성형술을 시행하 다. 본원에서 삼

첨  교정술을 시행하는 기 은 심장 음  검사  수술

실내 경식도 심장 음  검사에서 우심실  삼첨 륜의 

확장이 있으면서 경도이상의 삼첨 막 폐쇄부 이 동반

되어 있는 경우 수술  교정을 극 으로 시행하 다. 

  수술방법은 통상 인 인공심폐순환하에서 일차 인 질

환에 한 수술을 시행한 후 마지막에 우심방 개하에 

삼첨 막 자체의 기질 인 병변 유무를 확인하 다. 삼첨

막 폐쇄부 의 원인이 막의 기질 인 병변이 아니고 

우심실  삼첨 륜의 확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삼첨

의 격첨 륜에 해당되는 부 부터 2-0 polyester 합

사를 수평 상 합(horizontal mattress suture) 방법으로 삼

첨 륜을 따라서 반시계방향으로 9∼11개 정도의 링 합

을 시행하고 막의 크기  격첨 륜의 길이를 고

려하여 링의 크기를 결정하 다. 륜링을 안착시킨 후 

우심실내로 생리식염수 주입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잔존 

삼첨 막 역류의 정도를 확인하 다. 인공심폐순환을 정

지한 후 수술실내 경식도 심장 음  검사를 시행하여 삼

첨 막 폐쇄부 의 교정 정도를 확인하 으며 등도 이

상의 삼첨 막 폐쇄부 이 있는 경우 수술 실패로 간주하

고 다시 교정술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에서 추  찰이 이루어졌으며 각 환자의 의

무기록  외래 방문, 화 추  등을 이용한 후향  방법

으로 조사하 으며 추  기간은 4개월에서 42개월로 평균 

27.0±9.5개월이었다. 통계 분석은 한  SPSS 12.0 데이터 

편집기(SPSS Inc, Chicago, IL)를 사용하 다. 모든 통계  

수치는 ‘평균±표 편차’로 표 하 으며 수술 후의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NYHA), 삼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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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gical procedures

Procedures No. (%)

MC
3 ring annuloplasty 31.0±1.5

  28 mm 7 (9.7)

  30 mm 26 (36.1)

  32 mm 35 (48.6)

  34 mm 4 (5.6)

Combined procedures

  Papillary muscle transfer 12

  Edge-to-Edge suture  3

  Commissural suture  5

Concomitant procedures

  Mitral valve replacement 47 (65.3)

  Mitral valve repair 11 (15.3)

  Aortic valve replacement 19 (26.4)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3 (4.2)

  ASD closure  8 (11.1)

  Maze procedure 19 (26.4)

Median sternotomy 68

Minimally invasive thoracotomy  4

ASD=Atrial septal defect.

Table 3. Mortality and morbidity

Cause No. (%)

Mortality 1 (1.4)

Respiratory failure

Morbidity

AV block 1 (1.4)

Bleeding 7 (9.7)

Low cardiac output 7 (9.7)

Arrhythmia 4 (5.6)

CVA 2 (2.8)

Infective endocarditis 1 (1.4)

AV block=Atrioventricular block; CVA=Cerebrovascular acci-

dent.

막 폐쇄부 의 정도 비교방법은 McNemar test를 용하

으며, 통계  의미는 p값이 0.05 이하인 경우에 통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결      과 

  성별은 남자가 21명, 여자가 5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3.9±12.3세 다. 술  삼첨 막 폐쇄부 의 정도는 1도

가 14명, 2도가 39명, 3도가 6명, 4도가 3명으로 평균 

2.2±1.0도 으며 평균 환자의 기능 상태(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는 3.1±0.8, 좌심실 박출계수는 

57.0±9.9% 다(Table 1). 좌심 막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61명, 삼첨 막 폐쇄부 만 단독으로 있었던 경우가 2명, 

외상성 삼첨 막 폐쇄부 이 있던 경우가 1명, 심방 격

결손을 가진 경우가 8명이었다. 동반 수기는 과거 승모  

치환술  동맥  치환술 후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13명(18.1%), 승모  치환술 45명(62.5%), 승모  성형술 

11명(15.2%), 동맥  치환술 19명(26.3%), 상동맥 우회

로술 3명(4.2%), Maze 수술 19명(26.3%), 심방 격결손 교

정술이 8명(11.1%)이었으며, 68명에서 정  흉골 개술을 

하 고, 로 팔을 이용하여 우측 측방 개흉술(수술 개

길이 5∼6 cm)을 시행한 경우가 4명이었다. 사용한 륜

링은 28 mm 7명, 30 mm 26명, 32 mm 35명, 34 mm 4명이

었으며 륜링 장착 외에 삼첨 의 유두근(anterior pap-

illary muscle)을 심실 격쪽으로 옮기는 이술을 시행한 

경우가 12명, Edge-to-Edge술식은 3명, 교련부 합술을 5

명에서 추가로 시행하 다(Table 2).

  병원 사망은 1명이 있었는데 이 환자는 술  심인성 쇼

크의 상태에서 승모  치환술  삼첨  성형술을 시행하

으며 술 후 심인성 쇼크의 지속  이에 따른 다발성 장

기부 으로 사망하 다. 술 후 심장 음 검사는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70명에서 1

개월내에서 41개월로 평균 12개월에 시행하 고, 술 후 

삼첨 막 폐쇄부 과 NYHA functional class는 각각 

0.4±0.6, 2.0±0.7으로 의미있게 감소하 다(p＜0.001). 

  술 후 합병증은 로 팔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 

1 에서 3도 블록이 발생하여 구 인공심박동기를 삽입

하 다. 그 외 삼첨 막 성형술에 따르는 륜링의 열개, 

심내막염, 용 증, 증은 없었다(Table 3). 이  34명에

서 술 후 평균 23.4±9.2개월 지난 후 시행한 추가 찰 심

장 음 검사상 삼첨 막 폐쇄부 은 0.5±0.7도로 경미하

다.

고      찰

  과거에는 삼첨 막 폐쇄부 은 부분 좌측 심장 막

의 병변에 의해 이차 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극 인 

치료방법의 상이 되어왔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극 인 수술과 링의 사용으로 환자의 장기 생존율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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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toperative change of tri-
cuspid regurgitation and NYHA func-
tional class.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 우심방 부속지의 삼지 합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삼첨 의 역류정도를 감지하던 과거의 방법들과는 달리 

수술실내 경식도 심 음 의 사용으로 삼첨  성형술을 

더욱 정확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그 응증의 범 도 넓혔

다고 볼 수 있다.

  좌측 심장 막질환이 있는 경우 삼첨 막과 막하 구

조물의 기질  병변이 없는 기능성 삼첨 막 폐쇄부 이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부분의 환자는 증의 폐쇄부

이 진행할 때 까지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심실은 좌심실과 달리 상 으로 압이 낮은 폐동맥

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심실 기능부 에 의한 증상은 등

도 이상의 심한 삼첨 막 폐쇄부 이 진행되어서야 발

된다. 기능성 삼첨 막 폐쇄부 의 발생기 은 좌측 심장 

막의 이상에 의한 높은 좌심방압력이 폐동맥 고 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우심실에 압력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

어 막의 폐쇄부 이 발생한다[17-19]. 그리고 이후에는 

삼첨 막 폐쇄부 으로 의한 용  과부하가 더욱 삼첨

막 폐쇄부 을 악화시키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이유로 

기능성 삼첨 막 폐쇄부 을 유발시키는 원인 병변인 좌

측 심장 막의 교정이 이루어지면 자연 으로 삼첨 막 

폐쇄부 이 완화될 것이라는 추정이 보편 이었다[20]. 그

러나 좌측 심장 막의 수술  교정후에도 기능성 삼첨

막 폐쇄부 이 계속 진행된다는 여러 보고가 발표되면서 

삼첨 막 폐쇄부 의 발생 기 에 해 재고하게 되었다

[1-4]. 한, 의미있게 진행한 삼첨 막 폐쇄부 은 우심실

의 기능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환자의 좌심실  우심실

의 수축기 기능, 나이 등과는 계없이 삼첨 막 폐쇄부

 그 자체가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되고 장기 생존률이 

감소되는 독립  요인이 된다고 하 다[6]. 이러한 이유들

로 삼첨 막 폐쇄부 에 한 극 인 수술  치료가 시

도되고 있다. 삼첨 막 폐쇄부 의 수술 응은 일반 으

로 등도 이상의 의미있는 폐쇄부 에 해서는 수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리 알려져 있지만 경도에서 

등도 정도의 삼첨 막 폐쇄부 이 있는 경우 수술  치

료를 시행해야 하는 지에 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Dreyfus 등[5]은 삼첨 륜의 확장

은 진행성 병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삼첨 막 폐쇄부

은 더 심해지므로 삼첨 막 폐쇄부 의 정도와 계없

이 조기에 수술  교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5]. 이에 본

원에서도 경도의 삼첨 막 폐쇄부 에 해서 극 으

로 수술을 시행하 으며 14명 환자  12명에서 술 후 삼

첨 막 폐쇄부 이 감소하 다.

  삼첨 막 교정술의 방법은 Kay, DeVega 합방법 같은 

합 륜성형술과 링을 이용한 륜성형술 등이 있다

[7-12]. McCarthy 등[11]은 삼첨 막 폐쇄부 의 막 성형

술 후 6개월 이상의 장기 결과에서 륜링을 사용한 경우 

삼첨 막 폐쇄부 의 변화가 작았으나 륜링을 사용하

지 않은 경우에서는 술 후 삼첨 막 폐쇄부 의 정도가 

다시 심해졌다고 했으며 이론 으로 륜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동맥 고 압의 지속여부가 막 성형술

의 결과에 향을  수 있고 술 후 추  검사상 우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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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기 압이 감소하지 않으면 륜은 다시 확장될 가능

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14]. 따라서 삼첨  성형술의 방

법이 술 후 장기 결과에 향을  수 있다고 단되며 다

양한 임상 연구에서 륜링을 이용한 삼첨  성형술이 더

욱 우수한 성 을 나타내고 있다[10,14-16]. 

  륜링의 종류로는 이 에 Carpentier Edwards classic 

ring을 많이 이용하 으나 이는 이차 원  형태를 하고 

있어서 수술자가 직  수술  삼첨 륜의 형태와 비슷하

게 굽 서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Edwards 

MC3 annuloplasty ring은 삼첨 륜의 해부학  구조가 평면 

형태가 아닌 삼차원 인 말 안장 구조인 것을 고려해 링

의 형태를 삼차원 으로 만든 고정형(rigid) 링이다. 그리

고 이 링은 앞벽측교련 부 (anteroseptal commissure)에는 

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륜을 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액 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 으며 합시 도

체계에 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의 

증례들  1명에서 3도 블록이 발생하 는데 이 경우에는 

로 팔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의 시행 기에 발생한 경

우 으며 이후 로 팔을 이용한 최소침습수술의 경험이 

축 되면서 이와 같은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      론 

  삼차원  모양의 삼첨 륜링은 장착하기 용이하며 임

상 , 심장 음  검사상 단기 성 은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술 후 륜링의 장착후에 삼첨 륜의 역

동 인 기능에 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기 인 추 찰 

 검사로 장기 성 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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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경도이상의 기능성 삼첨 막 폐쇄부 이 있는 경우 삼첨  성형술이 리 시행되고 있으며, 
륜링을 이용한 성형술이 우수한 성 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삼차원  모양의 삼첨 륜링

(Edwards MC3 annuloplasty system [Edward LifeSciences, Irvine, CA])을 이용한 삼첨  성형술의 조

기성 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삼첨 륜의 확장  경

도이상의 삼첨 막 폐쇄부 이 있는 72명의 환자에서 Edwards MC3 annuloplasty ring을 이용한 삼첨

 성형술을 시행하 다. 72명의 환자 , 68명에서 정 흉골 개술을 하 고 4명에서 로 팔을 이

용한 최소 개 개흉술을 시행하 다. 남녀비는 21 : 51이었고 평균 나이는 53.9±12.3세 다. 수술  

삼첨 막 폐쇄부 은 평균 2.2±1.0도 으며 평균 NYHA functional class는 3.1±0.8, 평균 좌심실박출

계수는 57.0±9.9% 다. 결과: 삼첨 막 폐쇄부 과 NYHA functional class는 각각 0.4±0.6, 2.0±0.7으
로 의미있게 감소하 고 삼첨 막 착은 없었다(p＜0.001). 병원 사망은 1명이 있었으며 술 후 합병

증은 3도 블록이 발생하여 구  인공심박동기 삽입을 한 경우가 1명이 있었다. 결론: 3차원  모양

의 삼첨 륜링은 장착하기 용이하며 임상 , 심 음  검사상 단기성 은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 막륜링의 장기 성 에 하여는 연구 상환자에 한 정기 인 추 찰  검사가 필

요하고 더 많은 임상 용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중심 단어：1. 삼첨 막

2. 삼첨  성형술

3. 삼첨 막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