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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of Complex
Fractionated Electrograms with
Atrial Myocardial Thickness
and Fibrosis
Tae-Min Rhee
Department of Translational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though ablation of complex fractionated atrial electrograms (CFAE) in atrial
fibrillation (AF) is one of strategies for atrial substrate modification,
mechanism behind CFAE as an electrophysiological substrate remains unclear.
We investigated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CFAE sites and their matched
non-CFAE sites by comparing their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s in canine
AF models. Atrial electrograms of four dogs were obtained from the epicardial
site. AF was induced through burst atrial pacing at 600 bpm for 30 minutes.
CFAE sites were identified during AF according to patterns on the electrograms,
and their matched non-CFAE sites were selected at the adjacent region within
5 mm from each CFAE site. Tissues were harvested at CFAE sites and their
matched non-CFAE sites at various locations in both atria. Histopathologic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CFAE and non-CFAE sites. A total of 24
atrial tissues (12 with CFAE, 12 with non-CFAE) were evaluated. The atrial
myocardium was significantly thicker at CFAE sites (1757.5±560.5 μm) than
at non-CFAE sites (1279.5±337.2 μm) (p=0.036). The atrial myocardium at
CFAE sites was filled with significantly larger amounts of fibrotic tissues than
at non-CFAE sites (22.8±6.9% versus 7.2±4.7%, p<0.001). Results were
consistent across various tissue locations. The distribution of autonomic nerve
innervation was similar between CFAE and non-CFAE sites. This study c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of CFAE sites that
showed a thicker wall and greater amount of fibrosis. These findings may b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FAE and its pathophysiological
contribution to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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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주파 절제술 (radiofrequency ablation)은 지속성 심방 세동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에

대한 중요한

치료

전략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1)
비-발작성 (non-paroxysmal) 심방 세동의 재발률과 장기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심방 기질 수정 (substrate modification)
전략들이 시도되어 왔다. Nademanee 등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
(complex fractionated atrial electrograms, CFAE)를 보이는
부위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방 세동 환자에서 고주파 절제술의
목표 지점이 될 수 있으며, 복잡 파쇄형 전기도 유도하 고주파
절제술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 폐정맥 격리술 (pulmonary vein
isolation)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높은 시술 성공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3) 높은 시술 성공률과 단기간의 재발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폐정맥 격리술에 추가로 시행하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절제술은 단순 폐정맥 격리술에 비해 우월한 장기
성적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 (4,5) 그러나, 장기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서 시행되는 추가적인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절제술을

통해

80%

이상에서

심방세동을

심방빈맥이나 동율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6)
즉, 절제술 후 재발한 심방세동 환자나 장기 지속성의 치료 불응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는 추가적인 기질 목표로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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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복잡 파쇄형 전기도를 보이는 부위의
구조적 특징과 심방 세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심장 전기생리학적 기질로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학적 특성은 보다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가 심방세동의 절제술 전략에 있어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임상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병리학적 특징 비교를 통해 두 영역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동물 실험 준비
본 연구의 연구 계획서는 서울대학교 IACUC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번호 16-0136-S1A0) 총 4마리, 20-25 kg
정도의 잡종견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통상적인 동물 실험에 있어
승인된 절차에 따라, 모든 실험견들은 티오펜탈 정맥주사 20
mg/kg로 마취되었고, 1-2% isofluorane/O2 혼합 기체를 통한
가스 마취 상태를 유지하며 기관내 도관이 삽관되어 기계 호흡을
적용하였다. 모든 절차는 실험견의 통증, 불편감, 손상 및 상처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표준 체표면 심전도를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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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시하였고, 간헐적으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를 활용한 기계 호흡 조절을 통해 실험 도중 발생하는 대사
이상을 교정하였다. 전기 가열 패드를 이용하여 실험견의 체온을
36-37℃로 유지하였다. 전기생리학적 연구 (electrophysiologic
study) 및 조직 채취를 위해, 중앙 흉골 절개술 및 심낭 절제술을
통해 실험견의 심장에 직접 접근하였다. 전기생리학적 연구를 위한
심외막의 패치 전극들은 심방 외벽에 봉합하여 고정하였다.

전기생리학적 연구 절차
Prucka Cardiolab EP System (GE Medical Systems, Fairfield, CT,
USA)을 이용하여 심방 전기도를 증폭한 후 0.05에서 500 Hz
사이로

걸러냈으며,

이를

화면에

표시하면서

동시에

기록,

저장하였다. 심방 페이싱은 기본 임계값의 2배로 시행되었다. 2
mm의 말단 전극과, 1 mm의 밴드형 전극, 그리고 2 mm의 전극간
간격을

갖는

표준

진단용

카테터를

이용하여

심외막의

양극

전기도를 기록하였다. (Livewire, St. Jude Medical, Minnetonka,
MN, USA)

심방

세동의

유발과

복잡

파쇄형

전기도

인식

프로토콜
30분간 600-bpm의 심방 페이싱을 통해 심방 세동을 유도하였고,
최소 10분 이상 심방 세동이 지속된 경우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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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전기도의 패턴에 따라 정의되었다.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복잡 파쇄형 전기도로
간주되었다:

1) 2회

이상의

편향으로

구성된

파쇄형

전기도,

그리고/또는 10초 이상 지속되는 활성화된 복합체 (prolonged
activation complex)의 연속적인 기준선에 대한 편향; 2) 10초
이상의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매우 짧은 사이클 길이 (≤120
ms)를 갖는 심방의 전기도. 비전형적인 영역을 배제하고 명확한
파쇄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 여부를 판정하는
시간은 10초로 하였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을 각각의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으로부터 5 mm
이내의 인접한 부분에서 선택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양측 심방의 다양한 부위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 해당하는 심근 조직들을 채취하였다. 절제된
두

영역의

조직들은

염색과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위해

4%

포르말린 용액에 48시간 이상 고정 처리되었다. 마이크로톰으로
확보된 조직을 2 mm 두께로 절단하였고, 헤마톡실린-에오신
(hematoxylin-eosin), 마손 트리크롬 (Masson’s trichrome),
티로신

하이드록실라제

(tyrosine

hydroxylase),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 (choline acetyltransferase) 4가지 시약으로
염색하였다. 현미경 관찰 사진은 40배, 100배 및 200배율의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BX51TF; Olympus, Tokyo, Japan),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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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소프트웨어 (Image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컴퓨터로 전송되었다. 심방 심근의
두께는

40배율에서

헤마톡실린-에오신으로

염색된

조직으로

측정하였다. 심방 심근 섬유화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모든 마손 트리크롬으로 염색된 섹션에 대해 200배율 하에서 3개
내지 5개의 시야를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각각의 섹션에서 전체
면적에 대한 섬유화 면적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심방 심근에서
티로신 하이드록실라제 및 콜린 아세틸트랜스퍼라제 염색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의 분포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연속형 변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고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확률 값들은 양측성으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통계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버전 19.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다양한 심방 심근 조직 내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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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심방 심근 조직 (12개의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12개의 대응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을 분석하였다. 표
1에 분석한 조직들의 해부학적 위치와 분포에 대해 기술하였다.
12개의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들 중 7개는 우심방 (우-전
신경총 [anterior right ganglionated plexus] 근위부 전외측 벽,
종말구 [sulcus terminalis] 영역, 동방 결절 영역)에, 5개는 좌심방
(마샬

인대

중간

부분,

좌심방

좌폐정맥강)에 위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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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벽,

좌심방

천장

영역,

표 1.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해부학적 분포
복잡 파쇄형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전기도 영역

(n = 12)

(n = 12)

2

2

종말구 영역

3

3

동방 결절 영역

2

2

마샬 인대 중간 부분

2

2

좌심방 후벽

1

1

좌심방 천장 영역

1

1

좌폐정맥강

1

1

위치

우심방
우-전 신경총 근위부
전외측 벽

좌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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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파쇄형 전기도 여부에 따른 심방 심근의 두께
및 섬유화 정도의 차이
표 2에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병리학적 차이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심방 심근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서 (1757.5 ± 560.5 μm) 이에 대응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279.5 ± 337.2 μm)에 비해
유의하게 두꺼웠다. (p=0.036) 좌심방 및 우심방 각각의 하위 그룹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심방 심근 두께의
차이는 우심방의 동방 결절 영역과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536.5 ± 114.7 μm;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825.5 ±
134.3 μm) 우-전 신경총 근위부 전외측 벽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935.9 ± 539.2 μm;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409.3
± 275.7 μm)에서 가장 컸다. 양 군 간의 정량적 섬유화 정도
또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심방
심근은 대응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비율의 섬유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22.8 ± 6.9%;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7.2 ±
4.7%, p<0.001) (그림 1) 좌심방 및 우심방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좌심방 후벽 부위에서 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30.3%;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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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복잡 파쇄형 전기도 여부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특성
심방 심근 두께 (μm)
복잡 파쇄형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전기도 영역

(n = 12)

(n = 12)

1757.5 ±

1279.5 ±

560.5

337.2

1678.6 ±

1192.4 ±

599.3

293.9

1935.9 ±

1409.3 ±

539.2

275.7

1621.0 ±

1267.4 ±

821.5

204.1

우심방

전외측 벽

복잡 파쇄형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전기도 영역

(n = 12)

(n = 12)

0.036

22.8 ± 6.9

7.2 ± 4.7

< 0.001

0.088

23.4 ± 6.5

8.2 ± 5.8

0.001

0.529

22.1 ± 4.1

6.3 ± 0.5

0.130

0.498

26.5 ± 7.9

10.1 ± 8.3

0.061

P

전체 조직

우-전 신경총 근위부

심방 심근 섬유화 비율 (%)

종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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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36.5 ±
동방 결절 영역

825.5 ± 134.3

0.012

18.5 ± 2.3

6.5 ± 1.3

0.134

0.086

21.8 ± 8.1

5.5 ± 1.5

0.006

114.7
2073.0 ±

1627.7 ±

253.7

339.8

1893.6 ± 0.0

1387.4 ± 0.0

-

15.9 ± 10.7

4.0 ± 1.0

0.335

-

1395.7 ± 0.0

-

30.3 ± 0.0

6.6 ± 0.0

-

2252.4 ± 0.0

1868.0 ± 0.0

-

24.6 ± 0.0

6.9 ± 0.0

-

-

872.8 ± 0.0

-

22.2 ± 0.0

6.3 ± 0.0

-

좌심방
마샬 인대 중간 부분
좌심방 후벽
좌심방 천장 영역
좌폐정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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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잡 파쇄형 전기도와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대표 전기도와 심방 심근의
섬유화 정도에 대한 예시

(A, B) 상방 종말구에 위치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전기도와
마손 트리크롬 염색 조직 (100 배율)과, (C, D) 5 mm 이내
인접한 상방 종말구 후방에 위치한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전기도와 마손 트리크롬 염색 조직 (100 배율). 심방
조직의 섬유화 정도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서 34.5%,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서 2.0%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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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신경계 신경 분포
신경 섬유 밀도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율신경계의 신경
분포는, 교감 신경계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128.1 ± 186.5
μm2/mm2;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1170.4 ± 187.1
μm2/mm2, p=0.570) 및 부교감 신경계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299.0 ± 106.4 μm2/mm2;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373.7 ± 136.8 μm2/mm2, p=0.145) 모두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이에 대응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분석한 다양한 심방
조직의 위치와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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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복잡 파쇄형 전기도 여부에 따른 자율 신경계 분포의 비교
부교감 신경계 밀도 (μm2/mm2)

교감 신경계 밀도 (μm2/mm2)
복잡 파쇄형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전기도 영역

(n = 12)

(n = 12)

1128.1 ±

1170.4 ±

186.5

187.1

1113.3 ±

1125.5 ±

196.7

167.0

전체 조직

우심방
우-전 신경총 근위부

복잡 파쇄형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전기도 영역

(n = 12)

(n = 12)

0.570

299.0 ± 106.4

373.7 ± 136.8

0.145

0.878

295.1 ± 118.3

369.1 ± 152.5

0.240

-

348.1 ± 135.8

325.9 ± 86.3

-

-

219.4 ± 99.1

366.7 ± 227.9

-

P

P

1102.8 ±
1080.5 ± 63.7

전외측 벽

259.2
1038.9 ±

종말구 영역

1102.8 ± 77.7
152.2
13

1327.8 ±

1216.6 ±

385.0

102.1

1157.8 ±

1260.0 ±

181.6

211.5

마샬 인대 중간 부분

1194.4 ± 7.9

좌심방 후벽
좌심방 천장 영역

동방 결절 영역

-

366.7 ± 62.9

438.9 ± 7.9

-

0.567

316.7 ± 23.6

394.4 ± 7.9

0.177

1316.6 ± 23.6

-

-

-

-

1311.1 ± 0.0

1200.0 ± 0.0

-

333.3 ± 0.0

388.9 ± 0.0

-

1244.4 ± 0.0

944.4 ± 0.0

-

-

-

-

844.4 ± 0.0

1522.2 ± 0.0

-

300.0 ± 0.0

400.0 ± 0.0

-

좌심방

좌폐정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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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및 결론
연구의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는 좌심방 및 우심방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인접한 위치에서 대응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교하여,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서는
심방 심근의 두께가 더 두껍고, 섬유화된 심근 조직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율신경계의 분포는 양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병리학적 특성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낮은 전압과 느린 전도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또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에서
관찰되는 국소적인 방출과 전파 단절 및 융합, 피보팅 활성화
양상은 심방 세동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8)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세동형 파동의 재진입이나,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둔 다른 파동의 중첩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1)
또한 이 영역은 안정적인 박동 형성 구동점 (rotor)이라기보다는,
구동점의 경계에 있거나, 이동하는 구동점 혹은 파동 절단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9) 본 연구진의 기존 연구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심방 세동 둥지 (atrial fibrillation nest)와는 다른 심방
세동의 기질임을 밝힌 바 있다. (10)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가 전기적 활성화 체계보다는 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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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의 조직적 특성에 보다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11) 즉,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심근 자체의 복합적인
구조적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You 등은
병리학적 연구를 통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심근이 보다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간 물질이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
(12) 그러나, 현재까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병리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이 연구뿐이며, 정성적인 분석만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인접한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정량적인 대응 분석을 통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병리학적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학적 특성 중
하나로써 보다 두꺼운 심방 심근의 두께를 확인하였다. Park 등의
심장 전산화 단층 촬영 연구에 따르면, 심방 중격의 두께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정도

및

고주파

절제술의

단기

시술

성공률과 연관이 있었다. (13)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심장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좌심방의 벽 두께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에서 (3.0 ± 1.0 mm)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보다 (2.2 ± 0.9 mm)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러한 결과들은 심방의 심근 두께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
구성과 배열이 보다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며,
이는 심방 세동과 심방 기질의 고주파 절제술의 성공 여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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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높은 심방 심근의 섬유화 정도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또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섬유화는 이미 여러 동물 심방 세동 모델 연구와 인간에서의
연구들에서 심방 세동 기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다. (15)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인 이질성, 즉 무작위적인
미세 조직의 변화 등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 뿐만 아니라 지속성
심방 세동을 유발하는 주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으로 보고되어 왔다.
(16) 특히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기저의 구조적 이상에는
섬유화 조직의 증가와 코넥신 43 (connexin 43) 단백질의 발현
감소가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17) Jacquement 등은
컴퓨터 미세 구조 모델링 연구에서 미세 섬유화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단순한 콜라겐
축적에 더하여, 심방에서의 섬유아세포 (fibroblast)의 증식 역시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본

연구에서

심방

심근의

높은

섬유화

비율이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미시적 특징 중 하나임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유도 하 심방 세동 고주파 절제술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기전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는 반대로 한 좌심방 벽의 구성
성분에 대한 심장 자기 공명 영상의 지연 가돌리늄 증강 (late
gadolinium enhancement) 영상 분석 연구에서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이 섬유화된 영역보다 정상적인 심방 심근 기질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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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20) 비록 일관적이지 않은
보고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섬유화 여부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형성에 있어 자율신경 계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다. (21) 그러나, 신경 섬유의 밀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율신경계의 분포에 대한 분석은 신경 섬유의 밀도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ganglionated

때문에,

plexus)의

후속
분포

연구를
및

숫자

통해

신경절

등을

포함하는

신경총
보다

포괄적인 정량적 신경 분포 분석이 필요하다.

임상적 적용
복잡 파쇄형 전기도에 대한 심방 세동 고주파 절제술의 임상 연구
결과들은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관적이지 않다. Nademanee
등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 목표의 고주파 절제술이 갖는 임상적
이득에 대해 최근까지 연속적으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2,3,22)
반면, STAR AF II, BOCA, CHASE AF 임상 시험 등에서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을

폐정맥

격리술에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없다는 결과들을 보였다. (23-25) 이를
종합한 메타 분석들에서도 아직 결론을 내릴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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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4,5,26) 그러나, 재발성 또는 치료 불응성 심방세동
환자나 장기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추가적인 기질 수정 목표에
대한 절제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거가 많이 부족하여 후속
연구들을 요한다.
특히, 현재까지 어떻게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이 심방 세동의
기질로서

기능하는지

불분명했고,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을

목표로 하는 심방 세동 고주파 절제술이 심방 세동을 종결시키는데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 역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조직학적 특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인접 부위의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의 비교를
통해 잘 보여주었으며, 적어도 심방 심근의 두께와 심근의 섬유화
정도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동물에서의 조직학적
특성들이 실제 심방세동을 이환하고 있는 사람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의 특성과 일치하는지는 불명확하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를 측정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여
조직을 확보해야 하겠으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윤리적,
기술적으로 여러 제한점이 예상된다. 전산화 단층 촬영 (CT)이나
심장내초음파

(intracardiac

echocardiography)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심방 벽의 조영증강 정도, 초음파음영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으나, 조직 해상도가 낮아 정량화를 통한 정밀한 비교
연구가 어렵다. 고해상도 심장 자기 공명 영상 (MRI)의 가돌리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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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영상 및 T1 매핑 등으로 기본 영상을 확보하고, 전기생리학적
검사시 심장내초음파를 병행함으로써 영상 진단기법의 한계를 상호
보완하고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영상 검사상 특성을 여러 영상 검사 기법을
통해

동시에

확인,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특성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재현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유사한 조직학적
특성이 확인된다면, 사전 영상 검사에서 심방 벽 두께나 조영증강
정도가 다른 부위를 파악하고, 절제술시 해당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 절제 목표로
삼는 방법을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나 장기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새로운 절제술 전략으로 삼고 임상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임상 동물 실험 연구로서, 이 결과가 실제 임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우선, 정상적으로 건강한 실험견에
심방 세동을 유발하는 것은 실제 인간에서 발생하는 심방 세동과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둘째, 모든 전기도는 심외막의 전극을 통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인간에서와 같이 심내막의 전기도를 도식화하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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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에 있어 다소 짧은 전기도 측정 시간과 이에 따른
시공간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일부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 특히 좌심방 후벽 및 좌폐정맥강의 경우 채취
과정에서 조직이 일부 손상되면서 정확한 심방 심근 두께의 측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Nademanee
등이 제시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1) 그러나, Rostock 등은 복잡
파쇄형 전기도를 등전선으로부터 2개 이상의 편향을 나타내는 분쇄
전위 그리고/또는 등전선 없이 연속적인 전기 활동을 보이는 전위로
정의하였다. (27) 반면 Oral 등은, 관정맥동에서 120 ms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전기도, 또는 파쇄되거나 연속적인 전기적 활동을
보이는 전기도로 정의하였다. (28) 이렇게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정의가 연구마다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복잡 파쇄형 전기도 관련 연구들에 확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결론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이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대응
비교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은 보다 두꺼운 심방
심근과 보다 많은 양의 섬유화된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가 심방 세동의 고주파 절제술 목표로서
적용될 수 있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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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심방세동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의 고주파 절제술은 심방의 기질
수정에 대한 전략 중 하나이지만, 복잡 파쇄형 전기도를 보이는
부위가 갖는 전기생리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와 이에 상응하는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심방세동의 실험견 모델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네 마리의 실험견의 심외막
부위에서 심방의 전기도를 획득하였다. 30 분간 분당 600 회의 속도로
심방 페이싱을 통해 심방세동을 유발하였다. 심외막 심방 전기도의
실시간 관찰을 통해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를 특정하였고, 해당
위치로부터 5 mm 이내에 인접한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를
선택하였다. 양측 심방의 다양한 위치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와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의

조직을

수확하였고,

조직병리학적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24 개의 심방 조직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12 개,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12 개)을
분석하였다. 심방 심근 조직의 두께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에서
(1757.5 ± 560.5 μm)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1279.55
± 337.2 μm)에 비해 유의하게 두꺼웠다 (p = 0.036). 또한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의 심방 심근 조직은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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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비해 섬유화 조직의 양이 유의하게 많았다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22.8 ± 6.9%;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7.2 ±
4.7%; p < 0.001). 이 결과는 다양한 심방 조직의 위치에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자율 신경계의 분포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와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부위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심방세동 모델에서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이 비-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두꺼운 심방 심근과 보다 많은 양의 섬유화된 조직으로 나타나는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잡

파쇄형

전기도

영역의

발생과

심방세동에

미치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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