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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Because of its protean clinical manifestations, diagnosis of acute myocarditis
is quite limited unless proved by endomyocardial biospy. However endomyocardial biopsy is not
always applicable in these patients. Neither there have been clear clinical criteria for diagnosis
nor studies in regard to prognostic factors are available. We retrospectively evaluated clinical
features and prognosis of patients with biopsy proven and/or clinically suspected acute myocarditis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Method：
：Thirty six patients of acute myocarditis were enrolled. Eighteen patients were diagnosed by endomyocardial biopsy. We selected clinical diagnostic criteria for this disorder based
on the clinical,laboratory,echocardiographic and ECG findings obtained from this biopsy-proven
acute myocarditis. Another 18 patients were selected matching these diagnostic criteria. We
divided these thirty-six patients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Group 1, EF≥40(n＝20)；Group 2, EF<40(n＝16). We compared clinical features and
prognosi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
1) The mean age of Group 1 was 39.7±13.6 years(male 12). The mean age of Group 2 was
34.0±14.7 years(male 11). Diastolic blood pressure at admi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2 than in Group 1(82±10mmHg vs 67±15mmHg, p<0.05).
2) In transmitral Doppler findings, Group 1 had 4 patients(25%) with restrictive physiology
while Group 2 had 12 patients(75%)(p<0.05). Global LV hypokinesia was more frequent in
Group 2 than in Group 1(11/16(69%) vs 3/11(27%), p<0.05).
3) During the follow up, there was no death in Group 1. But there were 5 deaths in Group 2.
Three-year survival rate of Group 1 was better than that of Group 2(100% vs 75%, p<0.0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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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ven surviving patients in Group 2, seven patients(64%) showed recovery of the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Conclusion：
：In acute myocarditis, patients who presented with depressed systolic function
showed lower diastolic blood pressure at admission, more frequent occurrence of restrictive physiology, more global hypokinesia rather than regional asynergy, and poorer prognosis.
KEY WORDS：Myocaridits·Depressed systolic function·Prognosis.

지 못 하였지만 이러한 진단기준에 합당하였던 급성 심

서

론

근염환자와 심근생검상 급성 심근염으로 확진되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심초음파검사상 좌심실 기능에 따른

심근염(myocarditis)은 심근에 심근의 괴사를 동반
한 염증세포들의 침윤이 있거나 심근경색(myocardial

이들의 임상 양상과 예후에 대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infarction)과 다른 퇴행성 변화가 세포주위에 있는 경

연구대상 및 방법

우를 칭한다. 심근염의 확진은 심근조직검사에 의거하
지만1), 심근염의 분포가 심장 전체에 균일하지 않은 경
우 또는 심근염의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검사만으로는

1. 연구대상

병변을 놓칠 수도 있고, 검사시 광학현미경적 진단 기

모두 36명의 환자(남자 23명, 여자 13명, 평균연

준만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심근염 진단의 예민

령：36±14.3, 범위：16～69)로서 18명에서는 심근

도(sensitivity)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실제

생검을 시행하여 진단하였고, 심근생검을 받지는 않았

전체 인구에서 심근염의 정확한 빈도에 대한 자료는 없

으나 임상 및 검사 소견상 급성 심근염의 진단 기준에

으나 외상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한 결과 심근염

부합되는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4)

은 약 1～2%에서 관찰되었다고 한다 .
심근염의 임상적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좌심실 수축
또는 이완장애 그리고 심전도 상에서는 부정맥과 전도

2. 연구방법
1) 급성 심근염의 임상적 진단기준 설정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급

심근생검을 시행한 18명의 환자에서 임상 증상, 검사

성 심근염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증상

실 소견, 심전도, 그리고 초음파 소견을 분석한 후 심근

이나 신체 검사에 있어서 진단을 시사할 수 있는 정확

염을 강력히 시사하는 경우를 3점, 중등도로 시사하는

한 소견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경우를 2점, 경미하게 시사하는 경우를 1점으로 점수를

이 경우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부여하였다(Table 1). 조직 검사상 급성 심근염을 보인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증상이 심하여 쇽 상

환자들은 모두 총 13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심근생검

태로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의 심각성

을 받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급성 심근염이 시사되었던

때문에 심근생검과 같이 침습적인 검사를 진행하기가

환자중 상기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총 13점 이상이 넘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심근염에 대해 정확한 임

환자 18명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다.

상적인 진단의 기준에 대한 보고는 없으며 이는 이 질
환의 임상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5).
심근염의 예후도 역시 무척 다양하며 이는 개인의 질병
에 대한 감수성에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6-8).
저자 등은 심근생검상 급성심근염으로 진단된 환자에
서 나타난 임상 및 검사소견을 근거로 급성심근염의 임
상 및 검사소견의 진단기준을 작성하여 심근생검은 하

2) 임상 소견과 검사실 소견
임상 소견에서는 과거에 병력이 없이 증상의 급성 발
현 여부, 최근의 인프루엔자 유사 증상, 흉통, 원인 없는
울혈성 심부전, 심근 경색 유사 증상 여부등의 임상증상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혈액검사 ESR, CK/CKMB, CRP,
LDH, 그리고 호산구의 증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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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gnostic criteria of clinical acute myocarditis
A. Clinical data

률이 10% 이상 향상되거나, 심부전의 NYHA class가
최소 1이상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좌심실의 이완기 직

3. pleuritic or atypical chest pain
3. acute onset of symptom including heart failure without unknown cause
2. recent flue like symptoms\

경이 10%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하였다.

6) 좌심실 기능에 따른 두 군의 분류
36명의 환자를 입원 당시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

2. young age(<40 years)

상인 20명(1군)과 좌심실 기능이 40% 미만인 16명

B. Laboratory data

(2군)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두 군에서 입원 당시 임상

3. elevation of ESR
3. elevation of CKMB

소견, 검사실 소견, 심전도 소견, 그리고 심초음파검사

2. eosinophilia without unknown cause

소견을 비교하였고 20.6±21.0개월(1～72.4개월) 추

C. ECG data

적 관찰 후 환자의 임상 경과를 비교하였다.

3. rapid alterations of ECG profiles

7) 통계 방법

3. ECG simulating acute myocardial infarction

두 군간에 임상 소견, 검사실 소견, 심전도 소견, 그

1. low voltage
1. conduction disturbance

리고 심초음파검사 소견을 비교하는데 Chi 검정과 t 검

1. diffuse ST-T abnormality

정이 사용되었다. 두군 간에 생존률의 차이를 비교하는

D. Echocardiographic findings

데는 Kaplan-Meier 생존 분석이 사용되었다. 유의수

3. wall motion asynergy without evidence of coronary artery disease
3. normalized echocardiographic finding at serial follow up
3. changing myocardial texture with inappropriate
thick wall
3. LV enlargement with reduced EF
Scores
3-highly related, 2-relatively related, 1-least related

준은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로 하였다.

연구결과
1) 1군의 평균 연령은 39.7±13.6세, 남：비는 11：
9였으며, 2군의 평균 연령은 34.0±14.7세, 남：녀비
는 12：4였다. 1군에서는 9명(45.0%)의 환자에서 심
근 생검이 시행되었으며, 2군에서는 9명(56.3%)의 환

3) 심전도 검사

자에서 심근생검이 시행되었다.

내원 당시 심전도에서 미만성 ST 분절의 변화, QTc

2) 심근염의 원인은 양군간에 차이는 없었으며(Ta-

의 연장 여부, low voltage, 전도 장애의 여부, 좌각 차

ble 3), 임상적 증상에 있어서도 양군간에 차이는 없었

단 소견, 완전 방실 전도장애 여부, 비정상적인 Q파, 그

다(Table 4). 내원 당시 이완기 혈압은 1군은 82±10

리고 심실 빈맥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mmHg 였으며, 2군은 67±15mmHg로 2군에서 유의하
게 낮았다(p<0.05)(Table 2). 검사실 소견상 2군에서는

4) 심장 초음파 검사
이면성 심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좌심실의 수축력, 심
실벽의 운동 장애, 좌심실의 확장, 심실벽의 비후, 심실
내의 혈전 여부, 심낭 삼출, 그리고 판막의 기능 장애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Doppler 심초음파를 이용하
여 승모판과 폐정맥을 통한 혈류의 속도를 측정하였으
며 이를 근거로 좌심실의 이완 기능을 정상, relaxation
abnormality, pseudonormalization, restrictive physiology 등으로 분류하였다.

간 효소치가 상승되어 있는 환자의 수가 15명(83.3)이
었으며, 1군에서는 7명(43.8)으로 2군에서 유의하게 많
았다(p<0.05). ESR, CRP, 백혈구, 호산구, CK/CKMB,
그리고 LDH 등의 다른 검사실 소견에서는 양군간의 차
잇점은 없었다. 심전도 소견에서도 양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Table 5).
3) 내원 당시 심초음파검사상 1군에서는 좌심실의
수축기 내경이 33.1±7.5mm였으며, 2군에서는 48.8
±9.6mm로 2군에서 의의있게 더 증가된 소견을 보였

5) 심근염 호전의 판단기준

다(p<0.05). 하지만 다른 심초음파검사 소견에서는 두

평균 1개월 추적 관찰 후 증상 호전은 좌심실 구혈

군간의 차잇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6). 내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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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Group 1(n＝20)

Group 2(n＝16)

Duration(days)

13.1±18.5( 0～50)

9.2±13.6( 0～55)

Age(years)

34.0±14.7(16～69)

39.7±13.6(16～65)

Sex(M：F)

11：9

12：4

9(45.0)

9(56.3)

119.0±16.8

107.0±21.1

Biopsy-No(%)
Systolic BP(mmHg)
Diastolic BP(mmHg)†

81.8± 9.9

67.0±14.9

Heart rate(BPM)

88.7±27.2

94.4±33.3
12(75.0)

NYHA(3 & 4) Initial No(%)

4(20.0)

NYHA(3 & 4) Follow up No(%)

0( 0 )

4(20.0)

Immunosuppressive therapy-No(%)
†
p<0.05
No：numbers

1( 5.0)

5(31.3)

Table 3. Etiologies of the myocarditis

Unknown-No(%)

Table 5. ECG findings of the patients

Group 1
(n＝20)

Group 2
(n＝16)

Group 1
(n＝20)

Group 2
(n＝16)

12(60.0)

12(75.0)

12(60.0)

7(43.8)

Diffuse ST change-No(%)

Eosinophilic-No(%)

4(20.0)

7(43.8)

Prolonged QTc-No(%)

3(15.0)

3(18.8)

Autoimmune-No(%)

2(10.0)

2(12.5)

Low voltage-No(%)

3(15.0)

2(12.5)

Infection-No(%)
No：numbers

2(10.0)

0

3(18.8)

Table 4. Clinical features of the patients

Flue like symptoms-No(%)
Chest pain-No(%)
-Typical ishemic-No.(%)

Group 1
(n＝20)

Group 2
(n＝16)

16(80.0)

6(37.5)

7(35.0)

9(56.3)

3(15.0)

3(18.8)

12(60.0)

7(43.8)

12(60.0)

7(43.8)

Like AMI† -No(%)

1( 5.0)

3(18.8)

Like IDCMP‡ -No(%)

4(25.0)

1( 6.3)

Syncope-No(%)

4(25.0)

2(12.5)

Palpitation-No(%)

2(10.0)

0

0

1( 6.3)

-Atypical-No(%)
CHF*-No(%)

Thromboembolism-No(%)

Others-No(%)
3(15.0)
2(12.5)
*CHF；congestive heart failure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
‡IDCMP；idiopathic dilated cardiomyopathy
No：numbers

Conduction delay-No(%)

7(35.0)

LBBB*-No(%)

1( 5.0)

1( 6.3)

Comp AV block-No(%)

3(15.0)

2(12.5)

ECG simulating AMI**
1( 5.0)
No：numbers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

3(18.8)

Table 6. 2D echocardiographic findings of the patients

Systolic dysfunction-No(%)
Wall motion asynergy-No(%)

Group 1
(n＝20)

Group 2
(n＝16)

18(90.0)

6(37.5)

7(35.0)

7(43.8)

LV cavity dilatation-No(%)

8(40.0)

3(18.8)

Increased wall thickness-No(%)

2(10.0)

6(37.5)

Ventricular thrombi-No(%)

0

1( 6.3)

Pericardial effusion-No(%)

9(15.0)

7(13.8)

Mitral regurgitation-No(%)

5(25.0)

2(12.5)

으며, 2군에서는 16명중 11명(67%)에서 전반적인 운
동장애 소견이 관찰되어 2군에서는 전반적인 운동 장
애 소견을 보이는 환자가 1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

시 좌심실의 이완기능은 1군에서 restrictive physiol-

다(p<0.05).

ogy를 보인 환자가 4명(20%)였으며, 2군에서는 12명

4) 추적관찰 기간중 1군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

(75%)으로 2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Table

으나, 2군에서는 5명(31.3%)이 사망하였으며, 또한 3

7). 1군에서 좌심실의 운동장애를 보인 11명의 환자

년 생존률에 있어서도 1군의 경우 100%, 2군의 경우

중 3명(27%)에서 전반적인 운동장애 소견이 관찰되었

75%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Fig. 1). 2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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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itial transmitral Doppler profiles of the patients

소견을 일시적으로 보이며 3주내에 호전되는 소견을 보

Group 1
(n＝20)

Group 2
(n＝16)

Normal-No(%)

3(15.0)

1( 6.3)

Relaxation abnormality-No(%)

2(10.0)

8( 5.0)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근의 두께가 정상화되면서 좌

Pseudonormalization-No(%)

1( 5.0)

1( 6.3)

심실 구혈률이 향상되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심근염

12(75.0)

4(25.0)

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제안되고 있다12). 심장 핵의학 검

Restrictive physiology*-No(%)
*p<0.05

이거나11), 심실벽이 대칭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심한 운
동장애 소견을 보이며, 심실 내강의 축소 소견을 보이다

사를 이용하여 심근염을 진단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Gallium-67 scan 상 침윤되는 염증 세포에 의
해 동위원소가 흡수되는 소견을 보이거나13), indium111-antimyosin antibody scan상 심근염에서는 미만
성 흡수 소견이 관찰되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국소적
인 흡수 소견이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4,15). 또한
심근의 생검시 국소적인 병변의 진단률을 높이기 위하
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심장 조직의 색깔이 변화된 부위
를 샘검함으로서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
도 보고되고 있다16).
저자등은 임상적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임상적으

Fig. 1. Kaplan-Meier survival curve of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left ventricular systolic function
(p<0.05).

로 급성 심근염이 의심되어 심근생검을 시행하고 조직
학적으로 심근염으로 확진받았던 18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임상적 진단 기준을 정하였다. 임상적 급성 심근

서 생존한 11명중 7명은(64%) 추적 관찰 기간중 좌

염의 진단기준준중 flue like 증상의 경우 급성 심근염

심실기능이 호전되었다.

환자의 약 60%에서 관찰되는 증상이라고 보고되고 있
다17). 환자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경우도 포함시켰는데

고

찰

심근염의 평균 발생 연령은 42±14세로 보고되고 있
다17,18). 심근염과 감별 진단이 요구되는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의 진단에 이용되는 Dallas 진단 기준은 조직

의 경우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약 10% 정도로 발생

학적 진단 기준으로서 심근염의 확진 방법으로 이용되

빈도가 무척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

고 있다9). 비록 이 진단 기준이 심근염의 진단에 중요

의 연령이 40세 이하인 경우를 젊은 연령으로 구분하

기준으로 생각되나 진단의 심근생검은 예민도가 낮은

였다19). 그 외에 이전에 증상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에

단점이 있으며, 일부 보고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심근염

서 흉막성 흉통 또는 비특이적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

이 의심되는 환자 2000명에서 단지 200명만이 Dallas

그리고 원인모르게 울혈성 심장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10)

진단 기준에 부합하였다고 한다 . 심근염 진단의 예민

도 기준에 포함하였다.

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표준화된 임상적 진단 기준이 없

검사실 소견의 경우 심근염에서 ESR(erythrocyte

으며, 진단시 조직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특

sedimentation rate)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심근염 환

히 심근염이 국소적으로 국한되어있는 경우에 병변을

자에서 61%로 보고되고 있으며 CK/CKMB가 상승되

놓칠 수 있으며, 광학 현미경만을 진단 기준으로 정하는

는 소견은 약 12%로 보고되고 있다17,18).

단점 때문에 진단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심전도 소견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을 시사하지 않는

따라서 조직 검사에 의존하지 않는 심근염의 진단 방

ST 분절과 T파 그리고 Q파의 변화 소견을 보이는 경

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비침

우를 진단기준에 포함시켰으며20), 심전도가 단기간내

습적인 방법중 심초음파검사를 이용한 진단이 활발하

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 전도장애 소견

게 연구되고 있다. 심초음파검사에서 심근이 두꺼워진

이 급성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심장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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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견에서도 관상동맥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
20)

에 있어서도 1군의 경우 100%, 2군의 경우 75%로 유

음에도 급격히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 심실의 수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좌심실 수축력의 저

축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가 추적 관찰시에 심

하 여부가 급성 심근염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초음파검사상 현저히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도 진단 기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 경우

준에 포함하였다. 심실의 내강이 감소하면서 기존의 심

문제점은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환자들이 정확히 심근

장 질환이 없이 심장 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소견이

염 환자들만 선정이 되었느냐는 점이다. 실제 상기 기

보이거나, 심근의 echo-texture가 변화되는 소견 등

술한 진단 기준은 특발성 확장형 심근병증 환자와 감별

21)

이 어려운 점이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증

이 관찰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
급성 심근염 환자에서 좌심실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

상의 급성 발현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근거 사항으로

른 심근염의 원인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임상적 증상에

정하였다. 평균 20.6±21.0개월(1～72.4개월) 추적 관

있어서도 양군간에 차잇점은 없었다. 하지만 내원 당시

찰 동안 2군에서 생존한 11명중 7명은 좌심실기능이

이완기 혈압은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 유의

호전되었다. 2군에서 사망환자가 많았고, restrictive-

하게 낮은 소견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소견의 원인으

physiology소견이 관찰된 환자가 많았으나 이러한 소

로는 저하된 심장 수축력으로 혈압 감소가 동반되었을

견은 독립적으로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

것으로 생각되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검사

용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연구 대상 환자의 수

실 소견상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간

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웠

기능 검사였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심장의 기능 저하

다고 사료된다.

에 따른 간의 울혈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결

내원 당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restrict-

론

ive physiology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점
은 좌심실의 수축 기능의 저하된 환자군에서 더 현저한

급성 심근염 환자중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서

혈역학적 장애가 있음을 시사한다. 심장의 좌심실의 운

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하여 이완기 혈압이 낮았으

동장애 소견에서도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환자군

며, 도플러심초음파검사 소견상 restrictive physiology

에서는 심실이 전반적인 운동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

소견과 전반적인 심실 운동 장애 소견을 보이는 경우

았으며, 수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 많았다. 추적 관찰 기간 중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심장의 운동장애가 국소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환자에서 생존률이 좌심실 기능이 좋은 환자에 비하여

이점은 심장에 심근염의 침범정도를 시사하는 소견으

나빴다. 따라서 임상적 급성 심근염 환자에서 좌심실

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심실의 운동장애가 전반적으로 발

기능의 저하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생하였을 때에는 심장에 염증침윤이 전반적으로 발생

사료된다.

하여 심장의 많은 부분에서 운동장애가 관찰된다고 생

요

각할 수 있다.

약

양군에서 치료의 차잇점은 없었다. 면역억제 치료의
경우 1군에서는 1명(5%)에서만 시행되었으며, 2군에

연구배경：

서는 5명(31.4%)의 환자에서 시행되었다23). 면역억제

급성 심근염은 임상 양상과 예후가 다양하지만 정확

치료에는 스테로이드 단독 요법만 사용되었으며, 처음

한 예후 인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심

용량은 1mg/kg로 투여된 후 조금씩 줄여서 투여하였

근생검으로 진단된 급성 심근염 환자와 임상적 진단기

다. 울혈성 심부전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captopril

준에 합당하여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심초

23)

를 투여하였다 . 1군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으나,

음파 검사상 좌심실 기능에 따른 임상 양상과 예후의

2군에서는 5명(31.3%)이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5명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자들 중 4명이 진단 30일내 조기 사망이었으며 1명

방 법：

만이 추적 관찰 기간 중 사망하였다. 또한 3년 생존률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18명의 급성 심근염 환자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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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진단된 급성 심근염 환자18명을 좌심실 구혈
률에 따라 1군(좌심실 구혈률 ≥40%, n＝20명)과 2
군(좌심실 구혈률 <40%, n＝16명)으로 나누어 임상
양상과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1군의 평균 연령은 39.7±13.6세, 남：녀비는
11：9였으며, 2군의 평균 연령은 34.0±14.7세, 남：
녀비는 12：4였다. 내원 당시 이완기 혈압은 1군은

spectrum of the left ventridular endocardial surface
and its relation to histologic changes in idiopathic
myocarditis. Am Heart J 131：107-114, 1996
3) Stevens PJ, Underwood Ground KE：Occurrence
and significance of myocarditis in trauma. Aerospace
Med 41：776-780, 1970
4) Gravanis MB, Sternby NH：Incidence of myocarditis.
Arch Pathol Lab Med 115：390-392, 1991
5) Peters NS, Poole-Wilson PA：Myocarditis-continuing

82±10 mmHg 였으며, 2군은 67±15mmHg로 2군
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5).
2) 심초음파 검사소견상 1군에서 restrictive physiology를 보인 환자는 4명(25%)이었으며, 2군에서는

6)
7)

12명(75%)으로 2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p<0.05). 1
군에서 좌심실의 운동장애 소견을 보인 11명중 3명
(27%)이 전반적인 운동장애 소견을 보였으며, 2군에서

8)

는 좌심실 운동장애 소견을 보인 16명중 11명(69%)이
전반적인 운동장애 소견을 보여 2군에서 전반적인 운
동 장애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p<0.05).
3) 추적관찰 기간중 1군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없었
으나, 2군에서는 5명(31.3%)이 사망하였으며, 3년 생

9)

존률도 1군에서는 100%, 2군은 75%로 1군이 유의하
게 좋았다(p<0.05). 또한 평균 20.621.0개월(1～72.4
개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2군에서 생존한 11명중 7
명(64%)은 좌심실기능이 호전되었다.

10)
11)

결 론：
급성 심근염 환자중 좌심실 구혈률이 40% 미만인

12)

환자들이 40% 이상인 환자들에 비하여 이완기혈압이
낮았고, 도플러 심초음파검사 소견상 restrictive physiology 소견과 전반적인 심실의 수축장애 소견을 보이
는 경우가 많았으며, 생존률이 나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임상적 급성 심근염 환자에서 좌심실기능의 저하

13)

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인자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급성 심근염·좌심실 수축기능저하·예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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