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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천성 심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우심실 양분증 2예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심장센터 심장내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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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ases of Double-Chambered Right Ventricle without Other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Sun-Mee Yang, MD, Wook-Jin Chung, MD, Kyu Jin Oh, MD, Min Ju Kim, MD,
Mi-Kyeong Kim, MD and Tae Hoon Ahn, MD
Division of Cardiology, Gil Heart Center, Gachon Medical School, Incheon, Korea

Double-chambered right ventricle (DCRV) is a congenital cardiac anomaly in which the right ventricle is divided into two chambers by anomalous hypertrophied muscle bundles that cross the right ventricular cavity. DCRV may be associated with other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most commonly with ventricular septal defect. We report two cases of DCRV without other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with review of
literatures. We performed echocardiography, cardiac catheterization and right ventricular angiogram to confirm the diagnosis.
KEY WORDS：Double-chambered right ventricle·Echocardiography.

서

론

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내원 2달 전부터 점차 악화되는 호
흡곤란이 발생되어 내원하였다.

우심실 양분증은 이상 비후근속으로 인하여 우심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력：3년 전 정상 신생아 출산시 이상 증상 없었고,
그 외 특이 사항 없었다.

다른 심장기형과 같이 동반되며, 중격의 편위(malalignment)

가족력：특이 사항 없었다.

를 동반한 막주변성 심실 중격 결손이 가장 흔하다.

이학적 소견：외견상 비교적 건강해 보였고, 내원 당시 혈

저자들은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한 25세 여자환자와 거

압은 110/60 mmHg, 맥박수 96회/분, 호흡수 18회/분이

친 심잡음을 주소로 내원한 65세 여자 환자에서 심초음파

었으며, 경정맥 확장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흉부 청진상 좌

검사, 심도자 및 우심실 조영술로 진단한 다른 선천성 심장

측 흉골 3~4번 늑골 부위에서 수축기에 거친 심잡음(GⅢ~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우심실 양분증 2예를 경험하였기에

Ⅳ/Ⅵ)이 관찰되었다. 복부 검사 상 간, 비장 종대는 없었고,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사지에 함유 부종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전도 소견：분당 90회의 정상 동율동이었으나, Ⅱ, Ⅲ,

증

례

aVF의 흉부 유도와 V3, V4의 사지유도에서 T파의 역전
이 관찰되었다.

증 례 1：
환 자：25세 여자.

심초음파 소견：심첨 4방 단면도(apical 4 chamber view)
에서 수축기 때 우심실 원위부(distal right ventricle)에 이

주 소：운동시 경미한 호흡곤란(NYHA classⅠ~Ⅱ).

상 비후근속(anomalous hypertrophied muscle band)이

현병력：환자는 평소 운동시 경미한 호흡곤란 있었으나 치

관찰되었고, 이 근속을 경계로 양분된 우심실이 관찰되었다
(Fig. 1). 도플러 검사에서 우심실 원위부과 우심실 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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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압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치료 및 경과：환자의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고 선천성 심
장기형이 동반되지 않아 더 이상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
고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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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1. Transthoracic two-demensional echocardiogram through
apical 4 chambers view showed
RV divided 2 chambers by anomalous hypertrophied muscle bundles
(arrow). A：systole, B：diastole,
RA：right atrium, RVp：proximal right ventricle, RVd：distal right ventricle.

B

Fig. 2. Color Doppler echocardiogram through zooming of subcostal short axis view at aortic valve level showed flow acceleration across anomalous hypertrophied muscle bundles and
proximal isovelocity surface area. AV：aortic valve, Arrow head：
anomalous hypertrophied muscle bundles.
Fig. 3. Continuous pulsed wave Doppler showed pressure gradient between proximal right ventricle and distal right ventricle
through subcostal short axis view at aortic valve level.

증 례 2：
환 자：76세 여자.
주 소：운동시 호흡곤란(NYHA Class Ⅱ).

mm3, 혈색소 11.4 g/dl, 혈소판 226,000/mm3이었고, 혈

현병력：환자는 2년 전부터 본원 외래에서 고혈압 진단

청 생화학 검사상 상 Total bilirubin 1.3 mg/dl, AST/ALT

받고 약물 치료하며 추적관찰 하던 중 최근 들어 운동시 호

95/268 U/L, Alkaline phosphate 371 U/L이었으며 소변

흡곤란(NYHA Class Ⅱ)이 심해져 입원하였다. 입원하여

검사는 정상이었다.

시행한 복부 초음파와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급성 담낭염

방사선학적 소견：특이소견 없었다.

으로 진단받았고 수술 준비 중 거친 심잡음이 청진되어 심

심전도 소견：분당 72회의 정상 동율동이었고, 우흉부 유
도에서 높은 R파를 보이는 우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초음파 검사가 의뢰되었다.

심초음파 소견：흉골연 단축 단면도(parasternal short

과거력：2년 전 고혈압,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
가족력：특이사항 없었다.

axis view)에서 우심실 원위부에 이상 비후근속(anomalous

이학적 소견：내원 당시 100/60 mmHg, 맥박수 72회/

hypertrophied muscle band)이 관찰되고 이 근속에 의해

분, 호흡수 18회/분, 체온은 37℃이며 경정맥 확장소견은

우심실 원위부가 협착되어 근속을 경계로 양분된 우심실이

없었다. 흉부 청진상 좌측 흉골 3~4번 늑골에서 수축기에 길

관찰되었다. 흉골연 단축 단면도(parasternal short axis

고 거친 심잡음(G Ⅳ/Ⅵ)이 청진되었다. 복부 검사상 간, 비장

view)와 늑골 밑 단축도(subcostal short axis)의 색 도

종대는 없었으나 우측 상복부 타진상 반발통을 호소하였다.

플러에서 우심실 근위부와 우심실 원위부의 압력차를 알 수

검사실 소견：입원 당시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7600/

있는 난류가 관찰되었다(Fig. 2). 색 도플러 및 연속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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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left anterior oblique and
right anterior oblique views of right
ventriculogram showed intraventricular obstruction between anomalous muscle bundles (arrow).
RVp：proximal right ventricle, RVd：
distal right ventricle.

A

B
Table 1. The intracardiac pressure and oximetry findings measured by catehtetrization
Site

Pressure (mmHg)

O2 saturation (%)

PCW (a/v/mean)

012/11/08

PA

017/06/10

74.3%

RVd

030/03/30

74.0%

RVp

057/00/18

76%0.

RA (a/v/mean)

009/06/05

74.3%

Aorta
147/60/96
94.2%
RA：right atrium, RVp：proximal right ventricule, RVd：distal right
ventricule, PA：pulmonary artery, PCW：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Fig. 5. The catheterization by pressure pull-back method showed
pressure gradient (27 mmHg) between distal right ventricle and
proximal right ventricle (arrow head).

고

찰

플러(continuous wave Doppler)에서 최대/평균 압력 차
우심실 양분증은 1867년 Peacoak가 처음으로 기술한 이

이(peak/mean pressure gradient)는 37.5/16.5 mmHg

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으며,1) 1978년 Li 등은 상 심

였다(Fig. 3).
우심실 조영술 및 심도자 소견：우심실 조영술에서 비정

실대(crista supraventricularis) 부위에서 기시하여 우심실

상적인 비후근속에 의해 우심실 근위부와 우심실 원위부로

을 가로질러 우심실 전측벽의 하부에 부착하는 비정상 근

양분된 우심실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폐동맥 판막과 폐

속에 의해 높은 압력을 갖는 근위 우심실과 낮은 압력을 갖

동맥은 정상소견을 보였다(Fig. 4). 심도자상 우심실 근위

는 원위 우심실로 나누어지는 병리 해부학적 구조를 갖는

부의 압력은 57 mmHg, 우심실 원위부의 압력은 30 mmHg

질환으로 기술하였다.2) 이 질환은 드문 선천성 질환으로 아

로 수축기 압력의 차이는 27 mmHg였으며, 우심실 원위부

직까지 정확한 발생 빈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Forster

와 폐동맥의 압력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5). 또한 우

와 Humphries는 36,000명의 생검 시행에서 단 1명의 증

심방과 우심실 근위부에서 산소포화도의 차이가 없는 정상

례를 보고하였으며,3) 선천성 심질환의 1~2.6%, Baumstart

소견으로 심실 중격 결손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Cardiac in-

emd은 선천성 심질환의 2.6%, Hartmann 등은 1.5%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4)5)

2

dex는 2.5 l/min/m 이었다(Table 1).
치료 및 경과：관상 동맥 조영술 시행 후 근위부 좌전 하

우심실 양분증 환자의 75%에서 심실 중격 결손증이 동

행지(proximal left anterior descending branch)에 협착

반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10~40%에서는 판막

소견 있어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성 폐동맥 협착증, 활로 4징, 대동맥 협착증, 동맥관 개존증,

하였다. 환자의 증상이 경미하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유발된

심방 중격 결손증, 대동맥 축착증,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

증상과 감별이 힘들며, 심도자상 수축기 압력의 차이가 심

등과 같은 선천성 심기형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6-10)
임상증상은 우심실 원위부의 협착이 심한 경우 유년기 또

하지 않아 약물 치료하면서 추적 관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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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며, 대개는 운동시 호흡곤란과 피

시행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 공명 영상 촬영(MRI)과 단일

로감등을 호소한다. 이학적 소견으로는 청진상 길고 시끄러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SPECT)이 진단에 유용할 수

운 수축기 잡음이 좌측흉골 3~4 늑간에서 청진 되고, 제

있다.15)16)

2심음(second heart sound)은 보통 정상 강도(intensity)

치료는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우심실 양분증과 동반된

로 생리적인 분리음(physiologic splitting)이 들리며 수축

합병증이 존재하며, 전신 마취가 가능하고, 심혈관계 이상

기 심잡음의 길이에 비해 우심실 비대의 증상이 경미한 경

이 있는 경우에 비후근속의 수술적 절개 및 동반기형의 교

우 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본 두 증례에서도 심한 청진

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며, 최근에는 풍선 확장술 및 경

소견에 비해 경도의 운동성 호흡곤란(NYHA ClassⅠ~Ⅱ)

피적 심근 소작술도 시도되고 있으나 그 치료 효과는 아직

만을 호소하였다.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17) 약물 치료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심전도 소견은 우측 전흉부 유도에서 높은 R파를 보일 수

보존적인 치료 효과를 줄 수 있으나 빠른 증상의 완화를

있으며, 좌측 전흉부 유도에서 깊은 S파를 보이지 않는 경

기대할 수 없으며 장기간의 약물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불

11)

우가 많다.

단순 흉부 X선 소견은 심장 크기 및 폐혈관

가능한 경우에만 권장된다. 본 두 증례에서는 증상이 경미

음영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진단에 큰 도움을 주지 못

하였고 압력차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두 번째 환자의 경

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과거에는 심도자술 및 우심실

우에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먼저 시

조영술을 실시하여 양분된 우심실 사이의 압력차이 및 산

행 후 우심실 양분증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찰 중이다.

소포화도의 차이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심초음파 검사

우심실 양분증은 드문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경흉부 심

의 발달로 심초음파를 이용한 우심실 양분증의 정확한 진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였고 심도자 및 우심실 조영술을 통

단을 위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Leonarda 등은 13명의

해 확인하였으며, 다른 선천성 심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우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심초음파 소견과 수술 후 해부학

심실 양분증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적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심초음파 검사가 우심실 양분증을

하는 바이다.

12)

진단하는데 유용한 검사임을 보고하였다.

중심 단어：우심실 양분증·경흉부 심초음파.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우심실 양분증의 진단은
우심실의 모양이 불규칙하고 흉골 뒤쪽으로 위치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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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할 수 있다.13)14) 본 첫 번째 증례에서는 심첨 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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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에 의해 우심실이 양분된 것을 관찰하였고, 우심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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