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맥질환의 심각성 
건양대학교병원 

송  인  걸 



최근 주요 사망원인과 빠른 고령화 사회 진행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추세 노화에 따른 심장질환  

→ 심기능 약화로 인한 부정맥 ↑ 



서맥성 부정맥 
동기능 부전 증후군 (Sick sinus syndrome) 

  심장 박동이 만들어지는 부위인 동결절이 약해져서 

 

방실 전도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심방과 심실이 연결되는 전기통로가 약해져 

 

증상: 현기증이나 실신, 무력감,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서맥성 부정맥, 실신과 외상 

동기능 부전증후군 환자 

심박동기 시행으로 골절 70% 감소 

Roman Brenner. Europace 2017 

고관절 골절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동기능 부전 증후군 
심장 박동 또는 맥박이 정상 이하로 느려지거나 수 초간 멈

추는 경우 

노화로 인해 동결절 (sinus node)의 기능이 약해져서 발생 

약해진 동결절, 정상화시켜주는 약물치료 없다 

 

증상: 현기증이나 실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무력감 

 

치료는 심박동기 삽입 

서맥 (맥박수: 34회/분) 



M/83. 복막염으로 외과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협진 
‘심장이 안 뜁니다’ 

의식소실, 경련 



빈맥-서맥 증후군, 동기능 부전 증후군의 일종 

빈맥 (≥ 150bpm) 이후 서맥 

주로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방빈맥 후 긴 휴지기 (pause), 실신 

 

치료: 심박동기 삽입 

선행하는 빈맥 뒤따르는 서맥, 9초간 휴지기 



M/65. 실신과 교통사고 

택시 운전수, 간헐적 두근거림과 어지럼증 

운전하던 중 실신, 이어지는 교통사고 



심전도, 타병원 

심방세동 (AF) 처음 발견 



항 부정맥제 치료 중 24시간 심전도 

발작성 심방세동과 짧은 동정지 

항 부정맥제 치료 중 수차례 두근거림과 어지럼증 

‘운전 중 기절할 뻔 했어요’ 

빈맥에 뒤따르는 서맥 

 

재발성 심방세동, 고주파 전극도자절재술 계획 



심방조동 종료, 뒤따르는 동정지 



12분 후 본인 심장활동 회복 
After 728 seconds (12 min), self A activity recovered 

폐정맥 고립술 



고주파 절재술 3일 후, 24시간 심전도 
항 부정맥제 사용 빈맥 후 동정지 8 초 

입원 기간 중 수 차례 기절할 뻔함 



고주파 절재술 5일 후, 심박동기 삽입 

택시 운전수라는 직업적 특성 

실신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거력 



방실차단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를 전달하는 방실

결절이 약해지면서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

아 서맥이 발생 

 

 증상: 현기증이나 실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무력감 

치료는 심박동기 삽입 



F/76. 심폐소생술 후 내원 

여러 기저질환으로 기어서 화장실 다니는 정도의 활동이 가능했던 분 

심계항진, 가슴이 갑갑하다고 호소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보호자에 의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응급실 내원 

 

과거병력: 루푸스, B형 간염, 척추 압박골절 

복용하는 약: Hydroxychloroquine, Deflazacort, NSAIDs, Cilostazol, H2-blocker, MgOH, Mosapiride, Calcium, 

Denosumab, Afloqualone, Trazodone 

 



방실해리를 동반한 완전 방실차단 (complete AV block) 

QT 간격 연장 

 

조기 심실수축 (PVC) 

 

임시형 심박동기 시행 

QT 간격 연장 
P P P P P P 



입원 2일째. 다형성 심실빈맥 (Torsades de Pointes, TdP)  

자기 심박동 확인위해 임시형 심박동기를 끄고 심전도 시행 

TdP, R on T phenomenon 



다형성 심실빈맥과 심정지 

심폐소생술 

3분 시행 후 회복 



빈맥성 부정맥 
심방성 빈맥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방빈맥 

 

방실접합부 의존성 빈맥 (상심실성 빈맥, PSVT) 

 

심실성 빈맥 

 심실빈맥, 심실세동 



심방세동, 유병률 증가 

DH Kim, et al. Am Heart J. 2018 Aug;202:20-26 



심방세동 유무에 따른 1년간 사건 발생률 

DH Kim, et al. Am Heart J. 2018 Aug;202:20-26 

정상사람 

전신 혈전성 색전증 (뇌졸중 등), 심부전 

서맥으로 어지럼증, 실신, 치매 

심방세동 환자 



F/74.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으로 내원 

심방세동 치료시작 



2개월 후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성형술 

심방세동, ST 분절 변화 (후벽 심근경색) 

서맥 

좌회선 관상동맥 폐쇄 

임시형 심박동기 삽입 

관상동맥 성형술 

(stent) 



다음날 의식변화, 호흡부전: 뇌경색 발생 

좌심방이 (LA appendage) 혈전 색전성 뇌경색 (Embolic stroke)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입원 치료 중 사망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PSVT) 

갑자기 가슴이 빨리뛰고 호흡곤란 

삶의 질 저하 

급사의 가능성 적음 

아데노신 주사반응 



조기 심장 수축 
조기 심방수축 (premature atrial contraction, PAC) 

 

조기 심실수축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VC) 

 
증상: 맥이 건너뛰는 느낌, 울컥거림, 두근거림, 호흡곤란, 실신 

대표적 양성 (benign) 부정맥, 대부분 특별한 치료 필요치 않음 

심장의 구조적 이상유무와 조기 심장수축의 양 (burden)이 예후에 중요하다 

 



F/37. 이비인후과 수술 전 평가로 의뢰 

기저질환 (-) 

 

비중격 측만증 수술 예정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 증상없음 

 

‘증상없는 심실조기수축으로 순

환기내과적으로 수술에 제한사항 

없습니다.’ 

심실조기수축 (PVC) 



심실성 부정맥 

심실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 VT)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VF) 

 

급성 심정지의 가능성 있음 



급성 심정지 추세 

2006-2017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급성 심정지와 생존률 

2006-2017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심실빈맥 (Ventricular Tachycardia, VT) 






F/38. 두근거림과 실신으로 외래 방문 

버스에서 서 있다가 실신 

턱 상처 (열상) 

 

심초음파: 정상 



1년전, 이비인후과 수술전 평가 협진, ECG 

기저질환 (-) 

 

비중격 측만증 수술 예정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 증상없음 

 

‘증상없는 심실조기수축으로 순환기내

과적으로 수술에 제한사항 없습니다.’ 

심실조기수축 (PVC) 



검사 대기 중, 3일 후 다시 실신으로 응급실 방문 

심실빈맥과 외상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VF) 

심장이 정지하기전 리듬, 즉각적인 제세동 

원인 교정: 심근경색, 심근염 

제세동기 (ICD) 삽입 



제세동기 삽입술 



F/61. 확장성 심근병증 치료 중, 집에서 자다가 급성 심정지 

심실빈맥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심폐소생술 시행 후 회복되어 제세동기 삽입 (ICD) 



F/61. 제세동기 삽입술 

5일후 전극끝이 심실벽을 뚫고 이동 

심장천공으로 인한 쇼크가능 

참고용 사진 



전극 (lead) 재배치, 우심실 중격 (septum)에 고정 

전극끝이 우심실벽을 뚫고 이동 



Take home Message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부정맥 질환 증가추세 

서맥성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 어지러움, 실신, 외상 

빈맥성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 두근거림, 호흡곤란, 실신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성: 뇌졸중, 외상, 급성 심정지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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