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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의 분류 (기원) 

Originated from: Atrium  

 (A.fib, A.flutter, A.tachycardia 

  Atrial ectopy)  

 

Originated from: AV junction 

 (PSVT) 

 

Originated from: Ventricule 

 (VT, VT, Ventricular ectopy) 

 

 



부정맥의 분류 (심전도) 

Tachy-arrhythmias 

    Narrow QRS tachycardia 

    Wide QRS tachycardia 

 

Brady-arrhythmias 

 

 

Irregular heart b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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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의 분류 (증상) 

빈맥성 부정맥 

    Palpitation, discomfort, pounding heart, Flutter 

 

서맥성 부정맥 

    Hard beats or may feel faint, dizzy or lightheaded  

    Experience a syncopal episode 

불규칙한 맥박 

    Skipped beat, missed beat 



두근거림 

Rapid and regular pulses       

  ‘빠르고 규칙적으로 뛴다‘ 

Rapid and irregular pulses      

  ‘빠르고 불규칙하게 뛴다＇ 

Pounding heart sensation       

  ‘강하게 뛰는 느낌‘ 

Skipped or missed beat, Flip-flopping in chest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 

   

 

 



Palpitations and suggested diagnosis 

                                      BMJ 2016;352:h5649 



Skipped beat, Missed beat 

 Ventricular premature beat 

 

 Atrial premature beat 

 

 Intermittent AV block (2nd degree AV block, High degree block)  

 

 Sinus pause or SA block  

 

 

 



Skipped beat, Missed beat 

  

 

 

    



Skipped beat, Missed beat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   ‘맥박이 빠지는 느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한 느낌’ 

 

Frank-Starling mechanism 

↑End-diastolic ventricular volume 

                    ∇ 

↑ Force of ventricular contraction 

                    ∇ 

       ↑ Stroke volume 

                    ∇ 

       ↑ Cardiac output 



  35/M. 간헐적인 가슴 불편감으로 내원  
  ‘가슴이 쿵 내려 앉는 느낌’, ‘맥박이 빠지는 느낌’ 

Case 1 



심실조기박동 (VPC) 

• Ectopic impulses originating from an area distal to the His  

     Purkinje system (Ventricular origin) 

• Not preceded by a premature P wave and is represented by 

a wide and bizarre QRS complex. 
 
 
 
 
 
      



Couplet PVC 

Bigeminy PVC 



Triplet PVC: Ventricular tachycardia 



 

• 일반적인 건강한 인구에서 검진시 

– 1% by 12 lead EKG (10초)  

– 0-75% by 24-48 hours ambulatory EKG 

 

• 고령에서 증가 

– More prevalence… but more heart diseases 

 

 

 

 

 

 

     

심실조기박동의 빈도 

Abdalla.IS ea al., Am J A cardiol 1987  
CAST investigators, N Engl J Med 1989 



• 무증상: most common 

• 심장이 덜컹 거려요, 맥이 빠졌다가 크게 뛰어요, 두근거려요 

– Loss of heart beat, increased heart beat after VPC,  

      atrial contraction in phase of ventricular systole 

 

• Can be asymptomatic even for patients with high frequency  

• Can be highly symptomatic with relatively few ectopic beats 

 

 

 

 

 

     

심실조기박동의 증상 

Barsky AJ ea al., J Fam Pract 1996;42:465–72. 



• Simple VPC 는 benign  

 

• VPC가 Structural heart disease 에 연관될 수 있고,  

    Structural heart disease 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VPC 의 경우에는 

    나쁜 예후를 보인다. 따라서 동반 심장질환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별이 필요하다. 

 

• VPC burden 이 많은 경우 (15~20%/day)에는 그 자체 만으로 심부전

을 야기할 수 있다. (VPC induced cardiomyopathy)  

     

 

 

 

     

심실조기박동의 의의 



  70/F. 가슴 두근거림과 불편감으로 내원. 
  ‘맥박이 약간 빠른 느낌도 있고, 건너 뛰는 느낌도 난다’ 
  ‘밤에 누워서 집중하고 있으며 맥이 한번씩 빠지는 느낌이 난다＇ 

Case 2 



APC ? 

문제)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은? 

① Sinus pause   ② Sinus arrhythmia   ③ AV block   ④ Non-conducted APC 

 

 

 

      



심방조기박동 (APC) 

 Ectopic impulses originating from atrial tissue  

 Different P wave morphology 

 Usually same QRS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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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남자 환자. 간헐적인 가슴 불편감으로 내원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면서, 맥박이 건너뛰는 느낌이 난다’ 

Case 3  









 

• EKG: 간헐적으로 AV block 이 나타남 

 

• AV node 의 문제 또는 His bundle 이하 부위의 문제일 수 있고, 

문제 위치에 따라서 type I, II 가 나뉘어짐. 

 

• Type에 따라 향후 경과나 치료가 달라짐.  

 

 

 

 

2° AV block (2도 방실차단) 



 

• EKG: PR간격이 점차로 길어지다가 AV block  

 

• 거의 대부분 AV node에서 전도 지연  

 

• 치료: 일반적으로 경과관찰 

 

 

 

 

P R P R P R P 

2° AV block, Mobitz type I 



 

• EKG: PR간격이 일정하다가 방실 전도 차단 

 

• 대부분 AV node 아래쪽(His bundle 이하)에서 전도 지연  

 

• Pacemaker 가 필요할 수 있음. 

 

 

 

 

P R P R P R P 

2° AV block, Mobitz type II 



2° AV block (2도 방실차단) 





12 months 



  23세 남자 환자. 특별한 과거력 없음. 검진상 이상으로 의뢰됨.  

Case 4  



  73세 여자 환자. 당뇨, 고혈압 약제 복용 중 
  ‘간헐적인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맥박이 빠지는 느낌’  

Case 5  



Holter 

Patient event 

P R P R P R 



 

 증상: Dizzy or lightheaded or experience a syncopal episode,  
           faint, missed or skipped beats, flutters, palpitations 
 
 EKG: 갑자기 P, QRS파가 모두 나타나지 않음  

 
  원인 
    - SA node가 일시적으로 전기 생성을 못하는 상태 
    - 퇴행성 변화, 허혈성 질환, 약제, 전해질 장애 
     

 

 

 

P R P R P R P R P R 

Sinus pause or arrest (동정지) 



  61세 남자 환자. 검진상 발견된 심전도 이상 
  ‘손목 맥박을 만져 보면 맥이 건너 뛴다. 불안하다’  

Case 6  



~ ~ 2X ~ ~ 2X 



   문제)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은?  

① 2nd degree AV block 

② Complete AV block 

③ Sinus arrest 

④ SA block 

⑤ Atrial premature complex 



SA block  

Sinus pause SA block (Sinus exit block) 



SA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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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 block type I (Wenche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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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degree SA block (Type I) 



Summary  

 맥박이 건너 뛴다: 조기박동이나 서맥성 부정맥의 일부에서 나타난다. 

     Ventricular premature beat 

     Atrial premature beat 

     Intermittent AV block (2nd degree AV block, High degree block)  

     Sinus pause or SA block  

 

 증상을 다양하게 호소한다. (부정맥의 중등도와 다르게 나타남) 

 증상이 있는 경우 실제 맥박을 짚어보도록 교육하는 것이 도움된다. 

 심전도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로 진단한다.  

 원인 부정맥에 따라 치료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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