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diovascular Update

 

The Most Advanced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Service

Vol. 19 No. 4 (통권 84 호) 2017 ISSN 1229-5272

심장과혈관
심장과혈관

Cardiovascular Update

심부전 Ⅱ (심부전의 Device 및 수술 치료)

 Topic 1
삽입형 제세동기

Topic 2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Topic 3
심장 재동기화 치료

Topic 4
심장 이식



�

�

�

�

�



•편집위원장

	 유규형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편집위원	(가나다	순)

		 노영무		 고려의대	명예교수

	 박성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손대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호중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세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남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주용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 Copyright 2017 Cardiovascular Update Editorial Board.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permission in written form from the copyright holder. 
This publication is published by MMK Co., Ltd. 



심장과 혈관은

새로운 임상지식, 증례를 통한 해설, 새로운 치료지침, 그리고 독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임상적 주제를 다루어 개원의나 전공의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되는 

최신 의학정보지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매호 주요 심혈관질환을 주제로 그에 따른 세부 토픽을 국내 전문의가 직접 집필

하고 9명의 심장 전문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발행됩니다. 따라서 

“심장과 혈관”은 심혈관질환에 대한 최신 지식의 정기적 전달로 지속적 의학교육  

(Continuing Medical Education)과 정보 교류에 이바지하여 심혈관질환의  

진료와 처치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지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발행사인 엠엠케이 

커뮤니케이션즈(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과 혈관
Cardiovascular Update

발행사 :
엠엠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대표 : 이영화

편집 : 

디자인 : 주은주

발행일 : 2013년      월       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3
노바빌딩 3층

Tel : 02-2007-5400  
Fax : 02-3452-5984

e-mail : inquiry@mmk.co.kr   

http://www.medimedia.co.kr

심장과 혈관 홈페이지
http://cvupdate.co.kr

발행사 엠엠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대   표 : 이영화 
 편   집 : 양관재, 한명진
 디자인 : 홍선경, 박선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3 노바빌딩 3층 
 Tel. 02-2007-5400    Fax. 02-3452-5984 
 http://www.mmk.co.kr  E-mail: bhkim@mmk.co.kr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권 두 언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다는 것은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

이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심장과 혈관을 애독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부전 두 번째 이야기로 치료를 위한 기계 및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사용되는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 재동기화 치료,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에 대해 다루어 보았으며, 수술 방법으로는 심장 이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부전에서의 삽입형 제세동기는 급성심장사를 일으키는 부정맥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로서 효과가 좋으며, 신뢰도가 

매우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삽입형 제세동기는 급사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이번 호에서는 심부전 환자에서 NYHA class II 혹은 III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와 관

련하여, 연구 결과를 통해 삽입형 제세동기의 예방 효과,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한 환자 관리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심장 재동기화 치료는 수축기 심부전 환자 치료에서 유효성을 가지며, 심부전 약물 치료 병행 시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심장 재동기화 치료와 그 효과를 소개하고, 심장 재동기화의 비반응군과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는 심인성 쇼크 혹은 비대상성 심부전으로 인해 산소포화도와 장기 관류가 불안정한 환자의 산소

화와 혈압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로서 급성심부전 환자의 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인 대동맥 내 풍선 펌프, 경피적 심폐보조장치, 심실보조장치를 소개하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 정

리하였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회복이 어려운 환자는 심장 이식을 택하게 됩니다. 심장 이식은 여러 위험성이 존재하

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심장 이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환자의 준비부터 수

술 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호 심장과 혈관에서 다룬 내용이 선생님의 실제 임상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장   유  규  형

심부전 두 번째 이야기로 치료를 위한 

기계 및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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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삽입형 제세동기
정	보	영				연세의대 심장내과

서 론

삽입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과 같은 급

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를 일으키는 위험한 부정맥

이 발생하면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의 리듬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급성심장사를 사전에 예방한

다. 이러한 예방 효과는 매우 높고 신뢰할 만하다. 

ICD란?

ICD는 급사 예방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심부전 등 구조적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삽입 시 사망

률을 감소시킨다. ICD는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급사를 줄

여주는 장치이므로 일반적으로 환자가 1년의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권장된다. 예외적으로 병원 밖에서 심장 이식

을 기다리는 말기 심장질환자나, 좌각차단 QRS 연장을 가진 

환자로 심장 재동기화(cardiac resynchronization)를 통하여 

심실 기능의 향상을 보일 수 있는 환자에는 사용할 수 있다. 

ICD로 부정맥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항빈맥 조율(antitachycardia pacing, ATP)은 발생한 심실

빈맥보다 빠르게 집중적인 급속 조율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부 단형(monomorphic) 심실빈맥을 종료시키는 데 효과적

이라고 알려졌다(그림 1A). 다른 방법은 전기 쇼크를 전달하

여 부정맥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ATP로 빈맥의 종료가 실

A C

B
ATP

ICD shock

그림 1. 삽입형 심장율동전환기-제세동기(ICD)와 심실 부정맥의 치료. A, ATP에 의한 심실빈맥의 종료. B, 쇼크(화살표)에 의한 빠른 심실 
빈맥의 동율동 전환. C, ICD 삽입한 심부전 환자의 흉부 X-선 사진. 좌측 상부 흉부의 피하조직 내 ICD 발생기, 그리고 우심실의 조율/제
세동 유도(RV lead)가 보인다.
ATP, adenosine triphosphate;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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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거나 부정맥의 맥박수가 너무 빠른 경우 전기 쇼크가 전

달된다(그림 1B). 그림 1C는 ICD를 삽입한 심부전 환자의 흉

부 X-선 소견으로, ICD는 좌측 흉부 상측에, 우심실에 유도

는 제세동 기능이 있는 코일을 가진 유도가 삽입되어 있다.

심부전 환자에서 급성심장사 

심부전은 급성심장사를 증가시킨다. 급성심장사는 심부

전 환자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일반인들에서보다 6-9

배 더 높게 발생한다. 특히 New York Heart Association 

(NYHA) class II 혹은 III 증상을 가진 환자들은 급성심장사

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며, 급성심장사에 의한 전체 사망률

은 NYHA class II 및 III 증상 환자에서 64% 및 59%에 이른

다고 한다. 반면에 NYHA class IV 환자는 심부전 악화로 저

심박출증에 의한 다장기 기능장애로 인한 사망이 흔하다. 이

처럼 심부전 환자에서 급성심장사에 의한 사망률이 높기 때

문에 ICD가 예방적 치료로 사용되면 전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심부전에서 1차 예방 연구

아직 급성심장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ICD를 시술하는 것을 1차 예방

(primary prevention)이라고 한다. 1차 예방의 효과는 대

규모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다. 비교적 초기 연구인 Multi-

center Automatic Defibrillator Implantation Trial (MA-

DIT),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CABG)-

Patch trial, Multicenter Unsustained Tachycardia Trial 

(MUSTT)은 모니터상 비지속적 심실빈맥이 관찰되거나 전

기생리학 검사(electrophysiologic study, EPS)상 심실빈맥

이 유발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ICD의 예방적 치료 효

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임상적으로 유의한 사망률의 감소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군의 빈도

가 낮아 적절한 선택 기준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심부전 환자

에서 결정적으로 ICD의 효과를 보여준 연구는 Multicenter 

Automatic Defibrillator Implantation Trial II (MADIT II), 

Prophylactic Defibrillator Implantation in Patients with 

Nonischemic Dilated Cardiomyopathy (DEFINITE) trial, 

Sudden Cardiac Death-Heart Failure Trial (SCD-HeFT)

이다.

MADIT II는 MADIT 연구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후 환자

에서 ICD의 1차 예방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MADIT 연구와 

달리 비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전기생리학 검사에서 심실빈맥

의 유발여부와 상관없이 심근경색을 앓고 있으며, 좌심실 구

혈률이 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군으로 나

누어 한 군에서 ICD를, 다른 한 군에서 일반적 치료를 한 결

과, 일반적 치료를 한 군에서 19.8%, ICD 삽입군에서 14.2%

의 사망률이 발생하여 ICD에 의해서 전체 생존율이 31% 감

소하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예방적으로 ICD를 시술

한 군에서는 28%의 사망률 감소가 있어 ICD의 1차 예방 효

과가 현저히 나타났다(그림 2). 하지만 The Defibrillator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Trial (DINAMIT)은 심근경색 

발생 후 6-40일 이내의 환자 중 좌심실 구혈률이 35% 이하

인 환자를 대상으로 ICD를 삽입하였으나, 기존의 치료에 비

하여 ICD의 우월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심

근경색 발생 후 초기에 펌프 장애로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DINAMIT는 심근경색 발생 후 최소 40일이 

지난 후에 ICD의 효과가 관찰됨을 확인하여 준 연구였다. 이 

두 연구는 허혈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와 40일 이내의 시

간이 경과한 이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환자군에 따라 연구 결과에 있어 상이한 차이를 보임으로

써 현재 허혈성 심부전 환자군에 있어 ICD 삽입 적용 시점 관

련한 기준 설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였다.

DEFINITE 연구는 비허혈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

위 ICD 삽입의 효과를 처음 확인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좌

심실 구혈률이 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사

망률에 대해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35% (hazard ra-

tio [HR], 0.65: 95% confidence interval [CI], 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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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8) 감소하였고, 급사는 의미 있게 80% 감소하였다(HR 

0.20; 95% CI, 0.06-0.71; p=0.006). SCD-HeFT 연구는 

좌심실 구혈률이 35% 이하, 심부전 증상이 NYHA II, III 이

며, 허혈성 및 비허혈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ICD가 

23%의 사망률 감소를 보여 주었다. Amiodarone 투약군에서

는 효과가 없었고, ICD는 허혈성에서 21% 사망률 감소, 비허

혈성에서는 27%의 사망률 감소를 보였다(그림 3).

최근 발표된 The Danish Study to Assess the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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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plan-Meier estimates of the probability of survival in the group assigned to receive an implantable. Defibrillator and the 
group assigned to receive conventional medical therapy.

The difference in survival between the two groups was significant (nominal p=0.007, by the log-rank test).

Months of Follow-up

Amiodarone vs. Placebo
ICD therapy vs. Placebo

Amiodarone vs. Placebo
(240 deaths; 5-yr event rate, 0.340)

Placebo
(244 deaths; 5-yr event rate, 0.361)

ICD therapy
(182 deaths; 5-yr event rate, 0.289)

Hazard Ratio (97.5% CI)
1.06 (0.86-1.30)
0.77 (0.62-0.96)

P Value
0.5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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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aplan-Meier estimates of death from any cause

CI, confidence interval;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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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CDs in Patients with Non-ischemic Systolic Heart 

Failure on Mortality (DANISH) 연구 및 그 후속 연구에서

는 좌심실 구혈률 35% 이하의 고령의 비허혈성 심부전 환자

에서 ICD 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은 뚜렷하지 않음이 보고

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군 선정 시 초고령의 환자는 피하는 

것도 ICD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2차 예방

급성심장사를 한번 겪은 사람은 다시 급성심장사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경우에 하는 ICD 예방을 2차 예

방(secondary prevention)이라고 한다. The Antiarrhyth-

mics vs. Implantable Defibrillators (AVID) 연구는 심실세

동, 심실빈맥을 겪은 좌심실 구혈률이 4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ICD를 삽입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기존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ICD 삽입군에서 사망률이 27% 감소하였다. 

Canadian Implantable Defibrillator Study (CIDS) 연구는 

심실세동, 심실빈맥을 겪은 좌심실 구혈률이 35% 이하인 환

자를 대상으로 ICD를 삽입하였고, 기존 치료를 한 군에 비해 

ICD 삽입군에서 사망률이 30% 감소하였다. Cardiac Arrest 

Study Hamburg (CASH) 연구는 심실세동, 심실빈맥 후 생

존한 환자를 대상으로 ICD를 삽입하였고, ICD 삽입군에서 

기존 치료를 받은 군에 비해 사망률이 37% 감소하였다. 

ICD의 치료 보험 지침

ICD의 1차 및 2차 예방의 대규모 연구를 통하여 가이드라인

이 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보험 지침도 외국과 거의 유사

하고, 이는 표 1과 같다. 

ICD 삽입 환자의 관리

ICD 삽입 환자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

는데,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는 ICD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시

행하나, 인터넷을 통한 통신 기법을 이용하면 간단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 모니터링을 통

표 1. ICD 보험 기준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

리학적 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마. 급성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

되는 경우

(가) 심구혈률(EF)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

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EF, ejection fraction;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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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ICD는 또한 쇼크 및 중요한 사건 발

생 시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는 것은 ICD 

쇼크와 연관된 부정맥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배제하

기 위해 중요하다.

ICD 합병증은 빠른 심실상성 빈맥이나 ICD 유도 골절의 결

과로 생긴 전기적 잡음에 반응하여 불필요한 ATP 혹은 쇼크

의 전달이다. 감염은 대략 1% 환자에서 발생한다.

ICD에 의해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의 신속한 종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부정맥의 발생은 뒤이어 증가된 사망률과 심

부전의 위험을 예견한다. 그러므로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의 

발생은 심부전 악화, 전해질 이상, 그리고 허혈과 같은 잠재

적인 원인들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반복되는 쇼크는 적절하

다고 할지라도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킨다. 대

부분 amiodarone 형태인 항부정맥제나 카테터 절제술이 흔

히 반복적인 부정맥을 억제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항부정맥

제 치료는 심실빈맥 박동수와 제세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변

경시킬 수 있어 결국 진단과 치료에 대한 ICD의 알고리듬에

서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

결론 

IC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빈맥과 심실세동 같은 급성심

장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 시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급성심장사는 특히 심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중요

한 사망의 원인으로, 이러한 환자에서 ICD 삽입을  1차 예방 

목적으로 하였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이 입증되

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자에서 ICD 삽입이 class I 적응

증으로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 가이드라인 숙지나 효

과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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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관상동맥우회술 및 관상동맥중재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은 아직 사망률이 높고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쇼크가 악화될 수 있다. 심인

성 쇼크 혹은 비대상성 심부전 환자의 혈역학적으로 불안정

한 상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

는데, 그 종류로는 대동맥 내 풍선 펌프(intraaortic bal-

loon pump, IABP), 경피적 심폐보조장치(percutaneous 

cardiopulmonary support, PCPS) 및 심실보조장치(ven-

tricular assist device, VAD) 등이 있다. 과거에는 심실 

기능 저하에 따른 일시적인 혈역학적 보조장치로 사용되어 

손상된 심근의 회복이나(bridge to recovery) 심장이식까

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교 역할(bridge to trans-

plantation)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의 발전과 장비의 소형화에 따라 고령이나 동반질환, 합병

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말기 심

부전 환자에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장기적인 치료 목적

(destination therapy)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외국에

서는 TandemHeart와 Impella 등의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서 논의

하지 않겠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IABP)

1960년대 후반에 개발된 대동맥 내 풍선 펌프는 다른 순환 

보조장치보다 덜 침습적이면서 합병증이 적고, 쉽고 빠르게 

삽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비교적 많이 사용된

다. 하지만 다른 보조장치와 달리 심장 기능을 완전히 대체해 

줄 수는 없어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만 환자의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는 하행대동맥에 위치시켜 끝이 좌측 쇄

골하동맥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풍선

의 팽창과 허탈은 심장의 수축-이완 주기에 맞추어 작동하는

데, 심장의 이완기에 풍선이 팽창하여 이완기 대동맥 압력을 

증가시켜 관상동맥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심장의 

수축기가 시작되어 심실의 혈류가 대동맥으로 방출될 때 풍

선의 공기가 빠져 심장의 후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vacuum 

effect) 좌심실의 일이 감소되고, 심근의 산소 요구량도 감소

된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에 의해 대략 40 mL의 1회 박출량

이 증가하고, 최대 심박출량은 1 L/min까지 증가한다.

개심술 후 또는 급성심근경색 후 약제에 반응이 없는 심인

성 쇼크 등의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동맥 판막 폐

쇄부전증 및 대동맥박리 환자에서는 절대 금기이며, 흉복부 

대동맥류, 대퇴 및 장골동맥 협착질환 환자에서는 사용이 제

한된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는 일반적으로 대퇴동맥을 통하여 삽

TOPIC 2.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
박	택	규				성균관의대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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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데, 대부분 경피적인 방법(percutaneous approach)

이 사용된다. 삽입된 동맥 및 풍선 자체에 의한 혈전색전증

을 예방하기 위하여 헤파린을 사용해야 하며, 삽입 후에는 하

지 허혈, 삽입부위 출혈 및 동맥 혈전 및 색전에 의한 합병증

에 주의해야 한다.

무작위, 다기관, 전향적 연구인 intra-aortic balloon 

counterpuls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om-

plicated by cardiogenic shock (IABP-SHOCK) II trial에

서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총 600명의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 

대동맥 내 풍선 펌프군은 30일 사망률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대동맥 내 풍선 펌프군 39.7%, 대조군 41.3%; 상대위험도 

0.96; 95% 신뢰구간 0.79-1.17; p=0.69). 1년 사망률 역시 

대동맥 내 풍선 펌프군 52%, 대조군 51%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기존의 메타분석과 IABP-SHOCK II 

trial 결과를 근거로 미국의 임상 근거 지침에서는 심인성 쇼

크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대동맥 내 풍선 펌프의 

권고 수준 및 근거 수준을 I/B에서 IIa/B로 하향 제시하였고, 

2017년 발표된 유럽의 임상 근거지침에서는 대동맥 내 풍선 

펌프의 일반적인 사용은 III/B, 심실중격파열 혹은 승모판역

류 등의 기계적 합병증  시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IIa/

C로 제한하고 있다. 

경피적 심폐보조장치(PCPS)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장기간(1-30일) 심장 및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

그림 1. 경피적 중격절개술(percutaneous septostomy)을 이용한 좌심방 배액관 삽입

경피적 중격절개술을 위해 Transseptal Guiding Introducer (Mullins sheath 혹은 SwartzTM SL series, 적색 화살표)에 BrockenbroughTM Curved Needle을 탑
재하여 난원공(fossa ovalis)에 위치시킨다. RAO 30-50o view에서 pigtail catheter를 aortic root의 noncoronary cusp에 위치시켜 이보다 뒤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압력 파형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pigtail wire를 삽입하거나 조영제를 주사(적색 삼각형)하여 좌심방 내에 introducer가 제대로 위치하는지를 확인한
다. Support가 확실한 Amplatz Super stiffTM 혹은 Lunderquist® Extra-stiff guidewire 유도하에 24 Fr 배액관을 대퇴정맥에서부터 좌심방까지 위치시키고, 반
대쪽 대퇴정맥에서 우심방까지 위치해 있는 배액관과 Y-connector로 연결하여 같이 배액한다.

Fr, French; RAO, right anterior oblique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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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폐보조장치의 혈류량과 좌심실 박출 기능에 따른 뇌 저산소증 발생 과정

적 장치이다. 응급 심폐보조의 목적으로 경피로 삽관하여 심

폐보조장치를 사용하는데, 이는 체외순환 막성산소화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ECMO) 혹은 체

외 생명 보조장치(extracorporeal life support, ECLS)라

고도 불린다. 기존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확

률이 높은 가역적인 심장 또는 폐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상

이 된다.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일반 심폐기와는 달리 수술실 이외

의 장소에서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심

폐기능을 모두 보조할 수 있는 정맥-동맥 연결 방법(veno-

arterial connection)과 순환 보조의 역할은 할 수 없으나, 

호흡부전 환자에서 폐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맥-정맥 연

결 방법(veno-veno connection)이 사용된다. 심인성 쇼크 

혹은 심부전 환자의 경우 정맥-동맥 연결 방법을 사용하는

데, 대퇴정맥을 통해 삽입된 긴 관을 통해 정맥혈을 우심방

에서 원심성 펌프로 배액하여 산소화장치에서 산소화하여 

대퇴동맥을 통해 하행대동맥으로 혈류를 공급해준다.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는 좌심실의 전부하를 감소시켜 대략 

3-5 L/min의 심박출량을 보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좌심실의 후부하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심

장 수축력이 극심하게 저하된 환자에서 후부하를 이기지 못

하게 되면 좌심실 내의 혈액은 배출되지 못하고, 우심방에서

의 배액에도 불구하고 폐순환을 거쳐 좌심실로 이동한 일부 

혈액으로 인하여 좌심실 이완기압이 상승하고, 이로 인하여  

심한 폐부종 및 치명적이 폐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며,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inotrope를 유

지하고 후부하, 즉 혈압을 최소화하여 좌심실의 박출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맥압이 유지되도록 동맥 파형을 모니터링

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지 

혹은 좌심실이 더 늘어나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부종 및 폐출혈이 발생한다면, 다

른 쪽의 대퇴정맥을 통해 배액관을 좌심방으로 삽입하여 좌

심방의 혈액을 배액시켜 좌심방 및 좌심실의 압력을 낮추려

는 시도가 시행되고 있다(그림 1).

흔히 간과하기 쉬운 합병증이 일시적 뇌 저산소증(cerebral 

hypoxia)이다. 심폐보조장치를 통해서 산소화된 혈액은 환

자의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과 만나게 되는데, 두 혈액의 혼

합 부위는 심폐보조장치의 혈류량과 좌심실 박출 기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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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luoroscopy-guided contralateral approach

맥박이 소실되어 있거나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관류관이 삽입된 부위에 ipsilateral antegrade approach로 원위부 관류관(distal perfusion)을 삽입하
기 쉽지 않다. 맥박이 촉지되는 반대쪽 대퇴동맥으로 접근하여 친수성(hydrophilic) Glidecath 4-5 Fr (적색 화살표)를 표재성 대퇴동맥에 위치시키고 조영제를 주
입한 뒤 영상을 저장한다. “Road map” 혹은 “Smart mask” 방법을 이용하여 저장한 덧붙인 이미지를 가이드로 표재성 대퇴동맥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
로 친수성 0.035인치 가이드와이어(청색 화살표)를 표재성 대퇴동맥으로 위치시키면 micropuncture 바늘(녹색 화살표)로 표재성 대퇴동맥이 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라 결정된다(그림 2). 만약 심장 기능이 극심하게 저하되어 

있다면 혼합 부위는 상행대동맥이 될 것이지만, 심장 기능이 

회복됨에 따라 혼합 부위는 점점 밀려나서 대동맥궁 원위부

로 이동하게 된다. 좌심실에서 박출되는 혈액은 폐에서 산소

화되기 때문에 아직 폐부종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저산소화

된 혈액이 대동맥의 근위부 분지들, 즉 관상동맥이나 뇌로 가

는 혈관으로 공급되어 심근허혈이나 뇌 손상을 유발시킬 위

험이 있다.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우측 요골동맥

에서 동맥혈액 검사를 시행하거나, 우측 손에서 산소포화도

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산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양압 

환기를 하여 적절한 폐 환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합병증은 급성하지허혈(acute 

limb ischemia)이다.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는 15-17 Fr의 

관을 대퇴동맥에 삽입하여 혈류를 공급하는데, 일부 환자들

에서는 대퇴동맥의 크기가 작거나 유사할 수 있다. 이럴 경

우 다리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급성하지허혈이 발생

할 수 있다. 관류관을 삽입하지 않은 반대편 다리에 비해 창

백해지고 차가워지게 되며,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혈류 공

급을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하거나 이와 관련되

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적으

로 얇은 표재성 대퇴동맥보다는 굵은 총 대퇴동맥으로 관류

관을 삽입하도록 노력하고, 관류관 삽입 후 원위부로 맥박

이 전달되는지 도플러 음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분명히 전

달되지 않는다면 관류관 삽입부의 원위부 방향으로 7 Fr의 

얇은 관류관을 삽입하여 하지 원위부로 혈류 공급을 회복시

켜주어야 한다(그림 3).

심실보조장치(VAD)

대동맥 내 풍선 펌프는 좌심실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

어야 사용이 가능하지만, 심실보조장치는 본인의 심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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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무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다. 심실의 부하를 줄여주어 

손상된 심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심부전 증상을 호

전시킬 수 있다. 좌심실 보조장치(Left VAD, LAVD)의 경

우 좌심방이나 좌심실로 들어가는 혈액을 대동맥으로, 우

심실 보조장치(Right VAD, RVAD)의 경우 우심방이나 우

심실로 들어가는 혈액을 폐동맥으로 우회시켜 심실의 부담

을 덜어준다. 

최근 심장 이식을 시행할 수 없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서 심

실보조장치가 내과적 치료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는 연

구들이 있어 장기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되었고, 국

내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다. 

개흉수술로 심장과 대동맥 사이에 원심성 혈액 펌프와 삽

입하여 지속적으로 혈류를 만들어내고, 혈액 펌프와 시스템 

조절장치를 연결하는 ‘드라이브 라인’을 환자의 몸 오른쪽 옆

구리로 빼내어 혈액 펌프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문제가 없

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혈액 펌프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데, 잘 때나 쉴 때는 어댑터를 연결하고 움직일 때

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한다. 한 번 충전하면 4-5시간 사

용할 수 있고, 두 개의 배터리를 함께 연결하기 때문에 배터

리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펌프는 멈추지 않고 최대 10 L/min

의 심박출량을 유지할 수 있다.

심실보조장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 내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응고제로 인해 출

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실보조장치

와 관련된 감염 또한 위험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피부 밖으

로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 라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실보조장치 수술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약 1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심

장 이식 외에 별다른 치료법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큰 고통

을 겪으면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심실보조장치는 마지막 보루와 같다.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통해 심실보조장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 

심인성 쇼크 혹은 비대상성 심부전 환자의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조하기 위한 순환 보조장치의 사용으로 

급성심부전 환자의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과거에는 대

동맥 내 풍선 펌프가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경

피적 심폐보조장치 및 심실보조장치 등을 비롯한 순환 보조

장치가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손상된 심근의 회복이나, 심

장 이식 전까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교 역할뿐만 아

니라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

게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장기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 영역

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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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 심장 재동기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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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유럽을 비롯한 서구에서 선구적으로 시도

되었던 심장 재동기화 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는 이후 빠르게 연구 발전을 거듭하며 수축

기 심부전 환자 치료에 있어 그 유효성을 확립하였다. 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다수의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들을 통해 심부전 약물 치료에 더해

지는 CRT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는 Wide QRS를 동

반한 좌심실 구혈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이 저하된 심부전 환자에서 증상을 개선하고, 입원

율을 감소시켰다. 또한 심장의 역리모델링(reverse re-

modeling)을 유도하고 심부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중등증 이상의 심부전 환자뿐 아니라 경증 환자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심부전 치료 발전 과정에 있어 CRT의 출현은 매우 효과

적이고 유용한 치료 선택권을 더한 것이나, 대상자 선정이 

제한적이고 환자뿐 아니라 상당수 의료진들의 이해가 아

직 제한적인 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충분히 이용되

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RT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CRT란? 

CRT는 기능적으로 방실-양심실형 심박동기(dual 

chamber- biventricular pacemaker)이다(그림 1). 박동

기 본체와 총 3개의 전극선(lead)이 우심방, 우심실, 관상

정맥동에 삽입 거치된다. 그러나 그 목적과 역할은 일반적

그림 1. CRT implantation

TOPIC 3. 심장 재동기화 치료
박	미	영				세종병원 심장내과

Leads
Generator
(+Battery)

Right
atrial
lead

Right
ventricle

lead

Right
atrial
lead

Left 
ventricle 
lead

Right
ventricle 
lead

Left
ventricl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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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심박동기와는 다르다. 통상적인 심박동기는 일정 수준

의 심장 박동 수 유지가 목적이며, 환자 본인의 심박동 수

가 일정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 반

면, CRT는 환자 심장의 electro-mechanical delay로 인

해 심실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는 비동조성(dys-

synchrony)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환자의 병적인 전도계(intrinsic conduction system)를 

건너뛰어 심실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작용하며, 이

론적으로 100% pacing을 목표로 하게 된다. 즉 CRT는 

dyssynchronous한 심실의 synchrony를 회복함(재동기

화)과 동시에 이완기 심실 충만을 개선시킴으로써 유효한 

심박출량을 증대시키며, 심부전 증상과 궁극적인 생존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Patient with cardiomyopathy on GDMT for ≥3 mo or on GDMT ≥40 d after MI 
or with implantation of placing or defibrillation device for special indications.

LVEF ≤35%

NYHA class I

・LVEF ≤30%
・QRS ≥150 ms
・LBBB pattern
・Ischemic
  cardiomyopathy

・QRS ≤150 ms
・Non-LBBB pattern

・LVEF ≤35%
・QRS ≥150 ms
・LBBB pattern
・Sinus rhythm

・LVEF ≤35%
・QRS 120-149 ms
・LBBB pattern
・Sinus rhythm

・LVEF ≤35%
・QRS ≥150 ms
・Non-LBBB pattern
・Sinus rhythm

・QRS ≤150 ms
・Non-LBBB pattern

・LVEF ≤35%
・QRS ≥150 ms
・LBBB pattern
・Sinus rhythm

・LVEF ≤35%
・QRS 120-149 ms
・LBBB pattern
・Sinus rhythm

・Anticipated to
  require frequent 
  ventricular pacing
  (>40%)
・Atrial fibrillation, if 
  ventricular pacing 
  is required and rate
  control will result in
  near 100% 
  ventricular pacing
  with CRT

NYHA class II NYHA class III &
Ambulatory class IV

Special CRT
indications

Evaluate general health status

Acceptable noncardiac health

Evaluate NYHA clinical status

Comorbidities and/or frailty
limit survival with good
functional capacity to <1 y

Continue GDMT without
implanted device

・LVEF ≤35%
・QRS ≥150 ms
・Non-LBBB pattern
・Sinus rhythm

・LVEF ≤35%
・QRS 120-149 ms
・Non-LBBB pattern
・Sinus rhythm

그림 2. 미국심장학회 CRT 가이드라인 알고리듬

: 2013 ACCF/AHA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Heart Failure: Executive Summary (Colors- Class of Recommendation, Green-Class I , Yellow 
- Class IIa, Orange- Class IIb, Red- Class III No Benefit)

ACCF,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GMDT,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HF, heart failure; 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MI, myocardial infarction;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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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의 효과와 적응증

일련의 RCT들을 메타분석(meta-analysis)한 연구에

서 CRT는 심부전 환자의 증상과 all-cause mortality

를 대략 22% 가량 감소시키며,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율

을 35% 가량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효과적인 CRT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CRT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적합한 대상 환자의 선정이다. 누가 CRT에 

반응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회복 가능한 심장의 비

동조성을 보이는 환자를 판별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CRT 반응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유효한 비동조성 

척도를 알아내고자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입증되어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된 척도는 전기

적 비동조성인 심전도 소견으로 QRS duration과 좌각

차단(left bundle branch block, LBBB)뿐이다. 종래 

대부분의 RCT에서 참여 기준으로 삼았던 CRT 대상 환

자의 QRS duration은 120 ms 이상이었는데, 이를 세

부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QRS duration 150 ms 이상

을 보인 환자에서 유의하게 all-cause mortality와 심

부전 입원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심전도

상 LBBB morphology를 보이는 환자군이 non-LBBB 

morphology를 보이는 환자군에 비해 유의한 효과를 보

인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EuroHeart Failure survey에 

따르면 LVEF ≤35% 인 환자의 41%에서 120 ms 이상

의 wide QRS duration이 관찰되며, 7%에서 우각차단

(right bundle branch block, RBBB), 34%에서 LBBB 

혹은 심실 내 전도장애(intraventricular conduction 

delay, IVCD)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CRT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2012년 개정되

어 2013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ACCF/AHA/HRS 가

이드라인(그림2)과 2013년 통합 발표되어 2015년, 2016

년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ESC 가이드라인이다(표 1). 간

략하게는 LVEF가 저하된 심부전 stage C 환자 중에

서 wide QRS와 LBBB의 비동조성을 나타내는 환자가 

CRT 대상이다.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바탕으로 우리나

표 1. 유럽심장학회 CRT 가이드라인 

ESC 2015 Guideline on Ventricular Arrhythmias and SCD

Sinus rhythm and NYHA III/ambulatory IV 권고등급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50 ms I-A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20-150 ms I-B

좌심실 구혈률 ≤35%, no LBBB, QRS >150 ms IIa-B

좌심실 구혈률 ≤35%, no LBBB, QRS 120-150 ms IIb-B

Atrial fibrillation and NYHA III/ambulatory IV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20 ms and 100% biventricular pacing achievable IIa-B

Sinus rhythm with mild (NYHA II) heart failure

좌심실 구혈률 ≤30%, LBBB, QRS ≥130 ms I-A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50 ms IIb-A

ESC 2016 Guideline on Heart Failure

CRT to reduce morbidity and mortality

동율동,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50 ms I-A

동율동, 좌심실 구혈률 ≤35%, LBBB, QRS 130-149 ms I-B

동율동, 좌심실 구혈률 ≤35%, non-LBBB, QRS ≥150 ms IIa-B

동율동, 좌심실 구혈률 ≤35%, non-LBBB, QRS 130-149 ms IIb-B

심방세동, 좌심실 구혈률 ≤35%, NYHA III-IV, QRS ≥130 ms
Provided a strategy to ensure biventricular capture is in place
or the patient is expected to return to sinus rhythm

IIa-B

CRT is contraindicated in patients with QRS <130 ms III-A

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SCD, sudden cardiac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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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 8. 18. 

개정, 2016. 9. 1. 시행)을 통해 CRT 급여기준의 개정

을 고시하였다(표 2). 요약하면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

물 치료에도 NYHA class II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심

부전 환자 중 LVEF가 35% 이하이면서 심전도 소견상 

QRS duration이 넓고(적어도 130 ms 이상), LBBB나 

IVCD를 보이는 환자가 1차적 고려 대상이며, 기타 심방

세동 환자, 심박동기 거치를 요하는 환자 및 기존 심박

동기의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각각 세부적

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 대상 중 필요

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 및 공고하였다. 

Non-responder and role of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상자 선택 기준을 적용하여 CRT

를 시행하더라도 모든 환자가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

다. CRT에 대한 반응을 임상 증상, 기능, 심장 역리모델

표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제목 세부인정사항

심장 재동기화

치료 급여기준

1. 심장 재동기화 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CRT-P (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QRS duration ≥130 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II 또는 거동이 가능

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QRS duration ≥150 ms인 비 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QRS duration ≥130 ms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

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가 없

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 (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기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II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130 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30%인 경우에 인정함

다.  상기 가, 나항의 적응증 이외 심장 재동기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

례별로 인정함

2. 수가산정방법

  -  CRT-P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로, CRT-D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 심율동 전

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로 산정함

3.  상기 1항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AV, aortic valve; EF, ejection fraction;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NYHA , New York Hear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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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사망률 및 다양한 composite outcome에 따라 여러 가

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더라

도 30-40%의 환자가 비반응군(nonresponder)으로 보고

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까지도 CRT의 가장 큰 아킬레

스건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유효한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 환자

의 선정 외에도 전극선을 적합한 위치로 거치시키는 시술

의 정밀성과 시술 후 CRT 기기 parameter들의 세밀한 설

정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동반된 부정맥의 조절과 심

부전 약제의 조절 및 환자 기저질환의 관리 역시 종합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반응군의 발생에는 다인적 인자가 

작용하며, 어떤 단계에서도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잘 

조직된 다학제적 접근과 관리가 필수적이며, 부정맥, 심장 

초음파, 심부전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료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이미 서구의 권위 있는 병원들

의 연구를 통해 다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입증

되었으며, 단계별로 비반응군을 줄이고 효과적인 CRT를 

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이 연구에 제시되었다. 국내의 병원

에서도 CRT 환자 관리에 적합한 다학제 진료 모델을 체계

적으로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림 3).

CRT indication?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

다학제 CRT 클리닉 

부정맥, 심장 초음파, 심부전 전문가 구성

1. 의뢰된 환자의 CRT 적절성 논의

  1) 치료 가능한 가역적 요인 평가

  2) 적절한 약물 치료 여부 평가

  3) 환자의 전반적 상태 평가: Co-morbidity,

       expected survival, functional capacity

2. CRT 시행 후 사례별 평가

3. Event/problem 평가

1. SR: 1) LBBB + QRS ≥130 ms + EF ≤35%

 2) Non-LBBB + QRS ≥150 ms + EF ≤35%

2. AF: 1) QRS ≥130 ms + EF ≤35%

 2) EF ≤35% + AV node ablation 요할 시

3. 기존 심박동기의 CRT upgrade 또는 ICD 추가 EF ≤35%

    + Pacing rate ≥40% + Sxs

4. Pacemaker 적응증 환자 중 EF ≤40% + Pacing rate

    ≥40% 예상

5. 기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환자

6. 이전 CRT 삽입 환자 중 event/problem 발생 시 

논란

재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승인 신청

부적합

의뢰

적합

Pre-CRT evaluation: CRT echo, NT-pBNP, CPX, MLWHF, Lab- 가역 인자 교정 

- 진료지침에 따른 내과적 치료 시행

- 동반질환(co-morbidity) 교정

→ 3-6 month Echo, EKG, clinic 평가 CRT implantation Regular CRT clinic follow up

1 M, 3 M, 6 M, 12 M, 24 M

그림 3. 국내 병원 다학제 CRT 진료 모델의 예

AF, atrial fibrillation; AV, aortic valve; CPX,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EF, ejection fraction; EKG, electrocardiography;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Lab, laboratory blood test; LBBB, left bundle branch block; M, month; MLWHF, Minnesota Living With Heart Failure Questionnaire; NT-pBNP, N-
terminal pro b-type natriuretic peptide; NYHA, New York Heart Association; SR, sinus rhythm; Sxs,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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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RT는 비동조성을 보이는 수축기 심부전 환자에서 증상

을 개선하고, 입원율을 감소시키며, 심장의 역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 방

법이다. 원하는 치료 효과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환자의 선

정과 적합한 시술 및 전문적 관리를 지속해야 하며, 체계적

인 다학제 관리가 필수적이다. 심박동기 거치를 요하는 환

자와 기존 심박동기의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환자 중 CRT 

대상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상 환자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재, CRT에 대한 의료진

들의 폭넓은 이해와 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 정립에 대한 노

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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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4. 심장 이식
김	경	희				세종병원 심장내과

서 론

심부전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질환이며 최근 

약제와 시술의 발전으로 만성, 급성 심부전의 치료가 크게 

개선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며 빈번

한 입원 치료와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여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중증 진행성 심부전 환자

의 경우 약이나 식생활 개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심

장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좌심실 보조

장치(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LVAD)를 사용하여 

심장 기능을 돕기도 하고, 뇌사자를 기다리기 어려운 나이

가 많은 환자에게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한국에서

는 현재 보험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은 한정적이

다. 처음 사람의 심장 이식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Christiaan Banard에 의해 1967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수혜자는 이식 18일후 슈도모나스 폐렴(pseudomo-

nas pneumonia)으로 사망하였다. 한국에서의 심장 이식

은 1992년에 처음 서울아산병원에서 성공하여 이후 1999

년에는 6개의 병원에서 100증례가 넘게 시행되었고, 매년 

그 수는 증가하여 2012년부터는 1년에 100증례 이상 시행

되고 있다. 2015년까지 한국에서 시행된 심장 이식은 17

개 병원에서 1,170증례가 이루어졌으며, KODA (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를 통해 뇌사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년 이식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이식 

수혜자의 평균 연령은 43세이나 2000년대 이전에 비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60세 이상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 이전 7.9% 대 2000년대 이후 22.3%). 한국에

서의 심장 이식 성적은 ISHLT (international society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에서 조사한 성적에 비

해 좋은 편으로 1년 생존율이 88%, 3년 81%, 5년 78%, 10

년 67%이며(ISHLT 1년 81%, 3년 775%, 5년 67%, 10년 

51%), 면역억제제가 발전한 2000년대 이후의 환자들만 분

그림 1. 심장 이식의 준비부터 수술 후 관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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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시 10년 생존율이 70%로 높아 생존율은 앞으로 더 좋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 이식을 고려하는 환자들은 심장 이식에 동반되는 수

술의 위험성, 면역억제제 사용, 약물 거부반응 등의 여러 위

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공적인 

심장 이식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사가 진행되

어야 하며,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는 가급적 여러 동반질환

이 없고 심장의 기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회복

이 불가능한 말기 심장 질환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해서 진행한다. 본 글에서는 심장 이식 환자의 준비부터 이

식 후 관리까지 심장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

게 정리하며, 아울러 환자 증례를 통해 이식 과정과 결과를 

살펴 보아 심장 이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그림 1).  

심장 이식 대상 질환 및 대상자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치료로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든 심장질환이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된다. 서양 성

인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과 심근질환이 심장 이식의 

각각 약 45%를 차지하는 주 원인이다. 국내에서는 2015

년 자료에 의하면 심근질환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관상

동맥질환은 약 9%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는 판막질환, 선

천성 심장병, 심근염 등이 있다. 심근질환은 확장성 심근

병증이 원인의 90% 이상이나 비후성 심근병증도 심장 이

식의 대상 질환이 된다. 소아의 경우에는 선천성 심장기형

과 심근질환이 주요 원인이다. 심장 이식의 적응 및 금기

는 다음과 같다(표 1, 2). 

표 1. 심장 이식의 적응증: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 Refractory cardiogenic shock

• Documented dependence on intravenous inotropic support to maintain adequate organ perfusion

•  Peak VO2 less than 10 mL/kg per min with achievement of anaerobic metabolism (high risk, 14 mL/kg) or VE/VCO2 

≥36

•   Severe symptoms of ischemia that consistently limit routine activity and are not amenable to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or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 Recurrent symptomatic ventricular arrhythmias refractory to all therapeutic modalities

표 2. 심장 이식의 절대 금기  

•   Systemic illness with a life expectancy <2 year despite heart transplantation including active or recent solid organ or 

blood malignancy within 5 year 

   (eg. leukemia, low-grade neoplasms of prostate with persistently elevated prostate-specific antigen)

•   AIDS with frequent opportunistic infections

•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arcoid, or amyloidosis that has multisystem involvement and is still active

•   Irreversible renal or hepatic dysfunction in patients considered for only heart transplantation

•   Significant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FEV1 <1 L/min) 

•   Fixed pulmonary hypertension 

   (idiopathic pulmonary hypertension 의 경우 폐 이식을 고려)

•   Mean transpulmonary gradient >15 mmHg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

VCO2, carbon dioxide production; VE, ventilation; VO2, oxygen up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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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질환의 평가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더라도, 심장 이식 수술이나 수술 

후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동반질환이나 전신 상태를 평

가해서 심장 이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면 극복

하기가 어려워진다. 국제심폐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대상

자의 연령이 65세 이상 시에 특히, 70세 이상은 이식 수술 

후 예후가 더 나쁘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은 65세를 기

준으로 권장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심장 이외의 다른 

전신 상태가 좋은 환자들은 심장 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으

며, 서울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는 78세 환자에게 심

장 이식을 시행하여 성공하였다. 

(2) 폐동맥 고혈압

수술 전 폐동맥 고혈압(폐혈관 저항이 6 wood 단위 이

상)은 수술 직후뿐 아니라 1년까지도 사망률과 이환율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폐혈관 저

항 측정 시 폐혈관 확장제(sodium nitroprusside, pros-

taglandin [PGE1], prostacyclin 등)를 사용하여 폐혈관 

저항이 3 wood 단위 미만으로 감소 시에는 예후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심장 이식 수술의 금기가 되는 폐혈관 저항 

혹은 폐동맥 압력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폐혈관 저항이 높

을수록 수술 후 우심실 기능부전의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

성이 크므로 대상자 선정 시 폐혈관 저항이 높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폐질환

일반적으로 forced expiratory volume (FEV1)/forced 

vital capacity (FVC)가 예측치의 40-50% 미만이거나, 

FEV1이 예측치의 50% 미만이면 심장 이식 수술의 좋은 

대상자는 아니다. 폐동맥경색(pulmonary infarction) 

자체는 심장 이식 수술의 금기사항은 아니며, 심장 이

식 수술 시 경색된 부위를 제거해 주면 수술 후 큰 문제

가 없다.

(4) 신기능 저하

일반적으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 mg/dL 이상이거나 

크레아티닌 청소율(creatinine clearance)이 50 mL/min 

이하이면 심장 이식 수술 후 나쁜 예후를 보인다. 그러나 

수축촉진제(inotropic agents)의 투여로 신기능이 점차 호

전되면 심장 이식 수술 후 신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심장 이식 예정환자의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심장 이식 예정환자의 KONOS (국립장기이식센터)  등록 절차

진료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 말기 심부전으로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

코디네이터 상담

장기이식 상담을 통해 환자 확인/심장내과, 흉부외과에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의 등록 절차, 비용, 수술, 합병증, 약물 복용, 퇴원 후 일상생활 등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진행

KONOS 등록

국립장기이식센터에 대기자로 등록/응급도 관리/혈청 검체 채혈 진행

심장 이식 수술 전 검사

입원 및 외래를 통해 이식을 위한 검사, 혈액 검사, 심장 기능 검사, 위장 및 폐기능 검사, 바이러스 검사, 다학제 간 협진

KONOS,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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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이식 대기자의 응급도 

 심장 이식 대기자들은 표 4의 응급도에 따라 상태가 결

정되어 뇌사자 심장 수혜를 기다리게 된다. 심장 이식 대기

자는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혈이 필요할 

경우 leukocyte depletion red blood cell (RBC), platelet 

등을 수혈 받아 최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표 4. 심장 이식 대기자의 응급도  

응급도 순위 항 목 

응급도 0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8일 이내 

재등록).

1) 체외막형 심폐기(V-A ECMO)* 가동 중인 환자

2) 심부전으로 인한 인공호흡 중인 환자

3) 기계적 순환 보조장치가 필요한 심실빈맥/심실세동**

4) 삽입형 심실보조장치(VAD)를 가진 환자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

5) 비삽입형 심실보조장치(VAD)***

응급도 1

입원 환자 

등록일 기준으로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단, 2의 경우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도 포함 한다. 

8일 이내 재등록).

1) 인공심장(artificial heart)

2) 심실보조장치(VAD)

3) 대동맥 내 풍선 펌프가 있는 경우

4) 연속적으로 4주 이상 정맥 내 강심제 투여 중인 환자

5) 최소 1주 이상 고용량****의 단일 강심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중등도 이상 

     용량***의 강심제가 필요한 경우

6) 지속성 심실빈맥/심실세동이 자주 반복 되거나 심실제세동기(ICD)가 자주 

     작동하는 경우

  - 항부정맥제를 사용 중이거나 부정맥 시술을 시행했던 경우로 24시간 이내 3회

     혹은 그 이상의 심실빈맥/심실세동이 나타나거나 ICD가 3회 혹은 그 이상 작용

     한 경우(재신청 기간 내에 3회 이상이 나타난 경우)

응급도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여야 한다

(30일마다 재신청).

1) 등록일 기준으로 최소 1주 이상 강심제 투여 중이나 응급도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항부정맥제를 사용 중이거나 부정맥 시술을 시행했던 경우로 심실빈맥/심실

     세동이 나타나거나 ICD가 작동한 경우

응급도 3 응급도 0, 1, 2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응급도 4 심장 이식 대기 보류인 상태

*기계 순환 보조 장치 ECMO를 제외한 기계 순환 장치로 IABP나 VAD

**심각한 합병증: 혈전색전증, 심실보조장치 감염, mechanical failure, 반복적 심실부정맥

***비삽입형 우심실, 좌심실, 양심실보조장치

****고용량 또는 중등도 강심제(단위: µg/kg/min)

구분 Dopamine Dobutamine Milrinone Epinephrine Norepinephrine Isoproterenol

고용량 10 10 0.75 0.1 0.1 0.05

중등도 5 5 0.5 0.05 0.05 0.03

IABP, intra-aortic balloon pump; ICD,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V-A ECMO, venous-arterial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AD, ventricular assis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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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심장 기증자 선정

뇌사 심장 기증자 선정은 응급도, 대기 기간, 나이, 뇌사

자 발생 지역 등에 따라 뇌사자가 나타나면 KONOS에서 

대기 순서에 따라 각 병원에 연락을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교차 적합 검사는 음성이어야 하며, 뇌사자의 혈액형은 수

혜자에게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즉 A형은 A형

과 O형, B형은 B형과 O형, O형은 O형, AB형은 모든 혈액

형 환자에게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은 가급적 남자는 

45세, 여자는 50세 이하이며, 나이 차는 10세 내외가 적합

하다. 그러나 수혜자의 응급도가 높은 경우 환자와 보호자

와 상의하고 이식 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뇌사자

와 수혜자는 체중 차이가 20-30% 내외가 이상적이나, 수

혜자의 심장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뇌사자의 체중이

나 키가 작은 경우에는 수술 후 저심박출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뇌사자의 심장 초음파는 정상이어야 하고, 

다른 판막 질환이나 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는 없어야 하며, 좌심실 벽 두께는 12-13 mm 이

내여야 한다. 심장 초음파상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경

우 일시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통해 호전될 수 있으며, 또는 

평가 당시는 정상이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

식 전 좌심실 기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수술실에서 심장 

상태의 확인은 필수적이다. 뇌사자는 패혈증과 암의 증거

가 없어야 하며 당뇨병, 고혈압, 흡연 여부를 확인해야 한

다. 50세 이상의 여자 뇌사자라 하더라도 당뇨병이 없으면 

이식 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심장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이 결정되면 이식팀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혜자에게 면

역억제제를 투여할 시기, 수술실에 내려올 시기 등을 뇌사

자 적출팀과 적절히 논의하며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노

력한다. 공여자의 심장 적출 후 이식까지 심장에 혈류 공

급이 되지 않는 심근 허혈 시간은 심장 이식 수술 성공의 

중요한 열쇠다. 보통 4시간을 넘어가면 심장 기능에 문제

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출부터 이식 수술까

지 전 과정에서 심장 이식 전담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

요하다. 대부분 적출은 정규 수술 시간이 끝난 시점에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이식 수술은 밤에서 새벽에 이루어 지는 

경우들이 많다. 심장 이식 수술은 과거에는 양심방 이식술

(biatrial transplantation)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양측 대정맥 이식술(bicaval technique)의 시행으로 동방

결절(sinus node)이나 우심방의 구조에 더 좋은 영향을 주

어 부정맥 등의 빈도가 적게 나타난다(그림 2). 

 

수술 전 및 수술 중 면역억제요법

면역억제요법의 원칙은 작용 기전이 서로 다른 면역억제

그림 2. A. 양심방 이식술(biatrial transplantation)과  B. 양측 대정맥 이식술(bicaval technique)

Standard (Biatrial) transplantation Transplantation with bicaval techniqu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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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병합함으로써 효과를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면역억제제는 (1) interleukin (IL)-2 receptor an-

tagonist (baciliximab), (2) calcineurin inhibitor (CNI) 

(tacrolimus, cyclosporin) (3) antimetabolite (myco-

phenolatemofetil, MMF), (4) steroid, (5) proliferation 

signal inhibitor (PSI) 등 5가지 약제들을 흔히 사용한다. 

면역억제요법은 induction (수술 전후)-consolidation (

수술 후 6개월-1년)-maintenance (1년 후) 3단계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식 후 혈역학적 모니터링

Swan-Ganz catheter 및 central venous pressure 

(CVP) monitoring을 통해 수술 후 12-24시간에는 좌우심

방의 압력 및 그 차이를 비교하여 좌우심실 기능 이상 여부

를 확인하며,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우심실 주위로 혈종

(hematoma) 등은 없는지 또는 좌심실의 기능은 감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수술 후 혈압이 저하될 경우 출

혈로 인한 우심실 compression with tamponade 가능성

을 우선 감별해야 하며, 이식 24시간 이내에 기계적 순환 보

조장치가 필요한 primary graf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혈역학적 모니터링과 심장 초음파는 반드시 필요하다. 

심장 이식 환자의 경우 교감신경계 탈신경화(sympathetic 

denervation)로 인해 아드레날린 작용제(adrenergic ag-

onist)에 대한 반응이 비이식 환자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일반 환자의 경우보다 소량부터 점차 증량해야 한다.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

수술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주

폐포자충 폐렴(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톡

소플라즈마병(toxoplasmosis), 단순포진(herpes sim-

plex), 항진균 예방(anti-fungal prophylaxis),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에 대한 선별 검사

와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식 전 잠복 결핵 유무

에 따라 결핵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독감 주사는 적어도 이식 3개월 이후부터 시행 가능하다. 

수술 후 관리와 조직 검사 

조직 검사는 이식 후 거부 반응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이식 

1-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시행하며, 환자

의 심장 기능 저하 소견이나 임상 양상으로 거부 반응이 의

심되는 경우 시행해 볼 수 있다. 또한, 급성 및 만성 거부 

반응과 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고,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 진단해 치료해야 하

며,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자 증례

20세 O형 남성 환자가 전격성 심근염(fulminant myo-

carditis)으로 인한 심한 좌심실 기능 저하(ejection frac-

tion 5%)로 내원하였으며, 좌심실과 우심실 모두 기능 저

하가 심하였다. 환자는 supportive care로 호전되지 않았

으며, 단형심실빈맥(monomorphic ventricular tachy-

cardia)이 발생하고 소변량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으로 

체외순환막성 산소화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를 삽입하고 이식을 대기하였다. 폐

부종의 호전이 없어 경피적 중격절개술(transcutaneous 

septostomy)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이지 않아 수술실에

서 흉관삽입술(thoracostomy)을 이용한 중격절개술을 다

시 시행하고 카테터를 재삽입하였다. 환자와 같은 O형 뇌

사자가 20여 일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소판 감소와 

폐렴 등 체외순환막성 산소화 장치의 합병증이 발생하였

으나 항생제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였다. 환자와 10살 차이

가 나는 뇌사자가 발생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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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식은 가능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에 

이식을 진행하였다. 다행히 같은 권역권 뇌사자로 전체 국

소 허혈 시간은 90여 분으로 짧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

식 수술이 시행되었다. 이후 감염 예방을 시행하면서 퇴원 

후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 중이다(그림 4). 

결론 

심장 이식은 심장 기능, 운동 능력, 신체 기능 정도, 감염

의 중증도, 입원 빈도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따라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기능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이식

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생존 수명 기대치가 1-2년 이하

로 예측된다면 심장 이식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하는 것

을 권장한다. 환자는 필요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

기자 등록부터 이식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기 전에 검사를 하고, 결과

를 토대로 대기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심장

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면밀히 관찰하고 검사할 필

요가 있다. 심장 이식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

는 일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 이식팀의 긴밀

한 협조와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모든 의학이 그러하겠지

만 심장 이식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환자에게 노력과 정성

을 다해야 하는 분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Jung SH, Kim JJ, Choo SJ, et al. Long-term mortality in adult ortho-
topic heart transplant recipients. J Korean Med Sci 2011;26:599-603.

2. Kim HJ, Jung SH, Kim JJ, et al. Earl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fter heart transplantation in adult recipients: Asan Medical Center 
experience.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13;46:426-432.

3. Costanzo MR, Dipchand A, Starling R, et al. The International So-
ciety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Guidelines for the care of  
heart transplant recipients. J Heart Lung Transplant 2010;29:914-956.

4. Wenke K, Meiser B, Thiery J, et al. Simvastatin reduces graft ves-
sel disease and mortality after heart transplantation. Circulation 
1997;96:1398-1402.

5. Schnoor M, Schäfer T, Lühmann D, et al. Bicaval versus standard 
technique in orthotopic heart transplant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Thorac Cardiovasc Surg 2007;134:1322-1331.

6. Ljungman P, Griffiths P, Paya C. Definitions of  cytomegalovi-
rus infection and disease in transplant recipients. Clin Infect Dis 
2002;34:1094-1097.

7. Orens JB, Estenne M, Arcasoy S, et al.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lung transplant candidates: 2006 update—a consensus 
report from the Pulmonary Scientific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 J Heart Lung Transplant 
2006;25:745-755.

8. Mehra MR, Kobashigawa J, Starling R, et al. Listing criteria for heart 
transplantation: International Society for Heart and Lung Transplan-
tation guidelines for the care of  cardiac transplant candidates—2006. 
J Heart Lung Transplant 2006;25:1024-1042.

그림 4. 경과에 따른 환자 X-선

ECMO with septostomy pulmonary edema 증가 thoracotomy를 이용한 septostomy 심장 이식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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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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