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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tein’s anomaly is attached to the right ventricle with the tricuspid leaf attached to the lower right
ventricle without any attachment to the tricuspid annulus. Most patients in their 20s are alive.
Patients older than 25 years of age are similar in the incidence of heart failure and sudden death,
and survive approximately 70% from 2 years, and 50% from 3 years, from 5% to over 50 years of
age. Through this example, Ebstein's anomaly exists in various forms. A 22 year old case with WPW
syndrome and those who survived to 77 years of age are reported. The normal heart structure in the
apical four-chamber view should be observed on similar lines, even though the tricuspid annulus is
slightly lower than the mitral annulus. If not, there will be some doubt regarding this anomaly.
Furthermore, echocardiograph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iagnosis and prognosis of
congenital hear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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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 요즈음은 경흉부 심장초음파검사에 의해 쉽게 진단되어진
다. 1950년 환자 3명이 보고된 이후 증례보고는 증가하였으나

엡스타인 기형은 경한 정도에서부터 극단적으로 심한 정도

아직까지도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삼첨판의 기형으로 발생빈도 1% 미만

없는 상태로 다양한 소견을 보인다[3, 4]. 엡스타인 기형의 약

인 비교적 드문 선천성 심장기형의 하나이다. 엡스타인 기형은

50%에서는 청색증과 우심실 부전의 증상이 조기 영아기에 발

발생학적으로 방실판막은 심근층(myocardial layer)의 층 분리

현되고 나머지는 조기 학동기에 무증상으로 심잡음이나 비정상

(delamination)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방실 판막의 층 분리

적인 흉부 X선 사진으로, 후기 학동기나 성인에서는 증상의 점

(delamination)과정과 섬유성 변형(fibrous transformation)

진적인 결과로 발견되나 50세 이상에서의 생존율은 5% 미만으

이 안되어 생기는 기형으로 전엽에서 심근조직(myocardial

로 보고되고 있다[5, 6].

tissue)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이 증거이다[1]. 1866년 Wilhelm

우리나라에서도 증례 보고 및 증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 보고

Ebstein에 의해 처음으로 우심실내로의 삼첨판의 후방전위를

도 있었으나[7, 8] 본 증례에서는 엡스타인 기형의 2례를 직접

기술되었으며[2], 과거에는 대부분 부검에 의해 진단되어졌으

경험하였던 바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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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상 월프-파킨슨-화이트증후군(Wolff-Parkinson-White syndrome,
WPW syndrome)이 진단되었다(Figure 1, 2). 심장초음파를

1. 증례 1

시행하여 심첨 4강 단면도(apical 4-chamber view)에서 삼첨

22세 남자 환자로 심계항진으로 내원하여 단순흉부X-선 사

판엽이 아래로 내려 붙은 것(downward displacement)을 가

진 상 심비대(cardiomegaly)는 관찰되지 않았고, 심전도 소견

장 쉽게 볼 수 있었다(Figure 3), 복장뼈 가장자리 장축 및 단축
단면도에서는 정상적인 심장 크기로 비정상적인 심장초음파 소
견을 관찰할 수 없었고, 우심실 구혈률(righ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RVEF)은 60%로 정상적인 우심실 수축기능
을 보였다(Figure 4).
2. 증례 2
77세 여자 환자로 흉통을 주로로 내원하여 청진 상 심장 잡음을
주요 소견으로 단순흉부X-선 사진 상 심비대(cardiomegaly)
가 관찰되었고(Figure 5), 심전도 소견 상 1도 방실차단(first
degree AV block), 비특이적 심실 내 전도 지연(nonspecific
intraventricular conduction delay)가 확인되었다(Figure 6).

Figure 1. Chest roentogenogram showed no cardiomegaly.

Figure 2. ECG demonstrated normal sinus rhythm, short PR
interval, accelerated AV conduction.

Figure 3. Apical 4 chamber view of 2D echocardiography: Septal
tricuspid leaflet was displaced downward into right ventricle.

Figure 4. Parasternal long axis (left
side) and short axis (right side) view:
Normal chamber siz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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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est roentogenogram showed cardiomeg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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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pical 4 chamber: An atrialized right ventricle, functional
right ventricle, and severe tricuspid regurgitation were observed.

Figure 6. ECG demonstrated normal sinus rhythm, first degree AV
block, nonspecific intraventricular conduction delay.

심장초음파 상 심첨 4강 단면도에서 삼첨판의 중엽(septal

Figure 8. Parasternal long axis (left side) and short axis (right side)
view: Tricuspid annulus and right heart were two times larger than
their original size.

leaflet)과 후엽(posterior leaflet)이 우심실, 심첨부위로 전치
(displacement)되고 실제 해부학적 위치는 우심실이나 삼첨판

(tricuspid annulus)에 붙지 않고 아래쪽 우심실 첨부 쪽으로 내

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면 심방에 속하는 ‘심방화된 우심실

려가 우심실 안에 붙는(downward displacement) 심장기형으

(atrialized RV, aRV)’이 있고, 삼첨판륜, 우심방, 우심실의 크기

로 대부분의 엡스타인 기형에서는 전엽은 정상적으로 삼첨판륜

가 커져있었으며 우심실 구혈률(right ventricular ejection

에 붙으나 나머지 두 엽(후엽과 중격엽)이 아래로 내려가 붙는

fraction, RVEF)은 40%로 우심실 수축기능이 감소되어 관찰되

다. 1988년 Carpentier는 심방화된 우심실의 크기와 수축력 정

었다. 이와 함께 중증의 삼첨판 역류증이 나타났으나 다른 동반

도, 삼첨판 전엽의 움직임과 심내막의 유착 정도를 평가하여 A,

된 기형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좌심실 용적 및 승모판 운동은 정

B, C, D형으로 나누었고, A형은 삼첨판의 후엽과 중격엽이 우심

상이었다(Figure 7). 복장뼈 가장자리 장축 및 단축 단면도에서

실 아래쪽으로 내려 붙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전엽은 크고 잘

도 우심실 용적 및 또는 압력 부하(right ventricular volume

움직인다. 심방화된 우심실이 작고 수축기능이 좋으며 삼첨판

and/or pressure overloading) 소견이 동반되었다(Figure 8).

과 폐동맥판의 혈류도 정상이다. B형은 잘 움직이는 삼첨판 전

지금 현재도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고 있어 외래 추적

엽에다, 심방화된 우심실이 커져서 수축기능이 감소하는 형태

관찰중이다.

이다. C형은 제한적인 삼첨판 전엽의 움직임을 보이며, 심방화
된 우심실은 매우 크고 벽이 얇으며 수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

고 찰

막이 우심실 벽에 붙으므로 우심실 내의 혈류는 둘로 갈라지게
되어 하나의 혈류는 우심실 심첨의 육주부(trabecular portion)

엡스타인 기형(Ebstein’s anomaly)은 삼첨판엽이 삼첨판륜

로 들어가며 또 하나의 혈류는 우심실 유출로(RVOT)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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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중 특히 우심실 유출로로 가는 혈류가 지장을 받게

본 예를 통해 엡스타인 기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경험

된다. D형은 삼첨판이 심내막에 완전 유착되어 심방화된 우심

하였고, 우심부전을 동반하지 않고 WPW 증후군을 가진 22세

실이 대부분인 형태로 우심실 내의 혈류가 거의 막히며 특히 우

예와 우심부전이 진행되었어도 심한 호흡곤란 없이 77세까지

심실 유출로는 거의 혈류가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폐동맥판이

도 생존하고 있는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이로써 심장초음파로

정상이더라도 폐동맥으로 혈류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폐동맥

산출한 기능적인 우심실의 크기가 예후의 중요한 척도가 됨을

판 폐쇄(functional pulmonary atresia)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심첨 4강 단면도에서 정상적인 심장구조

다. 이처럼 각각에 따라 수술 방법도 세분화하였다[9, 10].

는 승모판륜보다 삼첨판륜이 심첨 쪽으로 약간 내려가 있기는

동반 기형으로는 심방중격결손이 가장 많고, 이외에도 난원

하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관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

공 개존증을 통한 단락, 심실중격결손, 폐동맥 협착, 동맥관 개

드시 이 기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 더 나아가 선천성 심장기형의

존증, 폐동맥 형성 부전, 승모판 역류, Fallot 4징 등이 있을 수 있

진단 및 예후를 파악하는데 심장초음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10, 11]. 엡스타인 기형은 주로 기능적 우심실의 기능에 좌우

있으며 필수검사로 임상에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

되고 이는 삼첨판의 하방 전위에 의해 심방화된 우심실의 역행
성 운동과 삼첨판 역류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삼첨판은 정상적

요 약

으로 승모판보다 심첨부로 기시하며 이는 우심방 확장을 초래
하는 우심실 용적의 증가, 역행성 우심실 중격의 운동, 삼첨판

엡스타인 기형은 삼첨판엽이 삼첨판륜에 붙지 않고 아래쪽

탈출증의 증가, 삼첨판 역류의 비정상적인 속도가 모두 관찰된

우심실 첨부 쪽으로 내려가 우심실 안에 붙는 심장 기형으로 대

다. 따라서 심첨판의 심첨부 전위 정도를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부분에서 20대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5세 이상에

엡스타인 기형을 진단하는데 필요하며 성인에서는 승모판 기시

서는 심부전과 급사의 발생이 비슷하였으며 약 70%에서 2세까

부에서 20 mm, 소아에서는 15 mm의 절대적인 삼첨판 전위가

지 생존하고, 50%에서 3세까지, 5%이하에서 50세 이상까지 생

있어야만 엡스타인 기형을 진단하게 된다[12].

존한다. 본 예를 통해 엡스타인 기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을

진찰 소견은 삼첨판 역류로 인한 역류성 수축기 심잡음

경험하였고, 22세의 WPW 증후군이 동반된 예와 77세까지도

(holosystolic regurgitation murmur)이 들린다. 그러나 삼첨

생존하고 있는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심첨 4강 단면도

판 역류의 혈류 속도는 특징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심잡음은 그

에서 정상적인 심장구조는 승모판륜보다 삼첨판륜이 심첨 쪽으

다지 크지 않으며 조용한 진찰실에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 놓치

로 약간 내려가 있기는 하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관찰되어야 하

기 쉽다. 제1, 제2심음이 둘로 갈라져서 들리기도 하며 또한 제3

는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 기형을 의심해 봐야 한다. 더 나아

심음과 제4심음도 흔히 들리므로 심음이 세 박자나 네 박자로

가 선천성 심장기형의 진단 및 예후를 파악하는데 심장초음파

들린다. 이것은 엡스타인 기형의 가장 특징적인 청진 소견으로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수검사로 임상에서 활용되어

써 심잡음은 들리지 않더라도 말발굽리듬(gallop rhythm)은 잘

지고 있다.

들어보면 거의 모든 환자들에서 들리는 중요한 진찰소견이다.
심전도 소견으로는 P파가 뾰족하게 커져 있는 우심방 비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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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에서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하며 특히 부전도로를 이
용한 방실 회귀성 빈맥이 발생되기도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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