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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심실조기수축(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VC)은	심실에서	기원하는	조기	심장박동이다.	PVC는	

규칙적인	심장박동	전	조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	

맥박보다	 이르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PVC가	일어나는	동안	동방결절(SA	

node)로부터	정상적으로	전기적	신호가	도달되기	전에	

심실은	정상보다	이른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조기	

신호는	심실근의	전기적인	과민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심근경색,	전해질의	불균형,	산소	부족	또는	

약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심실조기수축	후	심장의	

전기적	시스템은	즉시	 reset된다.	이	 resetting은	

심장박동에서	짧은	휴지를	일으키고,	몇몇	환자들은	

PVC	후에	심장이	짧은	순간	멈추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PVC의	발생

PVC는	 건강한	 성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부정맥이다.	PVC가	있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PVC는	고령	환자,	고혈압	환자,	심장질환	

환자에서	더	일반적이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없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보고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PVC가	하루	동안	24%	

이상	발생할	경우	심근	기능	저하에	이를	수	있다고	

심실조기수축

Received: May 17, 2013
Revision Received: September 2, 2013
Accepted: September 28, 2013
Correspondence: Kyoung-Min Park, MD, Ph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nkuk University Hospital,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143-729, Republic of Korea
E-mail: bkm1101@hanmail.net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AbSTRACT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VC), also known as premature ventricular complex, ventricular 

premature contraction/complex, ventricular premature beat, or ventricular extrasystole, is a relatively 

common event where the heartbeat is initiated by Purkinje fibers in the ventricles rather than by the 

sinoatrial node, the normal heartbeat initiator. The electrical events of the heart detected by an 

electrocardiogram allow PVC to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a normal heartbeat. This paper provides useful 

information about PVC to physicians for understanding and managing clinical 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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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였다.1,2	결국	PVC로	발생한	심장의	움직임이나	

달라진	혈액의	흐름이	심장	근육에	혈류역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PVC의	원인

PVC의	발생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		

•	심근경색

•	고혈압

•	심근증(울혈성	심부전을	포함)	

•	승모판일탈증후군과	같은	심장판막질환

•	저칼륨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저산소증	예를	들면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폐기종	또는	만성폐색성폐질환과	같은		 	

	 	 폐질환이	심실조기수축을	함께	동반한다.

•	Digoxin,	aminophylline,	tricyclic			 	

	 	 antidepressants	등의	약물과	ephedrine	제제,		

	 	 충혈완화제	등	

•	지나친	음주

•	과도한	카페인	섭취

•	Cocaine,	amphetamines	같은	자극성	약물	사용							

•	심근염과	심장	타박상

PVC는	심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PVC의	증상

드물게	PVC가	있는	환자들은	종종	증상이	없다고	

보고되며,	PVC	발생	시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경우	PVC는	주로	일상적인	신체	검사	또는	수술	전	

검사로	심전도를	했을	때	발견된다.	PVC	환자들은	

이따금	 가슴과	 목에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이	

두근거림은	강력한	심장박동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PVC	 직후	 심장박동은	 보통	

정상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일부	PVC	환자들은	

심장이	짧은	순간	멈추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PVC	 후	 심장의	 전기적	 시스템이	 reset될	 때	

심장박동에서	짧은	휴지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PVC	

박동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심실조기수축의	경우	심장박동	전에	혈액으로	채워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VC	환자들은	종종	

건너뛰거나	 빠진	 박동이	 있다고	 호소한다.	

Bigeminy,	 trigeminy,	 couplets	또는	triplets와	

같은	frequent	PVC	환자들은	종종	증상이	없다고	

보고된다(Figure	 1).	그러나	드문	경우	힘이	없음,	

어지럼증,	졸도	증상이	보고된다.	이는	잦은	PVC에	

의해	심장이	다른	기관으로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3회	또는	그	이상	연이은	PVC를	

경험하는	환자들은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VT)으로	분류한다.	심실빈맥의	지속은	심장의	output	

감소,	 저혈압	 그리고	 실신으로	 이어진다.	 또한	

심실빈맥은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F)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는	돌연사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심장	리듬이다.

PVC의	위험성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	있어	

PVC는	건강	위험인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PVC는	심실빈맥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심실빈맥은	빠른	심실수축의	지속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

2)	빈번히	심실세동으로	발전한다.	

심실빈맥은	심실이	급격하게	떨리는	혼돈	상태의	

리듬이며,	심실세동이	있는	심장은	혈액을	효율적으로	

뇌와	몸의	나머지	부분에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심실세동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수십	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약	250,000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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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사망한다.

많은	의사들은	PVC가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항상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	대신	PVC는	

심근경색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심장	손상과	같은	

심각한	상태,	저칼륨혈증,	저산소증	및	 digoxin,	

aminophylline	독성	상태의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많은	PVC가	무해하고	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선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PVC	

발생과	연관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근본적인	

심장질환에	대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PVC의	예후가	

좋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PVC의	

빈도가	많은	경우(›	24%/	24hrs)1,2	그리고	PVC의	

넓이가	넓은	경우(›	156	msec)3에는	심근	기능을	

저하시키는	위험인자	및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PVC의	치료

PVC	자체가	양성	부정맥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두근거리는	증상	완화

•	PVC를	발생시키는	질환들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해당	질환	치료

•	심실빈맥과	돌연사의	발생을	예방

심장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	증상이	없는	

PVC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두근거림의	완화를	위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음주,	카페인	섭취	중단

•	Pseudoephedrine을	포함하는	약물처럼		 	

	 	 adrenaline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비염완화제를		

	 	 과다사용하지	않을	것(체중	감소를	위한	보조제는		

	 	 PVC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4

•	Amphetamines,	cocaine	같은	약물의	남용을		

	 	 줄일	것

•	금연

PVC를	유발하는	질환들은	또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들이	있는	경우	종종	병원에서	

사용되는	telemetry로	PVC,	심실빈맥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과	대처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저칼슘혈증과	저마그네슘혈증:	칼슘과		 	

	 	 마그네슘은	정맥	주사로	투여할	수	있다.

•	Digoxin,	aminophylline의	독성: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	급성심근경색:	약물,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	중재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은		

	 	 막힌	관상동맥을	개방하여	심근에	혈액	공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저산소증:	산소를	코로	공급하고,	근본적인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항부정맥제

항부정맥제는	심실빈맥,	심방세동,	PVC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베타차단제,	procainamide,	

flecainide/propafenone,	amiodarone	그리고	몇몇	

다른	약제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	항부정맥제는	실제로	

심장의	이상	리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항부정맥제는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의	고위험	

환자에게만	신중하게	처방해야	한다.	잦은	PVC와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하는	중요한	심장질환을	가진	

경우	또는	실신	등	중증의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전기생리학	검사를	권고한다.	전기생리학	검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실성	부정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검사이며,	그	결과	악성	부정맥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항부정맥제	또는	이식형		제세동기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로	돌연사	

예방	치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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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도자	절제술

일반적으로	부정맥은	약물	치료를	통하여	억제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임시로	부정맥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며	약물을	중단하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활동적인	젊은	

연령에서는	약물을	평생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번거롭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	최근에는	

심실조기수축을	포함한	심실성	부정맥의	경우에도	

상심실성	빈맥의	시술처럼	도관을	이용한	절제술(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을	

할	수	있다.	이는	심도자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심장	

내에	여러	개의	전극도자를	넣어	심실조기수축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전극도자를	통해	고주파	

전류(radiofrequency	energy)를	주어	그	자리에	열을	

발생시켜	심실조기수축의	원인이	되는	병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완치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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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ricular coup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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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ectrocardiograms of various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 patter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