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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심방내의 자발 에코 영상(spontaneous echo co-

ntrast, 이하 SEC)은 승모판 협착증이나 심방 세동이 

동반된 환자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대개 연기 혹은 휘

감는 듯한 모양으로 관찰되며 좌심방의 혈류에 정체가 

있을 경우 흔히 관찰된다.1-4)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좌

심방에서 관찰되는 SEC은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전

신 색전증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으며1)2) 따라

서 SEC이 관찰되는 경우 항응고 요법이 권장되고 있

는 상황이다.5) 또한 SEC의 정도가 심할수록 전신 색전

증의 위험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짐이 알려져 있어2)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SEC의 존재 여부 및 심한 정

도의 평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

다. Iliceto 등6)이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

음파 검사로 좌심방내 SEC을 처음 관찰하여 보고한 

이래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어 왔다. 특히 

고주파의 탐촉자를 이용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도

입 이후 이와 같은 현상은 경흉부 심초음파에 비하여 

훨씬 예민도가 높아2)4)7) SEC의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어느정도 

침습적(semi-invasive)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검사

에 적합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하모닉 영상(harmonic imaging, 이하 HI)은 기존의 

영상(fundamental imaging, 이하 FI)과 달리 탐촉자에

서 내보낸 주파수(transmitting frequency)의 두배에 

해당하는 주파수(harmonic frequency)를 받음으로써 

영상을 구성하는 새로운 심초음파 영상 기법이다. 임상

적으로 이 기법은 심초음파용 조영제(echocardiogra-

phic contrast agent)를 이용하여 심근 관류 평가를 위

한 심근 대조 초음파 검사(myocardial contrast ech-

ocardiography)에 처음 이용이 되었으나8-12) 최근에

는 심초음파용 조영제 투여없이도 좌심실의 내막경계 

관찰 등에 있어 기존의 FI에 비하여 뛰어난 영상을 제

공함이 알려지고 있어13-18) 일상적인 심초음파 검사에

서 특히 acoustic window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높은 

임상적 효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여러 임상적 상황에서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승모판 협착증에서 

좌심방의 SEC의 관찰에 있어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보고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입증하려는데 있다. 즉, 기존

의 FI에 비하여 하모닉 영상이 좌심방 SEC의 관찰에 

있어 높은 예민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통하여 승모판 협착증에서 좌심방내 SEC의 평가에 있

어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의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을 평

가하고자 함이다.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와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

행받는 74명의 승모판 협착증 환자(남자 25명, 여자 

49, 평균 연령：51세)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

하였다.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내 SEC가 관찰

되지 않은 환자 30명(남자 14명, 여자 16, 평균 연령：

49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대조군으로 하였다. 

 

좌심방내 SEC의 유무 및 정도는 2인의 심장내과 전

문의가 독립적으로 판정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환자에

서 검사전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는 FI 후 HI의 순서로 진행하였

으며 각각으로부터 심장 1주기의 영상을 디지틀화하여 

광디스크에 저장후 무작위로 side-by-side 영상을 만

든 후 분석하였다.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 직후 경식도 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tr-

ansthoracic echocardiography)는 2∼4 MHz의 br-

oad band 탐촉자(Hewlett-Packard SONOS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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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ver, Massacheussettes)를 이용하여 표준 영상 

구도(standard imaging plane)에서 좌심방의 내경, 좌

심실의 확장기말 및 수축기말 내경, 좌심실의 분획율

(fractional shortening) 및 구혈율(ejection fraction) 

등을 측정하였다. Parasternal short axis view의 승모

판 부위에서 이면성 심초음파상의 planimetry를 이용

하여 승모판의 구면적(MVA)을 측정하였다. 연속파 도

플러 검사(continuous wave Doppler echocardiogr-

aphy)를 시행하여 apical four chamber view에서 압

력 반감기 방법을 이용하여 승모판의 구면적을 측정하

였으며 평균 이완기 승모판막 압력차(mean diastolic 

pressure gradient, MDPG)를 구하였다. 컬러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여 승모판막, 대동맥 판막 및 삼첨판의 

폐쇄 부전 정도를 관찰한 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

누었다. 기본적인 검사후 FI 영상에서 흉골연 장축도를 

얻은 후 좌심방내 SEC의 유무 및 정도를 관찰하였다. 

FI 영상을 얻은 직후 탐촉자를 같은 위치에 고정시킨 

후 HI로 변환하여 흉골연 장축도에서 좌심방내의 SEC

의 유무 및 정도를 관찰하였다. HI 영상에서 transmi-

ssion과 receiving frequency는 각각 2.1 MHz 및 4. 

2 MHz로 조정한 상태에서 시행하였으며 검사중 탐촉

자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4시간 

이상 금식후 검사를 4∼6 MHz 탐촉자(Hewlett-Pac-

kard SONOS 5500, Andover, Massacheussettes)를 

이용하여 다면성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좌

심방 및 좌심방이(left atrial appendage)내의 혈전과 

SEC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좌심방내 SEC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 none：좌

심방내 SEC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2) mild：높은 gain

상태에서 좌심방의 일부분에서만 SEC이 관찰될 경우, 

3) severe：정상적인 gain 상태에서 좌심방 전반에 걸

쳐 뚜렷한 SEC이 관찰될 경우.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좌심방

내 SEC의 유무 및 정도의 평가에 있어 TEE 결과를 

gold standard로 이용하였다. 좌심방내 SEC의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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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FI와 HI의 예민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및 음성 예측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예민도(sensitivity)：true positive/(true positive

＋false negative) 

특이도(specificity)：true negative/(true negative

＋false positive)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PPV)：true 

positive/(true positive＋false positive)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true negative/(true negative＋false negative) 

FI나 HI에서 좌심방내 SEC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TEE상에서도 좌심방내 SEC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 

true negative로 정의하였으며 FI나 HI에서 좌심방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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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TEE상에서도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경우는 true positive로 정의하였다. FI

나 HI에서는 좌심방내 SEC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TEE

상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경우는 false negative로, 

FI나 HI에서는 좌심방내 SEC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TEE상 좌심방내 SEC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는 false 

positive로 정의하였다. 좌심방내 SEC의 유무 및 정도

를 평가함에 있어 FI와 HI의 예민도, 특이도, 양성 예

측도 및 음성 예측도의 비교에는 Fisher’s exact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

계적 유의성을 갖는다고 판정하였다. 

 

 

대상 환자중 정상 동율동이 28명(37.8%), 심방세동

이 46명(62.2%)이었다. 검사 당시 증상의 정도는 New 

York Heart Association functional class I이 3명(4. 

1%), functional class II가 62명(83.8%), functional 

class III가 9명(12.2%)이었다. 대상 환자 74명중 9명

(12%)에서 전신 색전증의 병력이 있었으며 이 중 뇌

경색이 8명, 말초혈관 색전증이 1명이었다.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 내경은 51±11 mm로 증가되어 있었으

며 좌심실의 이완기말 및 수축기말 내경은 각각 51±7 

mm 및 35±7 mm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승모판 구

면적 및 평균 경승모판 이완기 압력차는 각각 1.0±0. 

3 cm2 및 8.2±4.1 mmHg였다. 경도 및 중등도의 승

모판 폐쇄부전은 13명(17.6%)에서 관찰되었으며 중

증의 승모판 폐쇄부전은 4명(5.4%)에서 관찰되었다. 

경도 및 중등도의 대동맥 폐쇄부전은 21명(28.4%)에

서, 중증의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은 2명(2.7%)에서 동

반되어 있었다. 8명(10.8%)에서 경도 및 중등도의 대

동맥 협착증이 관찰되었다. TEE상 대상 환자 74명중 

1명을 제외한 73명에서 좌심방내 SEC이 관찰되었다. 

SEC의 정도는 경도가 35명, 중증도가 38명이었다. FI

은 TEE상 SEC이 관찰된 73명중 5명(6.8%)에서 좌

심방내 SEC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에 HI은 73명중 

63명(86.3%)에서 좌심방내 SEC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 전신 색전증이나 좌심방내 혈전 형성과 더욱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증도의 좌심방내 SEC

의 관찰에 있어서도 FI의 경우 TEE상 중증도의 좌심

방내 SEC이 관찰된 38명 중 5명(13.2%)에서만 좌심

방내 SEC이 관찰된 반면, HI의 경우 TEE상 중증도의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38명 모두에서 좌심방내 SEC

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또한 FI에서 좌심방내 SEC

이 관찰된 5명 모두에서 FI에서 보다 HI에서 좌심방내 

SEC이 훨씬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대조

군의 경우 FI과 HI 모두에서 좌심방내 SEC을 관찰할 

수 없었다. TEE 결과를 좌심방내 SEC의 유무 여부 평

가에 있어 gold standard로 하였을 때 좌심방내 SEC

의 관찰에 있어 FI 및 HI의 예민도는 각각 6.8%, 86. 

3%이었으며 특이도는 각각 100%, 100%이었다(Fig. 

1). 11명(14.9%)에서 TEE상 좌심방내 혈전이 관찰

되었으며 FI의 경우 11명중 7(63.6%)명에서 좌심방

내 혈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HI의 경우 11명중 9명

(81.8%)에서 좌심방내 혈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FI에서 보다 HI에서 좌심방내 혈전의 경계가 더욱 선

명하게 관찰되었다(Fig. 5). 두 관찰자간에 SEC의 여

부 평가에 있어 검사자간 차이(interobserver variab-

ility)는 FI, HI 및 TEE가 각각 2%, 4% 및 0%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는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에서 하모닉 영상을 이용할 경우 좌심

방내 SEC 의 관찰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좌심

방내의 자발 에코 영상(spontaneous echo contrast, 

이하 SEC)은 승모판 협착증이나 심방 세동이 동반된 

환자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대개 연기 혹은 휘감는 듯

한 모양으로 관찰되며 좌심방의 혈류에 정체가 있을 경

우 흔히 관찰된다.1-4) 헤마토크리트, 혈액 침강 속도 

및 적혈구 응집체의 존재 여부 등이 혈액의 echogen-

icity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동물실험의 

결과를 살펴 보면 자발 에코 영상은 적혈구와 혈장 단

백질 및 혈소판의 응집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20-22) 따라서 증가된 초음파 backscatter의 정도는 

낮은 shear rate하에서 적혈구와 fibrinogen 등의 응집

체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임상적

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가장 흔히 관찰되는 질환은 승

모판 협착증과 심방세동이다.1)3)5) 좌심방내 SEC이 임

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신 색전증

과의 연관성 때문이라 하겠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좌

심방에서 관찰되는 SEC은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전



 

( )  

신 색전증의 독립적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1)2) 따라

서 SEC이 관찰되는 경우 항응고 요법이 권장되고 있

는 상황이다. 또한 좌심방내에 혈전이 관찰되거나 색전

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좌심방내 SEC이 관찰되

는 빈도가 높고 SEC의 정도가 심할수록 전신 색전증

의 위험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짐이 알려져 있어 승모

판 협착증 환자에서 SEC의 존재 여부 및 심한 정도의 

평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3)5) 

SEC의 관찰 여부는 적혈구와 혈장 단백질 등의 복합

체의 크기와 초음파의 파장과 관계가 있다. 

즉, 적혈구와 혈장 단백질 등의 복합체의 크기가 크

거나 초음파 파장이 짧을수록 SEC의 관찰이 가능해진

다. 또한 초음파의 파장은 탐촉자의 주파수와 반비례한

다. 따라서 높은 주파수의 탐촉자를 이용하거나 적혈구

의 응집정도가 심할수록 SEC의 관찰이 용이해 진다 

하겠다. Iliceto 등6)이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로 좌심방내 SEC을 처음 관찰하여 보고

한 이래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가 있어 왔으나 특

히 고주파의 탐촉자를 이용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도입이후 이와 같은 현상은 경흉부 심초음파에 비하여 

훨씬 예민도가 높아 SEC의 평가에 많이 이용되고 있

다.2)4)7) Castello 등4)은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와 경식

도 심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한 150명의 환자에서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식도 심초음파에서는 좌심방내 

SEC이 29명에서 관찰된 반면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에

서는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de Belder 등23)도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경흉부 심초음

파 검사와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모두 시행한 80명

의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의 경우 좌심방내 SEC이 

1명에서만 관찰된 반면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경우 

26명에서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좌심방내 SEC

의 관찰에서는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가 가장 예민하며 

정확한 검사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경식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관혈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검사에 적

합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하모닉 영상(harmonic imaging)은 기존의 funda-

mental imaging과 달리 탐촉자에서 내보낸 주파수(tra-

nsmitting frequency)의 두배에 해당하는 주파수(ha-

rmonic frequency)를 받음으로써 영상을 구성하는 새

로운 심초음파 영상 기법이다. 탐촉자로부터 초음파가 

나와서 심장의 조직에 도달하면 조직은 발사된 주파수

에 비해 높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반사시키게 되는데 이

와 같이 하나의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변환을 하모

닉이라 한다. 과거에는 하모닉 주파수의 강도가 너무 

작고 탐촉자가 하모닉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의 광범위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모닉 

주파수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넓

은 dynamic range를 갖는 broadband 탐촉자의 개발

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며 따라서 하모닉 

주파수를 이용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임상

적으로 이 기법은 심초음파용 조영제(echocardiogra-

phic contrast agent)를 이용하여 심근 관류 평가를 위

한 심근 대조 초음파 검사(myocardial contrast ech-

ocardiography)에 처음 이용이 되었으나8-12) 최근에

는 심초음파용 조영제 투여없이도 좌심실의 내막경계 

관찰 등에 있어 기존의 fundamental imaging에 비하

여 뛰어난 영상을 제공함이 알려지고 있어 일상적인 심

초음파 검사에서 특히 acoustic window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높은 임상적 효용성이 기대되고 있다.13-18)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여러 임상적 상황에서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승모판 협착증에서 

좌심방의 SEC의 관찰에 있어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보고가 없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하모닉 영상을 이용하여 경흉부 심초음파에서 좌심방

내 SEC의 관찰을 평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하모닉 영상이 기존의 fundamental imaging에 비

해 좌심방내 SEC의 관찰이 향상된 기전은 아직 확실

하지 않다. 설명 가능한 기전으로 SEC을 일으키는 주

요한 요인인 고분자량의 적혈구, 혈장 단백질 및 혈소

판 응집체가 초음파에 의해 nonlinear response를 보

이고 이에 의해 발생한 하모닉 주파수를 broadband 

탐촉자를 통해 탐지해 냄으로써 하모닉 영상에서 좌심

방내 SEC을 더욱 민감하게 탐지해 내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모닉 영상의 잠재적 임상적 유용성은 상당히 크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하모닉 영상은 좌

심방내 SEC을 더욱 민감하게 탐지해 낼 수 있다. 비록 

좌심방내 SEC의 관찰에 있어 하모닉 영상의 민감도 

및 특이도가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에 버금가지는 않지

만 특히 전신 색전증의 위험도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증증도의 좌심방내 SEC의 탐지에 있어서는 민감



 

도 및 특이도가 100%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에 버금

가는 결과를 보여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좌심방내 SEC은 고정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치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되어 지고 있다. 즉, 승모판 협착증에서 풍선 확장술

후24)25)나 심방세동의 경우 심율동 전환후 좌심방내 SEC

의 존재 유무나 정도가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다.26)27) 

따라서 이와 같은 환자에서 치료 전후에 이와 같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경우 유용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좌심방내 SEC이 전신적 색전증의 위험도에 미치

는 영향이나 항응고 요법 등에 의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등에 있어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에 

비해 시행하기 수월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이용하

고 이때 하모닉 영상을 이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검

사 및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

으로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에서 하

모닉 영상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fundamental imaging

에 비해 좌심방내 SEC의 관찰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좌심방내의 자발 에코 영상(spontaneous echo co-

ntrast, 이하 SEC)은 승모판 협착증이나 심방 세동이 

동반된 환자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SEC의 정도가 심

할수록 전신 색전증의 위험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짐

이 알려져 있어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SEC의 존재 

여부 및 심한 정도의 평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모닉 영상(harmonic imaging)은 

기존의 fundamental imaging(FI)과 달리 탐촉자에서 

내보낸 주파수(transmitting frequency)의 두배에 해

당하는 주파수(harmonic frequency)를 받음으로써 영

상을 구성하는 새로은 심초음파 영상 기법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승모판 협착증에서 좌심방내 SEC의 평가

에 있어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TEE)의 하모닉 영상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함이다. 

TEE상 대상 환자 74명중 1명을 제외한 73명에서 

좌심방내 SEC이 관찰되었다. SEC의 정도는 경도가 

35명, 중증도가 38명이었다. FI은 경식도 초음파 검사

(TEE)상 SEC이 관찰된 73명중 5명(6.8%)에서 좌심

방내 SEC을 관찰할 수 있었던 반면에 하모닉 영상은 

73명중 63명(86.3%)에서 좌심방내 SEC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전신 색전증이나 좌심방내 혈전 형성과 더욱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증도의 좌심방내 SEC

의 관찰에 있어서도 FI의 경우 TEE상 중증도의 좌심

방내 SEC이 관찰된 38명 중 5명(13.2%)에서만 좌심

방내 SEC이 관찰된 반면, 하모닉 영상의 경우 TEE상 

중증도의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38명 모두에서 좌심

방내 SEC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FI에서 좌심방내 

SEC이 관찰된 5명 모두에서 FI에서 보다 하모닉 영상

에서 좌심방내 SEC이 훨씬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

다. 대조군의 경우 FI과 하모닉 영상 모두에서 좌심방

내 SEC을 관찰할 수 없었다. TEE 결과를 좌심방내 

SEC의 유무 여부 평가에 있어 gold standard로 하였

을 때 좌심방내 SEC의 관찰에 있어 FI 및 하모닉 영

상의 예민도는 각각 6.8%, 86.3%이었으며 특이도는 

각각 100%, 100%이었다. 

승모판 협착증 환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에서 하모

닉 영상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FI에 비해 좌심방내 SEC

의 관찰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모닉 영상·좌심방내 자발 에코 영상·

승모판 협착증. 
 

본 연구의 일부는 제10회 미국 심장초음파학회(10th An-
nual Scientific Sessions of the American Society of Ec-
hocardiography, Washington DC, June, 1999)에서 발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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