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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ac Sarcoidosis Treated by Cardiac Transplantation 
- A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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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coidosis, in general, has a low mortality rate. But cardiac sarcoidosis (CS) is a serious
condition which may lead to death. Here, we report a rare case of CS that was treated by
heart transplantation. A 47-year-old male had occasional syncopes and atypical chest pain.
Ventricular tachycardia with right bundle branch block was noted by electrocardiogram. Multi-
ple fixed myocardial perfusion defects in the interventricular septum and both the inferior-
posterior ventricular walls were observed by thallium scan. Coronary angiography was unre-
markable. Neither perihilar nor mediastinal lymphadenopathy was noted. The patient also
suffered three times from tonic-clonic generalized seizures in 3 years, but no neurologic
abnormalities were detected. The explanted heart displayed multiple white patches on the
endomyocardial surface, measuring up to 8x7 cm. On microscopic examination, the lesion
consisted of multiple well-formed and confluent granulomas with numerous scattered multin-
ucleated giant cells, CD68-positive epithelioid histiocytes, and T-lymphocytes. Neither
microorganisms nor foreign material was identified on special stain and culture study. It has
been six months since the heart transplant, and the patient has been doing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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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식으로 치료된 심유육종증

- 1예 보고 -

유육종증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전신 육아종성 염증 질환으

로, 전체 사망률은 낮지만1 폐 섬유화로 인한 호흡 곤란이 동반

된 경우나 심근을 침범한 경우에 돌연사할 수 있다.2 하지만 유

육종증이 심장을 침범해도 심 기능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한 침

범 위치와 정도에 따라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이환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3 유육종증의 경우 서

양에서는 주로 폐 병변으로 사망하는 것에 반해 동양, 특히 일본

에서는 유육종증 환자의 사망 중 75%가 심장 침범으로 인한 합

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따라서 같은 동양권인

한국에서도 심유육종증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보고된 예가 드물며,13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심장 이식술로 치료

된 심유육종증 1예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47세 남자가 내원 24년 전부터 9차례의 의식 소실이 있었으

며 내원 4년 전부터는 비정형성 흉통과 우각 전도차단 및 심실

빈맥이 발생하여 전기자극을 시도하 으며 이후 정상 동리듬으

로 돌아왔다. 이 당시 심 청진에서 범수축기 잡음이 들렸고 핵

의학검사인 탈륨(thallium chloride Tl 201) 스캔에서 고정된

관류 결손이 심첨부와 후하외벽에 있었으며, 심 초음파에서 심

한 좌심실 기능부전과 다발성 심근 동작이상이 있어 허혈성 심

근부전증과 이로 인한 이차적인 중등도의 승모판 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내원 3년 전 상복부 불편감, 오심과 구토 후

1차례의 의식 소실과 3차례의 전신성 강직 간 성 발작으로

응급실로 내원하 다. 간질에 한 정 검사에서는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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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소견이 없어 심실 빈맥에 한 내과적 치료만 하 다. 그

러나 폐 및 종격동 내 림프절종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

후 amiodarone으로 인한 폐 섬유화와 안구의 망막 황반 이상

및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2000년 1월 4일에 심장 이식을 시행하

다. 환자는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 결핵, 간염,

당뇨병 등의 과거력은 물론 가족 중에서도 심 질환을 가진 사람

은 없었다. 

절제된 심장은 365 g 이었으며 육안 소견상 좌심실의 후외벽

과 심실중격의 후벽, 우심실의 외벽에 광범위한 다발성의 섬유

화가(Fig. 1) 있었고, 조직 소견상 잘 발달된 육아종들과 많은

다핵 거 세포들이 심내막과 심근뿐 아니라 심피막에도 분포하

다. 육아종들은 모두 경계가 좋았으며, 병변의 섬유화 정도와

침윤한 림프조직구의 세포 도는 비교적 세포 침윤이 많은 초

기 병변에서(Fig. 2) 부분이 섬유화로 치된 후기 병변까지

다양하 다(Fig. 3). 따라서 이러한 육아종성 병변은 장기간에

걸쳐서 다발성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포 침윤의 정도가 감소하면서

섬유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괴사의 소견이나 결

B

Fig. 1. A. Multiple white myocardial fibrosis of interventricular septum and both postero-inferior ventricular walls. B. Multiple white patches
(arrows) on endocardial surface. 

A

A

B

Fig. 2. A. The early lesion consists of some epithelioid histiocytes and lymphocytes resulting in vague granuloma. B. The more advanced
lesion shows a granuloma surrounded by lymphocytes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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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균을 포함한 다른 미세균주에 한 특수염색(Ziehl-Neelsen,

Periodic acid-schiff, Gomori Methenamic Silver, Gram

stain)과 배양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될 만한 균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이러한 육아종과 다핵

거 세포들이 CD68에 양성이었으며, 그 주변으로 침윤하고 있

는 세포들은 모두 CD3에 양성이었다. 그 중 부분의 림프구들

은 CD4와 CD8에 양성이었다. 

심장 이식 후 6개월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간질발작은 없

었으며, 또한 이전에는 없었던 당뇨병이 생긴 것 이외에 거부반

응이나 다른 장기로의 유육종증의 침범 소견은 아직 보이고 있

지 않다.

고 찰

Besnier5가 1889년 처음으로 피부 병변에서 유육종증을 기술

한 이래로 1929년 Bernstein 등6이 처음으로 심피막을 침범하는

심유육종증을 보고하 다. 유육종증의 증상은 무증상에서부터,

육아종성 염증이 있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기능장애를 유발하

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점차적으로 심근의 유육

종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7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러한 심근

침범이 일본의 경우 유육종증 환자 중 약 58%에서, 미국의 경

우 부검례의 25-27%에서 나타난다.2 그리고 일본에서는 유육종

증 환자 중 40-59세의 여자 환자에서 심유육종증이 호발하는 데
4 반해 미국에서는 26-62세의 남자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8 인종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심장에만

국한된 유육종증 예들이 유육종증의 11.2%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4 한국도 1989년부터 유육종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9 1991-1992년에 걸친 유육종증 전국 실태조사9를 보면 조

사 상의 84%가 20-40 의 연령이었으며 남녀 비율은 1:1.5로

여자가 더 많았다. 증상은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 고 다음이

전신증상, 피부증상, 안과적 증상, 신경증상, 심장증상의 순서

다. 한편 16%는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78예 중 한

예에서 심장증상을 보 다고 하나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이러한 유육종증을 진단하려면 먼저 만성 육아종성 염증을 보

이는 다른 감염성 질환, 즉 결핵과 진균증을 배제해야만 한다.

심근의 결핵은 매우 드물고 특징적인 임상 양상이 없어 진단하

기 어렵지만, 심한 염증 세포의 침윤에도 불구하고 심근 실질의

변성이 미약하며10 Ziehl-Neelsen 염색에서 결핵균이 검출되고

결핵균에 한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양성이라는 점과, 진균증은

PAS에 염색되는 진균이 있다는 점에서 유육종증과 다르다. 그

외에 거 세포 심근염과도 감별하여야 하는데, 거 세포 심근염

은 악성 림프종, 흉선 종양,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염, 악성빈혈,

궤양성 장염 등과 같은 다른 면역질환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도 있지만,11 아직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조직학적으로 다핵 거

세포, 단핵구 및 호산구의 침윤과 심근세포의 괴사가 특징이지

만 다핵 거 세포들이 많은 경우 거 세포 심근염과 심유육종

증, 이 두 질환 간의 조직학적 감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거 세

포 심근염인 경우는 잘 발달된 육아종은 없으면서 심근의 괴사

와 동반하여 다수의 다핵 거 세포, 림프구, 호산구, 형질세포

등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침윤하며, 침윤하는 부분의 림프구

는 CD8에 양성인 세포독성 T 림프구이고,8 상당히 빠르면서도

치명적인 임상 양상을 띤다. 그러나 심유육종증은 첫째, 심근의

괴사 없이 잘 발달된 육아종들이 심근뿐 아니라 심피막에도 있

A B

Fig. 3. (A) The advanced lesion consists of central less cellular fibrosis and peripheral granulomatous inflammation. (B) Far advanced
lesion without granuloma is paucicelluar and densely collag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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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째, 광범위한 섬유화가 있고, 셋째, 호산구들과 심근 기원

의 거 세포가 없고, 넷째, 침윤하는 림프구의 다수가 CD4

양성인 림프구이고, 다섯째,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한다는 점

등이 다르다. 그리고 육아종들이 심근에만 있다면 심유육종증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8

심유육종증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점차 진행할수록 심전

도 상에서 ST-T 변화, 3도 방실차단, 우각 전도차단, 심실 빈

맥, 혹은 심실 세동과 같은 악성 부정맥이 유육종증 환자의 22%

에서 나타나는데 때로는 실신이나 치명적인 임상 경과를 보일

수도 있다.12 그렇지만 임상의들이 심전도 이상만으로 심유육종

증을 진단할 수는 없으므로, 조직학적 진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3,12 심장을 침범한 유육종증의 경우는 육아종이 심근 전체

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병변의 크기도 다양하여 심근조직 생

검의 28.6%에서만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생

검으로 진단하기 어렵다.2,4 그러나 심근조직 생검에서 육아종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유육종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고,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는 먼저 스테로이드 제

제를 쓰는 것이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2

본 증례는 장기간의 임상 경과를 거치면서 부정맥과 전도체계

이상 같은 심전도 소견과 다발성 심장 관류결손 및 좌심근 기능

부전이 함께 있어, 이에 하여 허혈성 심근부전으로 생각하고

심 이식을 받았다. 절제된 심장에서는 심근과 심내막, 심피막에

잘 발달된 육아종과 다양한 정도의 림프조직구의 침윤 및 각기

다른 시간 의 육아종성 염증과 섬유화의 소견을 보 다. 기타

의 특수 염색이나 배양에서 검출되는 균주가 없어 다른 육아종

성 감염 질환을 배제하 으며, 심근세포 괴사나 심근에서 기원

한 다핵 거 세포, 호산구가 없는 육아종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임상 양상을 보 다는 점에서 거 세포 심근염도 배제하 다.

따라서 본 증례는 심유육종증에 합당하며 현재 다른 장기로의

침범의 징후는 보이지 않은 상태로 추적 관찰 중이다. 심장 이

식 이후로는 발작이나 실신의 증상도 소실되어서 이전의 발작

은 신경학적 이상이라기보다는 심유육종증에 의한 이차적인 것

으로 보인다. 

국내 문헌을 살펴보면, 박 등13이 1995년에 54세 여자 환자에

서 양측성 폐문 림프절 종 와 부정맥으로 나타난 전신적 유육

종증의 심장 침범 한 예를 보고한 적이 있었다. 비록 심근조직

생검에는 육아종성 병변이 없지만, 폐문 림프절 조직생검에서는

육아종성 병변이 있고 스테로이드 치료에 부정맥이 치료되는 임

상 양상을 보여 심유육종증에 합당하 다.      

어떠한 치료가 전도체계 이상이 있는 심유육종증 환자의 갑작

스런 사망을 줄일 수 있는지에 하여 아직까지는 제 로 확립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부검이나 심장 이식이 아닌 심근

의 조직생검에서 심유육종증의 현미경적 조기 병변을 인지할 수

만 있다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조기에 투여하여 광범위한 심근

섬유화로의 진행을 상당수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3,12 실

제로도 심장 전도체계 이상이 있던 환자를 스테로이드 제제로

조기에 치료한 경우 부정맥이 호전되거나 소실되었다는 보고가

있다.4 심지어는 심한 심근세포 손상이 있는 경우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12,14 그리고 환자의

예후는, 현미경적인 병변보다 심근을 광범위하게 침범한 경우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빈도가 더 높으므로, 육아종성 염증의

심근 침범정도와 조기진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

다.3,12 그러나 모든 환자가 스테로이드 제제에 반응하는 것은 아

니므로 스테로이드 제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면역억

제제도 고려해야 한다.7 폐 기능검사, 탈륨 스캔에서의 관류이상

존재유무, 혈청 내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수치 등에

서 전신 유육종증의 가능성만 배제해 준다면 증요법, 스테로

이드 제제 혹은 면역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 이

식도 새로운 치료법으로 두되고 있다.2,14

따라서 심유육종증의 조기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심근조직의 생검 판독 시 병리의가 심유육종증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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