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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 Difference of the Atrial Chambers and
Determination of the Atrial Situs in the Normal and Congenitally
Malformed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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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Patholog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 Identification of atrial situs is the initial step in any segmental analysis and clas-
sification of congenital heart malformations. To elucidate the differences for both atria of the
normal and congenitally malformed heart, we performed morphological studies on the human
heart with or without abnormal laterality syndrome. Methods : Five normally formed human
hearts, five hearts with right isomerism and five hearts with left isomerism were used in this
study. The postero-superior walls of the atrial chambers were examined. Results : Although
the division line of the ventral and dorsal compartments was not as conspicuous as was seen
in the right atrium of rat embryo previously studied, this division line existed as a well-developed
terminal crest and vestigial structure of the antero-lateral extension of the terminal crest. These
structures were noted in the right atrial chambers of normal human hearts and in the bilateral
atrial chambers of right isomerism. However, they were totally absent in the bilateral atrial cham-
bers in hearts with left isomerism. Conclusions : Our study showed that the right atrial cham-
ber in the normally developed human heart has vestigial components of division between the
ventral and dorsal compartment, and hearts with right isomerism and left isomerism have dif-
ferential development of the ventral and the dorsal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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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및선천성기형심장에서양쪽심방의형태학적차이및

위치결정에관한연구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서 복합 심장기형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신체 장기가 좌우 칭을 이루는 칭 증후군(isomerism)이 있

다.1 이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첫 단계는 심장의 양쪽 위치를 결

정하는 것인데, 심장의 위치 관계에 한 결정은 심장 발생에

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의 좌우측 형성에 한 일반적인 이

해, 그리고 결합쌍둥이 등의 기형 발생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

하다.2,3 이러한 심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접근 방법으로는 여러 가

지가 제시되어 왔는데,4-9 지금까지 널리 인정되는 확실한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 및 동물의 성체 심장에서 좌우 심

방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좌우 심방의 형태학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연구 중에

는 심방돌기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가 있고10 심방 정맥부

와 심방돌기 사이 연결 부위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한 연구가 있

다.11 그러나 발생 중인 심장에서 심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위의 연구에서도 배자의 심장

에서는 심방돌기와 심방 정맥부 사이의 연결 부위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 고, 따라서 심방의 아랫면에 한 관찰의 중요성

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12 본 저자들은 이전 연구13에서 발생과정

중인 쥐 심장의 양쪽 심방을 구별하는 새로운 형태학적 지표로,

정맥굴(sinus venosus)의 구멍과 이곳에서 연장되어 앞가쪽으로

주행하는 가중격(septum spurium)에 의해 나누어지는 등쪽과

배쪽의 두 구획을 제시하 다. 이 두 구획은 좌우측 심방에서 각

각 달리 존재하는데, 좌심방에는 배쪽 구획만이 존재하는데 비해

우심방에는 좌심방 전체에 상응하는 배쪽 구획과 더불어 추가적

인 등쪽 구획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정상 및 좌우 칭이상 기형을 가진 심방의 형태를

관찰하여 좌우측 심방의 형태학적 차이를 밝히고, 이전 연구13에

서 발생과정 중인 쥐의 심장에서 관찰된 등쪽과 배쪽의 두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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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성체 심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발생과정 심장에서 등쪽과 배쪽의 두 구획을 나누는 구조물인 정

맥굴의 구멍과 가중격에 상응하는 구조물로, 정맥굴의 오른쪽 판

막에서 기원하는 분계능선(terminal crest)과 분계능선에서 앞가

쪽으로 연장되는 굵은 근육능선을 관찰하 다. 심장의 해부학적

구분을 이해함으로써 기형 심장의 진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수술

기법 등에서 이들 자료를 응용할 수 있기를 기 하고 이 연구를

시행하 다.

재료와 방법

연구재료

정상 성인 심장

심장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성인 심장 5개를 관찰하

다. 법의 부검으로 적출한 후 포르말린에 고정한 것을 이용하

다.

좌우 칭 기형을 갖는 사람 심장

서울 학교 어린이병원과 부천 세종병원 심장연구소의 소아

부검 심장 중에서 5예의 우측 칭형 심장과 5예의 왼쪽 칭형

심장을 관찰하 다.

연구방법

정상 성인 심장

좌우측 심방을 방실 접합부에 연하여 절개한 후 속면의 빗살

모양 근육의 주행을 조사하 다. 즉 분계능선의 모양의 발달 정

도에 따라 두드러지게 뚜렷한 경우, 분명하게 관찰되는 경우, 그

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흔적 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와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 다. 분계능선에서 앞가쪽으로 연장되는 굵

은 근육능선의 존재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 다. 이들 구조로

구분되는 심방의 구획을 관찰하여 등쪽 구획과 배쪽 구획13의 발

Fig. 1. The postero-superior wall of the right (A) and left atrial chamber (B) of the normal human heart. (A) A prominant ridge of muscle, the
terminal crest (arrows), and its antero-lateral extension (arrow head) serve to separate the right atrium into the ventral and dorsal compart-
ments. (B) There is neither the terminal crest nor its antero-lateral extension. The left atrium consists of only one compartment, ventral.

A B

Fig. 2. The postero-medial wall of the right atrium of the normal
human heart. There is a ‘plateau’ surrounded by the limbus of oval
fossa, the membranous atrioventricular septum and the vestibule
of anterosuperior leaflet of the tricuspid valve. A ‘little basin’ is formed
by ‘spurious crest’ and ‘broad crest’. The structures, ‘plateau’ and
‘little basin’, correspond to the body and appendage of the ventral
compartment of the developing heart, respectively. FO, fossa ovalis;
SVC, superior vena cava; TV, tricuspid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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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정도를 조사하 다.

좌우 칭 기형을 갖는 사람 심장

각 부검 심장은 심방돌기의 형태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우측

칭형 및 왼쪽 칭형으로 결정하 고,14 방실접합부에 연하여 절

개선을 넣어 각 심방의 뒤위쪽 벽을 관찰함으로써 체정맥 및 폐

정맥의 연결 상태와 심방내부의 형태를 관찰하 다.

심방 내부의 형태는 역시 속면의 빗살 모양 근육의 주행을 조

사하 다. 즉 분계능선의 모양의 발달 정도에 따라 두드러지게

뚜렷한 경우, 분명하게 관찰되는 경우,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

만 흔적 적으로 관찰되는 경우와 관찰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

다. 분계능선에서 앞가쪽으로 연장되는 굵은 근육능선의 존재

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 다. 이들 구조로 구분되는 심방의 구획

을 관찰하여 등쪽 구획과 배쪽 구획의 발달 정도를 조사하 다.

결 과

정상 성인 심장의 관찰(Fig. 1, 2)

성인 심장의 우심방에서 sinus venarum과 빗살 모양 근육을

경계 짓는 분계능선은 전 예에서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분계능선

은 상 정맥구멍을 돌아 상 정맥의 앞왼쪽 경계에 이르러 심방

안쪽의‘편평부위(plateau)'로 이행되었다. 이 편평부위는 앞쪽

으로는 삼첨판막 앞첨판의 어귀(vestibule)와 연결되었고, 아래

쪽으로는 막성 방실중격, 뒤쪽으로는 타원오목의 가장자리(lim-

bus)로 연결되었다. 이 편평부위의 위쪽으로는 빗살 모양 근육이

기원하는데, 그 중 가장 굵은‘근육능선(spurious crest)'이 아치

를 이루며‘작은 분지(little basin)'를 형성하 다. 이 분지의 앞

쪽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심장도 1예 있었다. ‘작은 분지' 부분을

심장외막 쪽에서 구분 짓는 구조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그 위치

는 전 예에서 우심방 돌기의 심장막가로굴 쪽 면을 점유하 고

돌기의 외측 능선의 중간 부분을 포함하 다. ‘작은 분지' 부분

을 제외한 우심방 돌기는 비교적 균일한 빗살 모양의 근육으로

구성되며 아래쪽으로 심장정맥굴의 구멍까지 연결되었다.

성인 심장의 좌심방에서는 4-5개의 폐정맥이 들어오는 부위를

포함하는 부분의 역이 편평하 으며, 승모판의 어귀와의 경

계도 분명하지 않았다. 좌심방 돌기 부분에만 빗살 모양의 근육

이 있었으며 돌기 부분의 분획은 관찰되지 않았다. 분계능선도 전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좌우 칭형 심방돌기를 갖는 사람 심장의 관찰

우측 칭형 심방돌기 심장(Table 1)(Fig. 3A)

각 증례의 임상 소견과 심방 내부의 형태 및 체정맥과 폐정맥

의 연결 상태는 Table 1에 요약하 다. 전체 5예의 우측 칭형

심장 중에서 2예는 분계능선이 양쪽 심방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뚜렷이 관찰되었고 2예는 양쪽 심방 모두에서 분명하게 관찰되

었다. 그리고 나머지 1예는 좌심방에서는 두드러지게 뚜렷하게,

우심방에서는 분명하게 관찰되어 그 뚜렷한 정도는 다르지만 5

Fig. 3. The postero-superior wall of the atrial chambers in the hearts with isomeric right appendages (A) and isomeric left appendages (B).
(A) Case 3 of right isomerism. There is relatively well-formed terminal crest (arrows) and its antero-lateral extension, ‘spurious crest’ (arrow
head), in bilateral atrial sides. (B) Case 3 of left isomerism. There is no evidence of the terminal crest and its antero-lateral extension, ‘spuri-
ous cres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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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모두에서 분계능선이 양쪽 심방에서 관찰되었다. 분계능선으

로부터 앞가쪽으로 주행하는 근육능선은 2예에서 비교적 뚜렷하

게 관찰되었고, 나머지 3예에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한 부위도 있

었다. 그러나 역시 양쪽 심방 모두에서 관찰되어 우측 칭형 심

장 5예 모두 양쪽 심방에서 등쪽 부위와 배쪽 부위를 구별할 수

있었다.

왼쪽 칭형 심방돌기 심장(Table 2)(Fig. 3B)

각 증례의 임상 소견과 심방내부의 형태 및 체정맥과 폐정맥의

연결 상태는 Table 2에 요약하 다. 전체 5예의 왼쪽 칭형 심

장 모두에서, 분계능선과 앞가쪽으로 주행하는 근육능선이 양쪽

심방에서 관찰되지 않아 등쪽과 배쪽 두 부위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구조로 관찰되었다.

고 찰

심방의 형태 이상에 의한 기형으로 심방중격결손이나 체정맥

및 폐정맥 환류 이상 등이 있으나, 심방의 형태 발생이 가장 심

각하게 작용하는 기형은 좌우 비 칭의 이상에 의한 기형이다.

우심방이 오른쪽에 있고 좌심방이 왼쪽에 위치하는 정상 형태에

서 벗어난 기형이 좌우 전위와 좌우 칭형이다. 완전한 좌우 전

위가 이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으나, 인간에게서 관찰되는 좌

우 전위는 많은 경우에 부분적인 좌우 칭형의 형태를 갖기 때

문에 다른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심방의 좌우 칭형은

그 명칭이나 진단 및 치료에 많은 이견이 따르는 복합 심장기형

이 잘 동반되며, 폐, 간, 지라 및 위장관의 이상을 흔히 동반한

다.15,16 이러한 칭형 심장의 공통적인 형태상 특징으로는 흔적

Case No Age Sex

Systemic veins
Associated 

cardiac anomalies
Pulmonary

veins

Antero-lateral 
extension of 

terminal crest

Rt Lt
SCVs ICV, HVs

Rt Lt

Terminal
crest

1 2 mo M PA Bilateral unilateral ICV, Infracardiac ++ ± ++ ++
AVSD, DILV HVs to ICV

2 Abortus (25 wks) M DILV, AVSD, Bilateral Infracardiac + ± + +
DORV

3 NA NA PA Bilateral Supracardiac ++ ++ + ++
AVSD, DILV

4 4 mo F PS Bilateral Cardiac + + + +
AVSD, DORV (with Atretic RSCV)

5 NA NA PA Bilateral ICV to Cardiac ± + ++ ++
AVSD, DILV Rt. side atrium

Bilateral HVs

Table 1. Summary of the cases with right isomerism

AA, aortic atresia; AVSD,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CoA, coarctation of aorta; DILV, double inlet of left ventricle; DIRV, double inlet of right ventricle;
DORV, double outlet of right ventricle; HV, hepatic vein; ICV, inferior caval vein; Lt, left; LSCV, left superior caval vein; MA, mitral atresia; mo, months;
NA, not available; No, number; PA, pulmonary atresia; PS, pulmonary stenosis; Rt, right; RSCV, right superior caval vein; SCV, superior caval vein; wks,
weeks of gestation; ++, prominent; +, present; ±, vague; -, absent.

Case No Age Sex

Systemic veins
Associated 

cardiac anomalies
Pulmonary

veins

Antero-lateral 
extension of 

terminal crest

Rt Lt
SCVs ICV, HVs

Rt Lt

Terminal
crest

1 NA F multiple VSD RSCV ICV to Rt. side atrium Cardiac - - ± -
2 7 days M DILV, AVSD, LSCV ICV interruption, azygos Cardiac - - - -

AA, MA continuation to LSCV
3 NA NA CoA, AVSD LSCV, RSCV  ICV interruption, azygos Cardiac - - - -

atresia continuation to LSCV
4 Abortus (24 wks) F DILV, AVSD RSCV ICV to  atrium Cardiac - - - -
5 13 yrs M DORV, LSCV ICV interruption, azygos Cardiac - - - -

AVSD, TOF continuation to LSCV

Table 2. Summary of the cases with left isomerism

AA, aortic atresia; AVSD, atrioventricular septal defect; CoA, coarctation of aorta; DILV, double inlet of left ventricle; DIRV, double inlet of right ventricle;
DORV, double outlet of right ventricle; HV, hepatic vein; ICV, inferior caval vein; Lt, left; LSCV, left superior caval vein; MA, mitral atresia; mo, months;
NA, not available; No, number; PA, pulmonary atresia; PS, pulmonary stenosis; Rt, right; RSCV, right superior caval vein; SCV, superior caval vein;
TOF, tetralogy of Fallot; wks, weeks of gestation; yrs, years; ++, prominent; +, present; ±, vague; -, abs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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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은 심방중격과 상 정맥의 양쪽 연결, 체정맥 혹은 폐정맥

연결 기형 등이 제시되어 왔다.17-20 특히 선천지라없음증에 동반

된 우측 칭형이 소아 심장학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심장기형

이 매우 심하고 정상인에 비해 감염에 한 감수성이 높아 1세

사망률이 95%로 보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21 왼쪽 칭형에서는

이보다 약한 기형이 나타나기는 하나 정상에 가까운 심장으로부

터 좌심실저형성증후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들 복합 심장기형의 진단 기준에 하여 논란이 있고 그 발생 기

전에 하여도 알려진 바가 미미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심방의

발생에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방의 형태와 발달에

한 연구는 이들 기형에 한 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심방 발생의 진화론적 중요성은 포유류뿐 아니라

하등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아미노산 등 분자의 형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 칭이 관찰되는 것으로 확 할 수 있다.

생물학적 비 칭성에 한 연구는 의학뿐 아니라 생물학의 중요

관심사이다. 실제로 좌우 비 칭성에 한 연구는 좌우 칭성이

강한 어류(올챙이)에서 양서류(개구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한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2

본 연구는 발생이 완료된 정상 및 좌우측 칭형 심장의 좌우

심방의 형태를 관찰하여, 발생 단계에서 관찰되었던 양쪽 심방을

구별하는 새로운 형태학적 지표로 제시된 등쪽과 배쪽 구획13이

유지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심방의 발생에 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시작하 다. 심장의 형태가 발생과

발육의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쥐에서의 형태학적 과정

이 사람에서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태생기

의 발육과 적응의 과정 역시 간접적으로 유전적인 향을 받고,

포유류의 종류에 무관하게 상당한 균질성을 가진 것이 심장의 형

태라는 점에서, 쥐의 심장 발생에 한 이전 연구 결과13를 사람

심장과 비교하여 사람의 심장 발생에 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

다.

선천성 심장기형의 분석과 분류를 위한 첫 단계는 심장의 양쪽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23 심장의 양쪽 위치를 결정하는 접근 방

법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표적인 것으로는

심첨부의 방향에 의한 방법,4 지라의 형태에 따른 방법,5,6 기관 및

기관지의 배열에 의한 방법,7,8 정맥의 연결 상태에 의한 방법9

등이 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었

는데, 지라의 형태에 따른 접근 방법은 심방돌기의 배열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10,24,25 정맥의 연결 상태에 따른 접근 방

법은 정상(usual) 혹은 칭형(mirror image) 심방돌기를 갖는

iv/iv 생쥐의 경우 1/4 이상에서 하 정맥의 연결 이상이 관찰되

어 체정맥과 심방연결은 더 이상 심방형태 구별의 믿을 만한 지

표가 아니라고11 하 다. 이러한 주장은 사람에 해서도 증명되

었다.26-28 이들 방법들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좌우측 심방에

한 정확한 정의가 없이 심방에 관련된 구조의 형태를 통하여 심

장의 위치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지라가 없으면 심방의 형태

에 무관하게 우측 칭형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부분의 경우에

서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방

의 구조와 기능에 한 이해를 하는 데도 부족하 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심방의 형태를 좌우측을 구별하는 관점에서 기술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물론 해부학적 기술로 좌우심방 부

속기, 타원오목 등은 기술되었지만, 어떤 구조가 우심방과 좌심

방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지에 하여 설명한 것은 1970년

의 van Praagh, Anderson 등이 실질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체정맥과 폐정맥의 연결, 심방중격의 형태 등도 고려

되었지만 심방돌기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연구가

있고,10 심방정맥부와 심방돌기 사이 연결 부위의 형태가 중요하

다고 주장한 연구가 있다.11 그 차이를 보면 성체 심장에서 형태

학적 우심방은 넓은 삼각형 모양의 심방돌기를 보이고 심방돌기

와 심방 정맥부 사이의 연결 부위가 넓고 불분명하 다. 형태학

적 좌심방인 경우에는 심방 정맥부와 심방돌기 사이의 연결 부위

가 좁은 관 모양을 보이며, 하부에는 넓은 심방 정맥부가 있고 여

기로 폐정맥이 유입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좌우 비 칭의 기형이 동반된 경우 이들 형태로는 판정이 어려워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성인 심장에서 좌우심방의 형태학적 차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구획과 두 개의 정맥부가 기여하는 차이에

기초하는 것으로, 이는 체부(body), 전정부(vestibule), 돌기(ap-

pendage), 그리고 체정맥동(systemic sinus)과 폐동맥동(pul-

monary sinus)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찰한 성인 심장의 우심

방 내부 구조에서도 이들 구조를 구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생

학적으로 나타난 심방 돌기의 형태로부터 심방 돌기부의 추가 분

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이에 한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해부학적 구조에 한 기술이 발생학적인 관찰에 의존하

기보다는 현재 나타난 사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하

여, 기존에 밝혀진 해부학적 구조로부터 일부 소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소견은 타원오목의 가장자

리, 막성 방실중격, 상 정맥 그리고 우심방 돌기로 둘러싸인 심

방 안쪽의‘편평부위'이다. 이‘편평부위'는 분계능선의 앞쪽 연

장이며, 삼첨판막 어귀부의 뒤쪽 연장이기도 하다. 이‘편평부위'

의 위쪽으로는 몇 개의 빗살 모양 근육이 기원하는데, 그 중 가

장 분명한‘근육(spurious crest)'이 아치를 이루며‘작은 분지'

를 형성하 다. ‘작은 분지'의 앞쪽 경계가 때로는 불확실하기도

하 고, 이 부위에‘넓은 근육(broad crest)'이 관찰되기도 하

다. 성인 심장에서‘작은 분지'로 표현된 부분과 심방 안쪽의‘편

평부위'가, 각각 이전 연구13에서 밝혀진 발생기 심방의 배쪽 구

획의 돌기 부분과 체부에 해당한다. 이들은 심장외막의 심장막가

로굴을 둘러싸는 구조이며, 성인 심장에서는 작은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 좌심방과 기원이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우심

방 돌기 부분이 발생기 심방의 등쪽 구획이라고 생각된다. 좌우

측 칭형 돌기를 갖는 심방의 경우, 우측 칭형에서는 양쪽 심

방 모두에 분계능선과 앞가쪽 주행의 근육능선에 의해 나누어지



는 배쪽과 등쪽 구획이 모두 존재한다. 왼쪽 칭형에서는 양쪽

모두에 두 구획의 분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발생과정 중의 쥐 심

장에서 형태학적 특징으로 여겨지는 배쪽과 등쪽 구획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람 성체 심장에서도 발생과정의 쥐 심장

에서 양쪽 심방을 구별하는 새로운 형태학적 지표로 제시된 등쪽

과 배쪽의 구획 모델이 유지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 관찰된 등쪽과 배쪽 구획은 정맥굴의 구멍과 이곳에서

연장되어 앞가쪽으로 주행하는 가중격에 의해 나누어지는 구획

으로, 배쪽 구획은 좌우측이 칭적이고 횡행 심낭동을 둘러싸는

심방의 안쪽 부분이다. 이 배쪽 구획은 각각 체부와 돌기부분으

로 나뉘는데, 체부는 쥐의 발생 14일 이전까지는 좌우가 동일한

형태이나 우측의 체부는 14일부터 주름을 형성하여 심방의 1차

중격의 오른쪽에 융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심방의 2차 중격

이라고 부르는 심근 융기가 되고 성체 심장에서는 타원오목의 가

장자리가 된다. 좌심방의 배쪽 구획에서는 이러한 주름이 형성되

지 않고 체부의 형태를 지속하게 된다. 체부는 폐정맥이 좌심방

으로 흡수되고 난 후에 그 구획이 상 적으로 좁아지기는 하나,

삼심방심장(cor triatriatum)이나 폐정맥 환류 이상에서 관찰되

는 좌심방의 부분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우심방에서 배쪽 구

획의 체부는 주름을 형성하면서 점차 좁아지고 돌기부분만 남게

되며 우측 정맥굴이 흡수되어 우심방의 뒤아래쪽 벽을 형성하게

된다. 우심방에만 관찰되는 등쪽 구획은 성인 심장의 우심방에

서 돌기 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래쪽으로 연장되어

subeustachian sinus를 형성하게 된다. Uemura 등17은 우심방

의 특성을 정의할 때 하 정맥까지 방실판막 부위를 따라 빗살

모양의 근육주가 관찰되는 소견을 중요시하 는데, 이는 이런 발

생학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구

분이 좌우측 칭형을 가진 심방의 속벽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며,29 이들 심장을 수술할 때도 이런 개념을 응용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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