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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직구모양심근병증(histiocytoid cardiomyopathy)은 극히 

드문 심근병증으로, 대개 2세 미만(90%)의 여아(남녀 비는 

1:3 또는 1:4)에서 발생하고, 심비대, 끊임없는 심실성 부정

맥, 급사가 특징적인 임상 소견이다. 부검 또는 수술을 통해

서 주로 좌심실벽에서 황갈색 결절을 보고, 조직학적으로 거

품 형성 또는 과립성인 다각형 세포를 확인하여 진단한다[1-

3]. 저자들은 조직구모양심근병증으로 생후 2일 만에 급사한 

신생아의 부검을 경험하고,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변사자는 출생 당일 16:13경 분만 진행 장애로 인해 응급 제

왕절개수술을 통해 출생한 여아(재태 39+3주)로, 아프가 점수

는 1분과 5분 모두 10점이었고, 출생 체중은 3,140 g (36번째 

백분위수에 해당됨)이었다. 출생 후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

어서 신생아실로 입원하였다. 산모는 35세의 초산부로, 자연 

임신이었고, 산전 진찰에서 특기할 점이 없었으며, 특별한 임

신의 위험인자는 없었다. 

출생 이틀 후 01:30경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컵으로 분

유를 먹이고 나서 트림을 시킨 후 잘 자고 있었는데, 01:46

경 산모가 직접 수유하길 원해서 02:00경 수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색증이 나타나서 앰부배깅을 시작하였고, 맥박은 

측정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SpO2)는 55%였다. 02:03경 

기도 삽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는데, 입안에 

많은 양의 우유가 있었고, 기도 삽관시에도 지속적으로 우유

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실하

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보

호자 면담 후에 04:57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기도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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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iocytoid cardiomyopathy, an extremely rare heart disease in infants and 
children, usually occurring in girls under the age of 2 years, is characterized by 
cardiomegaly, ventricular arrhythmia, and sudden death. In the present study, 
we report a case of a 2-day-old female neonate who suddenly showed cyanosis 
and cardiac arrest in the neonatal unit and died without resuscitation. Autopsy 
revealed multifocal nodular lesions in the left ventricle wall and papillary 
muscles. Microscopically, these lesions were composed of discohesive round 
or polygonal cells with eosinophilic cytoplasm and were positive for desmin 
and negative for CD68. Electron microscopy findings displayed abnormal 
swollen mitochondria with disorganized cristae, dense granules, and diminished 
myofibrils in the periphery of the cytopl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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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우유가 흡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인 사인은 

흡인에 의한 신생아가사(neonatal asphyxia)로 기록되었다. 

사망 3일 후에 부검이 시행되었다. 변사자의 키는 55 cm가

량, 몸무게는 3,016 g이었다. 시반은 적자색으로 시체의 뒷부

분에 나타났고, 시강은 소실되었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되는 복장부위의 피부까짐과 머리, 몸통, 양쪽 팔, 다

리에서 여러 곳의 주사바늘자국 외에 외표검사에서 특기할 

소견을 볼 수 없었다. 

뇌는 10% 포르말린 용액에 3주간 고정 후에 신경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별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뇌의 무게는 425 g이었다. 

인두, 식도, 기도에서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외에 

특별한 소견은 없었다.

심장막(심낭) 안에 적은 양의 장액성 액체가 있었고, 심장

동맥의 주행에서 특기할 이상을 볼 수 없었다. 좌심실벽, 심

실사이막, 우심실벽의 두께는 각각 최대 0.5 cm, 0.6 cm, 

0.4 cm이었고, 좌심실벽과 유두근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다

수의 결절성 병변(최대 직경 3 mm가량)이 있었으며, 광학

현미경검사에서 심실벽과 꼭지근에서 호산성 세포질이 있는 

반응집성의 원형 또는 다각형의 세포로 구성된 다국소성 결

절 병변을 확인하였는데,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이 세포들

은 desmin에 양성이었고, CD68에 음성이었다(Fig. 1). 포르

말린에 고정된 심근조직에서 시행된 전자현미경검사에서 와

해된 능선(cristae)과 밀집한 과립을 동반한,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의 주변부에서 감소한 미세

원섬유(microfibril)를 볼 수 있었다(Fig. 2). 심장의 무게는 

19.8 g로 여아 신생아에서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다.

다른 실질 장기에서 특별한 소견을 보지 못했으나, 허파의 

현미경검사에서 폐포공간 안의 태변과 양수 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stomach)에서는 우유 등으로 추정되는 적은 

양의 액상 내용물 외에 특별한 소견을 볼 수 없었다. 

부검과 별도로 제출된 태반의 크기는 17×16×3 cm이었고, 

무게는 고정 후에 500 g가량이었으며, 태반과 탯줄에서 특별

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약독물검사에서 응급치료 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

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과 로피바카인(ropivacaine) 외

에 특별한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눈유리체액의 임

상화학검사에서도 특별한 소견을 볼 수 없었다. 혈액배양검

사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C-반응단백질(C-reactive 

protein)은 0.03 mg/dL 미만, 비만세포 트립타제(mast cell 

tryptase)는 12.6 μg/L로 정상 범위였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하여, 저자들은 변사자의 사인을 조직

구모양 심근병증으로 판단하였다.   

고    찰

조직구모양심근병증은 1962년 Voth 등에 의해 처음 보고

된 후, 격리심장지질증(isolated cardiac lipidosis), 황색종

심근변증(xanthomatous cardiomyopathy), 호산성심근병

증(oncocytic cardiomyopathy), 심근과오종(myocardial 

hamartoma), 조롱박세포종(Purkinje cell tumor), 영아기

의 거품형성심근변형(foamy myocardial transformation 

of infancy)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망 사례의 부검이 다수 

보고되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른 나

이에 사망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약물치료, 심박조율기 삽

입, 결절 부위의 수술적 절제 등으로 생존율이 높아졌고, 전

기생리학적 지도화(electrophysiological mapping)를 이용

한 심내막 생검을 통해서 진단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4]. 

다양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심장전도계에서 생긴 조롱박

세포의 과오종성 병변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이를 미토콘드

리아 질환의 심장 발현임을 알려주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

[5,6]. 인종적으로는 백인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80%), 

아시아인에서 보고된 예도 드물게 있다[3].

다양한 임상 소견을 나타내는데, Shehata 등[2]에 따르

면, 보고된 예의 68%에서 사망 전에 부정맥을 경험했고, 약 

38%에서 증상을 동반한 부정맥으로 3주 이상의 의사 진료

를 받았으나, 그 외엔 죽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감기 증상 등

을 제외하곤 건강하였고, 약 22%에서 급사의 형태로 나타났

는데, 이런 경우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ile death 

syndrome)으로 오인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예에서 현저

한 심비대를 보였고, 이런 환자들 중에 일부는 심방 및 심실

중격결손, 심내막탄력섬유증, 좌심실형성부전, 각막혼탁, 소

안구증, 백내장, 구개열, 물뇌증, 뇌들보 무발생, 콩팥낭종 등

의 심장 및 심장외 선천기형을 동반했다[2,4].

육안적으로 심장에서 비대를 나타내고, 다수의 결절이 좌

심실벽의 내막 표면, 심방, 심장판막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들은 편평하거나 둥글고, 부드러우며, 노란색에서 황백색으

로, 크기는 수 mm에서 1 cm에 이르고,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직학적으로 결절은 내막밑의 경계가 좋은, 

크고 거품이 있는 과립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포들에서 

림프구 침윤과 더불어 글리코겐, 지방, 색소 등이 보일 수 있

다.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desmin, smooth muscle actin, 

myoglobin 면역염색에서는 양상을 나타내지만, S100 단백

질과 CD68 같은 조직구 표지자에서는 음성을 나타낸다. 전

자현미경에서는 미세원섬유가 드물게 주변부에서 나타나고, 

많은 수의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확인되며, 산재된 결

합체(desmosome), 사이원반(intercalated disc), 렙토피브

릴(leptofibril)이 간혹 나타나지만, T관(T-tubule)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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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모양심근병증은 X염색체 p22 영역의 결손을 동반

한 질환인 소안구증과 선형피부결함(microphthalmia with 

linear skin defects, MLS) 증후군 또는 소안구증, 피부무형

성증, 안구건조증(microphthalmia, dermal aplasia, and 

sclerocornea, MIDAS) 증후군에서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구모양심근병증과 관련된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

는 것을 시사한다[6].

본 증례는 만삭으로 정상 분만 후 2일 만에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로, 심장의 결절성 병변 

외에 특별한 임상적/병리학적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심장

의 무게도 정상 범위에 해당되었다. 문헌검색에서 대부분의 

예는 영아기 이후에 발생하였고, 본 증례와 같이 신생아기에 

Fig. 1. The left ventricle shows multifocal nodular lesions in the 
ventricular wall and papillary muscles indicated by arrow (A). 
Microscopically, these lesions are composed of discohesive round 
or polygonal cells with eosinophilic cytoplasm (B, H&E, ×40; C, H&E, 
×200), which are positive for desmin (D, ×200) and negative for CD68 (E, 
×200).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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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한 예는 소수였으며, 특히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른 형태는 거의 볼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조직구모

양심근병증의 부검 예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비록 조직구모양심근병증이 국내에서는 드물고, 일반적으

로 부정맥 등의 임상증상이나 심장의 형태적인 이상을 동반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의실무에서는 신생아와 영아의 

원인 불명의 급사에서 감별해야 할 하나의 사인으로 고려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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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normal swollen mitochondria with disorganized cristae and dense granules, and diminished myofibrils in the periphery of the 
cytoplasm (A, ×2,500; B,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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