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동성(automaticity)

   : 심장은 신경계의 도움 없이도 자동적으로 주기적인 전기활도을 개시하면서 유지

  (2) 흥분성(excitibity)

   : 자극에 반응하라 수 있는 능력으로 심근세포는 전기자극을 받으면 막 전위가 급격히

    변화한다. 전기자극을 받는 각 세포는 그 세포의 이온을 변화시켜 전기적 극성을 바꾼다.

  (3) 전도성(conductivity)

   : 심근세포는 근접세포로 아주 빠른 속도로 흥분을 전달하며, 흥분의 전도 속도는 심근

    의 각 부분에 따라 다르다.

  (4) 수축성(contractibility)

   : 탈분극 후 수축할 수 있는 능력

 

  ✓phase 0 : Depolarization - sodium channel activation

  ✓phase 1 : Early-fast reppolarization - K channel activation

  ✓phase 2 : Plateau (Slow repolarization) - voltage dependent Ca channel opening

  ✓phase 3 : Repolarization - delayed rectifier K channel opening

              휴식수준으로 막전위 변화, 재분극은 3단계 마지막에 완료된다.

  ✓phase 4 : Diastole - Na - K pump에 의해 안정막 전위 회복

  (1) 동방결절(AS node)

   ① 상 정맥과 심방조직과 만나게 되는 우심방에 위치함.

   ② 심장의 주요 pacemaker

   ③ 분당 박동수 60~100회

  (2) Internodal tracts and Bachman Bundle

   ① anterior, middle(Wenckebach's), posterior tract : SA node의 자극을 AV node로

    전달한다.

   ② Bachman bundle-inter-atrial septum을 통해 좌심방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3) 방실결절(AV nod)

   ① coronary sinus와 삼첨판의 septal cusp사이에 있는 우심방에 위치한다.

   ② 심방이 충분히 수축하도록 심방에서 심실로의 자극 전달이 느리다. 이러한 기능은 혈

    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충분히 흐르도록 하여, 최 의 심박출량이 가능하게 된다.

   ③ 분당 박동수 40~60회

  (4) Bundle of His

   ① AV node에서 시작하여 좌우의 bundle branches로 나눠진다.

   ② 부분적으로 오른쪽 심방의 벽과, interventricular septum에서 관찰되며, 심방과 심실



    을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③ 분당 박동수 40~45회

  (5) Bundle branch

   ① Rt Bundle branch : Bundle of His에서 시작하여 interventricular septum의 우측

    면과, 우심실에 분포한다. Purkinje fiber와 만나는 곳에서 종료한다.

   ② Lt Bundle branch : Bundle of His에서 시작하여 interventricular septum의 좌측

    면과, 좌심실에서 분포한다. Lt Bundle branch의 끝은 left anterior & left posterior

    fascicles와 연결된다.

    ❑ Left anterior fascicle : Left anterior superior fascicle, 좌심실의 anterior, 

      superior area에 분포함 single-stranded

    ❑ Left posterior fascicle : 좌심실의 posterior, inferior area에 분포함. Fan-like

      structure → block되기 어려움

  (6) Purkinje fiber

   ① endocardium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러한 근섬유망으로 심근세포에 직접 자

    극을 빠르게 전도한다.

   ② 분당 박동수 15~40회

  : 심장주기 중에 심장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의 크기와 방향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

   타낸 기록을 의미, 심전도의 전극은 환자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한다.

  (1) 유도(lead)

   유도는 두지점간의 심장의 전기활동에 한 특정한 관점을 제공한다. 심전도의 굴절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① positive deflection

    전기가 축을 따라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를 때 파형은 위로 굴절한다.

   ② negative deflection

    전기가 축을 따라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를 때 파형은 아래로 굴절한다.

   ③ biphasic waveform

    축과 수직으로 흐르는 전류는 아주 작은 파형을 만들거나 양방향의 파형을 만든다.

   ④ isoelectric deflection

    전기적 활동이 없거나 측정하기에 너무 작을 경우 일직선의 파형이 나타난다.

  (2) 표준유도

   ① Lead Ⅰ : 왼쪽 쇄골하 위치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콜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며,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액와선이 만나는 위치에 접지 전극을 부착

   ② Lead Ⅱ :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쇄골선이 만나는 위치에 양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며,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접지 전

    극을 부착



   ③ Lead Ⅲ : 아래쪽에 만져지는 늑골과 왼쪽 중쇄골선이 만나는 위치에 양극 전극과

    왼쪽 쇄골하 위치에 음극 전극을 부착하고, 오른쪽 쇄골하 위치에 접지전극을 부착

 

  (1) P wave

   ① 정상 심전도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인 P파는 심방의 탈분극을 반영한다.

   ② 크기는 0.25㎷보다 작으며, 지속시간은 0.06~0.11초의 둥근 모양이다.

   ③ 방향은 aVR을 제외하고 모두 양극이다.

   ④ P파의 의미는 자극이 동결절, 심방, 방실, 접합부에서 시작된 것임을 의미한다.

  (2) QRS complex

   ①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낸다.

   ② 크기는 12유도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지속시간은 0.06~0.12초로 Q파의 시작에서 S

    파의 끝까지 측정한다.

   ③ 방향은 Ⅰ,Ⅱ,Ⅲ, aVL, aVF, V4, V5, V6에서 양의 방향

   ④ QRS complex의 지속은 심실내의 전도시간을 나타낸다.

   ⑤ P파가 QRS complex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극은 방실결정 또는 심실 내에서 발

    생된 것이다.

    ❑ Q wave : QRS complex의 첫 번째 negative deflection

       nonsignificant Q(MI) : > 0.03sec or > 1/3 of the height of the R-wave

    ❑ R wave : positive deflection

    ❑ S wave : R wave 다음에 나오는 negative deflection

  (3) T wave

   ① 심실의 재분극을 나타내며, S파에 이어서 나타난다. 크기는 Ⅰ,Ⅱ,Ⅲ lead에서 0.5㎷

    이하 휴부유도에서는 0.1㎷ 이하이며, 둥글고 완만한 모양이다. 방향은 QRS complex

    의 방향과 같으나, 만약 다르다면 abnormal을 의심할 수 있다.

   ② Ⅰ,Ⅱ, V3, V4, V5, V6 유도에서 보통 양의 방향이지만 aVR에서는 음의 방향임

   ③ aVL, aVF에서는 양의 방향이지만, QRS complex가 0.5㎷ 미만이면 음의 방향을 보

    일 수 있음

   ④ T wave의 정점은 세포가 추가 반응하기 쉬운 심실 재분극의 상 적인 불응기를 의

    미 한다.

  (4) PR interval

   심방의 탈분극의 시작부터 심실 탈분극까지의 활동, 또는 자극이 동결절에서 심방과 방

  실결절을 통해 각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위치는 P wave의 시작에서 QRS 

  complex의 시작까지이며, 지속시간은 0.12~0.2초이다.

  (5) ST segment

   이 분절은 심실의 탈분극의 끝과 심실 재분극의 시작을 나타냄



  위치는 S파의 끝에서 T파의 끝까지이며, 방향은 보통 등전위선이며 0.1㎷를 넘어서는 안된다.

  (6) QT interval

   심실의 탈분극와 재분극을 나타낸다. 위치는 QRS complex의 시작부터 T wave의 끝이

  며, 지속시간은 보통 0.36~0.44초이다. 규칙적인 율동일 경우, QT interval이 다음에 오

  는 R-R interval의 1/2을 넘어서는 안된다.

  (1) 1단계 : 리듬을 결정한다.

   ① P-P interval, R-R interval, PR interval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② 리듬의 규칙성은 0.04초 정도의 변화는 규칙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2) 2단계 : 심박동수를 결정한다.

   ① Sequence method

    먼저 P파를 찾아 정점을 표시한다. 큰 사각형(0.2초) 하나하나마다 검은 선을 따라가며

   300, 150, 100, 75, 60, 50의 숫자를 배열하여 다음 P파까지의 숫자를 확인하여 심박

   동수를 얻는다.

   ② Time ten method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심장 리듬의 불규칙적일 때 특별히 유용하다. 6초간

   ③ 1500 method

    환자의 리듬이 규칙적일 때 유용하다. 두 개의 연이은 P파를 규명한 뒤 각 파의 동일한

   지점을 선택한 후 지점사이의 작은 사각형(0.04초) 수를 센다. 그 수를 1500으로 나누어

   서 심박동수를 얻는다.

  (3) 3단계 : P파를 평가한다.

   ① P파가 존재하는가?

   ② P파가 정상형태인가?

   ③ 모든 P파가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졌는가?

   ④ QRS complex마다 P파가 한 개씩 있는가?

  (4) 4단계 : PR interval를 평가한다.

   ① PR interval이 0.12~0.2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가?

   ② PR interval이 일정한가?

  (5) 5단계 : QRS complex의 기간을 평가한다.

   ① QRS complex의 기간이 0.06~0.10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가?

   ② 모든 QRS complex의 모양이 같은지 확인한다.

   ③ QRS complex는 P파 다음에 나타나는가?

  (6) 6단계 : T파를 평가한다.

   ① T파가 있는지 확인한다.

   ② 모든 T파가 정상 모양인지 확인한다.



   ③ T파가 QRS complex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한다.

  (7) 7단계 : QT interval을 평가한다.

   QT interval이 0.36~0.44초의 정상범위 내에 있는 확인한다.

  (8) 8단계 : 다른 구성요소를 평가한다.

   ① 기외수축이 있는가?

   ② ST segment가 정상인가?

   ③ QRS axis는 정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