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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심근경색증의 치료 시기

• 심근경색증이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져 있던 혈관이 혈전(피가 굳어서 피떡이 되는 상태)에 

의해서 완전히 막힘으로써 심장근육이 죽는 것을 말한다.

•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분 일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이다.

• 심근경색증은 환자의 절반이 흉통이 생긴 후 미처 손써볼 겨를도 없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에 이를 만큼 무서운 병이다.

• 흉통이 있고 오랜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심장근육이 완전히    

죽어버려 이후에도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심부전에 이르게 되며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이 생겨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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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심근경색증의 대처요령

•흉통이 20분이상 지속될 경우 지체없이 근처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심한 흉통이 생기면 우선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을 혀 밑에 넣거나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 흉통이 니트로글리세린 사용에도 5분내에 없어지지 않으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한번 더 사용

하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한번 더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이나 119 

또는 133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심근경색증은 흉통이 생긴 후 한시간 이내에 도착하면 사망률을 5~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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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심근경색증의 초기 치료

•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가장 먼저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된다.

• 심전도 검사에서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이 필요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면 지체없이 시술을 

준비하게 된다.

• 내원 당시 응급 시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심근경색증 진단을 위해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 

하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심전도를 검사하고, 심근경색 혈청표지자의 반복적인 검사를 받게 된다.

●●●  초기 검사

• 산소 -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이다.

• 진통제 -  흉통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근 손상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된다.

• 니트로글리세린 -  관상동맥을 확장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  초기 응급 치료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전도 검사 심근 효소 검사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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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근경색증의 약물 치료

•헤파린과 같은 약제가 대표적이다.

•혈전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 특히 관상동맥 중재시술과 같은 막혔던 관상동맥을 다시 재개통 시킬 때 필수적으로 함께 사용

된다.

●●●  항응고제 치료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과 같은 약제가 대표적이다.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억제한다. 

•흡수가 잘 되도록 초기에는 씹어서 복용한다.

●●●  항혈소판제 치료

•심장 근육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심근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심근경색환자의 초기 사망률을 줄이고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한다.

●●●  베타 차단제

•심근경색이 온 심장 근육은 얇아지고 확장되어 심부전에 이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억제한다.

•아스피린, 베타 차단제와 더불어 심근경색의 필수적인 약제로 예후를 개선시킨다.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을 높혀서 죽상

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줄인다.

•이미 심근경색증이 생긴 환자에서도 죽상경화증을 안정시켜 이차적인 심장사고를 예방한다.

• 심근경색증 초기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 심장 근육의 산소 요구량을 줄여 흉통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  콜레스테롤 저하제

●●●  질산염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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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의 재관류 치료(I)
 - 혈전 용해술 및 관상동맥 중재 시술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관류 치료란 혈전에 의해 막혀있던 관상동맥을 재개통 시키는 치료를 말한다.

●●●  재관류 치료란?

• 재관류 치료를 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나도 절반 정도만 자발적인 재개통이 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재관류를 빨리 시행할수록 심장 근육의 상실을 막아 심근경색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 신속한 재관류 치료는 초기 및 장기적인 생존율을 높인다.

• 특히,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된 급성 심근경색증은 시간은 다투는 초 응급질환으로 일분 일초   

라도 빨리 재개통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재관류 치료는 혈전용해제 치료와 관상동맥 중재술를 들 수 있다.

• 흉통이 생긴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은 경우, 관상동맥 중재술이 가능하지 않을 때 혈전용해제 

사용이 선호된다. 

•출혈의 소인이 있거나 약제에 과민반응이 있을 경우 사용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심근경색의 확진이 가능하고, 재관류 치료 성공률도 높으며 재관류 치료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어 최근에 선호되는 방법이다.

•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쇼크 상태나 75세 이상의 고령과 같은 고위험군에서도 효과적인 재관류   

치료가 가능하다.

●●●  재관류 치료는 왜 필요한가?

●●●  재관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관상동맥 중재술

혈전 용해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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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동맥 중재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 이렇게 좁아진 관상동맥을 찾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여 사진을 찍는 것을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한다.

•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이나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국소 마취하여 천자한 뒤 카테터를(2~3㎜ 굵기의 

플라스틱 호스) 삽입하여 조영제를 관상동맥에 주입하여 사진을 찍는다.

관상동맥 조영술

●●●  관상동맥 조영술의 예

좌측 관상동맥

우측 관상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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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크기

●●● 풍선 카테터와 스텐트 카테터의 예

풍선 카테터 스텐트 카테터

가 나 •풍선(벌룬)

실제 크기

•스텐트(그물망)

•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 함은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의 재관류를 위하여 심장 수술을 하지    

않고 풍선이나 스텐트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시술을 말한다.

•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확인한 좁아진 혈관에 유도 철선을 통과시킨 후 풍선을 삽입하여 확장한다. 

• 만일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다면 카테터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계적 혈전 제거술과 풍선 확장술 후 일시적인 혈류 재개통이 일어나지만 완전한 재관류 치료를 

위해서는 좁아진 관상동맥에 스텐트(철망)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사용되는데 만일 서맥이 동반된 경우라면    

일시적 심장 박동기가 삽입되기도 하고 혈압이 낮은 경우는 동맥내 풍선 펌프가 사용되기도 한다.

관상동맥 중재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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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ley EC, Hillis LD. Primary PCI for myocardial infarction with ST-segment elevation. N Engl J Med 2007;356:47-54.참고 
문헌

●●●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철망) 삽입술의 과정

죽상 동맥 경화증에 의해 
죽상경화반이 생겨 있지만 
관상동맥 혈류장애는 
생기지 않음

죽상 경화반 파열에 의해
혈전이 생성되고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 괴사가 
진행되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함

유도철선을 따라 
풍선 카테터가 삽입되어 
좁아진 혈관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 후 관상동맥 혈류가 
일부 개선됨

텐트(철망)가 삽입되어
완전한 관상동맥 재관류가 
이루어짐

가 나 다 라

죽상 경화반

혈류장애 없는
죽상 경화반

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힘

심장근육
괴사

죽상 경화반

급성 심근경색증 풍선 확장술 스탠트(철망) 삽입

유도철선

풍선 확장

혈류 재개통
시작

완전한 혈류
재개통

혈전 풍선확장 철망 삽입

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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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 심근경색증의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예

혈전에 의해 우측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힘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기계적 혈전(피떡) 제거술을 시행함

가 나

흡입하여 제거된 혈전 혈전 제거 후 우측 관상동맥의  혈류가 회복됨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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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증의 재관류 치료(П)
 - 관상동맥 우회로술 06

•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란 흉부의 내유동맥이나 팔, 다리의 혈관을(요골동맥, 복재정맥) 이용하여    

막힌 관상동맥을 우회하여 정상 혈관을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한다.

• 최근 활발히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수술 영역이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관상동맥 전반에 걸쳐 병변이 있는 경우, 좌 주간부 혈관에 병변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하다.

• 숙련된 외과의가 수술할 경우 2% 미만의 사망률을 보이는 우수한 치료 방법이다.

●●●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란?

• 좁아진 관상동맥에 스텐트(철망)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과 달리 관상동맥을    

그대로 두고 우회혈관을 좁아진 관상동맥을 지나 정상적인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예

관상동맥 중재 시술

스텐트
(철망)

정상적인
관상동맥

좁아진
관상동맥

관상동맥 우회로술

정상적인
관상동맥

좁아진
관상동맥

우회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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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로술을 위해
사용된 우내유동맥

대동맥에서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분지 혈관에

연결된 요골동맥 우회혈관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
연결된 좌내유동맥

우회혈관

좌내유동맥에
연결하여

좌회선지 관상동맥에
연결된 우내유동맥

우회혈관

대동맥에서 우관상동맥에
연결된 복재정맥 우회혈관

Gersh BJ, Frye RL. Methods of Coronary Revascularization - Things May Not Be as They Seem. N Engl J Med 2005; 352: 2235-2237.
Lytle BW. Prolonging Patency - Choosing Coronary Bypass Grafts. N Engl J Med 2004; 351: 2262-2264.

참고 
문헌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란 흉부의 우측 또는 좌측 내유동맥이나 팔의 요골 동맥, 다리의 복재 정맥을 이용하여    

막히거나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하여 그 원위부 혈관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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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입니다.

•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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