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

• 흡연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습니다.

• 금연한지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낮아집

   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조기에 발견

하여 치료하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검사시 이상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줄여줍니다.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01 04 07

•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소금 섭취량은 

13.4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수준인 5g보다 훨씬 많은 양입

   니다.

• 채소에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각종

   항산화물질이 들어 있어 심뇌혈관질

   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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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의 진단기준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25㎏/㎡ 이상입니다.

   ※   체질량 지수 :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예) 키 160㎝, 몸무게 70㎏인 경우     

            체질량 지수는 70/(1.6)2 = 27.3

※   복부비만의 진단기준은 허리둘레 남자 90㎝, 여자 85㎝ 

이상입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우리나라는 음주율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음주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 과도함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입니다.02

• 경쟁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

   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06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 변경이나 중단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08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 갑작스런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

     애, 심한두통 등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흉부 압박

감, 갑작스런 호흡곤란은 심근경색증

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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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의 증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수칙

심뇌혈관질환,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각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경북대학교병원은 대구경북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을 받아 2009년 12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 집중치료기반을 

구축하여 치료, 재활, 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전문진료팀 상주를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도 경북대학교병원에서는 ‘24시간 365일 

심뇌혈관질환 전문진료 최고의 병원(Best 1 KNUH)’

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갑작스런 편측마비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짐 

한쪽 팔,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짐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나 급성 뇌졸중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원에 갈지 말지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종합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세요!

갑작스런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갑작스런 시각장애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임

시야의 오른쪽 반 혹은 왼쪽 반이 보이지 않음

갑작스런 심한두통 
번개나 망치로 맞은듯이 아주 심한 두통

심뇌혈관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

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

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총칭하

는 말입니다.

가슴통증 

가슴 중앙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

(왼쪽어깨, 팔 안쪽, 등, 목, 턱으로 통증이 퍼져나갈 수 있음)

흉부압박감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이 꽉 누르는 느낌

갑작스런 호흡곤란
갑작스럽게 숨이 차는 느낌

700-721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00번지
Tel : 053-420-6594 / Fax : 053-420-6595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