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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issue

지난 한 해 경기권역심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급・만성기 진료 및

- ENCORE SEOUL 2016 분당서울대병원 live 시연

교육, 관리 등 심혈관질환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 대한심혈관합병증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중추적인 위치에서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후기 학술대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연계하에 지역민들에게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경기권역심혈관센터장 연태진 입니다.
희망찬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

11
12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위험 환자들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대중교육에 앞장

에크모(ECMO), 그것이 알고 싶다.

섰습니다.

진료일정 & 후송현황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 대한 심전도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병원에서의 진단을 돕고, 이송 중 연락망을 정비하여 최적의 진료를
최단시간에 제공함으로써, 사망률과 합병증의 발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핫라인-SNS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혈관질환 전문의의 24시간 상주 진료와, 심혈관질환자 CP 개발 모니터링, 질 지표 관리 및 질 향상 활동을 전개하여 최고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환자 퇴원 후에도 질환에 대한 교육 및 생활습관의 철저한 교정 등을 통하여 질환의 2차적인 발생을 예방하면서, 심장 재활프로그램
및 환자 추적 관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와 추가 사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네트워크 등 권역심혈관센터 중추 사업들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이토록 권역센터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권역심혈관센터는 권역 내 진료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19구조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에 힘쓰며,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지역 내 심혈관질환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예방·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의 모범적 사례를 경기권역 밖으로도 제시하여 국가적인 심혈관질환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소식지 통권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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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해는 정유년(丁酉年) 입니다.
2016년이 과일이 익는 과정이었다면, 2017년 정유년은 좋은 열매를 모두 수확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연태진

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82 Gumi-ro, 173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620,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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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심장질환 ]

와 관련된 흉통이 특성인데, 여성들은 흉통을 느끼기보다 소화
불량, 호흡곤란,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
순환기내과 서정원 교수 / 순환기내과 윤연이 교수 / 흉부외과 정수련 교수

하여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이상
증상을 느끼고도 의료 기관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남성보다 훨
씬 걸리는데, 이는 본인의 불편함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여성의
미덕으로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현재 여성 심혈관질환 관리에서 화두

낮은 것을 반영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도 많은 여성 노인들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

이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물론 심장질환으로

은 것도 매우 아쉬운 점 입이다.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만성 심질환 환
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임상연구들에서 이
들 여성 심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

여성 허혈성심질환의 예후

습니다. 여성은 인구의 반을 차지하지만, 신약 및 치료법 개발
단계에서 이뤄지는 동물 시험 및 1/2상의 임상 시험이 대부분

여성은 남성에 비해 허혈성 심질환의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

남성을 위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의 생리 주

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이 허혈성 심질환 이환 당시 연령이 높고,

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임신, 출산 및 폐경과 관련된 신체 변화

당뇨나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이 많은 것이 한 원인이지만, 많

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여

은 연구에서 이런 원인들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

성들이 주로 쓰는 성선 호르몬의 경우에도 약력학/약동학 연구

들이 나쁜 예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여성 환자들에 대한

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약 용량이나 치료법이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여성들은 남성들
위주의 데이터에 기반한 치료를 받다 보니,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은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나 부작용 측면에서 매우 다른

윤연이 교수

[여성 심부전의 특징]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의학계 전체적으로, 여성을 ‘작은
남성’이 아닌 독립적인 개체로 신약 및 치료법 개발에 적극적으

여성 심부전의 병태생리 특징

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부전의 발생위험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낮다고

의 칼슘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심근 수축/이완 기능의 남녀 차

알려져 있으며, 그 원인과 관련해서 최근 남성과 여성의 심근

이를 유발하고, 일산화탄소(nitric oxide)나 Brain natriuretic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용기전이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

peptide (BNP)의 조절 그리고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

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동물 실험, 심부전을 유발하는

계 (renin-angiotensin-aldosteron system)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암컷보다 수컷에서 심부전이 빨리 진행

심근섬유화 및 심실 기능에 남녀 차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서정원 교수

[여성 허혈성심질환의 특징]
여성 허혈성 심질환의 병태생리학적 특징
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상동맥의 미세 혈관의 기능이 떨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자간증과 같은 임신 중 합병증은
출산 후에도 평생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져서 협심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혈관 질환은

하는 것이 확인되어, 기본적으로 여성의 심장이 스트레스에 대
은 차이는 동물 모델뿐만이 아니라 여러 임상연구에서도 확인
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녀 고혈압 환자를 연령별로 비교해

재관류 요법 (스텐트 또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 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약제에도 반응이 적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여성 허혈성심질환의 증상, 진단 및

환자들의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양상의 차이(남성과의 차이점)

있습니다.

한 적용기전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

보았을 때 폐경 전 여성의 경우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좌심실의

여성 심부전의 임상양상 특징

크기가 작고 수축기능은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

여성 심부전 환자의 임상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성

만 이런 차이는 폐경 후 여성에서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아 여

심부전 환자에 비해 보다 고령이 된 후에 심부전이 발생하고, 심

폐경 이후 콜레스테롤 및 혈당 변화가 생기며 대사 증후군

여성들은 허혈성 심질환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심장 리모델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전이 발생하더라도 심근 수축기능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다

으로 진행하기 쉽고, 혈관 기능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많습니다. 전형적인 협심증은 운동, 과로 및 심리적 스트레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근

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부전을 유발하는 요인에 있어서도 남녀

4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ardiovascula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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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뚜렷한데 여성 심부전의 발생에 있어 심부전의 발생에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나면 이후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오히

고혈압의 역할이 남성에 비해 크다고 평가되는 반면, 관상동맥

려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서 허

질환에 의한 심부전의 빈도는 남성에 비해 낮았습니다. 여러 대

혈성 심질환에 의해 심부전이 발생하면 사망 위험도 역시 남성

규모 연구를 모아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심부전의

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의 60%가 비허혈성 질환으로 남성의 43%에 비해 현저히

심장판막치환술 (와파린) 과 임신
가임 여성이란 초경이 시작되고 폐경 전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으로 주로 15~49세 여성을 일컫습니다. 종종 젊은 가임 여
성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심장 판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나
류마티스성 판막 부전으로 심장 판막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존의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경

[심장수술과 임신]

우 조직판막과 기계판막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임기 여성
에서는 반드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여성 심부전의 최신 치료지침

기계판막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젊은 환자에게

단 와파린 대신 헤파린을 사용할 경우 혈전의 위험은 증가할

우선 추천되나 판막 내 혈전의 위험이 있어 와파린(Warfarin)

수 있으나 헤파린은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에 비교적 임신기에

을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데 바로 와파린이 태아의 기형을 야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도 분만시 출혈의 위험을

할 뿐만 아니라 출산시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높일 수 있는 항 응고제재 이므로 분만 6~12시간 전에 중단하

와파린은 임신 1삼분기 (1-14주,3개월)에 “태아 와파린 증후근”

고 분만하도록 권유합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임신 1삼분기에서

으로 불리는 코 형성 저하증, 안구이상, 청각장애, 자궁 내 성장

입원하여 헤파린 주사를 사용하고 임신 2,3삼분기에는 저 분자

려진 많은 약들이 정확하게 여성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

지연 및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며 임신 2,3삼분기(13-26주,

량 헤파린 (Enoxaparin, 피하주사)로 교체하여 사용하다가 예

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27-40주)에 노출 시 태아 신경조직 내 미세출혈을 유발하여 중

정 분만 1-2일전 입원하여 헤파린 주사제로 전환 후 분만 6시

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 심부

추신경계 이상의 위험을 증가시켜 임신시 복용 금지 약물로 알

간 전에 중단하고 출산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전에서 베타차단제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에서도 치료 효과

려져 있습니다. 이에 가임기 여성의 경우 나이가 어리더라도 수

따라 아스피린으로 전환하여 임신기간 중 유지하고, 출산 후 와

가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지오텐신 전환효

술 후 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직판막 (와파린을 수술 후 3

파린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종 모유수유를 원하는

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개월만 복용)으로 교체하고 추후 출산을 마친 뒤 10-15년(조직

산모가 있으나 모유 수유 중 와파린이 아이에게 전달되어 출혈

남성으로 환자군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약제가 여성 심부

판막의 평균수명) 뒤 다시 심장판막 치환술을 하는 경우가 많

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제

전에서도 남성 심부전에서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연구가

으며 재 수술 시점에서 나이, 출산 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적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 판막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심부전 관련 임상연구가 발표되었으
며, 심부전의 예후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부전 예후의 개선을 보여준 대부분의 임상연구는 주로 남성
환자로 구성되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위분석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심부전의 치료약으로 알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되는 큰 전환점
이자 오롯이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외래에서 진료
중에 특히 가임(fertile) 여성에서 심장수술이 필요한 경우 임신
과 출산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심장 수술과
임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심장수술이 필요한 임산부에서 수술시기와 방법
여성 심부전의 예후
여성 심부전의 예후에 대해서는 아직 잘 규명된 상태는 아닙
니다만 지금까지의 역학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심부전이 남성
심부전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
적으로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15-2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 심부전의 경우 상대적으

임신기간 중 항응고제 치료요법

로 예후가 좋은 비허혈성 심부전의 빈도가 높아서라고 설명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허혈성 심부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예후
를 비교하여도 여성에서 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여성, 남성 심부
전의 예후 차이는 단지 심부전의 원인 차이 때문은 아닐 것이라
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심부전이 남성에 비해서 예
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보다 예후가 나쁜 허헐성 심질
환에 의한 심부전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단 여성에서

6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ardiovascular Center

정수련 교수

심부 정맥 혈전, 폐색전증 또는 기계판막으로 심장판막 치환

여성의 몸은 임신으로 인해 여러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술을 받고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가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

이런 변화로 인해 기존의 심장 판막질환 또는 선천성 심장 질환

니다. 이러한 경우 임신이 확인되면 태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해

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증상의 악화가 되어 약물치료가 아닌

와파린(Warfarin)을 중단하고 입원하여 헤파린(Heparin)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나 임신성 고혈압 (임신기간 중 수

저 분자형 헤파린(Low-molecular heparin, Enoxaparin)으로

축기 고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mmHg

교체해야 합니다.

이상이며 단백뇨, 부종 또는 경련을 동반하는 경우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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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임신 중독증’으로 불리는 질환) 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aortic

폐경 이후 여성 심혈관계의 변화,

dissection)로 산모가 심장수술(open heart surgery)이 필요

호르몬 대체요법의 효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수술의 경우 산모의 심장을 정지한 상
태에서 심폐기(CPB, cardiopulomonary bypass)을 이용하여
야 함으로 태아의 악영향(조기유산, 태아저산소증 등) 을 미칠
수 있으며 산모의 위험도도 기존의 수술에 비해 2-3배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지침서에 따르면 산모의 상태가 내
과치료로 견딜 수 있다면 임신 3삼분기 (27-40주) 유지하고 제
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여 인큐베이터 치료를 하고 산모
의 개심술을 진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임신 3삼분기 이전
의 경우 임신을 중단하고 산모의 수술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은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남성호
르몬 (testosterone, sex-hormone binding globulin) 이 우세

심장수술 후 항응고제 복용중인 임산부의 주산기 약물요법 실제
흉부외과 교수 정수련

증례 1

해지면서 남성형 비만이 잘 생기고, 대사 증후군으로 쉽게 진행

이전 특이 병력 없었던 22세 여자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심장초음파 결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호르

승모판막에서 발생한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어 2012년에 기계판막을 이용한 승모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항생제 치료 후

몬 대체 요법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은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하였고 와파린 복용하면서 외래 경과 관찰하였다. 심장 수술을 한지 3년 후 임신을 하게 되어 복용중이던 와파

심혈관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린을 아스피린으로 변경하여 임신을 유지하고 진통과 함께 본원 산부인과로 입원하여 헤파린 제재로 치료 후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

몇 심부전 연구에서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좌심실 수축 기능 저하 심부전의 경우 여성호르
몬 대체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예후

를 출산하였다. 환자가 모유수유를 원하여 초유가 나오는 2일 동안은 저분자량 헤파린을 이용하여 초유 수유를 하고 이후에는 와파
린을 복용하여야 함으로 모유 수유는 중단하였다. 현재 아이 및 환자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수술전 심장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승모판막 with vegetation

수술후 심장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승모판막 기계판막모습

가 호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 연구들은 모두 여성호르몬
보충과 관련하여 무작위 배정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후향적으
로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주

[심혈관질환과 호르몬]

의 깊은 해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호르몬 대체요법이 심부전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

경구피임약과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성

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 경구 피임약은 심근경색 및 심혈관계 사망

호르몬 대체 요법은 갱년기 증상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며, 사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주로 혈전 형성 촉진

용 중 정맥 혈전 질환, 유방암 및 자궁내막암 등의 감시에 유의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자, 고령자, 고용량의 피임

해야 합니다. 폐경 후 여성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

증례 2

약 사용 및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론의 복합제의 경우 이러

한 혈압 조절, 적정 체중 유지, 금연 권장 및 고지혈증 관리만이

이전 특이병력 없었던 31세 여자환자로 급성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CT검사에서 확인된 대동맥판막 역류, 대동

한 부작용이 커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답입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맥근부 및 상행대동맥류를 동반한 대동맥박리증(type IIA), 말판증후군 의증으로 내원 당일 응급수술로 aortic valved graft를 이용
한 벤탈수술(대동맥판막 기계판막치환술 및 대동맥근부 치환술) 및 대동맥궁 일부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기계판막을 이용
한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였던 분으로, 수술 후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였고,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하여 외래 경과 관찰하
였다. 수술 1년 경과 후 기혼여성으로 임신 원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의 충분한 설명 및 동의 후, 와파린에서 아스피린으로 변경하였
다. 임신 후 산부인과와 긴밀히 협진 하였고, 특별한 문제없이 임신을 유지하였다. 38주 제왕절개수술 계획하에 입원하여 아스피린
중단 후 헤파린으로 변경하여 수술진행 하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다. 출산 이후 다시 와파린 복용을 시작하였고 이후 현재까
지 외래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
수술전 C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수술후 C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chwingl PJ et al., Am J Obstet Gyneco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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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ECMO), 그것이 알고 싶다

>> ENCORE SEOUL 2016 분당서울대병원 live 시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가천길병원 등 국내 최정상 의료기관들이 모여 주최하는 ENCORE SEOUL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5일부터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ENCORE SEOUL은 관상동맥과 말초혈관, 판막 질환의 중재 시술에 대한 국제적인
소통의 장으로, 우리나라 심혈관질환의 치료 수준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해마다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ENCORE SEOUL에서는 학문적인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주요 시술 과정을 생방송으로 방영하여 학회 참석자들과 쌍방향으로 토론하면서 시술을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올해 ENCORE SEOUL
에서는 5개 병원에서 총 20 명의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 시술 기법을 이용한 시술 과정이 생생히 시연되었는데, 그 중 7명의 환자 증례
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었다. 말초혈관협착, 경동맥협작, 선천성 심질환, 복부 대동맥류, 흉부 대동맥류 등 폭넓은 심혈관질환을 지닌 환자들이 그 대
상이 되었다. 시술자의 국적 또한 국제 학술 대회의 명성에 걸맞게 한국, 일본에서 참여하였으며 전공 분야도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혈관외과 등 폭넓은 분
야에 걸쳐 있었다. ENCORE SEOUL 2016 학술대회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혈관 중재 시술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6.3 ~ 2003.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3.3 ~ 2004.2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2004.3 ~ 2008.2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2008

흉부외과 전문의 취득

2013.3 ~ 2015.2

분당서울대학교 흉부외과 전임의, 중환자 진료

2014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취득

2015

심초음파 인증의 취득

2015.3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진료조교수, 중환자 진료

흉부외과 교수 김동중

에크모 (ECMO) 는 체외막 산소화 장치 (Extracorporeal

시술 방법에는 경피적인 방법과 개흉술을 통한 방법이 있으

Membrane oxygenation) 의 줄임말이며 기존의 치료법에 의

나 경피적인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여 널리 사용되며

해서는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

경피적 삽입술이 실패하거나 혈관 크기가 작은 소아 등의 경우

회의 공간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 (healthcare innovation park)에서 국내 순환기내과,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흉부외과 의료진 및 연구진이 참여하여

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상태의

에는 개흉술을 통하여 시술하게 됩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환자에 대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심폐기능을 보조하기 위하

대한심혈관합병증연구회는 심혈관질환의 표준화된 중재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사례들을 수집, 토론, 학술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여 사용하는 체외순환장치입니다.

>> 대한심혈관합병증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제12회 대한심혈관합병증연구회 심포지엄이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09:00~17:00) 에 개최되었다. 새롭게 단장한 강의 및

전체적인 중재시술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중재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합병증 발생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형 치료

경피적으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주사기로 혈관을 천자한 후
혈관 안으로 유도선을 삽입하고 확장기로 조직을 확장한 후 유
도선을 따라 도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은 경

지침을 목표로 하는 연구 모임이다. 2015년 7월에 대한심혈관 중재학회 산하의 공식 연구회로 출범하여 국내학술 모임 개최와 국제학술 행사 교류를

우 즉석에서 대퇴부를 절개하여 혈관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도

진행하고 있다.

관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혈관중재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compartment syndrome의 증례와 치료법, 혈관내 치료 기구가 인체내에서 유실되었을 때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혈관내치료와 상호보완적인 치료방법인 수술적치료 간 협력 치료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 보

시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혈관이 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

았는데 혈관내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치료 실패를 어떻게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치료 실패를 어떻게 혈관내치료로 해결

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할 수

할 수 있는지 흥미로운 증례와 강의가 진행되었다.

없기 때문에 도관 삽입 과정에서 혈관이 천공되어 손상되는 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학술 모임 개최와 국제학술 행사 장소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퇴동맥을 통하여 도관을 삽입하는 경우
심장에서 하지 쪽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혈류는 크게 감소하기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후기 학술대회 개최

때문에 하지 허혈에 따른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강당에서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Best Advanced Nursing Practice'를 주제로 전문간호 연구부문과 전문간호 질 향상 과제 부문, 전문간호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강의가 진행됐다.
전문간호 연구부문에서 보바스기념병원 동차분 부장이 '요양병원 욕창관리 실무지침 개발'에 대해 발표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김임령 전문간호사는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을 가진 암환자의 불편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전문간호 질 향상 과제 부문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이선영 전문간호사가 '상처관리기록지 서식개발 활동'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한정희 전문간호사가
'연하장애 환자의 폐렴발생률 감소를 위한 간호프로세스 개선활동'을 발표했다.
전문간호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서울대병원 김은진 전문간호사가 '대규모 감염유행발생시 감염관리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전종숙
전문간호사가 '심혈관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또한 서울대 박현애 교수가 '간호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주제로 임상간호분야에서 가능한 빅데이터 간호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실무의 혁신을 돕고, 간호학의 전문지식과 전문술기를 보급하며 전문간호사 교육과 연구를 통한 간호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 8월 창립했다.

하기 위해서는 대퇴동맥에 추가로 도관을 삽입하여 혈류를 공

로 배출시킨 후 산화기를 통과시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환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모의 산화장치는 수명이 2~3일에

자의 정맥 내지 동맥에 삽입한 도관을 통해 산소화된 혈액을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화기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폐기능을 기계적으로 보조

교체가 필요합니다.

하게 됩니다.

에크모 삽입술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

에크모에는 크게 정맥-동맥형 (VA-ECMO) 및 정맥-정맥형

킬 수는 있지만 이로써 환자의 심장 혹은 폐의 기능이 직접 회

(VV-ECMO) 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심부전 환자에게는 정

복되는 것은 아니며 1~2주 정도 심폐기능을 보조하면서 그 기

맥-동맥형을,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정맥-정맥형을 주로 삽입하

간 동안 환자의 심장 혹은 폐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게 됩니다.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크모 도관을 삽입하는데 이용되는 혈관은 대개 대퇴정맥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과 대퇴동맥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의 내경정맥에 도관을
메디칼타임즈 2016-11-28 이인복 기자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ardiovascular Center

에크모는 환자의 정맥에 도관을 삽입하여 정맥혈을 몸 밖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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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일정 및 후송현황

의료진 및 진료일정
진료과

교수명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오전

오후

최 동 주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

수·목

화

채 인 호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화·목

수

조 구 영

심부전, 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고혈압

화·수

수

연 태 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고지혈증

월·화

목

조 영 석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금

화

서 정 원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월·수

목

윤 창 환

심혈관 중재술,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하지동맥폐색)

오 일 영

부정맥, 고혈압

윤 연 이

순환기내과

노인병내과

진료일정

세부전공분야

비고

화C·수·금

C: 말초혈관클리닉

장기연수

장기연수

2016.7.4~2017.7.3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금·토

화·목

토: 셋째주 진료

박 진 주

심부전(심장이식), 고혈압, 협심증

월·토

수·목C

C : 심부전클리닉
토: 넷째주 진료

조 영 진

부정맥, 성인순환기질환

화·목·토

월

토: 첫째주 진료

강 시 혁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급성심정지,
일반심장질환

목·토

월·금

토: 둘째주 진료

임상강사

순환기질환

김 철 호

고혈압, 심장질환

김 광 일

성인심장질환, 혈관노화, 고혈압

송 영 환

소아심장질환(선천성 심장질환), 부정맥, 청색증,
심잡음 산모 태아 초음파, 가와사키 병, 실신

박 계 현

성인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임

성인 및 소아 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로봇수술

청

월·수·목·금

김 준 성

성인심장수술, 혈관수술

정 수 련

성인심장흉부외과 질환, 스카클리닉

김 동 중

중환자 진료, 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

이 태 승

혈관질환

• Cardiologist

010-7119-3922
010-7374-3232

• Cardiac surgeon

010-3726-7832
010-4287-3188
010-9973-7141

화

노인의료센터에서
월, 목 진료

장기연수

장기연수

2015.9.1~2017.1.31

월

소아청소년과에서
수, 금 진료

목

화C

C : 대동맥질환

수

월

장기연수

장기연수

2016.8.16~2017.8.15

금
중환자진료 전담교수
금C

Hot Line
심장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시술,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직접 연결됩니다.

수

진료의뢰
진료의뢰: 의뢰된 심장질환자의 당일 진료가
가능합니다.

C : 혈관질환

전담간호사
전담간호사: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외
 래 진료의뢰
진료협력센터

031-787-2020

•순
 환기내과 간호사

010-3079-8227

• 응급실 진료의뢰

031-787-3010

• 흉부외과 간호사

010-3079-6176

후송현황
순환기내과에서는 2016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급성심근경색 환자 128명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 중 41례의 ST elevation MI 가
있었고, 87례의 Non ST elevation MI 환자가 있었습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외부병원에서 의뢰되어 입원한 환자는 총 42명 입니다. 이 중 관상동맥우회
술 6명, 대동맥수술 13명, 판막수술 11명, 선청성 심장질환 수술 2명, 심장종양 1명, 기타수술 7명 수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술하지 않은 대동맥박리
증(type B) 2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Hot line 을 적극 이용해 주셔서 보다 나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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