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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

(TAVI :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순환기내과 교수 채인호, 조구영, 연태진, 강시혁 / 흉부외과 교수 박계현, 임청

분당서울대병원, 가슴 열지 않는 대동맥판막치환술 시작

환자 선택 폭 넓히는 다양한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법 제공

왼쪽부터 박계현 교수, 임청 교수, 채인호 교수, 조구영 교수, 연태진 교수, 강시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시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을 최근

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면 3~4일 이내에 정상 생
활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대동맥 판막은 심장에서 신체

또한 대동맥 판막에 협착증이 일어난 환자 중에서

전체로 혈액이 나가는 최종 관문으로, 협착이 발생하

수술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가슴을

는 경우 혈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 치명적인 결과를

여는 고위험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TAVI 시술은 합

초래할 수 있다.

병증 발생 가능성이 낮고 회복이 빨라 각광받고 있다.

대체로 고령일수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발병 가능

흉부외과 박계현 교수는 “선도적으로 시행한 ‘무봉

성이 높아지는데, 고령화 등의 이유로 유병률이 높아

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부터 이번 TAVI 시술에

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르기까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넓어지게 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는 손상된 판막 대신 인공 판막을 넣어야 하는데, 가슴

어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을 여는 수술은 노인 환자는 물론 허파나 신장, 심장,

순환기내과 채인호 교수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뇌 등의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위험도가

의 협력을 통한 다학제 수술로 성공적으로 시술을 진

너무 높고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았다.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신의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TAVI 시술은
개흉수술 대신 ‘카테터’라는 관을 허벅지 부위의 동맥

를 환자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에 넣고 혈관을 따라 심장까지 이르게 하고, 인공 판막
을 부착한 스텐트를 넣는 방식이다. 1~2시간 정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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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TAVI(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팀 소개

대동맥판막 협착증 얼마나 위험한가

TAVI 시술은 여러 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주곡과 같습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있는 경우 우리 몸으로 순환하는 혈액

니다. 순환기내과에서 인터벤션을 담당하는 채인호, 연태진, 강

양은 감소하지만, 심장은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부담을

시혁 교수 또 심장초음파를 포함한 심장영상을 전담하는 조구

받게 됩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진행하면 협심증, 실신, 심부

영 교수님이 참여합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심장 수술 분야 국내

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최고의 전문가인 임청, 박계현 교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증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예후가 매우 나쁜 질환입니다. 만약

TAVI 시술 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 CT 인데요,

수술이나 TAVI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1년

영상의학과 전은주 교수님께서는 심장 CT를 분석하고 시술의

사망률이 무려 25%, 2년 사망률은 5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

가능한 합병증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입니다.

또 전신마취 하에 진행되는 TAVI는 시술 중 급격한 혈액학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마취과 박성주 교수님께서 마취와 시술 중
활력징후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 치료 방법
닳아서 잘 열리지 않는 대동맥판막을 물리적으로 열기 위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란

새로운 판막을 넣어주는 것이 치료의 근간입니다. 약물치료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추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장기가 바로 심장인데, 대동맥판

천되는 치료방법은 개흉수술을 통한 판막치환술입니다. 그런데

막은 심장과 대동맥 사이에서 혈액이 배출되는 최종 관문 역할

고령의 동반질환이 많은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들이 증가하면

을 하게 됩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이 잘 열리지

서 개흉수술을 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TAVI는 이와

않아 출구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같이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대안적 치료 방법으로 개

서, 퇴행성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

발되었습니다. 수술을 견딜 수 없는 환자분에서 TAVI는 약물치

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인구의 26%에서 대동맥판막

료와 비교하여 생존율을 개선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변화가 동반되고, 2%에서 유의한 대

에는 TAVI 시술의 경험이 축적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증도

동맥판막 협착이 관찰됩니다. 이런 현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 수술 위험도를 가진 환자들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이

더 증가해서 85세 이상 인구의 4%에서 대동맥판막 협착이 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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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은 어떤 환자에서 적절한가
대동맥판막 협착으로 인한 증상이 있고, 심장초음파 등의 검
사에서 중증 협착이 확인된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치료 대
상입니다. 개흉 수술로 인한 사망, 합병증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에서 TAVI가 추천됩니다.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동맥에 두꺼운 관을 넣고 판막을 심장
까지 진입시켜야 하는 등 시술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술 전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동맥판막을 둘러싼 심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퇴동맥 혈관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해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또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서 관상동맥질
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합니다. 이외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TAVI 또는
개흉수술 등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의 성적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TAVI는 개흉 수술을 통한 판막
치환술과 거의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수술이 불

하기 때문에 마취시간이 짧고 환자의 회복이 빠릅니다. 시술 후
3~4일 만에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비교했을 때는 TAVI가 사
망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어 임상에 도입되었
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고위험 환자 뿐 아니라 중간위험도 환자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에 사용되는 판막 안전한가

에서도 TAVI가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속속 발

TAVI가 각광을 받으면서 인공판막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

표되고 있습니다.

다. 최근에 개발된 판막들은 역류를 막기 위해 바깥에 실리콘이
코팅되어 있고 심장의 정상 구조에 점차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또 풍선 확장형, 자가 팽창형 등 다양한 판막이 개발되어 있으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방법

며, 재시술이 가능한 판막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판

노후한 판막을 교체하기 위해서 가슴을 열어야만 한다는 생

막을 손상되지 않게 접어서 카테터를 통해 진입시켜야 하기 때

각을 바꾼 것이 바로 TAVI입니다. 사람의 판막과 거의 비슷한

문에 굵은 카테터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직 한계입니다.

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인공판막은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집
니다. 정교한 판막을 카테터에 넣어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진
입시킨다는 생각이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대퇴동맥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심장까지 조심

2015년부터 보험적용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20%만 보험 급

스럽게 진입시킵니다. 만약 대퇴동맥이 너무 가늘거나 심한 병

여를 받고 80%는 본인 부담입니다. 인공판막이 워낙 고가의 의

이 있는 경우, 왼쪽 갈비뼈 사이 공간을 통해 진입시키거나 다

료기기라 아직은 환자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른 동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터를 통해 풍선을 넣

에서도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

고 기존의 판막은 넓히고, “접혀져 있는” 새로운 판막을 고정시

며, TAVI가 이런 환자들에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

키게 됩니다.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에 불과

니 보험 급여가 점차 현실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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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대퇴동맥 접근을 통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이원재
순환기내과 교수 강시혁

79세 남자
환자는 약 2년 전부터 숨찬 증상과 함께 간헐적인 기침이 있어 우리병원
외래를 방문한 환자이다. 심장초음파에서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 소견
(Vmax=5.2m/sec, AVA=0.67cm2) 발견되었고 심혈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동일 소견과 함께 관상동맥에 협착 소견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고령이고 기관지확장증이 동반되어 있어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영상
의학과, 마취과의 통합 진료를 통해 최근 우수한 성적과 함께 시술 후 합병증
이 적으며 빠른 퇴원이 가능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입원 후 관상동맥조영술 시
행하였고 협착이 경미하여 스텐트 삽입술 등은 필요하지 않았다.

Figure 1. 석회화가 동반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는 전신마취 후에 대퇴동맥을 통하여 The SAPIENT 3 valve (23 cm, Edwards Lifesciences Corp)를 성공적으로 삽입하
였고 약간의 paravalvular leak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ballooning을 시행하여 최소화 하였다. 시술 전 67mmHg였던 평균압력차는
12mmHg로 크게 감소하였다.

(a) 시술 전 (Vmax=5.2m/s)

(b) 시술 후 (Vmax=2.2m/s)

Figure 2. 시술 전 후 혈역학적 변화

시술 후 좌각차단이 발생하였으나 동성리듬은 유지되었고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시술 5일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a) Bovine pericardial tissue를 사용

(b) 컴퓨터 단층 촬영 소견

Figure 3. 시술에 사용된 Edwards사의 SAPIEN 3

6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Cardiovascular Center

증례

심첨하부 접근을 통한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흉부외과 전임의 김상윤

83세 남자
환자는 1년전 호흡곤란을 주소로 입원하여 삼중혈관 질환의 관상동맥질환과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환자는
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 및 기관지천식 동반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력이 있었으며, 11년 전 대동맥파열에 대해 하행흉부대동맥치
환술을 시행받은 수술력과 더불어 만성동맥폐쇄질환으로 대동맥-대퇴동맥우회로술, 양 대퇴동맥-슬와동맥우회로술을 시행받은 수
술력이 있어, 1년 전 입원 당시에는 수술에 대한 거부의사 밝히며 퇴원하였으나, 약물치료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며 악화되어, TAVI
치료에 동의하여 입원하였다.
환자는 만성동맥폐쇄질환에 따른 대동맥-대퇴동맥 우회로술 수술력과 관련하여 대퇴동맥을 통한 TAVI 시술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흉부외과에서 심첨부를 통한 TAVI 시술이 결정되었다.

투시검사 시설이 갖춰진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가 유도되었으며 경식도심초음파를 포함한 일반적인 개심술의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수술이 시작되었다. 대퇴동맥을 통해서는 조영술을 위한 카테터가 삽입되었고, 약 12cm 정도의 좌측 전흉부절
개를 통해 심첨부에 접근하여, Guide wire가 삽입 되었다. 이후 조영술 및 경식도 심초음파를 모니터링 하면서 심첨부의 guide wire
를 따라 TAVI 판막을 대동맥 판륜에 위치시킨 후 전개하였다. 환자의 동반된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도 우관상동맥 부위에 스텐트삽
입술을 바로 같이 시행하였다. 대동맥 판륜
에 TAVI 판막을 접합시키기 위한 풍선 확장
술을 시행하면서 무박동성 심실빈맥이 발생
하여 ECMO를 삽입하였으나 ECMO 삽입
후 자발순환회복이 가능하였으며, 시술 당일
6시간 후 ECMO로부터의 이탈이 바로 가능
하였다. 환자는 신경학적 손상 없이 의식 회
복하여 시술 다음날 기관 발관을 하고, 시술
후 3일째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여, 여러 동반
질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전반적인 컨디션
을 회복하였고, 수술 후 심초음파에서 삽입
된 판막의 기능 등이 정상인 것을 확인한 후
시술 후 12일째 별다른 후유증 없이 퇴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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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뇌혈관질환·당뇨병 가족력, 임신합병증 발생 높인다.

분당서울대병원팀, 임신성 고혈압 60% 증가 - 가족력 확인·감시 필요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가족력이 임신합병증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

말하는데, 이는 통상

가 나왔다. 따라서 임신성 고혈압과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인 심뇌혈관질환 발

가족력을 확인하고 더 철저한 감시기 필요하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생 연령보다 빨리 발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윤창환, 최동주 교수팀은 심뇌혈관질환 및

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임

고령 외에 유전적 요

신성 고혈압과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5일 발표했다.

높은 가족력이다.

임신성 고혈압은 임신 전에는 정상 혈압이었던 여성이 임신 기간 중에 수

연구 결과, 설문에 참

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을 보이는

여한 인원 중 3,895명이 한 번 이상의 임신을 경험했고, 중복출산을 포함

고혈압을 의미하며, 임신 성 당뇨병 역시 임신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당

해 총 8,783번의 출산력이 있었다. 이중 247명(6.3%)이 임신성 고혈압

뇨병이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을 경험했고, 120명(3.1%)에게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했다.

이런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이 발생하면 향후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산부인과력, 임신했을 때의 나이 등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 고령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병의

나이(35세 이상)가 임신성 고혈압 발생 위험을 60%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족력과 임신관련 합병증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적이 없

확인 됐다. 또한 조기 심뇌혈관질환 가족력 역시 임신성 고혈압을 60%

었다.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환, 최동주 교수팀은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대한간호협회와 함

임신성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당뇨병 가족력과 불

께 여성 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심뇌혈관질환 및 당

임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데,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성

뇨병 가족력과 임신합병증(임신성 고혈압과 임신성 당뇨병) 사이의 관련

당뇨병의 발생을 170% 증가시켰고, 불임치료병력은 임신성 당뇨병의

성을 최초로 조사 분석했다.

발생을 80% 증가시켰다.

연구팀은 순환기내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및 통계학자에 의해 개발된 설

아울러 여러 번 임신 경험이 있는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임신성 고혈압은

문문항을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의료전문가 집단

첫 번째 임신일 때, 임신연령이 높을 때,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있을 때 발병 위험이 높았으며,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연령이 높을 때, 불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와 회원 메일 등 웹기반의 컴퓨터 인터뷰를 통해

임 치료병력이 있을 때,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을 때 증가 경향을 보였다.

총 9,989명의 국내 등록된 간호사가 설문문항에 대해 답변했고, 조기 심

윤창환 교수는 “임신 및 출산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 산모의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을 포함해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가족력에 대한 정

출산연령이 올라가면 조산, 임신성 고혈압 및 당뇨병 등 임신관련 합병증

보를 확보했다.

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란 아버지, 남자 형제의 경우 55세 이전,
어머니, 여자 형제의 경우 65세 이전에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를

메디칼타임즈 2016-11-28 이인복 기자

>> 심장·뇌혈관조영실 시술 연간 10,000례 달성 기념행사
2017년 3월 28일 심장ㆍ뇌혈관조영실에서 연간 시술 10,000례 달성 기념 행사가 열렸다.
2003년 5월 혈관조영장비 1호기 도입 후, 2005년 4월 2호기를 도입하며 연간 5,000례를 달성
하였고, 2011년 6월 3호기 도입, 2014년 3월 Hybrid 장비 도입, 2014년 4월 4호기 도입 후 1년
만에 연간 7,000례 달성 및 혈관조영장비 5대 운영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연간 10,000례를 달성
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채인호 심장혈관센터장께서 심장ㆍ뇌혈관조영실에 대한 간략 설명 후 연 2만례
도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이재호 부원장께서 병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하셨다.
백남종 기조실장, 오창완 뇌신경센터장, 권오기 교수, 이은숙 약제부장, 김선경 간호본부장,
그리고 심장ㆍ뇌혈관조영실의 시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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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스텐트와 녹는 스텐트의 안전성 비교: 네트워크 메타 분석
관상동맥질환에서 스텐트는

다. 1년 간 혈관 내에서 재협착을 막는 스텐트 역할을 하다가 이후 3~4년에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

걸쳐 흡수되어 사라지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는 스

리잡게 되었다. 약물 방출 스

텐트의 안정성을 기존의 금속 스텐트와 비교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시

텐트(drug-eluting stent,

행하였다.

DES)가 좋은 성적을 보이면

본 연구에서는 DES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재협착 위험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서 초기에 개발되었던 단순 금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VS의 1년 성적은 다소 아

속 스텐트 (bare metal stent, BMS)를 대체하게 되었다. 하지만 금속 이

쉬운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1년 이후에 녹는 스텐트가 몸 안에서 녹으면 그

물질이 평생 몸안에 남는다는 점, 약물 방출을 위해 코팅되어 있는 폴리머

장점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결과를 더 주목해

가 염증을 유발하여 혈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여전히 한계를 가

야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BVS에 특화된 스텐

지고 있다. 생체흡수성 혈관 스캐폴드 (bioresorbable vascular scaffold,

트 삽입술이 개발되면서 점차 성적이 개선되고 있어,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BVS), 소위 녹는 스텐트는 스텐트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

기대를 모으고 있다.

>> T
 he

safety of resternotomy in the intensive care unit for postcardiotomy
bleeding control.
개심술 후 출혈로

보고자 하였다.

인하여 재수술을

연구 결과, 증환자실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더 신속하게 지혈을 완

필요로 하는 경우

료할 수 있었고 종격동염이나 창상 감염 등의 감염 빈도 또한 수술장에서

가 있는데 이러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높지 않았으며 사망률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

환자가 혈역학적

었다. 결론적으로 수술 후 출혈로 인하여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초래된 경

으로 불안정하다면 재수술을 위하여 환자를 수술장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

우 중환자실에서 재수술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선택할

울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수술장으로 옮기지 않고 중환자

수 있을 것이다.

실에서의 개흉술을 통해 지혈을 시도하는 경우 그 안전성에 대하여 연구해

>> R
 eduction

of Ischemic Time for Transferred STEMI Patients Using a Smartphone
Social Network System
심근경색의 치료는 막

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 인스턴트 메신

힌 관상동맥을 골든타

저 이용률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2014년 7월부터는 5개의 2차 의료기관과

임 이내 (발병 후 2시

NAVER사의 BAND App을 사용하여 ST-분절상승 급성심근경색(STEMI)

간)다시 뚫어 괴사 위

환자의 후송을 위한 새로운 연락 체계를 수립하였다. SNS-HOT-LINE 을

기에 처한 심장근육에

사용하면서 심근경색환자의 첫 의료진 접촉에서 관상동맥 재개시간 (first

빠른 시간 내에 정상

medical contact to device time)이 129분에서 102 분으로 27분 단축, 응

적으로 혈액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급실 도착-재관류시간 (door to device time)이 56분에서 47분으로 단축

국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절반은 1차 의료기관 (개원의, 동네 의원) 또는 2

되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 도착하는 환자의 응급실도착-재관류시간이

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심근경색

64분에서 49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주간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동

이 진단 되면 3차의료기관으로 전원을 보내게 된다.

일한 수준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경기권역심혈관센터에서는 경기도 내 19개 병원(응급실 보

현재 의료진은 이 성과를 전국 모든 병원에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사용이

유한 병원)과 2013년 협력관계를 맺고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 HOT-LINE을

간편한 APP을 개발 중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팀의 IT 와 의료

구축하였지만 기존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HOT-LINE을 운영하면서 한계점

를 복합한 추후 연구 성과 또한 기대된다.

April 2017, Vol_ 27 11

진료 일정 및 후송현황

의료진 및 진료일정
진료과

순환기내과

노인병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외과

교수명

진료일정

세부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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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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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비고

화C·수·금

C: 말초혈관클리닉

장기연수

장기연수

2016.7.4~2018.1.3

금·토

화·목

토: 셋째주 진료

월·토

수·목C

C : 심부전클리닉
토: 넷째주 진료

박 진 주

심부전(심장이식), 고혈압,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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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 현

부정맥, 성인순환기질환

월, 금

최 홍 미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임상강사

순환기질환

김 철 호

고혈압, 심장질환

수

화

김 광 일

성인심장질환, 혈관노화, 고혈압

금

금

송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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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목, 금
월·수·목·금

월

소아청소년과에서
수, 금 진료
C : 대동맥질환

박 계 현

성인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목

화C

임

성인 및 소아 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로봇수술

수

월

장기연수

장기연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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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933-5567
010-4287-3188
010-9973-7141

2016.8.16~2017.8.15

금
중환자진료 전담교수
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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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센터에서
월, 목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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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급성심근경색 환자 94명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 중 40례의 ST elevation MI 가 있
었고, 54례의 Non ST elevation MI 환자가 있었습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외부병원에서 의뢰되어 입원한 환자는 총 58명 입니다. 이 중 관상동맥우회술
15명, 대동맥수술 16명, 판막수술 14명, 선청성 심장질환 수술 3명, 심장종양 2명, 기타수술 6명 수술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Hot line 을 적극 이용해
주셔서 보다 나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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