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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좌심방이 폐색술
순환기내과 조영진 교수
3 ~ 6개월간 복용한 이후 (2제 용법) 항혈소
판제 1제 단독 투약 (아스피린 100mg 하루 1
회 복용이 대표적) 으로 항응고제 복용을 대
체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혈전색전증
위험도와 출혈위험도에 따라 시술 후 처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채인호 교수

조구영 교수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의료기술인
'좌심방이 폐색술' 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좌심방이란 무엇이며
좌심방이 폐색술은 어떤 시술인가?
심방세동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부
정맥 중 하나이며, 혈전색전증에 의한 뇌
졸중은 심방세동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다. 좌심방이(left atrial appendage)는 심방
의 좌심방 중에서도 방실구(atrioventricular
sulcus)의 앞쪽에 위치한 귀처럼 돌출되어 나
온 부위를 일컫는데, 심방세동 상태에서 특
히 혈액 저류가 심하여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장혈전의 90%가 바로 이 좌심방이에서 기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은 이러한 좌심방이를 폐색 기구로 막
는 시술로서, 심장혈전 발생 장소로의 혈류
를 차단함으로써 혈전색전증 위험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시술이다.

♥♥좌심방이 폐색술, 어떤 환자에게

시술하나 (적응증)?
앞서 기술하였듯,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
이 심방세동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이다.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색전증 위험도
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에 따라 달
라지는데, 나이, 성별 (여성), 고혈압, 당뇨, 뇌
졸중 병력, 심부전, 심근경색 병력 등이 혈전
색전증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위험인자에 따라 뇌졸중 발생의 고위험군으
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항응고제 투

김준성 교수

서정원 교수

약 요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는
출혈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일
부 환자에서는 항응고제 투약에 따른 출혈
합병증으로 투약 지속이 어렵고, 이렇게 항
응고제 투여를 중단한 경우에 뇌졸중을 비
롯한 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이 다시 증가된다.
이와 같이 혈전색전증과 출혈합병증의 두 가
지 측면 모두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
우 항응고제 투약을 대체하는 치료로 좌심
방이 폐색술이 추천된다. 다른 경우로는, 항
응고제를 잘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전색전증이 발생한 경우, 즉 약물치료가
충분한 혈전색전증을 예방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좌심방이 폐색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의 시술

과정을 설명해달라.
좌심방이 주위에는 좌회선 동맥(left
circumflex artery), 좌측 횡격막 신경(left
phrenic nerve), 좌측 폐동맥(left pulmonary
artery), 좌측 폐정맥(left pulmonary vein) 등
이 분포하고 있으며, 좌심방이의 모양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경식도 심초음파, CT, 조
영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 검사를 통해
좌심방이 및 주위 조직의 해부학적 구조를
적절히 평가하여 적절한 좌심방이 폐색술 기
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폐색
기구가 정해지면, 시술은 대퇴정맥을 통해
경피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퇴정맥은 심
장의 우심방으로 연결되는데, 심방중격천자
를 통해 좌심방과 좌심방이에 도달할 수 있

조영진 교수

최홍미 교수

다. 운송초를 통해 폐색 기구를 좌심방이에
운반하면, 접혀 있던 폐색 기구가 자동적으
로 펴지며 좌심방이 내부를 채우며 자리잡
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폐색 기구가 좌심방
이 내부 적절한 곳에 자리잡아 혈류를 완벽
히 차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를 위해 통상적으로는 경식도 초음파로 시술
진행 상황을 감시, 평가하며 진행하게 된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좌심방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단독으
로 시행되기 보다는, 다른 심장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술적 치료는, 좌심방이 입구를 심장 안쪽
면에서 꿰매거나, 심장 바깥쪽에서 묶어주
는 폐색술과, 좌심방이를 절제하는 방법이
있다. 폐색술의 경우 혈류가 재개통 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출혈의 위험성으
로부터 안전한 장점이 있다. 좌심방이를 절제
해주는 방법은, 봉합사로 절제면을 폐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금속스테플러를 이용한
자동봉합기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다. 좌심방
이를 절제 해주는 방법은 재개통 되는 우려
가 덜한 반면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

♥♥시술 or 수술 후 약물 치료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의 복용 기간)
어떻게 되나?

♥♥치료 성과 어떤가?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좌
심방이 폐색 기구 는 Watch man™ 과
Amplatzer™ Amulet™ 기구인데, 소규모 이
상 연구와 몇몇 관찰 연구에서 좋은 결과들
이 발표된 바 있었다. 이들은 모두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을 비롯
한 혈전색전증 예방 효과를 평가하였을 때
항응고치료 대비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였다.
이들 좌심방이 폐색 기구들은 항응고요법을
하지 않는 심방세동 환자들과 비교를 가정했
을 때, 기저 혈전색전증 위험인자가 비슷한
경우 64 ~ 77% 까지 혈전색전증 위험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술 성공률
은 95~98%로 보고되었으며, 초기 시술 합
병증은 9% 내외로 보고되기도 했으나, 기구
에 대한 경험이 쌓이며 최근 연구 결과들은
3% 내외의 합병증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좌심방이 폐색술은 그간 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치료였었다. 분당서울대학
교 병원은 연간실적, 상근인력, 장비, 시술 장
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주관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시행기관”
에 선정되었고, 올해부터 좌심방이 폐색술 시
술이 조건부선별급여 (본인부담 80%) 대상으
로 전환되어 과거보다는 다소 적은 부담으로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좌심방이 폐색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일반적으로 2 종류의 항혈소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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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항응고제 치료에도 뇌경색이 발병한 심방세동 환자에게 시행한 좌심방이 폐쇄 시술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김민석 / 순환기내과 교수 조영진

♥♥72세 여자

좌심방이 폐쇄 시술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한 사항은 없음을 확인하고 시술을 진행하였다. 환

환자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2007년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고, 2년전부터 우리 병원 순

자는 전신마취 후 대퇴정맥을 통하여 심방중격 천자를 시행한 후 경식도 초음파의 보조 하에

환기내과를 다니며 치료 받던 분이었다. 와파린으로 항응고 치료를 하다가, 2015년 8월부터 항

Amplatz LAA occluder device(Amulet 28mm)를 성공적으로 좌심방이에 거치하였다. 시술 종

응고제를 rivaroxaban 20mg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지내던 중 2017년 1

료 직전 시행한 경식도 초음파 및 방사선 영상 검사상 기구가 좌심방이 입구에 안정적으로 안착

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외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심방세동에 대하여 장기간 항응고 치

되었으며, 좌심방이로의 혈류 흐름은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합병증 없이 시

료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뇌경색 발생 위험을 낮

술 다음날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다.

추기 위해 좌심방이 폐쇄 시술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입원하여 시행한 경식도 초음파 소견상

Figure 1. 좌심방이 폐쇄 시술의 기구 및 모식도

(A) 좌심방이 폐쇄 기구(Amplatz)

Figure 2. 시술 중 방사선 영상 검사 소견

(B) 좌심방이 폐쇄 시술 모식도

(A)

(B)

(A) 좌심방이의 영상 소견(

좌심방이)

(B) 조영제를 통해 좌심방이가 완전 폐색됨을 확인

Figure 3. 시술 전후 경식도 초음파 소견

(A)
(A) 시술 전 좌심방이 계측(

(B)
좌심방이)

(B) 좌심방이 폐쇄시술 직후

분획혈류예비력(FFR)과 비파형순간비(iFR):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순환기내과 교수 강시혁
관상동맥 질환은 전세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질환이다. 과거 관상동

심되는 관상동맥병변 중 63%의 병변에서만 FFR이 0.8보다 낮았으며, 따라서, FFR guided PCI

맥질환에 대한 치료는 제한적인 약물 치료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경피적 시술

군에서는 스텐트 삽입 수가 angiography guided PCI 보다 33%가량 적었으며, 더 적은 양의 조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이 발전하면서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과 협심

영제가 사용되었고, 입원기간도 단축되었으며, 의료비용의 감소효과도 있었다. 1년의 경과관찰

증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FFR과 iFR은 이와 같은 PCI의 발전에 힘입어, 관상동맥

에서 심근경색증의 발생, 사망, 혹은 혈관재개통술 시행의 복합임상사건의 발생은 FFR guided

질환에 대한 병태생리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평가하여 재관류요법이 반

PCI군에서는 13.2%, Angiography guided PCI군 18.3%로 FFR guided PCI군에서 28%가량 낮

드시 필요한 병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방법인 FFR과 iFR이 최근 관상동맥

게 관찰되었다.

중재시술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FFR은 간단하게 측정하는 점이 장점이지만, 약물을 이용하여 최대충혈상태를 유도한 후

분획혈류예비력(FFR)이란 관상동맥협착부위의 원위부와 근위부 정상혈관의 최대 혈류량

에 측정한다는 번거로움이 유일한 단점으로 제기된다. iFR은 최대충혈상태를 유도하지 않고도

의 비율을 말한다. PCI 과정에서 압력철선 (pressure wire)을 협착 원위부에 위치한 후 약물을

pressure wave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FFR과 비슷한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각

이용하여 관상동맥의 최대충혈상태(maximal hyperemia)를 유도하면서 측정하게 된다. 과거

광을 받았다. 지난 3월 미국심장학회 (ACC ’17)에서는 iFR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연구 2개가

많은 연구를 통해 관상동맥협착의 FFR값이 0.75보다 낮을 경우에는 심근 허혈을 유발하는 협

동시에 발표되었다. iFR-SWEDEHEART는 2042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iFR-guided PCI군과

착으로, FFR값이 0.80보다 높을 경우에는 심근 허혈을 유발하지 않는 협착으로 밝혀졌으며,

FFR-guided PCI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DEFINE-FLAIR 연구 역시 비슷하게 2535명을

FFR 0.75-0.80사이는 관상동맥협착에 의한 심근 허혈 유무가 불분명한 경계 부위으로 남아있

등록하여 iFR-guided PCI군과 FFR-guided PCI 군으로 1:1 무작위 배정하였다. 두 연구 공히

다. 예를 들어 관상동맥협착부위의 FFR값이 0.75라는 것은 정상 관상동맥혈관과 비교하여 최

PCI 후 1년째 임상사건의 발생이 양군에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iFR은 최대충

대 관상동맥혈류량이 25% 감소함을 의미한다.

혈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약제 투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측정이 간단하고 환자의 불편감이 적다

2012년 출판된 FAME (Fractional flow reserve versus angiography for multivessel

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evaluation) 연구 이후 FFR은 PCI 과정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FAME 연

FFR와 iFR은 적절한 PCI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임상현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구는 1005명의 환자를 FFR을 이용한 PCI (FFR guided PCI)군과 관상동맥조영술만을 이용한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iFR이 FFR에 비교하여 대등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iFR 또한 빠르게

PCI (Angiography guided PCI)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FFR guided PCI군은 FFR을 기준

임상현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FFR과 iFR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으로 하여 FFR≤0.8일 경우에만 목표 병변에 약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며, FFR이 0.8이상인

임상에서의 사용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고 약물치료와 함께 경과관찰을 하였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협착이 의

Ⅲ

Issue & Issue
Cardiovascular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October
2017
Vol. 28

“응급전원협진망” 을 이용한 hot-line renovation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는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응급전원협진망

선정되면서 2014년부터 Social Network Service(SNS) 응급환자

전원요청, 환자정보 전달

후송 시스템을 시범운영함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는 우수사업 사
이미지공유, 실시간 댓글, 화상통화

례로 인정받아왔다.

수용여부 결정

이에 사설 업체 앱인 BAND 사용의 장기적인 문제점 발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국가지정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개발한

전원 모니터링 및 지원

애플리케이션 “응급전원협진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응급전원협진망은, APP뿐만 아니라 WEB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뢰기관

수용기관

전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응급 환자정보(증상, 진단, 검사결과 등)

중앙응급의료센터

를 문자, 이미지, 영상 등으로 전송하여 보다 정확하게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받는 것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가능하므로 법적으

사이트 안내

사용대상

주소

QR코드

로도 안전하다. 이를 활용하여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시간 단축
및 재전원률 감소, 전원 업무 간소화로 인한 시간과 업무의 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국 의료기관

https://recs.nemc.or.kr
(포털사이트에서 App 다운로드 가능)

(네이버QR코드 검색)

앞으로 공인된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환자 전원을 신속하고 간
단하고 안전하게, 나아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특정 질환 및 지역
별 네트워크 구축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사이트 또는 QR코드로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후 사용가능하며, 긴급시 App 다운로드 후 기본정보(ID, 비밀번호, 기관,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자동 승인되므로 즉시 App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차 승인 확인 시 부정확한 정보로 확인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해외 장기 연수 보고
흉부외과교수 김준성
2009년 교수로서 첫발을 내딛던 당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인사

를 나눌 수 있었고, 이 수술에 대한 유용한 팁에 대해 들을 수 있

던 1년은 이렇게 가장 빨랐던 1년으로 지나갔고, 돌아오는 비행기

를 하던 선배들 중에 해외장기 연수를 떠난다면서 해맑게 나를 반

는 시간이었다. 또 다른 나의 관심사인 말기 심부전환자에게서 시

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준 병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겨주시던 선배 교수님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지난 7년간

행되는 좌심실 순환보조장치삽입술은 Dr. Pretorius가 도맡아 시

외래에서 1년을 기다려준 환자들의 반가운 인사에 다시금 의사로

정신 없이 수술과 연구에 몰두하던 나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

행하고 있는데, 시행건수에 비해 수술결과와 운영 노하우가 탁월

서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초심으로 도약을 하고자 한다.

왔다.

하여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병원에 적용하는데 매우 큰 도

처음 연수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던 나로서

움이 될 것 같다. 나머지 수술분야는 우리나라 심장수술이 많은

는 주변 동료, 선후배 교수들의 경험담을 참고하여 6개월전부터

부분 더 낫다고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특히 관상동맥우회술에

준비를 하였다. 소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의대를 졸업하면 안볼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수술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웠다. 이러

줄 알았는데 역시 필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 샌디에이고로 결정

한 것들은 우리나라 심장수술외과의사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기

이 되어 서류작업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야 안심이 되었다.

술적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

미국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느리게 진행하는지, 한국사람들이 얼

이라고 생각되었다.

마나 빠릇빠릇하게 일을 하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연수 말미에 University Pittsburgh Medical Center (UPMC) 에

어쩌면 우리가 지난 세월을 그리도 각박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계시는 한국인 출신 흉부외과 의사이신 Dr. Yoon에게 방문할 기

되돌아보게도 했다.

회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심장수술을 매우 적은 인력과 장비로 운

내가 1년동안 연수를 하게 된 곳은 University of California

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감동을 받았다. 또한 비교적 작은 병원임에

San Diego (UCSD)라는 대학병원이다. 알다시피 University of

도 불구하고 중환자 전담의와 병실 전담의가 따로 환자들을 관리

California (UC) 는 UC Berkely, UC Los Angeles, UC Davis 등 모

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많은 수술을 감당하고 있는 시스템을 접

두 10개의 대학군을 말하며 UCSD도 그 대학들 중 하나이다. 전

할 수 있었다. 연수 중반에는 휴스톤에 들러서 미국 흉부외과학회

세계 대학서열에서 59위에 위치하며 노벨상배출도 20명이나 된

에 참석하여 최신지견을 참관하는 기회를 갖고 오랜만에 동료들

다고 한다. 이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있는 Dr. Madani는

과 조우하는 기회가 있었다.

2007년 전임의 시절 교내 심포지움에 초청인사로 모셨던 것이

샌디에이고는 연중 18~27도 정도의 기온과 건조한 기후를 유지하

인연이 되어 1년을 같이 하게 되었다. 특히 UCSD 흉부외과는 만

는 캘리포니아의 태양을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도시인 듯

성 폐동맥색전증수술의 미대륙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

하다. 유난히도 더위를 많이 타는 내가 1년내내 에어컨 없이 살았

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서구사회에서는 흔한 질

다는 것이 정녕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더욱이 지난 시절과 비교할

환인 만성 폐동맥색전증수술은 완전 순환정지요법을 이용한 수

수 없는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어쩌면 다시 오지

술로 수술 후 폐합병증이 매우 흔한 수술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않을 것이란 예상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낸 가장 빠른 1년 이었

과거 수술경험상 안 좋았던 기억이 많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년

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미국 국립공원을 방문한 것은 나뿐만 아

간 300례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성적 또한 매우 좋기

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

로 유명하다. 1년간 수술을 참관하면서 Dr. Madani와 많이 이야기

록 또 대자연이냐는 하소연을 듣기도 했지만. 짧지 않을 줄 알았

사진 설명

자이언 캐년의 내로우즈에서 가족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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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정 및 후송현황

♥♥의료진 및 진료일정

심장혈관센터 체육대회 개최

진료과

순환기
내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일정
오전

오후

최동주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

수·목

화

채인호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
환

화·목

수

조구영

심부전, 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고혈압

화·수

수

연태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고지혈증

월·화

목

비고

조영석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금

화

서정원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월·수

목

윤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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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C·수·금

C: 말초혈관클리닉
장기연수 2016. 7. 4~2018. 1. 4

오일영

부정맥, 고혈압

장기연수

Park)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윤연이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금·토

화·목

토: 다섯째주 진료

심장혈관센터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교수 및 임상강사, 병동, 중환자실, 심혈관조영실, 특수검사

박진주

심부전(심장이식), 고혈압, 협심증

월

수·목C

C: 심부전클리닉

부, 외래, 수술부, 연구원, 권역심혈관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240여명 이다.

조영진

부정맥, 성인순환기질환

화·목·토

월

토: 첫째주 진료

강시혁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급성심정지, 일반심장질환

목·토

월·금

토: 둘째주 진료

이지현

부정맥, 성인순환기질환

월·금·토

수

토: 넷째주 진료

토

목·금

토: 셋째주 진료

심장혈관센터의 직원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5월 20일 HIP(Healthcare Innovation

이날 체육대회는 심장혈관센터 직원과 가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채인호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를 경축하며 모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축제 같은 체육대회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후 흉부외과 김상윤 전임의, 김아나 간호사의 진행으로 각종 게임 및 놀이를 통해 구성원간 친목
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간이었다.

노인병
내과

급성심근경색의 아형 분류

소아
청소년
과

최홍미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임상강사

순환기질환

김철호

고혈압, 심장질환

수

화

김광일

성인심장질환, 혈관노화, 고혈압

금

금

송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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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현

성인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임청

월·수·목·금
노인의료센터에서
월, 목 진료

월

소아청소년과에서
수, 금 진료

목

화C

C: 대동맥질환

성인 및 소아 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로봇수술

수

월

김준성

성인심장수술, 혈관수술

금

수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사망 중에서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 환자를 아형 별로 분류하였다.

정수련

성인심장흉부외과 질환, 스카클리닉

급성심근경색의 아형분류는 다음과 같다.

김동중

중환자 진료, 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

이태승

혈관질환

심근경색증의 심층적 근거 자료 생산 및 환자의 진단, 치료, 경과 관찰이 소홀한 type 2 MI 의 기
초 임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 핵심 지료로 급성심근경색 아형 분류를 하
고 있다.
peak troponin 정상 상한치 99% 이상으로 상승이 보고된 환자 중 허혈 증상(통증, 호흡곤란 등),
새로운 심전도 변화 (ST-T wave 변화, LBBB, Q wave), Echo에서 새로운 RWMA, 혈관조영상 혈전,

흉부
외과

외과

금
중환자진료 전담교수
금C

C: 혈관질환

Type 1: 자연 발생 심근경색 (Spontaneous myocardial infarction)
Type 2: 전신 상태 악화에 의한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secondary to an ischaemic
imbalance)
Type 3: 심근효소

수치를 얻을 수 없는 사망을 야기하는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resulting
in death when biomarker values are unavailable)
Type 4: 심혈관 중재술과 관련된 심근경색(Type 4a: Myocardial infarction related to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PCI) / Type 4b: Myocardial infarction related to
stent thrombosis)
Type 5: CABG와 관련된 심근경색 (Myocardial infarction related to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CABG))

분당서울대병원 심근경색의 아형분류 월별비교(%) (조사기간 : 2017년 4월~2017년 6월)

Hot Line
심장혈관질환 환자의 응급
시술,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직접 연결됩니다.
• Cardiologist
010-7119-3922
010-7374-3232
• Cardiac surgeon
010-9933-5567
010-4287-3188
010-9973-7141

진료의뢰
진료의뢰: 
의뢰된 심장질환자의
당일 진료가 가능합니다.
•외
 래 진료의뢰 진료협력센터
031-787-2020
• 응급실 진료의뢰
031-787-3010

전담간호사
전담간호사: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순
 환기내과 간호사
010-3079-8227
• 흉부외과 간호사
010-3079-6176

♥♥후송현황

순환기내과에서는 2017년 3월 16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급성심근경색 환자 205명을 의뢰
분류

4월
(N=101)

4월
(%)

5월
(N=93)

5월
(%)

6월
(N=80)

6월
(%)

받았습니다. 그 중 87례의 ST elevation MI 가 있었고, 118례의 Non ST elevation MI 환자가 있었
습니다. 흉부외과에서는 외부병원에서 의뢰되어 입원한 환자는 총 79명 입니다. 이 중 관상동맥우
회술 16명, 대동맥수술 17명, 판막수술 27명, 선청성 심장질환 수술 9명, 심장종양 2명, 하지정맥류

Type 1
자연 발생 심근경색

46

Type 2
전신 상태 악화에
의한 심근경색

17

Type 3
심근효소 수치를 얻을 수 없는
사망을 야기하는 심근경색

1

1

2

2.2

2

2.5

Type 4
심혈관 중재술과
관련된 심근경색

36

36.6

24

25.8

28

35

45.5

48

51.6

39

48.8

4명, 수술하지 않는 환자 4명 입니다. 지속적으로 Hot line 을 적극 이용해 주셔서 보다 나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16.9

19

20.4

1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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