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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치료의 골든 타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한국인의 사망원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장애로 평생 고통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급성질환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서울과 지방 사이의 건강 불균형 또한 점점 심각해져
가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정으로 설립된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혈관, 뇌혈관, 심뇌재활, 예방
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심뇌혈관질환의 전 주기에 걸쳐 다면적, 다층적 진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사망과 장애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중 경기권역 내 심근경색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권역심혈관센터”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심혈관질환환자의
조기치료율을 향상시키고, 병원단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 병원 이후 단계에서는 중단 없는
재활치료와 거시적 보건지표 생산을 통하여 경기권역 내외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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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2005년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1998년-200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1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2012년-2014년 Duke

University, Fuq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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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학 석사
흉부외과학 박사

♥♥핫라인(HOT LINE)과

MBA 졸업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2017년 울산대학교

의학대학원
석사 졸업

24시간
365일 심혈관질환 전문의 진료 구현
현재 응급실을 내원한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

시간을 측정하고 치료의 질적 평가를 시행하면서
국내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가 많이 개선되고 있
지만, 여전히 많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심장 치료
를 위해 갖춰야 할 시설이 부족한 중소 병원 응급
실을 경유하고 있고 대형병원으로의 후송과정이

▶ 경력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

2005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 경력

2006년-2010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2004년-2009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내과
전공의 수료

2010년-2012년	국립목포병원 흉부외과

2009년-2012년 육군 군의관 복무

(공중보건의)
2012년-2013년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의)
2013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임상강사
2014년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임상강사
2015년-2018년	세종병원 흉부외과

2014년-2016년 보스턴컨설팅 그룹 근무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
2018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제진료센터
진료조교수

진료조교수

▶ 활동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중환자의학회 정회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 부정맥외과학회 총무이사

재한다. 이를 위해 심혈관센터에서는 환자의 빠른
후송과 신속한 치료에 앞장서기 위해 경기도 내
23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응급환자 후송 시
스템 HOT LINE(핫라인)을 운영함으로써 ECG
전송을 통해 진단을 돕고, 이송 중 연락망으로 정
보를 교류하여, 최적의 진료를 최단시간에 제공함
으로써 사망률과 합병증의 발병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심혈관질환 전문의가 진
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 운영 결과

진료과장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

▶ 세부전공분야

환자의 증상 발현부터 치료시작까지의 시간 단축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해외환자진료

으로 예후가 좋아지고, 신속한 치료에 대한 환자
와 보호자의 만족도 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IT기술 접목, 실시간 환자위치추적

시스템 (RTLS: Real-Time
Location System)

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이동경로와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전원 되거나 응급실
로 내원한 심혈관 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기 위
해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 병원 내 응급실, MRI실, 혈관조영실 등
환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8대의 Active RFID를 설
치하였다. 이는 환자가 이동할 시 Tag를 감지하여
RTLS 모니터링 시스템에 표출되어 환자의 이동경
로, 현재위치, 출발 및 도착시간 등을 의료진이 확
인 할 수 있다. 환자정보를 체크한 의료진은 검사
및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전문적인 환자교육 프로그램과 환자

추적 관찰 시스템
권역심혈관센터는 입원 중인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환자의 질병, 상태, 위험인자, 치
료 방법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래
에서는 심장전문의가 소그룹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방법, 개인별 관상동맥중재술 영상
설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며 , 심혈관질환 환자
들이 자신의 위험인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 퇴원 후에도 지속적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질환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들
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제고시키고 건강행태 실천
동기를 강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여 궁극적

진료체계에 IT기술을 접목한 e-Health 2.0시

으로 심혈관 질환의 2차적 발생을 예방하고 추가

스템 구축사업인 RTLS는 병원 내에서 환자의 위

사망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어서 퇴원 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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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환자 핫라인을 낮 시간 동안 운영하여 퇴원

치료받은 후 휴식기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심장재

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권역 내 병·의원과 협력

식습관, 혈압, 궁금한 사항들을 스스로 기재하고

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상담진행과 심근경색

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의학과와의

진료를 시행하는 SNUBHIAN&PARTNERS(스

병원 방문 시 질문하는 등 체계적인 자가 관리가

재발 시 빠른 시간 내 내원하여 신속한 치료가 가

협진을 통해 환자의 빠른 심장재활 평가와 1:1 심

누비안&파트너스) 환자진료교류시스템을 구현하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질환관리가 용이해진

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활교육이 이루어진다. 퇴원 후에도 외래 진료 시

였다. 또한 진료교류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파트너스 병·의원

환자의 사회, 경제, 기능적 상태에 따라 맞춤형 최

관리수첩”과 “정기세미나”를 활용하고 있다. 급성

과 최신 진료지침, 환자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는

적 심장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 치료 후 1년 이상 경과된 환자에게 협력 병·의원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파

을 안내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했던

트너스 병·의원에서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동일

검사결과와 시술결과, 처방내역 등을 “환자관리수

한 양질의 진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장질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장재활 서비스 제공
♥♥다시 집 근처 병원으로, 스누비안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기능적

파트너스 시스템

첩”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협력 병·의원의

적응을 돕고자 조기 심장재활 및 퇴원 후 재활프

심근경색, 협심증 등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환

의료진이 정확한 환자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급성 심장질환으로

자들이 주거지 근처의 병·의원에서도 연속적인 진

이어 수첩을 환자가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운동,

회복을 촉진시켜, 퇴원 후 가정과 사회로의 빠른

♥♥추진사업

경기권역심뇌혈관센터

(단위 : 분/min)
70

심혈관센터
병원전단계

병원단계

병원이후단계

•대중교육

•최고수준 전문의 진료

•조기 재활 프로그램

- 심혈관질환 인지도 제고
- 지자체 협력 예방사업 전개

- 심혈관질환 전문의 24시간
상주 및 급성기 치료 시행
- 최고수준의 심혈관질환 진료

- 급성기 심혈관질환 환자의
조기 재활 치료 실시
- 삶의 질 평가 및 제고

•CP 개발 및 모니터링

•응급이송 체계구축

- 신규 CP 개발 및 모니터링
- 진료의 변이 발생 여부 감시

- 퇴원 환자의 추적 관찰 시스
템 구축
- 전향적 환자 등록부 구축 및
역학 연구, 보건 지표 생산

•응급이송 체계구축
- ECG 전송에 의한 심근경색
진단
- 지역 병원/EMS 이송 중 연락
망 구축, 사전 진료 정보 전송

•질 지표 관리 및 질 향상
•일차 대응 네트워크
- 권역 내 원격지에 심혈관 질
환 일차 대응센터 안내
- 중증 환자 및 고난이도 환자
를 권역 센터로 이송 안내
- 심혈관질환 핫라인 개선 확
장 : 이송 문의 대응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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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 질환 주요 질 지표의
상시 감시 및 미봐일 경고
시스템 구축
- 질 관리 및 진료 결과
모니터링
- 지속적 질 향상 활동 전개

이용

60
55
50
50

47

40

당직

•확산과 공유
- 권역 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경험을 타 센터 및 타 거점
병원과 공유
- 발생 2시간 이내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광역
네트워크 구축 시도

미이용

61.5

근무시간

당직시간에 핫라인을 이용 시 10.6%, 근무시간에는
6% 치료시간을 단축하였다.

< 핫라인(HOT LINE)성과 >

< RTLS >

증례

심인성쇼크를 동반한 심근경색
순환기내과 임상강사 기유정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다음날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손상으로 보이는 우심실 벽

♥♥남자 63세
환자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분으로 내원 수일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고 내원 40분 전부터 갑자기
복장뼈 쪽의 가슴 답답한 느낌, 숨쉬기 어려운 증상으로 119 신고하였고, 10분만에 119 구조대원이 도착
하였다. 병원으로 오기 5분 전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쳐지기 시작하였고, 우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중환구역으로 옮겨 지자 마자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10분 가량 심폐소생술 후 심장
리듬이 돌아 온 후 시행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이에 바로 심장혈관
조영술 팀을 호출하여 시술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그 사이에 한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장혈관조영술을 시작하였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박수가 낮아서 임시형 심
박조율기를 넣고,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좌전하행지의 혈관이 막혀있음을 확인 한 후, 풍선으로
병변을 부풀리고 스텐트를 넣었다. 성공적인 재관류술이 이루어진 후, 외과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혈압

쪽의 출혈이 확인되어 혈종 제거 및 출혈을 막기 위해 다음날 개흉슬을 시행하였다. 선형으로 길게 찢어
진 상처가 확인되어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심폐소생술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복장뼈의 골절 소견도 같
이 확인되었다. 입원중 환자의 양팔이 정맥혈전에 의해 붓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헤파린 유발 혈소판
감소증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heparin 대신에 Novastan 을 사용하였다. 이후 ECMO는 서서히 줄
여가기 시작하였고, 7병일째, ECMO 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3일후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압상
승제의 요구량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여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심낭 주위의 혈종으로 인해서 우심실
이 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환자의 생체 징후가 좋지 않아서 수술장에서가 아닌 외과계중환자실에
서 응급으로 혈종 제거를 위한 개흉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성공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발관하였고, 의식
도 명확한 상태로 현재 심혈관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유지되지 않아서 체외막산소공급기 (ECMO) 를 넣었다.

VA-ECMO

VV-ECMO
Femoral Artery

Internal Jugular Vein

Returning Oxygenated
Blood

De-oxygenated Blood

에크모 (ECMO) 는 체외막 산소화 장치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의 줄임말이며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서는 교정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혹은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만으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심폐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체외순환장치이다

A) 막힌 혈관을 풍선과 스텐트를 통해서 시술

B) 시술 후 혈류가 회복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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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근 파열이 동반된 심근경색
흉부외과 교수 장형우
었다. 수술 후 두 시간 이내에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후 환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회

♥♥남자 48세
환자는 본원 내원 13일 전 타병원에서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진료받았으며, 이 때 심근경색 진단 받고

복하여 수술 후 8일째에 퇴원하였다.

관상동맥 조영술 (coronary angiography) 시행받았다. 우관상동맥 중간부의 완전폐쇄로 경피적 관상동
맥 스텐트 삽입술 (percutaneous coronary stent insertion) 시행 받은 뒤 3일만에 별다른 문제 없이 퇴원
하였다. 그러나 본원 내원 3일 전부터 다시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점점 악화되어 원래 시술받았던 병원
에서 심초음파 검사 받고 이전에 없었던 중증 승모판막 역류 (severe mitral regurgitation) 확인되어 수술
위해 본원 내원하였다. 본원 내원했을 당시 흉부방사선 촬영상 폐부종이 있었고, 본원에서 시행한 심초
음파에서 승모판막의 유두근 (papillary muscle) 한 쪽이 끊어져서 급성 중증 승모판막 역류가 나타난 소
견 보였다. 이에 대동맥내 풍선펌프 (intra-aortic balloon pump) 삽입하였다. 초기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24,000 이상, C반응단백 25.8 이면서 38도 이상의 열 있어 폐렴에 준하여 6일간 치료하면서 호전

급성 심근경색에 동반된 유두근 파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13%-45% 정도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승모판막 역류가 동반된다. 급성 심근경
색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승모판막의 역류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유두근 파열에 의해
발생한 승모판막 역류는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급성심근경색 발생 후 2-7일 이내에 유두근
파열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두근 파열은 심실하벽 (inferior wall) 심근경색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나며, 후하행지(posterior descending artery)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뒤안쪽(posteromedial) 유두
근 파열이 가장 흔하다.

시킨 후 수술하였다. 수술은 승모판막의 인공 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별다른 이벤트는 없

[사진 1] 증례

환자의 본원 내원당시 심초음파에서 확인된
끊어진 유두근(화살표)
[사진 2A] 심근경색

진단 후 심혈관조영술로 우관상동맥
완전폐쇄를 확인한 이미지
[사진 2B]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풍선혈관성형술 등을 이용하여 막혀 있던
우관상동맥을 뚫어 준 후 상태.
(화살표; 스텐트 삽입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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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A]

[사진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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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미국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

2. 고혈압 약물치료 시작 시점
개정된 미국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은 130/80 mmHg 이상으로 낮추었지만, 약
물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은 대개 140/90 mmHg 이상을 유지하였다. 즉 130-139/80-89 mmHg 구

순환기내과 교수 강시혁

간의 1기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저염식이, 유산소운동, 체중 조절, 금연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우선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심혈관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10년 ASCVD

2017년 11월 발표된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정의를 기존의 140/90 mmHg 이상에서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risk 가 10% 이상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환자, 당뇨, 만성

130/80 mmHg으로 낮추었다. 미국 심장 학회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미국 순환기 학회

콩팥질환 환자에서는 1기 고혈압에서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의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고혈압 학회 (American Society of Hypertension)가 합동으로

고령 환자에서는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수축기 혈압 130 mm Hg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도록

작성한 이 가이드라인은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논란이 많은 가

권고하였다.

이드라인인 만큼 권고안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등 다양한 근거를 포함하였는데, 축약 본만 해도 무려
114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

3. 혈압 측정 방법: 가정 혈압과 활동 혈압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

다 읽기도 어려운 양이지만, 국내 진료지침도 현재 개정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임상 진료의 입장에서는

고혈압의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적절한 혈압 측정 방법을 강조한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특징 중 하나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료지침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진료패

이다. 고혈압 환자의 약 1/3 가량은 긴장된 진료실 환경으로 인해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거나 (백

턴을 바꾸는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미국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유럽과 국내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일정

의 효과), 오히려 정적인 상태에서 혈압이 낮게 측정되는 경우 (가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

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의 주요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

다. 개정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정 혈압과 24시

기로 한다.

간 활동 혈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1. 고혈압 분류

4. 치료 목표 혈압

상기한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혈압의 정의를 130/80 mmHg 이상으로 낮

진단기준과 마찬가지로 목표 혈압도 130/80 mmHg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고위험 환자 뿐만 아니라 일

춘 것이다. 종전에 prehypertension으로 분류되던 수축기 혈압 130-139 mmHg, 이완기 혈압 80-89

반 고혈압 환자에서도 일관되게 130/80 mmHg 이하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국립

mmHg을 1기 고혈압으로 정의되었고, 기존의 고혈압 정의였던 140/90 mmHg 이상은 2기 고혈압으로

보건원(National Heart Lung Blood Institute)에서 고위험군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 목표 혈압을 확인하

격상되었다.

기 위해 진행했던 SPRINT, 뇌졸중 위험 환자 대상의 SPS3, 당뇨병 환자 대상의 ACCORD 연구에서 정
도의 차이는 있으나 철저한 혈압 조절이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JNC7

2017 ACC/AHA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하로 조절하라고 한 권고안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

<120

and

<80

Normal BP

Normal BP

분이기도 하다.

120-129

and

<80

Prehypertension

Elevated BP

2017년 미국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더 낮은 고혈압 기준과 더 철저한 치료 목표를 상정하여 고혈압을 더

130-139

or

80-89

Prehypertension

Stage 1 hypertension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140/90 mmHg이라는 치료목표도 나라마다

140-159

or

90-99

Stage 1 hypertension

Stage 2 hypertension

다르기는 하지만 달성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격론이 벌

≥160

or

≥100

Stage 2 hypertension

Stage 2 hypertension

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폭넓게 검토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세세한 지점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국내 진료지침 개정 작업도 진행형이므로, 한국에서 진료하는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이 결

미국의 경우 종전 140/90 mm Hg 이상의 기준을 따르면 31.9% 였던 고혈압 유병율은 새로운 고혈압

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의에 따르면 45.6%로 증가하고, 이전에는 prehypertension 분류에 해당하던 3천 100만명이 새로
이 고혈압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본 연구진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
석한 결과 역시 비슷해서 새로운 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고혈압 유병율은 30.4%에서 49.2%로 증
가하고, 560만명이 새로이 고혈압으로 분류되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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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외과치료 가이드라인

진료일정 및 후송현황

♥♥의료진 및 진료일정
진료과

흉부외과 임상강사 김상윤 / 흉부외과 교수 김준성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정맥 중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 세동은 서양 인구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남성에서 6%, 여성에서 3% 의 유병율을 보이나, 75세 이상에서는 남성 16%, 여성 12%의 유병율을 보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일정
오전

오후

최동주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

수ㆍ목

화

채인호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화ㆍ목

수

조구영

심부전, 판막질환, 선청성 심질환, 고혈압

화ㆍ수

수

비고

연태진

관상동맥질환, 심부전, 고지혈증

월ㆍ화

목

조영석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ㆍ금

화

서정원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월ㆍ화ㆍ수

윤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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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Cㆍ화

월

오일영

부정맥, 고혈압

화

목·금

윤연이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금

화·목

등의 항부정맥제를 이용해 정상 심박동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 이외에도

박진주

심부전(심장이식), 고혈압, 협심증

월ㆍ목Cㆍ토

수

C : 심부전클리닉
토: 다섯째주 진료

카테터를 통해 심장 전기생리학 검사와 함께 부정맥을 유발하는 심방 내 전기회로를 소작하는 카테터

조영진

부정맥, 성인순환기질환

목ㆍ토

월ㆍ수

토: 첫째주 진료

월

토: 둘째주 진료

이는 만큼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국내에서의 유병율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이다.
환자 스스로 호소하는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심방세
동에 따라 심방 내 혈류저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심
방세동이 진단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진단 후 누적 사망 위험률이 2배에 달하게 되므
로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병이다.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로는 빈맥에 의한 증상 조절을 위한 베타차단제 및 칼슘채널차단제 등의 맥박

순환기
내과

조절 약물과 혈전색전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항응고제 투약도 있겠으나, 아미오다론, 플레케이나이드

소작술 역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강시혁

심방세동에 대한 외과적 치료로는 “메이즈 술식” 이 1987년도에 처음 소개되었고, 전기적 절연을 시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급성심정지,
수ㆍ금ㆍ토
일반심장질환

C: 말초혈관클리닉

행하는 병변의 형태에 따라 수정되어 현재는 메이즈 III 혹은 메이즈 IV 형태의 술식이 보편적으로 사용

최홍미

심부전,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고혈압

토

월ㆍ금

토: 셋째주 진료

되며, 폐정맥 입구 절연을 포함하여 좌심방과 우심방의 협부를 포함하고,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혈전 생

이원재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해외환자진료

토

목ㆍ금

토: 넷째주 진료

성이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인 좌심방이를 폐쇄하거나 절제하는 수술을 이룬다. 30년 가까이 시행된 오

임상강사

순환기질환

월ㆍ목

월ㆍ화ㆍ수ㆍ목ㆍ금

김철호

고혈압, 심장질환

수ㆍ금

화

성인심장질환, 혈관노화, 고혈압

금

금

래된 술식임에도 1년 후 정상심박동 회복률이 90%에 달하는 훌륭한 치료법이지만, 정중흉골절개와 심
폐기 운용이 필요한 개심술로서 앞서 언급한 내과적 치료에 비해서는 침습적인 치료로 볼 수 있다. 하지

노인병
내과

만 최근 들어 흉강경을 이용해 좌심방의 폐혈관 입구 절연을 심외막측에서 시행하면서, 좌심방이를 절
제 혹은 폐쇄하는 “미니메이즈 술식”이나 우측에 6-8cm 의 작은 개흉창을 열고 대퇴동정맥 및 경정맥
을 통해 체외순환을 하면서 메이즈 III 술식을 최소침습수술로 시행하는 등 기존 메이즈 수술의 침습성

김광일

소아
송영환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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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계현

성인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심방세동의 혈전색전증 및 사망
관련 예후와 관련된 예후의 위중함과 견주어 수술의 안전성 및 효과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하도록 미국심장학회, 유럽심장학회 및 심장리듬학회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전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가 심장 판막질환이나 관상동맥질환

흉부

으로 심장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발작성인지, 지속성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심방세동에 대

외과

한 메이즈 수술을 같이 시행해주어야 하며 (Class 1, LOE B) 이에 대해서는 좌심방이 폐쇄 및 양심방의
절연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수술을 시행해주는 것이 권고된다 (Class 2A, LOE C). 수술 전에 약물치료
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었던 심방세동 환자가 승모판막 수술과 같이 좌심방
절개가 필요한 심장 수술을 할 경우 메이즈 수술을 시행해줘야 하며(Class 1, LOE B), 심장 수술이 대동
맥판막 수술이나 관상동맥우회로 수술과 같이 좌심방 절개가 필요 없다 할 지라도 메이즈 수술을 같이
시행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Class 2A, LOE B).
동반된 다른 심장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방세동만으로도 수술적 치료
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전 내과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거나 카테터소작술 이후로도 지속되는 지속
성 심방세동으로 환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메이즈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경험이 충분한 센
터에서는 최소침습수술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
고, 항부정맥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수술적 치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메이즈 III 혹은 메이즈 IV 술식을 양심방의 심방세동 유발부위를 모두 소작하는
것이 더욱 권고되며, 특히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막 폐쇄부전이 있거나 좌심방이 4.5cm이상으로 커져
있는 경우에 폐혈관 절연술만 시행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술식이다.

성인 및 소아 심장혈관외과,

임청

외과

하지정맥류, 로봇수술

김준성

성인심장수술,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수술,
심장이식 및 심실보조장치수술

김동중

중환자 진료, ECMO(체외막 산화장치)

장형우

중환자의학, 심혈관외과 중환자 진료

이태승

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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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센터에
서 월, 목 진료

월

소아청소년과에
서 수, 금 진료

목

화C

C : 대동맥질환

수

월

금

수

중환자진료 전담교수
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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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혈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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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적 치료를 통한 심방세동의 치료와 관련하여 불리한 수술전 예후인자들이 알려져 있다. 초음
파상 좌심방의 크기가 60mm 이상으로 크거나, 단순흉부촬영 상 Cardio-thoracic ratio가 60% 이
상으로 심비대가 보이거나, 심전도 상 심방세동의 기저파형이 세밀한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

♥♥후송현황

만, 고령 환자, 좌심방의 크기가 크고, 오래된 부정맥이라고 해서 메이즈 수술의 금기증이 되지는 않

순환기내과에서는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급성심근경색 환자 276명을 의뢰 받았

는다. 좌심방의 크기가 커도 7.5cm 이하에서는 메이즈 수술을 한 환자에서의 정상 심박동 회복 비율

습니다. 그 중 109례의 ST elevation MI 가 있었고, 167례의 Non ST elevation MI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보다 더 높고,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서 시행된 메이즈 수술도 안전하

흉부외과에서는 외부병원에서 의뢰되어 입원한 환자는 총 119명 입니다. 이 중 관상동맥우회술 33례,

다고 알려져 있다.

대동맥수술35례, 판막수술26례, 선청성 심장질환 수술 9례, 기타수술 11례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심방세동 수술적 치료의 효과를 살펴보면, 승모판막치환술과 같이 시행된 경우, 심방세동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혈전색전증의 발생을 줄이고 좌심실구혈율의 상승 및 좌심실, 좌

대동맥박리증 환자(type B) 5명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Hot line 을 적극 이용해 주셔서 보다 나은 치
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심방 비대의 호전이 더 크게 나타남이 밝혀져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수술전에 정상심박동이었던 환
자군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수술 후 정상심박동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 비율도 정상심박
동 환자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임을 보였다.
요약하자면 심방세동의 수술적 치료는 특히 동반된 심장판막 질환 및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경우 동
시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되어야 하며, 동반 심질환이 없는 심방세동이라 하더라도 약물
치료나 내과적 카테터소작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수
술적 치료를 통해 정상 심율동의 회복과 이로 인한 혈전색전증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 하고,
장기 생존과 증상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에 계신 여러 의사분들께서도 이러한 최근의 치료 지침에 대해 주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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