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질환’이

궁금합니다!

관상동맥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펌프작용을 합니다. 이런 심장의 표면에
위치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움직일 때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관상
동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포함합니다. 협심증은 일시적인 허혈 상태(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약 5분 미
만의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을 말하며 심근경색은 허혈 상태가 지속되어 심근의 손상을 초
래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주된 원인입니다.
혈관은 원래 탄력이 있는 조직이지만 기름기가 쌓이면 탄력을 잃게 되고 딱딱해지는 경향을 가지
기 때문에 동맥이 경화되는 증세, 즉 동맥 경화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출생 시의 혈관은 완전히
매끄럽게 뚫려 있지만, 일생을 통해 기름기 많은 물질이 혈관 벽에 쌓여 점차 혈관이 좁아집니다.
심근경색은 이렇게 혈관 벽에 동맥경화가 진행한 상태에서 피떡(혈전)이 갑자기 들러붙음으로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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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인자
연령,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가족력 등이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
흉통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하면 심장
기능을 저하시켜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 심한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장이 갑자기 정지하기도 하
는 심각한 병입니다.



협심증
협심증의 증상은 주로 가슴의 통증으로 발현하는데, 가슴을 가로 질러 특히 앞가슴 뼈(흉골)
아래 부분에서 압박감, 무거움, 갑갑함, 그리고 통증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종 목, 턱, 팔
등이나 치아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약 15%)에서는 통증 없이 소화불량, 가슴 쓰림,
허약, 땀, 구토 등의 증상을 느끼거나 숨이 차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협심증은 보통 격렬한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나 과식 후에 발생하는 데, 이것
은 필요한 산소량이 좁아진 관상동맥을 통해 부족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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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으로 5분 이내 가라앉으며 휴식을 취하면 완화됩니다. 드물게 15분동안 지속되기도 합
니다.


심근경색증의 증상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협심증의 증상과 그 양상이 차이는 없으나 협심증의 경우보다 통증의
강도가 높고 30분이상 지속되면서 안정을 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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