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및가족을위한교육소책자심혈관센터편
ISBN 978-89-964055-1-1 03510
http://www.dgccvc.or.kr



심장병



검사
바로알기

Contents

04

06

08

09

10

12

13

14

15

만화로보는심근경색증의진단

심전도검사

24시간보행심전도검사 (홀터검사)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심전도검사

핵의학스캔검사

심근효소검사

심장컴퓨터단층촬영 (CT) 검사

관상동맥조영술



만화로보는 심근경색증의진단

경북대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장병검사바로알기 04  05

서화 은정수



01

경북대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심전도는피부에전극을붙인후심장의전기적흐름을도면으로그린것입니다.

심전도검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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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우심방상부에발전소가있어서심장의전기를생산하고여러분지를

통해심방과심실에골고루전기를전달해심장을수축시킵니다.

■심전도검사를통해서당장응급치료가필요한심근경색증을쉽게알수

있지만, 협심증의경우에는심한협착이있더라도심전도검사에는정상

소견을보이는경우가많으므로심전도검사만으로협심증을진단하는데

주의를요합니다. 

동방결절

심방근육

방실결절

히스속

각분지

퍼긴제섬유

심실근육

P T
U

ORS

활동전위

심장내전도로와활동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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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4시간 보행 심전도검사 (홀터 검사)란 24시간 동안 작은심전도기계를

부착하여검사하는방법을말합니다.

■따로입원할필요없이외래시행가능한검사입니다.

■밤이나새벽에흉통이있는협심증환자에게도움이됩니다.

■특히, 부정맥을진단하는데큰도움이됩니다.

24시간보행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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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초음파검사는초음파를이용하여심장의모양, 두께, 크기, 기능, 대동맥

의크기, 판막의구조와기능을간단하게평가하는검사방법입니다.

■심초음파 검사로 급성 심근경색증, 판막 질환, 심근염, 근육병증, 선천성

심질환, 감염성심내막염, 대동맥박리등의진단이가능합니다.

■약물을이용한특수심초음파검사를시행하면협심증의진단도가능합니다.

심장초음파검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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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동부하심전도검사는트레드밀검사라고도부릅니다.

■환자의가슴에심전도전극을부착시키고트레드밀기계위에서

운동을 시키면서협심증을진단하는방법입니다.

■운동을시키는이유는운동시에흉통을동반한심전도의변화를

보기위해서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환자의치료후운동능력평가나예후의판정에도

유용합니다.

■관절통이나허리통증이있어보행이힘든환자들에게는시행할수

없습니다.

운동부하심전도검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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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하심전도검사전

운동부하심전도검사후이상소견

운동부하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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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여협심증과심근경색증을진단하는방법입니다.

■보행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고 협심증의 정도를 수치로 확인

할수있습니다.

■협심증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근 생존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 관상 동맥 중재 시술이 필요한 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관상동맥질환환자의예후를평가하는데도이용됩니다.

협심증으로진단된환자의핵의학스캔검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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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심근경색증환자는심근효소가혈액으로빠져나오기때문에혈액검사로

심근경색증을진단합니다.

■심근경색의초기에는심근효소치가상승하지않기때문에일정한시간을

두고반복적으로혈액검사가이루어집니다.

■심근경색증이외에도심근염, 심막염, 폐부종에도증가할수있습니다.

심근효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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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는조영제를이용하여심장의관상동맥의

협착여부및심근괴사여부를알아보는검사입니다.

■최근해상도를높인심장단층촬영검사가가능해져외래에서관상동맥의

협착여부를진단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따라서는위양성 (실제로는병이없는데병이있다고나옴)

의가능성도있으므로확진을위해서는관상동맥조영술이필요합니다.

심장컴퓨터단층촬영 (CT)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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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관상동맥조영술

심장병검사바로알기 14  15

■관상동맥조영술은조영제라는약물을관상동맥안에주입하여관상동맥의

막힌부위와심한정도를정확히찾아내는검사입니다.

■손목이나허벅지의동맥을국소마취하여천자한뒤도자를(2-3mm굵기의

플라스틱관) 관상동맥에삽입하여조영제를주입한후사진을찍습니다.

대퇴동맥천자

손목동맥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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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관상동맥

좌측관상동맥

카테터

관상동맥조영술의과정

■관상 동맥 질환의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위해필수적으로시행해야하는검사입니다.

■관상 동맥 조영술 후 0.01% - 0.1% 에서 심근 경색증, 뇌졸중, 조영제

과민반응이생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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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등심장질환과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등선행질환을총칭합니다.

담배는반드시끊습니다.

술은하루에 1~2잔이하로줄입니다. 

음식은싱겁게골고루먹고, 채소와생선을충분히섭취합니다.

가능한한매일 30분이상적절한운동을합니다.

적정체중과허리둘레를유지합니다.

스트레스를줄이고, 즐거운마음으로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측정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꾸준히치료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응급증상을숙지하고
발생즉시병원에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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