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방 세동 (Atrial fibrillation) 

   

심방 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전기신호가 심방의 여러 곳에서 빠르게 발생하여 심방이 균일하게 수축하지 못

하고 무질서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규칙한 전기신호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규칙적

인 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심방 안에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적인 맥박이 만들어져 결과

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어지럽거나 쓰러질 듯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맥박이 매우 불규칙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으며, 여러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방

세동의 발생률은 나이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고혈압, 심근경색 또는 심장수술의 병력, 심장판막질환, 선천

성 심장 기형, 심부전과 같은 기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나 카페인, 담배, 술과 같은 자극에 의해 심방세동이 발현되며, 드물게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심방세동이 나

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쩌다 한번씩 가슴이 뛰었다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발작성 심방 세동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일주일 

이상 심방 세동 상태로 지내게 되는 지속성 심방 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방 세동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증상 정도는 나이, 심장 박동 빠르기, 기저 질환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

며, 종종 증상이 전혀 없어 심방세동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기도 합니다. 피곤함, 무력감은 심방세동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며, 불규칙하고 빠른 심장 박동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증상을 겪기

도 합니다. 심방세동에 의해 심장 수축 기능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숨이 차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 상태에서 장기간 심방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방 안에 혈액

이 저류되어 혈전(피떡)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5배 가량 높으며, 증상이 없더라도 동일한 뇌졸중 위험을 가지므로 

위험도에 따라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 환자가 뇌졸중이 발생하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

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방 세동이 지속되면 심장 기능을 약화시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이 발견되면 환자분의 증상, 동반질환, 심장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심방 세동과 뇌졸중 예방 

심방세동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심장내에 혈전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혈전이 발생하면,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다양한 장기의 혈관을 막을 수 있는데 (색전증), 해당 장기의 혈류를 저하시켜 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중 가

장 치명적인 경우는 혈전이 뇌혈관으로 들어가 뇌졸중 (뇌경색, 중풍)이 발생하는 것이며, 따라서 심방세동이 진

단되면 뇌졸중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도에 따라 항응고제 복용을 추천하며 대표적인 

약으로 비-비타민 K 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 (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과 비타민 

K 길항제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이 있습니다. 이들 약제를 처방하는 목적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추는데 있습니다. 

 

정상 동리듬 전환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1)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화학적 전환술, 2) 전기적 동리듬   

전환술, 3) 전극 도자 절제술이 있습니다. 전기적 동리듬 전환술은 심장에 짧은 전기적 충격을 가해 심방세동을 

정상리듬으로 바꾸는 시술로서, 주로 항부정맥약제에 의한 화학적 전환에 실패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극 도자 절제술 역시 화학적 전환에 실패한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허벅지의 큰 정맥을 통해 카테터라는 관을 

삽입하여 좌심방 및 폐정맥에 접근하고, 좌심방과 폐정맥 경계 부위 조직을 파괴하여 심방세동을 유발시키는   

폐정맥 전기신호가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이상의 치료법들 중에서, 정상리듬으로 전환되는 성공율, 정상 리듬으로 유지되는 유지율, 치료의 편리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자분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이 오래 지속될

수록 치료의 성공율 및 유지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심방세동을 진단받으면 가능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