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

전문가의 진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준 높은 심장 및 혈관 진료. 바로 퀸즈심장병원에 있습니다.

본인의 심장 및
혈관 질환 위험을
알고 계신가요?
퀸즈심장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본인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십시오.

심장마비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심장병 환자 수는 8천만 명이 넘는데
이는 미국인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본인에게 심장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심장병의 위험 요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부 위험 요인은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내과적 치료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의 상태 알기
비만, 흡연자, 당뇨병 환자 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심장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소금, 설탕 함유량이
높은 식사도 위험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가족 병력 알기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까?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55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거나 어머니나

여자 형제가 65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이 있은 경우
본인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미국심장협회에 따르면 아프리카, 멕시코, 인도 등
특정 민족의 경우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족 병력은 바꿀 수 없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정상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등 위험 요인 관리 방법에 대해
NYHQ 의사와 상담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 가능성을
낮추십시오.

NYHQ 의사와 상담하여 위험을 낮추십시오.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심장병의
발병 가능성을 줄이도록 도와드립니다. 커뮤니티나 저희 병원의 의료진과 약속을 잡으시려면
800-282-6684로 전화하시거나 nyhq.org 에서“의사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건강합니까?
의사들은 심혈관 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한 가지 이상 받도록 권장합니다.
신체 검사 시

다음 단계

심장 및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때 중요한
단계는 신체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의 혈액 검사를 통해 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 수치가 140/90 mmHg 이상이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 240 mg/dL
이상이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mg/dL 이상일 경우 심장병, 뇌졸중,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5세 이상의 남성이거나
50세 이상의 여성일 경우 검사 빈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심장병의 특정 징후를 찾기 위해 다음
검사가 활용됩니다.
스트레스 검사 귀하가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는 동안 의사가 활동에 대한 몸의
반응을 모니터링합니다.
초음파 심초음파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문제나 심장 손상을 발견합니다. 혈관
초음파로 말초 혈관계를 검사하여
다리 통증과 같은 특정 증상의 원인을
진단합니다.
CT, MRI 이러한 진단 영상 도구는
심장과 혈관계에 축적된 혈전과 차단
상태를 보여줍니다. 심장마비가 걸린
후에는 이러한 검사가 심각한 정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복부대동맥류(AAA) 검사 초음파를
사용해서 의사는 비대해진 대동맥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파열하여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카테터법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카테터를 삽입한 다음
조영제를 주입하면 차단 상태를 확인하고
심장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령, 성별 또는 위험 요인에 해당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검사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자세한 검사
심장병 증상이 있지만 일반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젊은 나이에
심장병에 걸린 가족이 있을 경우 다음
검사가 권장됩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3 mg/dL를
넘을 경우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염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너무 많을 경우(리터당 10.8마이크로몰
이상) 뇌졸중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십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신생아를 위한
심장 치료
뉴욕퀸즈병원
(NYHQ)은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장 병원으로서
신생아의 심장이
건강한 상태인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신생아 1,000명
중 8명은 선천적
심장병을
타고납니다. NYHQ
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최소
절개법을 사용하여
신생아의 심장병을
치료해 드립니다.
NYHQ에서 치료를
받아 밝은 미래를
갖게 된 환자들의
후기는 nyhq.org/

stories_from_the_
heart.에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을 경우 911에
전화하십시오. 앰뷸런스가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 드립니다. NYHQ는 모든 응급
상황을 24/7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를 갖춘 1급 외상 치료 전문 센터입니다. 이 지역에 몇 곳 밖에
되지 않는 지정 STEMI(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센터이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주 지정
지역 뇌졸중 센터이기도 하여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환자들은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최신
기술과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뉴욕퀸즈병원(NYHQ)에서 심장
및 혈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
뉴욕퀸즈병원(NYHQ)
은 심장학, 중재시술
심장학, 심장 및 흉부
수술, 중재 방사선,
혈관 내 수술, 혈관술
등 통합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NYHQ의 심장 &
의학박사 Gregg Landis 의학박사 Chong Park
혈관 센터는 커뮤니티
의사와 환자를 위한 종합 센터입니다. 더 좋은 치료,
기술, 기법을 찾아 여러 의료 기관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NYHQ 심장과 디렉터이자 심장 카테터
대표인 Chong Park 박사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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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퀸즈심장병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심혈관
전문의들이 힘을 모아 지역 최고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준 높은 치료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후 기능 회복 훈련을 Fresh Meadows에 위치한
심장 건강 센터에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나
심혈관 수술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을 위해 구조적이고
모니터되는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양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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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서비스

뉴욕퀸즈병원(NYHQ) 심혈관 센터는
전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HQ
심흉부 외과 과장인 Samuel Lang
박사는“우리 병원의 고도로 세심한
수술은 다양한 심장 및 폐 질환 등 많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심장 수술(보로우에 존재하는 2개
프로그램 중 하나)
•말
 초 동맥 혈관성형술과 스텐트
삽입술
• 혈관 및 혈관내 수술
• 심장 재활
• 박동조율기와 제세동기 이식
• 심장 카테터 및 스텐트 수술
• 소아심장학
• MRI, CT 촬영 등 정밀 심장 영상
• 부정맥 진단, 모니터링, 치료
(전기생리학)

기법: NYHQ는 요골 카테터와 같은 최신의 의료
기법과 최첨단 수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최신
카테터 기법을 통해 일부 환자들은 사타구니
절개가 아닌 손목의 작은 절개로 쉽게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기술: NYHQ 환자들은 중요한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MRI 안전 박동조율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용 수술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수술실로 환자를 이동시킬 필요 없이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커진다고 NYHQ 혈관 및 혈관내
수술 디렉터이자 외과 부과장인 Gregg Landis 박사는
말합니다.

오늘 예약하세요

심장 검사나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까? 오늘
커뮤니티나 병원에 있는 의사와
예약하십시오. 예약하시려면
800-282-6684로 전화하거나
nyhq.org 에서“의사 검색”
을 클릭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 나를 위한 서비스. nyhq.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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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 동맥 질환의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말초 동맥 질환은 팔다리에 혈관을
공급하는 동맥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축적되어 혈류를 막아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지는 질병입니다. 다리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팔, 머리, 신장, 위로
이어지는 혈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고위험군:
• 50세 이상
• 당뇨병 환자
• 과거 또는 현재 흡연자
고콜레스테롤 또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과거에 혈관 질환, 심장병
또는 뇌졸중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도 위험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증상

기타 증상:
• 부상이 낫지 않거나 더디게
치유됨
• 발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통증이나 한기가 있음
• 한쪽 다리의 온도가 다른 쪽
다리보다 낮음
• 한쪽 다리의 체모와 발톱이
더디게 자람
말초 동맥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말기 단계일 수도 있으니 의사나
NYHQ에 연락하십시오.
“내과적 치료, 최소 침습적 치료
및 전통적인 외과적 치료 등 말초
동맥 질환을 위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Landis 박사는
말합니다.

걷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말초
동맥 질환의 적신호입니다. “대부
분의 환자들이 걸을 때 종아리나
다리에 통증 또는 경련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NYHQ 혈관 및 혈관
내 수술 디렉터 겸 외과 부과장인
Gregg Landis 박사는 말합니다.

NYHQ 지원 그룹에 참여하세요.

심장병 진단을 받았거나 심장 마비를
경험한 경우, 병원의 지원 그룹 Heart
to Heart에서 필요한 정보와 용기를
얻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심장 건강
센터에 718-670-1695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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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아니면
스텐트?
심장이나 혈관 상태,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의사는
수술(혈관을 막고 있는 물질을
제거)이나 스텐트(혈관이
확장되도록 장치를 삽입)
를 권장합니다. NYHQ 심장과
디렉터 겸 심장 카테터 대표인
Chong Park 박사는“두 가지 모두
장점과 위험 요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장 절개술은 혈관 차단물이
여러 가지이거나 스텐트를
하기에 위험한 상태로 판단될
때, 또는 판막 문제나 대동맥
비대증 등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최고의 방법입니다.“세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NYHQ 부정맥술 디렉터인 Charles
Mack 박사는 덧붙입니다. 과체중
또는 저체중, 노인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택 가능한 방안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스텐트는 최소
침습적인 기법으로
삽입되므로
회복이 빠르고
쉽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텐트 시술을 다시
해야 할 수 있고
스텐트를 삽입한
후에도 상태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