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의 치료

응급실로 빨리!

�

막힌 혈관을 조사하기 위해 혈관 검사를 시행합니다.
�

뇌출혈의 원인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
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뇌졸중의 치료

�
혈관이 막힌 뇌경색의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 초급성기에는 혈전용해치료가 가능
한데 이 치료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약물로 녹이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혈전용해치료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 여러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뇌경색이 악화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혈관이 터진 뇌출혈의 경우, 출혈 부위, 원인,
출혈량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또는 수술 치
료를 합니다. 출혈량이 적으면 흡수될 때까지
내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출혈량이 많거나 혈관 촬영에

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면 고인 피를 뽑아
내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뇌졸중의 치료

�
뇌경색 발생 3시간 이내에 정맥을 통해 혈전용해제를 주사
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 간편하다.
■ 단점 : 뇌혈관의 혈전 외에서 작용하여 출혈 유발 가능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막

힌 뇌혈관을 직접 확인
후 그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혈전용해제를

동맥 혈전용해제 투여 전

투여 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 장점 : 막힌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므로 바로 효과 확인 가능
정맥을 통한 방법보다 효과 우수
■ 단점 :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많아 모든 병원에서 항시 시행되기
어려움

뇌졸중의 치료

�
주사제 : 헤파린
먹는약 : 와파린 (쿠마딘)
뇌경색 원인이 심장질환(특히 심방세동)인 경우,

뇌경색 초기에는 헤파린을 주사하고,
급성기가 지나면 먹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으로 바꾸게 됩니다.
■ 와파린(쿠마딘) :와파린(쿠마딘)은 피가 굳는 것을 방해하여
피를 묽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와파린 복용 시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하여 혈액응고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여 약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
항혈소판제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
뇌졸중의 원인질환을 조절하기 위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등
꾸준한 복용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의 치료

�

뇌에 혈액을 공급
하는 혈관 중 심

하게 좁아져 있
는 경우 수술이
나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풍선확장
스텐트 시술전

스텐트 시술후

술 등을 통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준 후 스텐트라는 장치를 넣어두어 다시 좁아지는 것
을 방지하는 시술로 뇌경색의 발생 또는 재발을 줄여줄 수 있
습니다.

�
혈관조영술로 동맥류(혈관에 꽈리가 형성된 것)의 위치를 찾은 다
음 동맥류 안에 특수한 코일을 집어넣어 동맥류 안의 혈액을 굳

게 하여 신속하게 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졸중의 치료

�
경동맥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뇌경색이 발생한 후 뇌

가 붓거나 뇌압이 오
르면 뇌간의 중요 부
위를 압박하여 생명
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술을 하여 뇌압을 줄일 수 있으
며 압박의 정도를 줄여주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뇌의 바깥에 있는 혈관을 뇌 안쪽에 있는 혈관과 연결해
주는 수술을 하여 뇌 안쪽으로 가는 피의 양을 늘려줍니다.

�
동맥류를 수술을 통해 클립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뇌졸중의 치료

�
■ 새로운 자기공명영상 기술 : 발병 후 9시간까지도 정맥 투여
혈전용해술이 효과를 보임
■ 혈전제거술 : 혈전을 끄집어 내는
기구 이용(미국 FDA 공인)
새로운 혈전용해술들이 현재 임상
연구 중에 있으며 곧 급성 뇌경색
환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
될 전망입니다.

�
부족한 신경계 재생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외부에서 지속적
으로 증식하면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 중입
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진료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및 효
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뇌졸중의 2차 예방

�
■ 항응고제 : 피를 묽게 하는 와파린(쿠마딘)
■ 항혈소판제 :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

뇌졸중의 2차 예방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이
있으면 각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 뇌졸중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
니다.

�
■ 흡연 � 금연
■ 과음 � 절주
■ 기름지고 짜게 먹는 식습관 �

골고루 균형 잡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습관
■ 비만과 운동부족 � 체중조절과 적절한 운동
■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 긍정적 마음가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