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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증은 좌심실 수축기능의 손상 여부에 따라 수축능이 저하된 심부전증(heart failure with 

reduced LV systolic function)과 수축능이 보존된 심부전증(heart failure with preserved LV systolic 

function)으로 나뉜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심부전증에서 동반되는 동맥혈관의 변화와 이 

변화가 심부전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1. 수축능이 저하된 심부전증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증에서는 심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 강하도 

일어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신경-호르몬계 활성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른 

혈역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가 병 초기에는 감소된 심박출량과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보상 작용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좌심실 기능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심부전증을 악화시킨다. 신경-호르몬계 활성화 반응은 renin-angiotensin계(RAS)의 활성화, 

vasopressin의 방출 그리고 부신속질 또는 말초혈관에서의 카테콜아민 분비 반응이다.
 

결과적으로 증가된 혈중 카테콜아민에 의한 혈관의 알파1 수용체 자극과 증가된 혈중 

혈관수축 호르몬(angiotensin, vasopressin 등)에 의해 말초혈관에 수축으로 인한 혈관운동 톤의 

증가가 일어난다. 이 외에도 혈관내피세포의 조절 기능이 심부전증에서는 만성적인 말초 

혈류 장애, cytokine의 활성화, 그리고 angiotensin II 증가로 손상되는데 이로 인해 NO 유리는 

감소되고 endothelin1 유리가 증가되면서 혈관수축이 발생한다. RAS의 활성화로 aldosterone이 

증가하고 교감신경 및 혈중 카테콜아민에 의한 신혈관 수축이 일어나면서 신장에서의 

염/수분 정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중심동맥을 포함한 혈관의 혈관벽 및 주위 간질조직의 

부종으로 혈관수축과 관계없이 혈관의 경직도가 증가하게 된다. 

 

2. 수축능이 보존된 심부전증 

 이는 심부전증 중에서 좌심실 구혈률이 45∼55% 이상 보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완

기 심부전증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노년층과 고혈압을 동반한 환자에서 이러한 심부전증

의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증가된 동맥혈관 경직도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  

노년층이나 고혈압에서는 통로동맥(conduit artery)의 탄성섬유(elastic fiber) 조직의 퇴행성 변

화(thining, fracturing)가 나타나 점차 소실되면서 교질(collagen) 조직으로 대체된다. 결과적으

로 동맥의 혈관경직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수축기 혈압이 더욱 증가하면서 맥압

(pulse pressure) 상승이 발생한다. 고혈압에서 초기에는 상승 혈압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로 

통로동맥의 탄성조직이 팽팽하게 늘어나 혈관의 탄성도가 감소하게 되지만 만성적인 혈압 

상승 효과로 혈관벽 세포의 비후나 증식에 의한 혈관벽의 본질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 혈

관경직도가 증가한다. 노년층에서도 통로동맥의 탄성섬유 조직이 소실된 상태에서 고혈압이 



동반될 경우 동맥의 확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혈관벽 긴장도는 더 증가되어 혈관벽의 

퇴행성 변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혈관경직도 증가 현상

은 당뇨나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관찰된다.
 이 밖에도 RAS 작용에 의한 혈관벽구조의 

변화 그리고 혈관내피세포 기능이상에 의한 평활근의 긴장도 증가 등에 의해서도 혈관의 경

직도가 증가하게 된다.  

노년층이나 고혈압에서 나타나는 혈관 경직도 증가는 결국 혈관 후부하의 만성적 증가를 

유발하여 좌심실 비후, 그리고 좌심실 이완능 장애를 초래하여 심부전증 발생시킨다. 또한 

좌심실 이완능 장애에 의한 좌심방 용적 증가는 심방세동과 같은 상심실 부정맥 발생을 

일으키기도 한다. 

 

3. 증가된 혈관 경직도가 심부전증에 미치는 영향 

심실과 동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호 압력과 혈류 생성에 영향을 주는데 

정상에서는 이 둘의 관계가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심박동수나 전부하의 어떠한 변화에서도 

심박출량과 혈압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심장이 최적의 효율적인 일을 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심실과 동맥의 상호 작용을 심실-동맥 결합(ventricular-arterial coupling)이라고 한다. 심실-동맥 

결합 정도는 좌심실의 압력-용적 곡선에서 얻어지는 유효동맥탄성도(effective arterial elastance: 

Ea)와 수축기말 심실탄성도(end-systolic elastance: Ees)를 이용하여 심실-동맥 결합 계수(Ea / 

Ees)로 평가하는데 심실-동맥 결합계수의 정상 범주는 대략 0.7-1.0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범주를 벗어나면 비효율적인 심실-동맥 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축능이 저하된 심부전증에서는 Ees가 감소되고 혈관 경직도 증가로 Ea는 증가된다. 

후부하 증가로 심박출량은 더 감소하고 심실-동맥 결합 계수는 심하게는 4.0까지 

증가하면서 심실-동맥 결합의 효율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수축능이 보존된 심부전증에서는 많은 경우 이미 증가된 혈관 경직도로 Ea가 매우 

상승된 상태이며 Ees도 정상보다 증가한다. 그 결과 심실-동맥 결합 계수는 심하진 않지만 

정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그 결과 비효율적인 심실-동맥 결합이 일어난다. 또한 

이렇게 심실 및 동맥의 탄성도의 증가로 운동 시 전부하가 약간 증가해도 심한 불안정형 

고혈압 그리고 후부하 증가로 인한 심박출량 감소 뿐 아니라 이완기 충만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충만장애 등이 나타나 심한 운동능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축능이 

보존된 심부전증에서는 심부전증 증상이 좌심실 이완능 장애 정도에 비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혈관 경직도 증가로 인한 심실-동맥 결합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심부전증에서 혈관의 변화와 이것이 심부전증에 미치는 영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