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부전이란?
만성 심부전은 심장 근육이 약화되어 정상적인 펌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병을 잘 관리하고 의료 팀과 협조를 해 나갈 경우,
증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피할 수 있으며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 증세
만성 심부전의 일반적 증세로는 호흡 곤란, 피로, 체중 증가, 발목 및/혹은 복부 부종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거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의사나 심부전 간호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심부전 관리 방법
귀하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 귀하에게는 여러 가지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의사나 심부전 간호사 혹은 약사에게 알리십시오.
2. 수분 균형 점검 및 관리. 이는 매일 체중을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관리하며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처방에 따라 약품 (이뇨제)을 복용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3. 장기적 생활 습관 변경. 흡연을 금하고, 카페인 음료 및 주류를 제한하며, 건강 식품을 즐겨
먹고, 신체 활동을 하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또한 질환을 관리하고 차후 병원 입원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특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걱정이나 슬픔 혹은
‘가라 앉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슬프고 비참한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성 심부전을 가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일상 생활에 대한 조언과 의료 처치가 필요한 때를 알려주는 action plans는
뒷면에 있습니다.
Heart Foundation의‘Living well with chronic heart failure’이라는 책자에는 만성 심부전과 이 질환
관리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증상 억제 및 수분 균형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만성 심부전을 가진 사람이 종종 문의하는 질문 몇 가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또한 질환과 치료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의료 팀과의 상의를 안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자를 한 부 구입하시려면 Heart Foundation에 1300 36 27 87 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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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부전
Chronic Heart Failure

만성 심부전 ‘Action Plan’
주: 의료 팀과 함께 귀하의 개별적인 action plan 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 팀은 심부전의 심각성, 귀하가 가진 기타 건강 문제 및 귀하가 선호하는 치료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

• 체중 확인 및 기록
• 의사가 권장하는 대로 수분 섭취 및 염분 섭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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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을 처방에 따라 복용.
• 신체적 활동.
• 필요할 경우 의료 지원 요청 (아래 참조).

아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사나 심부전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 지난 이틀 동안 체중이 2kg 이상 줄거나 증가
•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숨 가쁨이 더 심해짐
• 심장이 매우 빨리 박동함
• 심한 현기증을 느끼거나 실신함
• 협심증이 악화
• 발목, 다리 혹은 복부에 부종이 커짐
• 기침이 악화 (특히 야간에)
• 평상시보다 대체로 더 피곤하거나 슬퍼짐

협심증이
있을 경우:

•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합니다.
• 휴식만으로 신속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진정되지 않을 경우,
협심증 약을 복용합니다.
• 협심증이 5분 이내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협심증 약을 한
번 더 복용합니다.

* 휴대폰으로 000번이
연결되지 않으면, 112
번으로 시도하십시오.

• 협심증이 휴식 및 약을 복용한 지 10분 이내에 완전히
진정되지 않거나, 혹은 심하거나, 혹은 급격하게
악화된다면, 이는 응급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번호 000으로 연락하여* 앰뷸런스를
요청하십시오. 전화를 끊어서는 안됩니다. 000
요원으로부터 조언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사항의 경우 000*로 연락하여 앰뷸런스를 요청하십시오.
• 갑작스럽게 숨이 심하게 가빠짐 • 새로 ‘블랙아웃 (실신)’ 을 경험함
* 휴대폰으로 000번이 연결되지 않으면, 112번으로 시도하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the source of this action plan—the Heart Foundation booklet ‘Living well with chronic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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