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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과 혈액 성분이 동맥에 쌓이면 동맥벽이 굳어지며 탄력이 떨어져 

약해지거나 혈관 내강이 좁아지거나 막힌다. 처음에는 동맥의 안쪽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혈소판이 부착하면서 그 부위에 지방이 침착하거나 세포 증식이 일어나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된다. 만약 동맥 경화가 심장의 관상동맥에 일어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동맥에 일어나면 뇌경색이 된다. 혈액이 가지 않는 부위에는 통증, 무감각, 

감각이상, 마비 등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므로 미리 예방해야 한다. 

■ 만사혈통! 무엇을 관리할까?

평소 손발이 차거나 저리고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혈액순환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신호다. 또한, 동맥경화는 흡연을 하거나 

고지혈증·당뇨·고혈압·만성염증을 앓고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1)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요! - 홍국 

콜레스테롤은 혈액 안에 있는 단백질과 만나서 돌아다니는데 결합정도에 따라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고밀도지단백(HDL) 등으로 나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체 요구량보다 많을 경우 

파수꾼(마크로파지)이 공격한다. LDL과 파수꾼이 서로 합쳐지면서 플러그(혈전)가 

생기고 덩어리가 계속 많아지며, 더욱 커질 경우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진다. 이때 홍국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여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혈관 관리도 중요해요! - 콜라겐, 비타민C, 마그네슘, 코엔자임Q10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이 올 수 있다. 이런 탄력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콜라겐의 역할이며,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와 함께 콜라겐 형성을 돕는다. 또한 마그네슘도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코엔자임Q10도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건강에 

도움이 된다. 

3) 혈전도 같이 관리해요! - 나토키나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소판과 응집되면 혈전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 몸 안에 

생긴 혈전이 걱정이라면,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 나토키나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토키나제는 청국장과 낫또에 많이 들어있다.   

추울수록 동맥경화를 조심하세요!

혈액 순환은 건강의 기본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와 산소·에너지를 몸 구석 

구석에 공급하고, 생명활동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면, 혈류가 느려지고 에너지와 

노폐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 동맥은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나르는 혈관을 말한다. 추울수록 조심해야 하는 동맥경화는 동맥벽이 

굳어지며 혈관이 좁아지는 병증이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겨울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관리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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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예방법

① 입속 세균을 관리한다. 

② 트랜스 지방의 섭취를 삼가라. 

③ 비만은 동맥경화의 배경이다. 

④ 지방간도 조심!

⑤ 담배를 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