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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심근경색후 물리치료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물리치료실 

이정원 

Physical Therapy for Post-Myocardial Infarction 

Lee Jeong-weon, B.H.Sc., R.P.T., O.T.R. 
D앵t. of Physical Therapy,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 

Yonsei University Medical C닝ent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linical physical therapy 

program used at the University of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for the practicing 

university trained physical therapists who may be unfamiliar with patients who have 

suffered a myocardial infarction. The four primary phases of the cardiac physical therapy 

graded exercise program are: lkoronary care unit program (phase 1), 2) general ward 

program (phase II), 3) convalescence program (phase ill), 4) maintenance program (phase 

IV). The exercise prescription defines the exercise intensity, duration, frequency, and mode 

of exercise a after pre- discharge low level graded exercise test(LL-GXT) or symptom 

limited maximum graded exercise test. A typical exercise routine consists of preparation 
W없m-up exercise, therapeutic exercise, cool-down exercise.Physical therapy is involved in 

the acute care and rehabilitation of the patient after a myocardial infarction. Therefore, the 

physical therapist must throughly comprehened the cardiac anatomy, cycle, performance, 
conduction system, pathogenesis, risk factors , and exercise benefits. 

Key Words: Post-myocardial infarctio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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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1768년 런던에서 Wi11iarn에의해 협심중의 임 

상적 증상이 기술되었으며(Harnby， 1979), 오늘 

날 미국에서는 20초에 한명이 심장병으로 사망 

하여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암 

사망율의 2배 이 다(Boyd， 1971). 또한，허 혈성 심 

장질환의 마지막 단계인 급성섬근경색중은 관 

상동액이 완전폐쇄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 

40-50 %가 2시간 이내에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다(Pantridge， 1966). 관상동맥질환 원인의 90 

%는 죽상동맥경화증 때문이다(I양n 과 Gaw파1S피， 

1983) , 주 발병 연령도 고령에서 점차 낮아지 

고 있어 이제 더이상 성인의 퇴행성 질환이 아 

니다(Epstein， 1972). 우리나라에셔도 현대사 

회의 성인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 

는 질환은 섬혈관계 질환이다. 사회가 공업화 

되고 다변화되며 생활의 형태도 서구화 됨에 

따라서 만성적으로 운동량은 감소 되고 

(Heyward, 1984)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며， 동 

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많아져 

(Roe, 1979)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급 

격히 증가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신촌세브란 

스 심장내과 내원 환자의 수를 보면 10배 이상 

중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으로 문제 

가 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방 

법에 있어서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섬근 

경색 발병후 초급성기에 관동맥이나 정맥내로 

혈 전용해 제 투여 (Ganz 둥， 1981)나 경 피 적 관 

동맥확장 성형술(Meyer 둥， 1982)，관상동맥 우 

회로 이식술(Favaloro， 1969)로 재관류를 시도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널리 시도되고 있어 급 

성심근경색중의 사망률은 감소되고 었다. 

심장 물리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들올 위해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하고있 

는 단계적이고 구조화된 섬근경색후 물리치료 

프로그랩을 소개하고져 한다. 

n. 심근경색후 물리치료 

Morris 둥(1953)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 

하여 신체활동을 강조했으며， Reindel1(1960)은 

치료적 운동요법을 개발하고， 1970년대 심장재 

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초기에 

는 섬근경색후 수 주 동안 안정을 치료원칙으 

로 하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규칙적인 유산소 

성 운동은 수축기 및 확장기혈압을 하강시키고 

(Wo1cox 둥， 1982), 체 중감소 및 HDL치 를 상 

승시 키 고(Wood 둥， 1983), 혈 당치 를 저 하시 키 

고(Garcia 퉁， 1974), 혈전용해 활동을 증가시 

키 며 (W피i없n 둥， 1980), 좌심 실 확장 및 심 근 

의 수축력 증가로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Adarns 둥， 1981). 경색후 물리치료를 통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사회로 복귀 시키며， 생활형 

태를 변화시켜 양질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 

1. 관동맥집중감시설 물리치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되어 웅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웅급처치후 관동맥집중치료실(CCU/ 

coronary care unit)에 옮겨져 재관류나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는 처치를 받고 신체증후 

(vital sign)가 안정 되 고 나면 물리 치 료를 시 작 

하게 된다. 

1) 치료시기는 대개 경색후 3일-7일까지이다. 

2)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치료계획을 셜 

r영 하여 능동적으로 치료에 임 하도록 유도한다. 

3) 치료시간은 20분을 넘기지말며， 하루에 

두차례 이상 실시하며， 보호자나 간호사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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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켜 감시하에 운동을 하게 한다. 

4) 운동량은 2 Mets를 넘지 않는다. 
5) 하루에 한 단계씩 올라가며， 완성 하지 

못했을 때는 한 단계 내려간다. 

6) 활리치료전·후에는 혈압과 심박수를 체크 

하고， 치료 중 환자의 중상을 기록한다. 

제 1단계 : 바로 누운자세에서， 편안하게 평 

상시호흡(tidal breathing)과 심호홉을 번갈아 5 

분간 실시하여 충분히 이완시킨다. 사지의 수 

동관절 운동을 각각 5-10회 반복하되， 발목은 

능동적 운동을 가능하면 매 시간마다 하게 한 

다. 다시 호흡운동을 시킨다. 

제 2단계 1단계와 다른 점은 사지의 관절 

운동을 능동적으로 시킨다는 점이다. 

제 3단계 : 2단계를 하되 관절운동시 가벼운 

저항을 준다. 

제 4단계 : 2단계를 앉은 자세에서 한다. 

제 5단계 : 2단계를 선 자세에서 하며， 15미 

터 범위 내에서 결을 수 있는 만큼 걷는다. 

2. 일반병동 물리치료 

집중치료실에서 일반병동(general ward)으로 

옮겨 오면 본격적인 물리치료가 시작된다. 

1) 치료 시기는 대개 경색후 6일 -14일 사이 

로， 퇴원할 때 까지이다. 

2) 체온이 높거나， 다른 활동으로 지쳐 있거 

나， 식후 1시간 이내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 

3) 운동 중에는 호흡을 멈추거나 참지 말고 

정 상적 으로 호흡하도록 한다. 

4) 운동 중에 흉통이나 연관통이 생길 때， 

호흡곤란， 섬한 발한， 휴식시 보다 분당 30회이 

상 빨4지거나 동계를 느낄 때， 메스꺼움， 어지 

러움， 그리고 두통이 생길 때는 치료를 중단하 

고 10--15분 정도 휴식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 

지 않으면 의사에게 알린다. 

5) 운동량은 4 Mets를 넘지 않는다. 
제 6단계: 사지의 관절운동으로 5분 동안 준 

비 (w없m-up)운동을 하고， 30미터 범위 내에서 

결을 수 있는 만큼 걷는다. 그리고 정리 

(cool-down)운동을 5분간 한다. 

제 7단계 :6단계를 하되 걷기를 60미터 범위 

내에서 한다. 

제 8단계: 6단계를 하되 걷기를 901겨터 범위 

내에서 한다. 

제 9단계 : 6단계를 하되 걸을 수 있는 만큼 

걷고， 계단 한층을 난간을 잡고 내려간다. 

제 10단계: 9단계를 하되 계단 두층을 난간 

을 잡고 내려간다. 

제 11단계: 9단계를 하되 계단 한층을 내려 

갔다가 난간을 잡고 올라온다. 

3. 퇴원후 회복기 물리치료 

이 시기는 퇴원 2주후 부터 병원에 주당 

3-5일 내원하여 치료사의 감시하에 단계적인 

물리치료를 8-12주까지 받고， 집에서는 맥박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주어진 보행 프로그램에 따 

라서 지속적 인 보행훈련을 한다. 

환자는 운동 1시간 전에는 식사나 커피， 술， 

담배를 피하고 펀안한 옷을 입으며 운동 후 30 

분 동안은 목욕을 하지 않는다. 

운동시에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유연체조 

(calisthenic exercise)Y- 사지 관절운동을 통해 
서 5-10분 해주어야 한다. 준비운동의 목적은 

필요한 근육에 순환의 증진， 유연성의 향상， 온 

도상승， 잠재적 근골격계의 손상을 줄이고 심 

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리운동을 하지않으면 

증가된 심박수， 증가된 심근 산소요구량， 저혈 

압， 뇌혈류의 감소， 두통이나 어지러움， 실신 

등이 생길 수 있다. 

치료적 운동은 퇴원을 전후하여 운동량 4-5 
Mets 정 도의 ll-GXTOow lev리-graded exeπise 
test)를 통하여 최 대 심 박수를 구한다. 첫 6주는 

최대심박수의 60-70 % 강도로 시간을 15분에 

서 점차 30분까지 늘린다. 그리고 심박수는 휴 

식시 심박수 보다 30회/분 넘지말고， 최고 130 

회/분 이내에서 한다. 다음 6주는 최대심박수 

의 75-85 %까지 높인다. 운통기구는 전동답차 

( treadrnill)나 정지된 자전거를 이용한다. 
퇴원후 집에서의 보행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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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주: 집주변에서 느리게 한번에 약 400 

미터를 하루 두 번 걷는다. 

제 3-4주: 소요시 간 30분으로 1.5 km를 두번 

으로 나누어 걷는다. 

제 5-6주: 소요시 간 40분으로 2.0 km를 두번 

으로 나누어 걷는다. 

제 7-8주: 소요시 간 60분으로 3.0 km를 두번 

으로 나누어 걷는다. 

제 9-10주: 소요시 간 40분으로 3.0 km를 두 

번으로 나누어 걷는다. 

제 11-2주: 소요시 간 60분으로 4.0 km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걷는다. 

4. 퇴원후 유지기 물리치료 

이 시기는 회복기 물리치료를 성공적으로 마 

친사람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경색후 12주 

를 전·후하여， 증상으로 제한된 운동부하검사 

(SL-GXT/symptom lìmited-graded exercise 
test)를 통하여 다시 최대심박수를 구한다. 유 

연체조나 사지관절운동을 통하여 5-10분 동안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한다. 운동빈도는 주당 

3-5회， 운동량은 최대심박수의 70-85% 강도로 

30-40분 동안 한다. 최종목표 운동량은 7- 8 Mets 
이다，운동의 종류는 조깅， 지구력운동， 걷기， 자 

전거타기， 수영， 전동답차 등으로 즐기면서 지 

속적으로 할수 있는 유산소성 운동들이다. 

m. 맺음말 

섬근경색후 단계적 물리치료의 궁극적인 목 

적은 유산소성 운동을 통한-혈중지질의 감소， 

혈중요산의 감소， 고밀도 지단백질의 증가， 측 

부혈행의 개선， 섬유소 용해기전의 강화， 인슐 

린에 대한 말초조직의 민감도 증가， 근조직내 

미토콘드리아 및 호흡효소의 활성도 증가-인 

체의 순환 및 대사기능의 개선으로 허혈성 심 

장질환자의 증세 완화 뿐 만 아니라 휴식시 

및 최대하 운동부하시 심박수감소， 최대성박수 

의 증가， 최대산소 섭취량의 증가， 일회 심박출 

량 및 최대 섬박출량의 증가， 안정시 및 최대 

하 운동부하시 혈압의 감소， 심전도상 ST절의 

저하의 완화동 조기에 신체기능을 회복시켜 조 

기에 사회로 복귀 시킴으로서 그들의 삶이 생 

산적이고 보다 나은 양질의 삶을 영위하게 하 

는 것이다. 

심근경색증은 허혈성심질환의 마지막 단계로 

서 관상동맥이 폐쇄되고 섬근조직이 괴사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경색후 6시간 이전에 

재관류를 시키면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물리 적 재 관류방법 에 는 1978년 Gruntzig에 의 

해서 최초로 시도된 경피적 관동맥 풍선확장 

술， Stent 삽입술， 고속 진동자에 의한 분쇄술， 
면도날에의한 절삭술(atherectomy) , 병변부위 

에 직접 혈전용해제를 분사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Laser로 죽종을 태우는 방법 퉁이 있 

다. 외 과적 인 방법 으로는 1967년 Favaloro 동 
에 의하여 보고된 관상동맥 우회로술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약물요법으로 

Nitrates, ß -blocker, Calcium channel blocker, 
항고혈압제， 항콜레스테롤 제제 둥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협착 재경색이 되고 있어 심장 의료 

팀에게 쉽지않은 숙제로 남겨지고 있다. 

보다 항구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홉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부족， 스트 

레스 둥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관리하 

고， 철저한 식이요법과 단계적이고 개별화된 

운동프로그램을 전문물리치료사의 감독하에 지 

속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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