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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과 운동

효과적인 체중 조절 팁

자주하는 질문

    운동은 아침, 저녁 중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운동효과를 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의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기만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나요?

      약간 힘들 정도의 운동이 심혈관  

질환의 예방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을 할 수 없다면 

걷는 운동을 하는 편이 안 하는 것

보다는 더 낫습니다.  

AM

PM

AM

PM

AM

PM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AM

PM

    활동적인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덜 생깁니다.

 
    운동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예방효과가 큽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운동을 하면 

즐거운 일을 보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을 유지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A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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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면 

❶  몸무게 조절

❷  우울증예방과 자신감회복

❸  신체 근육과 뼈 강화

❹  혈관 노화방지

❺  대사 증후군, 당뇨병 예방

❻  고혈압, 동맥경화예방

❼  건강한 수면유도

❽  즐겁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영위

AM

PM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가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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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동 수칙 

AM

PM

    운동을 생활화 합니다.

    운동의 강도는 천천히 올립니다.

        2~3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속해야 운동 효과가 있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만이라면 감량목표를 정합니다.

운동 전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혈압과 맥박은 정상인지요?

    호흡곤란이나 흉통은 없는지요?                                                                                        

    심혈관 질환 또는 당뇨병 환자는 

    의사와 상의합니다.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을지 

    의사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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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운동 수칙 
나에게 맞는 운동 고르기

AM

PM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오랜 기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요?

    나의 심장상태에 안전한 운동인가요?

    운동 중 사고의 위험은 없는가요?

    가족이나 친구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A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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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압                                             

160/100mmHg이상이면 고혈압치료부터 

시작 

 맥박                                            

1분에 100회 이상이거나 불규칙하면    

의사와 상의합니다.

 날씨                                              

더운 날씨에는 아침저녁 시원할 때 운동

하여 탈수나 일사병을 예방합니다.                         

겨울에는 낮에 해가 있을 때 운동합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시 혈압증가나 

심장병 악화 위험이 있습니다.)

  전신적인 컨디션에 맞게, 남과 경쟁  

하는 운동은 삼가합니다. 

운동직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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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순서

운동의 순서

준비운동

5~10분

맨손체조,

스트레칭

본운동

20~40분

유산소운동

걷기,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타기 등

정리운동

5~10분

맨손체조,

스트레칭

준비운동으로 긴장되어 있는 몸을 풀어서 운동 중에 다치는 것을 예방합

니다.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으로 맥박과 혈압이 일상 상태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합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5~10분간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으로 하지만   

운동의 종류에 따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걷기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직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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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운동횟수와 시간

 ●   중간세기의 에어로빅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30분씩   

주 5회) 또는 격렬한 운동을 일주일에 75분(25분씩   

주 3회) 이상 합니다.

 ●   일주일에 2번 30분씩 근력강화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

니다. 

 ●   하루 여러 번 나누어 운동 하여도 효과는 비슷하나 

   한번에 10분 이상 지속합니다.

 ●   몸 상태에 따라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운동 강도를 올립니다. 

 ●   최소 3~6개월 운동을 지속해야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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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운동 강도

    적절한 운동의 강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같은 운동도 연습이 되어 

있으면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느껴집니다.

    운동 중 몸에 약간 땀이 나는 정도 또는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몇 

마디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이 적절합니다.

    운동중의 심장 박동이 최대 심박수의 60%정도로 올라가는 운동이 

적절합니다. 

최대 심박수(220-본인나이) X 0.6 = 운동시 적정 심박수

A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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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할 때   

날씨와 관련된 안전 팁

겨울

    동상예방 : 장갑, 모자, 양말, 

                   귀마개, 두툼한 양말을 준비합니다.

    두꺼운 옷보다 얇은 옷 여러 개를 입습니다.

    면 속옷은 땀이 나면 젖으므로 주의합니다.

    땀을 외부로 방출하는 재질의 의복을 사용합니다.

    겨울에도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합니다.

AM

PM

AM

PM

“기온에 적절한 의복이 필요합니다” 

여름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합니다.

    한낮의 운동은 금지합니다.

    헐렁한 밝은 빛의 의상을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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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보세요!

 ●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말아야 합니다.

  ●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사와 약속한 듯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봅니다.

  ●   자가용대신 전철, 버스, 걷기를 이용합니다.

  ●   일하는 중간 틈 날 때 10분씩 걸어봅니다.

  ●     층계는 걸어 올라가 봅니다.

  ●   1주일 2번 30분 일찍 일어나 봅니다.

  ●   재미없으면 새로운 운동이나 매일 다른 운동을 

    시도해 봅니다.

  ●   마음에 맞는 친구와 운동합니다.

  ●   친구들과의 사교모임을 운동하는 

    모임으로 바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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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심장을 위한 

운동의  

종류
스트레칭 운동(stretching)

균형증진 운동(balance)

유산소 운동(aerobic 운동)

근력강화 운동(strengthen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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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 준비운동 시에는 매번 스트레칭 운동을 합니다.

● 천천히 부드럽게하고, 반동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한 동작을 최소 10~15초간 유지하며 3~5회 반복합니다.

●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깁니다.

● 호흡은 참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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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스트레칭

   벽을 바라보고 서서 발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양손을 벽에 짚습니다.

    양손을 벽에 댄 채로 머리 위까지 최대한 높이 올린 자세에서 

10~30초 유지하고, 한 손으로 천천히 벽을 짚으며 팔을 내립니다.

   3~5회 반복하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운동하세요. 

손을 최대한 높이 올린 
자세에서 10~30초 
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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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근육 스트레칭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양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립니다.

       약간의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최대한 벌린 상태에서 10~30초   

유지합니다.

       3~5회 반복합니다.

AM

PM

AM

PM

양팔을 천천히
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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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근육 스트레칭 1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목과 등을 곧게 하고 앞으로 몸을 천천히 구부립니다.

       완전히 구부리면, 목에 힘을 빼고, 턱을 목에 붙이고 양 손을 양쪽    

정강이 밑을 가볍게 잡습니다.

       등이 당겨지는 느낌이 올 때까지 최대한 구부린 상태에서 10~30초 

유지합니다.

       3~5회 반복합니다.

AM

PM

앞으로 몸을 천천히
구부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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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PM

등근육 스트레칭 2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다리를 고정하고 허리를 돌려 머리, 윗몸과 양팔을 모두 최대한 왼쪽

으로 돌립니다. 

       최대한 돌린 상태에서 10~30초 유지합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며, 3~5회 반복합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3~5회 반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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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허벅지 스트레칭

       잘 넘어지지 않는 무거운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 뒤에 편안히 서서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고, 왼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서 왼손으로 발을 잡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뒤로 당겨 허벅지 근육을 당깁니다.

       10~30초 유지하고, 3~5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왼손으로 왼쪽 발을
잡으세요!

A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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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 스트레칭

       팔 길이만큼 벽에서 떨어져서 손을 벽에 대고, 벽 앞에 섭니다.

       오른쪽 발을 한발 앞으로 내밀고, 양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상태를 유지

하면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종아리 근육에 약간의 불편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릎을 구부린 후 

10~3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3~5회 반복합니다.

AM

PM

무릎을 구부린 후 
10~30초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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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골절을 예방합니다.

균형증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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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로 서기

         넘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의자가 필요합니다.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똑바로 서서, 한쪽 발을 들어 구부리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10~15회 반복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합니다.

AM

PM

다리를 구부린 후
10초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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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 걷기 1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서서, 한발의 뒤꿈치가 반대쪽 발의 바로 앞에 

놓이도록 하여 일자로 걷습니다.

         최소 20발자국을 흔들리지 않고 걷도록 노력합니다.

AM

PM

일자로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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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로 걷기 2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일자로 걸을 때, 한 쪽 발을 1초간 드는 동작을 

첨가하여 걷습니다.

         20 걸음을 반복하고 반대편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합니다. 

AM

PM
AM

PM

한 쪽 발을 1초간 드는 
동작을 첨가하여

걸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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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 운동
●   고지혈증, 고혈압의 개선 효과와 심장기능을 호전시켜, 

심장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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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세기의 심한 운동

           빠르게 걷기, 댄스, 어린이와 운동하기, 강아지 운동시키기, 

　  정원 가꾸기, 느린 수영이나 자전거타기

AM

PM

AM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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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운동

           뛰기, 빠르게 자전거 타기나 수영, 에어로빅 운동, 축구, 농구 등의 

구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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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저항에 대한 근육운동입니다.

●   근육양이 증가되고 체형이 좋아집니다.

●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   근력강화 운동의 종류

    핸드그립운동, 팔굽혀 펴기, 아령운동, 철봉 매달리기, 역도운동

근력강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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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쥐기

    테니스공과 같은 말랑한 공을 천천히, 최대한 강하게 손에 쥐고,     

3~5초간 유지합니다.

    천천히, 손에 힘을 뺍니다.

    10~1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운동합니다.

AM

PM

최대한 강하게 공을 
쥐고, 3~5초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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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 들기

           가벼운 아령을 양손에 들고 똑바로 섭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 팔을 구부려 아령을 듭니다. 

           1초간 멈춘 후,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양 팔을 내립니다.

           10~15회 반복합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10~15회 반복합니다.

AM

PM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 팔을 구부려 
아령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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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밀기

           팔 길이보다 약간 더 멀리 벽에서 떨어져서 양손을 벽에 대고 기대어    

섭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팔을 구부려 상체를 벽에 기댑니다.

           1초간 멈춘 후,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 팔을 펴서 처음 위치로 돌아   

옵니다.

           10~15회 반복합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10~15회 반복합니다.

AM

PM

팔을 구부려
상체를 벽에 기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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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펴기

           등을 기대고 의자에 똑바로 앉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곧게 폅니다. 

           발가락이 천장을 가리키도록 발등을 위로 구부린 상태로 1초간 멈춥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다리를 구부려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10~1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AM

PM

발등을 위로 구부린
상태로 1초간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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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참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픕니다.

         어지럽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발목이 붓거나, 운동 후 이전에 없던 불편함이 생깁니다.

AM

PM

운동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의사와 즉시 상의하세요!

위와 같은 증상이 없어도 심부전, 협심증, 고혈압 환자는 

운동 전에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 몸 이상 시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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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과 운동

“같은 질환이라도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운동 전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운동은 고혈압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160/100mmHg 이상의 고혈압은 약물치료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 

•에어로빅 운동을 권장합니다. 

•  무거운 것을 드는 역도 운동 (특히 숨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은 혈압을   

갑자기 올리므로 피합니다. 

심부전  

•  일상적인 활동에도 숨이 찬 경우가 아니면 활동량을 올리고 운동을 함으로 

심혈관 기능이 좋아집니다.  

•  우선 간단한 집안일이나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하여, 생활에서 운동량을 

올리도록 노력합니다.

•  2~3주의 간격으로 운동강도를 올립니다.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증

•  심장혈관 질환 환자에서도 운동을 함으로서 활동능력이 올라가고 직업  

으로의  복귀율이 높아집니다.

•  안정된 협심증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으면 운동을 지속합니다.

•  급성기를 지난 심근경색증에서도 퇴원 1~2주 후 부터 활동량을 늘리기   

시작하여, 심장상태에 따라 운동의 강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  증상이 없는 경우 최대 심박 수의 60%정도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강도로   

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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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5일간 호흡곤란이 심해진 심부전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조절되지 않은 심한 당뇨병 

         운동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상태

         운동하면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할 때 

         서있거나 간단한 집안일 또는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거나    

협심증 증상이 발생할 때

운동 전, 반드시 병의 치료가 우선인 경우
or 운동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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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체중 조절 팁은?

체중을 줄이려면 우선 식사 양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방 체중 0.45kg = 3500kcal 이므로 

     하루 열량을 500칼로리 줄이면 1주일에 0.45kg의 체중을 줄입니다.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하는 것이 요요현상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운동해도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근육양이 

     늘어나면 체형이 좋아지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식사량으로 건강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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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종류 몸무게 60kg 70kg 80kg

걷기 (3.2km/시간) 167 195 222

걷기 (5.6km/시간) 258 301 344

요가 150 174 200

아쿠아 330 386 440

자전거 타기 240 281 320

골프 258 301 344

등산 360 421 480

근력강화 운동 (웨이트) 300 351 400

수영 347 405 462

테니스 480 561 640

계단오르기 348 408 464

달리기 (8km/시간) 498 582 664

달리기 (13km/시간) 707 827 942

운동종류와 몸무게에 따른 소비열량
(1시간 운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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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궁금합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유산소 운동 중에 자전거 타기나  

물속에서 걷는 운동은 무릎관절에 

체중의 부담이 적어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도 운동이 되나요?

    마사지는 근육이 뭉친 곳을 풀어주지만, 운동효과는 없습니다.

AM

PM

AM

PM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