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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재활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재활 효과의 상관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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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tion and Its
Effects
Min-Young Jung1, Hye-Ran Choi2, Jung-Min Ahn3,*
Department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2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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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There is no previous study analyzing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CRP) attended and
their effect.
Methods: We reviewed the data of 144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who participated in CRPs and completed the pre- and post-program
evaluation. We collected data on the blood pressure (BP), body composition, maximum consumption of oxygen (VO2 max) by exercise test, and
serum lipid levels. W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program variables and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the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and the differences in the pre- and post-program data. Then, we performed subgroup analysis based on the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1–3, 4–10, 11–15, 16 and more).
Results: All data significantly differed after the program, except for the VO2 max and triglyceride level. On correlation analysis, pre-post changes in body
weight (BW), body mass index (BMI), body fat mass (BFM), and body fat percentage (BFP)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In the subgroup analysis, systolic blood pressure (SBP) and pulse rate (PR)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first group.
Body muscle mass increased while BFM, BFP, total cholesterol, an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decreased in the second group. PR, BW
BMI, BFM, and BFP decreased in the third group. SBP, PR, BFM, and BFP decreased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s increased in the
fourth group.
Conclusion: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fter CRP.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number of CRPs shows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its effects.
Keywords: Cardiac Rehabilitation; Cardiovascular Diseases; Correlation of Data; Body Composition; Cholesterol; Exercise Test

사망자 23,260명 중 CVD 사망자 수가 5,209명, 약 22.4%로 2위를 차

서론

지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및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CVD의 발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CVD)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생률과 유병률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2) 이에 따라 이를 치

질환 및 사망 원인으로 분류된다. 2009년도 미국 사망자료를 분석

료하기 위한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

한 결과, 매일 2,150여명의 미국인이 CVD로 사망하며, 이는 2009년

회술 등의 시술과 수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CVD 사망률의

미국 성인 사망률 중 약 3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도 2013년도 총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치료 후 6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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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년 이내에 재발 및 사망률이 15%–22%이며,3) 심근경색이 재발한

3.5 mL/kg/min이며, 이를 1 MET의 운동 강도로 표기한다. CET상 1

경우 사망률이 60%–85%로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CVD 재발을 감

MET 증가는 약 11%–18%의 CVD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여 강력한

소시키는 것이 전체 사망률 감소와 비용-효과 측면에 있어 매우 중

예후인자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14,15)

BCA는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 Inbody 7.20 Body Composi

요하다.

CVD 위험요소는 연령,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tion Analyzer (Biospace, Seoul, Korea) 기계를 통해 생체 전기 저항 측

운동부족 및 비활동적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이 있으며, 이 중 CVD

정법(bioimpedance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퇴원 후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 교정(life style

2주에서 4 주 이내 이 기계를 통해 체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modification, LSM)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술과 약물 처방을 중

index, BMI), 근육량, 체지방량, 체지방률을 CRP 시행 전 측정하였

시하는 병원 시스템상 LSM은 등한시 되어온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고, 12주 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혈액 검사는 8시간 이상의

최근 의료인들도 LSM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관련 연구들을 진행

공복 상태에서 아침 정맥혈을 채혈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병원의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 을 통해 심장 재활 프로그램(cardiac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시행하였다. 채혈은 퇴원 후 2주에서 4주 이내

rehabilitation program, CRP)이 탄생하였다.

에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12주 후에 시행되었

4)

CRP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며, 고

으며,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 지방(triglyceride,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조절, 금연 교육, 영양학적 상담 및 식

TG),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이요법 교육, 심리사회적 상담 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간 접근 프로

LDL-C ),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그램5-7)으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의 10년 사망률을 46%

cholesterol, HDL-C)을 측정하였다. 혈압은 대상자가 혈압측정 전 적

감소시켰고,8) 심혈관 조영술을 받은 심근경색 환자의 사망률 또한

어도 5분 간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다리는 꼬지 않고 발은 바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9) 또한 운동능력, 이상지질혈증, 비만, 우울

닥에 닿으며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하도록 편한 자세로 하고 카페인

감 및 불안감을 호전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0) 더불어 CRP를 완

이나, 운동, 흡연 등 혈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적어도 혈

료한 환자들이 완료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사망

압측정 30분 전에 중지하도록 하고 소변이 마렵지 않은 상태에서 전

11,12)

률이나 재입원율이 낮았다는 전향적 연구 결과들도 있다.

자식 자동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지만 CRP 참여 유무나 완료 여부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
들은 있으나, 아직까지 참여 횟수와 효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확
인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CVD 환자에서 CRP 참여 및
참여 횟수와 심장 재활 효과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CRP

연구 대상 병원은 CVD로 입원하여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 받은
모든 입원 환자에게 퇴원 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후 CRP 참여 여부를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종
류는 12주를 기준으로 36회(A type), 12회(B type), 3회(C type), 1회(D

방법

type)로 분류되어 있다. 퇴원 후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CET, BCA,
혈액 검사, 안정 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게 되고 12주 후 이를 다시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 연구로, 2009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측정한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은 퇴원 시 처방한 횟수를 모두 완료

일개 대학병원의 CRP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환자 중, 프로그램

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프로그램을 처방 받아 처음 계획보다 더 많

전후로 운동 부하 검사(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CET), 체성분

이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심장 재활의 효과를 타입별로 나

분석(body composition analysis, BCA), 혈액검사, 혈압 및 맥박 측정

누어 비교하지 않고, 실제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을 완료한 144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퇴원 후 2주 간의 안정기가 지나고, 2주에서 4주 사이

CET는 treadmill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breath by

에 CRP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CRP는 1회 참여 시 환자의 기저질환

breath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 산소 섭취량(VO2 max)을 측정하였고,

확인 및 식습관 교정을 위한 영양상담 20분을 시행하고, 미리 CET

자동 혈압 및 맥박 측정기로 운동 중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다.

를 통해 안정 시 맥박, 운동 시 최대 맥박, 운동 지속시간과 최대 운

CET는 운동 장애의 조기 진단 및 환자의 심폐 예비 능력을 측정할

동량을 측정한 후 운동 처방을 받아 그에 따른 준비운동, 본 운동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CET로 측정된 VO2 max는 운동 능력

(걷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운동 포함), 마무리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으로 나타낸다. 즉, 안정 시 VO₂는

운동을 포함하며 총 60분 간의 운동 치료가 진행된다. 그 후 환자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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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금연 교육과 LSM 및 심리사회적 상담, 심장 재활에 대한 상담

결과

을 40분 시행하여, 회당 120분씩 진행하였다.
추가 분석 시 대상자들을 참여 횟수별로 4개의 군으로 나누어 분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석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한 군당 36명씩을 기준으로 같은 참여 횟
수의 참여자들은 하나의 군으로 묶었다. 첫번째 그룹은 46명, 1회에

연구 대상자 144명의 평균 나이는 63.4 세였고, 남성의 비율이

79.9%였다. 평균 프로그램 참여 횟수는 약 11.4회였다(Table 1).

서 3회까지 참여자들이며 평균 참여 횟수는 2.7회였다. 두번째 그룹
은 30명, 4회에서 10회까지 참여한 군이며 평균 참여 횟수는 7.1회였

2. CRP 전후 결과 비교

다. 세번째 그룹은 11회에서 15회까지의 참여자들로 33명이며 평균

전후 비교 결과, VO2 max 및 TG는 둘 다 참여 후 약간 증가하였

참여 횟수는 12.2회였다. 네번째 그룹은 16회에서 46회까지의 참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24, P=0.889).

자 35명이며 평균 참여 횟수는 25.8회였다.

반면 수축기 혈압(P=0.013), 이완기 혈압(P=0.018), 맥박(P<0.001), 체
중(P=0.029), BMI (P=0.026), 체지방량(P<0.001), 체지방률(P<0.001),

TC (P=0.037), LDL-C (P=0.017)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근육량

3. 통계 및 연구 윤리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의학적 특성은 기술 통계 및 빈

(P<0.001) 및 HDL-C (P<0.001)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Table 2).

도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RP가 CVD 환자의 CET 결과, BCA
및 혈액학적 지표에 미치는 효과는 paired t-test로 참여 전과 후를 분

3. CRP 참여 횟수와 전후 결과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석하였다. CRP 참여 횟수에 따른 환자의 CET 결과, BCA 및 혈액학

분석 결과 체중(r=-0.185, P=0.027), BMI (r=-0.192, P=0.022), 체지

적 지표에 미치는 개선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횟
수와 전후 결과 변화(프로그램 후 결과에서 전 결과를 뺀 값)의 상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44)

관관계를 산점도와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서 분석

Variable

Value

하였다. 이후 대상자들을 참여 횟수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어,

Age (y)

기술 통계 분석 및 paired t-test로 전후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

Sex (male)

115 (79.9)

Number of program participation

11.4±9.6

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 (IBM Co., Armonk, NY, USA)을 이

Hypertension

57 (39.6)

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P<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Diabetes mellitus

31 (21.5)

Smoking history

59 (41.0)

Alcohol history

57 (39.6)

간주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학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IRB 과제번호: 2015-0379).

63.4±1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2. Comparison of variables between baseline and post-program (n=144)
Variable
VO2 max (mL/kg/min)

Value
Baseline

Post-program

Mean difference

t

P-value
0.124

24.8±5.9

25.2±5.9

0.42

1.55

SBP (mmHg)

118.0±15.8

114.6±16.0

-3.44

-2.51

0.013

DBP (mmHg)

71.1±10.5

68.8±9.9

-2.28

-2.39

0.018

PR (beat/min)

<0.001

68.15±12.6

63.7±10.4

-4.42

-5.58

Weight (kg)

68.3±10.1

67.9±10.2

-0.40

-2.20

0.029

BMI (kg/m2)

25.0±2.4

24.8±2.4

-0.15

-2.24

0.026

Body muscle mass (kg)

27.3±5.1

27.6±5.2

0.33

3.75

<0.001

Body fat mass (kg)

18.8±4.5

17.9±4.8

-0.91

-5.87

<0.001

Body fat percentage (%)

27.6±5.7

26.3±6.2

-1.29

-6.63

<0.001

TC (mg/dL)

146.2±39.3

139.6±28.8

-6.60

-2.11

0.037

TG (mg/dL)

118.2±64.2

119.0±70.9

0.81

0.13

0.889

HDL-C (mg/dL)

45.9±12.3

48.8±14.2

2.87

3.77

<0.001

LDL-C (mg/dL)

85.2±34.7

78.7±24.1

-6.48

-2.43

0.01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O2 max, maximal oxygen consump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BMI, body mass index;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values are from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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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량(r=-0.197, P=0.018), 체지방률(r=-0.186, P=0.026)의 변화가 참여
횟수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즉, 참여 횟수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pre-post changes in variables (n=144)
Pre-post changes in variables

증가할수록 체중, BMI, 체지방량, 체지방률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r

P-value

0.050

0.555

SBP

-0.021

0.800

DBP

-0.039

0.649

0.022

0.796

Weight

-0.185

0.027

BMI

-0.192

0.022

Body muscle mass

-0.075

0.375

Body fat mass

-0.197

0.018

Body fat percentage

-0.186

0.026

TC

-0.086

0.331

TG

-0.094

0.297

HDL-C

0.131

0.143

LDL-C

-0.100

0.267

VO2 max

(Figure 1).

PR

4. 참여 횟수별로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시행한 분석 결과

3회 이하의 참여자들은 수축기 혈압(P=0.008) 및 맥박(P<0.001)이
감소한 것 외에 유의미한 전후 차이가 없었으나, 4회에서 10회까지의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근육량이 증가(P<0.001)하고 체지방량과 체지방
률이 감소(P=0.019, P=0.001)하며 TC 와 LDL-C이 감소(P=0.036,

P=0.037)하였다. 세번째 그룹에서는 맥박,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
량, 체지방률이 감소(P=0.013, P=0.001, P=0.002, P<0.001, P<0.001)하
였고, 네번째 그룹에서는 수축기 혈압, 맥박, 체지방량, 체지방률이
감소(P=0.045, P=0.048, P=0.003, P=0.001)하고 HDL-C이 증가(P=0.002)
하였다(Table 4).

A

VO2 max, maximal oxygen consump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BMI, body mass index;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re-post changes are calculated from postprogram results - preprogram results.
r and P-values are from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

Weight

Body mass index (BMI)
4.00

2

BMI changes (kg/m )

Weight change (kg)

5.00
2.50
.00
y=-6.94E-3-0.03*x

-2.50

2.00

.00
y=-4.8E-3-0.01*x

-2.00

-5.00
-4.00

Body fat mass

2.50

10
20
30
40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50

0

D

.00
y=-0.66-0.02*x

-2.50
-5.00
-7.50

Body fat percentage change (%)

C
Body fat mass change (kg)

0

10
20
30
40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50

Body fat percentage
2.50
.00
-2.50

y=-1.06-0.02*x

-5.00
-7.50

-10.00
0

10
20
30
40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50

0

10
20
30
40
Program participation (number)

50

Figure 1. Scatter plots between the number of program participation and pre-post changes in variables. *Pre-post changes are calculated from
postprogram results - preprogram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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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5.2

47.9±11.9

133.2±97.6

145.4±31.5

26.3±6.4

17.6±5.0

26.9±4.3

24.5±2.6

66.6±8.9

63.5±11.2

1.32 (0.193)

1.28 (0.208)

1.50 (0.143)

1.26 (0.215)

-1.80 (0.077)

-1.51 (0.138)

1.47 (0.148)

-0.16 (0.873)

-0.21 (0.835)

-4.40
(<0.001)

-1.31 (0.196)

-2.76 (0.008)

Base

Post

136.5±28.7

27.5±5.0

19.5±4.3

28.8±5.9

25.8±1.8

71.5±11.2

66.0±11.8

70.4±8.7

116.7±14.6

24.6±6.1

94.3±43.6

43.0±8.2
80.2±26.7

44.9±10.5

165.0±189.1 119.8±39.9

154.9±50.5

28.8±5.2

20.2±3.8

28.1±5.8

25.7±1.76

71.0±10.5

70.7±18.3

71.2±10.5

112.6±14.8

23.7±6.1

t (P)

-2.19 (0.037)

1.26 (0.218)

-0.96 (0.344)

-2.21 (0.036)

-3.83 (0.01)

-2.48 (0.019)

4.16
(<0.001)

0.91 (0.370)

1.11 (0.276)

-1.97 (0.059)

-0.68 (0.504)

1.39 (0.176)

1.42 (0.166)

Base

84.6±39.0

46.3±11.7

114.9±62.6

144.0±41.0

27.4±5.6

18.0±3.7

26.4±4.9

24.5±2.1

66.1±9.0

64.1±9.3

70.9±11.3

118.5±17.6

24.4±4.9

72.5±20.5

50.8±12.9

109.1±61.2

134.3±26.6

25.5±5.9

16.5±3.7

26.7±5.0

24.1±2.0

65.0±8.4

60.3±8.3

68.4±8.6

113.9±19.3

24.6±5.4

Post

t (P)
0.48 (0.635)

-1.66 (0.109)

1.87 (0.072)

-0.81 (0.427)

-1.42 (0.167)

-4.75
(<0.001)

-5.11
(<0.001)

1.44 (0.159)

-3.48 (0.002)

-3.47 (0.001)

-2.62 (0.013)

-1.02 (0.317)

-1.30 (0.204)

Group 3 (n=33)
Base

86.0±31.9

46.9±14.1

114.7±54.1

149.1±35.9

27.0±6.5

19.0±5.5

28.4±5.8

25.3±2.8

70.4±11.5

68.2±8.7

71.3±10.5

119.3±14.8

24.6±5.4

76.9±22.8

51.5±19.6

106.9±53.1

139.1±26.6

25.8±7.2

18.1±5.5

28.4±5.9

25.0±2.8

69.6±11.4

65.1±9.3

68.0±9.8

113.8±14.0

25.1±5.1

Post

t (P)
1.25 (0.221)

-1.38 (0.180)

3.37 (0.002)

-0.49 (0.627)

1.26 (0.217)

-3,57 (0.001)

-3.18 (0.003)

0.93 (0.359)

-1.90 (0.066)

-1.89 (0.068)

-2.06 (0.048)

-1.80 (0.082)

-2.08 (0.045)

Group 4 (n=3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VO2 max, maximal oxygen consumption;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R, pulse rate; BMI, body mass index;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he range and mean of participation number of subgroups: 1–3 (2.7) in group 1, 4–10 (7.1) in group 2, 11–15 (12.2) in group 3, 16–46 (25.8) in group 4.
P-values are from paired t-test.

46.4±13.1

78.9±22.1

HDL-C (mg/dL)

LDL-C (mg/dL)

114.9±58.5

27.0±5.9

Body fat percentage (%)

140.8±30.5

18.0±4.6

Body fat mass (kg)

TG (mg/dL)

27.3±5.1

Body muscle mass (kg)

TC (mg/dL)

66.6±8.7

24.5±2.4

BMI (kg/m2)

69.3±12.4

PR (beat/min)

t (P)
0.11 (0.912)

Group 2 (n=30)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Weight (kg)

71.0±10.2

68.8±11.7

114.4±16.0

119.8±15.5

SBP (mmHg)

DBP (mmHg)

Post
26.0±6.6

Base

Group 1 (n=46)

25.9±6.8

VO2 max (mL/kg/min)

Variable

Table 4. Comparison of baseline and post-program variables in four subgroups (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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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

고찰

한 참여 강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본 연구는 CVD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CRP에 참여한 환자들

인다.

을 대상으로, 참여 전후의 운동 능력,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표, 안

본 연구에서 이전 연구 결과 10,18)와는 다르게 CRP 참여 전후의

정 시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보고자 시행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

VO2 max는 약간 증가하긴 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여 횟수와 이러한 재활 효과들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

는데, VO2 max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12주 이상의 기간

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RP 참여자들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

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G도 참여 전후로 유의

압, 맥박, 체중 및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TC와 LDL-C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TG는 운동보다는 식이, 특히 검사 전

미하게 감소하고, 근육량과 HDL-C은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1–2일간의 식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체중과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

을 것으로 생각된다.

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subgroup analysis에서도 참여

본 연구는 후향적 관찰연구이므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횟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위험요소들이 교정되는 것이 확인되었

없는 것이 약점이다. 또한 나이, 성별, 기저질환, 운동 종류 및 강도,

다.

처방 약물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들을 교정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

이는 기존에 알려진 CRP의 효과를 재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

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CRP 참여 횟수와 재활 효과

다. 혈압, 맥박, 체중 및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TC와 LDL-C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첫 연구라는

감소 및 근육량과 HDL-C의 상승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점, 그리고 VO2 max라는 객관적이면서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를 활

CVD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

용했다는 것은 강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RP가 참여자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한다.10,16-18)
이미 CRP의 효과가 잘 증명되어 있지만, CRP에 의뢰되거나 실제

맥박, 체중 및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TC와 LDL-C을 유의미하

참여하는 CVD 환자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캐나다

게 감소시키고, 근육량과 HDL-C은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

Ontario 주에서 2011년 및 2012년에 실시한 연구결과 CRP의 적응증

인하였고, 12주의 기간 안에서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체중과

이 되는 3,739명 중 51.8%가 의뢰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30% 이내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 환자만이 CRP에 참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일본은 CRP

추후 CRP 참여 강도와 재활 효과에 대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가

참여율이 전국적으로 4%–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 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참여 강도를

직 CRP 의뢰율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 결과는 없으나, 일본과

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RP의 효과

질환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CRP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며,

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국내 CVD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CRP 참여

현재 CRP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도 적절한 참여 횟수를 유지하도

를 독려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록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9)

20)

21)

또 본 연구는 12주 간의 CRP 참여 기간 동안 참여 횟수가 증가할
수록 체중과 BMI,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한

요약

첫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CRP 참여 여부에 중점을 두었
으나,8) 본 연구를 통해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참여 횟수에도 신경을

연구배경: 심장 재활 프로그램(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 CRP)

써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CRP의 효과, 특히 사망률 변화나 혈

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는 많으나, 아직까지 프로그램

액 검사의 변화를 본 연구 역시 대부분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비교

의 참여 횟수와 재활 효과의 상관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한 연구

하여 얻어진 결과들이거나 참여 전후를 비교하여 확인된 것들이었

는 없었다.

그나마 최근 연구 중 프로그램 완료자와 비완료자를 비교하거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한 대학 병원의

나, 횟수별로 그룹을 나눠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상관

CRP에 참여한 심혈관 질환 환자 중 프로그램 전후의 운동 부하 검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12주 이내

사(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 체성분 분석, 혈액 검사, 혈압 및 맥박

에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체중, 체지방량이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

측정을 완료한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검사

계가 있음을 밝혀, 참여자들에게 더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수 있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검사 결과 개선 정

8,9)

다.

11,12)

관계까지 분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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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을 참여 횟수에 따라

4개의 군(1–3회, 4–10회, 11–15회, 16회 이상)으로 나누어 검사 결과
들을 전후 비교하였다.

결과: 프로그램 전후 비교 결과, 최대 산소 섭취량 및 중성 지방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축기 혈압(SBP), 이완기 혈압,
맥박, 체중, 체질량지수(BMI), 근육량, 체지방량(BFM), 체지방률
(BFP), 총 콜레스테롤(TC),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 저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횟수와 참여 전후 결과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중, BMI, BFM, BFP가 참여 횟수가 증가할수록 유의
미하게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후 4개의 군으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첫번째 그룹에서는 SBP 및 맥박이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고, 두번째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BFM, BFP, TC, LDL-C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세번째 그룹에서는 맥박, 체중, BFM, BFP이
감소하였고 네 번째 그룹에서는 SBP, 맥박, 체지방량, 체지방률이 감
소하고 HDL-C가 증가하였다.

결론: CRP가 참여자의 심혈관 위험요소를 호전시키고, 참여 횟수
가 증가할수록 일부 효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상관 관계
및 전후 비교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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