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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개발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조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

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문헌고찰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검색을 통해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9명의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토콜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 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고찰 및 가이드라인 검색을 통해 4편의 가이드라인과 22편의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프로토콜 연구, 무작위 대조 연구 문헌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

다. 핵심 구성 요소는 조기 운동 금기증, 운동 전 환자 사정, 운동 중재, 운동 중 

모니터링, 운동 중단 기준 총 5개로,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CVI)는 1으로 나타났다.

2. 도출된 5개 항목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적용 기준’ 및 ‘권고 사항’을 

추가하여, 7개 영역을 바탕으로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다. 프로토콜 초안의 

CVI는 평균 0.92 였으나, 운동 중재 영역의 CVI가 0.56 으로 이에 대한 전문가 집

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수정 및 보완 하였다. 

3. 수정된 프로토콜 초안은 적용 기준, 제외 기준,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모니터

링, 중단 기준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적용 기준은 프로토콜의 대상자 및 목

적, 시작 시기로 구성되며, 제외 기준은 당일 프로토콜 적용을 제외해야 하는 환

자 상태를 제시한다.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영역은 운동 전 준비사항, 운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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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사정 및 중재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모니터링은 운동 시 모니터링 항목 및 

간격을 포함한다. 중단기준은 운동 중 환자 상태 변화 시, 운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수정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의 내용 타

당도 지수는 0.89 로 나타났다. 

4. 수정된 프로토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토콜을 완성하였다. 최종 프로토콜은 적용 기준, 제외 기준, 환자 사정 및 운

동 중재, 모니터링, 중단기준 5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러 연구를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임상실무에서

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조기 운동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임상상황

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조기 운동 시행을 촉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심장 수술 후 여러 이유로 중환자실 재실 기

간이 연장되는 환자의 기능 감소를 완화하고, 회복을 촉진하여 환자 결과 개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되는 말 : 심장수술, 조기운동,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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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 심장재단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장 수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판막질환과 관상동맥질환 등 후천성 심장혈관질환의 수술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심장재단, 

2020). 이는 수술 및 마취기법의 발전으로 인한 입원 기간의 단축과, 평균수명의 증

가로 80 대 노인 환자들도 수술 및 재수술을 기피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다. 심장 

수술 대상자의 고령 및 재수술 여부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

소 중 하나이며(Smetana, Lawrence, & Cornell, 2006), 심장 수술 시 선호되는 정중

흉골 절개술, 심근 및 뇌 보호를 위한 저체온 기법,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시 내흉동맥 박리, 심폐기 사용 등의 수술 기법은 심장 

수술 후 폐 합병증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Cahalin, LaPier, & Shaw, 

2011; Wynne & Botti, 2004). 또한 심장 수술 후 심폐 보조기구 적용, 통증, 흉관 등

으로 인한 침상 안정은 부동으로 인한 이차적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은 사망률 및 입원기간 증가의 주 원인이자, 삶의 질을 감소시키

고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임이 알려져 있다(Ball, Costantino, & Pelosi, 

2016; Dubb et al., 2016; Noss et al., 2018; Nydahl et al., 2014; Papaspyros, 

Uppal, Khan, Paul, & O’Regan, 2008). 이로 인해 심장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수술 

후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ERAS) Society는 수술 전, 중, 후 각 단계마다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early mobilization)을 수술 후 

단계의 필수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Engelman et al., 2019). 또한 미국 심폐재활협

회(American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and Pulmonary Rehabilitation)와 미국 

대학 스포츠 의학회(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도 심장 수술 후 침

상 안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운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2 -

(de Macedo et al., 2011; Mampuya, 2012).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early mobilization)이란 수술 후부터 시작하여 입원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운동성 및 이동성을 늘려가는 단계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침상 

머리 높이기, 옆으로 돌기, 관절가동범위 운동(range of motion, ROM), 침상 옆 걸터

앉기(dangling), 제자리 걷기, 침상에서 의자로 이동하기(transferring from the bed 

to the chair), 침상에서 일어나 걷기(ambulation), 계단오르기 등으로 구성된다

(Freeman & Maley, 2013; Vollman, 2013).

  심장 수술 환자에서 적당한 강도의 조기운동은 호흡기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퇴원 

시 환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킨다(Santos, Ricci, Suster, Paisani, & Chiavegato, 

2017). 특히 관상동맥 우회술 후 조기운동은 환자의 호흡기능 회복을 촉진하며

(Bertolini Matheus et al., 2012; Moradian, Najafloo, Mahmoudi, & Ghiasi, 2017), 

심장의 자율신경계 기능 회복 및 심근 손상 후 좌심실 리모델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Mendes et al., 2010; Zhang et al., 2016). 이는 심장 수

술 후 심폐기능 회복을 위해 조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처방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국

내 연구 결과에서도, 심장 수술 후 1-3 일 내에 운동을 시행한 환자들의 기능 회복 

속도가 향상됨이 확인되었다(김세윤, 오재근, 윤정호, & 김영주,2012; 하이경 & 정연

이, 2011).

  이같이 심장 수술 후 조기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에서 

여전히 조기운동은 잘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ntela, Lisboa, 

Forgiarini-Júnior, & Friedman, 2018; Jolley, Regan-Baggs, Dickson, & Hough, 

2014; Nydahl et al., 2014). 조기운동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환자의 과한 

진정 수준, 다학제간 협력과 리더의 부재, 업무 부담, 인력 부족, 장비 부족, 중요성

에 대한 인식 부족, 변화에 대한 저항성, 조직 문화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근거에 기반한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다(Dubb et al., 

2016; Goddard et al., 2018; Jolley et al., 2014; Noss et al., 2018).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결과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중환자실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 조기운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심장 수술 환자

의 혈역학적 불안정, 심폐 보조기기의 적용, 모니터링 카테터 및 배액관 등 심장 수

술 환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심장 수술 

후 회복과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국내 심장재활 임상 진료 지침에서는 심장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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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 포함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완료된 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Kim et al., 2019).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심장 수술 후 운동 프로그

램에 대한 연구도 중환자실에서 퇴실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김세윤 외, 

2012; 하이경 & 정연이, 2011; 홍수인, 최원호, & 윤정호, 2014). 중환자실에서 시행

되는 조기 운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있으나,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선현

우, 2017), 폐 이식 환자(Song et al., 2018),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Lee 

et al., 2015)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재실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심장 수술 후 심장 기능 회복 시 까지 심혈관계 보조 장비를 적용하는 환자들은 중

환자실 재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침상 안정으로 인한 이차적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다

(Freeman & Maley, 2013). 또한 수술 기법의 발전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의 

심장 수술 환자의 증가 및 두 번 이상의 개흉술을 받는 환자의 증가는, 수술 후 혈역

학적 불안정, 인공호흡기 이탈 지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중환자실 재실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수가 증가함을 의

미한다(Hein et al., 2006; Turnan, McCarthy, March, Najafi, & Ivankovich, 1992). 

이에 따라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부터 침상 안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

고, 환자의 기능 수준을 유지하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 운동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국내외의 중환자 조기

운동 및 심장 재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중환자실에서의 심장 수술 환자를 위한 조

기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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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에게 조기 운동 중재를 시

행하기 위해 지침이 되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한다.

2) 개발된 프로토콜 초안의 타당도를 평가한다.

3)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최종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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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심장 수술

  이론적 정의: 심장 수술 이란 심장을 열어서 심장 내부 질환을 외과적으로 교정해

주는 수술을 의미하며, 심장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이나 상행 대동맥과 같은 심장 주위 

혈관에 대한 수술도 포함하여 지칭한다(김원곤 & 노준량, 1996).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정중 흉골 절개술(sternotomy) 및 늑간 절개술

(thoracotomy)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판막 수술, 미로 수술(Maze op), 선

천성 심기형 교정술, 심장 점액종 제거술, 뿐만 아니라 상행 및 하행 대동맥 치환술 

까지 포함한다.

2) 조기 운동

  이론적 정의: 조기 운동은 개인의 건강 기능을 최적화 하고 장애를 줄이기 위해 환

자에게 적용되는 재활의 한 유형으로, 환자의 운동성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움직임을 시작 및 보조하는 활동으로 중환자실 입실 후 

72시간 이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Bein et al., 2015; Devlin et al., 2018).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중환자실 퇴실 시 까지, 

심장 수술 후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절 가동범위 운동 및 근력 

유지 운동 등 단계적으로 가동성을 증가시키는 활동에 침상 내 호흡 운동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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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조기 운동의 중요성과 

종류를 살펴보고, 조기 운동 수행의 방해요인과 해결 방안을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

하고자 한다. 

1.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조기 운동(early mobilization)은 수술 후 혹은 침상 안정 후 가능 한 일찍 시작하

여 부동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결과를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의 한 유형으

로, 침상 내 자세 변화(positioning), 옆으로 돌기(side to side in bed), 관절 가동

범위 운동(passive or active range of motion), 침상 걸터앉기(dangling, sitting 

edge of bed), 침상 옆 휠체어로 옮겨 앉기(transfer bed to chair), 서기

(standing), 제자리 걷기(marching on spot), 걷기(ambulation) 등이 있다(Amidei, 

2012; Hodgson et al., 2014).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운동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

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근거 기반 전략으로 활

용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조기 운동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의 증가로 이어졌다(Freeman & Maley, 

2013; Kress & Hall, 2014; Pashikanti & Von Ah, 2012). 

  심장 수술 시의 체외순환심폐기(cardiopulmonary bypass, CPB) 사용, 흉부 내 침습

적 조작, 심근 손상 등은 심장 자율신경계 기능 및 전신적 염증반응 등과 같은 생리

적 매커니즘을 변화시킨다. 생리 기능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용이하게 하고 혈역학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는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기계 환

기를 적용하고 침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료였다(Ball et al., 2016; 

Hawkes, Dhileepan, & Foxcroft, 2003; Mendes et al., 2010).

  하지만 체외순환심폐기사용,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적용 및 흉강 내 삽입된 배액관은 

심장 수술 후 호흡근 약화 및 환기 능력 감소를 유발하여 호흡 부전, 저산소혈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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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 흉막 삼출, 기흉,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합병증이 수술 후 3 일내에 흔하게 

나타나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침상 안정 및 부동 상태의 지속은 이러한 호흡기 

관련 합병증 발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사망률과 중환자실 재실 기간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됨이 메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Ball et al., 2016; 

He et al., 2014; Bertolini Matheus et al., 2012; Mendes et al., 2010; 

Winkelmann, Dallazen, Bronzatti, Lorenzoni, & Windmoller, 2015). 또한 심장 수술

로 인한 스트레스는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체내 호르몬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단백질 

이화 작용을 촉진시켜 근 소실을 유발한다. 이러한 근 소실은 수술 후 48시간 내에 

가속화 되어 근력 감소로 나타나고, 이는 중환자실 재실 기간 증가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노인 집단에서는 근력 감소에 따른 기능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Bloch et al., 2013; Freeman & Maley, 2013; Iida, Yamazaki, Kawabe, Usui, & 

Yamada, 2014; Puthucheary et al., 2013). 이 외에도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침상 안정 및 부동 상태의 지속은 욕창 발생 위험 증가, 입원 기간 연장, 퇴원 후 삶

의 질 감소, 섬망 발생 가능성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Needham, 2008; Papaspyros et 

al., 2008; Pashikanti & Von Ah, 2012; Wright, Williams, Riley, Marshall, & Tan, 

2002). 

  이와 같은 심장 수술 후 침상 안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으로 조기 운동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입원기간 단축, 호흡기 합병증 발생률 감소,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단축 및 노인 환자에서 취약한 섬망 발생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는 내⋅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에게 조기 운동을 시행할 때 기대

되는 결과와 일치한다(Adler & Malone, 2012). 심장 수술 후 환자의 신체 활동 정도

와 재원 기간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Abeles, Kwasnicki, Pettengell, 

Murphy, & Darzi, 2017), 심장 수술 후 환자의 개별 운동 횟수의 증가는 수술 후 재

원 기간 단축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Miwa et al., 2017). 또한, 심장 

수술 후 다음날부터 조기운동을 시작한 집단이 수술 후 3일 후에 운동을 시작한 집단

에 비해 호흡기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산소포화도가 높게 나타났다(Moradian et 

al.,2017).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기 

운동을 수행한 집단에서 수술 후 섬망(delirium) 및 혼돈(confusion)증상 발생률이 

낮았으며(P=0.008), 퇴원 시 요양병원보다 자택으로 귀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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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Nakamura, Nakamura, Niina, & Kojima, 2010). 심장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제거

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조기 운동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환

자실 재실 기간, 병원 재원 기간 모두 유의하게 단축되었다(Dong et al., 2016).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효과적인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조기 운동 시작 시점

과 중재내용이 연구마다 다양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기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가에 대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Santos et al.,2017). 하지만 문헌 고찰 결과 조

기 운동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생리적 기능을 개선시

키고,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며, 환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등 침상 안정에 비해 유

익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연령에 관계없이 수술 

후 회복에 있어 긍정적이고 안전한 중재이며, 심장 수술 후 환자의 혈역학적 문제, 

섬망 등 다양한 이유로 인공호흡기 제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조기 운동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운동은 크게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한 호흡

기능 증진 운동(respiratory exercise)과 심폐기능 개선 및 부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

향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 운동(mobiliz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는 침습적 모니터링 장치 및 배액관, 통증 등

으로 인해 침상 안정을 유지하며, 이로 인해 신체를 움직여야 하는 운동보다는 호흡 

운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호흡 운동의 목적은 객담 배출을 증진시키

고, 호흡근을 강화 하며, 환기 능력과 폐 용적을 증진 및 유지시키는 것으로, 기침, 

심호흡 운동, 유발성 폐활량계(incentive spirometry), 호흡근 강화 운동

(inspiratory muscle training, IMT), 간헐적인 양압 호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유발성 폐활량계가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Jang, Shin, & Shin, 2019; 

Overend et al., 2010; Pasquina & Walder, 2003; Smetana, 2009). 

  하지만 관상동맥 우회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호흡기 합병증 예방 중재에 대한 체계

적 문헌 고찰연구에서 유발성 폐활량계가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

를 확인할 수 없었다(Freitas, Soares, Cardoso, & Atallah, 2012). 미국 호흡기 치

료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AARC)의 임상실무 지침에서도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객담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발성 폐활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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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독 적용 보다는, 기침, 심호흡 운동, 조기 운동(early mobilization)과 같이 적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trickland et al., 2013). 그 외 호흡근 강화운동(IMT), 

간헐적 양압 환기 등의 호흡 운동도 신체 운동(mobilization)과 같이 수행 될 때 수

술 후 약해진 호흡근 및 환기용적의 회복속도가 유의하게 증진됨이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에서 관찰되었다(Barros et al., 2010; 

Bertolini Matheus et al., 2012; Stein et al., 2009).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

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55개의 임상 연구와 30개의 비 임상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 다양한 호흡 재활 운동의 효과를 검

증하는 무작위 대조 연구들 간의 결과는 서로 상충되었으나, 조기 운동이 환자의 기

능을 개선하고, 중환자실 재실 기간 및 병원 재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

인되었다(Stiller, 2013). 이처럼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운동은 호흡 

운동만으로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하며, 호흡운동과 신체 운동

(mobilization)을 함께 수행할 때 보다 유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장 수술 후 심장의 회복 및 침상 안정에 따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시작 시점도 중요하다. 중환자 재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조기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 현장에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수술 후 1-2 일 이내에 인공기도 제거 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심장 

재활 물리치료사의 90%가 수술 후 다음 날 부터 조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보고하였다

(Santos et al., 2017; Westerdahl & Moller, 2010). 심장 수술 후 48시간 내에 근 

소실이 나타나므로 이 기간 내에 골격근을 보존하기 위한 조기 운동이 요구됨을 고려

할 때(Iida et al., 2014), 심장 수술 후 24-48 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야 하

는 환자들도 수술 후 48시간 이내 조기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Bein et al., 2015; Devlin et al., 2018; Dong et al., 2016). 

  심장 수술을 받지 않은 심근 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근 손상 후 운동 시작 

시점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심근 경색 후 7일 이내에 운동 훈련 시작 시 좌심

실 리모델링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 정도가 감소하여 4주 

후에 운동 훈련 시작 시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Zhang et al., 2016). 

이 결과는 심장 수술 후 심장의 기능 회복 및 리모델링을 위해 적절한 시기 내에 운

동 훈련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장수술 후 조기 운동이 필요함을 뒷받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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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호흡기 합병증 예방, 재원 기간 감소에 유익

한 효과가 있으나, 아직까지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운

동 종류에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 내에 시작하는 조기 운동은 환자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과 해결전략

  조기 운동의 이점에 대한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대다수의 중환자실에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미국 내 중환자실 500 곳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

과 조기운동이 시행되고 있는 중환자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Bakhru, Wiebe, 

McWilliams, Spuhler, & Schweickert, 2015). 이는 조기운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 방

해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환자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이 중 심장 수술 후 환자에서 나타나는 방해요

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규모의 중환자실에서 조기 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기 운동 수행의 방해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인력문제, 업무량 증가, 환자의 불안정한 활력징후, 탈관 위험성, 과도한 진정 수준, 

의료진의 상해 위험성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확인되었다(Anekwe et al., 2019; 

Fontela, Forgiarini Jr, & Friedman, 2018; Jolley et al., 2014; Westerdahl & 

Moller, 2010; Winkelman & Peereboom, 2010).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중환자실 재

활을 선도하는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조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의료진 20 명을 대상으로 조기 운동 시행 시 방해요인에 대한에 인터

뷰 결과, 응답자의 80%가 업무량 증가를 주요 방해요인으로 꼽았으며 65%는 환자 안

전 문제를 방해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Eakin, Ugbah, Arnautovic, Parker, & 

Needham, 2015). 

  조기 운동의 주요 방해요인이자 중단요인 중 하나인 환자 안전문제는 환자에게 직

접적 및 간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조기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주의를 요

하는 항목이다. 중환자실 내 조기 운동의 안전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한 체계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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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고찰 연구결과, 총 22,351 건의 진행과정에서 583건(2.6%)의 안전사고가 확인되었

다. 이 중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산소 포화도 및 혈역학적 변화, 체내 카테터의 기능 

오류 및 탈관, 낙상으로, 혈압 증감 및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혈역학적 변화가 1000

명당 3.8명, 산소 포화도 감소가 1000 명당 1.9 명(C.I 0.9–4.3)으로 조기 운동을 시

행한 집단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낙상은 11건(0.07%), 기관 내

관 탈관은 2건(0.01%), 혈관 내 삽입된 카테터의 탈관 또는 기능장애는 35건(0.2%)으

로 절대적인 사건 발생 횟수가 적었으며, 조기운동 중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기존 중

환자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조기 운동을 시행하지 않아도 중환자실에서 안전사고가 일정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것

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내에서의 조기 운동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지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Nydahl et al., 2017). 

  조기 운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기 운동이 보

류 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국제 다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호흡기 적용중인 환자를 

운동시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

험을 최소화 하면서 조기 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기 운동 전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신호등 형태

를 기반으로 한 안전 기준을 합의 후 제시하였다(Hodgson et al., 2014). 

  조기 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는 심장 수술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조기 운동이 심근 수축장애, 체액 불균형, 자

율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하여 순환계 안전성(circulatory homeostasis)을 해칠 수 있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연구를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운동은 혈역학

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나, 휴식 시 이러한 혈역학적 변화는 안전하게 회복됨이 확

인되었다. 스위스 연구진들이 심장 수술 다음 날 부터 조기 운동을 시행한 환자 53명

을 대상으로 운동 전, 중, 후 혈역학적 변수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기 운동 시 

젖산 수치가 증가하고,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는 7.4% 감소하였으며(p=0.0022), 

34%의 환자에서 혈압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은 운동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운동 종료 후 혈역학적 변수들은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

(Cassina, Putzu, Santambrogio, Villa, & Licker, 2016; Coleman et al., 2019). 또

한 심장 수술 후 주로 사용되는 승압제인 norepinephrine을 0.05mcg/kg/min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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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으로 투여 받는 환자들이 조기 운동을 수행 시, 87%의 환자에서 활력징후가 안

전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으며 심박동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01) 활동 전

후 평균 동맥압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Nievera, Fick, & Harris, 2017). 이처럼, 

조기 운동 시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운동 중단 또는 휴식은 

조기 운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역학적 변화 외, 심장 수술 기법 중 하나인 정중흉골절개술도 운동을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심장 수술 후 운동이 흉골 합병증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운동 제한이 흉골 불안정성 및 종격동 염의 위험을 감소

시킬 것이라는 임상 가정 하에 흉골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수술 직후부터 6-12주

간 상지 운동을 제한하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률적인 운동 제

한은 오히려, 흉골 결합 조직의 회복 및 수술 후 생리적 기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Cahalin et al., 2011). Katijjahbe 등(2018)이 심장 수술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지 움직임을 장려한 집단과, 최대 6

주 까지 상지 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신체 기

능, 통증, 운동 장애,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흉골 합병증 발

생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정중흉골절개술 후 수술 초기 측위로

의 체위 변경과 흉골 합병증 발생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체위 변경과 흉골 

합병증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강영애, 배수진, & 송치은, 2016). 

이러한 결과들은 심장 수술 후 흉골 보호를 목적으로 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저해하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행하는 조기 운동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기 운동 수행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조기 운동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조기 운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는 질환의 중증도, 혈역학적 불안정, 호흡기

계 불안정, 통증, 비만, 깊은 진정 수준, 섬망, 환자의 피로, 모니터 장치, 폐동맥 

카테터, 기관 내관, 대퇴부 카테터, 투석 등 의료장비 적용, 배액관, 제한된 의료 인

력, 제한된 시간, 조기 운동 프로토콜 및 프로그램의 부재, 재활 보조 장비 부족, 조

기운동의 이점과 안전성에 대한 지식 부족, 조기운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 기존 실무

의 변화에 대한 저항, 다른 처치들과 비교 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의료진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 부족, 역할 및 책임감, 조기 운동에 적합한 환자 선별 지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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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중재 제공자들의 스트레스 및 부상 위험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환자 관련 요인, 구조적 요인, 중환자실 문화적 요인, 

절차 관련 요인 혹은 환자의 생리/심리적 요인, 안전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 동기

와 신념, 환경적 요인과 같이 4-5개로 범주화 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각 범주별로 극

복 전략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통증 조절 및 충분한 수면 유도, 환자에게 동

기와 목표 부여, 안전 가이드라인 구비, 조기 운동이 환자에게 유익하다는 믿음, 조

기 운동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 의료진의 실무 변화에 대한 순응, 다학제간 협력, 자

료 공유, 조기 운동 프로토콜이나 전담 팀의 구성 등이 범국가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서 조기 운동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다(Dubb et al., 2016; Eakin et al., 2015; 

Goddard et al., 2018; Nydahl et al., 2017; Parry et al., 2017). 특히 Dubb 등

(2016)은 조기 운동 대상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기 운동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의 진정 수준을 낮추고, 조기 운동을 시작 및 중단 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포함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수행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임

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기 운동 수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 프로토콜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기 운동 프로토콜이 있는 중환자실이 운동 프로토콜이 없는 

중환자실에 비해 조기 운동을 시행하는 경우가 2.34 배 더 많았으며(Bakhru et al., 

2015; Hanekom, Louw, & Coetzee, 2013),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조기 운동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p≤0.05), 환자의 의식수준을 

사정한 Glasgow Coma Scale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P≤.05), 침대가 의자 자세로 

변형이 가능한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수행이 촉진됨이 확인되었다

(Winkelman & Peereboom, 2010). 이처럼 프로토콜은 조기 운동의 방해요인인 인력 문

제, 장비 부족 등의 변수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어, 조기 운동 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이 필요하다(Pashikanti & Von 

Ah, 2012).

  문헌 고찰 결과,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심장 수술 환자의 

고령화 및 두 번 이상의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 수의 증가는 심장 수술 후 합병증 발

생률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합병증 발생 시 환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조기 운동이 필요하나, 혈역학적 불안정성, 통증, 심폐 보조기기 및 탈관 위험

성 등의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인력 문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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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장에서 조기 운동 수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조기 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에 적용 가능한 프로토콜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심장 수술 후 환자의 혈역학적 불안전성을 고려하여 환자 상태를 

사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운동을 중단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

된 프로토콜은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을 촉진시켜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 감소 

등 환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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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장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조기 운동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

발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환자의 조기 운동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로, 연

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고찰을 통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 요소 

도출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조기 운동 수행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

발하기 위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에 대한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문헌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 후,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

를 시행하였다.

① 문헌 검색

  심장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운동을 적용한 문헌 중 체계적 문

헌고찰 연구와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 무작위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검색하였

다.

  가이드라인 검색을 위해 국외 검색엔진으로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CG),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Scottish Intercollegiate 



- 16 -

Guidelines Network(SIGN), Cochrane library, Joanna Briggs Institute(JBI),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 Austral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Canad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를, 국내 검색엔진으로 진료지침정보센터(KoMGI)를 

이용하였다.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과 관련된 기존 가이드라

인이 없어,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운동 및 심장 재활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 검색

하였다. 

  국외 검색엔진으로 PubMed, Embase, CINAHL, Cochrane library, Scopus 를 사용

하였으며, 주요 용어는 PICO에 따라서 ‘cardiac surgery’, ‘ambulation’, 

‘mobilization’, ‘mobility’, ‘exercise’, ‘physiotherapy’, ‘cardiac 

rehabilitation’, ‘early’를 AND 와 OR 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은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4U)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심장 

수술’, ‘조기운동’, ‘조기이상’, ‘조기재활’을 주요용어로 검색하였다. 

  문헌 검색 시 ‘2000년 1월부터 2020년 1월 까지’의 연구로 검색을 제한하였으

며,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제한하였다. 인간 대상 연구가 아닌 경우, 원문을 구

할 수 없는 문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아닌 경우, 조기 운동과 직접 관련

이 없는 문헌, 수술 전 중재 관련 문헌, 무작위 대조 연구 및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나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 문헌이 아닌 경우의 문헌들은 제외하였다. 

② 도출된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핵심 구성 요소를 도출 후 해당 요소가 프로토콜 항목으로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3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흉부외과 

중환자실 경력 10 년 이상 간호사 4인, 물리치료사 1인 총 9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각 항목별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써 Content Validity 

Index(CVI)를 도출하였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비고란에 자가 기술하게 

하였다. CVI 값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1점), 적절하지 않다(2점), 적절하다(3

점), 매우 적절하다(4점)’ 까지 항목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

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Lynn (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CVI 0.8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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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각 항목별 값(item-level 

content validity index; I-CVI)이 0.8 미만인 경우 해당 요소를 제외 혹은 수정

하였으며, 기타 비고란에 기술된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기존 문헌 검토 내용

을 바탕으로 수용가능한지를 평가하여 프로토콜 내 포함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였

다.

2)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개발

  핵심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체계적 문헌 고찰 연

구와, 프로토콜 연구, 무작위 대조 연구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종합, 분석하여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을 개발하였

다.

 

3) 프로토콜 초안의 전문가 타당도 평가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내용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각 항목

별 값(I-CVI)이 0.8 미만인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 혹은 수정하였으며 필요시 전

문가와 개별 토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타 비고란에 기술된 의견에 대해

서는 연구자가 기존 문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가능한지를 평가하여 프로토

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다.

4) 최종 프로토콜 개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연구자와 간

호대학 교수 2명 및 흉부외과 교수 1명의 토론을 거쳐 내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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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 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 후[과제번호:2020-0614], 간호

부, 흉부외과 중환자실, 재활의학팀 중간관리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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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문헌 고찰을 통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 요소 선정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프로토콜 연구, 무작위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시행하여 프로토콜

에 포함하고자 하는 핵심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 

 1)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문헌 고찰 결과

   ①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 검색

  국내외 가이드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을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심장 수술 후 환자에 초점을 맞춘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은 부재하여, 심장 재활 가이드라인과 중환자실 내 조기 운동 가

이드라인으로 확장 검색 하였다. 검색결과 중환자실 조기 운동 및 재활 가이드라

인으로는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에서 1개,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에서 3개,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에서 2개,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2개, 

Austral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에서 1개, 심장재활과 관련된 가이드라

인으로는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에서 5개,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에서 1개, Joanna Briggs 

Institute(JBI)에서 1개, 진료지침 정보센터(KoMGI)에서 1개, Cochrane Library와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에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검색

된 문헌 17개 중 영어 및 한국어가 아닌 것, 임상과 관련도가 적은 것, 외래 환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 3개의 가이드라인

과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중환자실 실무 지침을 포함하여 총 4개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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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1차 선정하였다.

   ② 문헌 검색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 요소를 도출하

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프로토콜 연구, 무작위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문

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1편, 프로토콜 연구 4편, 무작위 대

조 연구 15 편이 1차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논문들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중복되지 않는 문헌을 검색한 결과,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1편, 

무작위 대조 연구 1 편이 추가로 선정되어 총 22편이 선정되었다. 국내 문헌은 개

심술 후 조기 운동 프로그램 적용 연구 1편이 검색 되었으나 중환자실 퇴실 후 환

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외되었다.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최종 선정된 문헌은 총 26개였으며, 가이드라인 4편, 체

계적 문헌고찰 연구 2편, 프로토콜 연구 4편, 무작위 대조 연구 16 편이 최종 선

정되었다.[부록 2]

  2)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핵심 구성 요소 도출

  최종 선정된 문헌들은 부록3.과 같다. 선정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심장 수술 후 

환자의 조기 운동 프로토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구성 요소를 추출 하였으며, 금

기사항, 안전한 조기 운동 시작을 위한 환자 사정, 운동 중재, 모니터링, 중단 기

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문헌 고찰 결과 확인된 구성 요소와 각 하위 항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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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SR Protocol R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Contraindication
Age ○ ○ ○

Surgical contraindication ○ ○ ○ ○ ○ ○ ○ ○ ○ ○ ○ ○ ○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devices ○ ○ ○ ○ ○ ○ ○ ○ ○ ○ ○

Neurological contraindication ○ ○ ○ ○ ○ ○ ○ ○ ○

lines, catheters & drains ○ ○ ○ ○

Tracheostomy within 24 
hours ○ ○

Infusion of neuromuscular 
blokade ○ ○

Sternal instability ○ ○

2. Patient assessment
Neurological status ○ ○ ○ ○ ○ ○ ○ ○ ○ ○ ○ ○ ○ ○ ○ ○ ○ ○

Hemodynamic stbility ○ ○ ○ ○ ○ ○ ○ ○ ○ ○ ○ ○ ○ ○ ○ ○ ○

Respiratoy pattern ○ ○ ○ ○ ○ ○ ○ ○ ○ ○ ○ ○ ○

Metabolic acidosis ○ ○

Motor disturbance ○ ○ ○ ○ ○ ○

Pain ○ ○ ○ ○ ○ ○

Clinical symptoms ○ ○ ○

DVT/PE ○ ○ ○ ○

Body weight/BMI ○ ○ ○

3. Mobilization intervention
Respiratory exercise ○ ○ ○ ○ ○ ○ ○ ○ ○ ○ ○ ○

In bed mobilization ○ ○ ○ ○ ○ ○ ○ ○ ○ ○ ○ ○ ○ ○ ○ ○ ○ ○

Out of bed mobilization ○ ○ ○ ○ ○ ○ ○ ○ ○ ○ ○ ○ ○ ○ ○ ○ ○ ○ ○ ○ ○

In bed cycling ○ ○ ○

Climbing stairs ○ ○

Patient education ○ ○ ○ ○ ○ ○ ○

4. Monitoring
Hemodynamic stability ○ ○ ○ ○ ○ ○ ○ ○

Respiratory pattern ○ ○ ○ ○ ○ ○ ○ ○ ○ ○

Stability of lines, catheters 
& drains

○

Pain ○ ○

Clinical symptoms ○ ○ ○ ○ ○

5. Discontinuation of mobilization
Hemodynamic stability ○ ○ ○ ○ ○

Respiratory pattern ○ ○ ○ ○ ○ ○ ○

Level of consciousness ○

Clinical symptoms ○ ○ ○ ○ ○

Bleeding ○

Fall ○ ○

Pain ○ ○

Catheter dislocation or 
malf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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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s of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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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금기 사항

  문헌 고찰 결과 조기 운동이 금기 되는 상황으로 추출 된 목록을 연구자가 대상

자의 나이, 수술 적 금기사항, 심폐 보조기기 관련 금기 사항, 신경학적 금기 사

항, 카테터 및 배액관, 24시간 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신경근 차단 약물 

및 흉골 불안정으로 분류하였으며, 추출 된 목록 중‘척추 수술 및 불안전성’은 

심장 수술과 관련이 적어 제외하였고, 심한 대동맥 판막 폐쇄증 및 24 시간 내 급

성 심근 경색 항목은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므

로 제외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2개의 문헌에서 70세, 80세로 제한하고 있으며(Table 1.의 문헌 

번호: 13,26), 1개의 프로토콜 문헌에서는 99 세까지 허용하였다(7). 수술 적 금

기사항에는 개복상태(open abdomen) 및 개흉상태(open sternum) 인 경우(2,4), 활

동성 출혈이 있는 경우(2,3,4,7,9,10,11,16,24,15)를 조기 운동이 제한되는 항목

으로 분류하였고, 체외막산소화장치(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이하 

ECMO)(7), 심실 보조 장치(ventricular assist device, 이하 VAD)(4,7), 대동맥내

풍선펌프(intra-aortic balloon pump, 이하IABP)(3,4,7,10,16,17,20,22), 일시적 

인공심박동기(temporary pacemaker, 이하 TPM)를 적용 중으로 조기 운동을 금하는 

경우(4,16,20,21,22)는 심폐 보조기기 관련 금기사항으로 분류하였다. 문헌에 명

시 된 항목 중 뇌압 상승 상태 및 활동성 발작이 있는 경우는 신경학적 금기 사항

으로(2,3,4,10,23), 폐동맥압 측정 카테터, 대퇴부에 삽입된 카테터, 뇌척수액 배

액관과 같은 카테터 및 배액관으로 조기 운동이 금지 되는 경우(1,4,10,22)는 카

테터 및 배액관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 신경근 차단제를 주입 중인 경우 약물 항

목으로 분류하였으며, 24시간 이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심장 수술 환자의 

특성 상 흉골이 불안정 한 경우 조기 운동을 금하는 연구가 있어 이를 기타로 분

류하였다(10).

  문헌 고찰 결과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 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운동을 제한하는 

연구와 시행하는 연구가 모두 있었으며, 대퇴부 카테터가 있는 경우 조기 운동을 

제한하는 문헌과 대퇴 정맥 카테터의 경우에는 조기 운동을 허용하는 연구가 있었

다(1). 이처럼 미국 중환자의학회는 제시된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조기 운동이 시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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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자 사정

  문헌 고찰 결과 안전한 조기 운동을 시행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환자 사정 

영역이 확인 되었으며, 모든 가이드라인과 여러 연구에서 운동 시작 전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학적 상태의 안정성을 사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혈관계 사정 

항목에는 혈압, 심박동수, 부정맥 유무, 승압제 사용 유무가 포함되었으며, 호흡

기계 사정 항목에는 호흡수, 산소포화도, 인공호흡기 FiO2 및 PEEP, 인공호흡기와

의 동조성(synchrony) 여부가 포함되었고, 신경학적 상태에는 의식 수준, 섬망 여

부, 흥분 상태 여부가 포함되었다. 또한 수술 전 운동 장애의 유무에 대한 사정

(15,19,23,24,26), 대사성 산증 여부(4.10), 통증 사정(2.3.10.17.19), 최근 발생

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이하 DVT)과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이하 PE) 여부 사정(3.4.23), 환자의 과체중 여부(3,19,21)를 사정하는 

문헌들이 확인 되었다.

  중환자 재활 가이드라인에서는 승압제 사용 및 기계 환기 적용 환자에 대해 환

자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조기 운동을 시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나(1), 심장 수

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1편을 제외하고는(23) 인공호흡기를 안전하

게 제거한 환자에게만 조기 운동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승압제 사용 중인 경우 조

기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와 승압제의 용량에 따라 조건부 제한하는 경우로 나누어

졌다. 

③ 운동 중재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호흡운동, 침상 내 운동 

및 침상 밖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운동으로 구분하였다. 호흡 운동은 심호흡 

운동 및 기침과 같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과, 유발성 폐유량계, 흡기근 저

항 운동 기구(inspiratory muscle trainer), 호기 저항 운동 기구(positive 

expiratory pressure device)등 다양한 호흡 운동 기구들을 사용한 호흡 운동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메타 분석 결과 호흡기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확인되지 않았다(5,6).

  침상 내 운동은 침상 내 머리 올리기, 누워서 옆으로 돌기 및 측위 취하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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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및 능동적 사지 관절 운동(passive or active range of motion, ROM), 침상 

내 앉기, 고정식 자전거(cycle ergometer)를 이용한 침상 내 자전거 운동, 경사대

(tilt table)을 이용한 침상 내 직립 자세 취하기가 있었으며, 침상 밖으로 이동

하는 운동에는 침상 가장자리 걸터앉기, 서기, 제자리 걷기, 침상 옆 의자로 옮겨 

앉기, 걷기, 계단 오르기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 확인되었다.

  운동 시작 시점은 일반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환자실 입실 

후 72시간 이내에서 가능한 빨리 시작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며, 심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수술 당일 혹은 다음날에 시작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운동 간격 및 강도는 연구마다 다양하였으나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강도와 빈도에 따른 효과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5). 운동 진행은 

수술 후 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구와, 환자 적응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로 구분되었고, 운동 강도는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s, 에너지 소비량

의 지표로 안정 시 소비된 에너지 량과 활동 중 소비된 에너지량의 비율)와 심박동수 증

감 정도, 운동 자각도(borg scale 혹은 Rating of Perceived Exertion, RPE, 환자가 인

지하는 운동 강도를 6-20 혹은 1-10 사이의 수로 측정하는 것)로 평가 하는 방법이 사용

되었으며(25), 운동 기간은 5-30분으로 프로그램마다 다양하였다.

④ 운동 중 모니터링

  운동 중에는 환자의 혈압, 심박동수, 호흡 수, 산소포화도 와 같은 활력 징후

와, 부정맥, 인공호흡기와 동조성, 호흡 양상 등을 모니터 하며, 필요 시 산소를 

추가 공급하면서 운동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통증 호소, 의식

수준 변화, 섬망 및 흥분, 불안, 초조, 통증 호소 및 피로, 어지러움 등의 증상과 

카테터 및 배액관의 안전성 역시 모니터링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⑤ 중단 기준

 

  문헌 고찰 결과, 혈압 증가 및 감소, 심박동수 증가, 부정맥 등 일정 수준 이상

의 혈역학적 변화와 호흡 수 증가, 산소포화도 감소 등 호흡 양상 변화, 흥분

(agitation)과 같은 의식 수준 변화가 나타난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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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또한 출혈, 낙상, 카테터 및 배액관 기능 저하 혹은 탈관이 발생될 

경우, 환자의 통증 호소도 운동 중단 기준으로 확인되었다.

2. 도출된 구성 요소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가

   선정된 5가지 핵심 구성 요소와 각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타당도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A 상급종합병원 흉부외과 중환

자실 간호사 4인과, 흉부외과 전문의 3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 물리치료사 1인

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간호사의 중환자실 경력은 평균 19년 이었으며, 

전문의 임상경력은 평균 10년, 물리치료사의 임상경력은 6년 이었다.

  전문가 타당도는 추출된 핵심 구성요소가 프로토콜에 포함되기에 적절한가에 대

해 4점 척도의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 9명의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선정된 5개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CVI는 모두 1로 확인되었으며, 각 

구성 요소의 하위 항목에 대한 CVI는 다음 표 2.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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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CVI
1. Contraindication 1

In bed mobilization

Age 0.44

Surgical contraindication 0.78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device 0.67

Neurological contraindication 0.89

Lines, catheters & drains 0.56

Neuromuscular blokade 1

Tracheostomy done within 24 hours 0.78

Sternal instability 0.89

Out of bed mobilization

Age 0.22

Surgical contraindication 0.79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device 0.89

Neurological contraindication 1

Lines, catheters & drains 0.89

Tracheostomy done within 24 hours 1

Sternal instability 0.89

2. Patient assessment 1
Neurological status 1

Hemodynamic stability 1

Respiratory pattern 1

Metabolic status(Acidosis, Lactic acid) 0.78

Mobility disturbance 1

Pain 0.89

Clinical symptoms 0.89

DVT/PE 0.89

Body weight/BMI 0.67

3. Mobilization intervention 1
Respiratory exercise 1

In bed mobilization (ROM, sitting) 1

Out of bed mobilization (dangle, standing, walking on march) 1

Walking 0.78

In bed cycling 0.89

Climbing stairs 0.22

Patient education 0.78

Table 2. Content Validity Index of Components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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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Validity Index of Components (continued)      
  (N=9)

4. Monitoring 1
Hemodynamic stability 1

Respiratory pattern 1

Stability of lines, catheters & drains 0.89

Pain 1

Clinical symptoms 1

5. Discontinuation of mobilization 1
Hemodynamic stability 1

Respiratory pattern 1

Level of consciousness 1

Clinical symptoms 1

Bleeding 1

Fall 1

Pain 1

Catheter dislocation or malfunction 1



- 30 -

3. 프로토콜 초안 개발

  문헌고찰과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평가를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의 핵심 구성 요소 5개가 확정되었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임상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기 운동 적용 기준 및 프로토콜 적용 시 주의 

및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에 최종 7 개의 영역으로 구분

하였으며, 각 영역은 적용 기준, 제외 기준, 환자 사정, 운동 중재, 권고사항, 모

니터링, 중단 기준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기준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프로토콜의 목적, 대상자, 적용 시기 및 간격 등 

전반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프로토콜의 시행 시 필요한 인력

은 병원 규모, 인력 수준 및 협진 가능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제한을 두지 않았

다. 

  조기 운동 시작 시점에 대해 미국 중환자 협회는 조기 운동을 중환자실 입실 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1), 독일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 입실 

후 72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심장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8시간 이내 조기 운동을 시작 한 경우 호흡기 합병증이 발생이 적었다

(24,25). 심장 수술 후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조기 운동 방법을 찾기 위해 시행

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수술 후 다음 날 조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인공호흡기 제거 후 최대 72 시간을 넘지 않았다(5). 이에 따라 개발

된 프로토콜에서는 수술 후 다음 날 오전에 시작하도록 하였다.

  조기 운동을 수행하는 횟수와 관련하여, 미국 스포츠의학회(ACSM)는 심혈관질환

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입원 후 첫 1-3일에는 하루 2-4회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Pescatello, Riebe, & Thompson, 2014). 심장 수술 후 환자들은 하루 2회 조기 

운동 수행 시에도 환자 결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21,23), 매일 2회 조기운

동을 수행한 집단과 주중에만 1일 1회 조기운동을 수행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퇴

원 시 두 집단 간의 기능 수준 및 재원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매일 2회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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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기능 수준이 보다 더 빠르게 회복됨이 확인되었다(13). 이에 근거하여 본 

프로토콜에서도 하루 2회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운동 강도는 대사당량(MET), 운동자각도(borg scale) 등을 사용하여 제시하는 연

구들이 있었다(8,13,25). 하지만 해당 개념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임상실무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임상실무자에게 추가 교육이 필요하며, 임상 경력이 낮은 경우 조

기 운동 수행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프로토콜 개

발 시 제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은 1~3.5METs의 낮은 강

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운동 수준에서 환자의 기능 회복, 호흡 곤란 개선이 확

인되었고 심장 수술 후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8,13,25). 

이에 개발된 프로토콜 운동 역시 3METs를 넘지 않도록 구성 하였으나, 구체적인 

MET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선행 문헌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당일 수술 예정 및 일반 병동으로 전동 

예정인 환자는 환자 안정 및 의료진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자 판단 하

에 프로토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제외 기준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핵심 구성 요소로 선정된 조기 운동 금기 사항이 모든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ROM) 등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금기사항이라

는 용어를 제외 기준(exclusion criteria)으로 변경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침상 내 운동 제외 항목으로 뇌부종으로 한 뇌압 상승

이 의심 되는 경우,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활동성 발작 상태와 같은 신경학적 금기 

사항 및 신경근 차단제 투약중인 경우, 흉골이 불안정한 경우가 선정되었으며, 심

혈관계 보조 장치 적용중인 경우(CVI 0.67), 카테터 및 배액관이 있는 경우(CVI 

0.56), 24시간 이내 기관 절개술 시행한 경우(CVI 0.78)에는 침상 밖 이동 운동 만 

제한되었다.

 또한 운동 시 나이 제한은 없으나(CVI 0.44) 수술 전 기능 정도(ambulatory 

function)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동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술 

후 출혈 및 개복/개흉 상태를 지칭하는‘수술 관련 금기‘ 항목은 조기 운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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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외 기준으로 적절한 가에 대한 CVI가 0.78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나, 여러 선행연구에서 해당 항목을 조기 운동 금기사항에 포함하고 있어 프

로토콜 내 제외 기준에 이를 명시하였다(2,3,4,5,9,10,11,16,17,20-25).

  프로토콜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기 운동 제외 기준’에는 침상 내 운동 및 침상 

밖 운동 모두 제한해야 하는 상태를 명시하였으며, 침상 밖 이동 운동 만 제한되는 

상태는 환자 사정 영역으로 이동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또한 제외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24 시간 후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조기 운동 시행 가능 여부를 재사정 

하도록 명시하였다(1,3,4,7,8).

 3) 환자 사정

  운동 전 환자 상태 사정 영역에서는 환자가 안전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

식 수준, 혈역학적 상태, 호흡양상, 환자의 주관적 증상, 운동 수행 시 고려해야 

하는 의료 기기 유무, 혈관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 타당도 

평가 결과 대사성 산증, 젖산 수치 등 대사 상태와(CVI 0.78) 환자 체중(CVI 0.67)

은 프로토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선정되어 제외하였다.

  환자 사정 결과 혈역학적 불안정으로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기 사항과 함께 제외 기준으로 분류하여 24시간 후 환자

상태를 재사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삽입된 부위에 따라 운동 제한 여부가 결정되었으며(1,4,10,22), 의료

기기의 보조 정도에 따른 운동 제한을 명시한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된 프로토콜에서는 심폐 보조기기의 보조 정도와 관계없이 환자의 활력징후가 

혈역학적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경우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가 의견 중 운동 장애(mobility disturbance)라는 용어보다는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근육계의 이상 여부에 대한 사정이 더 적합하며, 수술 전 뇌졸중 

등과 같은 신경계동반질환 유무와 절단 등과 같은 근골격계 동반질환에 따라 운동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수술 전 운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사정 영역에서 권고 사항 영역으로 이동하여, 환자의 수술 전 운동 수준에 

따라 운동 능력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신경학적 상태 사정은 RASS(Richimond Agitation Sedation S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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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진정 수준 평가(2,3,4), CAM-ICU(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care unit)를 활용한 섬망 여부 평가(2,4), GCS(Glosgow coma scale)를 

통한 의식 수준 평가(9) 등이 이뤄졌으며, 선행 연구에서 delirium 사정 시 

CAM-ICU positive라도 흥분, 공격적 언행이 없고 언어적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경우 

조기 운동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본 프로토콜에는 임상 활용도를 고려하여 

RASS scale과 언어 지시에 따를 수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였다(1). 

  환자 사정 결과는 RASS≤-2 로 침상 내 수동 운동만 가능한 경우(level 1), -1≤

RASS≤+1 이면서 ECMO, IABP, 일시적 인공 심박동기 적용 등 심폐보조 기기를 적용 

중인 환자로 침상 내 수동 및 능동운동은 가능하나 침상 밖 이동 운동은 주의가 요

구되는 경우(level 2), 그 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어 침상 

밖 이동 운동 까지 진행이 가능 한(level 3) 3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환자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수준에 맞는 조기 운동을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4) 운동 중재

  선행 연구에서 시행하는 침상 내 운동 중 침상 내 머리 올리기 및 2시간마다 침

상 내 옆으로 돌기 및 측위 취하기(1,9)는 폐렴 및 욕창 예방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제공되는 기본 간호 항목에 포함되므로 운동 중재 영역에서는 제외하였다. 환자 사

정 결과에 따라 level 1 환자들은 침상 내 수동 관절 운동 및 침상 머리 올리기 운

동, level 2 환자들은 수동 및 능동 관절운동, 침상 내 90 도 앉기 및 침상 걸터앉

기 운동, level 3 환자들은 수동 및 능동 관절 운동, 침상 걸터앉기, 서기, 제자리 

걷기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단 오르기(CVI 

0.22)와 병동 내 걷기(CVI 0.78)는 제외하였고, 능동 ROM 을 추가하였다. 필요시 

탄력밴드(theraband)를 이용한 근력 운동 및 침상 내 고정식 자전거를 활용한 자전

거 타기 운동은 재활의학과 협진 후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에 명시하였다. 조

기 운동에 대한 환자 교육(CVI 0.78)은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제외하였으며 의

사소통이 가능한 환자에 한해 운동 시행 전 운동 목적 및 필요성과 방법, 주의 사

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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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권고사항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ECMO, IABP, A-sheath 등의 혈역학적 보조 기구 및 카테

터가 삽입된 부위를 구부리는 행위는 카테터 및 의료기기 기능 장애, 탈관 등을 유

발할 수 있어 삽입 부위의 ROM 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대퇴부에 삽입된 경우에는 

침상에서 90도로 앉는 자세도 제한하였다.

  수술 전 환자의 운동 수준에 맞추어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술 전 운동 수

준을 운동 목표로 설정 하였으며, 모든 운동은 환자가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하였다. 운동 중 자세 변경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혈역학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5분 정도 기다리

도록 하였다(2,17,19).

  또한 운동 전 흡인 예방을 위한 객담 제거 및 경관 영양을 중단할 것을 명시하였

으며, 심장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내관을 제거 후에는 호흡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23).

 6) 모니터링

  운동 중 모니터링 요소에는 문헌고찰 및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CVI 1로, 혈역

학적 상태, 호흡 양상, 카테터 및 배액관 안전성, 통증, 환자가 호소하는 피로 등

을 명시하였다.

 7) 중단 기준

  운동 중단 기준으로는 핵심 구성 요소 선정 시 확인된 혈역학적 변화, 호흡 양

상의 변화, 의식 수준의 변화, 환자가 호소하는 발한, 피로 등 주관적 증상, 새로 

발생된 출혈, 낙상, 통증 증가, 탈관 발생 여부를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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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토콜 초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평가

 1) 1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에 대해 9명의 전문가 

집단이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부록 4.와 같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

로토콜 초안의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평균 0.92로 운동 중재 영역이 CVI 0.56 

으로 합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은 CVI 가 0.8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타당도 평가 결과 운동 중재 영역에서 가장 합의율이 낮은 항목은 환자 사정결과 

Level 2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운동 수준에 관련된 항목이었다. ECMO, IABP 를 적용

중인 환자(CVI 0.44), 24시간 이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CVI 0.67), 자발 심

박동이 발생되지 않는 일시적 인공 심박동기 적용중인 환자(CVI 0.56), 언어적 지

시에 따르지 못하는 환자(CVI 0.78)들이 침상 걸터앉기 운동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견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이에 환자 사정 결과 Level 2 에 해

당하는 환자들의 경우, 침상머리를 45-90도 까지 올린 상태에서 관절 가동범위 운

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운동 수준을 변경하였다. 이때, Swan-Ganz catheter를 가

진 경우 침상 걸터앉기 운동의 내용 타당도 지수는 1이었으나, Swan-Ganz catheter

의 유무가 운동 제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다.

  적용 기준 영역에서 수술 후 1일 째에 시작한다는 내용보다는 수술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술 종료 시점으로부터 12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프로토콜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당일 수술 예정 

및 일반 병동으로 전동 예정 시 제외한다.’는 항목은 CVI 0.78 로 장기 환자의 경

우 전동 예정이라도 조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술 예정 환자만 제외하

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운동 중재 영역에서 Level 1,2 환자들의 운동 수준이 진전되지 않을 때 재활의학

과에 진료 의뢰를 하는 항목의 CVI는 0.67이었다. 환자의 결과 개선과, 부족한 의

료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복 기대치가 높은 환자에게 난이도

가 높은 재활 운동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Level 3 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운동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때 재활의학과에 의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해당 항목들을 제거 및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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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 영역에서‘환자의 최대 운동 수준은 심장 수술 전 운동 수준을 목표로 

한다.’항목의 CVI는 0.78 로, 중환자실 환자의 운동 목표를 수술 전과 동일하게 

잡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운동 목표는 환자 상태에 따라 계

속 변화할 수 있으므로 운동 목표를 명시하지 않고‘수술 전 환자의 보행장애, 마

비 등의 유무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필요시 재

활의학과에 고정식 자전거와 탄력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추가한다.’는 항목의 CVI 

는 0.78로 이 문구가 오히려 중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

이 있어 제거 하였다.

  모니터링 영역의 CVI는 1 이었으나, 침상 걸터앉기 이상 운동을 수행하는 환자에

게 영점 조절기의 조절을 통한 동맥압 및 중심정맥압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및 모니터링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을 제거 후 5분마다 혈압과 파형을 확인하도록 변경하였다. ‘자세 변경 후 혈

역학적 변화가 있다면 5분 정도 기다린다.’항목은 CVI 1이었으나 혈역학적 변동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을 제거 하였다.  

  중단 기준 영역과 제외 기준 영역의‘혈압이 치료적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항목의 CVI도 1이었으나, 치료적 목표 범위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환자 별로 구체

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따라 운동 전 기저 혈압 수준을 반

영하도록 수정하였다.

  프로토콜 초안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환자 사정 영역에 대한 CVI는 1 이었으나 환

자를 3집단으로 분류하는 것과 그에 따른 운동 수준이 직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는 평가가 있어, 이를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권고사항 내 항목 역시 운동 중재와 분리되어 있어 연결이 원만하지 않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권고사항 영역을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영역으로 포함하였다.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영역은 다시 운동 준비, 운동 지침, 사정 및 운동 알고리

즘 3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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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1차 전문가 타당도 평가 결과 전문가 합의율이 낮은 부분을 수정 및 제거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토콜 초안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토콜 초

안에 대해 동일한 전문가 집단이 적절성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부

록 5.]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영역의 운동 지침에서 카테터가 있는 부위의 ROM제한 

시, CRRT catheter 와 A-line 은 ROM을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해당 항목을 제외하였다. 

  모니터링 영역에서‘ 운동 중 환자가 호소하는 새로 발생된 어지러움, 호흡곤란, 

피로, 통증 등을 관찰한다.’ 항목의 CVI는 1 이었으나,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항목에 운동자각도(borg scale 13미만)를 반영하여 

‘구두 질문을 통해 환자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내용을 추가하

였으며, 중단기준 영역에도 ‘대화 시 숨이 찬 정도의 피로감 호소’항목을 추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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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idity of Revised Draft Protocol Content               
 (N=9)

Revised Draft Protocol Content CVI

Category

Application criteria 1

Exclusion criteria 1

Patient assessment ＆ Mobilization intervention

  Mobilization Preparation 1

  Mobilization Instruction 1

  Assessment & Mobilization Algorithm 0.89

Monitoring 1

Discontinuation of mobilization 1

Details (CVI< 1)

Exclusion Criteria
If BP is below mBP 60mmHg, SBP 90mmHg or above SBP 

180mmHg, mobilization is excluded
0.89

Mobilization intervention 

Catheter(ECMO, IABP, Intravenous temporary pacemaker, 
CRRT, A-sheath, A-line et al.) insertion site limits 
mobilization to prevent dislocation or malfunction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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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프로토콜 개발

  수정된 프로토콜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 평가를 통해 이를 수정 및 보완 하였고, 

적용 기준, 제외 기준,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모니터링, 중단 기준 총 5개 영역으

로 구성된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완성된 최종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

콜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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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대상 :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

목적 : 심장 수술 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함

시작 : 중환자실 입실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한다. 

       환자의 수면 증진을 위해 야간(10pm-7am)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외
 기
 준
 *

다음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후 재평가 한다. 

①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kade)를 투약중인 경우

② 뇌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뇌부종, 뇌경색, ICH, SAH 등)

③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작(Uncontrolled seizure)

④ 수술 부위에서 지속 혹은 새로 발생된 출혈

   (3시간 동안 시간당 100ml 이상 배액되는 경우)

⑤ 개방성 상처(복부/흉부)

⑥ 흉골 불안정 등으로 인해 주치의가 조기 운동을 제한한 경우

⑦ 부정맥으로 인해 응급으로 일시적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예정된 경우

⑧ 심실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⑨ 24시간 이내 DVT, PE 가 새로 발생된 경우 

⑩ RASS≥+2 이상의 흥분이 관찰되는 경우(RASS≥+2)

⑪ 통증 중재에도 불구하고 NRS 4점 이상의 통증 지속되는 경우(NRS≥4)

⑫ NO gas를 적용중인 경우

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혈압이 mBP 60mmHg 이하, SBP 90mmHg 이하, 180mmHg 이상인 경우

b. 심박동수가 40 회/min 이하, 130 회/min 이상인 경우

c. FiO2 > 60%,  PEEP > 10cmH2O, RR > 40회/min, SpO2 < 90%

d. Ventilator dysynchrony 

당일 수술 예정인 환자

Figure 1. Early Mobiliz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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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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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재

운동 준비

① 운동 전 환자에게 운동의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목표를 설정 한다.

② 수술 전 환자의 보행장애, 마비 등의 유무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③ 운동 전 흡인(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 영양을 중단 한다.

④ 인공 기도를 가진 환자는 운동 전 기관 내강 흡인(suction)을 시행 한다.

⑤ 운동 전 Patient monitoring line, Infusion pump를 통한 약물 주입 

line의 길이가 운동 시 당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재조정 혹은 

길이를 연장한다. 

⑥ Chest tube 길이가 환자가 운동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위치를 

Chest bottle의 위치를 조정한다.

⑦ Lumbar drainage를 갖고 있는 경우, 배액관이 당겨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하고, 이중으로 Clamping을 시행한다. 

⑧ 인공 기도를 가진 경우 X-ray를 통해 위치를 재확인 하며, 인공 기도의 

고정 상태를 재확인하여 운동 중 탈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경우, ventilator circuit 길이를 확인 후 운동 

중 당겨지지 않도록 위치를 재 고정한다. 

운동 지침

① 환자 상태에 따른 운동수준은 사정 및 운동 알고리즘에 따라 적용한다.

② 운동은 1-2회/일 각 5-30 분간 시행 한다. 

③ 호흡 운동***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환자들에서 1-2시간 마다 수행한다.

④ Catheter(ECMO,IABP,Intravenous TPM, A-sheath 등)가 삽입된 부위는 탈

관 예방을 위해 ROM을 제한한다.  

⑤ 운동 중 환자가 피로함을 호소할 경우 3-5분간 휴식 후 상태 호전 시 다

시 시작하며, 재시작 후 다시 피로함을 호소할 경우 중단한다.   

⑥ 적극적인 중환자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에 의뢰한다.

Figure 1. Early Mobilization Protoco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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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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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및 운동 알고리즘

Figure 1. Early Mobilization Protocol (Continued)



- 43 -

모
 니
 터
 링

① 침상 내 운동 시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

한다. 

② 침상 밖 운동 시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5분마다 동맥관을 통한 동맥압 및 파형을 확인한다. 필요시 혈압을 측정한다. 

③ 운동 중 배액관 및 심폐 보조기기 등이 당겨지지 않는지 고정상태가 잘 유지

되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④ 운동 중 환자가 호소하는 새로 발생된 어지러움, 호흡곤란, 피로, 통증 등을 

관찰하며, 5분마다 구두 질문을 통해 환자가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확

인한다. 

중
 단
 기
 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의에게 알리고 운동을 중단한다. 

① 혈압이 운동 전 baseline 보다 20 % 이상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

② 심박동수가 30 회/min 이상 증가하거나 부정맥이 새로 발생된 경우

③ 산소포화도가 FiO2 증가에도 9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④ 호흡곤란 호소 및 호흡 수 증가(>40회/min) 

⑤ 의식 수준 변화 (지시에 따르지 않음, 흥분, 공격적 행동)

⑥ 새로 발생된 어지러움, 발한

⑦ 대화시 숨이 찬 정도의 피로감 호소

⑧ 통증이 NRS 4점 이상으로 증가 한 경우 

⑨ 출혈 발생

⑩ 낙상

⑪ 의료기기 측정값의 변화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음 

   발생 시

⑫ 카테터 및 배액관의 기능 저하, 위치 변화 및 탈관이 의심되는 경우 

⑬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Figure 1. Early Mobilization Protocol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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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심장 수술 후 침상 안정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발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일반 병동에서 진행하는 프로토콜로, 심장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제거가 지연되는 환자 및 심폐보조 기기 등을 적용 하고 있어 중환자

실 재실 기간이 길어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찾

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중환자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과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문헌들을 기초자료로 하여 전문가 집단의 평가 및 자문

을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 하였으며, 이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기존의 연구보다 심장 

수술 대상자를 확장하여 대동맥 수술 환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

동을 평가한 연구들은 대부분 관상동맥 우회술 및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

로 시행하였으며(Hirschhorn, Richards, Mungovan, Morris, & Adams, 2008; 

Bertolini Matheus et al., 2012; Mendes et al., 2010; Moradian et al., 2017; 

Patman, Sanderson, & Blackmore, 2001; Winkelmann et al., 2015; Zanini et al., 

2019), 선천성 심기형 교정술, 심장 이식 수술 환자들을 포함하는 연구도 있었다

(Floyd, Craig, Topley, & Tullmann, 2016; Yayla & Özer, 2019). 대동맥질환 수술은 

흉부외과 심장혈관질환 수술 중 판막질환, 관상동맥 질환, 선천성 심장병에 이어 4번

째로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하다(한국심장재

단, 2020). 대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질환 범위에 따라 수술 범위가 넓어 수술 시

간이 길며 수술 시 심폐기 사용 및 일측 폐 환기로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발생 가능

성이 높고, 재원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길어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기 운동

이 매우 중요하다(Chatterjee, Casar, LeMaire, Preventza, & Coselli, 2020; Etz et 

al., 2007; Rectenwald et al., 2002). 이에 본 프로토콜의 적용은 대동맥 수술 환자

의 수술 후 조기 운동에 따른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동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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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조기 운동 대상자를 관상동맥 우회술 및 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에 한정한 것

과 비교하였을 때, 조기 운동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임상 활용가능성이 높다

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프로토콜은 수술 후 인공호흡기 제거가 지연되는 환자, 심장 수술 후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중인 환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된 프로토콜로 조기 운동 중재가 

간과 될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

동 프로토콜 연구에서 사용된 기존의 프로토콜은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폐보조기기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제시

되지 않았다(Winkelmann et al., 2015; Yayla & Özer, 2019). 또한 대부분의 심장 수

술 조기 운동 연구는 인공호흡기 및 VAD, ECMO, IABP 등의 심폐보조 기기를 적용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Barros et al., 2010; Borges et al., 2016; Dias 

et al., 2011; Floyd et al., 2016; Bertolini Matheus et al., 2012). 하지만, Dong 

등(2016)의 연구 결과, 심장 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72시간 유지하는 환자에게 시행한 

조기 운동은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단축, 재실 기간 단축과 관련이 있었으며,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Zomorodi, Topley, 와 McAnaw (2012)의 

조기운동 프로토콜 연구에서도 인공호흡기 및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중인 환자에게 시

행 된 조기 운동은 안전함이 확인되었다. Freeman 와 Maley (2013)는 심폐 보조기기

를 적용중인 환자에게 조기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VAD, IABP, ECMO 를 적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역시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조기 운동은 이러한 인공호흡기 및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중인 환자들에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조기 운동 프로토콜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운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환자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조기 운동 촉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환자 안전 기준을 가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개발된 프로토콜의 환자 안전 기준은 운동 제외 기준과 중단 기준 영역에

서 제시하고 있으며, 혈역학적 상태, 호흡 양상, 신경학적 상태, 심폐기능을 보조하

는 의료기기, 근골격계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심장 수술 후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 뿐 아니라 전체 중환자실에 입실한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운동 안전기준을 비교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Clark, Lowman, Griffin, 

Matthews, & Reiff, 2013; Conceição, Gonzáles, Figueiredo, Vieira, & Bündchen, 

2017; Nydahl et al., 2017; Sommers et al., 2015). 특히, 중환자 조기 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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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운동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산소포화도 감

소, 호흡수 증가, 혈압 저하, 심박동수 변화, 배액관 및 카테터 탈관으로 확인되었으

며(Conceição et al.,2017), 해당 항목들은 개발된 프로토콜의 중단 기준에 모두 제

시되어 있어 이 프로토콜이 심장 수술 후 안전한 조기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적절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이에 더하여 이 프로토콜은 심장 수술 환자들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술 부위의 출혈, 흉골 불안정, NO gas의 적용, 일시적 인공 심

박동기 적용, IABP, ECMO 등 심혈관계 보조기기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수술 

후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한다(Freeman 

& Maley, 2013; Hodgson et al., 2014). 

  프로토콜 개발 시 문헌에서 확인된 근거와 전문가 집단 간의 불일치가 가장 두드러

진 항목은 ECMO를 가진 환자의 침상 걸터앉기 운동 수행 여부였다. 대퇴부에 ECMO 카

테터가 삽입된 경우에도, 미국 중환자의학회 및 존스 홉킨스 병원 등 중환자 재활을 

선도하는 집단에서는 병동 내 걷기까지의 운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후향

적 관찰 연구에 따르면, 대퇴부에 ECMO 카테터가 위치한 환자도 출혈, 탈관, 혈역학

적 불안정 없이 병동 내 걷기 운동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Pasrija et al., 2019). 

하지만 임상실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인력 및 조직 문화 상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

단하여 침상 내 걸터앉기 까지만 프로토콜에 포함시켜 전문가 타당도를 평가하였으

며, 전문가 집단은 침상 걸터앉기도 적절하지 않고 침상 내 운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고 평가하여 이를 최종 프로토콜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중환

자 조기 운동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부분이 문제없이 진행된

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실무자들은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운동을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기운

동 촉진을 위해 프로토콜 개발 뿐 아니라 의료진의 인식 및 조직 문화 변화, 임상실

무자 교육 등이 더 필요하며, 조기 운동 시 여러 심폐 보조기기의 안정성에 대한 추

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폐동맥압 측정을 위한 Swan-Ganz 카테터가 삽입된 상태인 경우, 핵심 요인 평가시

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침상 안정 운동으로 제한하였으나 Swan-Ganz 

카테터를 가진 환자 366명의 침상 내⋅외 운동,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 시 카

테터로 인한 출혈 혹은 부정맥 발생, 카테터 기능 변화 및 탈관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Fields, Trotsky, Fernandez, & Smith, 2015) 폐동맥 카테터를 가진 심부전 환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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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303 회의 걷기 운동 중 7번정도 catheter 가 1-5cm 정도 

이동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부정맥 혹은 카테터 파형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Mattioli et al., 2019). 이러한 연구 결과와 몇몇 전문가들의 Swan-Ganz catheter 

는 조기 운동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에서 제외하였으

며, 개발된 프로토콜의 활용을 통해 안전한 조기 운동 수행을 위한 근거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운동 수행 시 환자 상태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운동을 더 격려할 

것인지 적절한 시점에서 운동을 종료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기존의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운동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운동을 종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Bein et al., 2015; 

Devlin et al., 2018), 이 연구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운동 종료 기준을 제시하

였으며 해당 영역 타당도 평가 지수가 1로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운

동 결정 알고리즘(mobilization decision tree)을 사용하거나, 환자의 지시에 따르는 

수준, 근력, 감각 기능, 운동 기능, 운동 중 피로도 등을 Standardized five 

questions(S5Q), 운동자각도(Borg scale) 등 보다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조기 운

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ommers, 2015; Vollman, 2013). 이러한 도구를 의

사소통 기준으로 삼는 것은 프로토콜 적용 시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조기운동 실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 측정기준으

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고 연구자 판단 하에 제외하였다. 하지만,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는 입원 기간 중 심장 회복을 위한 운동 시 운동 강도를 borg scale 13 미만

(6-20)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Pescatello et al., 2014),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은 borg scale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인‘대화를 이어가기에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경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운동 자각도를 활

용하여 운동 강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후, 조기 운동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면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을 활용하여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기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

하였다. 하지만 프로토콜이 있어도 의사 처방, 부적절한 간호 인력, 모니터링 장비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조기 운동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장 수술 후 환

자의 조기 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기 운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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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이를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임상에서 심장 수술 후 환자들의 조기 운동 촉진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

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나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들을 문헌고찰 하여 해

당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나, 해당 문헌

들에 대한 체계적인 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를 신뢰하는 데 제한이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토콜을 개발하였으

나 국내 일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연구로 전문가 집단 구성이 편중되어 그 결과

를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선정된 전문가 집단은 임상 경력이 충분한 실

무자들로,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하는 임상 경력이 낮은 간호사 측면에서의 프로토콜

의 유용성 및 편의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조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임상실

무에서 수행되는 경우는 미미함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토콜의 실무 적용은 조기 운동 수행을 촉진 시

키는 전략의 하나로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개발하

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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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의 조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

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관련 문헌 

및 중환자 조기 운동 가이드라인 문헌 고찰을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의 핵심 구성 요소를 추출 후 9명의 전문가 집단 평가를 통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

동 프로토콜을 개발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개발된 프로토콜의 대상자는 관상동맥 우회술 및 심장 판막 수술 외 대동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포함하며, ECMO 등 심폐 보조기기를 적용중인 환자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운동 제한 기준, 환자 상태에 따른 운동 중재 알고리즘, 환자 안전을 

위한 운동 중 모니터링과 운동 중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심장 수술 환자들의 조기 운동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

기 운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심장 수술 후 환자들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

방하고 회복을 도모하며, 간호 실무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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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 실무와 교육

  개발된 프로토콜을 일관성 있게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직접 수행하

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

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토콜은 해당 교육을 받은 의료인에 의해 사용되어야 

보다 적절하게 활용 될 수 있으며, 교육은 프로토콜을 이행하는 의료진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프로토콜을 활용한 교육은 그 동안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간과 되어 온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감

을 함양하도록 하여, 조기 운동 수행의 장애요인 중 하나인 부정적인 조직 문화 및 

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극복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간호사만으로는 조기 운동 수행이 촉진될 수 없으며 의사 처

방 및 운동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자문 등이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을 더 

안전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임상실무에서 조기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다학

제간 팀을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콜이 전자의무기록에서 구현된다면, 환자 상태에 

따른 운동 수준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어 프로토콜의 활용도가 증가할 수 있다. 

프로토콜에 따른 운동 기록은 연속적인 운동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의료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조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프로토콜 적용 환경 조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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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 연구

  본 연구는 프로토콜 개발 후 임상타당도 검증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개발된 프로토콜을 환자에게 적용하여 임상 타당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

후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무작위 대조 연구 혹은 관찰연구

와 같은 전향적 연구의 도구로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토콜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국내 중환자실에서의 조기 운동의 방

해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 지 관찰하는 연구의 도구로도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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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헌 검색 과정
◆ 가이드라인 검색어 

   Early mobilization, early ambulation, early physiotherapy, cardiac rehabilitation

1. 가이드라인 검색엔진 

1) 국외 가이드라인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Physiotherapy Evidence Database(PEDro),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Joanna Briggs 
Institute(JBI), Austral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 Registered 
Nurses’Association of Ontario(RNAO)

2) 국내 가이드라인

진료지침 정보센터(KoMGI) 

◆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1. 국외 문헌

1) PubMed : (mobilization OR physiotherapy OR exercise OR rehabiliation OR Early Ambulation[Mesh] OR 
Cardiac Rehabilitation[Mesh] OR Exercise Therapy[Mesh] OR Physical Therapy Modalities[Mesh]) AND 
(Cardiac Surgical Procedures[Mesh]) AND early

2) CINAHL & Cochrane Library : (Early Ambulation OR Physical Mobility OR Cardiac Rehabilitation OR 
Physical Therapy OR mobilization OR physiotherapy) AND (Heart Surgery OR Cardiovascular Surgery) 
AND early 

3) Embase : (mobilization OR heart rehabilitation OR physiotherapy OR patient mobility OR physical 
mobility) AND (heart surgery) AND early

4) Scopus: (ambulation OR mobility OR mobilization OR exercise OR physiotherapy OR physical therapy OR 
activity OR cardiac rehabilitation) AND (cardiac surgery) AND early 

2. 국내 문헌

1) KISS & RISS : (조기이상 OR 조기운동) AND (심장 수술 OR 개심술)

* 제한 조건: Publised in 2000.1 ~ 2020.2, Human, English & Korean

〮⋅NGC(n=1) ⋅〮NICE(n=3) ⋅〮SIGN(n=3) ⋅〮PEDro(n=2) ⋅〮JBI(n=3) ⋅〮GIN(n=5) 〮⋅〮Australi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n=1)〮⋅PubMed(n=870)⋅〮CINAHL(n=244)⋅〮Embase(n=283)⋅〮Cochrane Library(n=1,146)⋅〮Scopus(n=1,503)⋅〮RISS(n=1)⋅〮KISS(n=1) 

Duplicates (n=1,191)

Title and abstract screened (n=2,873)

 

Excluded (n=2,812 )
 No person (n=15)
 No adult (n=181)
 No cardiac surgery patient (n=2,024)
 Inappropriate interventions (n=420)
 Not original article (n=169)
 Not in English or Korean (n=11)
 Full text unavailable (n=6)

Full text articles assessed for eligibility(n=47)
관련문헌추가(n=6) 

Not Guideline, systematic reviews, 
protocol study, RCT (n=27)

Literatures included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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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선정된 문헌

번호 목적
저자

(년도)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내용

(연구 결과 혹은 조기 운동 프로토콜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

1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ain, 
agitation/Sedation, Delirium, 
Immobility, and Sleep 
Disruption in Adult Patients in 
the ICU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CCM)
미국(2018)

Guideline/
Critically 
ill adults

▶ 조기 운동 금기 기준/중단 기준

▶ 안전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주요지표에는 심혈관, 호흡기계, 신경학적 상태의 

안전성이 포함된다. 승압제 및 기계 환기를 적용중인 환자들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이러한 치료는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조기 운동 금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4시간 후 환자 상태를 재사정한다.

▶ 중환자실 입실 후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조기 운동을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

▶ 새로운 심혈관, 호흡기 및 신경 학적 불안정성과 낙상, 탈관, 환자의 스트레스가 

나타날 경우 재활/운동을 중지한다. 

2

Positioning and early 
mobilisation in prophylaxis or 
therapy of pulmonary disorders

The German 
Society of 
Anesthesiology 
and Intensive 
Care Medicine 
(DGAI)
독일(2015)

Guideline/ 
ARDS 
patients

▶조기운동 전 환자 상태 평가에는 환자를 담당하는 팀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토콜에 기반한 접근이 권고된다.

▶조기 운동 전 환자의 의식 수준, 증상, 혈역학적 상태가 평가되어야 하며, 운동 중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확인 된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가 안정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조기 운동은 입실 후 72시간 내 시행하며 하루 2회 최소 20분 동안 시행되어야 한다. 

3

Physical activity and 
movement: A guideline for 
critically ill adults

New South 
Wales Agency 
for Clinical 
Innovation
호주(2017)

Guideline/ 
Critically 
ill adults

▶환자 상태에 따라 금기사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후 

재 사정 한다.

▶ICU에 입원 한 모든 환자는 매일 조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평가 되며, 

이 결과는 의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조기 운동은 환자가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침상 내 운동부터 침상 

걸터앉기, 서기, 제자리 걷기, 걷기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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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fety Program for 
Mechanically Ventilated Patients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미국(2017)

Guideline/ 
Mechanical 
ventilator 
people

▶환자 사정 및 운동 제외 기준

▶조기 운동의 첫 단계는 표준화된 선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운동 가능성을 일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조기 운동은 환자가 움직임에 개입하지 않는 수동적 운동부터, 적극적 관절운동, 침상 

내 앉기, 서기, 제자리 걷기, 침상 옆 휠체어로 이동하기, 걷기 등으로 구성된다. 

5

Evaluate the evidence for the 
effects of early mobilisation in 
patients after cardiac surgery

Santos et al.
(2017)

Systematic 
review
9 RCT 
(1419 
patients)

▶조기 운동은 침상 안정 보다 수술 후 합병증 예방, 수술 후 functional capacity 개선, 

재원 기간 단축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다양한 조기 운동 방법, 간격, 강도 비교 시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운동 방법은 확인 

되지 않는다. 

▶심장 수술 후 회복의 필수 요소는 조기 운동 유형이 아니라 침상 안정의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다. 

▶호흡 운동은 조기 운동 protocol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중등도의 

mobilisation 만으로 충분히 호흡기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6

Assess whether respiratory 
physiotherapy prevents 
pulmonary complications after 
cardiac surgery.

Pasquina & 
Walder
(2003)

Systematic 
review
18 RCT 
(1457 
patients)

▶13개 RCT 연구를 통해 11가지 호흡 재활 운동을 분석하였으며, 심장 수술 후 호흡 

치료가 호흡기 합병증(무기폐, 폐렴, 흉막 내 삼출)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심장 수술 후 호흡 치료에는 incentive spirometry,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intermittent positive pressure breathing, blow bottle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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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Progressive Mobility 
Protocol on patient outcomes 
related to immobility.

Floyd et al., 
(2016)

Protocol 
(Retrospective study)
CABG, HTPL,
Valve replacement,
lung resections, 
esophageal surgeries, 
lung transplant

▶ 수술 후 24시간 내 출혈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후 96시간 이상 ECMO 

와 VAD 적용이 요구되는 환자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에서 제외된다. 

▶ 점진적인 운동 프로토콜은 환자 운동 수준에 따라 ROM 만 수행하는 Level 1 

부터, 100Ft ambulation을 수행하는 Level 7 로 구성된다. 

▶ 프로토콜 적용 전/후 진답 간의 ICU 재실기간, 입원 기간, ICU 재입실률, 욕창 

유병율 및 DVT/PE 발생률 비교 결과, 통계적 유의성 (P<.05)을 달성하지 

못하지만, 점진적 mobility 의 전반적인 목표인 병원 체류 기간 감소, 중환자 

실 재실일수 감소, 중환자실 재입원률 감소, 욕창 유병률 감소가 확인되었다. 

8

Analyze a cardiac 
rehabilitation adapted 
protocol in physical therapy 
during the postoperative 
hospital phase of cardiac 
surgery.

Winkelmann 
et al.
(2015)

Protocol 
(observational study)
N=99 
CABG, AVR, MVR, 
PVR

▶ 심장 수술 후 모든 환자에서 무기폐와 소량의 흉막 삼출이 관찰되었다. 

▶ 7단계의 점진적 운동으로 구성되나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정도는 3단계인 제자리 걷기 및 35m 걷기 까지였으며, 인공호흡기 적용 중에도 

해당 수준 까지 진행이 가능하였다.

▶ 운동 단계 평가는 심장 수술 후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운동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 다시 평가되었다.

▶ 물리치료사는 환자 상태 평가를 하루 2회 시행 후 교육 및 대화시간을 

포함하여 평균 15-20min 가량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9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n 
early mobilization protocol 
performed in patients who 
underwent cardiac surgery on 
post‐operative outcomes

Yayla & 
Özer, (2019) 

Protocol
(quasi-experimental with 
a control group)
N=102
Valve surgery, CABG, 
ASD⋅VSD closure,

▶ 심장 수술 후 GCS 15점 으로 신경학적 문제가 없고, 혈역학적 및 호흡기계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운동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 수술 당일부터 호흡 운동, 관절 운동을 시작하여 침상 옆 걸터앉기, 수술 

다음날에는 침상 옆 휠체어 앉기에서 걷기 까지 진행한다.

▶ 조기 운동은 재원기간 감소(P < .001), DVT, 폐렴, 부정맥 등 합병증 발생률 

감소 (P < .05), 수면의 질 증가( P < .001) 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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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examined the feasibility and 
safety of a mobilization 
protocol 12–24 h after elective 
cardiac surgery

Cassina et 
al.
(2016)

Protocol
(observational 
study,
prospective   
cohort study)
N=53
CABG, AVR, 
CABG+AVR

▶심장 수술 후 12-24시간 이내 시작하는 조기 운동 프로토콜의 안전성 평가. 

▶POD#1 오전에 시작하며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20.3 시간 후 시작함. 1회 35-40분가량 

시행. 침상 옆 휠체어 앉기 까지 운동이 시행된다.

▶시작 기준, 제외 기준에 따라 간호 팀이 수행한다.

▶운동 전 pressure transducers를 0점 조절 후 환자의 중앙 액와선과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과 수평이 되도록 위치시킨다.

▶운동 시 심전도, 혈압 및 어지러움, 시야 흐림, 오심 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모니터링 한다. 운동 중 평균 동맥압이 10%이상 감소하거나, 상심실성 부정맥 혹은 

심실성 부정맥 발생 시 운동을 중단한다.

11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n 
active physiotherapy intervention to 
participants in the intubation period 
after cardiac surgery compared to 
usual care

Patman et 
al. (2001)

RCT
N=210 
CABG, AVR, 
MVR,
Bentall's op.

▶Intubation 기간 중 호흡 치료 및 사지 운동 적용 시 환자 결과 비교하고자 시행함.

▶rountine한 보통의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삽관 기간 동안 운동을 

시행한다고 해서 결과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수술 후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시간당 100ml 이상의 배액이 지속되는 경우 조기 

운동이 제외되었다.

12

To determine whether the removal 
of a regimen of deep breathing 
exercises from post-operative 
physiotherapy management.

Brasher et 
al. (2003)

RCT
N=198
(CABG, Valve 
surgery, 
OPCAB)

▶심호흡운동 과 가벼운 신체 활동(mobilization)을 같이 시행 한 그룹과 mobilization 

만 시행한 그룹 비교 시 수술 후 폐 합병증 발생률, 재원기간, 폐기능 검사결과, 

재입원률, 통증, 산소 포화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과정에서 호흡 운동을 제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술 다음날부터 2회/일 (오전/오후), 물리치료사 지도하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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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two early postoperative cardiac 
exercise programs, one with a 
low frequency and one with a 
high frequency inpatients.

van der 
Peijl et al.
(2004)

RCT
N= 246
(CABG)

▶운동을 매일 2회 시행한 집단이, 주중에만 1회/일 시행한 집단에 비해 기능적 활동 수

준이 더 빠르게 향상되고(all P<0.01), 환자 만족도도 높으나 퇴원 시 두 집단의 기능

적 활동 수준과 두 집단 간 재원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두 집단의 운동 내용은 ROM, Sitting edge of bed, transfer to chair, walking, 

stair climbing등으로 구성되며, 운동 강도는 METs 1.0 부터 최대 METs 3.5 까지 두 

집단에 같은 강도로 적용된다. 

▶고령인 경우 운동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였다. 

▶운동 중에는 피로 및 호흡곤란 발생 여부를 모니터 한다. 

14

To determine whether a 
physiotherapy-supervised walking 
program, with or without 
respiratory exercises, might 
improve walking capacity and 
other parameters for patients 
undergoing CABG.

Hirschhorn 
et al.
(2008)

RCT
N=93 
CABG

▶Group1(standard intervention), Group 2(G1과 동일 +수술 익일부터 걷기 운동 시작), 

Group 3(G2와 동일+incentive spirometry 및 심호흡운동), 세 그룹의 걷기 능력, 1회 

환기량, 삶의 질, 재원 기간, 호흡기 합병증 발생 비교 시, 퇴원 시점에 G1과 G2,G3의 

걷기 능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p=0.012), G2와 G3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95). 집단 간에 일회 환기량, 삶의 질, 재원 기간, 호흡기 합병증 발생률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tandard intervention: 교육, 체위 변경, 침상 걸터앉기, 점진적 걷기 로 구성되며, 

수술 다음 날 부터 2회/일 시행 한다.

15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6-day 
postoperative in-hospital cardio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on inspiratory 
muscle strength and its potential 
association with improved functional 
capacity after CABG.

Stein et 
al. (2009)

RCT
N=20

▶ 수술 후 6일 간 점진적 걷기 운동에 EPAP mask 적용 및 호흡 운동을 추가한 실험군과 

배액관 제거 후 점진적 걷기 운동만 수행한 대조군 비교 시, 수술 일주일 후  중재군

에서 호흡근 감소 정도가 적고, 6분간 걷는 거리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다(P<.05).

▶ 수술 후 호흡 운동 및 점진적 걷기 운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호흡 근력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 Inspiratory muscle strength 는 수술 후 회복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 71 -

번호 목적
저자

(년도)

연구 설계/

연구 대상

내용

(연구 결과 혹은 조기 운동 프로토콜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뇬)

16

To test wheter  respiratory muscle 
training (RMT), performed after 
surgery, may improve the ventilation 
capacity.

(Barros et 
al., 2010)

RCT
N=61
(CABG 
with CPB)

▶CABG 후에는 호흡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호흡근 훈련이 필요하다.  

▶수술 후 조기 호흡 근 훈련은 퇴원 시 환자의 환기 용적을 수술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통증, 호흡곤란은 모두 수술 다음날 증가 후 퇴원 시 감소하며, 호흡 근 훈련을 추가로 

수행한 집단과 수행하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17

To determine the effect of 30 
versus 10 deep breaths hourly, 
while awake, with positive 
expiratory pressure on oxygenation 
and pulmonary function the first 
days after cardiac surgery.

(Urell et 
al., 2011)

RCT
N=113
(AVR, 
MVR, 
TVR, 
CABG)

▶PEP device를 이용한 심호흡 운동을 매 시간 10회 시행한 그룹과 30회 시행한 그룹 비교 

시, 30회 시행한 그룹의 산소 포화도가 유의하게 높다(p=0.016).

▶수술 후 침상 옆에 앉는 활동은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권고되며, 수술 다음날에는 

휠체어 앉기, 수술 후 2일 째에는 걷기가 수행되어야 한다. 

▶IABP 적용 중인 환자 및 통증 호소하는 환자는 호흡 운동이 제외된다. 

▶환자가 운동 중 통증 증 증상 호소 시 15분 휴식 후 다시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호흡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한다.

18

To determine whether a short-term 
physiotherapy exercise protocol 
post-CABG might improve cardiac 
autonomous regulation.

Mendes et 
al. (2010)

RCT
N=47
e l e c t i v e 
S u r g e r y 
(CABG)

▶ 수술 후 부정맥(atrial flutter, atrial fibrillation, multiple ventricular or atrial 

ectopy, second- or third- degree atrioventricular block) 발생시, 조기 운동을 제한한

다. 

▶수술 다음 날 부터 1일 1회, ROM, 서기, 걷기 등 점차 이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가벼운 신

체 운동 및 호흡 운동을 적용한 그룹과 호흡 운동만 시행한 그룹을 비교시, 가벼운 신체 

운동은 퇴원 시점에서 심장 자율 조절 기능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다. 

(P<0.05).

▶심박동수가 휴식시에 비해 20bpm 이상 상승 시 운동을 중단한다.

▶심장 호흡 기능 및 수술의 영향에 대한 교육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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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moderate-intensity stationary cycling 
and walking exercise programmes in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after 
first-time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surgery

Hirschhorn 
et al. 
(2012)

RCT
N=64
(CABG)

▶근골격계, 신경계, 말초혈관 장애 시 운동 수행에서 제외된다.

▶운동 전 혈역학적 불안정, 부정맥 발생, 승압제가 요구되는 경우, 피로 및 통증 등으로 환자가 

운동을 거부하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다.

▶ 운동 시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10분 이내의 휴식 및 산소를 추가 

공급한다.

▶ 운동 중 환자 심박동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감 시, 운동 실조증, 청색증, 발한, 호흡곤란, 피

로 등의 증상 호소 시 즉시 운동을 중단한다.

▶POD#1 부터 ROM, 제자리 걷기, 휠체어 옮겨 앉기 부터 시작하여 POD#3 부터 걷기 운동 군과 자전

거 타기 운동 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퇴원 시 신체 기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

이가 없다.

20

To evaluate inspiratory volume in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that
incentive spirometry (IS) and the 
breath stacking (BS) technique have 
on the recovery of FVC in such 
patients

Dias et al.
(2011)

RCT
N=35

▶IABP 적용 중, 출혈, mBP<70mmHg, 저심박출증, 부정맥 등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조기 운동이 제한된다. 

▶운동: 기침, 사지 ROM, 침상 옆 옮겨 앉기, 걷기로 구성(control group) + incentive 

spirometer(IS group) or facial mask coupled a unidirectional valve(BS group). 

▶POD#5에 세 그룹 모두 기능적 환기량이 유의하게 회복되며(p< 0.001), IS group 에 비해 

BS group 의 흡기량이 유의하게 높다. 

▶운동 시 평균 동맥압, 심박동수,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 한다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감소 시 운동을 중단한다.

21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spiratory muscle training on 
measures of respiratory muscle 
performance in patients undergoing 
CABG

B e r t o l i n i 
Matheus et 
al. (2012)

RCT
N=47
(CABG)

▶body mass index(BMI)가 30 kg/m2 초과하는 경우, IABP 적용 중인 경우는 조기 운동에서 

제외된다. 

▶하루 2회, incentive spirometer 와 ambulation 만 시행한 group(CG)과, 이에 더하여 호흡

근 강화 운동을 추가 시행한 group(IG)의 호흡기 합병증 발생률 및 중환자실 재실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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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with a
cycle ergometer applied 
early in patients undergoing 
CABG.

Borges et 
al. (2016)

RCT
N=34
(CABG)

▶IABP 혹은 other invasive femoral device 적용 중인 경우 조기 운동이 제외된다.

▶운동: 호흡 운동, 사지 ROM, 점진적 ambulation을 시행하는 그룹과(CG), 여기에 추가로 cycle 

ergometer 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는 그룹(IG)의 폐기능, 호흡 근력, 걷기 능력 비교.

▶관상 동맥 우회술 환자에게 조기에 적용되는 유산소 운동은 기존의 물리 치료와 비교할 때 폐 

기능 및 호흡 근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능 용량의 유지를 촉진 할 수 있다.

▶운동 중에는 동맥 혈압,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 및 환자의 피로 수준을 모니터링 한다. 

23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early rehabilitation 
therapy on patients with 
more than 72 hours of 
prolonged
mechanical ventilation after 
CABG

Dong et 
al. (2016)

N=106
(CABG)

▶운동 제한: 신경근 문제, ICP 증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후, 급성 심근염, 말초 

혈관 색전증, 급성 뇌혈관 문제, 심전도의 허혈성 변화가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 

FiO2(Fraction of inspired oxygen)> 55%, 고용량의 승압제 사용, 수술 후 wound 회복 지연, 

시간당 소변량이 감소한 경우

▶운동은 head up, transferring from supination to sitting, sitting on the edge of the bed, 

sitting in a chair, transferring from sitting to standing, walking along the bed 로 구성

되며, 독립적으로 시행 할 수 있을 때 까지 하루 2회 시행된다.

▶운동 수행 그룹(IG)과, 침상 안정 그룹(CG) 비교 시, 조기 운동은 인공호흡기 적용 일수 감소

(8.1 vs 13.9, p< 0.01), 병원 재원 기간 감소(22.0 vs 29.1,p< 0.01), ICU 재실 기간 감소

(11.7 vs 18.3, p<0.01)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운동 시 음식물 역류 방지를 위해 비경구 식이를 중단한다. 

▶운동 1-2 시간 전 진정제를 중단하고,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RASS)로 운동 전 환

자 상태를 평가한다.

▶운동 중 산소 포화도, 심전도,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환자가 피곤함을 느끼거나, 혈역학적 지표가 불안정한 경우, 호흡 양상이 불안정한 경우, 낙상, 

탈관이 발생한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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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o examine the effect of EM on the 
incidence of atelectasis and pleural 
effusion in patients undergoing 
CABG.

Moradian et 
al.
(2017)

RCT
N=98
(CABG)

▶제외 기준: 출혈, 혈역학적 불안정, 의식 수준 저하, 수술 후 24시간 이상 인공호흡기 적

용이 필요한 경우 운동에서 제외된다. 

▶기관 내관 제거 후부터 시행하는 조기운동(POD #2에 침상 걸터앉기 및 걷기)는 무기폐와 

흉막 삼출 발생을 감소시키며(p<0.01), oxygenation을 개선시킨다(p<0.05).

▶운동 중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심박동수 및 호흡수가 기존 보다 20% 이상 증가 시 운동을 중단한다

25

To determine the effect of <3 Mets 
(Metabolic Equivalent of Tasks) of 
physical activity on zero 
postoperative days for improving 
hemodynamic and respiratory 
parameters of patients after cardiac 
surgeries

Tariq et al. 
(2017)

RCT
N=174
(CABG, 
valve 
surgery)

▶운동 제한: 출혈, 체온 >38°C , 심박출량 <40%, 중등도 이상의 폐질환, 신경계 질환이 

있는 환자

▶수술 당일에 인공호흡기 제거 후 4시간 후 부터 호흡 운동 및 침상 걸터앉기, 서기, 제자

리 걷기, 휠체어로 이동 해 앉기와 같이 1-3 METs로 운동을 수행한 그룹(IG)과 수술 다음 

날 부터 호흡 운동 및 침상 내 운동을 시작한 그룹(CG) 비교 시, 조기 운동은 산소 포화도 

및 호흡 곤란 개선에 효과가 있다.

▶조기 회복을 촉진하고 수술 후 진행 상태, 개별 회복 속도 및 개인의 능력을 관찰 하기 

위해 처음 48 시간 내에 심장 재활 운동이 필요하다.

26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fferent 
rehabilitation protocols used in 
inpatient cardiac rehabilitation on 
functional capacity and pulmonary 
function in patient status post-CABG 
surgery.

Zanini et 
al.
(2019)

RCT
N=40
(CABG)

▶ 운동 제한: 중동도 이상의 심장 판막 기능 부전, 심각한 부정맥, 운동 장애가 있는 경

우, 70세 이상  

▶4그룹으로 나누어 중재에 따른 걷기 능력, 폐기능, 호흡 근력 비교 시, active physical 

exercise 와 early ambulation을 호흡 운동과 같이 받은 환자들이 호흡 운동 만 수행한 그

룹에 비해 퇴원 전 및 퇴원 후 30일 째에 기능적 능력(6MWD:6 min walk distance)이 더 효

과적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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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프로토콜 초안의 타당도 평가 결과                      (N=9)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적용

기준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는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

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 운동이 필요하다.

본 프로토콜은 심장혈관 및 심장판막수술, 흉부 대동맥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프로토콜은 POD#1 오전에 시작하며 2회/일 적용한다.

당일 수술 예정 및 일반 병동으로 전동 예정인 환자는 프로토콜에서 제외해도 무방

하다.

프로토콜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은 금기가 아닌 경우 침상 머리를 30도 이상

으로 유지하며, 2시간 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0.89

제외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후 재평가 한다.

1

①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kade)를 투약중인 경우

② 뇌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뇌부종, 뇌경색, ICH, SAH 등)

③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작(Uncontrolled seizure)

④ 수술 부위에서 지속 혹은 새로 

발생된 출혈 

   (3시간 동안 시간당 100ml 이상 

배액되는 경우)

⑤ 개방성 상처(복부/흉부)

⑥ 흉골 불안정 등으로 인해 주치의가 

조기 운동을 제한한 경우

⑦ 부정맥으로 인해 응급으로 일시적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예정된 경우

⑧ 심실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⑨ 24시간 이내 DVT, PE 가 새로 발생된 

경우 

⑩ RASS≥+2 의 흥분이 관찰되는 경우

⑪ 통증 중재에도 불구하고 NRS 4점 

이상의 통증 지속되는 경우(NRS≥4)

⑫ NO gas를 적용중인 경우

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혈압이 치료적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경우

b. 심박동수가 40 회/min 이하, 130 

회/min 이상인 경우

c. FiO2 >60%,  PEEP > 10cmH2O, 

RR>40회/min, SpO2 <90%

d. Ventilator dysynchr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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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1환자

사정

RASS≤-2 -1≤RASS≤+1

① 24 시간 이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② 고용량의 승압제를 투약중인 경우  ( Norpin > 0.1mcg/kg/min, vaso 0.03 u/min )

③ 적용중인 일시적 심박동기 심박수를 40 회/min 로 낮추어도 환자 자발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IABP, ECMO, Intravenous Pacemaker를 적용중인 경우

⑤ Swan-Ganz cathter 로 PAP monitoring 중인 경우

⑥ 언어적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YES               NO

LEVEL 1 LEVEL 2 LEVEL 3

운동 

중재

침상 머리를 30 도 올린 

상태에서 

각 관절마다 10회씩

수동 ROM을 

시행한다(10분).

침상 머리를 30 도 올린 

상태에서 

각 관절마다 5회씩 사지 

ROM을 

시행한다(수동/능동)(10분)

침상 머리를 90 도 올린 

상태에서 

각 관절마다 5회씩 사지 

ROM을 

시행한다(수동/능동)(10분

)

0.56

NO NO

운동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대퇴부에 

카테터가 

없는가?

양팔을 저항없이 
ROM이 가능하다 
(strenth ≥ 4)

             YES              YES              YES

침상 머리 60도 올린 

상태에서 20 분간 

유지한다.

침상 머리를 90도 올린 

상태에서 20 분간 

유지한다,

침상 걸터앉기(10분)

(보조/보조 없이 스스로)

NO NO NO

활력징후가 치료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팔을 저항없이 

ROM이 가능하다 

(strenth ≥ 4)

도움 없이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YES              YES              YES

운동을 지속하며 POD#7 

까지 level 1에서 

유지된다면 

재활의학과에 consult를 

시행한다.

침상 걸터앉기(dangle)

(보조/보조 없이 

스스로)(10 분)

걸터앉은 자세에서 다리 

운동을 시행한다(5분)

NO NO

활력징후가 

치료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양 다리 가 

저항에 대항하여 

ROM이 가능하다

             YES              YES

운동을 지속하며 POD#7 

까지 level 2에서 

유지된다면 재활의학과에 

consult를 시행한다.

서기 (5분)

(보조/보조 없이 스스로)

NO

도움 없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제자리 걷기 및 운동 

수준을 유지 한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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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권고

사항

ECMO, intravenous TPM, IABP, CRRT, A-sheath 가 적용중인 경우,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의 ROM 은 제한한다.

1

환자의 최대 운동 수준은 심장 수술 전 운동 수준을 목표로 한다. 

모든 운동은 환자가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시간을 늘려간다.

필요시 재활의학과 의뢰를 통해 침상 내 cycle ergometer 및 theraband를 활용한 

운동을 추가한다.

운동 전 흡인(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 영양을 중단한다. 

인공 기도를 가진 환자는 운동 전 기관 내강 흡인(suction)을 시행한다.

인공 기도를 제거한 환자들은 매시간 incentive spirometer, 기침, 심호흡 운동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자세 변경 후 혈역학적 변화가 있다면 5분 정도 기다린다.

모니

터링

운동 중 혈역학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카테터 기능 저하 및 위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중 심전도, 동맥압 파형, 폐동맥압 파형,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 한다. 

1운동 중 동맥관 transducer 는 환자의 정중 액와선과 4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phlebostatic axis)에 맞춘다.

운동 중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러움, 호흡곤란, 피로, 통증 등 주관적 증상을 모니

터링 한다.

중단

기준

① 혈압이 치료적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② 심박동수가 30 회/min 이상 증가하거나 부정맥이 새로 발생된 경우

③ 산소포화도가 FiO2 증가에도 9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④ 의식 수준 변화 ( 지시에 따르지 않음, 흥분, 공격적 행동, 어지러움 ) 

⑤ 호흡곤란 호소

⑥ 발한, 피로 호소 

⑦ 통증 증가 

⑧ 출혈 발생

⑨ 낙상

⑩ 의료기기를 통한 모니터링 값의 변화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

음 발생 시

⑪ 카테터 및 배액관의 기능 저하, 위치 변화 및 탈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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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o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내용 CVI

적
용
 기
준

1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는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 운동이 필요하다.
1

2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POD#1 오전부터 시작한다. 0.89

3 조기 운동 프로토콜은 1일 2회 적용한다. 0.89

4
당일 수술 예정 및 일반 병동으로 전동 예정인 환자는 프로토콜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
0.78

5
프로토콜 적용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은 금기가 아닌 경우 침상 머

리 30도 이상 유지 및 2시간 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1

제
 외
 기
 준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기 운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24시간 후 다시 

재사정한다.
1

7 신경근 차단제를 투약중인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0.89

8
뇌부종, 뇌경색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9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10
수술 부위에서 시간당 100ml 이상 출혈이 3 시간 이상 지속 혹은 새

로 발생된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11
개방된 흉부/개방된 복부 와 같은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 조기 운

동에서 제외한다.
1

12
흉골 불안정 등 수술 관련하여 주치의가 조기 운동에 제한을 둔 경

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13
부정맥으로 응급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한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14
심실성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

다.
1

15 24시간 이내 급성 DVT, PE 가 발생된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16
RASS≥+2 이상의 흥분 상태가 관찰되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

다.
1

17
통증 조절 중재에도 불구하고 NRS≥4 의 통증 지속되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0.89

18 NO apply 중인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0.89

19 혈압이 치료적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20
심박동수가 40회/분 이하, 130회/분 이상인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

외한다.
0.89

21
인공호흡기 적용 중인 경우 FiO2>60% 혹은 PEEP > 10cmH2O 인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1

22
호흡수 40회/분 이상인 경우, SpO2<90% 인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

한다.
1

23 Ventilator dysynchrony 가 관찰되는 경우 조기 운동에서 제외한다.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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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o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내용 CVI

환
 자
  사
 정

24
환자의 의식 수준 사정 시 RASS≤-2 인 경우 침상 내 수동 ROM 및 

60도로 침상 머리 상승 까지 수행한다.
1

25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24 시간 이내 기관절개술

을 시행한 경우 침상 내 수동 혹은 능동 ROM 부터 시작하여, 침상 

내 앉기, 침상 걸터앉기 순으로 침상 내 운동 만 시행한다. 

0.67

26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Norpin >0.1mcg/kg/min 

및 vasopressin 0.03 u/min 이상의 고용량의 승압제를 투약중인 경

우 침상 내 수동 혹은 능동 ROM 부터 시작하여, 침상 내 앉기, 침

상 걸터앉기 순으로 침상 내 운동 만 시행한다. 

1

27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일시적 심박동기의 심박

동수를 40회/분까지 낮춰도 환자 본인의 자발 심박동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all pacing), 침상 내 수동 혹은 능동 ROM 부터 시작하

여, 침상 내 앉기, 침상 걸터앉기 순으로 침상 내 운동 만 시행한

다. 

0.56

28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IABP, ECMO, 정맥을 통한 

일시적 심박동기 적용중인 경우, 침상 내 수동 혹은 능동 ROM 부터 

시작하여, 침상 내 앉기, 침상 걸터앉기 순으로 침상 내 운동만 시

행한다. 

0.44

29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Swan-Ganz cathter 로 폐

동맥압(Pulmonary artery pressure)을 모니터링 중인 경우 침상 내 

수동 혹은 능동 ROM 부터 시작하여, 침상 내 앉기, 침상 걸터앉기 

순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1

30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언어적 지시에 따르지 못

하는 경우 침상 내 수동 ROM부터 시작하여, 침상 내 앉기, 침상 걸

터앉기 순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0.78

31

환자의 의식 수준이 -1≤RASS≤+1 이면서 언어적 지시에 따를 수 

있으며, 운동이 제한되는 의료기기를 적용중이지 않은 경우, 수동/

능동 ROM->걸터앉기, 하지 운동, 서기, 제자리 걷기 순으로 운동을 

시행한다. 

1

운
동
 중
재

32

환자가 RASS≤-2로 level 1 운동 수준(ROM 및 침상 머리 올리기)을 

수술 후 7일 까지 유지할 경우 재활의학과 진료의뢰를 통해 추가 

운동이 시행되도록 한다. 

0.67

33
환자가 Level 2에 해당하며 대퇴부에 카테터가 없는 경우 양팔의 

muscle strength 가 4점 이상 시 침상 걸터앉기 운동을 수행한다.
0.56

34

환자가 -1≤RASS≤+1 이나 대퇴부에 침습적 의료기기를 적용중인 

경우(ECMO, IABP, 경정맥 심박동기) 침상 내 수동 및 능동 관절운

동만 수행한다.

0.78

35

환자가 Level 2에 해당하여 Level 2 운동 수준이 POD#7 까지 유지

된다면 재활의학과에 진료의뢰를 통해 추가 운동이 시행되도록 한

다.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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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o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내용 CVI

운
동
 중
재

36

환자가 Level 3( -1≤RASS≤+1 이며 언어적 지시에 따를 수 있고 
level 2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침상 내 수동/능동 
ROM부터 침상 걸터앉기-하지 운동-서기-제자리 걷기 순으로 운동하
며 환자 운동 수준에 따라 보조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1

권
 고
 사
 항

37
환자가 ECMO, IABP, CRRT, intravenous temporary pace 
maker, A-sheath를 적용중인 경우,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의 ROM 
은 제한하며, 침상 내 운동만 수행한다.

1

38 환자의 최대 운동 수준은 심장 수술 전 운동수준을 목표로 한다. 0.78
39 모든 운동은 환자가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시간을 늘려간다. 1

40 필요시 재활의학과 진료 의뢰를 통해 침상 내 cycle ergometer 및 
theraband를 활용한 운동을 추가한다. 0.78

41 운동 전 흡인(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 위장관 영양을 중단한다. 1

42 인공 기도를 가진 환자는 운동 전 기관내관 흡인(suction)을 시행한
다. 1

43 인공 기도를  제거한 환자들은 매시간 incentive spirometer, 
cough, deep breathing을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1

44 자세 변경 후 혈역학적 변화가 있다면 5분 정도 기다린다. 1

모
 니
 터
 링

45
운동 중 혈역학적 안전성을 보장하고 카테터 기능 저하 및 위치 변경
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중 심전도, 동맥압 파형, 폐동맥압 파형,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1

46 운동 중 동맥관 transducer 는 환자의 정중 액와선과 4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phlebostatic axis)에 맞춘다. 0.89

47 운동 중 환자가 호소하는 어지러움, 호흡곤란, 피로, 통증 등 주관적 
증상을 모니터링 한다. 1

중
 단
 기
 준

48 운동 중 혈압이 치료적 목표 범위를 벗어난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49 심박동수가 30회/분 이상 증가하거나 부정맥이 새로 발생된 경우 운
동을 중단한다. 1

50 산소포화도가 운동 중 FiO2 증가에도 9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운
동을 중단한다. 1

51 의식 수준 변화(지시에 따르지 않음, 흥분, 공격적 행동, 어지러움 등)
가 나타난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52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53 발한 증가, 혹은 피로함 호소 시 운동을 중단한다. 1

54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55 운동 전 없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56 낙상이 발생한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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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o 심장 수술 후 조기 운동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내용 CVI

중
단
기
준

57

환자의 혈역학적 기능을 보조하는 의료기기(ECMO, IABP, CRRT, 

Pacemaker, VAD 등)의 모니터링 값의 유의한 변화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larm 발생 시 운동을 중단한다.

1

58
환자에게 삽입되어 있는 카테터 및 배액관의 기능 저하, 위치 변화 

및 탈관 발생 시 운동을 중단한다.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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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프로토콜 초안 수정본의 타당도 평가 결과                  (N=9)

수정된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적용

기준

대상 : 심장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한 모든 환자

1

목적 : 심장 수술 후 침상 안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시작 : 중환자실 입실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한다. 

       환자의 수면 증진을 위해 야간(10pm-7am)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

기준*

다음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후 재평가 한다. 

1

① 신경근 차단제(neuromuscular blokade)를 투약중인 경우

② 뇌압상승이 의심되는 경우 (뇌부종, 뇌경색, ICH, SAH 등)

③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작(Uncontrolled seizure)

④ 수술 부위에서 지속 혹은 새로 발생된 출혈

   (3시간 동안 시간당 100ml 이상 배액되는 경우)

⑤ 개방성 상처(복부/흉부)

⑥ 흉골 불안정 등으로 인해 주치의가 조기 운동을 제한한 경우

⑦ 부정맥으로 인해 응급으로 일시적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예정된 경우

⑧ 심실 부정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⑨ 24시간 이내 DVT, PE 가 새로 발생된 경우 

⑩ RASS≥+2 이상의 흥분이 관찰되는 경우(RASS≥+2)

⑪ 통증 중재에도 불구하고 NRS 4점 이상의 통증 지속되는 경우(NRS≥4)

⑫ NO gas를 적용중인 경우

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혈압이 mBP 60mmHg 이하, SBP 90mmHg 이하, 180mmHg 이상인 경우

b. 심박동수가 40 회/min 이하, 130 회/min 이상인 경우

c. FiO2 > 60%,  PEEP > 10cmH2O, RR > 40회/min, SpO2 < 90%

d. Ventilator dysynchrony 

당일 수술 예정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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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운동 준비

1

① 운동 전 환자에게 운동의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목표를 설정 

한다.

② 수술 전 환자의 보행장애, 마비 등의 유무를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③ 운동 전 흡인(aspiration)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 영양을 중단 

한다.

④ 인공 기도를 가진 환자는 운동 전 기관 내강 흡인(suction)을 

시행 한다.

⑤ 운동 전 Patient monitoring line, Infusion pump를 통한 약물 

주입 line의 길이가 운동 시 당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재조정 혹은 길이를 연장한다. 

⑥ Chest tube 길이가 환자가 운동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위치를 Chest bottle의 위치를 조정한다.

⑦ Lumbar drainage를 갖고 있는 경우, 배액관이 당겨지거나 꺾이

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하고, 이중으로 Clamping을 시행한다. 

⑧ 인공 기도를 가진 경우 X-ray를 통해 위치를 재확인 하며, 인공 

기도의 고정 상태를 재확인하여 운동 중 탈관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⑨ 인공호흡기를 적용 중인 경우, ventilator circuit 길이를 확인 

후 운동 중 당겨지지 않도록 위치를 재 고정한다. 

운동 지침

① 환자 상태에 따른 운동수준은 사정 및 운동 알고리즘에 따라 적

용한다.

② 운동은 1-2회/일 각 5-30 분간 시행 한다. 

⋅호흡 운동***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환자들의 경우 1-2시간 마

다 수행한다.

③ Catheter(ECMO,IABP,Intravenous TPM,CRRT,A-sheath,A-line 등)

가 삽입된 부위는 탈관 예방을 위해 ROM을 제한하며, 다른 부

위의 ROM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가피한 경우 45도 이내로 구부

린다.

④ 운동 중 환자가 피로함을 호소할 경우 3-5분간 휴식 후 상태 호

전 시 다시 시작하며, 재시작 후 다시 피로함을 호소할 경우 

중단한다.   

⑤ 적극적인 운동 및 호흡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에 의뢰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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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환자 

사정 

및 

운동 

중재

사정 및 운동 알고리즘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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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CVI

 모
니
터
링

① 침상 내 운동 시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을 지속적으

로 관찰한다. 

② 침상 밖 운동 시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을 지속적으로 관

찰하고, 5분마다 동맥관을 통한 동맥압 및 파형을 확인한다. 필요시 

혈압을 측정한다. 

③ 운동 중 배액관 및 심폐 보조기기 등이 당겨지지 않는지 고정상태가 

잘 유지되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④ 운동 중 환자가 호소하는 새로 발생된 어지러움, 호흡곤란, 피로, 

통증 등을 관찰한다. 

1

중단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의에게 알리고 운동을 중단한다. 

① 혈압이 운동 전 baseline 보다 20 % 이상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

② 심박동수가 30 회/min 이상 증가하거나 부정맥이 새로 발생된 

경우

③ 산소포화도가 FiO2 증가에도 9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④ 호흡곤란 호소 및 호흡 수 증가(>40회/min) 

⑤ 의식 수준 변화 (지시에 따르지 않음, 흥분, 공격적 행동)

⑥ 어지러움, 발한, 피로 호소

⑦ 통증이 NRS 4점 이상으로 증가 한 경우 

⑧ 출혈 발생

⑨ 낙상

⑩ 의료기기 측정값의 변화 및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고음 발생 시

⑪ 카테터 및 배액관의 기능 저하, 위치 변화 및 탈관이 의심되는 

경우 

⑫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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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No 수정된 프로토콜 초안 평가지 내용 CVI

적용
기준 1 프로토콜은 중환자실 입실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한다. 1

제외 
기준 2

혈압이 mBP 60mmHg 이하, SBP 90mmHg 이하, 180mmHg 이상으로유지되는 경우 

운동 프로토콜을 시행하지 않고 24시간   후 재사정 한다.
0.89

운동
준비

3 수술 전 환자의 보행장애, 마비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1

4

운동 전 Patient monitoring line, Infusion pump를 통한 약물 주입 line의 

길이가 환자가 운동하는데 당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위치를 재조정 혹은 길

이를 연장한다

1

5
Chest tube 길이가 환자가 운동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위치를 

Chest bottle의 위치를 조정한다.
1

6
Lumbar   drainage를 갖고 있는 경우, 배액관이 당겨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위치를 재고정하고, 이중으로   Clamping을 시행한다. 
1

7
인공 기도를 가진 경우 X-ray를 통해 위치를 재확인 하며, 인공 기도의 고정 

상태를   재확인하여 운동 중 탈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운동 
중재

8 운동은 1-2회/일 각 5-30 분간   시행 한다. 1

9 호흡 운동***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환자들의 경우 1-2시간 마다 수행한다. 1

10
Catheter(ECMO, IABP, Intravenous   TPM, CRRT, A-sheath, A-line 등)가 삽

입된 부위는 탈관 예방을 위해 ROM을 제한한다.
0.89

11
운동 중 환자가 ‘힘들다’고 호소할 경우 3-5분간 휴식 후 상태 호전 시 다

시 시작하며, 재시작 후 다시   ‘힘들다’고 호소할 경우 중단한다.
1

12 적극적인 운동 및 호흡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에 의뢰한다. 1

알고
리즘

13

ECMO, IABP 를 가진 환자는 머리를 15-30 도 올린 상태에서 관절 운동 및 양

손으로 공쥐기 운동을 시행한다. 이때, 카테터가 삽입된 부위는 ROM 을 제한

한다.

1

14
24시간 이내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는 머리를 45-90도 올린 상태에서 ROM 

및 양손 으로 공 쥐어짜기 운동을 시행한다.
1

15

일시적 심박동기의 심박동수를 40회/분까지   낮춰도 환자 본인의 자발 심박

동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all pacing) 머리를 45-90도 올린 상태에서 ROM 및 

양손으로 공 쥐어짜기 운동을 시행한다.  

0.89

16
대퇴정맥을 통한 일시적 심박동기 적용중인 경우, 머리를 45-90도 올린 상태

에서 ROM 및 양손으로 공 쥐어짜기 운동을 시행한다.  
1

17 상지 ROM 시 팔을 어깨 위로 과하게 올리지 않는다. 1

18
상지 ROM 중 운동 중 흉골에 NRS 4점 이상의 통증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의에게 알린다.
1

19
Catheter 가 삽입된 부위는 ROM 을 시행하지 않으며, 다른   부위 운동을 

위해 움직일 경우 45도 이내로 제한한다.
0.89

20
Esophageal fistula 가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 제시된 호흡운동을 시행하지 

않는다. 
0.89

모니
터링 21

침상 밖 운동 시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호흡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5분마다 동맥관을 통한 혈압 및 파형을 확인하며 필요시 NIBP 를 측정한

다.

1

중단
기준

22
운동 중 혈압이 운동 전 보다 20 % 이상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의에게   알린다
1

23 운동 중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운동을 중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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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early mobilization protocol after 
cardia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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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re common after cardiac surgery. Bed rest 

related to mechanical circulatory support devices, hemodynamic instability, or 

pain after cardiac surge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pulmonary complications. Early mobilization is recommended 

for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to prevent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improve patient outcomes. There is the lack of protocol related early 

mobilization in clinical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early mobilization protocol for patients after cardiac surgery in intensive care 

unit.

  After literature review, five key components of early mobilization were 

extracted and a protocol was developed based on these components. The initial 

protocol was evaluated for content validity by a group of nine clinical experts. 

Finally, the early mobilization protocol after cardiac surgery was developed 

with five components: applicat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patient assessment 

and mobilization intervention, monitoring, and discontinuation of mobiliz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provide clinical guidelines for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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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zation to prevent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t may help improve the 

perception of healthcare providers regarding early mobilization after cardiac 

surgery and improve nursing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