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칼바람 시작
한파 대비
건강관리법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력이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건조한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릴

심·뇌혈관 질환 환자는
새벽 찬공기 특히 조심!

•찬공기로 인해 근육과 혈관이 수축돼 혈압이
높아지기 쉽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증상
동상 & 저체온증

대처법
동상 &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코, 뺨, 턱, 손가락,

근육 활동이 약해져

발가락 등이 붉은

팔다리가 떨리고,

step 2

색을 띠거나 통증이

어지럼증, 탈진 등이

젖은 옷은 즉시 벗어두기

발생하고 감각이

발생

무뎌짐

step 1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step 3
마른 몸 위에 담요나 보온 의류 걸치기

각별한 주의가 필요

step 4

•고혈압 환자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언 부위를 녹일 수 있는 따뜻한
물(38∼42도)을 준비하거나, 핫팩 등을
겨드랑이, 배 위에 올려 중심 체온 올리기

혈압이 급상승하여 급성심근경색뿐 아니라
뇌출혈로 쓰러질 가능성도 높아짐
•급작스럽게 발생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도 요주의 질환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겨울철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

http://blog.naver.com/khnmc06 알찬 정보가 가득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의 공식 블로그! 많이 방문해주세요.

건강명견만리

겨울에 더 위험한
심·뇌혈관 질환

알아본다.

찬바람이 불면 호흡기 계통이 약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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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질환 환자 #찬공기 #고혈압 환자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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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붉은 색 #감각이 무뎌짐 #저체온증 #어지럼증

254 likes

#따뜻한 장소 #담요 #보온 의류 #핫팩 #중심 체온 올리기

비염이나 만성기침,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차고 건조한 날씨에 독감으로

미끄러운 길,
낙상 골절 예방하기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소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높아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겨울철 호흡기 관리 필수품
가습기

겨울철 골절은 주로 손목, 고관절,
발목 관절에서 발생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꾸준한 운동과 영양섭취로
건강한 겨울나기

실내온도는 20~22℃,
습도는 50~60%로 적당히 조절

신성한 채소와 과일로 비타민, 무기질을
보충하고 영양분 골고루 섭취하기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노년층에서는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낙상 골절 질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이 필수다.

•햇볕이 따뜻한 낮 시간을

•빙판길, 그늘진 곳은 피해 걷기

공기가 건조하면 기침이 심해지고,

•평소보다 보폭은 좁게, 상체는 숙이고 무릎을 굽혀 걷기

습도가 너무 높아도 세균,

이용해 약한 강도의 운동

•주머니에서 손 빼고 걷기

집 먼지 진드기 등을 번성시켜

꾸준히 하기

•외출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 근육 풀어주기

기관지 등 호흡기를 더 민감하게

•칼슘 섭취, 비타민D 보충으로 뼈 건강 관리하기

할 수 있음

•평소보다 10분 정도
준비운동 시간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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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무기질 보충 #10분 정도 준비운동 #낮 시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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