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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일회성 운동의 형태가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과 투석 간 압에 미치는 향

김 식

서울 학교 학원

체육교육과

본 연구의 목 은 일회성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변화와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운동 재(유

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간 차이를 규명하기 한 것이다. 한,

후속연구로 투석 압 발생환자들에게 운동을 용시키고 압 변화

양상을 조사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상은 경기도 G시에 H병원에서 정기 으로 액투석을 받으며,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 11명을 상으로 하 다.11명의

액투석 환자들은 투석 후 첫 2시간 이내에 2세트의 유산소성 운동 는

항성 운동에 참여하 으며,각 세트 사이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모든 환자들은 총 3주에 걸쳐 각각 3가지 재(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에 참여하 는데,트 이닝의 잔류효과를 피하기 해 각각의

재마다 최소 일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 다.

투석 압의 측정은 매 30분마다 측정되었으며,투석 운동 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압을 측정하 다.투석 간 압의 측정은 24시간 활동성

압계를 착용하여 매 30분 간격으로 총 20시간 동안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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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는 Window SPSS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응표본 t

검정(Pairedt-test)과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sANOVA)

사후검증(posthoctest)을 실시하 으며,본 연구의 통계 유의수 은

p<.05로 설정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유산소 운동에서 첫 번째 운동시 을 제외하고,유산소 운동과

항성 운동 모두 운동 에는 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운동 후에는

압을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둘째,각 시 에 따른 운동 재 간 비교에서 항성 운동만이 비처치

재와 비교하여 수축기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p<.05),이완기

압의 양상은 수축기 압의 양상과 유사하 다.

셋째,투석 후 20시간 압에서,유산소성 운동과 항성 운동은 비처치

재와 비교하여 주간 수축기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117.1±26.5mmHg,124.8±27.1mmHgvs137.5±30.9mmHg,p<.05),이완기

압의 양상은 수축기 압의 양상과 유사하 다.

주요어 : 액투석,운동,투석 압,투석 간 압

학 번 :201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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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생활습 으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세계 으로 만성콩팥병의 유병률이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Bauer,2014; 한신장학회,2013),이로 인한 발병률과 의료비 지출 한

꾸 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의 주요 문제 으로 두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United States RenalData System,2014)

우리나라에서도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 신 체 요법을 받는 환자의 수가

1990년 7,307명에서 2000년 28,046명, 2013년 72,042명으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신장학회,2013),진료비 한 2006년 8,953억

원에서 2010년 1조 3,214억 원으로 4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손상의 증거가 있거나 콩팥 손상의

기능 감소가 지속 으로 나타나거나 사구체여과율이 60mL/min/1.73m2

BSA (Body SurfaceArea)미만인 경우로 정의되는 질병이다.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에 이르는 만성 콩팥병 5기의 경우 불면증,

구토,호흡 곤란 등의 평상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신 체

요법( 액투석,복막투석,신장이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NationalKidneyFoundation,2002).

액투석은 신 체 요법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법으로(69%)

팔의 동정맥루와 인공신장기(투석기)를 이용하여 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체 내 해질 균형 유지 과잉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기,오지은,2014).이는 신 체 요법 5년 생존률이 가장

좋으며, 차 투석환자들의 사망률 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신장학회,2013),신기능의 감소는 투석환자의 체액량 증가,



-2-

고 압,고칼륨 증, 사성산증,고인산 증 등의 수분과 해질 사

장애에 향을 미치며,빈 ,고지 증,골 사 질환 등의 호르몬 사

장애까지 다양한 합병증을 발생시킨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김 훈,

2009).

그 고 압은 액투석 환자의 수명에 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인자 하나로,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 신장기능 감소로 인해 체내의

체액과다 상, 닌 안지오텐신 교감신경계의 문제를 보이며,말기에

해당하는 환자의 80∼90%가 평상시 고 압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 한 바

있다(김 훈,2009;Agarwaletal.,2003;Bolton,2005). 한, 액투석

환자들에게서 심 질환은 사망원인의 49.1%,합병증의 56.8%를

차지하는 가장 험한 질환 하나로,5년 이내 1/3환자가 심 계

합병증으로 조기사망 한다는 ( 한신장학회,2013),일반인에 비해

심 계 질환 발병률이 10∼20배 이상 높다는 으로 볼 때 액투석

환자의 고 압 리는 가장 시 한 문제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신장학회,2013;Carreroetal.,2011;Ortizetal.,2014).

반면, 부분의 액투석 환자가 평상시 고 압 증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체 투석 환자의 20∼30%에서는 투석 압 증상이

발생된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Palmer& Henrich,2008),이는 투석

한외여과의 증가,투석액의 나트륨 농도 등으로 인한 량증,감소된

심박출량 동정맥 확장과 련이 있다고 보고된다(Palmer,2008;

Sherman,2002).이러한 투석 압 증상은 메스꺼움,구토,두통,

근육 경련 등의 불편함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감소시키며, 한

투석환자의 사망에 향을 미치는 독립 인 인자라고 보고하 다(Shoji,

Tsubakihara,Fujii,Imai,2004;Tisleretal.,2003).

투석 환자의 평상시 고 압을 리하기 한 방법으로 항고 압제 뿐

아니라 염분조 , 건체 유지, 운동 등의 생활습 의 개선이

권고되어지고 있으나(Bolton etal.,2005),그 운동은 일반 인

고 압 환자의 압을 개선하기 해 권고되어지는 방법 하나로 여러

연구들에서 일회성 단기간의 유산소 운동은 고 압 환자의 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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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Dimeo etal.,2012;Liu,

Goodman,Nolan,Lacombe,& Thomas,2012), 한,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항성 운동에 한 연구들에서 일회성 단기간의

항성 운동이 고 압 환자의 압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다(Motaet

al.,2013). 한,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투석

실시하는 운동은 안 하며(Cheema,Smith,& Singh,2005;Sheng et

al.,2014),단기간의 유산소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44시간 압과

안정시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Anderson,Boivin

Jr,Hatchett,2004.)

반면, 압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회성의 유산소 운동은

운동 후 90분까지 압을 증가시켜 정상 압을 유지시켰다고

보고하 으며(김종인,노명수,2004;김일곤,2003),투석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투석 수동식 자 거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을 증가시켰고(Fareseetal.,2008),투석 실시하는 유산소 운동

한 압 발생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김성균

etal.,2008).

이와 같이, 액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일부 연구들에서 일회성

단기간의 운동이 투석 압을 증가시켰고,투석 압

발생빈도를 낮추며, 액투석 환자들의 평상시 고 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 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이 투석 압 방의 효과만을

확인하거나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 감소의 효과만을 확인하는 등

특정 시 만을 심으로 진행되었을 뿐,일회성 운동을 수행하 을 때

건강한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과 투석 간 압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속 으로 조사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더욱이,이러한 연속 인 압변화의 양상이 운동형태(유산소성,운동,

항성 운동,비처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해

확인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본 연구의 목 은 일회성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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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변화 양상과 투석 후 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운동 형태 간

압변화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일회성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변화와

투석 간 압 감소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운동 재(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간 차이를 규명하기 한 것이다. 한,후속연구로

투석 압 발생환자들에게 운동을 용시키고 압 변화양상을

조사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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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1)투석 일회성 운동(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 재는 비처치와

비교하여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을 증가시킬 것이다.

2)투석 일회성 운동(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 재는 비처치와

비교하여 액투석 환자의 투석 후 20시간 압을 감소시킬 것이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1)본 연구의 상은 G시 H 학병원 인공신장실에 내원하는 환자로

제한한다.

2)피험자들의 일상생활 식습 그리고 유 ,심리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 다.

3)본 연구에서는 무작 교차연구 설계(RandomizedCrossoverDesign)를

용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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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액투석

: 액투석이란,팔의 동정맥루와 투석기를 통해 체내의 요독물질과

체액을 제거하여 신장기능의 고유한 기능인 세포 내액과 외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요법을 말한다(이 기,오지은,2014;NationalGuideline

Clearinghouse,2013). 액투석은 환자의 기능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노폐물을 주기 으로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평균 으로 주 3회,약 4시간씩 정기 으로 액투석을 받게 된다(United

StatesRenalDataSystem,2009;이 기,오지은,2014).

2)투석 압

:본 연구에서 투석 압은 액투석을 받는 4시간 동안 측정한

압을 의미한다.

3)투석 간 압

:본래 투석 간 압은 투석이 종료된 시 부터 다음 투석일까지의

44시간을 압을 의미한다.그러나,본 연구에서 투석 간 압은

액투석이 종료된 시 부터 이후 20시간까지 측정된 압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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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만성콩팥병과 액투석

(1)만성콩팥병

 1)만성콩팥병의 정의

만성콩팥병은 콩팥 기능의 감소와 이에 따른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국제신장학회에 따르면, 원인에 상 없이 3개월 이상

평가사구체여과율 (estimatedGlomerularFiltrationRate;eGFR)이 60

mL/min/1.73m2 미만인 경우와 콩팥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로 정의한

바 있다(NationalKidneyFoundation,2002).콩팥손상의 증거는 액과

단백뇨(소변),병리학 는 상의학 검사 등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이며,eGFR수 에 따라 1기에서 5기까지 분류되어 있다.

  2)만성콩팥병의 원인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지역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한국에서의

주된 발병 원인은 당뇨병이 48%,고 압이 19.7%,원인 불명 12.7%,

만성 사구체신염 8.3% 순이었으며,그 밖의 원인으로는 다낭성 신질환과

기타 요로질환 등이 있다( 한신장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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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기에 따른 치료

만성 콩팥병은 원인 질환,손상 정도,질환의 진행 속도 그리고 동반된

질환 등에 따라 다양한 임상형태를 보이지만,조기 진단과 단계에 따른

한 리가 필요하다.

National Kidney Foundation(2002)의 만성콩팥병 환자를 상으로

단계별 ClinicalActionPlan에서 만성콩팥병 1∼2기의 경우,원인질환

규명과 치료로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다시 건강한

상태(심 질환 합병증의 치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처치를 해야

한다고 하 다. 3기의 경우, 만성 콩팥병과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심 계 질환, 해질 장애,빈 ,신성 골질환 등)을 조사하고

치료해야 함은 물론,그에 따른 식이,치료 계획 등과 같은 환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한,4기의 경우 신 체요법을 비하는 단계로

환자의 상태나 신 체요법의 근성,주변 여건 등에 따라 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사구체 여과율이 15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만성콩팥병 5기 환자의 경우 신장이식이나 인공신장( 액투석,

복막투석)과 같은 신 체요법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 다(NationalKidney

Foundation,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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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투석

1) 액투석의 개념

신장은 심장,폐,간과 같이 생명 상의 유지에 필수 인 장기로 그

기능이 손실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신장이식과

인공신장( 액투석,복막투석)이라는 획기 인 방법이 개발되면서 생명을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조원용,2002). 액투석은 신기능이 15%이하로

감소되는 만성콩팥병 5기에 사용되는 신 체 요법으로,팔의 동정맥루와

인공신장(투석기)을 통해 체내의 요독물질과 체액을 제거하여

신장기능의 고유한 기능인 세포 내액과 외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요법을 말한다(이 기,오지은,2014;NationalGuidelineClearinghouse,

2013). 액투석은 본래 신장 기능인 배설기능과 조 기능을 수행하기

해 한쪽에는 노폐물이 축 된 환자의 액을 두고,반 편에는

정상인의 세포 외액과 비슷한 조성의 투석액을 비하여 농도차에 의해

서로 반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액내의 노폐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

노폐물을 제거하며(확산),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과다한 수분을 제거하는

한외여과(Ultrafiltration)를 사용하여 해질과 산, 염기의 평형을

유지한다(이 기,오지은,2014). 액투석은 다른 신 체요법들에 비해

의료진이 직 치료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고와 두려움이

덜하며 동료 환자들을 만나 로를 받는 장 이 있다고

보고된다(이 기,오지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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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투석의 역학

액투석 환자는 국가를 월하여 세계 으로 그 수가 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6년에 신 체 요법을 받는

환자가 불과 2,534명에서 2013년에는 75,042명으로 약 30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액투석을 받는 환자 한 1986년 1,335명에서 2013년

52,375명으로 약 30년 동안 4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액투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 체요법(69%)으로,

신 체요법(신장이식, 액투석,복막투석) 5년 생존률이 가장 좋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다( 한신장학회,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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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투석 환자의 증상 합병증

  

액투석이 인공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신장기능을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으로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환자들은 신기능이 감소하고

말기 신부 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들을 동반하게 된다.이는

고 압,체액량증가,고칼륨 증,고인산 증과 같은 수분과 해질

사장애부터 식욕감소,빈 ,고지 증,미네랄 골질환 등과 같은

사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그밖에도 투석성 치매나

성욕감퇴,폐경 등의 내분비 장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 훈,2009;Rizzoetal.,2012;조원용,2002).

특히,사구체 여과율이 15mL/min/1.73m2미만으로 감소하는 만성콩팥병

5기 환자의 경우, 액투석과 같은 신 체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구토

가려움증,호흡곤란,불면증 등의 증상 는 조 되지 않는 고 압,

체내의 수분과다,요독증상,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평상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 2013; National Kidney

Foundation,2002).이러한 합병증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우울증과 연 이 있으며,환자의 생존률에도 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Valderrábano, Jofre, & López-Gómez, 2001: Murtagh,

Addington-Hall,& Higginson,2007;Fanetal.,2014;Dungey,Hull,

Smith,Burton,& Bishop,2013;McAdams‐DeMarcoetal.,2013).

특히,그 에서 심 질환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49.1%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사망요인으로( 한신장학회,2013),만성콩팥병으로 인한

신기능 감소는 심 질환 험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 방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Gansevoortetal.,2013;Sarnaketal.,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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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방을 한 리

  

앞서 언 했던 것처럼, 액투석은 환자의 신장기능은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으로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매주 3회,약 4시간씩 주기 으로 액투석을 받아야 한다(UnitedStates

RenalData System,2009;이 기,오지은,2014). 액투석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방하기 한 방법으로 동정맥루 리,

압조 ,체 리,약물복용,식이습 ,투석 스 지키기,운동 등은

환자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요한 결정인자로, 이러한 요인들을

규칙 으로 리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래하거나 사망에

향을 미칠 수 있어 효과 인 리가 요구된다.

특히, 액투석 환자에게서 식이요법의 리는 매우 요한데

액투석환자의 경우,정기 으로 반복되는 액투석 과정에서 상당량의

양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이 섭취되지 못하면 양결핍이

발생하기 쉬우며(Chazot,2004),이러한 양결핍은 액투석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에 향을 미치는 요한 상지표라고 보고

하 다(Ikizler,2013). 한,신장의 기능감소로 인해 과도한 양의 수분

섭취는 투석간(Interdialytic) 체 을 증가시키며, 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한해야 하며,배설이 잘 되지 않는 칼륨이나 인의 섭취가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골다공증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KamyarKalantaret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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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투석 환자와 압

일반인들과 유사하게 액투석환자에게서 고 압은 심 질환의

요한 험인자 하나로 알려져있다(Tozawa etal.,2003).특히,

액투석 환자는 신기능의 감소로 인해 수분과 해질 장애,체액량

증가, 닌 안지오텐신 교감신경계의 문제로 인하여 일반인과는 다른

압향상을 보이게 되는데,투석 에는 압이 주로 감소했다가 투석

간(투석종료시 부터 다음 투석일까지 약 44시간 동안)에는 압이

꾸 히 증가하여 체 환자의 80∼90%가 평상시 고 압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 훈,2009;PeterN Van Buren etal;

2011).우리나라 신 체 요법의 황(2013)에 따르면,심 질환은

액투석 환자의 사망원인 1 (49.1%)로 합병증의 56.8%를 차지하고,

5년 이내 1/3환자가 심 계 합병증으로 조기 사망하며,일반인과

비교하여 심 질환 발병률이 10∼20배 이상 높다는 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액투석 환자를 상으로 한 고 압의 리는 가장 시 한

문제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한신장학회,2013;Carreroetal.,2011;

Ortizetal.,2014).

이와 반 로, 부분의 액투석 환자가 평상시 고 압 증상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동안 수분과 노폐물이 빠르게

제거되면서 기 1시간 동안 압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이후 3시간

동안은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Dineshetal,

2011).선행연구에 따르면, 액투석 에 시행되는 과도한 여과 는

수분제거, 내 용 감소 등으로 인하여 체 투석환자의

20∼30%에서 압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Palmer&

Henrich,2008).이러한 투석 압 증상은 메스꺼움,구토,두통,

근육 경련 등의 불편함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감소시키며,투석을

조기에 종료시키거나 설정된 여과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Bolton et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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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환자의 사망에도 향을 미치는 독립 인 인자라고

보고하 다(Shojietal.,2004;Tisleretal.,2003).

반면,투석 압이 감소하거나 압 증상이 발생하는 것과

반 로 일부환자들에게서는 투석 고 압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른 투석 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을

보이는 것과 연 성이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J.Inrigetal.,2007;J.

K.Inrigetal.,2009).

3. 액투석 환자와 운동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액투석 환자들은 훨씬 비활동 이며(Johansen

etal,2000;Stack,Molony,Rives,Tyson,& Murthy,2005),낮은

운동능력(ExerciseCapacity)과 신체기능(PhysicalFunction)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Johansen etal.,2003;Johansen & Painter,2012;

Padillaetal.,2008).이러한 투석환자들의 낮은 운동능력과 신체활동

부족은 신기능 감소와 투석 기간이 증가하는 것과 연 이 있으며(Clyne,

Jogestrand,Lins,& Pehrsson,1994;Segura-Orti,Gordon,& Doyle,

2010), 신체활동 부족(Physical inactivity)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험요인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Bharakhadaetal.,

2012;Stengel,Tarver–Carr,Powe,Eberhardt,& Brancati,2003;

O'Hare,Tawney,Bacchetti,& Johansen,2003).

액투석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유산소 운동은 투석

간(interdialytic) 압을 감소시켰으며(Anderson,2004), 최 산소섭취량의

증가 투석효율,삶의 질 향상(Shengetal.,2014;Smart& Steele,

2011),헤마토크릿과 헤모 로빈의 증가,내장지방 성지방(triglyceride:

TG)의 감소,인슐린 민감성과 동맥경직도 향상, 청크 아티닌과

hs-CRP수 을 감소시키는 등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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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oldberg etal.,1986;Mustata,Chan,La,i,& Miller,2004;

Afshar,Shegarfy,Shavandi,& Sanavi,2010;Mustataetal.,2011).

항성 운동의 경우 근비 와 제지방량의 증가 같이 액투석환자의

문제인 근 축을 방지하며,근력 신체기능의 향상, 청크 아티닌과

hs-CRP,IL-6의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B.Cheemaet

al.,2007;Smart& Steele,2011;Castanedaetal.,2004;Moinuddin&

Leehey,2008). 한,유산소성 운동과 항성 운동이 결합된 복합운동의

경우에도 액투석 환자의 최 산소섭취량 심박변이도(HeartRate

Variability)증가시켰으며(Deligiannisetal.,1999;Kouidietal.,1998),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의 감소,근력의 증가,신체능력의 향상(이지연,

2009),근 축 방지,투석효율 증가,건강 련 삶의 질 향상 등 정 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DePaul, Moreland, Eager, & Clase,

2002;Kouidietal.,1998;vanVilsteren,deGreef,& Huisman,2005).

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은 운동시 을 결정하는데 있어 투석 과

투석 는 비 투석일의 3가지 안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3가지의 안 투석

(Intradialytic)에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실 이고, 용가능해

보인다.이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액투석을 받는 동시에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추가 인 시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포기의

확률이 낮으며,의료진의 감독아래 운동이 실시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히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stantinidou etal.,

2002;Painteretal.,1986;Johansen,2007).일반 으로 투석 운동은

첫 2시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하다고 보고되는데,이는 투석을

시작한 지 2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상부 (Cardiac

Decompensation)야기하여 운동을 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Johansen,2007;Jung & Park,2011;Moinuddin & Leeh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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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경기도 G시 H병원에서 3개월

이상,주 3회,4시간씩 정기 인 액투석을 받고 있으며,최근 3개월

사이에 심 질환 련 증상이 없고 동의서를 제공할 수 있는

액투석 환자 13명(남 3,여 10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안정 시 압이 180/110 mmHg를 과하거나,심장 막증 는

심근증 등의 심 문제, 성 만성 감염 환자(폐렴,당뇨발,감염

등 연구 참여시작 시기로부터 1개월 이 에 병력이 있는 성감염자와

3개월 이상의 만성 병력이 있는 자),류마티스 염 는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운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단되는

환자들은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는 한양 학교 생명

윤리심사 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되었다(HYU GURIIRB fileNo.

2013-85)

상자 특성은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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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haracteristicsofstudysubjects

Variable Value

ParticipantCharacteristics(n=11)

Age(y) 56.3±11.27

Women 8(72.72%)

Dialysisvintage 64.7±24.01

-60mon 4(36.27)

60mon- 7(63.63)

Vascularaccess

Fistula 8(72.72)

Graft 3(27.28)

Bloodflow

Low flux 9(81.82)

Highflux 2(18.18)

Etiology

Diabetes 4(36.36)

Hypertension 2(18.18)

Glomerulardisease 0

Other 2(18.18)

unknown 3(27.28)

Laboratoryparameters

Hemoglobin(g/dL) 9.58±0.83

Serum albumin(g/dL) 3.99±0.41

Serum cholesterol(mg/dL) 147.81±31.58

Serum phosphorus(mg/dL) 4.31±1.07

IntactPTH(pg/mL)* 265.63±148.14

Hs-CRP(mg/dL)* 0.1692±0.1616

Medication

AntiHTNdrug

NoHTNdrug 4(36.36%)

Dosingtime

Daytime 5(45.46)

Nighttime 2(18.18)

3antiHTNdrug 2(18.18)

Class

DHPCCB 4

Non-DHPCCB 0

Betablocker 2

Diuretics 2

Alphablocker 0

ACEi/ARB 0/6

Phosphatebinder

Calcium carbonatealone 9(81.81)

Sevelameralone 1(9.09)

Ureareductionratio(URR,%) 75.54±6.95

Kt/V 2.13±0.28

Valuespresentedasmean±standarddeviation,ornumber(percentage)
Abbreviations:HTN,hypertension;DHP CCB,dihydropyridinecalcium channelblocker;ACEi,
angiotensin-convertingenzymeinhibitor;ARB,angiotensinreceptorb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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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설계

본 연구는 H 학교 인공신장실에서 문 의료진의 감독아래

수행되었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계는 비무작 교차연구 설계(A

non-Randomized Crossover Design)로 피험자들은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에 각각 유산소 운동(AerobicExercise)과

항성 운동(Resistance Exercise) 재에 할당되었으며,3주차는 두

그룹 모두 비처치(No Treatment) 재에 할당되었다.운동 재에

참여하는 순서는 그룹마다 달랐지만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은

총 3주 동안,매주 1회에 걸쳐 세 가지 운동 재에 모두 참여하 다.

피험자는 액투석을 받는 동안 할당된 운동을 수행하 으며,투석을

받는 동안 10∼30분의 간격을 두고 압을 측정하 고,투석 후에는

24시간 활동 압계를 통하여 20시간 압을 측정하 다.연구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 으며,구체 인 연구 설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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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학교 생명윤리 원회(IRB)승인

비조사

운동 로그램의 안정성 합성 여부 악(n=2)

상자 선정

액투석 환자 13명

1주차 2주차 3주차 ← 도포기(n=1)

A 재(1주차) B 재(2주차) C 재(3주차)

유산소, 항성 운동

1가지 재+ 압 측정

유산소, 항성운동

1가지 재+ 압 측정

비운동 재

+ 압 측정

20시간 압계 착용

← 도포기(n=4; 압계 착용 거부2,

압계 오작동 2)

자료 분석

SPSS18.0

(pairedt-test/repeatedmeasureANOVA)

[Figure1]Designof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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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측정 도구

1)투석 압측정

피험자는 액투석을 받으러 내원한 후 침상에 워 10분간 안정을

취한 후 운동 압을 측정하 고,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10분 간격,

운동 후 휴식시에는 매 30분 간격으로 압을 측정하 다.피험자는

측정 하루 에 운동, 음주, 흡연 등을 지하도록 하 으며,

액투석기(Fresenius4008SmashineM409281,FreseniusMedicalCare

AG&Co,Germany)의 자동 압계를 이용하여 액투석을 받지 않는

팔의 상완 주부 2cm되는 부 에 표 성인용 커 를 감아

측정하 다. 액투석을 받는 동안 상자들은 로토콜에 맞추어

운동을 실시하 으며, 압의 측정 간격은 투석 시작 후 안정시 압,첫

번째 운동 압,첫 번째 운동 후 압(30분,60분),두 번째 운동

압,두 번째 운동 후 압(30분,60분,90분,120분)으로 총 9회 동안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맥박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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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석 후 20시간 압측정

20시간 활동성 압은 투석을 받는 반 편 팔에 커 를 착용하고

24시간 활동 압계(TM2430,A&D instrument,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기록된 압은 Doctor Pro3(Blood Pressure Analysis

Software)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20시간 동안 압을 30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 다.피험자들마다 생활시간과 수면시간이 모두 상이했기

때문에 부분의 피험자가 수면을 취한 자정부터 오 5시 30분까지의

압을 야간 압,야간 압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주간 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20시간 압을 측정하는 동안은 과도한 운동과

음주,흡연 등을 삼가고 평소 생활형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 다.

       

[Figure2]AmbulatoryBloodPressure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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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운동 로그램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은 총 3주에 걸쳐 매주 다른 운동

재(유산소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에 참여하 으며,각 재 간

트 이닝의 효과를 피하기 해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 다.본

연구의 운동 로그램은 선행연구에서 액투석환자 노인들을

상으로 실시되었던 유산소 운동 항성 운동 로그램들을 분석하여

구성하 다.운동 재는 신장내과의 인공신장실에서 실시하 으며,

응 상황 발생 시 곧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에서

피험자와 1:1로 운동을 실시하 다. 피험자는 액투석 시작 후

10분여간 안정을 취한 뒤 첫 2시간 이내에 20분간 2세트의 분할운동

형태로 재를 수행하 다.각 세트 간에는 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운동 강도는 심박수가 아닌 운동자각도(RatingofPerceivedExertion;

RPE)를 사용하 는데,이는 부분 투석환자들의 다양한 약물 사용과

요독증의 향 때문에 심박수로 운동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Ehrman,Gordon,

Visich,& Keteyian,2013).이러한 이유로,운동 강도를 운동자각도로

설정하여,RPE 11～13(가벼운 강도에서 다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강도)의 강도로 운동을 수행하 다.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투석환자의 심 도와 심박수, 압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 다.구체 인 운동 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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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bicExerciseProtocol

Classification Intensity Time 비고

Warm-up Cycleergometer 40RPM
RPE7∼9

1～2KP
2min

페달을

장착한

암에르고미터,

에르고미터

고정

Main

Exercise
CycleErgometer 40∼60RPM

RPE

11∼13

+

2∼4KP

16min

Cool-down CycleErgometer 40RPM
RPE7∼9

1～2KP
2min

20min

1)유산소성 운동

 구체 인 운동 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2.Aerobicexerciseprogram

① 비운동

투석 시작 후 10분 동안 안정을 취한 이후 실시되었으며,페달을

장착한 암에르고미터(881E,Monark,Sweden)를 이용하여 운동자각도

7∼9,40RPM,1∼2KP에 해당하는 강도로 각 세트마다 약 2분간

실시하 다.

② 본 운동

본 운동은 세트 당 16분씩 총 2세트를 수행하 으며,세트 간

휴식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하 다.운동강도는 가벼운 강도(RPE11,

50～60RPM,2KP)에서 다소 힘든 강도(RPE13,40～60RPM,4KP)까지

진 으로 증가시켰으며,운동 환자의 안 을 해 심 도,심박수,

압을 지속 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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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리운동

정리 운동은 운동자각척도(RPE)7∼9,40RPM의 강도로 각 세트의

마지막 2분에 실시되었다.

[Figure3]Aerobic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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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ExerciseProtocol

Classification intensity time 비고

Warm-up Gymnastics RPE7∼9 2min

Main

Exercise

Plantar&Dorsiflextion 12회×2set

1RM의

65～70%

(12～15회)

16min

탄력밴드

LegExtension 12회×2set 모래주머니

Bridge 12회×2set

Thighadduction 12회×2set 소매틱링

Thighabduction 12회×2set
탄력밴드

LegRaise 12회×2set

Cool-down Gymnastics RPE7∼9 2min

20min

2) 항성 운동

  구체 인 운동 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3.ResistanceExerciseProgram

① 비운동

발목 돌리기 스트 칭,무릎 었다 펴기,고 스트 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2분간 실시하 다.

② 본 운동

본 운동은 [Table3]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동들을 세트 당 16분씩 총

2세트를 실시하 다. 운동은 주로 하체운동과 복부운동으로 구성

되었으며,투석하지 않는 팔에 압계를 착용하 기 때문에 상체운동은

실시하지 않았다.운동은 밴드와 모래주머니,소매틱링 등을 이용하여

1RM의 65～70%(약 12～15회)에 해당하는 강도로 수행하 다.운동 강도를

설정에 있어 심박수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운동 의료진과 연구원은

환자의 심 도와 심박수, 압을 지속 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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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리운동

정리운동은 비운동과 동일한 운동으로 각 세트의 마지막 2분 동안

실시되었다.

[Figure4]Resistance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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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 차

1)동의서 작성

본 연구는 H 학교 G병원 생명윤리 원회(IRB)의 승인 아래

수행되었으며,연구자는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 ,진행 차 주의사항에 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본 실험에

자발 인 참여를 원하는 상자들에 한해 동의서를 받았다.

2) 비 조사

본 연구의 비조사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투석 운동요법이

액투석 환자에게 용가능하며,안 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악하기

해 본 연구의 상자 선정기 에 맞는 액투석 환자 2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비조사에서 운동요법은 연구자와 문 의료진의 감독아래

실시되었으며,본 조사를 통하여 투석 운동요법의 구성을 추가,수정

는 삭제하 다. 한,이에 해 신장내과 문의 3인,스포츠 의학

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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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처치

본 연구의 투석 운동요법은 정기 으로 매주 3회,4시간씩

액투석을 받으며,신장내과 문의들의 감수아래 운동요법 참여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하 다.모든 피험자들은

각각의 운동 재에 참여하는 순서는 그룹마다 달랐지만,총 3주에 걸쳐

세 가지 운동 요법(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비 운동)에 모두

참여하 다.각각의 재는 트 이닝의 효과를 피하기 해 최소 7일의

간격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운동요법의 구체 인 진행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액투석 시작 후 약 10분 동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압을

측정하 고,이상 증상의 유무를 구두로 확인하여 상자의 건강상태를

악한 뒤 운동요법 시행 여부를 결정하 다. 상자의 활력징후변화나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운동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이런 경우에는

운동요법의 종료 시기를 늦추어 총 운동요법 용기간이 3주로,모든

참여자가 각각의 재에 1회씩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둘째,투석 운동요법은 본 연구자와 문 의료진의 감독 아래

상자마다 개별 으로 이루어졌으며,운동기구를 선정한 뒤 개인체력의

차이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설정하여 목표 운동자각도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 다. 상자의 상태에 따라 본 운동의 강도를 차 증가시켰으며,

실시간으로 심박수와 심 도, 압을 모니터링 하 다.운동은 액투석

후 첫 2시간 이내에 실시하 고,총 2세트로 각 세트마다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셋째,투석 압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해 운동 ,첫 번째

운동 ,첫 번째 운동 후,두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 후로 총

5개의 시 으로 나 어 압을 측정하 으며,운동 압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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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마다 1회,운동 후 압은 매 30분 간격으로 압을 측정하 다.

넷째,운동 후 20시간 압의 측정은 24시간 활동 압계(TM2430,

A&D Instrument,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피험자들은 20시간

압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음주나 흡연,운동 등을 삼가도록 하 으며,

평소 생활형태를 유지하도록 권장하 다. 한,매 30분마다 압이

측정될 것이며 측정 시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 압계를

착용하는 법과 해체하는 방법,문제가 생기거나 측정이 되지 않을 시

처방안 등에 해 가르쳐주었다.

6.자료 처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데이터는

WindowsSPSS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이에 한

구체 인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표 편차(SD)를 산출하 다.

2)각 운동 재들의 시기 간 효과검증을 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다.

3)운동 재 간 효과검증을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을 실시하 다.

4)통계 유의수 은 p<.05수 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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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1.투석 시간에 따른 수축기 압의 변화

액투석 유산소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 재를 실시하 을 때

수축기 압의 변화는 [Figure5],[Table4]와 같다.

[Figure5]SystolicBPwith2SetsofAerobicorResistanceExercisesduringHemodialysis

before 1st set 1st set after 1st set 2nd set after 2nd set

Aerobic EX (n=11) 146.1±4.7 153.9±7.9 140.3±5.4b 155.6±10.1c 123.3±5.9d

Resistance EX (n=11) 140±5.8 159±5.3a 129.4±6.3b 152.1±6.4c 127.5±5.7d

No treatment (n=11) 145.7±5.4 140.5±6.3 131.9±6.3b 133.3±6.5 130.2±6.7

Table4.SystolicBPwith2SetsofAerobicorResistanceExercisesduringHemodialysis

ap<.05forthedifferencebetweenbeforeandduringthe1stset(20min)
ap<.05forthedifferencebetweenduring(20min)andafterthe1stset
cp<.05forthedifferencebetweenafterthe1stsetandduringthe2ndset(20min)
dp<.05forthedifferencebetweenduring(20min)andafterthe2n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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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수축기 압의 변화에서 일회성 유산소 운동의 경우,

운동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p<.05),운동 후에는 유의하게

감소시켰지만(p<.05),첫 번째 운동 압의 증가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항성 운동의 경우,모든 시 에서 운동 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5), 운동 후에는 압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반면,비처치의 경우,투석을 받는 동안 압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첫 번째 운동 후 시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p<.05),나머지 시 에서의 감소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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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석 시간에 따른 이완기 압의 변화

액투석 유산소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 재를 실시하 을 때

이완기 압의 변화는 [Figure6],[Table5]같다.

[Figure6]DiastolicBPwith2SetsofAerobicorResistanceExercisesduringHemodialysis

before 1st set 1st set after 1st set 2nd set after 2nd set

Aerobic EX (n=11) 71.8±5.3 79.3±4.7 72.5±3.6b 75.8±4 68.9±3.6d

Resistance EX (n=11) 68.4±3.8 81.4±3.2a 69.3±3.9b 78.3±4.7c 70±3.6d

No treatment (n=11) 69.6±4.1 72.7±3.6 72.3±4.1 72.8±4.4 72.8±4.2

Table5.DiastolicBPwith2SetsofAerobicorResistanceExercisesduringHemodialysis

ap<.05forthedifferencebetweenbeforeandduringthe1stset(20min)
bp<.05forthedifferencebetweenduring(20min)andafterthe1stset
cp<.05forthedifferencebetweenafterthe1stsetandduringthe2ndset(20min)
dp<.05forthedifferencebetweenduring(20min)andafterthe2ndset

시간에 따른 이완기 압의 변화에서 유산소 운동의 경우,운동

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운동 후 압은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항성 운동의 경우,모든 시 에서 운동 압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5),운동 후 압 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5).

반면, 비처치의 경우, 압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 으며,통계 으로 유의한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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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olic

during 1st ex
P

∆systolic

during 2nd ex
P

∆systolic

after 1st ex
P

∆systolic

after 2nd ex
P

Aerobic EX (n=11) 7.8±5.3

0.002*

15.3±6.8

0.019*

-13.6±4

0.003*

-32.4±9.4

0.008*Resistance EX (n=11) 19.1±4.7* 22.9±4* -29.8±5.1* -24.8±4.1*

No treatment (n=11) -4.6±3.4 1.4±3.2 -8.18±3 -3.18±2.1

Table6.meanSystolicbloodpressuredifferencesamonginterventionineachtimeperiod

∆systolicBPduring1stex:before1st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1stexerciseBPvalues

∆systolicBPduring2ndex:before2nd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2ndexerciseBPvalues

∆systolicBPafter1stex:1st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after1stexerciseBPvalue

∆systolicBPafter2ndex:2nd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after2ndexerciseBPvalue
*p<0.05comparedwithNI

3.투석 각 시 에 따른 운동 재 간 평균 수축기

압 변화량 비교

투석 각 시 에서 재 간 평균 수축기 압의 차이는 [Table6]과 같다.

일회성 운동 재 간 수축기 압(SBP)의 변화량 비교에서 항성

운동과 비처치 간 평균 수축기 압의 변화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반면,유산소 운동과 비처치 간 비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 지만,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 재 간 비교 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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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stolic

during 1st ex
P

∆diastolic

during 2nd ex
P

∆diastolic

after 1st ex
P

∆diastolic

after 2nd ex
P

Aerobic EX (n=11) 7.4±3.9

0.048*

3.3±2.5

0.080

-6.7±2.4

0.006*

-6.9±2.2

0.008*Resistance EX (n=11) 13.1±2.9* 8.9±2.5 -12.1±2* -8.3±3.4

No treatment (n=11) 3.1±1.8 0.6±2.6 -0.5±2.2 0±1.9

Table7.meanDiastolicbloodpressuredifferencesamonginterventionineachtimeperiod

∆diastolicBPduring1stex:before1st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1stexerciseBPvalues

∆diastolicBPduring2ndex:before2nd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2ndexerciseBPvalues

∆diastolicBPafter1stex:1st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after1stexerciseBPvalue

∆diastolicBPafter2ndex:2ndexerciseBPvaluessubstractedfromafter2ndexerciseBPvalue

*p<0.05comparedwithNI

4.투석 각 시 에 따른 운동 재 간 평균 이완기

압 변화량 비교

투석 각 시 에서 재 간 평균 이완기 압의 차이는 [Table7]과 같다.

일회성 운동 재 간 이완기 압(DBP)의 변화량 비교에서 항성

운동 재와 비처치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지만, 첫 번째

운동구간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5).유산소 운동의 경우,

항성 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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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투석 간(투석 후 20시간)수축기 압

모든 피험자들이 세 가지 재에 참여한 후 20시간 활동성 수축기

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8.ComparisonofmeanSystolicbloodpressureamongintervention20hoursABP

Aerobic Resistance
No

intervention
P

20-hrABP(n=8) 116.2±9.3 123.9±9.9 129.8±10.8 0.222

DaytimeABP(n=8) 117.1±9.4* 124.8±9.6* 137.5±10.9 0.002*

NighttimeABP(n=8) 114±12.7 121.5±11.2 128.3±12.7 0.119

∆20-hrABP:20hrsofsystolicambulatorybloodpressureafterhemodialysis

∆DaytimeABP:20hrsofsystolicambulatorybloodpressureexceptnighttimeABP

∆NighttimeABP:Systolicambulatorybloodpressurefrommidnightto5:30a.mduring20hrs

*p<0.05comparedwithNI

[Figure7]ComparisonofmeanSystolicbloodpressureamongintervention20hoursABP

세 가지 재 간 비교에서,비처치에 비해 유산소 운동과 항성 운동에서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과 야간 압이 더 낮은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주간 압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항성 운동 모두 비처치에 비해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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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투석 간(투석 후 20시간)이완기 압

모든 피험자들이 세 가지 재에 참여한 후 20시간 활동성 이완기

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Table9.ComparisonofmeanDiastolicbloodpressureamongintervention20hoursABP

Aerobic Resistance
No

intervention
P

20-hrABP(n=8) 67.5±3.1 70.5±3.5 72.3±3.6 0.210

DaytimeABP(n=8) 68.3±3.4* 72.5±3.2 74.5±3.3 0.007*

NighttimeABP(n=8) 65.3±2.7 69.3±4.4 71.2±4.8 0.230

∆20-hrABP:20hrsofdiastolicambulatorybloodpressureafterhemodialysis

∆DaytimeABP:20hrsofdiastolicambulatorybloodpressureexceptnighttimeABP

∆NighttimeABP:diastolicambulatorybloodpressurefrommidnightto5:30a.mduring20hrs

*p<0.05comparedwithNI

[Figure8]ComparisonofmeanDiastolicbloodpressureamongintervention20hoursABP

세 가지 재 간 비교에서,다른 재들에 비해 유산소 운동이 항성

운동과 비처치에 비해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과 야간 이완기

압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주간 이완기 압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비처치에 비해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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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논 의

본 연구는 일회성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변화와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운동 재(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비처치)간 차이를 조사하기 한 최 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투석 압

일반 으로, 액투석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동안 과도한 여과,

수분제거 는 내 용 감소 등으로 인하여 투석 환자의

20～30%에서 압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진 바 있으며(Palmer&

Henrich, 2008), 이는 액투석을 조기에 종료시키거나 설정된

여과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Bolton etal.,2005),투석환자의 사망에도 향을 미치는

독립 인 인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Shojietal.,2004;Tisleretal.,

2003).투석 압을 방하기 한 방안으로 여과 조 , 온

투석액 사용,나트륨 조 ,운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특히,운동은 투석 압의 방 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비활동 이며(Johansen etal,2000;Stack,Molony,

Rives,Tyson,& Murthy,2005),낮은 신체기능을 보이는 액투석

환자들에게 건강상의 이득까지 제공해 수 있는 효과 인 재라고

사료된다(Johansenetal.,2003;Johansen& Painter,2012;Padillaet

al.,2008).

본 연구에서 투석 시작 실시한 40분간, 총 2세트의 운동

재(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는 비처치와 비교하여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을 증가시켰다. 항성 운동의 경우,첫 번째 운동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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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운동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p<.05),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모든 시 에서 증가를 보 으나,두 번째 시 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5). 반면, 비처치의 경우에는

투석을 받는 동안 압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일반인 압 환자를 상으로 50분간 HRmax 60%강도의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 압 환자의 운동 압과 운동 후 90분까지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 한 김종인, 노명수(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30분간의 HRmax 60%강도의 일회성 유산소

운동이 압 환자들의 운동 후 압을 90분까지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김일곤(2003)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한, 액투석 환자를 상으로 한 Farese(2008)의 연구에서도 수동식

자 거 운동(Passive Cycling Movement using a motor-driven

ergometer)과 경피성 기 신경 자극(TranscutaneousElectricalMuscle

Stimulation)을 통한 수동 인 근육의 움직임은 투석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p<.05),운동을 종료했을 때에도 압이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본 연구의 각 시 마다 재 간 비교에서는 항성 운동과

비처치 간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유산소

운동과 비처치,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항성 운동 간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재까지, 액투석 환자를

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이 주로 유산소성 운동을 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항성 운동의 압증가에 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건강한 피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사이클 에르고미터 운동이

안정시에 비해 수축기 압을 50∼70mmHg증가시키고,트 드 운동 한

수축기 압을 180mmHg수 까지 증가시켰다고 보고된 반면(Palatini,

1994),4세트,20RM( 량/고반복)으로 실시한 항성 운동의 경우,

수축기 압을 126±14/73±9mmHg에서 203±33/126±19mmHg까지(Gjovaag,

Hjelmeland,Øygard,Vikne,& Mirtaheri,2015),그리고,훈련된 피험자가

그 스 동작을 할 경우 320/250mmHg까지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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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바 있다(MacDougalletal.,1985).이처럼,운동 시 압의 증가는

유산소 운동보다 항성 운동에서 더 분명해 보 는데,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항성 운동을 12～15RM의 강도로 실시한 것이

유산소 운동과 비처치에 비해 투석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김성균(2008)의 연구에서는 투석 에 실시한 12주간,주 3회,

40분간 운동이 투석환자의 압 발생빈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일회성 운동의 지속이 결과 으로 장기간 트 이닝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추후 운동 횟수 는 기간

등을 증가시킨다면,투석 압의 증가 뿐 아니라 압 발생빈도의

감소 효과 등의 효과 한 기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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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석 간 압

본 연구에서 투석 시작 후 20분간 총 2세트의 운동 재(유산소성

운동, 항성 운동)는 비처치와 비교하여,주간 수축기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5).하지만,투석 간(투석 후 20시간)과 야간 수축기

압에서는 감소 경향만을 보 을 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이와 유사하게,이완기 압에서도 투석 간 압과 야간

압에서의 감소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주간 압에서는

유산소성 운동이 비처치에 비해 이완기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고 압 환자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운동을 통한

압감소의 효과는 주로 카테콜아민 순환과 항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 재까지 부분의 연구들이 항성 운동

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주로 진행되었다(CardosoJretal.,2010;Fagard

& Cornelissen, 2007; MacDonald, 2002). Rondon(2002)의 연구에서

최 산소섭취량의 50%강도로 45분간 실시한 일회성의 유산소 운동이

고 압 환자의 24시간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켜,본 연구의 결과보다

오랫동안 압감소의 효과가 지속된 반면, Taylor-Tolbert(2000)등의

연구에서 45분간 트 드 운동은 처음 16시간(오 9시부터

오후12시)까지만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Taylor-Tolbert et al., 2000). 항성

운동의 경우, 압감소 효과에 해 아직까지 연구의 수가 부족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CardosoJretal.,2010),Melo(2006)의

연구에서도 40분간 1RM의 40%(약 20회)로 실시한 근력운동이 24시간

낮 시간(daytime)동안의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반면, 액투석 환자를 상으로 한 압 련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제한 이었는데, 부분의 연구가 일회성 운동이 아닌 장기간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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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었으며,24시간 활동성 압계를 통하여 압을 측정한 연구

한 그 수가 매우 부족하 다.Anderson(2004)의 연구에서 6개월 간의

유산소 운동은 투석 간 압(44시간)과 주·야간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p<.05),Kirkman(2013)의 연구에서도

12주간의 유산소 운동(Cycle ergometer)은 액투석 환자의 24시간

활동성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p<.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간 압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p<.05),야간 압과 20시간 압 감소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하지만,본 연구의 피검자의 수가

음으로 인해 가설 검정을 한 통계 워가 낮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일회성 운동 재가 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과 야간

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추후 더 많은 피검자를 이용하는 추가 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일회성의 운동이 아닌 장기간 운동을 병행하는

추가 인 연구 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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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일회성 운동이 액투석 환자의 투석 압을 증가시켜

투석 압 증상의 방에 도움을 제공하고,투석이 종료된 후에는

투석 간(Interdialytic)에 발생하는 고 압 증상을 완화시켜 것이라는

가설을 제로 시작되었다. 한,후속연구로 투석 압 환자들에게

운동을 용시키고 압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한 목 도 있었다.실험을 통해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유산소성 운동 재와 항성 운동 재 모두 투석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p<.05),비처치에서는 압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둘째,각 시 에 따른 재 간 비교에서, 항성 운동만이 비처치

재와 비교하여 수축기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p<.05).

셋째,투석 간(투석 후 20시간) 압에서,유산소성 운동과 항성

운동은 비처치와 비교하여 주간 수축기 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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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 투석 실시하는 일회성 운동은 투석 압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안 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투석 압이 발생하지 않는 환자를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따라서,후속 연구에서는 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석환자들을

상으로 운동에 한 압 방의 효과에 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일회성 운동의 지속이 장기간 트 이닝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후속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운동을 실시하 을 때

투석 압 발생빈도의 감소 는 투석 간 압감소의 효과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탈락률과 연구의 실행가능성(feasible)을

고려하여 투석 간 압의 측정을 20시간으로 설정하 다.하지만,

액투석 환자의 더 정확한 투석 간 압의 분석을 해 추후

연구에서는 44시간 압의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의 연령분포가 다양하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투석 간 압감소의 효과에 있어 제한 인 효과만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투석 간 압감소에 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추후 더 많은 피험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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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from

simultaneously executing acute exercise during dialysis on blood

pressure of during and post dialysis within 24 hours and to

demonstratethedifferenceineffectamongaerobic,resistanceexercise

anduntreated.Also,itwastoprovidebasicdataforfollow-upstudy

ofwhichthechangesofbloodpressureafterapplying exerciseto

intradialytic-hypotensionpronepatientswillbeinvestigated.

Eleven subjects,aged over 18 years,who regularly received

hemodialysis3timesaweek,wererecruitedforthestudy.During

hemodialysis,11patientsperformed2setsofaerobicorresistance

training for2 hours with 1 hourrestin between exercise.All

patientsperformedaerobic,resistanceexerciseandnotreatmentfor

threeconsecutiveweeks.Eachinterventionwasseparatedbyatleast

7days,toavoidacarry-overeffectoftraining.BPwasmeasured

during4hoursofdialysisevery30minutesand10minutesduring

the intervention.Interdialysis BP was defined as average BPs



-56-

measuredevery30minutesduring20hourperiodafterdialysisusing

anambulatroyBPmonitoring.Pairedt-testsorarepeatedmeasure

ANOVA andposthoctestwereusedtocompareeachtimepoint

withinoramongthreeexercisemodalities,respectively.Theresults

areasfollows.

First,InbothaerobicandresistanceexercisesystolicBPincreased

duringtheexerciseandfellaftertheexerciseexceptduringthe1st

setofaerobicexercise.

Second,Ineachtimeperiod,onlyresistanceexercisesignificantly

increasedsystolicBPcomparedwithuntreatedamongthreeindividual

modalities(p<.05).

Third,FortheinterdialysisBP,daytimesystolicBPsafteraerobic

andresistanceexercisesweresignificantly lowerthan thedaytime

systolic BPs after dialysis with untreated (117.1±26.5 mmHg,

124.8±27.1 mmHg vs 137.5±30.9 mmHg,respectively,p<.05).The

patternsofdiastolicBPweresimilarwiththoseofsystolicBPduring

intradialyticandinterdialyticperiod.

Keywords:Hemodialysis,Exercise,Intradialyticbloodpressure,

Interdialyticbloodpressure

StudentNumber:201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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