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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이 환자들의 낙상관련 변인, 

우울지수 및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

김     명     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

자들의 낙상관련 변인, 우울지수 및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

다.

  연구 대상은 혈액투석 환자로써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의

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남, 녀 27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환자들은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으로 배정 되었고, 두 그룹 

모두 주 3회 &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에 참여 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 순으로 진행 되었는데, 하지와 코

어 근육을 사용하여 고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30분 - 45분, Borg Scale 13(조금 

힘들다) - 15(힘들다)의 강도에 맞추어 시행 되었고, 저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20

분 - 30분, Borg Scale의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의 강도로 시행 되었다.  

  측정은 근력운동 실시 전·후로 이루어졌으며,  Muscle Mass(근육량), Body 

Fat(체지방량) 측정을 위해 InBody를, 낙상관련 변인 측정을 위해 Flexibility(유연

성), Physical Function(하지기능), Agility(민첩성), Balance(평형성), Leg Strength

(하지근력)을 측정 하였고, 우울지수 측정을 위해 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한국판 버전을 사용하였다. Physical Activity(신체활동량)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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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ctigraph Gt3x)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Dialysis Adequacy(투석 적절도, 

Kt/V) 및 혈액변인을 측정 하였다.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0.05 

로 설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두 그룹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해 범주형 변수의 동질성을 

확인한 결과 두 그룹은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 신체조성(Muscle Mass, Body Fat), 우

울지수(BDI), 투석 적절도(Dialysis Adequacy), 혈액변인(Hemoglobin, Hematocrit, 

Potassium, Albumin, Calcium, Phosphorous, Creatinine, Pre BUN, Post BUN), 신체

활동량(Daily Average Calorie Consumption, Sedentary %, Light Activity %, 

Lifestyle %, Moderate to Vigorous %)의 경우 사전, 사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낙상관련변인의 경우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평형성(Balance)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연성(Flexibility), 민첩성(Agility), 하지근력

(Leg Strength)의 변인들은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P<.05)

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실시한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

그램은 이들의 유연성(Flexibility), 민첩성(Agility), 각근력(Leg Strength)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어 낙상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혈액투석,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낙상관련 변인, 우울지수, 투석 적절도

학  번 : 2013-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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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의학계의 발전은 여러 질병의 예방과 관리

를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의 발생

과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23,348명이던 혈액투석 환자는 2013년 52,378명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신장학회, 2013).

  혈액투석이란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신장기능이 손실

됨에 따라 음식물 섭취나 대사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투석기에 의존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망가진 신

장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법을 신대체 요법이라 부르며, 신대체 요

법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요법들 

중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투석이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1986년부터 

2013년 까지 신대체 요법을 받는 환자들의 수를 비교해 보면 복막투석이나 신장

이식의 경우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신장학회, 2013). 

  궁극적으로 혈액투석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증가 시켰지만, 환자들은 심혈관 질

환, 감염, 간질환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신체적 합병증(대한신장학회, 2013)과 더불

어, 인지기능 감소(Madan, Kalra, Agarwal, & Tandon, 2007)와 같은 정신적인 문

제로도 고통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에 더해 환자들에게서 빈번

하게 발생하는 낙상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Cook(2005) 등의 연구에서는 12개월 동안 27%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낙상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령 저소득층 여성들의 낙상 발생률 15%와 비

교할 때(Shin et al, 2005) 훨씬 높은 수치이다. 낙상의 발생은 그 자체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망률을 증가 시키는데(Campbell et al., 1990), 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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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낙상역시 사망 예측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Li et al, 

2008). 

  낙상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근력의 감소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환자들은 영

양 불균형, 투석요법에 의한 근육의 이화작용, 호르몬 이상(Rhee, Alexander, 

Bhan, & Brunelli, 2012), 신체활동의 감소(Johansen et al., 2010) 등으로 인한 큰 

근력의 감소를 경험한다. 실제로 눈에 띄는 근력, 신경전도 속도의 감소와 함께 

type Ⅱ 근섬유의 위축이 보고되었고(Kouidi et al., 1998), 하지근력을 의미하는 

sit-to-stand 검사, 최대 & 보통 보행속도 검사에서 일반인 그룹보다 유의하게 낮

은 수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숙, 최순희, & 박민정, 2012). 

  근력의 감소는 여러가지 다른 신체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들에 

따르면 근력은 평형성, 보행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안선향, 

이정필, 윤진호, 김상훈, & 오재근, 2009; Fukagawa, Wolfson, Judge, Whipple, & 

King, 1995), 이것은 낙상은 근력, 평형성, 보행능력의 감소 등과 같은 이유로 인

해 발생 한다고 보고한 Moylan & Binder(2007)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

능한 결과로, 결국 근력이 강화되면 평형성, 보행능력 등의 신체기능들도 개선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근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중재한 연

구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Koh, Fassett, Sharman, Coombes, & Williams, 2010). 

그러나 Cheema(2007a) 등에 따르면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주 3회 & 12주간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고강도 근력운동은 유의하

게 근력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주 2회 & 24주간 Borg 2(쉬운) - 4(다

소 쉬운) 해당하는 강도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도 유의한 하지 근력의 증가가 나

타났다(Chen et al., 2010).

  근력의 감소는 낙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력

이 감소되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우울한 기분을 야기할 수 

있다.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혈액투석 환자일수록 우울증을 경험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김성록, 2010). 일반 성인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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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유병율이 대략 5%-9%, 남성은 2%-3%로 알려져 있는 반면(Snow, Lascher, 

& Mottur-Pilson, 2000), 혈액투석 환자들의 경우 26.5%로 일반 그룹과 비교해 훨

씬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Hedayati, Bosworth, Kuchibhatla, Kimmel, & 

Szczech, 2006), 회기분석을 사용해 환자들의 우울지수와 사망률 위험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지수가 높을수록 더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Deborah, 

Risucci, Mark, & Fred, 2012) 우울지수가 이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를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운동이 우울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

은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근력운동은 신체기능을 증진 

시키는데 다른 어떤 유형의 운동보다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력운동을 중재시켜 우울지수 개선을 보고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근력운동은 투석 적절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강도의 무산소성 운동은 적절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 되었다(Kong, Tattersall, Greenwood, & Farrington, 1999). 투석 적절도란, 노

폐물 제거에 대한 투석의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2006년 NKF-DOQI guideline에 

따르면 최소 1.2, 목표치 1.3 이상의 Kt/V(적절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Adequacy, 2006). 적절도 지수가 0.1 낮아질수록 입원율, 입원기간, 의료비가 증

가 하는데(Sehgal, Dor, & Tsai, 2001), 투석 중 실시하는 운동은 체내 심부온도를 

상승시켜 말초 저항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말초 조직의 요독소들이 혈액으로 

더 많이 이동하여 요독 물질의 제거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heshwari et a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석 중 다른 양(시간, 강도)

의 근력운동 중재를 통해 운동이 환자들의 낙상관련 변인 및 우울지수, 투석 적

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아직까지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생화학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최적의 근력운동 프로그램 강도와 빈도, 기간 등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추후 환자들에게 적합한 근력운동 프

로그램 모형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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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

자들의 낙상관련 변인 및 우울지수,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의 낙상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의 우울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의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의 혈액변인  

     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의 신체활동  

     량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유전적인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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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들의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실천유무는 환자 특성상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제한을 받았다. 

  3) 대상자들의 식이 및 생활습관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4) 본 연구는 이중 맹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혈액투석 

  혈액투석이란 망가진 신장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투석기를 이용하여 혈액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체내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투석 실시 전 환자들은 혈관 수술을 통해 동정맥루와 같은 혈액 투석을 

위한‘혈관 접근로’를 만들어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데, 혈관 접근로는 정맥의 

압력이 낮아 충분한 혈류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동맥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등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2) 근력운동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근력운동이란 혈액투석 중 실시된 고강도와 저강도 운

동으로, 고강도 운동의 경우 Rate of Perceived Exertion : RPE 13(조금 힘들다) 

- 15(힘들다)로 매 운동 시 30분 – 45분간 실시된 운동을 의미한다. 저강도 운동

은 RPE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으로 매 운동 시 20분 – 30분 실시한 운동

을 말하며, 근력운동은 코어와 하지 근육만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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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울

  우울이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으로 슬프거나 불행한 상태를 의미

한다. 우울한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울증 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심한 

경우 자기비난과 같은 비관적인 생각으로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환

이다. 

 

  4) 투석 적절도(Kt/V)

  투석 적절도는 투석효율이란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투석이 환자에게 얼마나 적

절하게 시행 되었는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적절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투석으

로 제거된 노폐물의 양을 측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Single pool Kt/V로 산

출 하였다(K: 투석막의 요소 청소율, t: 투석시간, V: 요소 분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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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혈액투석의 필요성 및 원리

  신장은 인체 내에 생성된 노폐물을 배설하는 작용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주

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액, 혈압, 조혈작용, 무기질 등의 평형성을 관리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이종호 등., 2013).

  체액이 세뇨관으로 들어가 체외로 배설될 때 신장은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요

소, 요산, 크레아틴 등의 질소 분해산물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신세뇨관을 통

과하는 동안 이온 및 전해질의 흡수, 분비과정을 거쳐 인체의 체액량, 삼투압, 전

해질량과 산성도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이종호 등., 2013).

  혈압조절은 신장의 사구체 옆기관에서 분비되는 레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레

닌은 앤지오텐시노겐을 앤지오텐신으로 전환시키며, 앤지오텐신은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분비된 알도스테론이 세뇨관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면 저하된 혈압은 상승된다(이종호 등., 2013).

  또한, 신피질의 간질세포에서는 골수에서 적혈구의 생성을 자극하는 에리트로

포이에틴이라는 당단백질을 생성하여 조혈작용 역할을 수행 하고, 혈액 내 인이

나 칼슘의 농도가 저하되어 부갑상선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될 경우 근위신세뇨

관 세포에서 25(OH)D3가 1,25(OH)2D3로 전환되어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켜 

무기질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이종호 등., 2013).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신장의 기능 상실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15mL/min/1.73m2 미만으로 감소한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체 요법이

나 신장이식을 실시해야 하는데(Foundation, 2002), 혈액투석은 ‘확산’과 ‘한

외여과’라는 원리를 이용해 인체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1개의 투석기

(dialyzer)에는 약 1만 가닥의 중공사라 불리는 유리 섬유와 같은 것들이 모여 있

다. 이 반투막 구조는 물이나 전해질과 같은 작은 분자는 통과 시키지만 단백질



- 15 -

이나 혈구성분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곳을 통해 혈액과 투석액 사

이의 농도차에 의해 노폐물을 제거하는‘확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투석의 원

리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원리인‘한외여과’는 확산 현상을 통해 해결 불가능

한 수분 배설을 일정한 압력을 가해 가능하게 해준다. 즉, 혈액투석이란‘확산에 

의한 용질 제거’와‘한외여과에 의한 수분 제거’를 통해 체내 용질과 수분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요법을 말하는 것이다(장재희 등., 2013). 

  2. 혈액투석 환자의 낙상

  낙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근래에 들어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하는 낙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이 그룹에서 낙상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8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6개월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28.6%의 환자에게서 심각한 낙상이 발생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54.8%의 환자가 

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ossier, Pruijm, Hannane, Burnier, & Teta, 

2012). 다른 연구를 살펴봐도 8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308명 중 12.7%에 해당하

는 환자들의 낙상발생이 보고된 바 있고,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낙상은 관리

를 요하거나 입원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고(Desmet, Beguin, Swine, Jadoul, & 

Group, 2005), Cook(2005) 등도 역시 135명의 환자 면담을 통해 27%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지난 12개월간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하였고, 그중 16%에 해당하

는 환자들은 이미 낙상경험이 있던 환자였으며, 4%는 낙상으로 인해 치료를 요

하는 골절이나 머리부상을 당했다고 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이 그룹에서 

환자 당 낙상 발생 비율은 연간 1.6번으로 환자 1명당 매년 1회 이상 낙상을 경

험한다고 하였고, 19%의 비율로 낙상에 따른 부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다

(Cook et al., 2006). 

  이뿐만 아니라 낙상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Abdel-Rahman(2011) 등에 따르면 낙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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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2.13배 높은 사망 위험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혈액투석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평균 32.7개월 추적 조사한 코호트 연구에서도 낙상경험이 있

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해 유의하게 더 낮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나이, 혈액투석기간(dialysis vintage), 합병증, 실험실 변인

(laboratory variables)들을 보정했을 때 낙상은 사망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라고 

하였다(Li et al., 2008). 

  3.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의 효과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동은 근력 및 근육량 증가, 신체기능 향상, 혈액

변인 개선과 다른 여러 가지 변인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를 통해 근력과 근육량의 증가를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

보면, 주 3회 & 12주간 60% 이상의 강도로 Knee Extension, Hip Flexion & 

Abduction, Ankle Dorsiflexion & Plantarflexion을 실시한 프로그램은 근력의 증가

와 함께 대퇴사두근 횡단면적의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었고(Johansen et al., 

2006),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고강도 근력운동을 

주 3회 & 12주간 실시한 연구에서도 유의한 근력 및 근육 횡단면적의 증가가 나

타났다(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저강도 근력운동 또한 

Knee Extensor 근육들의 근력을 유의하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모래 주머니를 사용해 변형된 Borg Scale 2(쉬운) - 

4(다소 쉬운)에 해당하는 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Chen et al., 2010). 이 

외에도 Cheema(2007b)등은 24주간 RP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고강도 근력운동을 진행하여, 허벅지 근육의 횡단면적이 1.82cm 증가하고 하지근

력의 경우 Baseline과 비교해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증명하였고, 하지 위주 4종류

의 근력운동으로 구성된 주 3회 & 24주간 Borg Scale 12(가볍다) - 14(다소 힘들

다)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한 Knee Extensor 근육들을 유의하게 개선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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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E Segura-Ortí, Kouidi, & Lisón, 2009). 
  근력운동을 통해 신체기능이 개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70세인 고

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탄력밴드를 이용하여 매 40분씩, 주2회 & 18주간 하지

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걸음걸이와 평형능력을 측정하는 Tinetti Test와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Timed Up and Go Test에서 유의한 향상이 보고되었고(Bullani 

et al., 2011), 주 3회 & 12주간의 프로그램(Johansen et al., 2006)과 주 2회 & 24

주간의 프로그램(Chen et al., 2010)은 환자들 스스로 신체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 Lima(2013)등에 따르면 6분 스텝 수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근력운동은 하지위주로 주 3회 & 8주간 

40%의 강도에 맞춰 진행 되었다. 주 3회 & 10주간 호흡근 운동그룹과 말초 근육 

운동은 모두 유의한 6분 걷기의 향상을 불러왔으며(Pellizzaro, Thomé, & 

Veronese, 2013), 저강도 근력운동을 주 2회 & 24주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SPPB)의 개선이 보고 되었다(Chen et al., 2010). 주 

3회 & 24주간 Borg Scale 12(가볍다) - 14(다소 힘들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진행

된 프로그램은 sit-to-stand-to-sit tests 와 6분 걷기 능력을 향상 시켰고(E 

Segura-Ortí et al., 2009),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을 병행한 6개월간의 하지 

근력운동도 6분 걷기, 10초 & 60초간 sit-to-stand test의 유의한 개선을 이끌어 

냈다(Eva Segura-Ortí, Rodilla-Alama, & Lisón, 2007).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혈액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 3회 & 8주간의 운동은 Glycemia와 

투석 전 & 후 Urea, Creatinine과 같은 혈액변인들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

타났고(Ribeiro et al., 2013), Cheema(2007a) 등에 따르면 고강도 근력운동을 주 3

회 & 12주간 진행하면 C-reactive protein(CRP 단백질)이 긍정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llizzaro(2013) 등도 주 3회 & 10주간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 CRP의 감소와 함께, Hemoglobin, Potassium, Phosphorus, Albumin과 같은 

생화학 지수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하였다. 

  이밖에도 Diesel, Noakes, Swanepoel, & Lambert(1990)에 따르면 혈액투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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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등척성 근력과 최대산소 섭취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근력운

동으로 인해 근력이 증가하면 심혈관계 기능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다른 연구에서도 근력운동을 통해 최대 흡기압이 유의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e Lima et al., 2013; Pellizzaro et al., 2013), 최대 호

기압, 피로도, 수면, 통증과 같은 변인들 역시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Pellizzaro et al., 2013). 6개월간 하지근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들에선 운동부

하 검사로 측정한 METs(metabolism)의 유의한 향상과 함께(E Segura-Ortí et al., 
2009), SF-36로 측정한 정신적 측면의 긍정적인 개선이 나타났으며(Eva 

Segura-Ortí et al., 2007), 여가시간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증진되는 것으로 보

고 되었다(Chen et al., 2010). 

  4. 혈액투석 중 운동과 우울지수

  운동이 우울한 증상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투석 중 복합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운

동 또한 우울 증상 개선에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Kouidi(2010) 등에 따르면 1년간 복합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와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HADS)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60분간의 유산소 운동과 30분간의 근력운동을 결합

한 주 3회 & 10달간의 복합운동 프로그램 역시 BDI 지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Ouzouni, Kouidi, Sioulis, Grekas, & Deligiannis, 2009). 위 연구들과 

비교해 다소 짧은 기간 진행된 연구에서도 복합운동을 통한 우울지수 감소가 증

명 되었는데, Oh-Park(2002) 등에 따르면 주 2-3회 & 3개월간 투석 중 에르고미

터와 Knee Extention 운동은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36로 측정된 

우울지수를 유의하게 감소 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유산소 운동도 우울지수 감소에 뚜렷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Borg Scale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을 기준으로 30분씩, 주 3회 & 12주간 에르고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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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Beck Depression InventoryⅡ로 측정된 우울지수가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Liu, Chung, Chang, & Yeh, 2014), 같은 강도와 빈도, 시

간으로 에르고미터 운동을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SF-36로 측정한 정신적 건강 

지수가 18.14%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De Moura Reboredo et 

al., 2010).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를 통해 우울지수 완화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지만, Segura(2007) 등에 따르면 6개월간 등장성, 등속성 운동을 최대 35분간 

진행하면 SF-36로 측정한 Mental Component Scale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Cheema(2007a)등은 3개월간 2 Sets & 8 Repetitions 으로 10가지 주

요 상, 하지 근력운동을 진행하여 Geriatric Depression Scale의 유의하지는 않은 

긍정적인 개선을 보고 하였다. 

  5. 혈액투석 중 운동과 투석 적절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석 중 운동은 강도와 형태를 달리한 여러 연구에

서 모두 긍정적인 적절도의 향상을 보고하고 있다.

  Parsons(2006) 등은 1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석 시작 후 2시간 이내 30분

씩 2번, 주 3회 & 5달간 스스로 강도를 조절하게 한 에르고미터와 미니 스텝퍼

(mini-stepper) 운동을 진행하여 11% 유의하게 적절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

였고, De Moura Rebored(2010) 등도 주 3회 & 12주간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제

외한 에르고미터 운동을 30분씩, Borg Scale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의 강도

로 진행하여 유의한 적절도 개선을 증명 하였다. Giannaki(2011) 등은 Cross-over 

디자인을 활용하여 1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운동 능력의 40% 강도로 

Cycling을 3시간 동안 실시할 때와 일반적인 투석을 실시할 때 투석 전, 후 적절

도를 비교하여 운동 실시 시 20%정도 적절도가 향상 되었다고 하였고, 손목·발

목 돌리기, 팔꿈치 구부리기·펴기 같은 저강도 운동 역시 15분씩 주 3회 & 2달

간 진행하면 적절도 개선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ohseni, Zey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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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li, Adib-Hajbaghery, & Makhlough, 2013). 고강도 운동도 적절도 개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Kong(1999) 등은 에르고미터를 이용

한 최대하 강도 운동을 5분에서 20분간 진행 후 10분 휴식하는 식으로, 총 60분

간 진행하여 운동을 실시했을 때와 일반적인 투석을 실시했을 때 적절도를 비교

한 결과 운동 시 적절도가 1에서 1.15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고 했다. 

Cross-over 디자인을 활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적인 투석을 실시했을 때와, 

60분간 무산소성 역치의 90% 강도에 해당하는 에르고미터 운동을 실시했을 때, 

다른 한번은 투석시간을 30분 가량 증진시켜 적절도 수치를 비교 했을 때 운동

은 투석시간의 증가만큼은 아니였지만 일반적인 투석을 실시했을 때와 비교해 

유의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Kirkman et al., 2013). 이 외에도 군인 

병원에서 실시한 주 2회 & 2달간의 신체적·정신적 운동역시 적절도를 긍정적으

로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고(Tayebi, Eynollahi, & Aliasgharpour, 2014), 발

로 밝는 수동 공기펌프 장비를 이용해 Seated Heel Raises 운동을 투석 시작 후 

3시간 동안 20분씩 3번, 주 2-3회 & 2달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적절도의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Kern, Stewart, & Beck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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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H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성인으로서 본 연구의 목

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명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혈액투석을 시작한

지 3개월 이상이면서 보행과 자가 간호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대상자들을 선정 

하였고, 전문적인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다른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자, 

최근 1개월 이내 다른 운동요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대상에서 제외 하

였다. 

  혈액투석 환자들의 경우 투석을 받기 위해 격일제로 병원을 방문해야 함으로,

환자들의 사전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구자 임의로 화·목·토 그룹을 

고강도 운동 그룹으로, 월·수·금 그룹을 저강도 운동 그룹으로 설정하여 참여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 중, G*Power 3.1.9.2를 통해 산출된 총 필요 인원에서 30%

탈락률을 고려해 그룹당 16명씩 총 32명을 초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G*Power 

계산은 Kouidi(2010)등의 사전 연구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t-tests를 이용하였

다. 유의수준은 .05 이내, 양측검정으로 하였고, 검정력은 90% 이상으로 설정 하

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참석률 기준은 75%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2주차에 한분이 허리통증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3주차에 

한분이 지속되는 저혈압 증상으로 인한 출석률 미달로, 다른 한분 역시 출석률 

미달로 제외됨에 따라 최종 13명이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는 3주차에 한분이 출석률 미달로 제외 되었고, 4주차에 한분이 감기몸살로 프로

그램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총 14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아래는 독립 T검정과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해 두 그룹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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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
tics

Total. 
(n=27)

HIE.
(High 

Intensity 
Exercise) 

(n=13)

LIE.
(Low 

Intensity 
Exercise)
 (n=14)

t p

N (%) or M±SD

Age (year) 58.481±
9.175

61.846±
7.290

55.357±
9.873 -1.930 .065

Height 
(cm)

162.007±
8.9

160.877±
8.148

163.057±
9.911 .622 .540

Dry body 
weight (kg)

61.167±
12.219

63.938±
11.856

58.593±
12.410 -1.143 .264

Muscle 
Mass (kg)

25.274±
6.638

25.023±
5.708

25.507±
7.611 .186 .854

Body fat 
(kg)

16.993±
8.107

20.061±
9.878

14.143±
4.819 -2.002 .056

  Table 1.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 간의 신체조성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Age(나이), Hight(키), Dry body weight(건체중), Muscle Mass(골격근), Body fat(체

지방)의 사전 측정 수치가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이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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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
stics

Total 
(n=26)

HIE. 
(n=12)

LIE. 
(n=14) t p

N (%) or M±SD
HD vintage 

(years)
6.735±
7.633

3.858±
2.743

9.201±
9.565 1.996 .064

  Table 2.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간의 혈액투석 기간 변인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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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7)

HIE. 
(n=13)

LIE. 
(n=14) χ2 p

N (%) or M±SD
Sex Male 12 (44.4) 6 (46.2) 6 (42.9) .030 .863Female 15 (55.6) 7 (53.8) 8 (57.1)

Academic 
abilityc

≤Elemen
tary 

school
1 (3.7) 0 (0) 1 (7.1)

.964 1.000
≥Middle 
school 26 (96.3) 13 (100) 13 (92.9)

Religionc Yes 17 (63) 8 (61.5) 9 (64.3) .022 1.000No 10 (37) 5 (38.5) 5 (35.7)
Marriage Single 11 (40.7) 5 (38.5) 6 (42.9) .054 .816Married 16 (59.3) 8 (61.5) 8 (57.1)

Job

Self 
employed 5 (18.5) 1 (7.7) 4 (28.6)

4.822 .090
Office 

job 3 (11.1) 3 (23.1) 0 (0)

Un-
employed 19 (70.4) 9 (69.2) 10 (71.4)

Medical 
guaranteec

Medical 
insuranc

e
21 (77.8) 11 

(84.6) 10 (71.4)
.678 .648

Medical 
aid 6 (22.2) 2 (15.4) 4 (28.6)

Monthly 
income

＜million 
won 11 (40.7) 6 (46.2) 5 (35.7)

.304 .581＞million 
won 16 (59.3) 7 (53.8) 9 (64.3)

Health state
Good 2 (7.4) 1 (7.7) 1 (7.1)

.054 .973Average 11 (40.7) 5 (38.5) 6 (42.9)
Bad 14 (51.9) 7 (53.8) 7 (50)

Drinkingc No 26 (96.3) 13 (100) 13 (92.9) .964 1.000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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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1 (3.7) 0 (0) 1 (7.1)

Smokingc
No 23 (85.2) 11 

(84.6) 12 (85.7)
.006 1.000

Yes 4 (14.8) 2 (15.4) 2 (14.3)

Exercise

Regular 5 (18.5) 3 (23.1) 2 (14.3)

2.025 .363Sometime
s 17 (63) 9 (69.2) 8 (57.1)

Never 5 (18.5) 1 (7.7) 4 (28.6)

Exercise 
Timing

Non HD 
day 23 (85.2) 13 (100) 10 (71.4) 4.360 .098

HD day 4 (14.8) 0 (0) 4 (28.6)

Effect of 
Exercisec

Yes 2 (7.4) 1 (7.7) 1 (7.1)
.003 1.000No 25 (92.6) 12 

(92.3) 13 (92.9)

Etiology of 
Hemodialysisa

CGN 9 (34.6) 3 (25) 6 (42.9)

2.284 .684
HTN 11 (42.3) 6 (50) 5 (35.7)

DM 2 (7.7) 1 (8.3) 1 (7.1)

PCKD 1 (3.8) 1 (8.3) 0 (0)
GN 3 (11.5) 1 (8.3) 2 (14.3)

Comorbidityab

HTN 16 (66.7) 9 (75) 7 (58.3)

8.250 .220

HCV 1 (4.2) 0 (0) 1 (8.3)

Thyroid 
Cancer 2 (8.3) 0 (0) 2 (16.7)

Hypothyr
oidism 1 (4.2) 0 (0) 1 (8.3)

Hypertyr
oidism 1 (4.2) 0 (0) 1 (8.3)

Hyperpat
athyroidi

sm
1 (4.2) 1 (8.3) 0 (0)

OA 2 (8.3) 2 (16.7) 0 (0)
Fall Yes 6 (22.2) 1 (7.7) 5 (35.7) 3.0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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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after 

Hemodialysisc

No 21 
(77.8)

12 
(92.3)

9 
(64.3)

Fall 
Frequency-
Last 1 year

No 24 (88.9) 13 (100) 11 (78.6)

3.134 .209
One 
Time 2 (7.4) 0 (0) 2 (14.3)

Three 
Times 1 (3.7) 0 (0) 1 (7.1)

Abbreviations: CGN, chronic glomerulo nephritis; HTN, hypertension; DM, 

diabetes mellitus; PCKD, polycystic kidney disease; GN, glomerulo nephritis; HTV 

, herpes-type virus; HCV, hepatitis c virus; OA, osteoarthritis. 

a Exp 1명 측정 누락, b Comp. 2명 측정 누락, c Fisher’s exact test

  

  두 그룹 간의 Sex(성별), Academic ability(교육수준), Religion(종교유무), 

Marriage(결혼상태), Job(직업상태), Medical guarantee(의료보장 종류), Monthly 

income(평균 월수입), Health state(주관적 건강상태), Drinking(음주유무), 

Smoking(흡연유무), Exercise(규칙적 운동실천 여부), Time for exercising(운동 실

시 시기), Effect of exercise(혈액투석 중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인지 여부),  

Etiology of Hemodialysis(투석원인 질환), Co-morbidity(동반질환)변인들의 동질성 

확인을 위해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들에

서 두 그룹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인 하

였다.

  투석을 받게 된 원인으로는 CGN(만성 사구체 신염)이 34.6%를 차지했고, HTN

(고혈압) 42.3%, DM(당뇨) 7.7%, PCKD(다낭성 신종) 3.8%, GN(사구체 신염) 11.5%

를 차지해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으로는 HTN(고혈압) 66.7%, HCV(C형간염) 4.2%, Thyroid cancer(갑상선 

암) 8.3%, Hypothyroidism(갑상선 기능 저하증) 4.2%, Hyperthyroidism(갑상선 기능 

항진증) 4.2%, Hypeparathyroidism(부갑상선 항진증) 4.2%, OA(골관절염) 8.3%로 

나타나 역시나 많은 환자분들이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ll experience-After hemodialysis(혈액투석 후 낙상경험 유무)의 경우 고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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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그룹에서 1명,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5명이‘그렇다(Yes)’에 응답했고, Fall 

Frequency-Last 1 year(지난 1년간 낙상경험 빈도)의 경우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2명이 한번, 1명이 세번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그룹이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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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26)

HIE. 
(n=12)

LIE. 
(n=14) t p

N (%) or M±SD
Hemoglobin

(g/dL) 

10.565±
1.337

10.525±
1.508

10.600±
1.230 .140 .890

Hematocrit
(%) 

31.923±
4.222

31.550±
4.763

32.243±
3.853 .410 .685

Potassium
(mEq/L) 

4.831±
0.784

4.783±
0.655

4.871±
0.903 .280 .782

Albumin 
(g/dL)

3.965±
0.350

4.125±
0.209

4.029±
0.289 -.958 .348

Calcium 

(mg/dL)
8.485±
1.116

9.100±
0.556

9.036±
1.176 -.173 .864

Phosphorous
(mg/dL) 

4.481±
1.437

4.358±
1.365

4.586±
1.538 .395 .696

Creatinine
(mg/dL)

8.462±
2.201

8.448±
1.849

8.473±
2.534 .028 .978

pre BUN
(mg/dL)

59.600±
15.032

58.992±
11.006

60.121±
18.205 .187 .853

post BUN
(mg/dL)

16.781±
6.517

17.217±
4.511

16.407±
8.008 -.323 .750

  Table 4.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간의 동질성 확인 여부를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Hemoglobin, 

Hematocrit, Postassium, Albumin, Calcium, Phosphorous, Creatinine, pre BUN, 

post BUN은 유의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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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
stics

Total
 (n=26)

HIE. 
(n=12)

LIE. 
(n=14) t p

N (%) or M±SD
Kt/V 1.550±

0.337
1.460±
0.189

1.626±
0.418 1.338 .197

  Table 5.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간 Kt/V(투석 적절도)의 동질성 확인 여부를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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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
stics Categories

Total 
(n=26)

HIE. 
(n=12)

LIE. 
(n=14) χ2 p

N (%) or M±SD
HD 

frequency
3 dyas a 

week 26 (100) 12 (100) 14 (100)

HD 
duration 

(HR)
4 HR 26 (100) 12 (100) 14 (100)

Vascular 
access

AVF 22 (84.6) 11 (91.7) 11 (78.6)

1.187 .553AVG 3 (11.5) 1 (8.3) 2 (14.3)
Venous 
catheter 1 (3.8) 0 (0) 1 (7.1)

Blood flow 
(mL/min)

200 1 (3.8) 1 (8.3) 0 (0)

5.210 .266
230 1 (3.8) 1 (8.3) 0 (0)
250 18 (69.2) 9 (75) 9 (64.3)
270 3 (11.5) 1 (8.3) 2 (14.3)
280 3 (11.5) 0 (0) 3 (21.4)

Dialysate 
flow 

(mL/min)

500 24 (92.3) 11 (91.7) 13 (92.9)

2.025 .363
700 1 (3.8) 1 (8.3) 0 (0)

800 1 (3.8) 0 (0) 1 (7.1)

Tempera
-ture (℃) 36.5℃ 26 (100) 12 (100) 14 (100)

Dialysate

Bicarbonate 20 (76.9) 10 (83.3) 10 (71.4)

3.198 .202

Low 
calcium 

bicarbonate
3 (11.5) 2 (16.7) 1 (7.1)

High 
calcium 

bicarbonate
3 (11.5) 0 (0) 3 (21.4)

Dialyzera
High flux 

170H 23 (88.5) 10 (83.3) 13 (92.9)
.574 .580Low flux 

17L 3 (11.5) 2 (16.7) 1 (7.1)

Dialysis FMC 400s 23 (88.5) 10 (83.3) 13 (92.9) .574 .580

  Table 6. Homogeneity Test of Demographic and Laboratory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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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a
Gambro 
phenix 3 (11.5) 2 (16.7) 1 (7.1)

Abbreviations: AVG, arterio venous graft; AVF, arterio venous fistula.

a Fisher’s exact test

 

  두 그룹 간의 주당 HD frequency(투석횟수), HD duration(1회 투석시간), 

Vascular access(투석통로), Blood flow(혈류속도), Dialysate flow(투석액 속도), 

Temperature(투석액 온도), Dialystate(투석액), Dialyzer(투석기), Dialysis machine

(투석기계) 항목들은 유의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두 그룹이 동질한 집단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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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27)

HIE. 
(n=13)

LIE. 
(n=14) t p

N (%) or M±SD

Flexibility 4.139±
10.011

7.469±
10.106

1.046±
9.207 -1.728 .096

Physical 
function

10.96±
1.605

10.69±
1.797

11.21±
1.424 .840 .409

Agility 16.310±
3.024

16.182±
3.456

16.428±
2.689 .207 .838

Balanceab 51.91±
48.674

56.00±
37.128

49.08±
56.619 -.346 .733

Leg 
Strength

43.170±
14.993

47.500±
14.318

39.150±
14.973 -1.479 .152

  Table 7. Homogeneity Test of Fall 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a Exp. 4명 누락, b Comp. 1명 누락

  두 그룹 간 낙상관련 변인들의 동질성 확인 여부를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

인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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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27)

HIE. 
(n=13)

LIE. 
(n=12) t p

N (%) or M±SD
Depression 

Index
40.00±
10.128

41.69±
9.586

38.17±
10.794 -.865 .396

  Table 8. Homogeneity Test of Depression Index(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 간의 Depression index(Beck’s Depression Inventory-BDI)의 동질성 확

인 여부를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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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Total. 
(n=11)

HIE. 
(n=6)

LIE. 
(n=5) t p

N (%) or M±SD
Daily Average 

Calorie 
Consumption

92.246±
83.179

98.633±
80.929

84.580±
94.739 -.266 .796

Sedentary % 86.255±
6.190

86.083±
6.976

86.460±
5.904 .095 .926

Light Activity % 7.882±
2.802

7.783±
3.247

8.000±
2.533 .121 .906

Lifestyle % 3.491±
1.732

3.917±
1.903

2.980±
1.540 -.883 .400

Moderate to 
Vigorous 

Activity %

2.473±
1.940

2.400±
2.021

2.560±
2.070 .129 .900

  Table 9. Homogeneity Test of Physical Activity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두 그룹 간 신체활동량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것 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인 것을 확

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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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방법 및 절차

 

  실험시작 2주전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투석 후에는 환자들이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혈

액투석 전 사전측정을 실시하였고, 신체활동량 측정을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 5

일간 가속도계(Actigraprh)를 착용 하도록 하였다. 4주간의 투석 중 근력운동 중

재 실시 후, 사전측정과 마찬가지로 혈액투석 전 사후측정을 실시하였고 신체활

동량 비교를 위해 다시 5일간 가속도계를 착용 하도록 하였다.

 

Figure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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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운동 프로그램

준비 운동
좌 ‧ 우 손목 돌리기 각 
20회 (동정맥루 반대손)

고강도 운동 그룹∙저강도 
운동 그룹 모두 1 – 4주 

동일하게 실시양 발목의 저측 ‧ 배측 

  3.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시행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포함한 근력운

동을 혈액투석 중 주 3회 & 4주간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투석 중 실시하는 운동

은 운동 순응도를 증가시키고 투석으로 인한 근육의 이화작용을 감소 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Dong & Ikizler, 2009).

  운동 프로그램은 Cheema(2007a)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는데, 손목·발목 돌리기와 스트레칭 같은 준비운동·정리운동

을 5분정도 실시하고 본운동 에서는 하지와 코어근육 위주로 구성된 8개 동작을 

실시 하였다. 근력운동 시 상체는 혈관 접근로와 혈압 측정을 위해 최대한 개입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원들이 각 구역마다 배치되어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

다. 많은 환자들이 저혈압으로 인해 투석 시작 후 3시간 부터는 운동을 하기 어

렵고(Tricia L Parsons, Toffelmire, & King-VanVlack, 2004), 심혈관계의 이상증상 

또한 투석 3시간째 부터 나타난다(Moore, Painter, Brinker, Stray-Gundersen, & 

Mitchell, 1998)는 보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은 투석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진행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대상자들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되어 

실시 되었다. 운동 강도의 경우 Borg(1970)가 제시한 Borg Scale을 이용하여 설정 

하였는데, 고강도 운동 그룹은 13(조금 힘들다) - 15(힘들다)에 맞추어 30분 - 45

분간 시행 하였고, 저강도 운동 그룹은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 강도로 20

분 - 30분간 시행 하였다. 

  고강도 운동 그룹은 저강도 운동 그룹과 비교해 본 운동을 한번 더 반복하는 

형태로 근력운동이 진행 되었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0. Strength Exercise Program



- 37 -

굴곡 각 20회
좌 ‧ 우 발목 돌리기 

각 20회 

근력 운동

One Leg Knee Up 
(양쪽 모두 실시)

고강도 
운동 
그룹

 1주
8-12회 

× 2 
circuit

Leg Raise 2주
12-15회 

× 2 
circuit

One Leg Extension 
(양쪽 모두 실시) 3주 

15-18회 
× 2 

circuit

Bridge 4주
18-22회 

× 2 
circuit

One Leg Circle  
(양쪽 모두 실시) 저강도 

운동 
그룹

1주 8-12회
Trunk Twist 2주 12-15회 

Straight One Leg Raise 3주 15-18회 
Crunch 4주 18-22회 

정리 운동

위∙아래 각 방향으로 
20초간 손목 스트레칭 

(동정맥루 반대손) 

고강도 운동 그룹∙저강도 
운동 그룹 모두 1 - 4주 

동일하게 실시

위∙아래 각 방향으로 
20초간 발목 스트레칭

누운 상태에서 양반자세로 
발목을 잡고 20초간 위로 

당기기 
(한쪽 다리씩) 

Knee Up을 실시한 
상태에서 동정맥루 

반대손을 이용해 20초간 
무릎 당기기 

(한쪽 다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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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 Raise One Leg Extension

One Leg Circle Trunk Twist

Figure 2. 근력운동 프로그램의 4가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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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정 도구 및 방법

  가. 일반적 특성 질문지

  일반적 특성 설문으로는 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결혼상태, 직업상태, 의료보

장 종류, 평균 월수입, 투석 원인질환, 동반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유무, 흡

연유무, 규칙적 운동실천 여부, 운동 실시 시기, 혈액투석 중 운동 프로그램의 효

과 인지여부, 혈액투석 기간, 혈액투석 후 낙상경험 유무, 지난 1년간 낙상경험 

유무를 조사하였고,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주당 투석횟수, 1회 투석시간, 투석통

로, 혈류속도, 투석액 속도, 투석액 온도, 투석액 종류, 투석기의 종류, 투석기계

에 관한 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신체조성(InBody) 검사

  신체조성 측정은 InBody370(Biospace, Kore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금속제

품 등을 신체에서 제거한 상태에서 양발을 발판에 맞춰 서고 양손으로 전극손잡

이를 잡은 후 근육량(Muscle Mass, Kg)과 체지방량(Body Fat, Kg)을 측정하였다. 

  

  다. 유연성(Sitting Trunk Flexion) 검사

  
  유연성 측정으로 않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Donghwa Athletic Corporation, 

Korea)를 실시 하였다. 대상자는 앉아서 무릎을 핀 상태로 양 팔을 최대한 앞으

로 뻗어 2초정도 유지 하도록 하였다. 2번 측정하여 소수점 첫 자리 까지의 최대 

기록을 입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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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 SPPB) 검사 

  SPPB는 하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직립균형 검사, 보행속도 검사, 의자에서 

일어나기 검사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제마다 수행불능 0점에서 

수행 차이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각 과제당 4점씩, 모두 성공했

을 경우 12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① 직립균형 검사(Standing Balance Test)

 

  직립균형 검사는 양발로 선 자세(side by side stance), 한쪽발 뒤꿈치 부분을 

다른쪽 발 제1지 중족골 옆에 붙이고 선 자세(semi tandem stance), 한쪽발 뒤꿈

치 끝 부분을 반대쪽 발 엄지발가락 끝에 맞닿아 일렬로 두 다리가 위치하고 선 

자세(tandem stance)를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평가하는 검사이

다. 제일 처음 실시하는 검사인 양발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더이상 직립

균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검사인 보행속도 검사를 시행 하였다.

  Side by Side Stance와 Semi Tandem Stance의 경우 10초 이상 각 1점, Tandem 

Stance는 3-9초 1점, 10초 이상 2점을 주어 만점인 경우 4점으로 측정 하였다.

 

  ② 보행속도 검사(Gait Velocity Test)

  보행속도 검사는 4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평

상시 속도로 걸으라고 지시하고 2번 수행하여 빠른 시간을 기록하였다. 지팡이 

등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 하였다. 수행불능 0점, 8.71초 이상 1점, 6.21-8.70초 2점, 4.82-6.20초 3점, 

4.81초 이하를 4점으로 하였다. 보행속도 향상은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고(Espy, Yang, Bhatt, & Pai, 2010), 신체기능, 하지근력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Bohann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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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의자 일어서기 검사(Repeated Chair Stands)

 

  의자일어서기 검사는 하지근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팔짱을 낀 자세로 5회 일어

서기를 반복하는 시간을 초(s)로 평가하는 검사이다. 5회 반복 수행을 못하거나 

60초 이상이면 0점, 16.70초 이상이면 1점, 13.70-16.69초 2점, 11.20-13.69초 3점, 

11.19초 이하를 4점으로 평가하였다.

  마. 민첩성(Ten Step Test) 검사

  이 테스트는 Miyamoto(2008) 등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된 낙상의 위험을 예측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스트로써, 쉽게 측정 가능하고 비교적 높은 재현성을 

보인다.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10cm 높이의 나무발판에 두 발끝을 붙이고 

선 상태에서 측정자의 시작 소리와 함께 양쪽발을 최대한 빠르게 번갈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2번 측정하여 가장 빠른 기록(s)을 입력 하였다.

  시작 전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준비자세에서 피검사자의 두 발(엄지발끝)은 나무 발판과 닿아 있어야 한다. 

  2. 발을 나무발판 위로 올렸을 때 뒤꿈치는 완전히 나무 발판에 닿아야 한다. 

  3. 점프는 허용되지 않고 측정도중 실패하면 다시 반복한다. 

  바. 평형성(Standing One Leg on Gaitview) 검사

  

  평형성 검사의 경우 Gatiview(alFOOT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대상자

가 장비위에 올라서면 편한쪽 발로 지지하도록 하고 다른쪽 발을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올리도록 하여 외발서기 검사를 시행 하였다. 양손은 어깨높이에서 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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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뻗어서 최대한 균형을 잡도록 하였으며, 시선은 정면을 응시 하도록 하여 2번 

측정 하였다. 높게 나온 점수를 기록 하였다.   

  사. 하지근력(Isometric Leg Strength) 검사

  각근력 검사는 하지근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검사로 전자 각근력계(TAKE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대상자는 각근력계에 앉아 양다리를 걸고 약 

120도 슬관절 내각에서 최대 근력을 발휘 하도록 하였고, 2회 측정하여 높게 나

온 값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근력계 TKK-5402의 신뢰도는 .99로

보고된 바 있다(이승엽, 이온, 김연수, & 정제순, 2011).

  

  아. 우울 측정도구(Beck’s Depression Inventory : BDI)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Beck(1967)이 개발한 우울측정도구(Beck's 

depression inventory : BDI)를 한홍무(1986) 등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점수를 1점에서 4점까지 배열함에 따라 점수 범위가 1점에서 84점까지이며 

1-17점은 정상, 18-33점은 경우울증, 34-84점은 주우울증 으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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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석 적절도(Dialysis Adequacy) 검사

 투석 적절도 산출은 Single Pool Kt/V를 활용하였다. 아래 공식을 활용하면 적절

도를 계산할 수 있다. 

Figure 3. 투석 적절도 산출공식 (single pool Kt/V)

  요소 감소비인 R을 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투석 종료 직전 투석액의 흐름을 

차단한 후 혈류속도를 감소시킨 상태에서 환자의 동맥혈 검체구(sample port)에

서 채혈 하였다.

  차. 혈액변인 검사

   

  혈액변인으로는 Hemoglobin(g/dL), Hematocrit(%), Potassium(mmol/L), 

Albumin(mg/dL), Calcium(mg/dL), Phosphrous(mg/dL), Creatinine(mg/dL), pre BUN, 

post BUN이 전자의무 기록을 통하여 측정 되었다. 실험 처치가 시행되기 이전 

달의 검사 결과를 사전 값으로 사용 하였으며, 사후 측정은 실험 종료 후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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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검사

 신체활동량 측정은 GT3X+(Actigraph,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신체활동량

을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GT3X+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 시작 전 연속적으로 만 5일동안 가속도계를 착용하고 

생활하도록 하였고, 신체활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일상적인 활동을 하도

록 하였다. 가속도계는 벨트를 이용하여 허리 엉덩뼈 능선(iliac crest) 오른쪽 위

치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10초에 주기로 데이터 다운로드 간격(epoch length)을 

설정하여 3일 이상 착용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활동량분석에 사용 되었다. 

  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데이터 값은 Windows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1)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 하였다.

  2) 독립 T검정을 사용하여 두 그룹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 하였다.  

  3) 카이제곱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하여 범주형 변수의 동질성 여부  

     를 확인 하였다.

  4) 그룹과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사용 하  

     였다.

  5) 통계적 유의 수준(ɑ)은 P≤.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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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Muscle 
Mass

HIE
(n=13)

25.023±
5.708

25.700±
7.210 .917 .955 2.500 .126LIE

(n=14)
25.507±

7.611
24.914±

7.073

Body Fat

HIE
(n=13)

20.062±
9.878

18.885±
8.787 .508 .072 1.665 .209LIE

(n=14)
14.143±

4.819
14.514±

4.418

Ⅳ. 결  과

  1.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전·후 신체조성의 변화

  4주간의 근력 운동에 따른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Muscle 

Mass(근육량)과 Body Fat(체지방량)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11. Change of Body Composition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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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Flexibility

HIE
(n=13)

7.469±
10.106

10.262±
8.963* .673 .018 4.724 .039LIE

(n=14)
1.046±
9.207

-0.829±
9.233

Physical 
Function

HIE
(n=13)

10.69±
1.797

11.15±
1.068 .036 .463 .661 .424LIE

(n=14)
11.21±
1.424

11.43±
1.399

Agility

HIE
(n=13)

16.182±
3.456

12.390±
1.849* .055 .019 4.353 .047LIE

(n=14)
16.428±

2.689
16.495±

4.496

Balance

HIE
(n=13)

56.00±
37.128

74.56±
40.863 .070 .753 .046 .832LIE

(n=9)
49.08±
56.619

72.31±
23.016

Leg 
Strength

HIE
(n=13)

47.500±
14.318

54.046±
14.618* .006 .072 6.744 .016LIE

(n=13)
40.177±
15.063

40.692±
13.214

  1-1.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전·후 낙상관련 변인의 변화

  4주간의 근력 운동에 따른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낙상관련 

변인 중 Sitting Trunk Flexion(유연성), Ten Step Test(민첩성), Isometric Leg 

Strength(각근력)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했으며(P<.05),  

Physical Function(신체기능)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 

그룹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Balance(평형감각) 역시 사전과 비교해 사후 

두 그룹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Change of Fall Related Factor Between High Intensity Exercsi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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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SPPB, Short Physical Performance Tes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P<.05 compared with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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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BDI

HIE
(n=13)

41.69±
9.586

36.54±
9.527 .003 .474 .270 .608LIE

(n=12)
38.17±
10.794

34.42±
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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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전·후 우울지수 변화

  4주간 근력 운동에 따른 우울지수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간에 따라 두 그룹 모두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13. Change of Beck’s Depression Inventory(BDI)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Abbreviations: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P<.05 compared with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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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Hemoglobin
(g/dL)

HIE
(n=12)

10.525±
1.508

11.167±
1.971 .062 .703 .062 .805LIE

(n=14)
10.600±

1.230
11.429±

1.090

Hematocrita

(%) 

HIE
(n=12)

31.550±
4.763

33.433±
5.745 .080 .510 .029 .866LIE

(n=14)
32.243±

3.853
34.514±

3.302

Potassiuma

(mEq/L) 

HIE
(n=12)

4.783±
0.655

4.783±
0.743 .682 .892 .172 .682LIE

(n=14)
4.871±
0.903

4.771±
0.734

Albuminab 

(g/dL)

HIE
(n=12)

4.050±
0.337

4.125±
0.209 .022 .269 .495 .488LIE

(n=14)
3.893±
0.356

4.029±
0.289

Calciumab

(mg/dL)

HIE
(n=12)

8.692±
0.417

9.100±
0.556 .016 .520 .533 .473LIE

(n=14)
8.307±
1.475

9.036±
1.176

Phosphorous HIE 4.358± 4.458± .519 .582 .061 .807

  1-3.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전·후 혈액변인의 변화 

  4주간의 근력 운동에 따른 시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 결과는 모든 혈액변인의 

변화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Hemoglobin, Hematocrit의 경우 사후 긍정적으로 

증가 하였고, Potassium의 경우는 유지, Post BUN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Albumin, Calcium, Phosphorous, Creatinine, Pre BUN은 사전과 비교해 사후 

증가 하였다. 

  Table 14. Changes of Blood Factors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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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
(n=12) 1.365 0.748

LIE
(n=14)

4.586±
1.538

4.807±
1.835

Creatinine
(mg/dL)

HIE
(n=12)

8.448±
1.849

8.461±
1.732 .314 .795 .941 .342LIE

(n=14)
8.473±
2.534

8.904±
2.851

Pre BUN
(mg/dL)

HIE
(n=12)

58.992±
11.001

56.525±
10.951 .813 .531 .246 .624LIE

(n=14)
60.121±
18.205

60.986±
13.929

Post BUN
(mg/dL)

HIE
(n=12)

17.217±
4.511

16.767±
5.459 .765 .788 .028 .868LIE

(n=14)
16.407±

8.008
16.279±

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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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P<.05 compared with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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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Kt/V

HIE
(n=12)

1.460±
0.189

1.475±
0.241 .738 .209 .051 .823LIE

(n=14)
1.626±
0.418

1.629±
0.361

HIE LIE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Kt
/V

 pre
 post

  1-4. 4주간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전·후 투석 적절도(Kt/V)의 변화

  4주간 근력 운동에 따른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Dialysis 

Adequacy(투석 적절도)의 변화는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하지 않

았으나, 두 그룹 모두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Table 15. Changes of Dialysis Adequacy(Kt/V)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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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e Post Time Group F
Time 

* 
Group

Daily 

Average 

Calorie 

Expenditure

(kcal)

HIE
(n=6)

98.633±
80.929

54.367±
29.452

.185 .859 2.463 .151
LIE

(n=5)
84.580±
94.739

86.560±
120.709

Sedentary %

HIE
(n=6)

86.083±
6.976

88.467±
4.179 .164 .888 .736 .413LIE

(n=5)
86.460±

5.904
87.120±

5.649

Light Acvitiy 

%

HIE
(n=6)

7.783±
3.247

7.300±
2.238 .596 .798 .155 .703LIE

(n=5)
8.000±
2.533

7.920±
2.892

Lifestyle %

HIE
(n=6)

3.917±
1.903

3.100±
1.413 .056 .415 .325 .582

LIE 2.980± 2.500±

  1-5. 4주간 근력운동 전 후 신체활동량의 변화

  4주간의 근력 운동에 따른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신체활동

량의 변화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Daily Average Calorie Expenditure(하루 평균 칼로리 소모량)의 경우 고강도 운

동 그룹에서 사전과 비교해 사후 크게 감소한 반면 저강도 운동 그룹은 조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Sedentary %(좌식생활 %)는 사후 두 그룹 모두 증가 하였

다. Light Activity % (가벼운 활동 %), Lifestyle %(일상생활 활동 %), Moderate to 

Vigorous Activity %(적당한 강도에서 격렬한 강도 활동 %)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Changes of Physical Activity Between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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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1.540 1.259
Moderate to 

Vigorous 

Activity %

HIE
(n=6)

2.400±
2.021

1.333±
0.814 .184 .525 1.532 .247LIE

(n=5)
2.560±
2.070

2.480±
1.9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ANOVA indicates two way repeated ANOVA 

measures between group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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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신체조성의 변화

  본 연구는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을 중재하여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의 신체조성 변화를 확인 하였다. 고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RPE 13(조금 힘

들다) - 15(힘들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30분 - 45분간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고, 

저강도 운동 그룹은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20분 - 30

분간 프로그램이 실시 되었다.

  근육량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사후 0.7kg 정도 증가하고 체지방은 

1.2kg 정도 감소 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근육량은 0.6kg 

감소하고 체지방량은 0.4kg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실시한 RPE 13(조금 힘들다) 이상의 강도로 

30분, 주 3회씩 & 4주 이상 근력운동을 시행할 때 신체조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저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근력운동 중재를 시

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량이 증가한 이유는 혈액투석 자

체로 인한 근육의 이화작용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혈액투석 중 증가하는 혈

중 요소(Farrell & Hone, 1980; Ward, Shirlow, Hayes, Chapman, & Farrell, 1979)

와 혈액투석을 실시한 날 단백질 섭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정적인 nitrogen

의 균형(Borah et al., 1978)은 혈액투석 자체가 이화작용을 초래하는 요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육량의 증가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flywheel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12번(sessions)의 4 Sets & 

7 Repetitions 최대 Knee Extension 근력운동은 허벅지 근육 횡단면적을 9%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Lundberg, Fernandez-Gonzalo, Gustafsson, & 

Tesch, 2013), Johansen(2006)등에 따르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60% 이상의 강

도로 하지 근력운동을 주 3회 & 12주간 실시하면 대퇴사두근 횡단면적이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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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오히려 2.1kg 증가하는 것으

로 보고 되었는데(Johansen et al., 2006), 이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것

으로 투석 중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고강도 근력

운동을 주 3회 & 12주간 30분씩 실시한 연구에서도 1.2cm2 허벅지 근육 횡단면

적의 증가가 나타난 반면 허벅지 중간 부위 총 지방 면적은 0.9cm2, 피하지방의 

경우 0.5cm2 늘어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또한 한 그룹은 24주간, 또 다른 그룹은 12주간 일상생활을 하게 한 

후 그 후 12주 동안은 고강도 근력운동을 진행한 연구에선 사후 측정 시 근육 

내 지질 함량은 두 그룹 간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중·고강도 근력

운동 프로그램은 기간에 상관없이 체지방 감소의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Chen(2010) 등은 변형된 Borg scale 척도 2(쉬운) - 4(다소 쉬운)

에 해당하는 저강도 하지근력 운동을 2시간 이하로 주 2회 & 24주간 실시하여 

체지방이 1.7% 감소되는 것을 증명하여, 이 그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일반적

으로 알려진 사실처럼 지방 감소의 측면에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고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근육량 증가와 함

께 체지방 감소가 나타났지만 InBody룰 사용해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타당성

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DEXA(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활용해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 두가지 효과를 불러오는 

최적의 근력운동 프로그램 모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2. 낙상관련 변인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낙상관련 변인으로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민첩성(Ten Step Test), 평형성(Standing One Leg on Gaitview), 하지근

력(Isometic Leg Strength), 유연성(Sitting Trunk Flexion)을 측정 하였다. 

  SPPB로 측정한 본 연구 신체기능 점수의 경우 사후 고강도 운동그룹과 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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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그룹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SPPB의 구

성 항목인 직립균형 검사·보행속도 검사·의자 일어서기 검사에서 환자들이 사

전 측정 시 이미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hen(2010) 등

은 저강도의 근력운동을 주 2회 & 24주간 진행하여 SPPB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선 환자들의 사전 측정 평균 점수가 낮았다. SPPB 점수 

7점 이하의 경우 장애를 가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Guralnik et al., 1994; 

Guralnik, Ferrucci, Simonsick, Salive, & Wallace, 1995), Chen(2010) 등의 연구에

선 사전 평균 점수가 6점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

동은 여러가지 다른 신체기능 측정 항목들을 유의하게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6분 걷기(Pellizzaro et al., 2013; Eva Segura-Ortí et al., 2007; E 

Segura-Ortí et al., 2009; 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Timed Up and Go Test(Bullani et al., 2011), 최대하 운동으로 진행된 6분간의 스

텝 테스트(de Lima et al., 2013)에서 근력운동 중재 후 유의한 개선이 나타났고, 

환자들은 스스로 신체기능이 증진 되었다고 느꼈으며(Johansen et al., 2006; 

Chen et al., 2010), 일상생활 장애점수(activities of daily living disability score)는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Chen et al., 201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혈액

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동은 주 3회 & 4주 이상 저강도 부터 고강도에 이르기

까지 모두 긍정적으로 신체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Ten Step Test로 측정한 민첩성 기록의 초(s)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

서 사후 측정 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저강도 운동 그룹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

였다.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력운동 중재를 통한 민첩성의 개선 여부를 

조사한 사전 연구는 드문 실정이지만, Johansen(2006) 등에 따르면 3RM의 60% 

강도로 시작된 하지 근력운동을 주 3회 & 12주간 점진적으로 증진하며 진행한 

연구에선, 빠르게 5회 계단 오르기 시간을 측정하여 사후 측정 시 오히려 0.4초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나타

난 민첩성의 유의한 향상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두 연구가 비슷한 강도로 

진행 됬음에도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은 시행 운동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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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사료된다. Johansen(2006) 등의 연구에서는 Knee Extension, Hip Flexion 

& Abduction, Ankle Dorsiflexion & Plantar Flexion으로 구성된 하지 위주 근력운

동이 진행 되었는데,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실행한 것과 같은 

하지와 코어 근력운동이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후속 연구를 통한 규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aitview 위에 외발로 서서 균형을 잡으며 균형의 이동에 따른 점수를 측정한 

평형성의 경우 사후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

동 그룹 모두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근력 운동을 주 2회 

& 40분씩, 3 Sets & 20 Repetitions의 중강도로 18주에서 최대 24주간 진행한 연

구에서도 외발서기 검사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개선이 보고 되었다(Bullani et 

al., 2011). 반면 이 연구에서 보행능력과 평형능력을 나타내는 Tinetti Test는 유

의하게 향상되어(Bullani et al., 2011), 추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형성 개선을 확

인하기 위한 타당한 측정 항목의 선별과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주간 근력

운동 중재를 통해 평형성 개선이 보고된 연구를 살펴보면, 만성 요통환자를 대상

으로 Tetrax 장비를 이용해 신체 안정성 지수(stability index, ST)와 낙상 지수(fall 

index, FI)를 측정한 연구에선 40분간, 주 3회 & 4주간의 자기체중을 이용한 요부 

안정화 근력운동을 진행하여 위 항목들의 유의한 개선을 보고 하였다(조성학, 김

진희, & 최문희, 2013). 

  본 연구에서 하지근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등척성 각근력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는데,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에 따른 근력의 증가

는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3회 & 12주간 하지 위주 최대

근력의 60% 이상의 강도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Knee Extension 3RM(repetition 

maximum) 수치(Johansen et al., 2006), 동일한 빈도와 기간으로 상·하지를 병행

해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시행된 프로그램

의 Knee Extensors, Hip Abductors, Triceps의 등척성 Peak Force(kg) 값을 합한 

총 근력수치(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주 3회 & 24주간 

Borg Scale 12(가볍다) – 14(다소 힘들다)로 진행된 연구의 오른쪽 Knee Ex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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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근력 수치(E Segura-Ortí et al., 2009)와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

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24주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Knee Extension 근력수치(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주 2회 & 24주간 변형된 Borg 

scale 2(쉬운) - 4(다소 쉬운)에 해당하는 저강도로 진행된 프로그램(Chen et al., 

2010)의 Knee Extension 수치, 6개월간 하지 위주 근력운동을 진행한 프로그램

(Eva Segura-Ortí et al., 2007; E Segura-Ortí et al., 2009)의 Sit-to-Stand Test 10

초 & 60초 횟수에서 모두 프로그램 중재 후 유의한 근력 및 횟수의 증가가 보고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대조군의 경우 20분 - 30분간, Borg Scale 11(가볍다) - 

13(조금 힘들다)에 해당하는 강도로 주 3회 & 4주간 하지와 코어 위주의 프로그

램이 시행 됬음에도 사후 근력이 0.5kg밖에 증가하지 않은것은 짧은 운동중재 기

간에 비해 운동 강도나 운동 시간이 긍정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일어날 정도의 

역치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젊고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 4주간 한 그룹은 최대 근력의 30% 강도로 혈류제한 근력운동을, 다른 그룹은 

80% 강도로 고강도 근력운동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고강도 근력운동을 실시한 그

룹에서 더 큰 근력의 증가가 보고되어(Clark et al., 2011), 근력증진에는 저강도 

보다 고강도 근력운동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Sitting Trunk Flexion)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2.8cm 가량 증가하

고, 저강도 운동 그룹의 경우 0.2cm 정도 감소하여 거의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나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 하였다. 투석 중 

근력운동을 시행해 유연성 향상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의 모형에 대해 

기술해 보자면,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유의한 효과를 확인한 하지와 코어 위주의 

프로그램처럼 최소 30분 - 45분 & Borg Scale 13(조금 힘들다) - 15(힘들다)의 강

도로 주 3회 & 4주 이상 투석 중 근력운동을 실시하면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세 – 15세에 해당하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12번(sessions)의 근력운동을 중재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검사(v-sit 

flexibility test)의 유의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 연구에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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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 & 10 – 12 Repetitions으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제외한 50분간 프로그램

이 시행 되었다(Faigenbaum et al., 2007). 

  3. 혈액변인의 변화 

  본 연구 혈액변인 결과를 살펴보면 4주간의 혈액투석 중 근력 운동에 따른 시

간과 그룹간의 상호작용 결과는 모든 혈액변인 변화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Hemoglobin, Hematocrit의 경우 사후 증가하여 긍정적으로 변하였는데, 

주 3회 & 8주간 1RM 40% 이상의 강도로 Knee Flexion & Extension, Foot 

Dorsiflexion 운동을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고되었으며(de Lima et 

al., 2013), 주 3회 & 10주간 장비를 이용해 호흡근 운동을 실시한 그룹에서는 유

의한 Hemoglobin의 증가가 나타났다(Pellizzaro et al., 2013). 하지만 주 3회 & 8

주간 하지 위주 고강도 근력운동을 수행한 연구에서 Hemoglobin 수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Afshar, Shegarfy, Shavandi, & Sanavi, 2010), 다

른 연구에서도 고강도 근력운동을 시행하여 12주째 측정한 Hemoglobin, 

Hematocrit 수치와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24주째 측정한 수치는 차이가 없었으

며, 오히려 대조 그룹의 경우 12주간 통제를 받은 후 이 수치들이 증가한 반면 

그 후 1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Borg Scal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

당하는 고강도 근력운동은 Hemoglobin, Hematocrit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Calcium의 경우 사후 측정 시 더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8주간 40% 이상

의 강도로 하지근력 운동이 진행된 de Lima(2013) 등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중

재 후 Calcium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12주 이상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Phosphorous의 경우도 사후 두 그룹에서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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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살펴보면 8주간 하지근력 운동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양상이 보고된 반면(de Lima et al., 2013), 주 3회 & 10주간 Threshold 

Loader(Philips Respironics, Amsterdam, The Netherlands) 장비를 이용하여 최대 

흡기압의 50%강도로 호흡근 운동을 실시한 그룹과 1RM의 50% 강도로 3 Sets & 

15 Repetitions의 Knee extension 운동을 실행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그

룹 모두 유의한 Phosphorous의 감소가 보고되어(Pellizzaro et al., 2013) 그 결과

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 

  Albumin 역시 사후 측정 시 두 그룹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다른 

연구들(Afshar et al., 2010; Pellizzaro et al., 2013; 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에서

도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 후 Albumin 수치는 유지되거나(Afshar et al., 2010) 증

가하는 것(Pellizzaro et al., 2013; 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으로 나타나 4주, 8주

(Afshar et al., 2010), 10주(Pellizzaro et al., 2013), 12주(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24주(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의 투석 중 중 - 고강도 근력운동 프로그램 중재가 Albumin 수치에 미치

는 긍정적인 효과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Creatinine의 경우도 사후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다른 연구들도 비슷한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 3회 & 8주간, 하지와 상지를 결합한 8가지 근력운동을 3 

Sets & 12 Repetitions 으로 진행한 연구(Ribeiro et al., 2013), 주 3회 & 12주간 5

가지 하지위주 근력운동을 60% 이상의 강도로 시행한 연구(Johansen et al., 

2006)와 같은 빈도와 기간으로 RPE 15(힘들다) - 17(매우 힘들다)에 해당하는 10

가지 고강도 근력운동을 진행한 연구(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에서도 Creatinine 지수는 사후 증가 하거나, 감소 하였으나 오히려 통제군

은 더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고, 주 3회 & 8주간 Knee Extension, Hip 

Abduction, Hip Flexion을 고강도로 진행한 연구에서 Creatinine 수치는 소폭 감소

하는 것(-6.4mg/dL)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유의하지는 않았다(Afsha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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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다른 연구에선 12주간 통제를 받은 후 그 수치를 측정 했을 때 Baseline과 

비교해 감소한 반면 이후 12주간 근력운동 중재 후 측정 시에는 오히려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투

석 중 근력운동 중재는 Creatinine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사료되나, 12주 이상의 중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Potassium의 경우 사전과 비교해 사후 고강도 운동 그룹은 유지되고 저강도 운

동 그룹에서 0.1mEq/L의 감소가 나타나 프로그램 중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 3회 & 10주간 호흡근 운동과 Knee 

Extension 운동을 50% 강도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두 그룹 모두 사후 0.5mEq/L의 

감소가 보고 되었고(Pellizzaro et al., 2013), 주 3회 & 8주간 Knee Flexion & 

Extension과 Ankle Dorsiflexion 운동을 40% 강도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 

시키며 실시한 연구에서도 0.5mEq/L의 감소가 나타 났으나(de Lima et al., 2013)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10주 이상 운동 강도를 달리한 연구의 중재를 통해 

Potassium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Pre BUN(혈액투석 전 측정한 혈액요소질소)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2.467mg/dL 감소하고,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0.865mg/dL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Post BUN(혈액투석 후 측정한 혈액요소질소)의 경우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0.45mg/dL, 저강도 운동 그룹에서 0.128mg/dL 감소 하였다. 투석 중 근력운동 중

재를 통한 사전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동일한 빈도와 기간으로 근력운동을 실시 할 경우, 양(시간, 강도)적으

로 더 많이 실시하는 것이 Pre & Post BUN 지수 감소에 보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투석 적절도의 변화

  투석 적절도의 경우 사후 두 그룹 모두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그 효과

는 미비한 것으로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0.015, 저 운동군에서 0.003 향상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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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연구들을 살펴봐도 투석 중 근력운동 중재에 따른 적절도 개선 효과는 

미비한 상황인데, 12주간의 고강도 근력운동 그룹을 통제군과 비교한 연구에서도 

적절도 수치는 두 그룹 모두에서 0.1 증가하여 운동 중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24주간 근력운동을 

실시한 그룹과 12주간은 통제를 하고 나머지 12주간은 근력운동을 진행한 그룹

의 적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12주간 통제를 받은 그룹의 적절도가 더 높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투석 중 고강도 근력운동 중재기간에 따른 적절도 개선 

효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b). 이 외에도 최대 흡기압의 50% 강도로 주 3회 & 10주간 실시된 호흡

근 운동 그룹과 1RM의 50% 강도로 실시된 대퇴사두근 운동그룹 역시 적절도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Pellizzaro et al., 2013), 주 3회 & 8주간 하지 위주 

65% - 85%의 강도로 진행된 근력운동 중재를 통해서도 적절도는 0.01 향상되거

나(Afshar et al., 2010), 코어와 상지를 포함한 전신 근력운동을 진행 했음에도 

향상되지 않아(Ribeiro et al., 2013), 현재까지 보고된 근력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적절도 증가의 의미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적절도는 운동

의 강도 보다는 지속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단발성 에르고미터 

운동을 최대하 강도로 5분 - 20분 실시 후 10분 휴식하는 식으로 총 60분간 진

행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투석을 실시했을 때와 비교해 적절도의 유의한 개선

이 보고된 바 있다(Kong, Tattersall, Greenwood, & Farrington, 1999). 60분 이상

의 근력운동 중재를 통한 적절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신체활동량의 변화

  본 연구에서 시행한 근력운동 중재는 신체활동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edentary %는 증가하고, Light Activity %, Lifestyle 

%, Moderate to vigorous Activity %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ri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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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D(Professional Products, Inc., Madison, WI) 장비를 이용해 주 3회 & 12주간 중

강도 하지근력 프로그램 실시 후 신체활동량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최대 활

동량 점수는 사후 2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Johansen et al., 2006). 그러나 6

개월간 저강도 근력운동 중재는 The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설문

으로 측정된 여가시간 신체활동량(leisure-time physical activity) 지수를 유의하게 

증진 시켰고(Chen et al., 2010), 다른 연구에서도 The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 설문으로 측정된 신체활동량 지수는 12주간의 고강도 근력운동 중재 

후 향상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객

관적인 신체활동량의 증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환자들은 운동 

중재 자체를 신체활동량으로 착각해 주관적으로 활동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사전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근력운동과 신

체활동량 간의 객관적 혹은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엔 섣부른 실정이다. 보다 

많은 실험연구의 자료 수집을 통한 객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6. 우울지수의 변화 

  본 연구 근력운동 중재 후 BDI로 측정한 우울지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

으나, 고강도 운동 그룹과 저강도 운동 그룹 모두 프로그램 실시 후 그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12주간 고강도 근력운동 후 

Geriatirc Depression Scale로 측정된 우울지수가 긍정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되었고(B. Cheema, Abas, Smith, O'Sullivan, et al., 2007a), 주 3회 & 8주간 3 

Sets & 12 Repetitions의 근력운동은 Medical Outcomes Study 36(SF-36)의 정신 

항목(mental health)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ibeiro et al., 

2013), 하지 등장성·등속성 운동을 6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SF-36로 측정한 

정신건강 지수의 유의한 개선이 보고 되었다(Eva Segura-Ortí et al., 2007). 이렇

듯 혈액투석 중 실시하는 근력운동은 우울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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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타당성이 입증된 일관된 설문을 바탕으로 근력

운동 중재를 통한 우울지수 개선의 역치 임계점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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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

자들의 낙상관련 변인 및 우울지수,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

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주간의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는 환자들

의 낙상관련 변인(유연성, 민첩성, 하지근력)에 차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4주간의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

의 우울지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과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두 그룹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셋째, 4주간의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간, 강도)가 환자들

의 투석 적절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혈액투석 중 근력운동 프로그램 양의 차이(시

간, 강도)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환자들의 유연성, 민첩성, 하지근력을 유의하

게 개선시켜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실시한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혈액투석 환자와 같이 근력

감소로 인해 낙상에 취약한 다른 그룹의 낙상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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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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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본 연구를 실시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낙상위험 없이 평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

길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평형성 측정을 위해 실시한 Gaitview 위 외발서기 검

사의 경우, 환자들이 평소 복용하는 약물과 혈액투석 자체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인해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다소 존재했다. 

  둘째, 병원에서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본인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자리이동

이 힘들고, 저혈압과 심혈관계 이상증상 등의 예방을 위해 투석 시작 후 2시간 

이내 운동 프로그램이 실시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구역

으로 배치된 연구원들의 진행하에 최소 1:1로, 많게는 3:1로 프로그램이 진행 되

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 시작 전 미리 의료진과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 새

롭게 자리 배치 후 동시에 근력운동을 진행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많은 수의 연

구원들을 동원하여 대상자 모두 1:1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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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trength Exercise during Hemodialysis on Fall 

Related Factors, Depression Scale and Dialysis Adequ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ffects of different strength 
exercises(time, intensity) during hemodialysis on fall related factors, 
depression and dialysis adequacy. 

All subjects were twenty seven hemodialysis patients who have no disability 
in living normal daily life, able to communicate and want to participate 
spontaneously. The subjects were allocated to a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a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Both groups joined strength exercise 
program during hemodialysis which was set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Measurements were taken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 exercise program was progressed by warm up, main exercise, and 
cool down that was designed to use low limb and core muscles. In the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30 - 45 minutes, and the intensity of Borg scale 
13(little hard) - 15(hard) of session was executed. In the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20 - 30 minutes, and the intensity of Borg scale index 
11(light) - 13(little hard) of a session was executed. 

Inbody was used in measuring muscle mass and body fat, and in testing 
fall related factors, flexibility, physical function, agility, balance, leg strength 
were taken. The Korean version of Beck’s Depression Inventory was used in 
measuring depression scale. Accelerometers were utilized for detecting 
physical activity level and dialysis adequacy(Kt/V), blood samples were 
test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Windows SPSS 18.0 program,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05.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and the low intensity exercise 
group were identified as a homogenous group via independence t-test.

Second, the two groups were identified as a homogenous group via Chi 
Square Test and Fisher’s exact Test of categorical variables.

Thir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in body 
composition(muscle mass, body fat), depression(BDI), dialysis adequacy, blood 
samples(hemoglobin, hematocrit, potassium, albumin, calcium, phosphorous, 
creatinine, pre BUN, post BUN), and physical activity(daily average cal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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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sedentary %, light activity %, lifestyle %, moderate to vigorous 
%). In fall related factors with physical function, balan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nd flexibility, agility, leg strength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P<0.05).

Taken together, the strength exercise program that was conducted during 
hemodialysis in the high intensity exercise group brought positive effects in 
flexibility, agility and leg strength that are helpful to prevent falling. 

Key Words : Hemodialysis, Strength exercise, Fall Related Factors, 
Depression, Dialysis Adequacy

Student Number : 2013-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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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일반적 특성 질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
요.

1. 연령 만 ( )세

2. 성별 남( ) 여( )

3. 키( )Cm, 건체중( )Kg

4. 교육정도
① 초등학교 이하( ) ② 중학교 이상( ) 

5. 종교
① 있음( ) ② 없음( )

6. 결혼상태
① 미혼( ) ② 기혼( ) 

7. 직업
① 자영업( ) ② 사무직( ) ③ 무직( )

8.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 ) ② 의료보호( )

9. 가계의 수입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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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
세요.

1. 현재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나요?
① 좋다( ) ② 보통이다( ) ③ 나쁘다( )

2. 음주 유무
① 안한다( ) ② 한다( )

3. 흡연 유무
① 안한다( )  ② 한다( )

* 다음은 귀하의 운동관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
세요.

1. 운동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① 규칙적으로 한다( ) ② 가끔씩 한다( ) ③ 전혀 하지 않는다( )

* 아래의 내용은 운동을 한다고 체크하신 분들만 체크해주세요.

1. 운동은 언제 시행 하시나요?
① 투석 하지 않는 날( ) ② 투석 하는 날( )

2. 투석 중 운동 프로그램과 효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① 유( ) ② 무( )

 * 다음은 귀하의 낙상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을 잃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1. 혈액투석을 시작한 후로 낙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유( ) ②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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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검사 결과 검사 수행 여부
1. 혈액투석기간(years) 년   개월

2. 신장질환 원인

1. Chronic 
Glomerulo 

Nephritis ( )
2. Hypertension ( ) 3. Diabetes 

Mellitus ( )

4. Polycystic 
Kidney Disease ( )

5. Glomerulo 
Nephritis ( )

3. 동반 질환
(co-morbidity)

1.
Hyper
tensio

n
( )

2. 
Hepati
tis C 
Virus 

( )

3. 
Thyroi

d 
Cance
r ( )

4.
Hypot
hyr 

Oidism 
( ) 

5. 
Hypert
yroidis
m ( ) 

6. 
Hyper
patath
yroidis
m ( )

7. 
Osteoa
rthritis

( )

4. 투석 횟수 1. 주 2회( ) 2. 주 3회( ) 3. 주 4회( ) 
5.  투석시간 1. 3시간( ) 2. 3시간 30분( ) 3. 4시간( )

6. 투석 통로 2. AVF( ) 2. AVG( ) 3.  Venous 
Catheter( )

7. 혈류 속도(mL/min) 1. 200 ( ) 2. 230 ( ) 3. 250 ( ) 4. 270 ( ) 5. 280 ( )
8. 투석액 속도 

(mL/min) 1. 500 ( ) 2. 700 ( ) 3. 800 ( )

9. 투석액 온도(°C) 1. 36°C 미만
( )

2. 36°C–36.4°C
( )

3. 36.5°C–37°C
( )

10. 투석액 1. Bicarbonate ( ) 2. Low Calcium 3. High Calcium 

 * 아래의 내용은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분들만 기입해 주세요.

1. 지난 1년간 몇 번의 낙상을 경험 하셨습니까? (  )회

2. 낙상이 발생 한 장소는 어디 입니까?
① 집( )  ② 병원( ) ③ 야외( ) ④ 기타( )

3. 무슨 이유로 낙상이 발생 했습니까? (ex ; 혈액투석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책 도
중 발을 헛디뎌서)
 (                                          )  

<전자의무 기록상의 체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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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ysate) Bicarbonate ( ) Bicarbonate ( ) 
12. 투석기
(Dialyzer)

1. High Flux 170H 
( )

2. Low Flux 17L
( )

13. 투석기계
(Machine) 1. FMC 400s ( ) 2. Gambro Phenix ( )

14. Pre-Bun
(mg/dL)

15. Post-Bun
(mg/dL)

16. Albumin (g/dL)
17. Phosphorus 

(mg/dL)
18. Calcium (mg/dL)

19. Creatine
(mg/dL)

20. Hemoglobin
(g/dL)

21. Hematocrit (%)
22. Potassium 

(mEq/L)
23. Single Pool Kt/V

우울증 측정도구

(Beck's Depression Inventory) 

이름 :                나이 :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곳에 ∨

표 해주세요. 각 문항당 한 개의 항목을 무조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1. ( ) 나는 슬프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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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끔 슬플때가 있다.

( ) 항상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 ) 대단히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수가 없다.

2. ( ) 장래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 ) 장래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

   ( ) 장래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다.

   ( ) 장래는 절망적이고 더 나아질 수도 없다.

3. ( ) 실패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 )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한 것 같다.

   ( ) 과거 내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 ) 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다.

4. ( ) 내가 하는 일에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

   ( ) 예전과 같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 ) 무엇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 ) 만사가 불만스럽고 짜증이 난다.

5. ( )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 때때로 죄책감을 느낀다.

   ( ) 자주 죄책감에 빠져있다.

   ( ) 항상 죄책감에 빠져있다.

6. ( ) 벌을 받는 느낌이 없다.

   ( )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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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을 받을까봐 걱정이다.

   ( )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

7. ( )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 )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많다.

   ( ) 나 자신이 지긋지긋하다.

   ( )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8. ( )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 ) 나의 약점이나 실수를 가끔 내 탓으로 돌린다.

   ( )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거의 내 탓으로 생각한다.

   ( ) 잘못된 일은 모두 내탓이다.

9. ( ) 죽고 싶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 )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실행은 못할것이다.

   ( )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

   ( ) 기회만 있으면 자살할 것이다.

10. ( ) 평소보다 더 우는 편은 아니다.

    ( ) 전보다 더 자주 우는 편이다.

    ( ) 요즈음 항상 울고 있다.

    ( ) 울고 싶어도 나올 눈물조차 없다.

11. ( ) 전보다 더 짜증내지 않는다.

    ( ) 전보다 더 자주 짜증을 내는 편이다.

    ( ) 요사이 항상 짜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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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짜증내고 싶어도 이제는 짜증내기도 지쳤다.

12. ( ) 다른 사람과 여전히 잘 어울린다.

    ( )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 )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 )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

13. ( ) 나의 결단력은 전과 같다.

    ( ) 전보다 다소 결단력이 약해졌다.

    ( ) 전보다 훨씬 결단력이 약해졌다.

    ( ) 나는 아무것도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

14. ( ) 전보다 내 모습이 못하지 않는다.

    ( ) 내가 늙거나 매력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이다.

    ( ) 내 모습은 변했고 매력도 없어졌다.

    ( ) 내 모습이 확실히 추해졌다.

15. ( ) 전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 ) 전처럼 일을 하려면 약간 힘들다.

    ( )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힘들다.

    ( )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 ) 잠자는 데 아무 불편이 없다.

    ( ) 잠 못 이룰 때가 가끔 있다.

    ( ) 평소보다 새벽에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 ) 밤중에 깨서 전혀 못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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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별로 피곤한지 모르고 지낸다.

    ( )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 ) 사소한 일에도 곧 피로해진다.

    ( ) 너무 피로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8. ( ) 입맛은 평소와 같다.

    ( ) 입맛이 전과 같이 좋지는 않다.

    ( ) 요사이 입맛은 매우 나빠졌다.

    ( ) 전혀 입맛이 없다.

19. ( ) 체중의 변화는 없다.

    ( ) 요근래 3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 요근래 5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 ) 요근래 7킬로그램 가량 줄었다.

20. ( ) 건강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한다.

    ( ) 신체적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

    ( )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하기가 힘들다.

    ( ) 신체적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21. ( ) 정력(성욕)이 전보다 떨어진 것 같지 않다.

    ( ) 정력이 전보다 약간 떨어졌다.

    ( ) 확실히 정력이 떨어졌다.

    ( ) 전혀 정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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