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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quantify energy expenditure by measuring oxygen consumption while per-

forming occupational therapy activities most commonly used for adult hemiplegia patients, to recommend a opti-

mal dosage of exercise by comparing energy expenditure according to the recovery stage, and to suggest a pre-

caution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cardiac disorders. According to Brunnstrom recovery stages in hand

function, subjects were allocated to group I(3rd and 4th Brunnstrom recovery stages) and group II(5th and 6th

Brunnstrom recovery stages). Outcome measures included oxygen consumption, energy expenditure rate, and

heart rate during each activity and in recovery period after the activity. Occupational activities including sanding

activity, putty activity, and skateboard activity were carried out for all patients. In sanding and putty activiti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oxygen consumption and energy expenditure during the activity between

group and (p<0.05), bu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f oxygen consumption, energy expenditureⅠ Ⅱ

and heart rate in the recovery period(p>0.05). In skateboard activ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xygen consumption, energy expenditure and heart rates between the two groups during the activity and in the

recovery period(p>0.05). The findings indicates that cardiovascular demands for basic activities usually pe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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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treatment may be depended on the physical recovery of patients with hemiplegia. Therefore, therapeutic ac-

tivities for patients should be selected with the great care.

Key Words : Heart rate, Hemiplegia, Occupational task, Oxygen consumption

서 론.Ⅰ

뇌졸중은 가장 많은 재활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질환중의 하나로 고령인구의 증가와(Trombly, 1989),

함께 그 발생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

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편성범 등( , 1999;

등 점차적으로 심장질환의 감소와 고혈Barnett , 1986).

압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힘입어 해마다 뇌졸중의

발생빈도가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Sacco, 1995),

에서는 식생활의 서구화 노령인구의 증가 원인질환, ,

에 대한 치료의 미비 등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전중선 등( , 1998).

뇌졸중은 감각 운동 행동 및 인지기능 등의 장애, ,

로 인하여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어렵게 되며김창환(

과 김세주 등 신체적인 후유증, 1995; Skilbeck , 1983)

이나 합병증에 의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 부,

담을 가져오는 질환이다 등 전중선(Tatemichii , 1994;

등 또한 뇌졸중은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 1998).

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는 질,

병이다 등(Gresham, 1986; Pasquale , 1986).

뇌졸중의 치료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목적은 환자

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독립성

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등(Skilbeck , 1983;

또한 최상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정신Davies, 1991). ,

사회 직업적 복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참,

여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재활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Kottke, 1974).

는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환자의 체력수준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김시덕 등( , 1997).

운동은 그 정도에 따라 심폐기능에 반응을 나타내

며 이런 반응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 환자의,

기능적 능력 질환의 진단 예후 및 정도를 예측할 수, ,

있다(Skinner, 1992).

대부분의 편마비 환자에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므로(Rokey, 1984;

와 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Chimowitz Mancini, 1992)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치료에 알맞은 운동과 심장기능

과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김봉옥(

등 심장질환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 1996).

는 경향을 보이므로 고령에서 많이 발병하는 뇌졸중,

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창환과 김세주( ,

1995).

뇌졸중 발병 후 초기 침상안정 기간 동안에는 근위

축과 더불어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지구력이 떨어지게

된다 등 결과적으로(Landin , 1977; Ragnarsson, 1988).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계의 이상은 환자의 생

존과 기능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박시운 등( , 1994).

일상생활동작과 스포츠 활동 시 소비되는 에너지량

은 기초대사량과 유산소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 과 일상(Consolazio , 1963; Morehouse Miller, 1967).

생활동작 여가 스포츠 취미 등에 대한 심혈관 기능, , ,

과 관계된 연구는 대개 정상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

으나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활동 수행

시 산소소모량을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자들의 치료에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작업 활동들의 산소소모량을 측정하고 에너지소

모율을 비교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

가 심혈관계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편마비 환자들의

치료 활동 선택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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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성인 편마

비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폐 질환 혹은 정20 .

형외과적인 문제가 없는 환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동작 수행과

보행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의 기초.

체력 차이 과 로 인한 산소소모( strand Rodahl, 1986)Å

량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성 환자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2.

손상 후 회복 중에 있는 뇌졸중환자를 브룬스트롬

이 제안한 단계별 회복기의 정의에 따라(Brunnstrom)

와 상지의 견관절 및 주관절의(Sawner Lavangie, 1970)

회복단계가 적어도 단계 이상인 환자 중 수부의 운4

동능력이 브룬스트롬 회복단계 단계의 환자 명3, 4 10

을 집단 로 하고 단계의 환자 명을 집단 로 나1 5, 6 10 2

누어 모두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사람이 밀대밀20 .

기 작업활동 이하 밀대밀(sanding activity with weight;

기 고무찰흙밀기 작업활동 이하 고무), (putty activity;

찰흙밀기 스케이트보드밀기 작업활동), (skateboard ac-

이하 스케이트보드밀기의 세 가지 작업활동을tivity; )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하루에 한 가지 활동을 수행하,

도록 하여 인을 일 동안 측정하였다 환자에게 마스1 3 .

크를 착용시키고 검사를 시작하기 전 약 분 정도의5

적응시간을 가지게 한 후 안정시 분 운동시 분 회3 , 27 ,

복시 분 총 분 동안의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3 33 , ,

에너지소모율을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K4b2 .

밀대밀기는 양손활동 으로 부하를(two hand activity)

주기 위하여 의 무게를 밀대 위에 얹은 상태에서3kg

실시하였고 스케이트보드밀기는 한손활동, (one hand

으로 환측 팔의 운동능력을 측정하였다 고무activity) .

찰흙밀기는 한손 활동 또는 양손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손활동으로 수행

하는 동안의 작업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기3.

본 연구에서는 체중당 산소소모량 및 에너지소모

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동식 산소소모량 측정기

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기(K4b², COSMED, Srl Italy) .－

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동이 자연스럽지 않은

환자들의 심혈관 기능 측정에 적합하게 고안되어 있

다 각 활동들에 대한 산소소모량과 에너지 소모율은.

측정기와 연결되어 있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

서 진행되었으며 측정기에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측되고 분석되었다 심박수는 심박수 극 도자.

를 가슴에 부착한 상태에서 원격(HR polar transmitter)

으로 측정되었다.

자료처리4.

자료분석을 위하여 PC SAS(statistical analysis sys－ -

통계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집단 과 집단 의tem) . 1 2

작업수행 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그리고 에너, ,

지소모율은 독립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유의t .

수준은 로 하였다p<.05 .

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에 제시되었다.

작업활동에 따른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2. , ,

에너지소모율

집단 과 에서 안정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1 2 , ,

에너지소모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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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개인이 안정시에 가지는 기본 값의 차이

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자 운동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율에서 안정시 각각의 값을 빼주,

어 순수하게 운동에 의하여 증가된 변화량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회복시도 같은 방법으로 안정시 값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각 작업수행 동안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율1) , ,

의 변화

밀대밀기에서 운동 시 즉 운동으로 인하여 증가된

변화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체중당 산소,

소모량은 집단 에서 집단 에서1 1.69±0.86ml/kg/min, 2

으로 집단 에서 집단 보다 통계2.38±0.56ml/kg/min 2 1

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박수는 집단 과 집단 에서 약(p<.05), 1 2 6 beats/min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p>.05).

에너지소모율은 집단 에서 집1 0.51±0.26 kcal/kg/min,

단 에서 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2 0.74±0.18 kcal/kg/min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p<.05)( 2).

고무찰흙밀기에서 운동에 의한 변화로 집단 과 집1

단 를 보면 체중당 산소소모량은 집단 이2 1 0.83±0.84

집단 가 으로 두 집단ml/kg/min, 2 2.39±0.83ml/kg/min

간에 체중당 산소소모량의 증가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박수는 약(p<.05), 9beats/min

의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운동에 따른 변화량에 의한 에너지소모율(p>.05).

도 집단 이 집단 가1 0.25±0.24kcal/kg/min, 2 0.77±0.36

으로 두 집단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kcal/kg/min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p<.05)(

2).

스케이트보드밀기에 있어서 운동시의 변화에 대한

운동시 회복시

집단 1(n=10) 집단 2(n=10) 값p 집단 1(n=10) 집단 2(n=10) 값p

밀대 밀기

산소소모율 1.69±0.86a 2.38±0.56 0.04 -0.64±0.56 -0.65±0.49 0.94

심박수 5.54±15.17 9.61±4.06 0.26 1.60±12.43 -2.10±6.10 0.41

에너지소모율 0.51±0.26 0.74±0.18 0.04 -0.21±0.15 -0.22±0.14 0.89

고무 찰흙 밀기

산소소모율 0.83±0.84 2.39±0.83 0.00 -0.37±0.76 -0.49±0.60 0.70

심박수 8.89±15.79 17.63±13.93 0.21 -2.40±3.74 1.50±4.71 0.06

에너지소모율 0.25±0.24 0.77±0.36 0.00 -0.13±0.24 -0.06±0.33 0.58

스케이드보드 밀기

산소소모율 0.38±0.63 0.34±0.73 0.90 -0.55±0.69 -0.79±1.19 0.60

심박수 3.72±3.17 4.77±4.82 0.57 -1.00±1.88 -2.70±7.58 0.51

에너지소모율 0.13±0.19 0.11±0.23 0.90 -0.15±0.16 -0.25±0.31 0.3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표 2. 운동 시 및 회복 시 각 작업 수행에 대한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 소모율의 변화, ,

항 목 집단 1(n=10) 집단 2(n=10)

나이세( ) 56.10±2.64 68.00±1.26

신장(cm) 166.80±1.29 165.40±1.83

체중(kg) 62.85±2.59 65.85±3.01

좌측 편마비 2 3

우측 편마비 8 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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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당 산소소모량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집단 에서 집단1 0.38±0.63ml/kg/min,

에서 으로 집단 이 다소 큰 것으2 0.34±0.73ml/kg/min 1

로 나타났으며 심박수 에너지소모율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p>.05)( 2).

회복 기간 동안 각 작업수행에 대한 산소소모량 심2) ,

박수 에너지 소모율의 변화,

밀대밀기의 회복시의 변화에 따른 두 집단에서의

체중당 산소소모량은 집단 과 에서 안정시보다 감1 2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수는 집단 에(p>0.05). 2

서 안정시보다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3beats/min

타났고 에너지소모율도 두 집단에서 안정시보다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고무찰흙밀기의 회복시 변화에 대한 체중당 산소소

모량은 두 집단 모두에서 안정시보다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심박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05).

의 차이를 보였으며 에너지소모율도 두 집3 beats/min ,

단에서 모두 안정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표( 2).

스케이트보드밀기에 있어서 회복시의 변화에 대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율은 두 집단, ,

에서 모두 안정시보다 회복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p>.05)( 2).

고 찰.Ⅳ

뇌졸중은 보행이상 상지 기능의 장애 경직 관절, , ,

구축 욕창 및 심폐기능의 감소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뇌졸중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신체 활동

의 저하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이를 가중시키는 것

으로 생각된다 등(Andrew , 1981; Allen, 1984; Bjorneby

와 등Reinvang, 1985; Kaplan , 1991).

개인의 신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소모율을 측정하는데

이것은 운동을 할 때 산소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즉,

산소소모량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등 산소소모량은 건강한 정상성인에(Downey , 1994).

서 몸무게 성별 연령 신체적 활동능력에 따라 다른, , ,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소소모량은 운동(Bruce, 1977).

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운동 중에

산소소모량의 변화로서 유산소 능력의 변화양상을 알

수 있다오정환 등 일상생활동작을 포함한 여( , 1992).

러 가지 동작 수행시의 산소소모량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어 이를 재활프로그램에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심장병 환자의 재활에 기준 지표로 이용,

하고 있다 등(Kottke , 1990).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성인 편마비환자

명을 대상으로 브룬스트롬이 제안한 회복단계에20

따라 견관절 및 주관절의 운동능력이 회복단계 이상4

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부운동능력을 평가하여 회복

단계 인 편마비환자 명을 집단 로 하고 회복단3, 4 10 1

계 인 편마비환자 명을 집단 로 하여 작업치료5, 6 10 2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작업활동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앉은 자세에서 안정시 운동시 회복시에 대, ,

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율을 측정, ,

하였다.

정상성인에서 체위 변화 및 우동 강도에 따라 에너

지소모량이 변화될 수 있다윤승호과 변정현( , 1994;

과 본 연구에서 운동시 변화에Durin Passmore, 1967).

대한 체중당 산소소모량은 밀대밀기와 고무찰흙밀기

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스케이트보

드밀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 시 심박수는 세 작업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비모수적인 방법에서는 고무찰흙

밀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단간의 심박수는 밀대밀기에서 고무찰흙6 beats/min,

밀기에서 약 스케이트보드밀기에서9 beats/min, 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운동 중 심박수는 에beats/min .

너지요구량 및 운동강도와 비례한다강두희( , 1988).

심박수는 신체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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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프로그램에 대한 적합성과 적응력을 결정하는 척도

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한 운동강도의 예측수단

으로 이용된다 와(Rose Gamble, 1994).

운동시 에너지소모율은 산소소모량과 동일하게 밀

대밀기와 고무찰흙밀기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케이트보드밀기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체중 당 산소소모량의 결과.

와 동일하게 고무찰흙밀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소소모량이 에너지소모율

을 반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소모율은 심박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예측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심박수가 산소 소모량외에도 다

른 요소 즉 심리상태의 변화 기후조건 탈수 다양한, , , ,

질환이나 약물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심리상태의 변화에 의한 영향은

휴식시나 활동량이 적은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보고(Å

과 되어 있어 흔하strand Rodahl, 1986; Bar Or, 1983)－

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회복시의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 ,

율은 밀대밀기 고무찰흙밀기 스케이트보드밀기 모, ,

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는 작업활동 후 분 이내에 안정 시로 회복이 가능한3

것으로 생각되며 그만큼 작업활동의 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세 가지 작업활동의 강도가 심혈

관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운동 후 회복기 동안의 심.

혈관계 반응에 대하여는 다소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

으나 채의업 등 은 운동 후 심박수는 회복기 처(1970)

음 분과 분 동안 급속히 회복된다고 하였고 황수관1 2 ,

과 허상 과 이원재 등 은 운동 후 분까지(1980) (1982) 3

급속히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배오석 등 은. (1982) 5

분까지도 급격히 감소되며 분 이후에야 완만하게 회5

복된다고 하였다 운동의 강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회복 후 분 정도의 심박수가 이하 분5 120 beats/min , 10

정도의 심박수가 이하로 회복되면 그 운100 beats/min

동 자체는 높은 강도의 운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시의 측정시간을 분으로 하였기3

때문에 그 이상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었

고 대상을 환자로 하였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최대 산소섭취량(V̇O2 을 구할 수max)

없었지만 연구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분 안에 거의, 3

안정시의 수준으로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 ,

지소모율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운동 시 속.

도를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속도로 하

였기 때문에 운동의 최고정점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므

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

로 생각되며 심혈관계에 문제가 없는 환자군을 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반응이 두 집단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는 대상 환자수가 적었

던 단점은 있으나 회복단계에 따른 집단 과 집단1 2

사이의 체중당 산소소모량 심박수 에너지소모율은, ,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회복단계

에 따른 차이보다는 작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복기 동안의 심혈관.

계 적성도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

활이나 작업치료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기준은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운동능력과 편마

비환자를 비교한 것으로 편마비환자의 작업수행에 있

어서 에너지소모의 효율성이라든지 피로도에 대한 기

준은 아니므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되며 환자의 분류에 있어서도 보다 다

양한 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Ⅴ

본 연구는 브룬스트롬의 회복 단계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에서 보편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치료 활동들을 수행할 때 나타나

는 산소소모량 에너지 소모율 그리고 심박수의 변화, ,

정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뇌졸중의, .

회복정도 따라 산소소모량 에너지 소모율 및 심박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심.

혈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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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있어서 치료활동들을 선택할 때 보다 많은 주의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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