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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a circuit aerobic exercise program positively affects 

pulmonary function and gait endurance in chronic stroke 

patients.

METHODS: Twenty-four chronic stroke patients were 

allocated equally and randomly to an experimental group 

(n=12) or a control group (n=12). All participants received 60 

minutes of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treatment, the 

experimental group additionally performed a circuit aerobic 

exercise for 30 minutes, while the control group additionally 

performed a general aerobic exercise, i.e., gait training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These 30-minute exercise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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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eld three times per week for six weeks. Pulmonary 

function was assessed using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and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 and gait endurance was 

assessed using the 6-minute walk test (6MWT).

RESULTS: In the both groups, FVC, FEV1, MVV, and 

6MW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raining. Memb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FVC, FEV1, and MVV, and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s than controls (p<.05). However, 6MWT 

improvem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two 

groups (p>.05).

CONCLUSION: The devised circuit aerobic exercise 

program offers an effective rehabilitation aerobic exercise for 

improving pulmonary function and gait endurance in patients 

after chronic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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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 환자는 뇌 손상으로 인한 다양한 장애를 가지

게 되는데, 그 중 호흡 기능 장애는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 장애와도 상관성이 높은 

장애 중 하나이다(Cho와 Lee, 2015; Jo 등, 2014).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 저하는 마비측 근육의 미사용과 제한

된 움직임에 의해 주로 발생되며, 근육의 전기적 활성 

및 흉벽 움직임의 감소로 기인한다(Kelly 등, 2003; Kim

과 Jung, 2013; Kolb와 Gibb, 2007). 특히, 집중적인 재활

이 필요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호흡 기능 저하에 

의한 잦은 피로감 호소는 재활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적용 시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뇌졸

중 환자의 이동 및 보행을 위한 독립성 감소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Estenne 등, 1993; Kelly 등, 2003; 

Lord 등, 2004; Pang 등, 2005). 이에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 개선을 위해 평지 및 계단에서의 보행,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다양한 유산소 

운동들의 효과가 입증되어 실시되고 있다(Danks 등, 

2016; Prasomsri 등, 2014; Strommen 등, 2016; Tanuma 

등, 2016). 

순환식 운동프로그램은 일정 시간 내에 다양한 운동

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운동 방법으로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 또는 척수 손상 환자들을 상으로 

균형 능력 및 운동 수행도 등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운동이다(Jung, 2013; 

Rosety 등, 2016; Wang, 2016). 특히, 뇌졸중 환자를 상

으로 의자를 이용한 뻗기와 일어서기, 물건 들어올리

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10가지 보행동작으로 구성된 

순환식 운동프로그램은 뇌졸중 환자의 보행 및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Dean 등, 

2000; Salbach 등, 2004). 

최근 뇌졸중 환자들에게 호흡 운동 재활이 강조되면

서 호흡 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에서 단일 유산

소 운동 및 직접적인 호흡근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Prasomsri 등, 2014; 

Tanuma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순환식 

유산소 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균형능력과 보행능력 향

상을 근거로 하여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 및 보행 

지구력 향상을 위해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순환식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밝히는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순환식 유산

소 운동프로그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 및 

보행 지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단일 유산소 운동방법인 트레드밀 위에

서의 보행 훈련과 비교를 통해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

그램의 효율성을 가늠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뇌졸중으로 편마비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D광역시 소재 B재활병원에서 입

원 치료를 받고 있는 24명의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선정기준은 보조 기구 없이 

독립적으로 10 m 이상 보행이 가능한 자, 계단 오르내

리기가 가능한 자,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을 30분 이

상 실시할 수 있는 자, 연구자가 지시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자로 하였다. 

뇌졸중 이외의 다른 신경학적 또는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 자, 폐 질환 및 심장 질환에 문제가 있는 자, 특별한 

폐 기능 치료를 받는 자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자 선정 및 제외 조건의 선별 과정을 통해 최종

적으로 선정된 상자는 총 24명이었다. 24명을 상으

로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험군 12

명, 트레드밀 위 보행 훈련을 실시하는 조군 12명으

로 배치하기 위하여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뽑아 무작위 배정하였다.

2. 중재 방법

모든 상자는 신경발달치료(Neuro-developmental 

therapy)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등으로 구성된 신경계 물리치료를 1일 60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실험군은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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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조군은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을 각 30분

씩, 주 3회, 총 6주간 실시하였다. 

1)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의 세부과제는 치료실 

내 20 m 왕복 보행,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점진적 저항

에 따른 고정식 상-하지 자전거(SUPER DYNAMIC 

SOL-3000, SG MED, KOREA) 타기, 7층 높이의 건물 

계단 오르내리기(가로 27 ㎝ x 세로 17 ㎝의 계단 총 

132계단)로 구성하였다. 하나의 과제당 약 10분씩 소요

되며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총 30분으로 진행하였다. 

고정식 상-하지 자전거 타기의 운동 강도를 위한 단계 

설정은 예비 심박수의 60% 범위 내에서 주차 별 점진적

으로 증가시켰고, 피로감 호소 시 휴식 후 다시 운동을 

실시하였다(Park과 Cha, 2014). 운동프로그램 내 모든 

운동들은 환자의 동의 하에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는 

10분간 반복 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 훈련

트레드밀은 WNT2000T (WELLENSSTRACK, KOREA)

를 사용하였다. 트레드밀의 최초 시작 속도는 상자가 

5분간 보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설정

에서 시작하여, 독립성이나 안정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의 속도에서 상자의 보행 능력에 따라 6주간 점

진적으로 5%씩 증가시켰다(Pohl 등, 2002; Yang 등, 

2008). 트레드밀의 속도 증가 시 상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안정된 걸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

는 경우의 상자는 다시 전 단계의 속도로 감속하였으

며, 다음 번 훈련 시 마지막에 사용하였던 속도에서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Choi, 2007).

3. 측정 방법

1) 폐 기능 검사 

폐 기능 검사는 90도 앉은 자세에서 실시하였으며, 

폐활량 측정기인 SPIOMTER HI-801 (CHEST M.I.INC, 

JAPAN)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 기

능 지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되고 비교되는 지수인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최  수의적 환기량(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을 데이터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Ries, 1994; 

Roth, 1994). 모든 폐 기능의 측정은 코집게로 코를 막고 

고무용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게 한 상태로, 입으로만 

호흡을 시키되 피험자의 입과 코로 공기가 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는 시종일관 피험자

의 옆에서 최 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

다.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2∼3번의 

평상 시 호흡 후에 측정하였으며, 약 2초 동안의 빠르고 

완전한 들숨 이후 약 6초 동안 체내의 공기가 완전히 

없어 질 수 있을 정도로의 날숨을 내쉴 때 측정하였다. 

최  수의적 환기량은 1분 동안 60∼80회의 호흡빈도

로 숨을 쉬는 동안 약 12초 동안 환기량을 측정하였으

며, 가급적 깊고 빠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회 

측정 후 가장 큰 값을 택하여 12초간의 환기량을 5배 

하여 1분치로 환산하였다(Park 등, 1977). 상자 별 폐 

기능 검사는 6주간의 훈련 전과 6주 훈련 직 후 총 3회씩 

실시하였으며, 그 중 최 값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

다(Sutbeyaz 등, 2010).

2) 보행 지구력 검사

보행 지구력을 검사하기 위해 6분 보행 검사(6 

minute walking test; 6MWT)를 실시하였다. 6분 보행 

검사는 6분 동안의 총 보행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내의 바닥 위에 출발점과 반환점까지 20 m의 거리에 

기준점을 표시한 후 6분 동안 최 한 많이 반복하여 

보행 하는 방법으로 측정자내 높은 신뢰도(r=.91)를 보

이고 있는 측정 도구 이다(Mossberg, 2003).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측정자는 매 분당 시간 경과를 알려주었

다. 총 보행거리는 보행 출발점과 시작점 간의 반복 

횟수를 포함하는 전체 보행 거리를 미터(m) 단위로 기

록하였으며, 측정거리가 길수록 환자의 지구력이 높음

을 의미한다(Enright과 Sherrill, 1998).

4. 자료 분석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ver. 18.0 



36 | J Korean Soc Phys Med  Vol. 11, No. 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

들에 한 정규성 검정 후, 두 군간 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를 위해 독립 표본 t-test와 카이스퀘어 검정

(X2-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각 군내 중

재 전과 중재 후의 폐 기능 지수와 보행 지구력에 한 

평균값 비교를 위해 응 표본 t-test를, 두 군간 중재 

전과 후의 두 지수에 한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두 군간 일반적 특성인 성별, 마비 부위, 손상 요인, 

나이, 발병 기간, 신장, 체중의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5),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두 군의 중재 전과 후의 폐 기능 및 보행 지구력 

비교

두 군의 중재 전과 후의 폐 기능 및 보행 지구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폐 기능에서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하

여 중재 후의 FVC, FEV1, MVV 평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두 군간 변화량은 실험군

이 조군에 비하여 FVC는 .22리터, FEV1은 .21리터, 

MVV는 7.06리터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5). 

보행 지구력 비교에서는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하

여 중재 후의 평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

내었으나(p<.05), 두 군간 변화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Ⅳ. 고 찰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들에게 평지에서의 보

행, 자전거타기, 계단 오르내리기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된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이 만성 뇌졸중 환

자의 폐 기능 및 보행 지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의 한 방법인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

과의 훈련 효과 정도를 비교하여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

로그램의 효율성을 가늠하는데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두 군 모두 중재 후의 폐 기능(FVC, 

FEV1, MVV)이 중재 전의 폐 기능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실험군의 변화량이 조군에 비하여 

더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군의 운동프로그램이 조군에 비하여 상

적으로 다양한 운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상자로 

하여금 운동 집중도 유지를 더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에 

폐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 중재 후 뇌졸중 환자들의 폐 기능

이 향상된 결과는, 트레드밀 위에서의 유산소 운동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에게 유용한 중재이며 신체활동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Strommen 등(2016)

Experimental group (n = 12) Control group (n =12) p

Sex (male/female) 8/4 8/4 .689

Affected side (right/left) 6/6 7/5 .698

Damage factor (hemorrhage/infarction) 6/6 6/6 1.000

Age (years) 60.67±5.80 61.50±8.20 .776

Onset time (months) 64.00±35.02 67.87±25.56 .769

Height (㎝) 161.42±8.15 164.67±11.46 .432

Weight (㎏) 63.17±8.69 65.25±10.15 .594

Values are expressed means ± standard deviations or number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ll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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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험군의 

훈련 전 FVC는 정상 FVC의 약 63.1%에 근접하였으나 

훈련 후에는 정상 FVC의 약 77.4%로 증가하여 정상 

평균 FVC 범주에 속하는 예측치인 80%에 가깝게 향상

되어 순환식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Koegelenberg 등, 2012). 실험군의 FEV1은 훈련 전에는 

정상 FEV1의 약 71.6%에 해당되어 폐쇄성 환기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70% 미만에 근접하는 수치였으

나(Koegelenberg 등, 2012), 중재 후에는 약 87.3%로 향

상되어 순환식 유산소 운동은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보행 지구력에서는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실험군은 중재 전

에 비하여 중재 후 약 14.6%의 지구력 향상을 나타내었

고, 조군은 약 8.9% 향상을 나타내었다.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5% 정도의 더 높은 향상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보행 지구

력의 향상은 집중적인 유산소 운동이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 및 보행, 균형, 삶의 질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Sandberg 등(201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arsden 등(2016)의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한 12주간의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이 뇌졸

중 환자의 최  산소 소비량을 12% 향상시켰으며 보행 

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는 두 군의 유

산소 운동이 보행 지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양한 유산소 운동

을 결합한 순환식 유산소 운동이 단순 유산소 운동에 

비하여 폐 기능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본 연구의 결과

는, 뇌졸중이 폐활량과, 흡기량, 총폐용량, 최  흡기량 

등의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함을 고려하였을 때(Roth과 

Experimental group (n = 12) Control group (n = 12) t

FVC (L)

Pre 2.21±.33 2.07±.21 1.221

Post 2.71±.32 2.35±.24 3.092*

t -12.913* -12.662*

change .49±.13 .27±.07 4.991*

FEV1 (L)

Pre 2.15±.27 2.17±.42 -.180

Post 2.62±.31 2.43±.41 1.241

t -13.125* -7.660*

change .47±.12 .26±.12 4.238*

MVV (L/min)

Pre 75.55±16.43 72.79±12.61 .461

Post 89.22±17.52 79.41±11.94 1.604

t -7.874* -7.641*

change 13.67±6.01 6.61±3.00 3.636*

6MWT (m/sec)

Pre 252.67±63.56 247.33±52.37 .224

Post 289.25±71.14 269.33±50.47 .791

t -5.306* -17.278*

change 36.58±23.88 22.00±4.41 2.08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on 1 second; MVV,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6MWT, 6 
minute walk test
*p<.05

Table 2. Comparison of pulmonary function and gait endurance before and after training within each group and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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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l, 1994),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 개선을 위한 임상적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졸

중에 의한 심폐능력과 운동 능력의 감소는 재활 프로그

램 참여를 지연시키고, 활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Roth, 1994),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

램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활동성 향상

으로 환자의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유산소 운동 적용기간이 6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중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순환식 

유산소 운동 방법이 다양한 호흡 패턴을 가지는 모든 

뇌졸중 환자들을 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은 기존에 실시되어온 단순 반복 

유산소 운동프로그램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유산소 운

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으

며,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 개선과 보행 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만성 뇌졸중 환자의 기능 개선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만성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순환식 유산

소 운동프로그램과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 훈련을 통

해 폐 기능과 보행 지구력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만성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과 보행 지구력은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과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 훈련 후 모두 향상 되었고, 

순환식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은 폐 기능 증진에 더 효과

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식 유산소 운

동프로그램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폐 기능 및 보행 지구

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만성 뇌졸중 환자의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재방법의 하나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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