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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은 혈액투석환자의 활동과 건강정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걷기가 혈액투석 환자의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대상은 B 광역시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66명의 혈액투석환자였다. 연구결과, 혈액투석환자의 걷
기는 감소되어 있었고, 걷기에 따른 혈액학적 지수는 차이가 있었으나 체성분은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체중이 증가하
면 골격량,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과 단백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콜레스테롤과 고
밀도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걷기, 체성분 및 혈액학
적 지수 외에 영양섭취를 추가하여 조사해 볼 것을 제언한다. 
주제어 : 혈액투석환자, 걷기, 체성분, 혈액학적 지수

Abstract  The specific purpose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walking on the body composition and 
hematological index of hemodialysis patients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and 
health level of hemodialysis patients. The research method i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conducted in hemodialysis patients.The subjects were 66 hemodialysis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treatment in B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walking was decreased in hemodialysis 
patients,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hematological index according to walking,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body composition. As body weight increased, skeletal mass, body fat mass, body mass 
index, abdominal fat percentage, basal metabolism, and protein increased, but total cholesterol and 
high-density cholesterol decreased. This study proposes to expand the number of subjects of 
hemodialysis patients to investigate by adding nutritional intake in addition to walking, body 
composition and hematologica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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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는 고령화 시대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주요한 과제이다[1]. 국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서 만성질환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2] 특히 고혈압
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혈액투석환
자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혈액투석환자의 
활동과 신체 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중등도의 운동
이 권장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 30분 이상과 주 5일 이
상의 운동을 시행하여야 한다[4, 5]. 유산소 운동인 걷기
는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일생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다[6]. 
걷기운동은 하루 10,000 steps/day 이상을 시행하여야 
건강 증진의 효과가 있으며[7-9], 일주일에 3-5일 정도
로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시행하면 체질량 지수 감소[10]
와 혈액학적 지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다[11]. 그러
므로 신체활동량이 감소되어 있는 혈액투석환자[12]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걷기정도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체성분은 인체기능과 건강의 중요지표로 인식된다
[13]. 체지방률 상승은 고혈압, 당뇨, 심질환과 같은 합병
증을 유발[14]하고 골격량의 감소는 근육감소증 등을 유
발하게 되므로[15]신장체중 대비 적절한 체지방률과 근
골력량을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16]. 또한 낮은 체지방
률과 근골력량은 보행능력에 영향[17, 18]을 미쳐 근력
이 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와 같이 체성분은 질병발생과 보행능력에 영향[14, 15, 
19]을 미치므로 적절한 체성분 유지는 기능적 쇠퇴를 막
고 보행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15, 16]. 혈액투석환자들은 혈액투석 치료를 위한 시간
적 제약, 우울과 피로감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어 있는
데[12, 20]저하된 운동량과 체성분과의 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혈액투석환자는 생명유지를 위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투석 치료를 통해 생화학적 
이상은 어느 정도 교정할 수는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21]. 혈액투
석환자의 성공적인 투석치료와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혈액투석환자의 활동정도와 관련된 
건강관련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정도,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를 파악하여 혈액투석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추후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정도,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걷
기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
자의 개인적 특성. 걷기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와
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걷기
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신체와 심리의 변화를 조사
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혈액투석환자의 걷기정도, 체성
분과 영양섭취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이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두 곳에

서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 중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고 동의
한 자이다. 선정기준은 20세 이상인 자, 혈액투석 치료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자, 보행과 자가 간호가 독립적으로 가능한 자들이 연구
에 포함되었다. 제외기준은 심부전, 부정맥, 심근 경색, 
협심증, 판막질환 등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담
당 의사가 운동 참여를 금지한 자, 중등 또는 중증의 무
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로 관절통증이 운동 후2시간 동안 
지속되면 운동 전보다 심해지는 자, 임신부, 심각한 고혈
압 환자(수축기 혈압>180 mmHg 그리고/ 또는 이완기 
혈압>115 mmHg)자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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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3월부터4월까지B 광역

시 소재 종합병원 두 곳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
문지는 연구자가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동봉된 연
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뒤에 직접 설명하고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
터 승인(*** IRB/2015_90_HR)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고 연구
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를 표하는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설명문 및 
동의서에는 연구자 소속 및 연구목적, 방법 등을 기술하
였으며 개인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과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를 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설명하였다. 

2.4 연구도구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연령, 성별, 몸무게, 키, 혈액

투석 치료기간, 동거인 수, 고혈압 유무, 당뇨 유무, 체질
량 지수(BMI) 등 9문항이었다. 

(2) 걷기정도
걷기정도측정 도구로 만보기 PE 105 (Shinwooe 

Electric, Korea)를 사용하였다. 걷기정도는 대상자가 
일주일 동안 측정한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걷기정
도는 걷기 1은 5,000 steps/day미만, 걷기 2는 
5,000-10,000 steps/day, 걷기 3은 10.000 steps/day
이상이다. 

(3) 혈액학적 지수
혈액학적 지수는 혈액투석들에게 정기적으로 실행되

는 검사 결과 중에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한 혈액학적 지수는 헤모글로빈, 인, 단백질, 알부민, 질
소, 크레아티닌, 칼륨, 칼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이다. 

(4) 신체측정
신체측정은 혈액투석 치료을 마치고 귀가할 때

Inbody 720 (Bio-space co. Korea)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체수분량, 근골격량,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체
지방률,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검사할 
때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양말을 벗고 인바디에 올

라선다. 체중이 측정되는 동안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
고 체중을 측정한 다음 키패드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병
력번호, 성명, 신장, 나이, 성별을 입력한다. 손 전극을 잡
고 겨드랑이가 붙지 않도록 양팔을 벌려준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면 검사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2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걷기
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자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걷기정도, 
체성분과혈액학적 지수는 one-way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검정은 S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걷기정도, 체성분과혈액학적 지수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
의 평균 연령은 54.21±10.83세(27-79세)이었고 35세 
미만은 4명(6.1%)이었고 35세에서 54세는 54명 
(81.8%)이었고 65세 초과는 8명(12.1%)이었다. 성별에
서 남자는 44명(66.7%)이었고 여자는 22명(33.3%)이었
다. 몸무게 평균은60.69±11.03 kg이었고 키 평균은 
165.38±7.63 cm이었다. 혈액투석 치료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24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 거주하
는 대상자는 13명(19.7%)이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이 있는 대상자는 34명(50.7%)이었고 당뇨가 있는 대상
자는 21(31.3%)명이었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BMI) 평
균은 22.10±3.13점이었고 18.5점에서 23점 사이가 38
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Variables Categories M±SD n(%) Min Max

Age(years)
54.21±10.83 27 79

<35 4 (6.1)
35-65 54 (81.8)
>65 8 (12.1)

Gender Male 44 (66.7)
Female 22 (33.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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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걷기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
연구대상자의 걷기정도, 혈액학적 지수의 수준과 체성

분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걷기정도는 
5432.27±3252.59 steps/day이었고 5,000 steps/day 
미만은 36명(53.7%), 5,000-10,000 steps/day는 25명
(37.3%), 10,000 steps/day 초과는 5명(7.5%)이었다. 

혈액학적 지수 중 헤모글로빈은 정상수치보다 낮았으
며, 인, 단백질, 알부민, 칼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에 있었고, 칼륨은 정상보
다 약간 상승되어 있었고, 질소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높
게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체성분 중 체질량지수
(21.97±3.90 kg/m2), 체지방률(21.23±7.45 kg)과 복
부지방률(0.85±0.08 %)은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기초
대사량(1226.86±183.33 kcal)은 일반 성인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3.3 연구대상자의 걷기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
    수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걷기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 혈액학적 
지수와 체성분과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
의 걷기정도에 따른 개인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걷기정도에 따른 혈액학적 지수 중 알부
민(p=.022), 칼슘(p=.032), 총콜레스테롤(p=.045), 중성
지방(p=.030), HDL-콜레스테롤(p=.03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걷기정도에 따른 체성분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Weight (kg) 60.69±11.03 40.50 402.90
Height (cm) 165.38±7.63 148.1 177.0

Hemodialysis 
period (years)

7.85±6.35 1 28
<3 8 (12.1)
3-5 24 (36.4)
6-10 18 (27.3)
>10 16 (24.2)

Number of 
family

1.47±1.13 0 4
0 13 (19.7)
1 25 (37.9)
2 16 (24.2)
≥3 4 (6.1)

HT Yes 34 (50.7)
No 32 (47.8)

DM Yes 21 (31.3)
No 45 (67.2)

BMI (kg/m2)
22.10±3.13 16.4 33.49

<18.5 6 (9.1)
18.5-23 38 (57.6)
＞23 16 (24.2)

*p＜.05, **p＜.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HT=hypertension, 
DM=diabetic mellitus, BMI=body mass index

Variables/ Categories M±SD n(%) Min & Max
Step count (steps/day) 5432.27±3252.59 807.86 16859.0

< 5,000 36 (53.7)
5,000-10,000 25 (37.3)
>10.000 5 (7.5)

Table 2. Step count, InBody variables and biochemical 
index of the participants        (N=66)

InBody variables
Body water (L) 34.44±6.67 22.20 50.40
Musculoskeletal 
mass (kg) 39.54±11.34 17.10 64.20
Body fat mass (kg) 12.93±5.68 3.00 31.70
Body Mass Index 
(kg/m2) 21.97±3.90 16.10 32.80
Body fat percentage 
(%) 21.23±7.45 4.30 33.20
Abdominal fat 
percentage (%) 0.85±0.08 0.68 1.02
Basal metabolism 
(kcal) 1226.86±183.33 936.00 1628.10

Biochemical index
Hemoglobin (g/dL) 10.21±0.84 8.00 12.20
Phosphorus (mg/dL) 4.95±1.63 2.4-5.1 1.30 9.70
Total Protein (g/dL) 6.72±0.51 5.7-8.2 5.10 8.00
Albumin (g/dL) 3.95±0.45 3.2-4.8 2.60 4.80
BUN (mg/dL) 61.58±20.25 9-23 20.00 119.00
Creatinine (mg/dL) 9.70±2.88 0.7-1.3 2.90 17.80
Potassium (mEq/L) 5.00±0.78 3.5-5 3.70 6.60
Calcium (mg/dL) 9.06±0.70 8.7-10.4 7.40 10.50
Tchol (mg/dL) 140.82±34.87 0-200 85.00 226.00
TG (mg/dL) 130.65±89.06 0-200 11.00 486.00
HDL Cholesterol 
(mg/dL) 40.36±11.20 40-100 18.00 66.00

Variables Step count ⅠStep count ⅡStep count Ⅲ F pM±SD M±SD M±SD
Individuality
Age (year) 55.72±12.52 52.72±8.25 51.40±8.62 0.75 .476
Weight (kg) 60.22±10.6360.19±12.47 59.86±7.34 0.08 .924
Hemodialysis 
period (years) 8.28±6.70 7.48±6.29 7.20±4.49 0.15 .865
InBody variables
Body water (L) 34.78±5.71 33.68±8.10 35.62±7.14 0.25 .778

Table 3. Differences in individuality, Inbody variables, 
and biochemical index according to step count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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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대상자의 걷기정도,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
    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걷기정도와 개인적 특성. 혈액학적 지
수와 체성분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몸무게는 체성분 
중에는 근골격량(r=.725, p<.01), 체지방량(r=.445, 
p<.01), 체질량지수(r=.776, p<.01), 복부지방률(r=.476, 
p<.01), 기초대사량(r=.80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혈액학적 지수 중에는 총단백질
(r=.027, p<.05), 총콜레스테롤(r=-.265, p<.05)과 
HDL-콜레스테롤(r=-.247,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성분 중 체질량지수는 혈액학적 지
수 중 단백질(r=.317, p<.05)과 총콜레스테롤(r=-.44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성분 
중 체지방량은 혈액학적 지수 중 중성지방(r=.453, 
p<.01)과 HDL-콜레스테롤(r=-.296, p<.05)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성분 중 복부지방률은 

혈액학적 지수 중 HDL-콜레스테롤(r=-.42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혈액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걷기정도와 체성

분 및 혈액학적 지수를 통하여 혈액 투석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혈액투석환자의 활동량
과 신체조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
에 소재하고 있는 두 곳의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혈액투석환자들은 대면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혈액투석 후 체성분을 측정하였다. 대면 후 각 대상자에
게 만보기가 지급되었고 대상자들은 지급한 노트에 7일 
동안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기록하였다. 체성분은 혈액투
석 시행 후 귀가 시 측정하였고 혈액학적 지수는 혈액투
석환자에게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의 개발에 목적이 있으므로 걷기정도, 체성분 및 혈액학
적 지수의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 연령은 54.21±10.83세이며, 남성
이 66.7%(44명)이었고, 투석기간은 7.85±6.35년이었고 
3-5년이 36.4%(24명)로 가장 많았다. 독거하는 대상자
는 13명으로 19.7%를 차지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
고 있는 대상자는 각각 50.7%(34명)와 31.3%(21명)이었
다. 체질량 지수는 평균 22.10±3.13 kg/m2로 조사되었
다. 선행논문과 비교해 보면, 심장병을 가진 혈액투석환
자[22]의 평균 연령은 64.3±10.3세, 투석기간은 
6.5±7.2년이었고, 피곤을 호소하는 혈액투석환자[23]의 
평균 연령은 57세, 투석기간은 3.1년이었고, 혈액투석환
자의 인수치 별 체질량지수를 조사한 연구[24]는 평균 연
령은 68세, 투석기간은 4.9년로 대상자의 연령은 본 연
구가 가장 낮았고 투석기간은 본 연구가 가장 길었다.  

본 연구의 걷기정도는 평균이 5432.27±3252.59 
steps/day이었고 10,000보 이상을 걷는 대상자는 5명
으로 7.5% 정도에 불과하였다. 만성질환자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자[25]의 걷기정도는 평균 3769.5±2386.3 
steps/day로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걷기정도가 감소되
어 있었고, 일반인의 걷기정도[26]는 40-49세가 5915 
steps/day, 50세-59세는 4742 steps/day, 60세 이상

Musculoskeletal 
mass (kg) 40.67±11.4339.44±11.65 32.12±7.62 1.26 .292
Body fat mass 
(kg) 12.85±5.53 13.35±6.37 11.56±4.04 0.20 .817
Body Mass Index 
(kg/m2) 21.94±2.99 22.02±3.51 21.94±1.70 0.00 .996
Body fat 
percentage (%) 20.75±7.13 22.37±8.07 19.64±7.85 0.44 .647
Abdominal fat 
percentage (%) 0.87±0.09 0.84±0.07 0.84±0.29 0.81 .450
Basal metabolism 
(kcal)

1224.71±181.
81

1215.03±187.
33

1293.98±202.
34 0.38 .689

Biochemical index
Hemoglobin 
(g/dL) 10.16±0.91 10.29±0.70 10.08±1.13 0.22 .807
Phosphorus 
(mg/dL) 4.97±1.20 4.81±2.13 5.54±1.78 0.40 .671
Total Protein 
(g/dL) 6.83±0.42 6.63±0.53 6.38±0.78 2.47 .093
Albumin (g/dL) 4.08±0.33 3.77±0.54 3.90±0.46 4.04 .022
BUN (mg/dL) 62.58±20.1356.98±20.83 77.36±7.91 2.30 .109
Creatinine 
(mg/dL) 9.70±2.91 9.26±2.75 11.94±2.80 1.85 .166
Potassium 
(mEq/L) 4.93±0.77 5.11±0.93 4.98±0.64 0.39 .676
Calcium (mg/dL) 9.24±0.67 8.91±0.67 8.50±0.79 3.63 .032
Tchol (mg/dL) 133.94±28.26144.12±38.81173.80±43.44 3.26 .045
TG (mg/dL) 111.44±55.65140.80±102.0

0
218.20±160.7

5 3.70 .030
HDL Cholesterol 
(mg/dL) 39.25±12.05 43.88±9.21 30.80±7.40 3.48 .037
*p＜.05, **p＜.01, Step count Ⅰ= < 5,000steps/day, Step count Ⅱ= 
5,000-10,000steps/day, Step count ＞ 10,000step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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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27 steps/day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심장병을 가진 혈액투석환자[22]는 세 그룹으
로 나누어 조사되었는데 세 그룹 중 증상이 악화된 대상
자 그룹은 2951±2300 steps/day, 안정적인 대상자 그
룹은 5261±3274 steps/day,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대
상자 그룹은 4335±2703 steps/day로 증상이 악화된 
대상자 그룹은 걷기정도가 본 연구보다 감소되어 있었고 
안정적인 대상자와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대상자 그룹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반면에 피곤을 호
소하는 혈액투석환자[23]는 평균 2634 steps/day로 최
소 1125 steps/day에서 최대 5278 steps/day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피곤을 호소하는 대상자의 걷기정도가 본 
연구의 대상자보다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감소되어 있는 
혈액투석환자에게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면 걷기정도가 
더욱 감소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들의 걷기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신체적 및 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
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53.7 %가 1일 5,000 

steps/day 이하로 걷는 것으로 나타나 걷기정도가 감소
되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걷기가 감소된 요인에 대하
여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7]에서 체수분량은 
42.47±7.74 L, 체지방량은 14.20±7.34 kg, 체질량지
수는 23.93±3.33 kg/m2, 체지방률은 19.4±8.17 %이
었는데, 본 연구의 체수분량은 34.44±6.67 L로 일반인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혈액투석 직후 체성분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혈액투석으
로 수분이 제거되어 수분량이 일반인보다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체지방량은 12.93±5.68 
kg, 체질량지수는 21.97±3.90 kg/m2,체지방률은 
21.23±7.45 %로 조사되어, 일반인[27]에 비해 체지방
량과 체질량지수는 낮게 조사되었고 체지방률은 약간 높
게 조사되었다. 질병의 특성상 영양섭취에 제한이 있는 
혈액투석환자가 일반인보다 체지방률이 증가된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투석환자의 인
수치 별 체질량지수를 조사한 연구[24]에서 인수치가 정

Variabl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Step count 
(steps/day) (X1) 1
Individuality
Age (year) (X2) -.192 1
Weight (kg) (X3) -.030 -.202 1
InBody variables
Musculoskeletal 
mass (X4) -.116 -.017 .725** 1
Body fat mass (X5) -.013 .011 .445** .162 1
Body Mass Index 
(X6) .071 .023 .776** .494** .741** 1
Body fat 
percentage (X7) .044 .076 .050 -.145 .889** .482** 1
Abdominal fat 
percentage (X8) -.141 .116 .476** .198 .642** .519** .457** 1
Basal metabolism 
(X9) .089 -.438** .801** .537** -.011 .398** -.376** .158 1
Biochemical index
Total Protein (g/dL) 
(X10) -.119 .041 .027* .317* -.061 .061 -.115 -.057 -.009 1
Phosphorus 
(mg/dL) (X11) .020 -.081 .244 .040 .046 .145 -.057 .064 231 -.085 1
Potassium (mEq/L) 
(X12) .065 .049 .181 .057 .164 .233 .110 .191 048 .048 .338** 1
Tchol (mg/dL) (X13) .297* -.036 -.265* -.449** .142 .035 .282* -.036 -.234 -.106 -.119 -.237 1
TG4 (mg/dL) (X14) .174 -.088 -.112 -.209 .453** .191 .603** .157 -.302* .093 -.204 -.236 .583** 1
HDL Cholesterol 
(mg/dL) (X15) .049 -.112 -.247* -.083 -.296* -.313* -.210 -.421** -.112 -.101 -.155 -.049 -.108 -.387** 1
*p＜.05, **p＜.01

Table 4. Relationships among step count, individuality, InBody variables, biochemical index (N=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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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 감소된 대상자의 체질량지수는 25.22±4.82 
kg/m2이었고, 인수치가 정상범위에 있는 대상자의 체질
량지수는 26.70±5.00 kg/m2이었고 인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대상자는 27.0±5.27 kg/m2로 조사되었고 인 수치
와 관련하여 체질량지수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의 평균 체질량지수는 21.97.3.90 kg/m2로 선행
연구보다 낮게 측정되었지만 대상자의 평균이 정상범위
에 속했다. 당뇨가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체성분을 조사한 
연구[28]에서 체지방량은 29.0±8.5 %, 체질량지수는 
26.6±5.2 kg/m2, 체지방률은 19.4.±8.17%이었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보다 체질량지수(21.97.3.90 kg/m2)
는 낮았고 체지방률(21.23±7.45 %)은 높았는데 추후 영
양섭취 및 기저질환 확인을 포함한 조사 연구를 통해 체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걷기정도에 따라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
를 살펴보면, 걷기정도에 따른 차이는 혈액학적 지수 중 
알부민, 칼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
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체활동량
의 증가에 따른 혈액학적 지수를 조사한 선행연구[12]는 
신체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칼륨, 질소, 크레아티닌 수
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는 조사연구로 확인된 결과가 걷기정도의 효과라
고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걷기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분류하여 시행되는 운동중재를 통
해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개인적 특성, 체성분과 혈액학적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대상자의 체중과 체성분 중 골격량, 체지방량, 체질량지
수, 복부지방률, 기초대사량과 혈액학적 지수 중 단백질
과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액학적 지수 중 총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걷기정도
와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걷기
정도가 운동의 효과[29, 30]를 나타내기에는 활동량이 
미비하여 체성분과 혈액학적 수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체중과 관련하여 8개의 변인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영양섭취 정도, 질
병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혈액투석환자의 영양섭취와 
질병의 진행 정도를 추가로 조사하여, 이러한 결과가 걷
기정도와 관련된 것인지 대상자의 영양상태와 질병과 관
련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걷기정도와 체성분 및 혈액
학적 지수를 확인하였는데 혈액투석환자의 신체적 건강
을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혈액투석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혈액투석환자의 걷기정도,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
수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혈
액투석환자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 궁극적
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혈액투석환자의 신체활동정도와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혈액투석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걷기정도와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혈액투석환자의 걷기정도는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5,000 steps/day 이하로 걷는 것으로 조
사되어 걷기정도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이행하는 정도
로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체성
분은 걷기정도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학적 
지수는 걷기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이 결과가 걷
기정도에 대한 차이인지 영양섭취 등의 다른 요인과 관
련된 차이인지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과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와 상관관계에서 
대상자의 체중과 관련하여 체성분 중 골격량, 체지방량, 
체질량지수, 복부지방률, 기초 대사량과 혈액학적 지수 
중 단백질과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액학적 지수 중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혈액투석환자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걷기정도를 세
분화하고 영양섭취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체성분과 혈액
학적 지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혈액투석환자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
고 걷기정도, 체성분 및 혈액학적 지수에 영양섭취를 추
가하여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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