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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 동요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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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effects of water perturbation exercise performed on stroke patients in their 
physiological cost index and gait ability tests.
 METHOD : The subjects were 30 stroke patients, water perturbation exercise group was performed 3 day per week, for 40 
minutes a day, for a period of eight weeks. The physiological cost index and gait of all subjects were assessed by using the 
polar, 6 Minute Walk Test (6MWT), and 10 meter Walk Test(10mWT) at pre training and post training. Paired t-test was used 
to analyze chang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n group. Pearson's correlation was used to analyze correlation of all variables.
 RESULT : Water perturbation exercise group showed increased physiological cost index. Water perturbation exercise increased 
gait ability,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Show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latively high amount between  
physiological cost index and 6 minutes walking test. 
 CONCLUSION : From the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water perturbation exercise was effective in improving 
physiological cost index and gait ability. The patient is considered to be used by itself to involve the treatment and the risk 
of falling from the lowered state into the treatment method for the intensive treatment of stroke patients to be useful in 
improving the cardiovascular system and ability to walk.
Through underwater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in the future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require additional 
clinical studies on the impact on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of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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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신경학

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감각과 운동,(양대중 등, 2014; Shah, 2006) 인지 능력 등

의 저하로 신체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사회적 참

여에 제한을 가져온다(Lamb 등, 2003). 뇌졸중 환자의 손

상 측의 마비 증상은 근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근육의 

두께 감소 및 근섬유의 단축 그리고 운동단위의 감소로 

인해 손상측 근육의 기능장애를 보이게 된다(Leroux 등 

2006). 손상측 하지 근육의 기능장애로 인해 선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비손상측 하지에 더 큰 힘을 발생시키고 

비대칭적인 힘으로 인해 손상측 하지의 체중지지가 어려

워진다. 손상 측의 고유수용성 감각과 평형능력의 저하 

및 소실로 인해 감각입력 감소와 체중 부하의 감소가 나

타나고 비대칭적 감각입력과 수행처리는 뇌졸중 환자가 

정상적인 자세조절 능력에 제한을 준다(Hornby 등, 

2008). 손상측의 감각저하와 비대칭적인 수행처리능력으

로 인해 균형 능력의 저하, 보행능력의 저하를 동반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기능의 장애를 동반한다

(Verheyden 등, 2006). 이로 인해 기능적 움직임을 위한 

자세 유지능력, 움직임 조절 등의 기능제한을 초래하여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가정생활과 사회적 참여에 문제

를 발생시키게 된다.

뇌졸중 환자는 비대칭적인 몸통과 골반의 정렬로 인해 

체간과 하지 근위부의 안정성을 감소시켜 불균형적인 자

세를 유발하고(이상호, 2005; 홍성일 등, 2014), 선 자세에

서 손상측 하지에 체중의 25∼43% 이하만을 지지함으로

써 선 자세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Yang 등, 2007). 이로 

인해 체간의 불안정성을 보이게 되며, 보행 능력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임진용과 김다연). 뇌졸중 환자의 보행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좌우 비대칭적인 모습과 현저하게 

감소된 보행 속도, 하지 보장의 차이를 보이며, 손상측 

하지의 디딤기 시간이 짧아지고 흔듦기 시간은 늘어나며, 

분속수의 감소를 보인다(박기덕, 2016). 이러한 비대칭적

인 자세와 체중이동 능력의 저하로 인해 손상측 사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용의 감소와 정상측만 사용하려

는 경향이 높아져 손상측 사지의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목적성이 있는 움직임이나 보행을 할 때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산소 소비량의 증가를 보인다(Fredrickson 등, 

2007).

산소 소비량(oxygen consumption rate, VO₂)이란 호흡

을 이용하여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의 측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날숨 시 측정하여 전신의 산소소모를 

반영한다. 산소소모는 보행 시 에너지 소모를 평가를 위

해 사용되지만 고가의 장비와 기구 장착 등의 어려움으

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영역에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박승규 등, 2015; 박삼헌, 2015).

에너지 소모는 걷기, 달리기와 같은 다양한 신체활동

과 대상자의 속도와 표면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에너

지 소비를 보다 쉽게 측정하기 위해 MacGregor(1979)에 

의해 고안된 생리학적 소비지수(Physiological Cost Index: 

PCI)를 이용하여 심박 수(Heart rate)와 보행 속도를 측정

하여 보행 시 에너지 소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에르고미터와 트레드밀 검사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생리학적 소

비지수의 타당성과 측정자내 신뢰도(r=.73, r=.79) 및 측

정자간 신뢰도(r=.62, r=.66), 검사-재검사 신뢰도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92)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Boyd 등, 1999; IJzerman 등, 2002; Graham 등, 

2005; IJzerman 등, 1999).

뇌졸중 발병 후 초기부터 환자들의 재활에 대한 최종 

목표는 독립적인 보행을 통한 사회로 복귀와 환자의 독

립성을 보장하고 손상 이전의 기능으로 회복에 있기 때

문에 균형과 보행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Maeshima 등, 2012; Dickstein & 

Abulaffio, 2000). 현재 편마비 환자의 기능증진과 보행능

력 증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은 탄성밴드 훈련, 트레드

밀 훈련, 가상현실 기반훈련, 승마기구 훈련, 그리고 수

중운동 프로그램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외부의 흔들림에 대해 자세

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균형 능력의 감소로 인해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되어 기능적인 활동 및 보행,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Duncan 등, 2003; 정재현, 2016). 그러나 

수중에서는 낙상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고, 물의 특성

을 이용한 억제와 촉진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거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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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Grosse & Lambeck, 2004) 

이를 통하여 수중에서 훈련을 통해 낙상 위험성과 이에 

따른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Melzer 등, 2008) 치료 환경

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뇌졸중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적용되어 왔다. 수중에서는 체중 부하를 최

소화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 및 

활동성, 지구력 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상에

서 체중 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좀 더 조기

에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Park 등, 2011). 김희중(2015)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속도 증진 수중 보행 훈련을 적용한 그룹에서 보

행 지구력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김관호(2015)는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보행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Barela와 

Duarte(2008)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중에서 편안한 속도

로 보행 훈련을 실시한 결과 보행능력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수중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균형능력과 보행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

너지 소모가 포함된 보행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에게 수중 

동요 훈련을 통해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전남 목포 소재 J 병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발병 6개월 이상 경과된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참여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

게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하였다. 구체

적인 선정조건은 전문의에게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은 

자,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valuation, K-MMSE) 결과 24점 이상으로 인지기

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 언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지

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10m 이상 독립보행이 가능한 

자, 수중기반 훈련 후 빈맥, 불안정 등 심폐기능 이상 소

견을 보이는 경우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year) 발병일(month) 성별(male/female) 손상측(right/left)
수중 동요 훈련 

그룹(n=30)
57.63±4.62 14.95±1.21 21/9 17/13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 실험방법

본 연구가 진행되는 풀의 수심은 1.2-1.4m, 물의 온도

는 Cider 등(2005)이 사용한 온도로 풀장 내 물의 온도를 

일반 수영장의 온도인 25-28°C보다 33-34°C로 높게 유지

하여 환자를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추위에 떠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갑작스런 근 수축을 방지하여 치료의 목적

을 최대로 하였다. 일반적인 신경계 물리치료를 30분씩 

중재한 후, 8주간, 3회/1주, 40분/1일 동안 시행하였다. 

수중 동요 훈련은 Melzer 등(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중재 중 1단계인 외부적 지지가 

있는 선자세에서 훈련과 2단계인 외부적 지지가 없는 양

발을 지지한 선자세에서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풀

장 벽 잡고 손상측 다리로 지지하여 한발로 서기, 비손

상측 다리를 앞으로 내딛기, 비손상측 다리로 발차기, 풀 

가운데에서 제자리에 서서 중심잡고 서있기의 순서로 수

중 동요 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중 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대상자가 어지러움, 오심, 가슴에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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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도구

(1) 생리학적 소비지수(physiological cost index, PCI)

심박수 측정기 RS800 CX (Polar, Polar Electro, Filand)

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심박수 측정기는 신

호 전달자, 탄력 끈 그리고 손목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착용방법은 상품명이 앞으로 오게 하여 가슴 아래

쪽으로 둘러 고정시키고, 손목에 보통시계를 찰 때와 동

일하게 손목 수신기를 착용하였다. 생리학적 소비지수를 

측정 할 때 2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휴식 시 또는 

보행 시 심박수가 일정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 생

리학적 소비지수를 측정하는 동안 대상자는 평상시 걷는 

속도 또는 편안한 속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Graham 등, 2005)

(2) 보행능력(gait ability)

① 10m 보행 속도 검사(10m walk test, 10mWT)

10mWT 검사는 보행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이며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방법

으로, 14m의 직선거리에서 시작과 끝의 2m를 감속과 가

속을 위한 거리로 설정하고 10m의 거리에 대한 보행 시

간을 측정하여 기능적 보행을 위한 측정 변수로 사용하

였으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는 평가 도구이다(Dobkin, 

2006)

② 6분 보행 검사(6 minute walk test, 6MWT)

6MWT는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일

상적인 신체 활동과 유사한 최대하 수준의 기능적 평가

도구로, 지구력과 장거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다. 검사의 시작은 정해진 트랙을 따라 6분 동안 걷는 방

법이다. 검사 전 준비운동은 시행하지 않았고, 시작 전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대상자에게 6분간 최대한 많은 거리를 걷도록 하였으며, 

걷는 속도는 개인 스스로 조절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검사를 시작한 후에는 남은 시간과 지침에서 허용된 문

구(“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세요”)만을 사용하였다. 검

사가 종료된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게 하였

다(Bennell 등, 2011)

2) 분석방법

결과분석은 WINDOW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Kolmogorov-Smirnov이용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룹 내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생리학적 소

비지수와 보행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실시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57.63±4.62세 이었으며, 평

균 발병일은 14.95±1.21개월 이었고, 성별은 남성이 21

명, 여성이 9명이었고, 손상측은 오른쪽이 17명, 왼쪽이

13명이었다(표 1).

2. 생리학적 소비지수 비교

생리학적 소비 지수(PCI)는 중재 전 0.99±0.20 beat/m

에서 중재 후 0.88±0.18 beat/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2).

pre-test post-test
t p

Mean ± Standard devi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생리학적 소비지수

(beat/m)
0.99±0.20 0.88±0.18 5.58 .000*

*p<.01

표 2. 수중훈련군의 생리학적 소비지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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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능력 비교

6분 보행 검사(6MWT)는 중재 전 101.33±2.44 m에서 

중재 후 118.59±4.37 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10m 보행 속도 검사(10mWT)는 중재 전 

28.30±2.23 sec에서 중재 후 23.85±2.08 sec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표 3). 

pre-test post-test
t p

Mean ± Standard deviation Mean ± Standard deviation
6분 걷기검사 (m) 101.33±2.44 118.59±4.37 -27.83 .000*

10m 걷기검사 (sec) 28.30±2.23 23.85±2.08 7.79 .000*

*p<.01

표 3. 수중훈련군의 보행능력의 변화

4.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의 상관관계 비교

생리학적 소비지수, 10m 보행 속도 검사 및 6분 보행 

검사 간의 상관관계는 생리학적 소비 지수와 6분 걷기 

검사 사이에서 r=.668 유의수준 .000으로 높은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6분 걷기검사와 10m 보행 속도 검사 

사이에서 r=.451 유의수준 .012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생리학적 

소비지수

6분 

걷기검사

10m 
걷기검사

생리학적 

소비지수

Pearson Correlation 1 .668* -.006
Sig. (2-tailed) .000 .973

N 30 30 30

6분 

걷기검사

Pearson Correlation .668* 1 .451**

Sig. (2-tailed) .000 .012
N 30 30 30

10m 
걷기검사

Pearson Correlation -.006 .451** 1
Sig. (2-tailed) .973 .012

N 30 30 30
*p<.01
**p<.05

표 4. 수중훈련군의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간의 상관관계

Ⅳ. 고 찰

뇌졸중은 출혈 또는 허혈성으로 인한 뇌혈관의 손상으

로 인해 대뇌 기능의 국소적인 소실로 인해 장애를 유발

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대두 되었으며 생존자에게 지속

적인 장애가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심현보 등, 

2014) 뇌졸중은 마비 측 신체의 상지, 하지 안면의 손상

과 더불어 어지러움, 감각의 손실로 인한 균형능력의 저

하와 호흡 능력의 감소로 인해 보행과 일상생활에 어려

움을 초래한다(김세훈 등, 2014) 특히 운동조절의 저하, 

경직과 체중지지 시 불안정성으로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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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선 자세에서의 자세동요(postural sway)가 커진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을 할 때 1.5∼2배의 에

너지 소비를 한다.

최근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한 기능회복과 균형 및 보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최근 수중물리치료가 노인, 뇌성

마비 환자, 척수손상 환자, 뇌졸중 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진다(Stevens & Morgan, 

2010). 수중운동은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중력을 감소시

켜 지상에서 보다 움직임의 좀 더 쉬워지고 오락적 요소

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물의 밀도와 부력의 

영향으로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 받아 지상에서 보다 도

전적인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산소섭취량 및 

심박수가 증가되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줄인 상태에

서 신체적 능력을 향상 시킨다(Masumoto 등, 2008).  또

한 넓은 범위와 도전적인 과제들을 통해 움직임들이 제

한된 근육들을 자극하여 보행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을 지

상에서 보다 활 성화시켜 보행능력과 근력에 유의한 향

상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운동 강도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의 측정은 산소 소모

율을 측정하여 전신의 산소 소모를 반영하며, 산소 소모

율을 통해 보행 시 에너지 소모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산소 소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구 

장착과 함께, 호기수집 시 호흡제한, 상대적으로 높은 비

용으로 임상영역에서는 사용하기에 쉽게 이용 되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생리학적 소비 지수는 심박수를 이용하

여 운동 중 산소 소비량을 단순하면서도 쉽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Chin 등(1999)의 연구에서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를 대

상으로 트레드밀 훈련에서 최대하 수준에서 산소소비 및 

심박수 간의 선형 관계를 보였다. Hall 등(1998)은 수중

트레드밀 보행이 신체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

사 하였는데, 심박수, 최대산소섭취량 및 인지기능을 비

교분석한 결과 심박수와 최대산소섭취량의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Kusumoto 등(2016)은 경직성 뇌성마비 아동

을 대상으로 앉고 일어서기 훈련을  6주간  주3회 60분

간 실시한 결과 생리학적 소비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Lopera 등(2016)은 과체중과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

로 16주간 수중과 지상에서 훈련을 비교하였는데 수중 

훈련그룹에서 최대산소 소비량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수중 훈련

을 실시한 결과 생리학적 소비지수의 유의한 차이를 보

여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수중이라는 환경

은 공기 중 보다 밀도가 약 800배 정도 차이나며 이로 

인해 인체는 물속에서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이와 더불

어 대상자 스스로 움직임의 속도를 증가시켜 저항의 증

가를 통해 운동 강도를 조절하면서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중재를 통해 심폐 피트니스 

증진을 통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심혈관계 지구력

의 감소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 하

나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김기운(2005)은 뇌졸중 환자 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수

중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하지 근력 및 보행 속도의 증가

를 보였다. 김희중(2015)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속도 

증진 수중보행 훈련을 실시한 결과 보행속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 하였으며, 이동진(2009)은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수중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보행속도의 향상에 효

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수중 훈련을 실

시한 결과 보행능력의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는데, 이

는 수중에서 훈련이 와류, 부력 및 물의 저항과 같은 물

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하지의 근육의 활성도의 

증가와 넙다리 곧은근, 넙다리 두갈래근, 안쪽 넓은근의 

강화를 통하여 보행 시 하지의 안정성의 증가로 인해 보

행능력의 증진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Masumoto 등, 

2008), 수중이라는 환경이 균형 장애가 있어도 독립적으

로 자세의 오류 감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

다고 하였으며, 이는 수중이라는  환경에서 환자 스스로  

움직임의 범위를 알맞게 조절하여 지상에서보다 더 자유

롭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자의 손상 부위와 발병 

후 유병기간 등의 관련인자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완

전히 배제하기 어려웠고,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

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상생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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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수중 훈련을 8주간 

실시한 후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 수중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중훈련이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특히 생리학적 소비지수는 보행 

지구력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생리학적 소비지수와 보행능력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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