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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력적 특징과 운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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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pinal cord injuries cause a decrease in overall body function after spinal cord injury. The physical fitness of the spinal cord
injured person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jury, physical activity, and the use of a wheelchair. Therefor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of the spinal cord injuries will help improve physical fit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pinal cord injured people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applying effective exercise program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revious studies and to prese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pinal cord injuries
according to spinal cord injury level, physical activity level and wheelchair use, an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exercise test method
and effective exercise prescription strateg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exercise test method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pinal cord injured people and
the NMES exercise program for the cardiorespiratory capacity enhancement exercise program and the NMES exercise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the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CONCLUSIONS: The application of a customized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for spinal cord injuri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omplications due to spinal cord injury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xpect that the scientific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will be applied to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Key words: Spinal cord injury, Physical fitness, Exercise prescription, Exercise test

서 론

삭의 퇴행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수초 내 빈공간(cavity) 형성, 끊어진
축삭표시인자인 수축전구(retraction bulb)가 발생되며 축삭 연결 절단

척수손상장애인(척수손상인)은 대표적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손상

과 탈 수초화(demyelination)를 일으켜 신경 전달에 제한을 초래하는

으로 몸통 및 사지에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감각기능과 운

병리학적 특징을 보인다[2]. 척수손상의 회복을 위해 줄기세포를 이용

동기능의 제한을 보이는 장애인으로 정의된다[1]. 척수손상은 외상 또

한 치료법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검증된 치료

는 종양 등에 의해 척수의 기계적 압박이 발생되고, 척수에 국소적 허

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은 손상된 척수의 재생이 불가

혈, 부종, 출혈 등이 유발되어 손상을 가중시켜 척수 내 세포 괴사, 축

능하여 신경전달기능 제한에 따라 영구적이고 회복 불능한 장애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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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omplete spinal cord injured area syndrome [5,6]								
Classification

Damage location

Restriction function

Anterior cord syndrome

Front of spinal cord

Central cord syndrome

Center of spinal cord

Brown-sequrd syndrome

Left or right of the spinal cord Damage side- damage control function
(Unilateral cut)
under spinal cord segment, conscious
proprioception, tactile discrimination ability
Damage opposite- pain, temperature
sensation
Below lumbar nerve 2
Lower limb sensory impairment and muscle
relaxation, bladder and bowel function

Cauda-equida syndrome

Pain, temperature sensation,
exercise control ability
Pain, temperature sensation,
Upper extremity exercise function

지고 살아가게 된다[3].

Remaining function
Unique sense, tactile sense ability
Lower limb movement function and overall
function remaining according to degree
of injury
Other intact features remain

Other intact features remain

데, 중증인 하지마비가 사지마비보다, 불완전손상이 완전손상보다 높

척수손상인은 척수 손상위치와 그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소실 수

은 심폐기능과 근력 수준을 보인다[6,23]. 척수손상인은 신체활동참여

준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척수손상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또는 활동적 스포츠참여 여부에 따라 체력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신체

분류된다. 첫째, 천추 척수분절의 감각 및 운동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활동량이 많은 척수손상인이 적은 척수손상인보다, 활동적인 스포츠

‘완전손상(complete injury)’과 부분적으로 감각 혹은 운동기능이 잔존

에 참여하는 척수손상인이 정적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척수손상인보

하는 ‘불완전손상(incomplete injury)’, 둘째, 좌우의 감각과 운동기능이

다 높은 심폐기능과 근력 수준을 보인다[6,9,24]. 휠체어이용 여부에 따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아래 척수분절을 확인하는 ‘신경학적 수준

라서도 척수손상인의 상지 손상과 근기능에 차이를 보이는데, 휠체어

(neurological level)’으로 분류된다[4]. 더불어 불완전손상(incomplete

를 이용하는 척수손상인은 불완전하게 보행이 가능한 척수손상인보

injury)은 척수의 손상된 위치에 따라 앞쪽 척수증후군(anterior cord

다 상지 손상빈도와 근기능수준이 높게 나타난다[25,26].

syndrome), 중심 척수증후군(central cord syndrome), 브라운-세커드

이와 같이 척수손상인은 손상 후 신체 전반적 기능이 감소하지만

증후군(Brown-Séquard syndrome),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

손상수준, 참여운동의 형태, 휠체어이용 여부 등의 일반적인 특성에

drome)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척수손상 후 개인별로 다양한

따라 체력적 변화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질

형태로 신체기능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표준화하는 데 활용된다(Ta-

환, 근감소증, 근골격계질환, 비만 등 2차적 합병증 발병에도 차이를 나

ble 1) [5]. 미국척수손상협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

타내게 된다. 따라서 척수손상인의 운동은 손상수준과 일반적인 특성

는 이 기준을 근거하여 척수손상인의 신경학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에 따라 운동을 적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운동은 비장애인과

도구인 ‘ASIA 분류법’을 개발 및 보급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척수손

유사한 전형적인 운동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

상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6]. 척수손상

구는 척수손상인의 손상과 신체활동수준에 따른 체력적 특성을 파악

은 비교적 가동범위가 넓은 경수 5-7번, 흉수 12-요수 1번 척수분절에

하고, 척수손상인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서 많이 발생되며, 경수부 55%, 흉 · 요수부 30%, 천수부 15% 순으로 팔

자 한다.

다리의 기능 소실을 보이는 경수부 손상의 사지마비(Tetraplegia) 척수
손상인이 다리 기능에 국한적 소실을 보이는 흉수부 이하 손상의 하
지마비(Paraplegia) 척수손상인보다 높은 손상빈도를 보이고 있다[7].
척수손상인은 손상 후 신체조절기능 퇴화[8,9], 교감신경계(자율신경
계) 기능이상[6,10], 근육 내 지방세포 증가[9], 비정상적인 탄수화물 · 지

본 론
1. 척수손상인의 손상과 신체활동 특징에 따른 체력적 특성
1) 척수손상 수준에 따른 체력적 특성

방 · 단백질대사[11-13], 골밀도[14] 및 근육량 감소[15] 등 내분비 기능의

교감신경계 자극 뉴런은 흉수 3번과 요수 3번 사이에서 형성되며,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심폐기능 및 근력감소, 심혈관계질환,

흉수 6번을 기준으로 손상수준에 따라 교감신경계 자극 뉴런에 차이

대사성질환, 비만, 근골격계질환, 제2형당뇨, 골다공증, 혈압이상, 심부

를 보인다. 손상수준이 높은 척수손상인(경수-흉수 6번 이하)은 교감

정맥, 혈전증 등의 2차적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6,16-22]. 척수손상인

신경 자극 뉴런의 감소로 운동 중 심혈관계 반응에 제한을 보여 장시

은 척수손상 수준에 따라 교감신경계와 신체기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간 ·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심혈관계 질환[2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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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11,13,20]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감신경계 자극 뉴런의 감소

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데[31], 이는 소아마비 장애

는 부신수질의 카테콜라민 분비에 장애를 유발하여 운동 시 혈중 카

인의 감각신경 기능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근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테콜라민 수준과 함께 심박수, 심박출량, 환기량 등을 감소시켜 결과

제시하였다.

적으로 심폐기능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손상된 척수의 수준이 높을

이처럼 척수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감각 및 운동신경의 잔존 여부

수록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신경차단 정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근육

는 체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31,32], 특히 흉수 6번을 기준으로 뚜

으로 전달되는 운동뉴런(말초신경계) 형성수준이 낮아지면서 근 수축

렷한 체력수준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24,29]. 손상수준과 밀접한 관련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근 위축과 함께 근력감소를 나타낸다[27]. 흉수

이 있는 체력평가 변인으로는 심폐체력의 최고산소섭취량(R2 =.42-.45)

4번 이하(경수-흉수 4번)의 척수손상인은 운동 시에도 심박수 증가가

과 최고운동량(R2 =.46-.76), 근력의 상지 등척성근력(R2 =.39-.41)과 30

최대 130 bpm을 넘지 않고, 심장기능과 근수축 기능 감소에 따라 작업

초 최대 무산소성파워(R2 =.46) 등이 제시되며[33], 흉수 6번의 손상을

능력(work capacity)의 심각한 제한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6,28].

기준으로 손상수준에 따른 체력변인별 표준값을 심폐체력, 사지마비

흉수 6번을 기준으로 체력과 운동 시 반응의 차이에 대해, Steinber
et al. [29]은 손상수준이 높은 척수손상인(흉수 1-6번)보다 낮은 척수

및 하지마비의 체력수준으로 구분한 것은 Tables 2, 3에 제시된 바와
같다[26,29,33,34].

손상인(흉수 7-12번)이 안정 시와 최대운동검사 후 혈중 노르에피네프
린(norepinephrine) 수준, 최고산소섭취량, 최고심박수, 최대운동량이

2)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체력적 특성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Bernard et al. [30]은 손상수준에 따른 어깨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신체활동의 부재는 10년

회전 최대근력을 저속(60/sec), 중속(180/sec), 고속(300/sec)에서 비교한

마다 5-10%의 최대산소섭취량을 감소시키며[35-37], 반대로 규칙적인

결과, 손상수준이 높은 척수손상인의 주측과 비주측의 외회전 최대

신체활동은 노화과정 등에 따른 최대산소섭취량과 최대환기량의 감

근력이 손상수준이 낮은 척수손상인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주동

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8]. 낮은 심폐기능

근 · 길항근 근력비율은 손상수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은 과체중과 비만에도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질환, 제2형 당뇨, 고혈압,

보고하였다. Jacobs et al. [6]은 척수손상 수준이 높을수록 수축 단백질

심장병, 암, 수면장애, 불임 등을 야기한다[39-41].

감소, myosin 이형성 증가 및 저항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인해 최대수

척수손상인도 신체활동 및 운동의 참여수준에 따라 체력수준의 차

축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 Shin [24]의 손상수준에 따른 근

이를 나타나게 되는데, Janssen et al. [33]은 신체활동을 주당 1시간 미만

력과 심폐능력 비교에서도 심폐능력에서는 흉수 6번 이상 손상된 척

참여하는 비활동성 척수손상인이 주당 6시간 이상 장애인스포츠에 참

수손상인이 흉수 6번 이하의 척수손상인에 비해 최고산소섭취량, 최

여하는 척수손상인보다 최고산소섭취량, 최고심박수, 최고환기량, 호흡

고심박수, 최고환기량이 낮고, 최고산소섭취량 대비 환기역치 비율이

교환율(비활동 척수손상인 높은 수준), 무산소성 파워, 등척성 상지근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근력에서는 흉수 6번 이하 척수손상인이 흉
수 6번 이상의 척수손상인에 비해 주관절 굴곡과 신전의 최대근력이
낮았으나, 주동근 · 길항근 근력비율과 좌우측 간 근력비율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근력수준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척수 회백질 전각의 부분적 손상으로 하지 운동
신경기능 감소를 보이는 소아마비 장애인(소아마비인)이 외상성 손상
의 척수손상인보다 어깨 굴곡력 · 신전력, 팔꿈치 굴곡력, 손목 굴곡력

Table 2. Cardiopulmonary Function difference based on thoracic nerve 6
damage [26,29,33,34]
Variable
VO2 peak (mL/kg/min)
HR peak (bpm)
PO max (W)
%VT/ VO2 peak (%)

Above T6
(cervical-T6)

Below T7

13-23
129-141
25-61
66-87

22-35
171-188
66-98
66-70

Table 3. Classification by physical fitness level of paraplegia and Tetraplegia [33]		
Variable
Cardiopulmonary function

VO2 peak (mL/kg/min)
PO max (W)

Anaerobic capacity

Peak power30s (W/kg)
Peak power30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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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 plegia
Para plegia
Tetra plegia
Para plegia
Tetra plegia
Para plegia
Tetra plegia
Para 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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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Fair

Average

Good

Excellent

< 7.60
< 16.50
< 11.60
< 52.70
< 0.25
< 1.05
< 18.70
< 75.00

7.61-10.00
16.51-22.70
11.6-20.0
52.8-70.4
0.25-0.33
1.05-1.22
18.8-25.4
75.0-92.9

10.01-13.39
22.71-29.20
20.1-26.8
70.5-82.1
0.34-0.54
1.23-1.58
25.5-39.1
93.0-114.1

13.40-16.94
29.21-34.35
26.8-37.5
82.2-97.8
0.55-0.93
1.59-1.85
39.2-68.4
114.2-133.4

> 16.94
> 34.35
> 37.50
> 97.80
> 0.93
> 1.85
> 68.40
> 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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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hin et al. [32]도 지속적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일상작업, 이동, 휠체어이용 등 대부분의

으로 장애인스포츠에 참여하는 척수손상인 선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을 상지 근력을 이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발달된 상지근력

높은 제지방량당 최고산소섭취량와 최고심박수 및 낮은 호흡교환율을

으로 인해 신체활동 수준 및 참여운동 차이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나

나타내어 우수한 심폐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척수

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24,33].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체력적 특

손상에 따른 근육의 무운동성은 하지 근육펌프, 혈관 및 내장근의 수

성차이는 Table 4와 같다[24,32].

축력 감소를 유발하여 정맥혈 회귀와 이완기말 좌심실 혈액량 감소를
초래하여 구조적으로 심폐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22],

3) 휠체어 이용에 따른 체력적 특성

척수손상인의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심폐능력과 근력에 영향을 주

대부분의 척수손상인은 하지마비로 인해 일상에서 휠체어를 이용

므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척수장애인은 오히려 비장애인보

하여 이동하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는 상지의 과사용에 따른 정형외과

다 우수한 심폐체력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되었다[32,33].

질환[42], 심혈관계질환[43], 대사증후군[43,44]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

국가대표급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핸드사

로 알려져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30-73%에서 어깨손상[26,42],

이클, 휠체어펜싱, 조정 등의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와 비교적 신체활

49-63%에서 손목손상[45]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 및 재활운동을 필요

동수준이 낮은 사격, 양궁, 컬링 등의 종목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비교

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연구결과에서도[24] 심폐능력이 신체활동수준이 높은 종목선수가

휠체어이용 척수손상인에게 유발되는 대표적 어깨손상은 어깨충

낮은 종목선수보다 운동지속시간과 무산소성 환기역치 수준이 높은

돌증후군(회전근개파열)으로, 어깨관절의 지속적 스트레스로 어깨 주

것으로 보고하여 이러한 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팔꿈치 굴

변 근육의 과활성화와 근피로가 유발되어 어깨 가동범위를 제한하고

곡과 신전의 근기능은 최대근력과 주동 · 길항근 근력비율, 좌우측 근

어깨충돌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이런 반복적인

력비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척수손상인의 신체활

어깨손상은 후하방관절낭 구축, 소흉근 단축, 어깨 주변근력의 불균

동 수준에 따른 운동종목의 차이는 심폐능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

형, 견갑골 전인 및 거상되는 구조적 위치변화를 유발하며 만성 어깨

으나 근력에는 참여종목 간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통증과 질환으로 진행되게 된다[46,47]. 휠체어 추진 시 손목은 넓은

신체활동 수준 및 참여종목과 체력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동범위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효과적 휠체어 추진

를 보아도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가 심폐체력의 최

을 위해 손가락은 휠체어림(Wheelchair Rim)을 강력하게 쥔 상태에서

고산소섭취량은 .21-.34, 최대운동량은 .26-.36으로 신체활동 수준과

손목 굴곡을 통하여 휠체어를 추진하게 된다[45]. 휠체어림을 강력하

심폐능력의 상관수준은 21-36%로 나타내며 근력은 30초 최대 무산소

게 쥐기 위해서는 근 역학적으로 손목 굴곡근의 능동적 불충분(active

성파워가 .09, 상지등척성 근력이 .07-.10으로 상관수준으로 거의 없는

insufficiency)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쥐기 동작 시 손가락 굴곡의 단축

것으로 보고되었다[33]. 즉, 척수손상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참여종목

성 수축과 함께 손가락 및 손목신전근의 신장성 수축이 이루어져야

의 차이는 심폐능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나 상지근력과는 관련성이

한다. 이런 반복적인 손목 및 손가락 신전 근육의 신장성 수축은 팔꿈

2

Table 4. Physical fitness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level [24,32]								
Variable
Cardiopulmonary function

Elbow muscle strength and strengt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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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2 peak (mL/kg/min)
HR peak (bpm)
VE peak (L/min)
VT/VO2peak (%)
Peak time (min)
Rt. Flexion (BW %Nm)
Rt. Extension (BW %Nm)
Lt. Flexion (BW %Nm)
Lt. Extension (BW %Nm)
Rt. Flexion/Extension (%)
Lt. Flexion/Extension (%)
Flexion Rt./Lt. (%)
Extension Rt./Lt. (%)

Non physical
activity

Low levels of
physical activity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18.70 ± 3.72
155.0 ± 20.2
37.9 ± 19.2
-

22.9 ± 6.8
150.5 ± 40.3
59.5 ± 21.4
55.5 ± 15.2
11.4 ± 3.5
82.3 ± 28.1
65.8 ± 19.8
78.8 ± 27.7
63.8 ± 18.9
127.7 ± 30.2
123.7 ± 19.9
98.1 ± 18.3
100.3 ± 21.3

27.7 ± 6.9
161.4 ± 22.6
68.1 ± 17.9
68.1 ± 14.2
15.7 ± 5.6
73.7 ± 23.5
61.6 ± 19.7
72.3 ± 25.3
63.1 ± 21.3
122.3 ± 32.0
115.7 ± 19.7
97.4 ± 15.3
104.1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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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외측상과염 발병률을 증가시키고[48], 단요측수근신근(Extensor

가시켜 개인이 가진 최대 수행운동에 적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Carpi Radialis Longus, ECRL)과 총지신근(extensor digitorum commu-

로 하지 또는 사지마비의 특징을 가진 척수손상인의 운동부하검사는

nis, EDC)의 근단면적을 증가시키게 된다[26].

암에르고메터(arm ergometer) 또는 휠체어 트레드밀(wheelchair tread-

휠체어이용 여부에 따른 체력비교[26]에서도 완전손상으로 인해 휠

mill)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24,29,31,33-35,37]한다. 비교적 근육량이

체어이용을 하는 척수손상인은 손상수준이 낮고 불완전 손상으로 보

적은 상지를 이용한 척수손상인의 검사는 하지를 이용한 검사에 비해

행하는 척수손상인 대비 근육량이 54%, 체지방률이 151% 수준으로

조기에 근 피로를 유발하고, 조기 심박수 증가와 운동부하 증가의 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신체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계 등의 이유로 운동지속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16] 상지를 이용한

었다. 이는 하지의 근 수축 부재로 하지 근 감소가 발생하고, 안정 시

운동부하 검사의 VO2peak가 하지를 이용한 검사의 70% 수준에서 형

대사량감소가 유발됨에 따라 체지방량이 증가되어 과체중, 비만 등에

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검사 중 실시간 호흡가스 분석을 통하

의한 대사성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 VO2peak, HR peak, VE peak, VT%, PO peak (또는 max) 등의 평가

따라서 휠체어이용 척수손상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

변인을 측정하여 개인별 심폐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신뢰성 있는 검사

안으로 수동적(passive) 하지 근 수축 운동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환경은 온도 18-21℃, 습도 50-60%를 유지하

제시되었다[17]. 어깨근력은 휠체어이용 척수손상인이 보행 척수손상

고, 8-14분 이내에 검사가 종료(휠체어트레드밀 이용 시 8분 이내 종료)

인에 비해 외회전 최대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

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하며 검사 전 과격한 운동 또는 약물

냈으나 어깨 내회전, 손목 굴곡과 신전 근력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복용은 제한되어야 한다[24,49-53]. 운동부하검사 실시 전 운동부하

것으로 보고되었다. 어깨의 외회전력은 휠체어 추진 시 주요하게 활성

검사의 목적, 위험성, 검사방법 및 순서를 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본 검

화되는 근력으로 휠체어이용 척수손상인의 강력한 휠체어추진을 위

사 실시 전 심장 및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운동 또는 사

해서는 어깨 외회전력이 요구될 것이다[30]. 따라서 휠체어이용 척수

전운동을 5-15분 실시하여야 한다[16,24,29,32-35,37,51-55].

손상인은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손목 근 면적은 증가하지만 손목 굴

척수손상인은 상지 조기피로에 의해 운동검사를 중단하게 되는 제

곡과 신전의 단축성 근 수축력은 보행을 하는 척수손상인과 차이가

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프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토콜이 개발되었다. 척수손상 수준에 따라 검사프로토콜을 달리 적용

이와 같이 척수손상인의 휠체어이용은 하지의 근 수축활동 부재로
인한 골격근량 감소와 체지방률 증가를 유발하고, 어깨의 외회전 근력

해야 하며, 암에르고메터와 휠체어트레드밀을 이용한 척수손상인의
운동부하검사 프로토콜은 Table 5와 같다[24,29,32,50-56].

이 발달되며 손목 단요측수근신근과 총지신근의 반복적 신장성 수축
에 따라 근단면적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 손목의 단축성 근 수축력
은 휠체어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등속성 근 기능 검사

척수손상인의 안전한 근력평가를 위해서는 등속성 근 기능측정장
비를 이용한 최대우력(Peak Torque, Nm) 검사가 귄장된다. 등속성 저

2. 척수손상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전략

항은 설정한 각속도를 기준으로 하며 관절 각도마다의 최대근력을 평

1) 척수손상인의 운동검사

가할 수 있고, 최대근력이 발현되는 각도, 발현 시간, 근 피로율, 길항근 ·

(1) 운동부하검사(Graded Exercise Test, GXT)

주동근 근력비율, 좌우 근력비율 등 다양한 근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운동부하검사는 심폐능력평가를 위해 점진적으로 운동강도를 증

등속성 저항은 인체 관절마다 적용 각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저속(30-

Table 5. Grade Exercise Test protocol of spinal cord injured person 								
Equipment

Subject

Arm Ergometer

Tetra plegia
Para plegia

Wheelchair Treadmill

Tetra plegia
Para ple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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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load
(or speed)

Increase speed

Increase load
(or Gradient)

5W
25 W
30 W
40 W
Gradient 1%
Gradient 1%
Gradient 1%
2.0 m/sec

50 rpm (Fix)
60-70 rpm (Fix)
60 rpm (Fix)
75 rpm (Fix)
1.2 m/sec (Fix)
1.2 m/sec (Fix)
8 km/hr (Fix)
0.4 m/sec

5W
12.5 W
15 W
10 W
Gradient 0.1%
Gradient 0.3%
Gradient 0.5%
Gradient 1%(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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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ime

Reference

1 min
2 min
2 min
1 min
40 sec
1 min
2 min
3 min

[50]
[24,29,32]
[52]
[51]
[51,53,55,56]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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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sec 이하), 중속(120-180/sec 이상), 고속(240-500/sec 이상)의 각속도

이 발생되며 운동 중 심박수 감소, 실신감, 어지러움, 현기증 증상이 발

차이에 따른 최대근력, 총일량, 발현시간 등을 측정하여 근력, 근파워,

생될 수 있는데, 몸을 장시간 세운 자세로 있거나 갑작스럽게 기립자세

근지구력 평가를 할 수 있다[57-60]. 등속성 평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로 변화할 때 자주 발생된다. 마비로 인한 하지 골격근의 비활성화는

아닌 비장애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재활치료, 운동선

정맥혈 심장회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운동 중 골격근으로의

수의 의학적 근기능 검사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29,59]. 척수손상인을

혈류 공급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중 하지

대상으로 한 등속성 근력은 손목, 팔꿈치, 어깨 등 상지 관절에 국한되

의 전기자극을 이용한 신경근 전기자극 운동 또는 압박스타킹 착용을

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근력평가와 더불어 근기능도 함께 평

병행하여 정맥혈 회귀를 보조해야 하며, 누운 상태에서 운동 시에는 다

가하게 된다[24,26,30].

리가 심장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28,61,62].
척수손상 장애인은 휠체어에 의존한 생활로 인해 신체활동량 감소

2)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전략

[63], 근육량 감소 및 체지방량 증가[26], 교감신경계(자율신경계) 기능

척수손상인은 척수손상 이후 심혈관계질환, 대사성질환, 비만, 심근

저하[5,10], 신체조절기능 퇴화[5,8,9]가 유발되며 이는 척수손상인의

위축, 체온조절 이상, 심박수 및 혈압의 이상, 욕창, 골다공증, 폐렴, 실

심폐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63]으로 작용한다. 척수손상인은 운동

금 등의 증상과 질환이 유발되고, 이는 척수손상인의 운동참여를 제

시 상대적으로 적은 근육이 동원되고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심폐능

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기저질환과 관련 증상은 척수손상인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64,65]. 불완

의 운동 중 2차적 안전사고에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주의를 기울여

전 하지마비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7주간 주 3회 심폐운동을 실시하

심폐기능 향상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였을 때 최고산소섭취량이 12%, 최고파워가 31% 향상되는 효과가 있

[16-18].

고[23], 완전 하지마비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서킷 운동을 실

경수 또는 흉수 4번 이상 손상된 중증장애 척수손상인은 자율신경

시하였을 때는 최고산소섭취량이 30%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 이상이 유발되어 심폐운동 시 운동 중 변화되어야 하는 심혈관 및

보고[66]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 척수손상인에게 암에르고미터

내분비계 변화(신경계 이상에서 기인)가 제한되어 운동 중 위험성이

운동을 3-4년간 실시한 후에도 심폐능력의 개선효과가 없었다는 연구

증가하게 된다. 심폐운동 시 중증 척수손상인일수록 안전사고에 대해

결과도 보고되었다[65]. 이처럼 척수손상인의 훈련에 따른 심폐능력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운동 중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

향상은 척수손상 수준과 운동방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보다

우 운동 중인 척수손상인이 사망할 수 있다. 운동 중 위험반응으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

자율신경성 반사부전증(autonomic dysreflexia)을 들 수 있으며, 경수

시되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인의 심폐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8주

손상을 입은 사지마비와 높은 수준의 하지마비(경추신경-흉추신경 5

이상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또는 운동 참여가 요구되며 사지마비 척수

번) 척수손상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5,6]. 이는 방광의 팽창, 신장기능

손상인의 경우 16주 이상의 근지구력을 동반한 심폐능력 향상 운동프

이상, 비독성 자극, 감염, 압통 등의 자극으로 인해 유발되며, 단시간에

로그램의 참여가 권장된다[6,67].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고,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할 경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척수손상수준에 따른 심폐체력은 차이가 있

우 혈압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뇌혈관 손상 등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

으므로 운동강도의 차이를 두고 처치를 해야한다. 흉수 6번 이상 손

르게 된다[6].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전 방광의 소변을 비우고 운

상 척수손상인은 50-80% VO2peak로, 경수부터 흉수 6번 이하 손상

동 전후 혈압을 측정하여 혈압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동

척수손상인은 50-90% VO2Reserve로 운동처방하는 것이 권장하며 교

중 흐린 시야, 소름, 두통, 어지러움의 징후가 보일 경우 운동을 중지하

감신경계 이상으로 운동 중 심박수 제한을 보이는 경수부터 흉수 6번

고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휴식 15분 후 운동 전 혈압으로 돌아오지 못

이하 손상 척수손상인은 최고심박수를 130-140 bpm 수준으로 설정하

하거나 두통 또는 흐린 시야 등이 계속될 때는 즉시 의사의 처치를 받

고, 안정적 운동관리를 위해 65-95 bpm (50-73% HRpeak)으로 적정심

아야 한다[6,7].

박수를 설정하여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한다[6,28,61].

더불어 척수손상인은 체온조절 기능에 제한을 나타내므로 운동 시

이와 같이 척수손상인의 심폐운동처방 시 척수손상 수준에 따라

에너지대사증가로 발생되는 열의 제거가 어렵다. 따라서 운동 시 짧은

운동처방을 달리 적용하는데, 경수부터 흉수 6번 이하 손상 척수손상

주기로 수분을 섭취하고 서늘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알코올과 물

인은 Table 6과 같이, 흉수 6번 이상 손상 척수손상인은 Table 7과 같

을 혼합하여 마비가 되지 않은 부위에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하여 체

이 운동처방 프로그램 진행이 권장된다[6,28,60,64,65].

온조절 기능을 보조해야 한다[6,28,61].
척수손상인은 운동 중 정맥혈 저류(venous pooling)로 인해 저혈압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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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traplegia and thoracic nerve Less than 6 spinal cord injury cardiovascular fitness exercise guide [6,28,60].		
Type of exercise

Goal

Intensity/Frequency/Exercise Time

Wheelchair ergometer
Increased muscle mass and muscle strength
Intensity : 50-90% VO2 Reserve (HR: 65-95 bpm)
Wheelchair treadmill
Maximize muscle strength for independent activities
Arm ergometer (ACE)
Improved wheelchair propulsion ability
Frequency : 3-5 day/week
swimming
Increase in oxygen uptake
Exercise Time : 20-60 min/time
Wheelchair Sports
Improve cardiovascular function
Duration: over 16 weeks
Upper and Cycle ergometer
FES-LCE / UCE (NMES exercise parallel)
Precautions
- Maximum heart rate: 130-140 bpm (20-30 ‘s)
- Initial exercise load: 40-60% VO2peak, 10-20 minutes, 3 times/week
- Cervical nerve 3-5 injured person needs respiratory muscle exercise (limitation of respiratory stimulation and diaphragm function)
- Emptying urine of the bladder before exercise
- Checking before exercise: Non-toxic irritation, infection, kidney dysfunction, tenderness
- Checking before and after exercise: Blood pressure, Sudden change in blood pressure
- If you have signs of headache, blurred vision, goose or dizziness during exercise - If blood pressure is higher than normal blood pressure after consultation, prompt medical consultation is recommended

Table 7. thoracic nerve more than 6 spinal cord injury cardiovascular fitness exercise guide [6,28,60,64,65].
Type of exercise

Goal

Intensity/Frequency/Exercise Time

Wheelchair ergometer
Increased muscle mass and muscle strength
Wheelchair treadmill
Maximize muscle strength for independent activities
Arm ergometer (ACE)
Improved wheelchair propulsion ability
swimming
Increase in oxygen uptake
Wheelchair Sports
Improve cardiovascular function
Upper and Cycle ergometer
Lower extremity muscle activation
Upper circuit resistance
NMES parallel cycle
NMES parallel walk
Precautions
- Maximum heart rate: 171 bpm (20-30 ‘s), 70% of non-disabled
- Initial exercise load: 40-60% VO2peak 10-20 minutes, 3 times / week
- Exercise effect: increase of VO2peak 10-20% during 8-12 weeks exercise
- Falling wheelchair, Exercise caution such as pressure ulcer due to sweaty butt friction during exercise
- Possible to operate a similar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on non-disabled person

Intensity: 50-80% VO2peak or HRpeak
Frequency: 3-5 day/week
Exercise Time: 20-60 min/time
Duration: 8-12 weeks

3) 근력향상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전략

졸중, 소아마비, 연하장애 등의 신경계 장애인[73]을 대상으로 효과가

(1) 하지 근감소개선을 위한 신경근 전기자극(Neuromuscular electrical

입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stimulation, NMES) 운동

NMES 운동은 근육량 증가, 근력 및 근지구력 증가, 인슐린 민감성

척수손상인은 하지의 수의적 근수축이 제한되어 외부적인 자극을

및 당대사 증가[74], 산소섭취량 증가[75,76], 에너지소모량 증가와 신체

통한 근 수축 운동이 제시되는데, 신경근 전기자극(NMES) 운동은 표

조성 개선[17], 혈류량 증가[77], 잠재질환 개선[78,79]에 효과가 있는 것

면전기 자극을 활용하여 적용 부위의 신경 섬유에 탈분극을 일으켜 근

으로 보고되었고, 적용 빈도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짧게는 4주

수축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걷기, 서기, 운동 등과 같은 기능적 움직

부터 길게는 6개월간 주 3회, 회당 30분의 훈련 적용이 요구되는 것으

임과 함께 하거나 신경근 전기자극만 단독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로 보고되고 있다. NMES 운동은 최대 수의적 수축력(Maximal Volun-

NMSE 운동은 1977년 러시아의 Kots가 중주파 전류를 활용해 장시간

tary Contraction)의 20-112% 수준까지 수축이 가능하며 수의적 근 수

무중력 부하에 노출된 근육과 근기능 감소를 보인 우주비행사에게 적

축과 달리 운동단위 동원(recruitment)이 비 선택적이고, 시간적으로

용한 결과 근육 및 골밀도 감소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보고[68]된 이후

동시에 일어나며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일어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또

운동선수[69]를 비롯해 만성폐쇄성 폐질환[70]과 척수손상인[71,72], 뇌

한 대사적 스트레스가 휴식 대비 2-4배 정도 증가되지만 국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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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일어나는 특징으로 수의적 근 수축 운동보다 적은 대사(me-

근(vastuslateralis) 39%, 내측광근과 중간광근(vastusmedialis-interme-

tabolism)수준을 나타내게 된다[80,81]. NMES 운동은 느리게 연축

dius) 31%가 증가하고 종아리와 허벅지의 지방세포 대비 근육의 비율

(slow twitch unit)이 일어나는 Type I 섬유의 작은 운동 단위가 먼저 동

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Shields et al. [71]은 6주 미만의 척수손

원된 후 빠른 연축(fast twitch unit)의 Type II 섬유인 큰 운동단위가 동

상 급성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2-3년간 편측 비복근(gastrocnemius)

원되는 운동단위 동원원리(size principle)를 따르는 수의적 수축과 달

에 NMES 운동을 빈도 15 Hz, 강도 0-200 mA, 트레인 기간 10초로 125

리 작은 운동단위와 큰 운동단위가 동시에 동원(synchronous)되는 특

회 실시한 결과 실시하지 않은 종아리보다 족저굴곡의 최대근력(24%)

징을 보이며 산소소비량 증가, 무산소성 대사 증가로 인한 젖산 축척,

과 피로지수(50%), 경골의 골밀도(31%)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대 수의적 근수축력의 7-62%까지 근력 향상과 근 단면적이 증가되

Baldi et al. [72]도 14-15주간 척수손상 급성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6개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2,83].

월간 빈도 35 Hz, 강도 100 mA, 15초 on/off로 NMES 운동(등척성 수

NMES 운동적용은 전기자극의 빈도와 강도를 설정하여 진행하게

축)을 실시한 집단과 빈도 60 Hz, 강도 0-140 mA로 6 W부하에서 35-

되는데, 자극빈도는 1초에 수축되는 빈도를 가리키며 한 번의 자극은

50 rpm으로 사이클 하지 기능적 전기자극 운동을 한 집단, 운동을 하

0.2초의 근수축과 이완시간을 가지고, 10 Hz 이상 빈도 시 각 수축 간

지 않는 집단의 총 제지방량(Total body lean body), 하지 제지방량

에 이완시간이 없어지게 되며 20 Hz 이상 시 연속적인 근 수축에 의해

(lower limb lean body mass), 둔부 제지방량(gluteal lean body mass)을

강축이 발생하게 되므로 높은 빈도는 많은 근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

비교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은 초기에 비하여 6개월 후 각각

로 보고되고 있다[69,70,73,83]. 더불어 100 Hz 이상의 지나치게 높은

9.5%, 21.4%, 26.8%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NMES를 적용한 운동

빈도(Hz)의 적용은 근조직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73,79]

집단은 미미한 감소를 보였고, 사이클 하지 기능적 전기자극 운동집단

NMES 운동 적용을 30-50 Hz 빈도[73,74]에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

은 하지 제지방량이 9.3%, 둔부 제지방량이 7.7% 증가한 것으로 보고

다. 자극강도는 펄스 기간(Pulse duration)에 전류(current)를 곱한 것을

하였다.

가리키며 높은 전류(mA)일수록 근섬유의 동원을 증가시켜 큰 힘을 내

이와 같이 척수손상인에 NMES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훈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자극기간이 길면 통증이 발생

는 급성기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50 Hz 미만에서 실시하는 NMES

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임상 현장에서는 육안으

운동 또는 기능적인 동작과 함께하는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

로 근 수축을 하거나 대상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한에서 최대의

tion (FES) 운동프로그램 적용이 적정할 것으로 권장된다.

강도로 최대의 근 수축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피부 저항, 피하지방 두께, 신경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화된 기

(2) 휠체어이용 척수손상인의 부상예방을 위한 운동

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최초 적용 시 낮은 강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

휠체어추진 시 빠른 속도, 경사도 증가 등에 따른 추진부하 증가는

키는 것을 권장한다[70,74]. 전기자극을 전달하는 전극의 표면적이 넓

부하 증가 전에 비해 상지의 손목 · 팔꿈치 · 어깨 관절 가동범위는 크

으면 여러 신경가지들의 전기적 흥분을 유발해 보다 넓은 범위의 근육

게 변화되지 않으나 몸통굴곡 · 신전 가동범위 및 근 활성도가 증가하

을 수축시켜 더 큰 힘을 발생시킨다. 전극은 두 개 부착하여 사용하는

는 보상적 움직임 패턴을 나타내는데, 이때 부상 없는 안정적인 휠체어

것이 보편적이며 비복근, 대퇴사두근, 대둔근 등 근육의 운동점(motor

이용을 위해서 척수손상 후 잔존한 중심부(core) 근육의 최대 활성화

point)에 부착하여 근육의 긴장도와 산소 소비를 최대화하고, 두 전극

가 필요하다[6,30,45,85]. 이 중 대표적인 운동으로 복근과 척추신전근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부착하여 조직 내의 전류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강화가 필요한데, Petrofsky et al. [85]이 제시한 앉은 자세의 6초 등척성

[17,76-78,80].

수축 복근과 척추신전근의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Scremin et al. [84]은 만성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사이클을 이용한

휠체어추진은 반복적열린사슬(OKC) 운동에 따라 상지 근위 분절

하지 기능적 전기자극 운동 프로그램(FES-induced lower-extremity cy-

의 과부화가 유발되며 그에 따른 어깨 관절의 높은 손상빈도를 보이므

cling, FESILEC)을 제시하였는데, 하지근육에 빈도(pulse frequency) 30

로, 이에 휠체어 이용 척수손상인은 과사용 어깨관절 손상을 예방하

Hz, 트레인 기간(train duration) 10초의 전기자극을 통해 초기 무부하

는 운동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25]. 어깨 관절의 대

NMES 운동에서 3-5 lbs 부하의 무릎 굴곡/신전 NMES 운동으로, 이

표적 과사용 손상으로 어깨 충돌증후군(Shoulder Impingement Syn-

후 사이클을 이용한 하지 기능적 전기자극 운동으로 점진적 부하를

drome)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누적된 회전근개(rotator cuff) 근피로 및

증가하여 적용하기를 권장하였다. 약 53주간 주 3회 운동을 진행한 결

약화, 견갑골 위치 변형, 관절낭 단축, 견봉 비정상적 변화 등이 주요 원

과 운동하기 전에 비해 대퇴직근(rectus femoris) 31%, 봉공근(Sartorius)

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5,46,47,87,88].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프로

22%, 대내전근와 슬괵근(adductor magnus & hamstrings) 26%, 외측광

그램으로는 회전근개(rotator cuff), 능형근(rhomboid), 중 · 하부승모근

http://www.ksep-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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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 lower trapezius) 강화를 위한 Rowing 운동, Blackburn 운동,

search. Spine. 1981;6:315-35.

휠체어 뒤로 타기 운동과 견갑골의 변형 및 후방 관절낭 단축을 개선

2. Li Y, Raisman G. Schwann cells induce sprouting in motor and senso-

하기 위한 후방관절낭 스트레칭, 소흉근 스트레칭 운동이 적용되어야

ry axons in the adult rat spinal cord. J Neurosci. 1994;14(7):4050-63.

하다[85-89]. 또한 휠체어 추진 시 발생되는 근 역학적인 손목 신전근

3. Mitsui T, Shumsky JS, Lepore AC, Murray M, Fischer I. Transplanta-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Extensor digitorum communis)의 신장

tion of neuronal and glial restricted precursors into contused spinal

성 부하 발생에 따라 근육 면적이 넓어지게 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cord improves bladder and motor functions, decreases thermal hyper-

유연성 감소를 초래하여 손목손상과 팔꿈치의 외측상과염 등 근골격

sensitivity and modifies intraspinal circuitry. J Neurosci. 2005;25(42):

계 손상이 유발된다[26,90].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적인 손목

9624-36.

의 굴곡근과 신전근의 스트레칭 운동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4. Kirshblum SC, Burns SP, Biering-Sorensen F, Donovan W, Graves DE,

다. 또한 척수손상인의 휠체어를 이용에 따른 흉추후만(kyphosis)과

et al.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견갑골의 전인(protraction)의 변형이 유발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cord injury (revised 2011). J Spinal Cord Med. 2011;(34)6:535-46.

소흉근, 대흉근 및 전거근 스트레칭 운동이 요구되며, 특히 흉수 6번
이하 손상 하지마비인(paraplegia)은 쉽게 자세(posture)의 이상이 관찰
되므로 집중적인 자세 개선을 위한 유연성 증진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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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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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다. 척수손상인은 척수손상의 형태에 따라 개인별로 다양한

9. Washburn RA, Figoni SF. Physical activity and chronic cardiovascular

임상적 장애 특징을 보이므로, 신체의 구조 및 기능 차이를 이해하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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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and glucose tolerance after spinal cord injury–a cross-sectional

는 기능적인 동작과 함께하는 FES 운동프로그램이 하지근육 위축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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