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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naerobic threshold (AT) between subjects with and

without non-specific chronic low back pain (NCLBP). The patient group included 15 women with NCLBP.

The normal group included 15 women without NCLBP who were age-, height-, weight-, and activity

level-matched. The subjects performed a Balke treadmill protocol which was symptom-limited progressive

loading test. Their heart rate (HR), ventilatory gas and metabolic equivalents (METs) were measured us-

ing the automatic breath gas analyzing system. After the test, each subjects' ratings of perceived ex-

ertion (RPE) were evaluated. The visual analog scale (VAS) was assessed pre- and post-test. The in-

dependent t-test and Wilcoxon's signed-rank test were used for analysis of the data. Time, HR, the vol-

ume of oxygen consumption (VO2), relative VO2, and METs at the AT level of the patient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healthy group (p<.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PE, VAS, and breathing frequency at the AT level (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patients with NCLBP had a lower aerobic fitness than healthy subjects. Thus, implementation of re-

habilitation program to increase aerobic fitness may be considered in patietns with NCLBP, and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etiological factors of decreased aerobic fitness.

Key Words: Aerobic fitness; Anaerobic threshold; Balke protocol; Non-specific chronic low back pain.

통신저자: 권오윤 kwonoy@yonsei.ac.kr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8권 제 1호

PTK Vol. 18 No. 1 2011.

- 75 -

Ⅰ. 서론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업무의 전

문화와 자동화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는 현대인에게

전반적인 운동부족을 초래하여 각종 만성 근골격계 질

환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요통은 직장에서의 업무수

행에 지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Waddell, 1998).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산업재해조사

에 따르면 산재요양이 승인된 작업관련성 질병 중 요통

이 차지하는 비율이 73.6%로 가장 높고,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이다(KOSHA, 2010). 요통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또한 전체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따라 요통환자의 예

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통환자들은 일상생활의 수행으로 발생

되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 신체 활동이 감소되며

(Picavet와 Schuit, 2003), 이로 인해 기능부전과 낮은

자존감 등이 발생한다(Crombez 등, 1999; Waddell 등,

1993). 신체 활동의 감소는 요통의 재발과 만성화에 기

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Bortz, 1984). 최근에는 공포

-회피 모델(fear-avoidance model)이 환자들에게 만성

요통을 야기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Vlaeyen

과 Linton, 2000). 공포-회피 모델은 통증의 공포로 인

해 신체 활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요통을 지속시키는

기여 요인이 되고, 요통환자의 기능 회복과 통증 감소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ieben 등, 2002). 또

한 신체 활동의 감소는 요통환자에게 유산소성 운동능

력(aerobic fitness)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Verbunt 등, 2003). 그러나 공포-회피 모델과 만성요

통 환자들의 감소된 유산소성 운동능력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Smeets 등, 2009)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산소성 운동능력에 대한 연

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연구는 요통

환자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

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Crombez 등, 1999; Smeets 등,

2009), 정상인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

하는 연구도 있다(Verbunt 등, 2001; Wittink 등, 2002).

요통환자와 정상인의 성별에 따른 연구결과에서도 차이

가 있었다. Rasmussen-Barr 등(2008)은 요통을 가진 여

자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은 비슷한 연령의 여자 성인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Nielens와 Plaghki(2001),

그리고 Smeets 등(2006)은 만성 요통환자와 정상인과의

유산소성 운동능력 비교에서 특히 남자가 더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요통환자의 유산

소성 운동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산소성 운동능력의 평가는 주로 최대

운동 시 개인이 소비한 산소량을 의미하는 최대 산소섭

취량(volume of maximal oxygen consumption;

VO2max)으로 측정한다. 최대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만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산소섭취량이 의료계와 체육계

에 널리 활용되어 왔지만, 피검자로 하여금 전력을 다

하도록 독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 특히 심장병

환자에서는 위험이 따르고(Bruce 등, 1963; Yoshida,

1984) 최대 부하 운동 시 운동 강도가 최대 능력의 50

∼70% 이상을 초과하면 산화 과정에 필요한 산소 운반

이 근육으로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므로 혈중에 젖산

축적이 급격히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무산소

성 역치(anaerobic threshold; AT)의 평가는 피검자가

운동 부하 검사에서 전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최대 산소섭취량보다 더 객관

적이며, 최대 산소섭취량을 측정하는 장비만으로 측정

이 가능하다(Davis, 1985). 무산소성 역치수준은 최대

부하 이하의 운동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노인이나 어

린이의 유산소성 운동능력 평가에 적합하고(Itoh 등,

1990; Yoshida 등, 1981), 환자나 장애인의 체력 평가를

요하는 재활의학이나 산업의학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

다(Hansen 등, 1984; Oren 등, 1987).

Wasserman(1984)은 무산소성 역치수준을 에너지 생

성의 관점에서 무기적 에너지 생성이 보충되기 시작하

는 운동 강도로 정의하였으며, 특정한 운동 강도 이상

에서는 수축근의 산소 요구량이 미토콘드리아

(mitochondria)로 부터의 산소공급량을 초과하게 되어

부족한 인체의 에너지 생성이 무기적 에너지 대사과정

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즉 무산소성 역

치수준은 수축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개인

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요통환자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자전거 에르고미터(bicycle ergometer), 암

에르고미터(arm ergometer), 그리고 트레드밀(treadmill)

을 이용한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최대 산소섭취량을 측

정하였다. Wittink 등(2000)은 트레드밀을 이용한 운동

부하 검사가 자전거 에르고미터와 암 에르고미터에 비해

예측된 최대 산소섭취량에 대한 최고 산소섭취량(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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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정상군(n1=15) 환자군(n2=15) t값 p

연령(yrs) 54.8±2.2a 53.8±3.2 1.003 .325

체중(㎏) 58.8±6.7 59.4±6.5 -.263 .795

신장(㎝) 155.8±4.0 156.0±5.0 -.149 .882

체표면적(BSAb) 1.6±.1 1.6±.1 -.184 .856

체질량지수(BMI
c
) 24.1±2.1 24.5±1.7 -1.489 .148

시각 상사 척도(㎝) - 4.1±.9 - -

요통기간(month) - 92.9±87.5 - -
a
평균±표준편차,

b
Body Surface Area,

c
Body Mass Index.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

of peak oxygen consumption; VO2peak)의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것이 만성요통 환자의 유

산소성 운동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대 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한 트레드밀 검사

도중에 증가한 통증으로 검사를 중단한 비율이 전체 대

상자의 54%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Wittink 등, 2001).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요통환자의 최대 산소섭취

량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25%가 통증으로 인해

검사를 중단하였으며(Smeets 등, 2009), 암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30.7%가 통증으로 인해 검

사를 중단하였다(Duque 등, 2009). 이와 같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통하여 요통환자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안전

하게 측정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특이성 만성요통(non-specific

chronic low back pain) 환자들과 요통이 없는 성인들

을 대상으로 무산소성 역치수준을 분석하여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실험은 비특이성 만성요통을 호소하고 있는 50대

여성 15명과 연령, 신장, 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수준이

비슷한 건강한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주 1회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주기적

인 운동을 하지 않은 50대 여성 중에서, 환자군은 최소

한 6개월 이상 지속된 요통을 호소하고 안정 시 시각

상사 척도(visual analog scale; VAS)가 3점 이상인 요

통환자를 선발하였다. 정상군은 최근 1년 이내 요통을

경험한 적이 없고, 3일 이상 지속된 요통을 평생 동안

경험하지 않았으며(Van Daele 등, 2009), 보행에 지장

을 주는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대상

자의 선정 과정에서 심폐질환이 있는 자, 신경학적 또

는 다른 정형외과적 질환이 있는 자, 척추의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 자, 그리고 흡연자는 제외시켰다.

본 실험의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에 대한 동의서에 자발적으

로 서명하였다. 환자군의 요부 통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시각 상사 척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2. 실험기기 및 도구2)3)

가. 자동 호흡 가스 분석기(automatic breath gas

analyzing system)

검사 동안 호흡 가스는 Cortex사의 Metalyzer II
1)
를

이용하여, 매 10초마다 분당 심박수(heart rate; HR),

O2 섭취량(volume of oxygen consumption; VO2), CO2

배출량(volume of CO2 excretion; VCO2), 환기량

(ventilation; VE), 호흡수(breathing frequency; BF) 등

을 비롯한 여러 생리학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Metasoft 3
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지표를 숫자

와 그래프로 자동적으로 기록, 저장 그리고 분석하였다.

매 실험 시 최소 30분 전부터 기기의 전원을 켜놓았으

며,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매주 디지털 기압계(digital

barometer)를 이용한 압력 분석기 교정(pressure ana-

lyzer calibration)과 가스 교정 장비를 이용한 2점 가스

교정(2-point gas calibration)을 시행하였으며, 매일 최

초 실험 전에 부피 변환기 교정(volume transducer

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1) Metalyzer II, Cortex Biophysik, Leipzig, Germany.

2) Metasoft 3, Cortex Biophysik, Leipzig,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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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트레드밀4)

실험 대상자의 증상 제한성 점증부하 운동검사를 위

해 트레드밀은 Intertrack 6100
3)
을 Metasoft 3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조작하였다.

다. 시각 상사 척도

환자군의 요부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 상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좌, 우 양끝에 “통증 없음”과 “매우 심

한 통증”이 적혀 있는 10 ㎝의 수평 직선에 대상자가 현

재 느끼고 있는 통증을 직접 펜으로 표시하여 평가하였다.

3. 실험방법

가.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사전 예비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

누어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운동치료실에서 실

시하였다. 실험실 환경은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

여 온도는 22±2℃, 습도는 55±5%로 설정 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시작 24시간 전부터 음주 및 과식을 비

롯한 비정상적인 생활습관을 자제하도록 하였으며, 실

험 당일 대상자들은 실험 시작 2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

치게 하였다. 실험실에 도착한 대상자들은 신장과 체중

을 측정하고, 10분간에 걸쳐 트레드밀 적응훈련 및 비

상 멈춤 스위치의 사용방법 교육을 시행 한 후, 30분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나. 실험방법5)

각 대상자는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Polar 심박수

전송 벨트
4)
를 가슴에 착용시켰으며, 피부 접촉을 최적

화하기 위하여 젤을 사용하였다. 운동 중의 호흡 가스

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 호흡 가스 분석기에 연결된 호

흡 마스크를 착용시켰으며,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끈을 조절하거나 거즈를 이용하였다. 운동부하 검사 전

환자군의 안정 시 요부 통증을 시각 상사 척도를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운동초기의 갑작스런 과환기 자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트레드밀 위에 의자를 놓고 5분간

안정을 시켰다. 점증 부하 운동 방법은 발케법(Balke

protocol)을 사용하였으며, 휴식기 1분, 운동기 14분, 회

복기 1분을 포함하여 총 16분으로 설정하였다. 운동 부

하는 속도를 3.3 mph로 고정한 상태에서 매 1분마다

트레드밀의 경사를 1%씩 증가하였다. 실험의 목적에

맞게 대상자에게 최대 운동을 격려하지는 않았으며, 호

흡교환율(respiratory exchange ratio; RER)이 1 이상인

상태에서 자발적인 운동 중단으로 비상 멈춤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발적인 운동 중단

의사가 없는 경우 16분 동안 운동을 허락하였다. 마지

막으로 실험 종료 후 환자군의 요부 통증을 재평가하였

고, 운동 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운동자각도(ratings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측정하였다.

다.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결정

무산소성 역치수준은 Yeh 등(1983)이 제시한 호흡가스에

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산소섭취량을 완전히 넘어

서는 지점으로 결정하였다. 즉 산소섭취량에 대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호흡교환율이 1을 완전히 넘

어서는 지점의 시간과 분당 산소섭취량, 심박수, 호흡수 그

리고 대사당량(metabolic equivalents; METs)을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7.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

술 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환자군과 정상

군의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도달시간, 분당 심박수, 호흡수,

산소섭취량, 단위체중당 산소섭취량(relative VO2) 그리고

대사당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시행하였으며, 군 간 운동자각도의

차이와 환자군의 실험 전과 후에 평가된 시각 상사 척도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의 부호순위 검정

(Wilcoxon's signed-rank test)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운동자각도

환자군과 정상군에서 발케법으로 진행한 증상 제한

성 점증 부하 트레드밀 검사의 운동자각도는 정상군이

14.3이었고 환자군이 15.3으로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05)(표 2).

3) Intertrack 6100, TAEHA mechatronics, Anyang, Korea.

4) POLAR transmitter belt T31, POLAR Electro, Kempele,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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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n1=15) 환자군(n2=15) t값 p

도달시간 (min) 8.03±2.74
a

6.23±1.88 2.096 .045

호흡수 (time/min) 28.8±4.63 27.2±3.32 1.097 .282

심박동수 (time/min) 141.4±11.37 133.1±9.67 2.146 .041

산소섭취량 (ℓ/min) 1.44±.28 1.24±.11 2.564 .019

단위체중당 산소섭취량

(㎖/㎏/min)
24.5±4.02 21.16±2.92 2.607 .014

대사당량 (METs) 6.98±1.11 6.12±.90 2.336 .027
a평균±표준편차.

표 4.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변인 (N=30)

정상군(n1=15) 환자군(n2=15) z값 p

운동자각도 14.3±2.23a 15.3±1.35 -1.179 .238
a평균±표준편차.

표 2. 운동자각도 (N=30)

실험 전 실험 후 z값 p

시각 상사 척도 (㎝) 4.09±.85a 3.57±1.13 -2.582 .057
a
평균±표준편차.

표 3. 환자군에서 실험 전 후 시각 상사 척도 (N=15)

2. 환자군에서 실험 전 후 시각 상사 척도

환자군에서 시각 상사 척도는 실험 전 4.09 ㎝이

었고, 실험 후 3.57 ㎝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의 시각 상사 척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표 3).

3.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변인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도달 시간은 정상군이 8.03분이었

고 환자군이 6.23분으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5). 무산소성 역치수준에서 분당 호흡수는 정상

군이 28.8회이었고 환자군이 27.2회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무산소성 역치수준에서 심박수는 정상군이

141.4회이었고 환자군이 133.1회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05), 절대적 산소섭취량과 단위체중

당 산소섭취량은 각각 정상군이 1.44 ℓ/min, 24.5 ㎖/㎏

/min이고 환자군이 1.24 ℓ/min, 21.16 ㎖/㎏/min으로 환자

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5). 무산소성 역

치수준에서 대사당량은 정상군이 6.98METs이고 환자군이

6.12METs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5)(표 4).

Ⅳ. 고찰

요통환자의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

는 노력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나, 검사 도중 증가한 통증

으로 인해 측정을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안정성의 논

란이 재기되고 있다. 따라서 요통환자의 유산소성 운동 능

력을 정상인과 비교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특이성 만성요통이

있는 50대 성인 여성과 연령, 신장, 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

수준이 비슷한 요통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 제한성

점증부하 트레드밀 검사를 통해 무산소성 역치수준을 측정

하여 유산소성 운동 능력을 비교하였다.

만성요통 환자의 54%가 검사로 인한 통증으로 측정

을 중단한 Wittink 등(2001)의 연구에서 이용한 트레드

밀 검사법은 속도와 경사를 함께 단계적으로 증가시키

는 변형된 브루스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경사를 단계적으로 증가

시키는 발케법을 사용하였으며, 환자군에서 요통의 증

가로 인해 실험을 중단한 사례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전 연구에서 이용한 변형된 브루스법에 비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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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험 후 측정한 정상군과 환

자군의 운동자각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

며, 모든 대상자들이 ‘힘들다’는 수준의 운동 강도로 발케

법이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측정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최대

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전력을 다하도

록 독려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산소성 역치수준을 파

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전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최대 산소섭취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의 탈진에 대한 노력 여하를 배제할 수 있었다.

실험 후 측정한 환자군의 요부 통증 수준이 실험 전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환자군의 안정 시 요부 통증이 기존 연구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속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경사도만을 이용하여 운동 강도를 점증 부하하는 발케법

의 특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는 무산소성 역치수준

이상의 운동에 대한 일시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베타 엔

도르핀(β-endorphin)과 코티졸(cortisol)이 분비되어 요부

통증의 인지 변화와 유해자극 수용기에 의한 통증 신호

전달이 차단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 De Meirleir 등(1986)

의 연구에서는 코티졸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부신피질자

극호르몬이 무산소성 역치수준 이상의 운동 강도에서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Goldfarb 등(1987)의 연구에서는

무산소성 역치수준 이상에서 운동을 시행 한 후 베타 엔

도르핀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율동

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시행함으로 관절 내 기계적 수

용기가 활성화되어 하행성 통증 억제조절을 일으킨 결과

일 수도 있다(Melzack과 Wall, 1965).

운동 중에 근육이 무산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

혈관계에서 적당한 비율의 산소가 근육으로 공급되는 능

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무산소성 역치수준

을 측정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정한 운동 강도 이상

에서 유산소성 대사로 운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근육

은 무산소성 대사를 시작함으로 젖산의 생산이 증가하며

혈액이 산성화되고, 수소이온이 근육세포에서 세포외액

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중탄산염이 완충되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초래한다(Mathews와 Fox, 1976).

무산소성 역치수준, 즉 젖산 역치(lactate threshold; LT)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

고 있는 V-slope법은 산소섭취량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

출량 또는 환기량의 비직선적인 관계를 프로그램화된 회

귀분석을 통해 2개의 회귀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구하였

다(Beaver 등, 1986). 다른 방법으로는 산소섭취량에 대

한 환기량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구하는 EqO2법

(Reinhard 등, 1979), 맥박 산소포화도(Mucci 등, 2004)

그리고 호흡교환율(Dickstein 등, 1990; Yeh 등, 1983)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까지도 위의 여러 비침습

적 방법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최

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얻은 환기역치와 침습적인 방법

으로 얻은 젖산 역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Nikooie 등

(2009)과 Solberg 등(2005)은 호흡교환율을 이용한 방법

이 다른 방법에 비해 무산소성 역치수준을 추정하기에

가장 정확하고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호흡교환율을 이용하여 무

산소성 역치수준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무산소성 역치수준에서의 분당

호흡수는 정상군과 환자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 무산소

성 역치수준의 도달시간, 심박수, 분당 산소섭취량과 단

위 체중당 산소섭취량, 그리고 대사당량은 환자군이 정

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가 비슷한 호흡에서의 인체 내 산소 이용

률이 정상인에 비해 낮으며, 낮은 운동 강도에서 젖산

이 급격히 축적되기 시작하는 무산소성 대사가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의 유산

소성 운동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무산소성 역치수준이 낮은 원인에 대

해 이전 연구에서 근육으로의 혈류량 감소, 세포수준에

서의 산화능력 저하, 근섬유 동원 패턴의 변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산화능력 감소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Davis 등, 1979; Kindermann 등, 1979; Rusko 등,

1980). 본 연구에서는 활동수준이 유사한 두 집단을 대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의 감소된 유산소성 운동능력은 공포-회피모델보

다는 비정상적인 근육의 수축 패턴으로 인한 생리학적

인 변화에 더욱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ihvonen 등(1997)의 연구에서 기능적 작업 시 만성요

통 환자의 요추 심부 근육인 다열근의 활성도가 정상인

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Biederman 등(1991)의 연구에서

는 근전도의 주파수 분석 결과 만성요통 환자의 다열근

에서 근피로가 정상인에 비해 더욱 증가되었다. 또한

만성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과 비교해서 요

부 심부근육의 위축 정도가 더 심하고(Laasonen, 1984),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적근이 감소되고 백근이

증가한다고 하였다(Mannion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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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은 50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비특이

성 만성요통 환자와 정상인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평

가하였고, 적은 대상자 수로 인해 위의 결과가 모든 비

특이성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와 정상인의 유산소

성 운동능력을 다양한 연령과 활동수준, 그리고 성별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50대 성인 여성 중 비특이성 만성요통이

있는 환자 15명과 정상인 15명에게 증상 제한성 점증

부하 트레드밀 검사 중 호흡 가스 분석을 통하여 무산

소성 역치수준을 측정하여 유산소성 운동능력을 비교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케법으로 진행한 증상 제한성 점증부하 트레드밀

검사에서 운동자각도는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2. 환자군의 실험 후 시각 상사 척도는 실험 전에 비

해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3.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분당 호흡수는 군 간 차이가

없었으나(p>.05), 무산소성 역치수준의 도달 시간, 분당

심박수, 분당 산소섭취량과 상대적 산소섭취량 그리고

대사당량은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의 결과로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의 유산소성

운동능력은 정상군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의 유산

소성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비특이성 만성요통 환자의 감소된 유산소

성 운동능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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