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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은 허혈과 출혈에 의한 뇌손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질

환으로 수술, 정맥혈전용해제 이용, 혈관내혈전제거술와 같은 급성뇌

졸중 표준 치료기술의 발달, 권역심뇌질환센터의 운영, 응급의료전달

체계의 활성화,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운영으로 그 사망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의 질환이고 1년 누적사망률과 

4년 누적사망률이 10.4%와 18.3%에 달한다[1-4]. 반면 뇌졸중 생존자

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장애, 인지장애, 이동장애, 삼킴 장애 등 후유 

장애와 일상생활동작 수행 제한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고 발병 후 6개

월 장애율이 35.9%인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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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위한 핵심 치료와 간호

는 환자의 생명 유지와 신체 기관의 생리적 지표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5] 침습적인 집중 간호 및 치료 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진정제

와 신경근육차단제를 투여하거나 절대적 침상안정으로 부동 상태를 

유지한다[6,7].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으로 부동 상태를 유지하면 체중

부하 활동과 능동적인 근육수축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중환자유발

허약(Intensive care unit acquired weakness, ICUAW)이 발생하고 불용

성 근육량 감소를 초래하여 운동능력 회복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8]. 질병 중증도, 스테로이드, 패혈증, 전신 염증, 고혈당, 칼로리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중환자의 근육량 감소와 관

련되나 중환자실에서의 치료적 부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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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10]. 

골격근은 신체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관으로 근육사용 정

도에 따라 근육의 직경, 형태, 혈액공급이 달라지며 침상안정이나 부

동 상태에서는 근육단백질 파괴와 근육의 성장 억제로 근위축이 발생

되고 일상적인 체위변경과 관절범위 운동을 수행하더라도 근위축이 

개선되지 않아 운동기능이 저하된다[9]. 따라서 급성 뇌졸중 치료 후 

잔존하는 운동기능을 회복시키고 기능적 독립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재활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3]. 뇌졸중 환자의 기능장애와 걷기능력 

회복을 위해 하지의 근력 보존이 필요하며 중환자실 내에서 시작하는 

운동의 시기와 높은 강도의 재활 운동은 기능 상태 회복에 중요한 영

향 요인이다[10]. 

특히 뇌졸중 발병 초기 7일의 이동기능과 운동기능은 뇌졸중 중환

자의 사망의 위험요인이고[2] 중환자실 입원 7일 이내에 근력과 근육

량이 감소되며[11] 발병 초기에 수행하는 집중재활은 운동장애 회복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 

급성기 중환자를 위한 조기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더라도 집

중적인 조기 재활치료율은 22%로 낮으며[2] 현재 국내 임상 실무에서

는 뇌졸중 중환자를 위해 적절한 체위 유지, 체위변경, 등 마사지의 기

본 간호와 1일 5분 정도 물리 치료사에 의한 침상에서의 수동적 관절

가동범위운동만을 수행하고 있어 뇌졸중 중환자의 근육 감소 예방 관

리는 매우 부족하다. 

부동 상태의 뇌졸중 중환자의 근력이 저하되면 근육이 경축되고 2

일부터 근육 감소가 시작되며 7일 시점에서 근육 감소가 현저하게 나

타나 운동회복을 지연시키므로[9,11] 부동 상태로 집중간호와 치료를 

받는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근육량 변화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

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급성 뇌졸중 환자의 근육량 변화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7일 동안 도수근력과 초조

진정수준을 기준으로 부동 상태인 급성 뇌혈관질환 신경계 중환자를 

대상으로 사지 근육량 변화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계 중환자실에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한 43명의 급성 뇌졸중(뇌출혈 38명, 뇌경색

증 5명) 환자 중 입원 2일 시점에서 일반병동으로 이동된 18명의 뇌출

혈 환자를 제외하고 신경계 중환자실에 7일 이상 체류하였던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계 중환자 표준치료 프로

토콜에 의해 입원 당일에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모든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이탈하였다. 부동 상태인 급성 뇌졸중 중환자의 선정조건은 신

경계 중환자실 입원시점에서 중환자 간호 중증도 5군이고[12]이고 중

환자실 입원 후 7일 동안 근력(Medical research council score, MRCs) ≤

48점[13,14]과 리치몬드 초조진정수준(Richmond agitation and seda-

tion score, RASS) ≤-2점[15]를 유지한 환자이다. G-power*3.1 프로그램

을 이용한 반복측정분산분석 모형(효과의 크기 f= 0.30, 유의수준 0.05, 

1-β= 0.80, 집단수=1, 반복시점=3)에서 요구되는 표본수는 20명이었

다. 중환자의 부동에 의한 근육감소는 2일부터 시작되고 7일 시점부터 

근력과 근육량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보고를 근거로[9,11] 본 연구에

서는 중환자실 입원시점, 입원 2일 시점, 입원 7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

집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앙와위 자세에서 Stryker S3 (Stryker, USA)과 줄자

(Tailer,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신체비만지수를 산출하였다. 근

력은 좌상지와 우상지(팔목과 팔꿈치 및 어깨), 좌하지와 우하지(발목, 

무릎, 고관절)에서 연구자 1인이 측정하였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중환자는 가벼운 자극을 주거나 연구자가 환자의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놓았을 때의 저항을 확인하였다[13,14]. 의식수준은 공격

적인 상태(+4점)부터 무의식상태(-5점)의 리치몬드 초조진정 도구로 

측정하였다[15]. 상하지 신경학적 장해 수준은 미국국립보건원 뇌졸

중 척도(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acle, NIHSS)의 5번째(0-4

점)와 6번째(0-4점)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 근육량은 누워있

는 중환자에게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Inbody S10 (Biospace, 

Korea)을 이용하여 양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전극을 붙이고 

원통형파이프 모양의 스테인레스판을 양쪽 복숭아뼈에 붙여 대상자

의 손과 발에 약한 교류 전류를 흐르도록 한 후, 외부의 전류교류로 인

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몸에서 각 팔과 다리는 5 cm를 떨어뜨려서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입원 시점과 입원 후 2일 및 입원 후 7일 오전 

11시에 연구자 1인이 측정하였다. 임상 특성(활력징후, 패혈증, 스테로

이드, 진정제 및 신경 차단제, 당뇨병, 고혈압 유무), 혈액생화학 검사, 

중환자 중증도, 아파치 II 점수[17], 신경학적 장해 수준 NIHSS 총점은 

의무기록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

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B-1403/242-001). 

연구도구

근력

근력은 손목, 전박, 어깨, 발목, 무릎, 고관절 부위에서 측정한 점수로 

‘눈에 보이는 근수축이 전혀 없음’은 0점, ‘근수축을 보임’은 1점, ‘근육

을 수축시켜 관절을 움직일 수 있으나 반대된 힘이나 중력에 대항할 

수 없음’은 2점, ‘근육을 수축시켜 관절을 오직 중력에 대항하여 움직

일 수 있음’은 3점, ‘근육을 수축시켜 관절을 약한 반대되는 힘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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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움직일 수 있음’은 4점, ‘근육을 수축시켜 정상적으로 반대되는 

힘에 대항하여 움직일 수 있음’은 5점으로 총점은 60점이고 근력이 48

점 이하일 때 근력저하로 간주한다[13,14].

리치몬드 초조진정수준

리치몬드 초조진정수준 점수는 -5점(진정)-+4점(초조)의 10단계로 0

점은 평온하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절댓값이 크면 클수록 

부호에 따라 진정 증상 혹은 초조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약한 진정 

상태는 ‘10초 이내로 목소리에 잠깐 깨어 눈을 맞출 수 있음’(-2점)이고 

깊은 진정 상태는 ‘신체적 자극에 움직이거나 눈을 뜰 수 있음’(-4점)이

며 무의식 상태는 ‘목소리나 신체적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음’(-5점)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에 눈을 뜨고 잠깐씩 깨는(10초 미만) -2점 이하

를 진정상태로 간주한다[15].

근육량

근육량은 생체전기저항분석법(Bioimpedence analysis)의 원리를 이

용하여 누워있는 중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In-

body S10를 이용하였고 신체 총근육량과 사지 근육량을 측정한 값

이다.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

사지의 신경학적 장해 수준은 NIHSS의 상하지 운동능력 부분을 

누운상태에서 측정한 값(0-1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학적 장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16]. 누운 상태에서 상지 손바닥을 아래로 하

여 45도 신전 후에 ‘하락이 없거나 10초 동안 유지함’은 0점, ‘하락이 있

고 유지를 하려고 하나 10초가 되기 전에 떨어지지만, 침상이나 다른 

지지물을 건드리지는 않음’은 1점, ‘중력에 대한 약간의 노력은 있고, 지

시에 따라 상지를 45도까지는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유지를 못함, 약

간의 중력에 대한 있음’은 2점, ‘중력에 대한 노력이 없지만 좌우로 움직

이는 정도나 근 수축은 있음’은 3점, ‘움직임이 전혀 없음’은 4점으로 측

정한 점수이다. 하지를 30도 신전한 후 ‘하락이 없고 하지를 30도에서 

5초 동안 유지함’은 0점, ‘하락이 있고 유지를 하려고 하나 5초가 되기 

전에 떨어지지만, 침상이나 다른 지지물을 건드리지는 않음’은 1점, ‘중

력에 대한 약간의 노력은 있고, 지시에 따라 상지를 30도까지는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유지를 못함, 약간의 중력에 대한 있음’ 은 2점, ‘중력

에 대한 노력이 없지만 좌우로 움직이는 정도나 근 수축은 있음’은 3점, 

‘움직임이 전혀 없음’은 4점이다[16].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과 근육량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

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규성은 Kolmogorov-

Table 1. Gener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body muscle and limbs 
muscle among immobilized critically Ill patients with acute stroke (n=23)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Characteristics
   Sex Male 13 (56.5)

Female 10 (43.5)
   Age (y) 65.39±16.65
Type of cerebrovascular 

disease
Hemorrhage 18 (78.3)
Infarction 5 (21.7)

Craniotomy Yes 9 (39.1)
No 14 (60.9)

Diabetes Yes 7 (30.4)
No 16 (69.6)

Hypertension Yes 13 (56.5)
No 10 (43.5)

Sedatives or nerve 
blocker 

Yes 10 (43.5)
No 13 (56.5)

Steroid Yes (days)        6 (26.1) (4.17±3.13)
No 17 (73.9)

Sepsis Yes 11 (47.8)
No 12 (52.2)

MRCs (0-60) Baseline (Range) 8.96±11.89 (0.00-32.00)
2nd day (Range) 12.74±12.93 (0.00-38.00)
7th day (Range) 16.26±13.41 (0.00-40.00)

RASS (+4- –5) Baseline (Range) -4.43±0.84 (-5.00- –2.00)
2nd day (Range) -3.26±0.81 (-5.00- –2.00)
7th day (Range) -2.83±0.78 (-5.00- –2.00)

NIHSS (Total) (0-42) 24.87±5.50
APACHE II score (2-71) 25.48±6.48

Post surgery 25.22±6.85
No surgery 25.64±6.49 

Fasting days (day) ≥3 14 (60.9)
4-7 9 (39.1)

Range of motion  
exercise 

Yes (days)         3(13.0) (5.00±1.42)
No 20 (87.0)

Lean body muscle  
(kg, %)

On admission 43.30±7.54 (100.00±0.00) 
2nd day 42.90±7.75 (98.95±1.51)
7th day 42.77±7.98 (98.55±2.63)

Upper limb muscle  
(kg, %)

On admission 5.19±1.26 (100.00±0.00)
2nd day 5.10±1.28 (98.27±5.62)
7th day 5.02±1.26 (96.57±6.07)

Lower limb muscle  
(kg, %)

On admission 13.74±3.12 (100.00±0.00)
2nd day 13.62±3.16 (99.10±3.56)
7th day 13.31±3.25 (96.47±5.24)

M±SD, mean±standard deviation; MRCs, medical research council score; 
RASS, Richmond agitation and sedation score;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acle;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
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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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특성에 따른 근육량의 변화 

개두술, 진정제 또는 신경근차단제 투여, 스테로이드 투여, 패혈증 위

험 유무, 관절가동범위운동, 알부민 감소 유무, 금식일에 따른 신체근

육량, 상지와 하지 근육량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임상특성과 근육량의 변화 

신체근육감소 빈도는 입원 2일에서 95.7%이었고 7일에서 65.2%이었

으며 상지근육감소 빈도는 2일과 7일 시점에서 각각 56.5%이었으며 하

지근육감소 빈도는 2일에서 65.2%이었고 7일에서 73.9%이었다. 임상특

성의 변화를 확인하였을 때 입원 2일에 심박동수가 안정되었고(p =  

0.014) 알부민이 7일 시점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정상범위를 유지

하였다(p = 0.007). 상지와 하지, 우측과 좌측의 상하지 NIHSS는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신체근육량은 입원 시점에서 측정한 기저치보다 입원 2일에 -1.05 ±

0.31% (p= 0.009) 감소되었고 7일에는 -1.45 ± 0.55% (p= 0.043) 감소되었

으며 상지근육과 하지근육은 입원 7일에 각각 -3.34 ±1.17% (p = 0.038)

과 -3.53 ±1.09% (p= 0.012) 감소되었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7일 동안 치료적 부동 상태

를 유지한 급성 뇌졸중 환자의 근육량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그 결과 입원 7일 시점에서 근육감소 빈도는 65.2%이었고 상지와 

Smirnov 검정으로 수행하였고 입원 시점에서의 근육량과 다리

근육량은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았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근육량 변화는 성별과 연령을 공변인으로 

한 Rank ANCOVA로 분석하였다.

(3)  시점에 따른 임상 지표과 근육량 변화는 반복측정분산분석 및 

Bonferroni 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구형성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Greenhouse-Geisser의 수정된 

검정통계량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56.5%가 남자이었고, 평균 나이는 65.39 ±16.65세이었으며 

뇌출혈 중환자가 78.3%이었다. 39.1%의 대상자가 개두술을 받았고 당

뇨병과 고혈압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각각 30.4%와 56.5%이었다. 43.5%

가 진정제 또는 신경근육 차단제를 투여받았고 26.1%가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았다. 패혈증의 위험을 가진 대상자는 47.8%이었고 4-7일 동안 

금식상태인 환자는 31.9%이었으며 13.0%의 대상자가 수동적 관절가동

범위 운동을 받았다. 대상자는 입원일, 입원 2일, 입원 7일 시점에서 도

수근력 점수≤ 48과 리치몬드 초조진정 점수≤-2점을 유지하였고 중환

자실 입원 당시 NIHSS 총점과 APACHE II 점수는 24.87± 5.50점과 

25.48± 6.48점이었다(Table 1). 

Table 2. Differences of lean body muscle and limb muscle chang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3)

Variables  Categories 

LBM Upper limb muscle Lower limb muscle 

Diff (%) Diff (%) Diff (%)

M±SD z or F p M±SD F p M±SD z or F p

Craniotomy  Yes (n=9) 2.05±7.79 1.38 0.253 0.58±7.24 0.13 0.728 2.31±6.60 1.98 0.174
No (n=14) -1.32±5.93 -0.37±5.74 -1.48±6.12

Steroid Yes (n=6) -0.63±4.97 0.07 0.797 -0.11±6.62 0.02 0.893 -1.78±6.06 2.43 0.134
No (n=17) 0.22±7.40 0.30±5.47 2.31±6.49

Nerve block Yes (n=10) -2.10±6.67 3.16 0.090 -1.68±5.78 2.30 0.144 -0.39±6.07 0.23 0.634
No (n=13) 2.73±6.14 2.18±6.38 1.11±7.94

Sepsis Yes (n=11) -0.28±6.96 0.04 0.840 1.27±4.77 0.88 0.360 -0.98±7.74 0.56 0.461
No (n=12) 0.31±6.84 -1.17±7.33 1.06±4.81

ROM exercise Yes (n=3) -0.33±7.47 0.01 0.916 1.60±6.63 0.31 0.583 0.64±6.69 1.09 0.308
No (n=20) 0.07±6.82 -0.34±6.27 -3.05±4.50

Albumin loss Yes (n=18) -0.04±6.88 0.00 0.953 -0.99±6.29 0.16 0.698 -2.97±7.79 1.38 0.254
No (n=5) 0.16±7.07 0.27±6.29 0.82±6.01

Fasting days ≥3 (n=14) 0.32±7.07 0.09 0.769 2.43±6.08 1.94 0.178 2.12±6.83 1.35 0.258
4-7 (n=9) -0.59±6.76 -1.29±6.10 -1.13±6.16

LBM, lean body muscle; ROM, range of motion; Diff, difference (7th day–baseline); M±SD, mean±standard deviation.
F by rank ANCOVA adjusted by sex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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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근육 감소는 56.5%와 73.9%에서 나타났다. 신체근육량은 입원 2일 

시점에서 감소되었고 상지 및 하지근육은 입원 7일 시점에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원 당일 중환자 중등도 분류 5군[12]인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가 높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수근력측정

(MRCs)을 이용하여 어깨, 팔꿈치, 팔목, 대퇴, 무릎 및 발목의 굴곡근

과 신전근의 근력을 평가하였다[13,14].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근력은 

입원시점에서 8.94점이었으며 입원 2일과 7일 시점에서 12.74점과 

16.26점으로 근육허약의 기준인 48점 이하가 지속되었다. 리치몬드 초

조진정점수에 의한 의식 수준은 입원당시 깊은 진정 상태인 -4.43으로 

목소리에는 반응이 없고 신체적 자극에 움직이거나 눈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수준을 보였으며 입원 2일과 7일 시점에서는 -3.26점과 

-2.83점으로 낮은 의식수준의 기준인 -2점[15]을 7일 동안 유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NIHSS에 의한 신경학적 장해 수준은 24.87점

으로 8점 이하는 경증, 8-16점은 중등도, 16점 초과이면 중증의 기준에 

따라[18] 7일 동안 사지의 운동 능력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근육약화 관련 요인[8-10]인 개두

술, 스테로이드, 신경차단제, 패혈증, 관절가동범위운동 유무, 금식기간, 

알부민 감소에 따라 근육량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128명의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에 따른 근육감

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23]. 그러나 본 연구 대상

자 중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환자는 6명(26.1%)으로 적은 표본수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Hwang and Choe [24]는 근위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열량섭취, 스테로이드와 신경차단제 투여량 통제가 필

Table 3. Changes in clinical indices, body muscle and limbs muscle (n=23) 

Variables Time
Baseline 2nd day 7th day

F p
M±SD M±SD M±SD

Clinical indices
   Heart rate (rate/min) 102.00±24.56 85.74±16.02* 86.22±19.24 5.93 0.005
   Respiration rate (rate/min) 15.78±4.19 15.96±4.47 16.52±4.33 0.21 0.812
   BT (°C) 37.06±1.43 36.84±0.86 36.46±0.80 1.89 0.180
   PaCO2 (mmHg) 37.50±6.72 35.78±6.97 38.17±10.94 0.53 0.549
   Albumin (g/dL) 3.56±0.67 3.19±0.36 3.06±0.40* 8.68 0.003
   CK (IU/L) 237.83±192.31 285.91±173.66 114.91±186.19 2.32 0.137
   Hb (g/dL) 11.70±1.92 11.32±1.30 10.83±1.18 2.63 0.099
NIHSS
   Upper arms (0-8) 7.09±1.24 6.78±1.42 6.52±1.34 1.63 0.207
   Lower legs (0-8) 7.13±1.18 6.61±1.23 6.35±1.47 3.09 0.056
   Right limb (0-8) 7.09±1.24 6.65±1.40 6.43±1.38 2.28 0.114
   Left limb (0-8) 7.13±1.18 6.74±1.14 6.43±1.41 2.58 0.089
BMI (kg/m2) 23.54±4.84 23.46±5.09 23.40±4.79 0.19 0.829
Body muscle
   LBM (kg) 43.30±7.54 42.90±7.75 42.77±7.98

(%) 98.95±1.51 98.55±2.63
Diff (%) -1.05±0.31* -1.45±0.55 5.62 0.014

   Upper limb (kg) 5.19±1.26 5.10±1.28 5.02±1.26
 (%) 98.27±5.62 96.57±6.07

Diff (%) -1.73±1.17 -3.34±1.27 5.10 0.019
   Lower limb (kg) 13.74±3.12 13.62±3.16 13.31±3.25
 (%) 99.10±3.56 96.47±5.24

Diff (%) -0.91±0.74 -3.53±1.09* 7.00 0.002
Muscle loss incidence 
   LBM 22 (95.7) 15 (65.2)
   Upper limb 13 (56.5) 13 (56.5)
   Lower limb 15 (65.2) 17 (73.9)

M±SD, mean±standard deviation; BT, body temperature; PaCO2, partial pressure of arterial carbon dioxide; CK, creatine kinase; Hb, hemoglobin; BMI, 
body mass index; NIHS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LBM, lean body muscle.
F by repeated measures of ANOVA.
*p<0.015 by Bonferroni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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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표본수를 늘려 영향요인을 통제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패혈증은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기준에 의해 

체온 38도 이상 혹은 36도 이하, 심박동수 90회/분 이상, 호흡수 20회/

분 이상,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aCO2) 32 mmHg 이하, 백혈구 

12,000/mm3 이상 혹은 4,000/mm3 이하의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7일 동안 패혈증이 지속된 환자가 7명

(30.4%)으로 패혈증이 없는 환자와 근육감소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다. 

의료진은 신경학적 장해 수준이 높고 근력과 의식수준이 낮은 환자

는 재활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혈역학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환자

에게 조기 운동을 실시하면 의식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중환자실에서의 재활 수행률은 매우 낮다[19]. 본 연구에서도 중환자

실 입원 후 1일 1회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대상자는 3명(16.4%)으

로 낮았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급성 뇌혈관질환자가 혈역학적 

안정을 보이는 시점이 2일로 운동이 가능하다고 하였고[20] 본 연구에

서도 입원 시 높았던 심박동수는 입원 2일에 안정 상태에 도달하였으

며 전해질, 호흡수,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입원 7일까지 안정 상태

를 유지하였다. 입원 7일 시점에서는 알부민 감소를 제외한 임상 지표

는 회복되었고 근육허약과 손상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근육효소 크

레아틴 키나제(creatine kinase) [21]도 정상 범위인 22-198 IU/L 내로 

95.7%의 환자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조기운동 수행 조건인 임상적 회

복은 대부분 입원 2일 시점에 보이므로 중환자의 근육허약, 낮은 의식

수준, 신경학적 장해에 의한 운동기능 저하문제와 부동의 문제를 인지

할 필요가 있다[19,20]. 

골격근은 우리 몸에서 요구되는 근육기능에 적합하게 끊임없이 재

구성되므로 근육량과 기능 보존 및 근위축을 막기 위해 중환자에게 

운동과 함께 단백질과 칼로리 공급이 근육 리모델링에 중요하다[9]. 본 

연구에서 입원 7일 시점에서 알부민 감소를 보였는데 뇌졸중 발병 1주

일 동안 근육소모가 흔히 발생되며 뇌졸중 후 아미노산 투여는 근육

소모를 예방하고 근육량 소실과 기능적 의존도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는 보고를 근거로[22] 중환자의 단백질 공급을 위한 집중적인 영양관

리 간호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3일 금식한 

환자는 60.9%이었고 4-7일 금식한 환자는 39.1%로 금식동안 수액공급

을 통해 섭취량과 배설량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비만지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나 에너지와 단백질 공급 측정을 하지 못한 제한

점을 보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량을 고려하

여 근육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입원 7일 시점에서 근육량 감소를 보인 대상자는 65.2%

이었고 팔과 다리 근육량 감소는 56.5%와 73.9%로 나타났다. 장기간 인

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급성호흡부전 중환자에서 부동에 의한 근육허

약은 34%[23]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는 뇌졸중으로 근육 손

상이 시작되고 근육소모가 가장 큰 1주일이 포함되었고[22] 또한 근력

과 의식수준이 낮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근육감소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에서 신체 총

근육량은 입원 2일 시점에서 1.05%가 감소되었고 7일 시점에서 1.45%

가 감소되었으며 팔근육량은 3.34%, 다리근육량은 3.53% 감소를 보였

다. 이는 상지 활동이 전혀 없었던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의 중간상박 근

육면적이 입원 8일째 6.8% 감소되었다는 연구[24]와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중환자의 초음파를 이용한 대퇴부 사두군의 근육두께가 감소된 

연구결과[25]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는 지지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문제점과 간호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는 입원 7일 동안 신경학적 장해에 의

한 운동기능 저하, 부동상태의 급성뇌졸중 환자의 근육감소를 확인하

였으므로 조기운동 수행 선제 조건인 임상적 회복과 동시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조기 운동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26]. 둘째, 중

증 질환으로 부동 상태가 7일 정도 지속되면 근육량은 감소되고 운동

부족과 단백질/에너지 공급부족이 직접적으로 근위축과 근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양 간호 수행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9]. 셋째, 뇌

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중환자는 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원칙으로 생명과 관련된 임상적 지표가 안정되면 7일 이상 중환

자실에 체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활대상자

와의 근육량 변화를 비교할 수 없었으나 중환자실 내의 조기 재활프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근거를 제시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근력과 의식수준이 저하되어 부동상태를 유지하는 급성

뇌졸중 신경계 중환자에서 중환자실 입원 7일 동안 알부민 감소와 신

체 총근육량 및 사지 근육량 감소를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의 근육 

감소 정도는 움직임 제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뇌졸중 중

환자의 임상적 지표의 회복을 고려하면서 의료팀이 협력하여 중환자

실에서 단계적으로 체위변경, 수동적 관절가동 운동, 능동적 관절가

동 운동, 점진적인 움직임과 같은 운동 수행 빈도와 지속시간을 정해 

안전하게 운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결과를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1개 대학 신경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져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고 적은 표본수와 근육감소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부족이 있었으므로 대상자수를 늘려 부동과 관련된 근위축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급성 뇌졸중 환자의 근력과 의식수

준 및 운동능력에 따른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위한 단기 재활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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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여 근육감소 예방과 효과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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