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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mpare the effects of ins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and 
ex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of normal adult respiratory function.
 Method : In this study, we want to compare the effect of ins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n=8) and ex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n=8) to target the normal adult 16 people. ex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was 25 minutes of 
training on the basis of the breathing image program that has been pre-recorded. ins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use 
the power-breathe plus on the measured resistance value, was carried out for 25 minutes. Using the spirometer in order to 
examine the ability to breathe, FVC, FEV1, FEV1 / FVC, MVV was measured.
 Result : The results showd that in the breath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FVC, FEV1, MVV increas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 inspiration muscle strength training FVC, FEV1, MVV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FEV1/FVC 
decrease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clusion : In conclusion, both methods give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effective respiratory function. Ins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the function of the lung is very limited to be used when and by us effectively and expiratory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lung is an effective way that will increase the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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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로 인한 공기오염은 인류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해오고 미세먼지는 호흡기계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미국 환경청, 2012) 세계 많은 국

가에서 기 환경에 한 관리수준을 강화 하고 개선하

려고 노력 하고 한민국에서는 2015년부터 기환경 

기준 적용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호흡기계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폐쇄성 폐질환과 제한

성 폐질환으로 나타나 호흡기에 직접적인 질병을 유발

하며, 간접적으로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를 

정상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거나 비정상 적인 기능을 

초래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Sahsuvaroglu 등, 2009). 

인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공기오염은 날로 심

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유럽 자동차 회사의 디젤자동차

는 연료효율성 부분에서 경제적이고 기술개발로 인한 

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자동차로 인식 되어 왔으나 현

재는 기오염의 주범이며 인체 호흡에 치명적인 SO2, 

NO2를 내뱉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사건으로 두되고 

있다. SO2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기분진은 1~5㎛이하

의 흡입 기능 입자가 허파로 흡입됨으로서 폐 실질의 

파괴와 함께 기도저항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폐의 탄성이 

소실되어 부분적인 비가역성을 나타내며(Rabe 등, 

2004), 폐기능이 50%이상 손상되면 호흡곤란, 기침, 객

담 등의 호흡기 증상과 피로, 우울 등, 일상기능의 저하

와 증상악화로 점차 심해지는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Barnett, 2008). 

들숨근 강화 호흡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호흡기능 제

한에 노출되어 가슴우리의 제한과 가로막의 병태 변화 

등의 심각한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호흡근의 기능강화

와 들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Loring 등, 

1985). 가슴우리의 제한과 병리적 변화는 호흡근육량의 

감소와 근위축을 유발하게 되어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

게 되는 현상을 나타낸다(Marquis 등, 2002).

날숨근 강화훈련은 호흡날숨 근의 강화와 호흡 지구

력을 증가 시키는 방법으로 제한성 폐질환의치료에 널

리 사용되고 있는 호흡 방법으로 표적인 가로막 강화 

훈련 방법이다. 물리치료분야에서 뇌졸중 환자 및 뇌성

마비 환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호흡근 강화 기법

이다.  

호흡 기능의 향상을 위한 연구들은 들숨훈련방법과 

날숨훈련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들숨근 훈련은 가로

막과 들숨 협력근에 저항을 적용하는 방법((Moodie 등, 

2011), 날숨근을 강화하는 방법(Petrovic 등, 2009), 들숨

과 날숨을 병행하여 훈련하는 벙법(Tout 등, 2013), 피드

백을 이용한 방법(Koppers 등, 2006),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피드백 방법(Tabak 등, 2014)등 다양하게 연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미세분진의 지

속적인 발생과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호흡기계에 한 

중요성과 치료에 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 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흡 치료 방법 중 들숨근 강화 

기법인 파워브리드 훈련과 날숨 및 호흡 지구력강화로 

사용한 날숨근 호흡 운동군이 정상 성인의 호흡기 능력

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차 후 호흡

기 질환이 발생하기 전 정상인에 적용가능한 호흡 운동

과 호흡기 환자 적용에 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과거 폐결핵,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에 과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최근 6

개월 동안 폐렴, 감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질환

이 없고 호흡질환 발병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정상성인 

16명을 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모든 상자들은 헬

싱키 선언의 내용에 근거한 실험방법에 한 충분한 설

명을 듣고 실험의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

적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들숨근 강화 훈련군(8명), 

날숨근강화 훈련군(8명)으로 무작위로 배정하였으며 중

재기간은 4주간 주5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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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들숨근 강화훈련군은 파워브리드 플러스(HAB® 

international limited, England)를 사용 하였다(그림 1). 파

워브리드 플러스는 들숨 강화훈련 기기로 각각의 기기

가 다른 저항값을 가지며 기기는 다시 10단계로 들숨의 

저항을 설정할 수 있다. 들숨의 저항값은 정상 성인의 

평균 호흡 횟수인 분당 12-18회를 기준으로 호흡하는데 

저항을 느끼지만 호흡곤란이 오지 않는 저항값을 사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훈련은 코마개로 코를 막고 25분

간 시행 하였으며 훈련 중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발

생하면 5분간 휴식을 주고 저항값을 1단계 하향 조정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파워 브리드 훈련

날숨근 강화 훈련군은 사전에 호흡운동의 방법과 횟

수를 녹음한 MP3 파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날숨근 강화 프로그램은 정상성인의 평균 호흡수인 

12-18회보다 작은 8-12회를 기준으로 들숨과 날숨 비율

을 조절하여 날숨의 시간이 최 한 길게 유지되도록 하

였으며 최초호흡 비율은 들숨 3초, 날숨 2초에서 들숨 1

초 날숨 5초 정도가 되도록 사전호흡 방법을 녹음하여 

실험자로 하여금 들숨과 날숨의 시간을 통제하여 훈련

하였다. 훈련은 조용한 곳에서 25분간 시행하였으며 실

험자는 이어폰으로 사전에 녹음한 MP3 파일을 들으며 

천천히 호흡을 따라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훈련 중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5분간 휴식 후 실험

을 진행 하였다. 

2) 측정 및 도구

호흡능력은 폐활량계(MicroQuark, Cosmed, Italy)를 이

용하여 폐의 수의적 폐확장 능력과 노력성 폐확장 능력

을 측정하여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노력성 폐활량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은 폐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성 

호기비(forced expiratory ratio, FEV1/FVC), 최 수의적 환

기량(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을 측정하였다.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는 폐의 용적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하였으며, 빠르게 호기한 공기

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폐활량보다 낮은 수치를 나

타내며 남자는 3000㏄ ~ 4000㏄, 여자는 2000㏄ ~ 3000

㏄정도를 나타낸다.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은 노력성 폐활량 

검사과정중 강하게 호기하는 1초간의 공기량을 측정하

는 것으로 공기의 흐름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 때 사용

한다. 노력성 호기비(forced expiratory ratio, FEV1/FVC)

는 [노력성호기량비율(FEV%)=노력성호기량(FETt)/노력

성폐활량(FVC)*100]로 계산 되며 정상인의 경우 80%이

상 이어야 하고 허파의 기능제한이 있을 경우 수치가 

낮아지며 나이에 따라서 최  70%정도 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최 수의적 환기량(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MVV)는 기도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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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또는 15초 동안의 최 한의 호흡량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개인별 예측치 80%이하인 경우  기도 장애를 나

타낸다. 

3. 결과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각 군의 치료 전․후의 효과검정을 위해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 두 군 간의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응 t-검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α= .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이(들숨근 강화 훈

련군 24.12±3.22, 날숨근 강화 훈련군 23.62±1.50), 키(들

숨근 강화 훈련군 161.00±14.80, 날숨근 강화 훈련군 

163.75±8.79), 몸무게(들숨근 강화 훈련군 55.00±8.97, 날

숨근 강화 훈련군 60.12±2.70)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표 1).

들숨근 강화 훈련군 (n=8) 날숨근 강화 훈련군 group (n=8)

나이 (year) 24.12±3.22 23.62±1.50

키 (㎝) 161.00±14.80 163.75±8.79

몸무게 (㎏) 55.00±8.97 60.12±2.70

표 1. 상자 일반적 특성

2. 호흡훈련 방법에 따른 그룹내 전후 비교

 

정상성인을 상으로 실시한 들숨근 강화 훈련군과 

날숨근 강화 훈련군의 그룹 내 실험 전후 비교에서 들

숨근 강화 훈련군군은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

성 호기량(FEV1), 노력성 호기비(FEV1/FVC), 최 수의

적 환기량(MVV)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날숨근 강화 훈련군군은 노력성 폐활량(FVC), 1초

간 노력성 호기량(FEV1), 최 수의적 환기량(MVV)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표 2). 

들숨근 강화 훈련군 (n=8) 날숨근 강화 훈련군(n=8)

Before After p Before After p

FVC 3.15±0.63 3.39±0.56 .00* 3.46±0.72 3.76±0.80 .00*

FEV1 3.05±0.59 3.16±0.49 .02* 3.34±0.65 3.51±0.71 .01*

FEV1/FVC 95.43±4.68 93.62±5.53 .01* 94.37±3.29 94±2.44 .38

MVV 134.28±23.13 142.33±24.63 .01* 129.25±28.75 140.75±30.47 .00*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FVC ; forced expiratory ratio 
MVV ;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표 2. 호흡 훈련 방법에 따른 그룹 내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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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흡훈련 방법에 따른 그룹 간 변화량 비교

그룹 간 독립비교에서 들숨근 강화 훈련군과 날숨근 

강화 훈련군에서 호흡능력에 미치는 능력에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들숨근 강화 훈련군 (n=8) 날숨근 강화 훈련군(n=8) p

FVC 108.55±6.73 108.49±6.34 0.49

FEV1 104.52±5.19 105.01±4.87 0.42

FEV1/FVC 98.06±1.74 99.68±3.52 0.13

MVV 106.12±6.44 109.29±10.06 0.45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FVC ; forced expiratory ratio 
MVV ; maximal voluntary ventilation

표 3. 호흡훈련 방법에 따른 그룹 간 변화량 비교

Ⅳ. 고 찰

최근 인류의 생존과 관련해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현

안으로 다루어지고 예방과 정화의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

자는 증가 추세이고 호발 연령은 낮아지면서(Strasser 

등, 2013), 점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인의 들숨근 강화 훈련과 날숨근 

강화훈련이 호흡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호흡 운동 방법을 찾고 실제 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제한성 폐질환 환자 또는 폐기능이 점차로 줄어

드는 노약자 및 질환에 노출 될 수 있는 자의 치료와 

예방차원에서 호흡운동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파워브리드를 이용한 들숨근 저항 훈련

의 연구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 최 수의적 환기량(MVV)에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고 노력성 호기비(FEV1/FVC)에서는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들숨

근 강화로 노력성 폐활량(FVC)는 증가하고 1초간 노력

성 호기량(FEV1)은 증가하지 않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

전 연구들에서 김용래 등(2003)은 제한성 폐질환 환자

의 들숨근 강화 및 폐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후 연구에서 McConnell(2007)은 4주간의 들숨근과 날숨

근 훈련이 호흡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날숨군 보다

는 들숨근이 전체적인 호흡능력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Jung 등(2014)은 뇌졸중 환

자의 호흡 연구에서 본 연구와 상반된 1초간 노력성 호

기량(FEV1)의 향상을 보고하기도 하여 중재기간과 질

병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pruit(2013)는 일반적으로 호흡중재 방법은 6~12주의 

운동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들숨근 강화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

남지(2014)는 뇌졸중 환자의 몸통 조절에서 들숨근 강

화를 하여 몸통의 조절 능력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 호흡기능의 강화에서 들숨근 강화의 중요성을 보

고하여 들숨근 강화 훈련이 호흡기능 및 몸통 조절능력

에고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날숨근 강화 훈련군의 훈련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최 수의적 환기량(MVV)

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노력성 호기비

(FEV1/FVC)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날숨근 강화 훈련은 과거부터 가로막호흡운동, 입술

오므리기 호흡운동, 휘파람불기, 촛불끄기 등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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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물리치료 영역에서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는 폐활

량 및 기침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날숨근 강화에 한 Hall과 

Guyton(2011)의 호흡훈련에서 날숨훈련이 천천히 진행 

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고, Nield 등(2007)

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12주 이상에서 오므린 입술호흡군에서 호흡기능이 개선

되어 중재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아짐을 보고하였다. 

Mark 등(2013)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2주 이상부터 효과적이라고 하여 날숨근 

강화 기법 또한 호흡기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

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들숨근 훈련과 날숨근 훈련이 폐

기능의 어느 부분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 되어졌으며, 연구 결과 둘 다 좋은 호흡훈련 벙법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단지 호흡기능을 증가시

키기 위한 호흡운동에서 들숨근 강화 기법은 노력성 폐

활량을 증가시켜 질병의 초기나 질병의 정도가 상 적

으로 심한 경우 호흡근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

출하게 되었고, 날숨근 호흡훈련은 허파의 기능에 제한

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조출하게 되었다. 단 이러한 도출이 정상인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 호흡기계 환자의 움직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져야 한

다고 생각되어진다. Seo(2012)등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호흡근 훈련의 효과를 비교하기 보다는 폐용량과 용적

을 적절히 유지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중재가 필요하다

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제한 점으로는 흡연 여부, 운동여부 등을 완

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정상인들의 초기호흡능력의 측

정에서 많은 편차가 상자 간 발생한 부분의 측정 오

류 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Ⅴ. 결 론

연구는 효과적인 호흡중재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성인 16명을 상으로 파워브리드 운동과 이미지 

호흡 운동그룹으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하였다. 호흡능

력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하기위하여 호흡훈련을 

시행 하였다. 호흡능력은 폐활량계로 노력성 폐활량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 노력성 호기비

(FEV1/FVC), 최 수의적 환기량(MVV), 최 수의적환기

량 중 1회 호흡량(MVT)을 측정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들숨근 강화훈련군에서 FVC, FEV1, FEV1/FVC, 

MVV, MVT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2. 날숨근강화훈련군에서 FVC, FEV1, MVV, MVT에

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중재에서 노력성 호

기비(FEV1/FVC)의 유의여부에 따라 들숨근 강화 훈련

은 들숨근의 기능약화와 제한이 심할 때 보다 효과적이

며, 날숨근 기능강화 훈련군은 기능약화와 제한이 최소

일 때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호흡기능의 약화 

여부에 딸라 중재방법을 달리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기능제한 환자를 중심으로 연

구 설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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