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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itive active pressure technique and active breathing technique 

on lung function in healthy adults.

Methods : In this study, the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and active respiration enhancement technique using an air mask 

bag unit were conducted in 30 normal adults to observe changes in pulmonary function with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In order to observe the change in the level of respiratory function,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peak expiratory flow (PEF) and the forced expiratory flow (FEF 25-75 %).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arison between the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and the active breathing enhancement technique (p>.05). The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effectively increased the 

effortful expiratory volume and the median expiratory flow rate of 1 second (p<.05). And the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effectively increased the effortless lung capacity and the maximum expiration flow rate (p<.05).

Conclusion : The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effectively increases the range of motion of the lungs and chest cages, 

intrathoracic pressure, and elasticity of the lungs, and the active breathing technique increases the muscle functions such as the 

diaphragm and the biceps muscl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selectively improve the respiratory function of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s or functional limitations as it is found to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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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호흡능력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현 에 들어와 질병의 형태와 유형은 과거 

외상으로 인한 직접 질병에서 현재는 만성질환상태로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과 삶에 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만

성질환은 일반적으로 질병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최근에는 불량 자세를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으

로 지목하기도 한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의 형태를 빠르게 변

화 시키고 있으며 농업과 직접노동의 형태에서 사무직 

및 단순노동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직 및 

단순노동의 형태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몸통 및 머리의 비정상적인 자

세는 머리전방자세, 등근어깨자세 등을 일으키며 이러한 

자세는 부적절한 호흡패턴과 호흡작용근 및 호흡보조근

의 활성화를 감소시켜 호흡능력에 많은 제한을 초래한

다(Okuro 등, 2011). 호흡관련 질환은 2020년 3  질병으

로 세계적으로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며 신체

활동의 감소와 호흡능력의 감소는 신체기능 장애의 수

준을 높이며(Ross 등, 2016), 사회적·경제적 건강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

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친다(Kim 등, 2010).

호흡은 자세의 안정화와 신체의 균형을 유지, 가스교

환을 통한 생명유지 및 항상성을 유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으며 가로막과 갈비

사이근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Liebenson, 2007). 또한 호흡방법은 작용하는 근육에 따

라 배호흡, 가슴호흡, 배가슴호흡으로 구분하며 배호흡

은 가장 일반적인 호흡으로 가로막의 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호흡, 가슴호흡법은 갈비사이근의 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호흡, 배가슴호흡법은 갈비사이근의 작용으로 가슴

우리의 팽창과 가로막의 작용으로 인한 배호흡이 결합

된 호흡이다(Owsley, 2005). 또한 들숨근 훈련은 가로막

과 들숨 보조 근육강화로 호흡근육들의 근력과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뼈 근육 강화훈련의 기본원리인 

과부하, 특이성, 가역성원리가 적용된다(Moodie 등, 

2011).

호흡의 선행연구는 부분 신경계환자를 상으로 한  

흉곽 확장 저항운동이 뇌졸중 환자의 폐기능 및 보행에 

미치는 영향(Kim, 2015), 앰부백을 이용하여 척수 손상

환자를 상으로 공기누적 훈련과 복부 압박법의 효과

(Torres-Castro 등, 2014), 호흡 훈련이 경직성 뇌성마비아

의 폐기능 및 호흡근력에 미치는 영향(Lee, 2013) 등의 

질환에 한 심폐기능과 지구력에 한 연구들이 부

분이며 최근에는 자세성 질환으로 오는 목통증, 어깨통

증, 허리통증 등에 한 연구가 부분으로 폐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부분이다. 

현재 호흡능력은 질병의 발생과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

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특히 급성기 호흡능력의 관리와 

호흡능력의 유지는 질병의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호흡기계의 직접질병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정상성인을 상으로 수동식 인공호흡기

(air mask bag unit)를 이용한 수동폐확장기법과 능동호흡

강화기법이 폐의 분절에 한 환기를 개선시키고, 호흡

근의 기능 향상과 가슴우리의 운동성 증가에 도움이 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폐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노력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

력성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를 호흡기능의 수준 및 가슴우리의 용적을 추정할 수 있

는 지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최 날숨 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중간날숨유속(forced expiratory 

flow, FEF 25-75 %)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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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 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학생들을 

상으로 호흡기 계통, 심혈관질환, 정형외과적 질환을 가

진 경우는 연구개상자에서 제외 하였다. 모든 상자들

은 연구방법에 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며 자발

적인 동의를 한 30명(남자 9명, 여자 21명)의 참가자들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및 방법

1) 폐활량

폐활량은 폐기능 검사는 Pony spirometer graphic(Italy, 

COSMED, 2000)을 이용하며 측정 하였으며 폐활량은 호

흡기능 계산기(Pulmonary function calculator, Micro 

Medical Ltd, UK)에 적용하여 정상 기 치에 한 비율

(%VC)을 기준으로 노력성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호

기량(FEV1), 최 날숨 유량(PEF), 중간날숨유속(FEF 

25-75 %)을 측정하였다. 

2) 수동 폐확장 기법

호흡운동은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권장에 따라 총 30분으로 준비운동 5분, 호흡근 강

화운동 20분, 정리운동 5분으로 실시하였다. 수동 폐확

장기법은 들숨 시 가로막호흡법과 수동식 인공호흡기

(air mask bag unit)을 이용한 수동 폐확장 호흡운동과 날

숨 시 입술 오므리기 운동을 결합하여 실시하였다(Jones 

등, 2003). 가로막호흡은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바로누운

자세에서 실시하였으며 치료사는 들숨말기에 수동식 인

공호흡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폐에 공기를 최 한 흡

입하게 하여 수동폐확장 후 날숨 시에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으로 천천히 길게 불도록 하여 충분히 이완되도록 

하였다. 훈련시간은 총 30분으로, 1세트 당 10분의 훈련

과 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2세트로 구성되며, 4주 

동안, 주 5회 실시하였다. 호흡근 훈련 중 상자가 어지

러움이나 기침을 호소하거나 치료사에 의해 이상증상이 

관찰되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휴식을 취한 후 지속하

였다.

3) 능동 호흡강화 기법

호흡운동은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권장에 따라 총 30분으로 준비운동 5분, 호흡근 강

화운동 20분, 정리운동 5분으로 실시하였다. 능동호흡강

화기법은 파워브리드(POWER breathe Plus, Medium 

Resistance, APSUN Inc., Korea) 장비를 사용하여 1회 들

숨근 강화운동 시 30 RM 강도로 1세트 당 10분의 훈련

과 5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2세트로 구성되며, 4주 

동안, 주 5회 실시하였다(Romer 등, 2002). 1회 운동 시간

은 30번의 들숨 시 5분을 넘기지 않게 하였다(Klusiewicz 

등, 2008). 능동호흡강화기법은 앉은 자세에서 코마개를 

착용하고 들숨 시 마우스피스에 입을 최 한 착시키

고 들숨 시에는 최 한 강하고 깊게 흡입하고 날숨 시에

는 천천히 길게 불도록 하여 충분히 이완되도록 하였다. 

호흡근 훈련 중에 환자가 피로나 어지러움, 기침을 호소

하여 상자가 요청하거나 치료사에 의해 이상증상이 

관찰되면 휴식을 취한 후 재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결과 통계분석은 SPSS 22.0(IBM SPSS Inc., 

USA)를 이용하였다. 각 군간 중재 전·후의 효과를 검정

하기 위해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두 군 간의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는 유

의수준(α)은 .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30명의 건강한 학생 상자가 참여 하였

으며, 두 그룹 간 나이, 키, 몸무게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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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LET (n=15) ARET (n=15)

Age (year) 22.13±1.55a 22.53±2.85

Height (㎝) 167.73±7.13 163.3±7.13

Weight (㎏) 62.13±14.14 55.60±10.44

Gender (male/female) 5/10 4/11
amean±standard deviations, PLET;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ARET; active respiration enhancement techniqu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노력성 폐활량(FVC)과 1초간 노력성날숨량(FEV1) 비교

건강한 성인의 수동폐확장기법과 능동호흡강화기법의 

중재 전과 4주 후 노력성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날숨량

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력성폐활량 전·후 비

교에서 수동폐확장 기법은 수치상의 증가는 있었으나 

유의차 차이가 없었으며, 능동호흡강화기법은 3.02±.69

에서 3.14±.64 으로 수치상의 증가와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그룹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2). 1초간 노력성날숨량 전·후 비교

에서 수동폐확장기법은 2.98±.68에서 3.21±.07 으로 수치

상의 증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능동호흡강화

기법은 수치상의 증가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p<.05)(Table 2). 

Variable
PLET (n=15) ARET (n=15)

t p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FVC 3.22±.89 3.32±1.07 3.02±.69 3.14±.64

.55 .58t -.60 -1.94

p .27 0.03

FEV1 2.98±.68 3.21±.07 2.88±.55 2.89±.45

1.44 .16t -3.76 -.22

p .00 .41
amean±standard deviations, PLET;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ARET; active respiration enhancement technique

Table 2. Comparisons of FVC & FEV1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3. 중간날숨유속(FEF 25 – 75 %)와 최대날숨유량(PEF) 

비교

건강한 성인의 수동폐확장기법과 능동호흡기법의 중

재 전과 4주 후 중간날숨유속(FEF 25 – 75 %)와 최 날

숨유량(PEF)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간날숨유

속(FEF 25 – 75 %) 전·후 비교에서 수동폐확장기법은 수

치상의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능동호흡강화기법은 3.97±.86에서 

3.77±.82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최 날숨유량(PEF) 전·후 비교에서 수동폐확장기법

과 능동호흡강화기법 모두에서 수치상의 증가와 유의차 

차이가 있었다(P<.05). 두 그룹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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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LET (n=15) ARET (n=15)

t p
Pre test Post test Pre test Post test

FEF 4.20±.86 4.22±.92 3.97±.86 3.77±.82

1.40 .17t -.19 2.51

p .42 .01

PEF 416.00±112.11 434.67±119.69 416.67±80.95 437.33±83.27

-.07 .94t -3.56 -5.22

p .00 .00
amean±standard deviations, PLET; passive lung expansion technique, ARET; active respiration enhancement technique

Table 3. Comparisons of FEF & PEF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Ⅳ. 고 찰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상으로 수동식 인공호흡기

(air mask bag unit)를 이용한 수동폐확장기법과 능동호흡

강화기법이 폐의 분절에 한 환기를 개선시키고, 호흡

근의 기능 향상과 가슴우리의 운동성 증가에 도움이 되

는지를 알아보고자 노력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최 날숨 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중간날숨유속(forced expiratory flow, FEF 25-75 %)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상성인을 상으로 폐기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노력성폐활량(FVC)과 1초간 노력성날

숨량(FEV1) 비교에서 노력성폐활량(FVC)는 두 그룹모두 

수치상의 증가가 있었으며 능동호흡강화기법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정상성인의 노력성호흡에서 능동

적인 근육의 작용이 호흡능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llock 등(2013)은 호흡근에 적

절한 생리적 부하를 이용한 훈련을 시행할 경우 뼈 근

과 마찬가지로 들숨근 훈련 시 들숨근 근력 향상으로 인

한 최  들숨압력의 향상과 지구력의 향상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가슴우리 확장운동

을 4주간 실시한 결과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날숨

량, 최  날숨속도는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노력

성폐활량에 한 1초간 노력성폐활량에 한 비는 차이

가 없었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eo 

등, 2012). Laffont 등(2008)은 14명의 목뼈 손상 환자들을 

상으로 간헐적양압 호흡법이 폐 기능과 폐의 유순도

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에서 폐의 유순도에는 유의

한 증가가 보이지 않았으며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날숨

량에서는 수치상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수동폐학장의 방

법은 폐의 유순도 및 탄성을 증가시키고 능동호흡기법

은 폐의 작용근과 보조근을 강화시켜 폐의 기능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호흡기능의 수준 및 가슴우리의 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중간날숨

유속(FEF 25 – 75 %)와 최 날숨유량(PEF) 비교에서 최

날숨유량(PEF)은 두 그룹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중간날숨유속(FEF 25~75 %)은 능동호흡강화기법에서만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폐의 기능에서 중간날숨유속과 

최 날숨유속은 폐의 노폐물이나 기도 내 이물질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고 허파의 음압을 높여 들숨기능을 증

가시킨다. Torres-Castro 등(2014)의 앰부백을 이용하여 

척수 손상환자를 상으로 공기누적 훈련과 복부 압박

법이 최 기침유량의 증진을 가져왔으며 또 다른 척수

손상과 신경근 질환 환자를 상으로 한 간헐적 양압 호

흡기를 이용한 호흡운동은 최  호기 유량의 증진을 가

져왔으며 이는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능력의 증진을 가

져왔다(Homnick, 2007).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수동폐확장

기법은 호흡과 관련된 주위 조직인 폐, 가슴우리, 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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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순도를 증가 시켜는 방법으로 제한성 폐질환환자

나 가로막과 호흡근의 강화가 어려운 환자에게 선택적

으로 적용하여 호흡능력을 증가 시키고 능동호흡강화기

법은 호흡에 작용하는 주요근육인 가로막과 갈비사이근

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호흡능력을 증가 시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건강한 성인의 호흡능력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환자의 경우 질병의 특성에 따라 각

각 다른 중재방법을 적용하여 폐기능, 호흡곤란 개선, 호

흡능력 증가에 선택적어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

만 본 연구는 건강하고 젊은 상자에게 적용한 중재의 

효과로 환자에게서 동일인 중재방법으로의 적용과 결과

를 동일시하는 것에 한 한계점이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정상성인을 상으로 수동식 인공호흡기

(air mask bag unit)를 이용한 수동폐확장기법과 능동호흡

강화기법이 허파의 분절에 한 환기를 개선시키고, 호

흡근의 기능 향상과 가슴우리의 운동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동폐확장기법

과 능동호흡강화기법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수동폐확장기법은 1초간 노력성날숨량(FEV1), 중간날숨

유속(FEF 25~75 %)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수동폐

확장기법은 노력성폐활량(FVC), 최 날숨 유량(PEF)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동폐확장기법은 폐와 

가슴우리의 운동범위, 가슴내압, 그리고 폐의 유순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능동호흡기법은 가로막과 갈비

사이근 등 근육기능의 증가로 능동호흡에 효과가 있음

을 알게 되어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적절한 

기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호흡질환이나 기능에 제한

이 있는 환자의 호흡기능을 선택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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