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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안정화와 호흡 재교육 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 노력성 폐활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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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mpaired respiratory function is common in patients with strok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s and to assess forced vital capacity and peak cough flow after

completion of neck stabilizing and respiratory reeducation exercises (combining diaphragmatic breathing and

pursed-lip breathing exercises). The 45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1

(n1=15), experimental group 2 (n2=15), and a control group (n3=15). All subjects performed conservative

physical therapy for 30 minutes. Experimental group 1 undertook the neck stabilizing exercise and the

respiratory reeducation exercise. Experimental group 2 undertook the respiratory reeducation exercise.

Additional exercise did not exceed 30 minutes, five times a week for six weeks. The subjects were

assessed for deep neck flexor thickness and breathing function (forced vital capacity,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forced vital capacity, peak expiratory flow,

and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at pre-post valu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xperimental group 1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nly in deep neck flexor thickness change rate

(p<.05).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 increases in forced vital capacity,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and peak expiratory flow in pre-post measurement (p<.05). Experimental groups 1 and 2 showed

an increase in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in pre-post measurement (p<.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 1 and experimental group 2, but experimental group 1

improved more than experimental group 2 in respiratory function as a whole.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neck stabilizing exercise in combination with the respiratory reeducation exercise can

improve forced vital capacity and peak cough flow in patients with stroke.

Key Words: Breathing reeducation exercise; Neck stabilizing exercise; Stroke.

Ⅰ. 서론

뇌졸중(stroke)은 뇌로 공급되는 혈행의 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갑작스런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말하며, 뇌

조직 손상의 결과로 뇌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기능의

소실을 가져온다(Martin과 Kessler, 2007). 뇌졸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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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호흡 기능의 저하는 흔하게 관찰될 수 있지만

(Similowski 등, 1996), 신체적 기능 장애가 현저하고,

임상적으로 뇌졸중 발병 후 호흡 기능의 변화가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때문에 뇌졸

중 환자의 호흡 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Kim 등,

2009).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 저하는 근육의 무사용

(disuse), 움직임의 제한 및 강직으로 인한 폐용적의 감

소, 뇌병변 반대측의 마비된 가로막(diaphragm) 상승

(Khedr 등, 2000; Santamaria와 Ruiz, 1988)과 가로막

운동의 감소(Houston 등, 1995) 등으로 인해 나타난다.

또한 호흡근의 마비로 인해 가슴우리 내압과 복압이 낮

아서 기침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기도 내 분비물을 효

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최대 기침 유량(peak

cough flow)을 생성하지 못한다(Bach 등, 1993). 이로

인해 집중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졸중 환자들은 지

구력을 요구하는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Fugl-Meyer 등, 1983), 기도

내 분비물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적되어

폐렴, 무기폐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Walter 등, 2007). 즉, 치료 과정에서 자주 중도 포기

하거나 충분한 기능적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Fugl-Meyer 등, 1983).

Perri와 Halford(2004)는 목 통증이 있는 환자의 약

83%에서 호흡패턴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Kapreli 등(2009)은 만성 목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호흡 기능의 저하가 있었다고 하였다. 주요한 통증의

원인으로 앞쪽 머리 자세(forward head posture)의 발

생을 들었는데, 앞쪽 머리 자세는 목 질환이 있는 환자

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자세 변형 중 하나

이다(Cho, 2008; Hickey 등, 2000). 이러한 변형은 목의

깊은 굽힘근육인 긴목근(longus colli muscle)과 긴머리

근(longus capitis muscle)의 약화 및 얕은 굽힘근육인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muscle)과 앞목갈비근

(anterior scalene muscle)의 과활성과 관련성이 높다

(Jull 등, 2004). 이것이 호흡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

인은 아니지만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목의 정확

한 자세, 근육의 균형과 분절의 안정성에서 중요한 역

동적 요소로 작용하여 호흡 기능 저하에 관여한다고 하

였다(Kapreli 등, 2009).

목의 깊은 근육과 얕은 근육 간의 기능적 조화는 인

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Kim과 Lee, 2006). 조화로운 근육의 작용은 인체의 내

적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분절 사이의

연결에 필요한 대부분의 안정성을 제공한다(Edwards,

2002). 그러므로 호흡하는 동안 목 근육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면 목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슴우리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오고, 가로막과

갈비사이근(intercostalis muscle), 배근(abdominal muscle)

과 같은 모든 관련 근육들의 작용으로 호흡 기능의 부

족을 일으킬 수 있다(Kapreli 등, 2008). 또한,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은 보조 호흡근이지만, 가슴우리의 앞뒤 직

경과 폐의 용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흡에 필수적이

다(De Troyer과 Kelly, 1984; Legrand 등, 2003). 자세

안정성 및 목의 정렬 이상은 보조 호흡근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의 과활성과 단축을 일으키고 이는 보조 호

흡근으로서의 기능을 방해하여 호흡 기능 저하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목 정렬 이상 및 통증이 있는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호흡기능의 저하가 있었다는 연구는 있었으

나, 자세의 안정성 및 지남력이 감소되어 있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에게 목 안정화 운동이 호흡기능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목 안정화와 호흡 재교육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하

고 이에 따른 목 깊은 굽힘근육 두께의 변화, 노력성

폐활량, 그리고 최대 기침 유량을 평가하여 목에 대한

중재가 병행되었을 때 호흡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F종합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뇌졸중 발병이 6개월 이상

지난 만성 편마비 환자로 이전에 호흡기계 질환이나 손

상이 없는 환자, 방사선 검사 및 흉부 이학적 소견에서

폐 질환이 없는 환자, 인지 기능 장애가 없는 환자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24점 이상)로

하였다. 무작위 배치 방법으로 목 안정화 운동군 15명

(실험군 1), 호흡 재교육 운동군 15명(실험군 2), 대조

군 15명으로 할당하여 훈련하였다. 연구가 진행되기 전

에 동일 병원에서 주관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고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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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a

group (n1=15) BR
b

group (n2=15) Control group (n3=15) p

Sex (male/female) 6/9 7/8 9/6

Age (year) 66.2±11.1
c

69.7±9.7 67.1±11.9 .67

Height (㎝) 162.6±4.5 159.5±6.4 160.4±9.4 .47

Weight (㎏) 60.5±9.5 58.7±8.6 55.5±8.8 .31

Duration (month) 17.3±7.1 20.3±8.5 18.8±11.2 .67

Paretic side (right/left) 7/8 6/9 8/7
aneck stabilizing, bbreathing reeducation, c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ree groups (N=45)

및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다

(IRB: DFH13ORIO19). 일반적 특성은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실험방법

가. 실험절차

실험군 1은 목 안정화 운동군[neck stabilizing(NS)

group]으로 목 안정화 운동 15분, 호흡 재교육 운동 15

분을 실시하였다. 실험군 2는 호흡 재교육 운동군

[breathing reeducation(BR) group]으로 호흡 재교육 운

동 30분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호흡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연구자로부터 설명듣고 대상자 스스로 호

흡 재교육 운동을 실시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든 대상자

들은 기본적인 운동치료 30분을 받게 하였고, 실험군은

추가 운동을 주 5회 총 6주간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지도하에 훈련받았다. 목 근육 두께 변화율 측

정과 호흡기능 측정은 중재 전(초기 평가)과 6주 후 총

2회로 실시하였다.

나. 목 안정화 운동

목 안정화 운동은 목 깊은 굽힘근육의 강화운동으로

하였다. 머리뼈 목 굽힘근육의 저부하 훈련(Jull 등,

2009)으로 위 목뼈의 깊은 굽힘근육인 긴머리근과 긴목

근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얕은 굽힘근육인 목빗근

과 앞목갈비근은 이완을 유지하면서 머리뼈 목 굽힘을

실시하고 유지하게 하였다. 후두부에 근접하여 목 뒤에

공기가 채워진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Chattanooga Group Inc.,

Tennessee, USA)를 두고 다이얼로부터 얻어지는 시각

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목뼈 앞굽이의 편평해짐을 확인

하였다. 먼저, 목 아래의 공기가 채워진 주머니를 20 ㎜

Hg로 설정하고 다이얼을 확인하면서 주머니를 서서히

누를 때, 숙련된 연구자의 지도하에 대상자의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을 손가락으로 촉지하면서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였다. 30 ㎜Hg까지 2 ㎜Hg씩 천천히 부

드럽게 압력을 높였다. 수축 유지시간은 10초, 10번을

반복하되, 수축과 수축 사이에 3∼5초간 휴식하였다.

다. 호흡 재교육 운동

호흡 재교육 운동은 가로막 저항운동과 입술 오므리

기 운동이 결합된 운동으로 들숨 시에는 가로막 저항운

동을 하고 날숨 시에는 입술 오므리기 운동을 하였다

(Jones 등, 2003). 먼저 누운 자세에서 어깨와 가슴 근

육을 이완시킨 후 한 손은 앞가슴 복장뼈 중간부에, 다

른 손은 복부에 얹고 들숨 시 복부에 얹은 손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날숨 시 내려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복장

뼈의 움직임이 없이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풍선을 불

듯이 내쉬며 들숨과 날숨의 비율은 1:2가 되도록 하였

다. 숙련된 연구자의 지도하에 매 훈련 시행 전에 2∼3

회 정도 운동이 익숙해지도록 정확한 방법을 교육하였

다. 호흡 운동 중에 환자가 피로나 어지러움을 호소하

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실시하였다.

3. 결과 측정 도구 및 방법

가. 목 깊은 굽힘근육 두께 변화율 측정

목 깊은 근육의 두께 측정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

(Accuvix V10, Samsung Medison, Seoul, Korea)와 6

∼12 M㎐의 초음파 전도자(L6-12IS, Samsung

Medison,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머리

와 목이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무릎 아래 베개를 놓은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였다. 압력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대상자의 뒤통수 뼈에 근접하여 목 뒤에 위치시키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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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가 충분히 이완한 상태에서 압력계의 수치가 20 ㎜

Hg를 유지하도록 설정하였다. 근육 두께의 측정은 총

2가지 압력의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이완시

기(20 ㎜Hg의 압력)에서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고, 두 번째는 2 ㎜Hg씩 천천히 부드럽게 압

력을 높여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의 이완을 유지할 수 있

는 최고의 압력에서 두께를 측정하였다. 이는 목 깊은

굽힘근육이 관여하는 분절의 안정성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얕은 근육들이 과도한 수축을 하므로

(Cholewicki 등, 1997), 목 깊은 굽힘근육의 이완시기와

가장 수축하였을 때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초음

파 전도자는 대상자의 환측 목 전면에 종 방향으로 위

치시키고, 기관(trachea) 높이에서 평행하게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5 ㎝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측정하였다

(Jesus 등, 2008). 이완시기와 수축시기의 압력에서 각

각 세 번 반복 측정하여 좋은 영상을 선택하였다. 대상

자 간의 측정 위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초음파 영상의

기준선(목뼈 4∼5번 사이)으로부터 사이간격을 .5 ㎝로

가지는 총 3개의 선을 긋고 세 개의 선으로부터 얻어진

수치로 근육의 평균 두께를 산출하였다. 두께의 수치화

는 초음파 진단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근

육의 두께는 ㎜단위로 나타내었다.

나. 노력성 폐활량과 최대 기침 유량 검사

노력성 폐활량의 검사를 위해 스피로미터(Spiropalm,

COSMED, Rome, Italy)를 사용하였다. 측정 자세는 대

상자가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침대의 등판 각도 조

절장치를 이용하여 60°정도 상체를 세운 후(semi-fowl-

er position), 코마개를 이용하여 입으로만 호흡하도록

지시한 다음 측정하였다. 먼저, 평상시와 같이 3회 이상

호흡을 한 후 가능한 최대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최대

한 빠르고 세게 공기를 내쉰 후 최대 노력성 날숨 곡선

(maximal-effort expiratory spirogram)을 통해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날숨

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비

(FEV1/FVC)와 최대 날숨 속도(peak expiratory flow;

PEF)를 측정하였다.

최대 기침 유량의 위해 최대 기침 유량 측정기(Peak

Flow Meter, Cardinal Health UK 232 Ltd.,

Basingstoke, UK)를 이용하여 도수 보조 최대 기침유

량(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MPCF)을 측정

하였다. 측정 자세는 노력성 폐활량과 동일하였다. 대상

자 스스로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힘차게 기침

을 할 때 복부를 밀어주면서 측정하였고, 3회 측정하여

최대값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은 PASW ver.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목 깊은 근육

두께의 각 군별 시기 간 비교분석을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차이값의 비교분석을 위해 크루스컬 왈리스 검정

(Kruscal-Wallis test)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최

소유의차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을 사

용하였다. 노력성 폐활량과 최대 기침 유량은 군 간 및

중재 전후 간 유의차를 비교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

석(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각 군별 시기 간 비교분

석을 위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수준은 α는 .05로 하였다.

Ⅲ. 결과

1. 깊은 목 굽힘근육의 이완 시와 수축 시 두께 

비교

깊은 목 굽힘근육 두께의 이완 시와 수축 시 중재

전, 후 비교는 NS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p<.05).

차이값의 군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사후 검정 결과 NS군이 BR군과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큰 두께 변화량을 보였다(p<.05)(Table 2)(Figure 1).

2. 호흡기능 및 기침능력 비교

FVC는 군과 중재 전후 간의 상호작용 검정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F=8.736, p<.05), 개체 내 변인이었

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개체

간 변인이었던 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FVC는 모든 군에서 중재 전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5), LSD 사후검정 결과 NS군이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FVC의 증가가 있었다.

FEV1은 군과 중재 전후 간의 상호작용 검정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F=4.546, p<.05), 개체 내 변인이었

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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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ost-hoc tests of difference value between each group (NS: neck stabilizing, BS:
breathing reeducation).

NS
a

group BR
b

group Control group

Relaxed DNF
c

Pre 5.30±.29
d

5.34±.50 5.36±.63

Post 5.68±.41 5.38±.49 5.34±.55

Difference .38±.28* .04±.10 -.02±.26

Contracted DNF Pre 5.77±.38 5.85±.50 5.95±.58

Post 6.39±.42 5.73±.60 5.79±.50

Difference .62±.25* -.13±.30 -.16±.38
aneck stabilizing, bbreathing reeducation, cdeep neck flexor thickness, d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2. Comparison of the muscle thickness in each group at relaxed and contracted deep neck flexor

간 변인이었던 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FEV1은 모든 군에서 중재 전후 간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p<.05), LSD 사후검정 결과 NS군이 대조군보

다, BR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FEV1의 증가가 있었

다.

FEV1/FVC는 군과 중재 전후 간의 상호작용 검정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F=.868, p>.05), 개체 내 변인

이었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개체 간 변인이었던 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FEV1/FVC는 모든 군에서 중재 전후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5).

PEF는 군과 중재 전후 간의 상호작용 검정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고(F=9.382, p<.05), 개체 내 변인이었

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개체

간 변인이었던 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PEF는 모든 군에서 중재 전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p<.05), LSD 사후검정 결과 NS군이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PEF의 증가가 있었다.

MPCF는 군과 중재 전후 간의 상호작용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616, p<.05), 개체 내 변인이

었던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개체

간 변인이었던 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MPCF는 NS군과 BR군에서 중재 전후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p<.05), LSD 사후검정 결과 NS군이 BR군

과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은 FVC의 증

가가 있었다(Table 3)(Figure 2).

Ⅳ. 고찰

뇌졸중으로 인한 편측의 신체 마비는 환자의 심폐기

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Frownfelter와 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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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ost-hoc tests of difference value between each group (NS: neck stabilizing, BS:
breathing reeducation,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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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 group BRb group Control group

FVCc (ℓ) Pre 1.66±.45d 1.73±.41 1.52±.52

Post 2.78±.33 2.50±.37 1.72±.53

Difference 1.12±.28* .77±.23* .21±.13*

FEV1
e

(ℓ) Pre 1.35±.37 1.30±.29 1.26±.56

Post 2.23±.33 1.89±.22 1.50±.59

Difference .88±.25* .59±.21* .23±.16*

FEV1/FVC
f

(%) Pre 74.60±3.85 76.33±7.58 73.93±7.83

Post 76.47±5.24 74.53±5.36 76.40±9.33

Difference 1.87±4.27 1.80±4.72 2.47±10.69

PEFg (ℓ/sec) Pre 1.88±.68 1.73±.59 1.51±.63

Post 3.51±.70 3.04±.52 1.65±.61

Difference 1.55±.37* 1.31±.26* .20±.17*

MPCFh (ℓ/min) Pre 165.53±34.84 173.33±29.13 168.67±76.12

Post 272.60±35.87 237.00±13.07 168.33±81.26

Difference 107.07±23.78* 63.67±19.22* .33±7.67
a
neck stabilizing,

b
breathing reeducation,

c
forced vital capacity,

d
mean±standard deviation,

e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
forced vital capacity,

g
peak expiratory flow,

h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p<.05.

Table 3. Comparison of breathing function in each group

2006). 인간의 호흡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환자의

기능적 능력을 평가하고, 질환의 진단, 예후 및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Skinner, 2005).

본 연구에서 세 군 간에 목 깊은 굽힘근육의 이완

시와 수축 시 두께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측정에 사용

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

측정은 높은 신뢰도가 보고되었다(Javanshir 등, 2011).

목 안정화 운동과 호흡 재교육 운동을 실시한 NS군에

서 이완 시와 수축 시 두께 변화율이 모두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 근육 두께의 변화는 근력의 세기와 관련이

있으므로(Arangio 등, 1997; Bruce 등, 1997), NS군에

서만 유의한 두께 변화율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목 안정화 운동을 통하여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와

근력이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Falla 등(2006)은 만성

목 통증 환자에게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목 안정화 운동을 6주간 실시하였다. 중재 결과 22 ㎜Hg

에서 30 ㎜Hg에 이르는 모든 압력의 수준에서 목 깊은

굽힘근육의 근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목빗근과 앞목갈

비근의 근활성도는 감소했다고 하였다. Lee(2010)는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목 안정화 운동을 8주간 실시하

여 앞쪽 머리 자세의 개선뿐만 아니라 목 깊은 굽힘근

육의 근력과 근지구력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앞쪽 머리

자세는 깊은 굽힘근육인 긴목근과 긴머리근의 약화 및

얕은 굽힘근육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의 과활성과 관련

이 높으며(Jull 등, 2004),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의 단축

이 동반되고 턱이 단축된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단축된 쪽으로 목과 머리의 가쪽굽힘이 일어난다(Bae

등, 2007). 정상적인 호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세와

정상적인 척추 정렬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자세와 척추

정렬이 선행되어야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하다(Perri와

Halford, 2004).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은 보조호흡근이지

만, 가슴우리의 앞뒤 직경과 폐의 용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흡에 필수적이다(De Troyer과 Kelly, 1984;

Legrand 등, 2003). 뇌졸중 환자들의 자세 안정성 및

목의 정렬 이상은 보조 호흡근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

의 과활성과 단축을 일으키고 이는 보조호흡근으로서의

기능을 방해하여 호흡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력성 폐활량 검사(노력성 폐

활량, 1초간 노력성 날숨량,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

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 그리고 최대 날숨 속도)와 최

대 기침 유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노력성 폐활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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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대 들숨으로부터 노력성 날숨의 방법으로 측정하

는데 모든 폐 기능 검사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기본

적인 방법으로 기도 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Jack, 2012). 노력성 폐활량을 이용하여 제한성 환기장

애의 유무,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을 이용하여 폐쇄성 환

기장애의 정도,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력성 폐활량

에 대한 비를 이용하여 폐쇄성 환기장애의 유무를 판단

하게 된다(Nici 등, 2006). 뇌졸중 환자는 들숨 근육과

날숨 근육의 약화, 장기간 침상생활에서의 안정으로 인

한 무기폐 그리고 가슴우리 조직의 단축으로 폐용적의

감소가 나타나서 제한성 환기 장애의 양상을 보이며,

노력성 날숨량이 감소하게 된다(Kim 등, 2009).

본 연구에서 각 군의 FVC는 NS군에서 약 1.12±.28 ℓ,

BR군에서 약 .77±.23 ℓ, 그리고 대조군에서 약 .21±.13

ℓ가 증가하여, 모든 군에서 FVC값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차이값의 비교에서 NS군이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FVC값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각 군의 FEV1은 NS군에서 약 .88±.25 ℓ, BR군에서

약 .59±.21 ℓ, 그리고 대조군에서 약 .23±.16 ℓ가 증가

하여, 모든 군에서 FEV1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

한 차이값의 비교에서 NS군이 대조군보다, BR군이 대

조군보다 FEV1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실험군 1과 2

뿐만 아니라 호흡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에서도 유의하게 노력성 폐활량의 증가가 나타났

다. 이는 물리치료를 통한 사지의 근력 강화와 함께 가

로막, 갈비사이근, 배근과 같은 들숨과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들도 함께 강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만

성 목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앞쪽 머리 자세와 같은 자

세 변형과 관련된 호흡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

며(Kapreli 등, 2009; Perri와 Halford, 2004), 특히 FVC

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Dimitriadis 등, 2013). 본

연구에서 이러한 자세 변형에 대한 중재로 목 안정화

운동을 일반적인 호흡 재활의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호흡 재교육 운동과 함께 적용함으로써 NS군에서 더

큰 FVC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Jeon 등

(2010)은 경수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

4주간 하루 2회 20분씩 들숨 및 날숨 호흡운동을 실시

하여 날숨 운동군에서 FVC와 FEV1이 유의하게 증가

했다고 하였다. Lee(2008)는 뇌졸중 환자에게 가로막

저항운동과 입술 오므리기 운동이 결합된 호흡 재교육

운동을 실시하여 FVC와 FEV1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각 군의 FEV1/FVC는 모든 군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FEV1/FVC는 기도 폐쇄를 표시하

는 지표로 이용되며, 70% 이하일 때 폐쇄성 질환으로

보고하고 있다(Dechman과 Wilson, 2004). 본 연구 대상

자들의 FEV1/FVC는 약 75% 전후로 형성되어 폐쇄성

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FEV1/FVC

는 6주의 중재기간에 따른 FVC와 FEV1의 동반된 상승

으로 인해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각 군의 PEF는 NS군에서 약 1.55±.37

ℓ/sec, BR군에서 약 1.31±.26 ℓ/sec, 그리고 대조군에

서 약 .20±.17 ℓ/sec가 증가하여, 모든 군에서 PEF값

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차이값의 비교에서 NS

군이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PEF값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EF는 기도 폐쇄의 진단보다는 기도

폐쇄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더 유용하며, 천식의 진단에

필요한 평가 방법이다(Cross와 Nelson, 1991). 만성 목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앞쪽 머리 자세와 관련된 호흡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Kapreli 등, 2009;

Perri와 Halford, 2004), 특히 PEF의 유의한 감소가 나

타났으며 목의 굽힘근와 폄근의 근력, 그리고 목의 통

증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Dimitriadis 등, 2013).

목에 대한 중재로 목 안정화 운동을 호흡 재교육 운동과

함께 적용함으로써 NS군에서 더 큰 PEF의 증가를 가져

온 것으로 생각된다. Sutbeyaz 등(2010)은 아급성 뇌졸

중 환자에게 호흡 재교육 운동과 들숨 근육 운동을 실시

하여 호흡 재교육 운동군에서 유의한 PEF의 증가가 나

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각 군의 MPCF는 NS군에서 약

107.07±23.78 ℓ/min, BR군에서 약 63.67±19.22 ℓ/min,

그리고 대조군에서 약 .33±7.67 ℓ/min이 증가하여, NS

군과 BR군에서 중재기간 전후에 MPCF값의 유의한 증

가가 있었다. 또한 차이값의 비교에서 NS군이 BR군과

대조군보다, BR군이 대조군보다 MPCF값의 유의한 증

가를 보였다. MPCF의 수치는 300 ℓ/min이상이 정상

이며, 160∼270 ℓ/min 사이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발생

하였을 때 160 ℓ/min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160 ℓ/min 이하가 되면 점막섬모의 제거 능력이 효과

적이지 않다(Gauld와 Boynton, 2005). 그러므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침능력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중재 6주 후에 NS군은 272.60±35.87 ℓ/min,

BR군에서 237.00±13.07 ℓ/min, 그리고 대조군에서

168.33±81.26 ℓ/min으로 NS군의 기침제거 능력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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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치보다는 낮지만,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에 대한 중재로 목 안정화 운동을 호흡

재교육 운동과 함께 적용함으로써 NS군에서 더 큰

MPCF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목 안정화

운동은 뇌졸중 환자들의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 증가

및 주요 호흡기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호흡 재교육 운동만을 적용한 군(BR

군)보다 목 안정화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 군(NS군)

에서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자세와 연관성이 높은 목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질환 환자에게 호흡기능의 저하가 나

타났다는 연구들(Dimitriadis 등, 2013; Kapreli 등,

2008; Kapreli 등, 2009; Perri와 Halford, 2004)을 바탕

으로 뇌졸중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많이 사

용되고 있는 호흡 운동의 방법(호흡 재교육 운동)에 목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을 통한 목 안정화 운동을 병행

하여 호흡 운동의 방법으로 적용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호흡 기능의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

흡 운동 프로그램 가운데 목에 대한 중재가 포함된다면

호흡 운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험 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어 일반화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하여 이 점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목 안정화 운동만

을 실시한 대조군을 추가한다면 호흡 운동을 실시하지

못하는 환자의 호흡 기능 향상에 목 안정화 운동이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목 안정화 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을 위

한 더욱 쉽고 정확한 방법의 목 운동 중재가 요구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목 안정화 운동 및 호흡 재교육 운동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목 깊은 굽힘근육의 두께 변화율,

노력성 폐활량, 그리고 최대 기침 유량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목 깊은 굽힘

근육 두께 변화율은 목 안정화 운동과 호흡 재교육 운

동을 병행한 실험군 1에서 실험군 2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모든 군이 노력성 폐활량, 1초

간 노력성 날숨량, 그리고 최대 날숨 속도에서 중재 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고, 최대 기침 유량은 실험군 1과

실험군 2에서 중재 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군 간

의 비교에서 호흡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 1과 2가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대체적으로 목 안정화 운동을 병행한 실험군 1에서

더 높은 호흡기능의 수행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호흡 재교육 운동과 함께 목 안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들의 호흡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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