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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Cough suppression therapy (CST) is a physiotherapy that can be 
used for patients with chronic refractory cough (CRC).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CST for CRC.
Materials and Method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onducted in 27 pa-
tients with CRC. Participants were randomized to receive either standard mucolytic medications 
for CRC combined with supplemental CST (CST group) or standard medications alone (control 
group). CST consists of laryngeal hygiene management, humidification, cough suppression tech-
nique, breathing method, and counseling. We assessed the symptoms change at baseline and 
week 4 with the Leicester Cough Questionnaire (LCQ). Secondary efficacy outcomes included 
the degree of cough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 (0 to 100 scale). 
Results  From 2019 to 2021, 14 CST group patients and 13 control group patients were in-
cluded. The improvement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CS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for cough VAS score (36.67 to 13.33 vs. 74.29 to 16.43, p<0.001). Patients in the CST group 
ha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otal (70.14 to 107.71, p=0.005), physical (31.42 to 43.86, p= 
0.015), psychological (23.57 to 40.14, p=0.003), and social (15.14 to 23.71, p=0.005) LCQ 
scores. However, there was not a significant pre- to post-treatment LCQ score improvement in 
control group.
Conclusion CST might be an effective supplemental intervention for CRC.

Keywords   Chronic; Refractory; Cough; Suppression; Therapy.

서      론

만성 기침은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1], 전체 인구의 약 12%의 유병

률을 가진다[2]. 만성 기침은 구토 증상, 흉통, 목소리 변화, 수면 부족, 요실금 등의 증상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당혹감, 기침으로 인한 사회 활동 지장, 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대부분의 흉부엑스선 영

상이 정상인 환자의 기침은 천식, 인후두 역류, 비염, 후비루 증후군 등에 의해서 생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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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약물 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한다[4].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상기 진단에 부합하지 않으며,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하는데도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만

성 기침 유병률의 빈도는 10%-42%로 다양하게 보고된다[5-7].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은 만성 난치성 기침(chronic refrac-

tory cough)을 치료하는 한 방법으로 기침억제치료(cough 

suppression therapy)가 있는데, 이는 기침을 줄이는 행동으

로 기침의 빈도, 기침 반사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는 언어병리학적 중재법이다[7,8]. 기침억제치료는 후두위생관

리, 가습, 기침 억제 기법, 호흡법, 상담으로 구성된다[9]. 행동 

치료의 일종인 기침억제치료는 만성 기침에 대한 효과적인 중

재법 중의 하나로 여러 치료 옵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많

은 예비 연구가 있지만[7], 기침억제치료의 효과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만성 난치성 기침

을 치료함에 있어 기침억제치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기존 

약물 치료 단독 투여에 비해 삶의 질 개선 및 기침 증상 호전

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환자 중 8주 이상 만성 기침 증상을 가진 18세 이상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흉부엑스선촬영, 폐기능검사, 유발검사(prov-

ocation test), 비부비동엑스선촬영, 비인두/후두내시경, 결핵 

객담검사, 가래 그람염색, 전혈 백혈구 검사, 씨반응단백(C-

reactive protein) 등을 검사하여 폐렴, 천식, 부비동염, 인후

두역류증, 결핵 등의 소견을 보인 환자는 배제하고, 이상의 검

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 환자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만성 기

침 증상을 호소한 총 4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기 기술한 검

사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연구를 거부한 10명을 제외한 총 32

명의 환자가 기침 억제 치료의 효능을 조사하기 위해 16명씩 

무작위로 지정되었고, 각 그룹에서 3명, 2명씩의 환자가 내원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총 27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 대조군

(n=13)은 진해거담제 약물 치료만 받았으며, 실험군(n=14)인 

기침억제치료군은 약물 치료에 기침억제치료를 병합하였다

(Fig. 1). 약물 치료는 ammonium chloride/chlorphenira-

mine maleate/dihydrocodeine tartrate/dl-methylephed-

rine hcl 시럽제재 20 mL와 acetylcysteine 200 mg 정제를 

하루 3회 복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병원 기관윤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No. 2019-08-005).

기침억제치료 방법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진해거담제를 처방 받았으며, 기침억

제치료군은 연구에 포함된 날 기침억제치료 교육을 받고, 집

에서 스스로 시행하며, 2주째 외래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재

교육 받으며, 치료 시작 4주 후 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를 시행

하였다. 기침억제치료는 교육, 후두 위생, 기침 억제 테크닉, 심

리 상담으로 구성된다(Table 1). 교육은 기침의 기전, 생리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후두 위생의 중요성 및 위생 유지

를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기침을 억제하는 테크닉(물 마시기, 

침 삼키기, 이완 호흡, 후두 마사지)을 가르치고, 시범을 보이

고 같이 시행하며, 기침을 유발하는 심리적 상담을 통해 지지 

요법을 동반한다[10].

Enrollment

16 Randomized to the non-CST group 16 Randomized to the CST group

3 Lost to follow up 2 Lost to follow up

Analyzed (n=13) Analyzed (n=14)

Excluded (n=10)
Not meeting inclusion criteria (n=4)
Declined to participate (n=6)

Allocation

Follow up

Analysis

Assessed for eligibility (n=42)

Randomized (n=32)

Fig. 1. Flow of study participants. CST, cough suppress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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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반응에 대한 평가는 치료 시작 전과 치료 4주 종료 후 

외래 방문 시 환자에게 치료 전과 비교하여 기침의 강도 및 빈

도와 중증도가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를 시각아날로그척도(vi-

sual analog scale, VAS) 설문지(0 to 100 scale)를 통해 확인

하였다. 또한 레스터 기침 설문지(Leicester Cough Question-

naire score)[11]를 사용하여 총 점수와 신체적(physical), 사

회적(social), 심리적(psychological) 점수를 계산하여 비교하

였다.

통계 분석

모든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기침억제치료 전

후 증상 점수 비교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

였고, 증상의 변화 정도를 두 군간 비교하기 위해서 Mann-

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고, 모든 결과는 p값이 0.05 미만일 경우를 유의하다

고 판단하였다.

결      과

연구에 포함된 총 27명의 환자는 남자 11명, 여자 16명이었

으며, 연령 중위수 61세(range, 23-80)로 구성되었다. 기침억

제치료를 추가한 그룹 14명과 약물치료만 시행한 대조군 13명

의 기침 증상을 치료 전과 4주 치료 후 설문지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기침의 강도와 빈도를 VAS로 표현한 설문지에서 두 군에

서 모두 치료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침의 빈도가 감소함

을 알 수 있었으며(36.67 to 13.33, p=0.017 vs. 74.29 to 16.43, 

p=0.001), 약물치료만 한 그룹에서 23.33점 줄어든데 비해 기

침억제치료를 동반한 그룹에서 평균 57.8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5). 두 군 모두 진해거담제 약물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치료 전후 기침 억제 감소 효과를 보였

지만, 기침억제치료를 병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기침 감소에 

더 유의한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레스터 기침 설문지를 이용한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레스

터 기침 설문 19문항을 모두 합친 전체 점수에서 대조군(82.00 

Table 2. Comparison of mean (SD) pre- and post-intervention symptom scores and degree of change for participants in the CST treatment 
and control groups

Score Group Pre Post Difference 95% CI p value
Couth VAS Control† 36.67 (19.67) 13.33 (5.16) 23.33 (16.62) 6.20 to 40.47 0.017*

CST† 74.29 (7.87) 16.43 (8.52) 57.86 (12.86) 45.96 to 69.75 0.001*
Difference‡ 41.92 (22.69) 16.01 to 53.04 0.005*

LCQ total Control† 82.00 (18.54) 93.33 (24.83) 11.33 (23.47) 13.30 to 35.97 0.290
CST† 70.14 (19.38) 107.71 (11.51) 37.57 (23.03) 16.2 to 58.88 0.005*
Difference‡ 25.46 (26.08) 2.38 to 54.85 0.051

LCQ physical Control† 36.33 (6.22) 39.83 (9.26) 3.5 (7.71) 4.60 to 11.60 0.317
CST† 31.42 (8.54) 43.86 (4.60) 12.43 (9.67) 3.48 to 21.38 0.015*
Difference‡ 8.31 (9.35) 1.70 to 19.55 0.101

LCQ psychological Control† 28.17 (6.55) 33.33 (10.42) 5.17 (10.42) 5.77 to 16.10 0.279
CST† 23.57 (7.68) 40.14 (4.52) 16.57 (8.90) 3.68 to 13.46 0.003*
Difference‡ 11.31 (10.95) 0.69 to 23.50 0.035*

LCQ social Control† 17.5 (7.31) 20.17 (5.53) 2.67 (6.38) 4.03 to 9.36 0.353
CST† 15.14 (4.06) 23.71 (3.30) 8.57 (5.29) 3.68 to 13.46 0.005*
Difference‡ 5.84 (6.35) 1.43 to 13.24 0.138

*Significant at p<0.05; †Calculated using Wilcoxon signed rank test; ‡Calculated using Mann-Whitney U test. SD, standard deviation; CST, 
cough suppression therapy; CI, confidence interval; VAS, Visual Analog Scale; LCQ, Leicester Cough Questionnaire

Table 1. The strategies of cough suppression therapy [9]

Component Example
Education No physiological benefit from cough; vicious cycle of coughing capacity for voluntary cough control
Laryngeal hygiene Increase hydration, decrease exposure to irritating stimuli
Strategies to reduce cough Identify warning signs for cough and replace with modified swallow technique, pursed lip breathing  

  exercise, or relaxed throat breath reduce cough
Psychoeducational counselling Internalizing locus of control; acceptance that treatment is hard work; setting realist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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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93.33)에 비해 기침억제치료를 한 군(70.14 to 107.7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 점수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p= 

0.005). 레스터 기침 설문지를 세부 항목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해보았을 때, 기침억제치료 군에

서 신체적 항목에서는 치료 전후 점수 차이가 12.43±9.67, 심

리적 항목 점수는 16.57±8.90, 사회적 점수 항목은 8.57±5.29

로 치료 전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기침 관련 증상이 호전

됨을 알 수 있었다(all p＜0.05). 그 중 심리적인 항목에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점수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35).

고      찰

만성 난치성 기침의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8주 

이상 만성 기침 환자에서 제시된 진료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충분한 검사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침의 호전이 없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12]. 만성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약 20%-46%에서 만성 난치성 기침의 특징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으며, 용어로는 만성 난치성 기침이나 만성 특발성 기

침(chronic idiopathic cough), 또는 설명되지 않는 만성 기침

(unexplained chronic cough) 등이 사용된다. 만성 난치성 기

침 치료의 접근은 신경조절제, 말초 기침 수용체 길항제 등에 

대한 약물치료와 언어병리 치료(speech pathology manage-

ment)로 알려진 기침억제치료가 있을 수 있다[13]. 기침억제치

료의 목표는 기침을 유발하는 감각을 확인하는 법을 교육하

여 기침의 수의적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침을 호흡이

나 삼킴 반응으로 대신하게 하고, 후두를 자극시킬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만성 난치성 기침에서 이러한 기

침억제치료의 효과는 몇몇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그 효과

가 입증되었다[2,14-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실

적인 문제로 진료 현장에서 기침억제치료가 동반해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난치성 기침 환자에게 모두 진해거담

제의 약물치료를 함에 있어서 기침억제요법을 병합하는 것의 

기침 억제 효과를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기침억제요법 

치료를 했을 때 치료 전후 기침 VAS 점수가 감소하는 것은 기

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7,8,14,15]. 기침억제

치료 없이 4주간의 약물치료 후 기침 증상의 통계적 유의한 

호전 효과를 가져왔으나, 기침억제치료를 병합했을 때 더 큰 

감소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할 결과라고 할 수 있겠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증상 정도와 상관없이 무작

위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전 점수가 기침억제치료 

군(74.29점)의 환자가 보다 나쁜 점수를 대조군(36.67점)과 비

교하여 보이고 있어 기침증상 호전에 효과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단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단순히 기침의 빈도, 강도, 충동적인 느낌 뿐 아니라 

기침 자체로 인해 많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함을 기록

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레스터 기침 설문지를 통해서는 기

침억제치료 군이 치료 전후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호전

됨을 보였으나, 대조군에서는 레스터 기침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지 않았다. 특히 심리적 불편감에서 기침억제

치료군에서 양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만성 난치성 

기침 치료에 기침억제치료를 병합하는 것이 기침의 심리적 불

편감 호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2006년 Vertigan 등[7]은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전체 환자

의 87%가 기침 강도가 감소함을 보이면서 기침억제요법이 기

침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Patel 등[15]도 전체 

환자의 70%가 기침억제 행동치료를 통해 기침증상의 호전을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는 비교를 위한 대조군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2017년 Chamberlain Mitchell 등[16]

이 다기관 무작위 대조 시험으로 만성 난치성 기침 환자에게 

기침억제치료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시행하였는데, 기

침억제치료는 매주 음성치료사에 의해 4주간 시행되었고, 대

조군은 정상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으로 구성하였다. 

기침 관련 삶의 질과 기침 횟수, 강도 등을 측정하였는데, 기침

억제치료를 받은 군에서 기침의 횟수 강도가 41% 감소하는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기침억제치료를 적용하는 빈도는 연구마

다 차이를 보이는데 4-12주까지 다양하게 보이며[16,17], 음성

치료사와 직접적으로 하는 것 외에, 비디오 세션을 첨가하여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지도 연구하였다[18]. 비록 비디오 자료

를 추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큰 기침 감소의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기침억제 행동물리요법이 기존 치료에 더해 기침으

로 인한 삶의 질 증가 및 기침 감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다각

도로 치료방법을 고안해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Slovarp 

등[19]은 만성 난치성 기침 치료에 있어 기침억제치료의 효과

와 경제적 부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기침억제치료의 조기 

적용이 비용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대조군에게 기침억제치료 음성치료 세션과 같은 비슷한 형태

의 정상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조언과 같은 위약 조건(pla-

cebo setting)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을 수 

있겠다. 또한 모든 환자에게 진해거담제가 처방되어, 기침 감

소의 효과가 진해거담제의 효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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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난치성 기침의 치료에 있어 기침의 빈도, 기침 반사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언어병리학적 중재법인 기

침억제치료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

존 약물치료에 더해 기침 감소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적이고 치료 방법이라 사료된다.

중심 단어: 만성; 난치성; 기침; 억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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