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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이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의 호흡능력 및 기침능력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 10명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강
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20분씩 주 5회 8주간 실시하였다. 훈련 전, 훈련 4주 후 그리고 8주 후 대상자의 노력성 폐활
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성 폐활량비 그리고 도수 보조 최대 기침유량을 측정하였으며 기간에 따른 호흡능력과 
기침능력을 알아보고자 반복측정 분산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훈련기간에 따라 대상자의 노력성 폐활량, 1초
간 노력성 호기량, 도수 보조 최대 기침유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은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의 호흡능력 및 기침능력을 증진시켜 기관절개관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훈련방법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mechanical in-exsufflator (MI-E) with on 
pulmonary rehabilitation in stroke patients with trachostomy tube. Methods： We studied ten stroke patients who 
had neither history nor radiologic finding of pulmonary disease. The pulmonary function was evaluated by 
measuring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and forced expiratory 
ratio (FEV1/FVC) The capacity of cough was evaluated by measuring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MPCF).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repeated ANOVA test. Results：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are significant improvement of FVC and FEV1 according to training period (p<.05). 2) There are 
significant improvement of MPCF according to training period (p<.05). Conclusion：These results suggest that 
MI-E training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herapeutic modality for improvement of pulmonary function and 
capacity of cough in stroke patients with tracheos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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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사
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0
만 명당 40대는 54.1명, 50대는 135.6명, 60대는 391.5명, 
70대는 1514.6명 그리고 80세 이상은 2616.8명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 최근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
으로[2]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운동장애, 감각장애, 지각
장애 그리고 언어장애를 위한 재활치료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3,4]. 특히 뇌졸중 환자의 폐기능
(pulmonary function)의 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생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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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근육의 무사용(disuse), 움직
임의 제한 그리고 강직으로 인한 폐용적의 감소와 비정
상적인 자세로 인한 호흡근육의 안정 시 길이변화 등이 
뇌졸중환자의 폐기능을 약화시킨다[5,6]. 폐기능의 약화
는 신체활동을 제약하며[7], 기도 내 분비물의 부적절한 
제거로 인하여 호흡기계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
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한다[8].

기침은 기도 내 분비물을 외부로 배출시켜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보호기
능이다. 뇌졸중 환자들은 호흡근육의 약화와 최대기침유
량(Peak cough flow rate, PCFR)의 감소로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9]. 특히 호흡능력이 저하되어 기
관절개관(tracheostomy tube)을 삽입한 환자의 경우 기침 
능력이 회복되어야 성공적으로 기관절개관을 제거할 수 
있다[10]. 기침은 흡입기(inspiratory phase), 압박기
(compression phase), 배출기(expulsive phase)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11], 기도 내 분비물 제거를 위한 기침을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흡입기에서 충분한 공기의 흡입
이 이루어져야 한다[12]. 

최근 연구에서 기침능력 증가를 위해서 기계적 기침 
보조기를 이용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mechanical 
insufflation – exsufflation, MI-E) 방법이 보고되고 있는
데, 이 방법은 기도 내에 양압과 음압을 번갈아 적용하는 
방법으로 호흡기 내 분비물의 제거와 최대기침유량의 증
가에 매우 효과적인 훈련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러
나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신경근 
질환(neuromuscular disease) 환자와 경수마비 환자
(cervical cord injured patients)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3,14], 뇌졸중 환자 특히 호흡기능 저하로 기관절개관
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강제 양압식 호흡훈
련 방법을 이용한 기침능력 증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보조기를 이용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 
방법이 폐기능 및 기침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D재활병원에서 2011
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입원
중인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 10명으로 하였으
며, 대상자들에게 실험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실험 전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대상자의 선별기준은 호흡기계 질환 및 손상 병력이 없
으며 방사선 검사 및 흉부 이학적 소견에서 폐질환 소견
이 없는 환자, 심각한 수준의 실어증이나 치매 등으로 실
험에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지 기능 장애가 없
는(MMSE-K 24점 이상) 자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호흡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실시하기 전, 훈련 4주 후 그리
고 8주 후 폐활량계와 최대기침 유량 측정기를 사용하여 
폐기능과 기침능력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관절가동운
동, 근력강화운동, 신장운동을 하루 30분, 강제 양압식 호
흡훈련을 20분씩 주 5회 8주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전
반적인 체력수준이 낮은 상태로 인하여 근력강화운동은 
최대반복(repetition maximum, RM)의 50%이하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mechanical insufflation 
– exsufflation, MI-E)은 Liaw(2000)의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하였으며[15], 기계적 기침 보조기(Cough Assist 
In-Exsufflator, J H Emerson Co, Cambridge, MA, USA)
를 사용하였다.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병실침대의 
전동 등판각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60°정도 상체를 세
우고 기계적 기침보조기의 마스크(mask)를 입부위에 고
정시켰다. 양압 20cmH2O에서 40cmH2O를 1~3초간, 음압 
-20cmH2O에서 -40cmH2O를 1~3초간 5회 반복 1세트를 
실시하였다. 환자의 과환기(hyperventilation) 상태를 피하
기 위하여 세트마다 30초의 휴식을 취하고 5세트 반복하
였다. 

2.3 측정방법

2.3.1 폐기능 평가

폐기능은 폐활량계(Micro Spirometer, Micro Medical 
Ltd, UK)의 호흡기능 계산기(Pulmonary function calculator, 
Micro Medical Ltd, UK)를 사용하여 노력성 폐활량
(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그리고 노력성 
폐활량비(forced expiratory ratio, FEV1/FVC)을 측정하였
다. 환자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병실침대의 전동 등판각
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60°정도 상체를 세운 후 코마개
를 이용하여 입으로만 호흡하도록 지시한 다음, 환자가 
스스로 들어마실 수 있는 최대한 공기를 들어마신 다음 
가능한 빨리 강하게 내쉰 공기의 양을 노력성 호기량, 최
대한 공기를 들어마신 다음 1초간 가능한 빨리 강하게 내
쉰 공기의 양을 1초간 노력성 호기량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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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I-E (n=10)

Gender (male/female) 6/4

Paretic side (left/right) 8/2

Type of stroke (hemorrhage/infarction) 5/5

Age (Years) 49.20±1.91
a

Time since stroke (month) 16.40±3.15 

Height (cm) 166.40±3.08 

Weight (kg) 61.40±3.98
aM±SE

MI-E: mechanical insufflation – exsufflation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3.2 기침능력 평가

기침능력은 최대기침 유량 측정기(Peak flow meter, 
cardinal Health 232 Ltd,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환자로서 기침능력이 크게 저하되
어 있어 도수 보조 최대 기침유량(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MPCF)을 측정하였다. 환자의 자세는 폐기능 
측정방법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환자 스스로 들이마실 
수 있는 최대한 공기를 들어 마신 후 최대한 힘차게 기침
을 할 때 힘차게 복부를 밀어주면서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

대상자의 각 기간에 따른 폐기능과 기침능력을 비교하
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ANOVA 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전체 대상자는 남성 6명, 여성 4명이었
고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령은 49.20±1.91
세, 평균 신장은 166.40±3.08cm, 평균 몸무게는 
61.40±3.98kg 그리고 유병기간은 16.40±3.15개월이었다. 
손상 형태는 뇌출혈 5명, 뇌경색 5명이며, 손상 부위는 
오른쪽 2명, 왼쪽 8명이었다[표 1].

3.2 훈련기간에 따른 폐기능 비교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 기간에 따른 폐기능의 비교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훈련기간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는 구형성 가정
을 만족하여 일변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훈련전 926.00ml, 

훈련 4주후 1063.00ml, 훈련 8주후 1285.00ml로 훈련 8
주후가 가장 높았으며[표 2], 훈련기간에 따라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

훈련기간에 따른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변화는 구형
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훈
련전 534.00ml, 훈련 4주후 694.00ml, 훈련 8주후 
792.00ml로 훈련 8주후가 가장 높았으며[표 2], 훈련기간
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3].

훈련기간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 비의 변화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훈련전 
58.48%, 훈련 4주후 66.53%, 훈련 8주후 62.91%였으며
[표 2], 훈련기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5)[표 3].

3.2 훈련기간에 따른 기침기능 비교

훈련기간에 따른 도수 보조 최대 기침유량의 변화는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여 일변량 분석을 이용하였다. 훈련
전 81.00l/min, 훈련 4주후 97.00l/min 훈련 8주후 
119.00l/min로 훈련 8주후가 가장 높았으며[표 2], 훈련기
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표 3].

4. 고찰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 호흡근육의 이상[16,17], 비정상
적인 흉곽확장[18], 이산화탄소 민감성 증가그리고 수의
적인 호흡감소로 비대칭적인 호흡이 나타난다[19]. 뇌졸
중 환자의 마비측 호흡능력의 변화는 호흡 기능의 지표
인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성 호기비 
그리고 최대호기유속의 변화를 일으키고[20], 기침 능력
의 지표인 최대기침유량의 저하를 가져온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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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 4 weeks 8 weeks F

FVC(ml) 926.00±81.20a 1063.00±107.68 1285.00±139.48 12.417*

FEV1(ml) 534.00±60.28 694.00±78.21 792.00±85.90 9.653*

FEV1/FVC(%) 58.48±6.10 66.53±3.75 62.91±3.17 0.999

MPCF(L/min) 81.00±4.82 97.00±7.46 119.00±8.27 35.353*
aM±SE
*p<.05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FVC : forced expiratory ratio
MPCF :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표 2] 훈련기간에 따른 호흡기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pulmonary function value following training periods 

Group Period Type Ⅲ SS df MS F

FVC(ml) 
pre-4weeks 187690.000 1 187690.000 9.655*

4weeks-8weeks 492840.000 1 492840.000 22.410*

FEV1(ml) 
pre-4weeks 256000.000 1 256000.000 14.066*

4weels-8weeks 96040.000 1 96040.000 16.260*

FEV1/FVC(%) 
pre-4weeks 648.025 1 648.025 1.437

4weels-8weeks 131.044 1 131.044 2.240

MPCF(L/min)
pre-4weeks 2560.000 1 2560.000 16.000*

4weels-8weeks 4840.000 1 4840.000 24.750*

*p<.05
FVC : forced vital capacity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FVC : forced expiratory ratio
MPCF : manual assisted peak cough flow

[표 3] 호흡기능의 개체내 효과검정
[Table 3] Tests of within-subjects contrasts on pulmonary function value     

선행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호흡 근육 훈련, 피드백 호흡 훈련이 사용되어 왔
다[21,22]. 본 연구에서는 경수 손상 환자와 신경근 질환
(neuromuscular disease) 환자의 호흡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주로 사용된 기계적 기침 보조기를 이용한 강제 양압
식 호흡훈련 방법을[14,23]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환자에
게 적용하여 노력성 폐활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
성 폐활량비 그리고 최대기침유량을 측정하여 뇌졸중 환
자의 호흡 기능과 기침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폐활량을 나
타내는 지표로[24], 김보련 등(2009)은 흡기 근육과 호기 
근육 약화, 오랜 기간 침상 안정으로 인한 무기폐 그리고 
흉곽 조직의 단축으로 인하여 뇌졸중 환자는 제한성 환
기 장애 양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노력성 호기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25]. 또한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저환기는 편측 환기-관류 불균형 및 저산소증을 야기시
키고 이로 인해 뇌졸중 환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호흡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26]. 김명권 등(2011)은 척수손상 
환자에게 기계적 기침보조기를 이용하여 강제 양압식 호

흡훈련을 적용한 결과 노력성 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 호
기량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27]. 본 연구에서 노력
성 폐활량은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 전 926.00±81.20ml, 4
주 후 1063.00±107.68ml 그리고 8주 후 1285.00ml로 유
의하게 증가하였고, 1초간 노력성 호기량도 호흡훈련 전, 
4주 후, 그리고 8주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폐활량을 증가시켜 호
흡 효율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훈련 방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호흡능력은 뇌졸중환자의 MBI 점수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이나 이동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25,28]. 노력성 호기량을 증가시
키는 훈련방법으로 큰가슴근 신장기술(stretching technique 
of the pectoralis major), 입술 오므리기 호흡(pursed-lip 
breathing). 흡기근육 훈련(inspiratory muscular training) 
등이 있다[21,29,30]. 최근 Kim(2011)은 피드백 호흡 훈
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 노력성 호기량이 
1.84l에서 2.20l로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1.69l에서 2.03l
로 각각 증가하여 피드백 호흡 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호
흡기능 향상에 효율적인 훈련방법이라 보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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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는 본 연구에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적용한 
후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호기량과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력성 폐활량 비는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노력성 폐
활량에 대한 비로 기류폐색을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선행 연구에서 노력성 폐활량 비가 70% 이하일 때 폐쇄
성 질환으로 보고하고 있는데[31], 본 연구에서 기관절개
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는 노력성 폐활량 비가 70% 이
하로 폐쇄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
은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 적용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이 뇌졸중 환자의 기류폐색 
정도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침은 기도의 점막섬모 청소(mucociliary clearance)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침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최대기침유량이 사용된다. 최대기침유량의 정상 수치는 
300l/min이상이고 160l/min~270l/min사이일 때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기 쉬우며,  160l/min이하로 떨어지면 점막
섬모 제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32]. 또한 기관절개
관을 삽입한 환자의 경우 최소 최대기침유량이 
160ml/min이 되어야 기관절개관을 제거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는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환자로 
최대기침유량이 훈련 전 81L/min로 기침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실시한 후 4주 후와 8주 후 각각 97L/min와 119L/min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
이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의 기침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효율적인 훈련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8주 
후 최대기침유량이 160ml/min이하로 뇌졸중 환자의 기관
절개관 제거를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 기간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은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같은 신경근 질환 환자와 
경수 손상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었다[14,23]. 본 연구에
서는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
중 환자에게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환자의 노력성 폐활
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 그리고 최대기침유량이 증가하
였다. 이런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강제 양압식 호흡훈
련은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의 호흡능력 및 
기침능력을 증진시켜 기관절개관 제거하는데 유용한 훈
련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뇌졸중으로 인
하여 기관절개관을 오랜 기간 삽입한 환자를 선별하여 
연구를 실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 수
가 많지 않아 모든 뇌졸중 환자의 강제 양압식 훈련의 효
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다. 차후 

보다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실시하고 기존의 다양한 호흡근 피드백 호흡훈련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하여 뇌졸중 환자의 호흡기능 향상을 위한 
다각적 연구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요약 및 결론

뇌졸중 환자의 폐기능의 감소는 일상생활 동작과 이동 
동작 능력의 손상을 가져오고, 기침기능의 감소는 호흡기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의 성공적인 기관절개관 제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흡기능 및 기침
능력 향상에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진 강제 양압식 호흡
훈련을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 10명을 대상으
로 주 5회 8주 동안 적용하여 호흡기능과 기침기능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력성 호기량,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을 실시한 이후 4주 후와 8주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강제 양압식 호흡훈련이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에게 폐활량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훈련방법
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수 보조 최대기침용량 또한 4주 
후와 8주 후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강제 양압식 호흡훈
련이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뇌졸중 환자에게 기침능력을 
증진시켜 기도점막 청소와 성공적인 기관절개관 제거에 
유용한 훈련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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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 섭(Yeon-Seop Lee)               [정회원]

• 2009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
학대학원 물리치료학과 (이학석
사)

• 2012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
학원 재활과학과 (박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청암대학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신경계물리치료, 소아물리치료

김 진 상(Jin-Sang Kim)                 [정회원]

• 198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
원. 수의학과 (수의학석사)

• 1990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학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
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신경해부학, 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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