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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복합운동이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호흡기능과 

체간자세 개선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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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호흡기 장애가 있는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체간에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이 호흡기능, 자
세, 신체피로감의 개선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총 10명으로  2014년 1월부터 동년 11월까지 8주간 비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주 3회, 1일 30분간 체간에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FVC, FEV1, 체
간자세, 체간움직임, 신체피로감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5). 본 연구를 통해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이 호흡기장애 
노인의 호흡기능, 체간자세, 체간움직임, 신체피로감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호흡정형물리치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들에서는 제한성 폐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호흡정형물리치료와 운동 분야
들과의 치료적 융복합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주제어 : 관절가동술, 스트레칭, 제한성 폐질환, 호흡기능, 체간자세, 치료적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runk mobilization and stretching activities 
on respiratory function, trunk posture, and physical fatigue for elderlies with restrictive lung diseases and 
related respiratory impairmen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with ten subjects, participating for eight weeks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4. Subjects performed trunk mobilization and stretching routines for 30 
minutes per day for three days each week.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FVC and FEV1, trunk posture, trunk movement and physical fatigue(p<.05). The study results verified that 
trunk mobilization and stretching activities can be used as respiratory orthopedic manual therapy to improve 
respiratory function, trunk posture, trunk movement and physical fatigue simultaneously for elderly with 
respiratory impairment. Continuous studies through therapeutic convergence with the exercise field along with 
the respiratory orthopedic manual therapy that used in this study for elderly people with restrictive lung 
diseases will be necessary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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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한성 폐질환(restrictive lung disease)은 호흡기질환

의 6.6% 정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1], 호흡곤란(dyspnea), 

피로, 기능장애(functional impairment.)[1-3]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노인에게서 제한성 폐질환의 발생은 

신체 ·정신  건강에 심각한 험요인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  노화 상이 진행되면서 차 호

흡에 련된 들과 결합조직들이 퇴행되고[4], 만약 

구부정한 자세가 복합될 경우 척추 주  들의 안정

성과 가동성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5]. 선행연구들에

서도 흉추만곡의 증가는 구부정한 체간자세와 체간움직

임을 감소시키고[6,7,8], 기립자세에서 척추다 과 체

간근육들에 하 을 증가시켜 척추분 들의 퇴행을 빠르

게 진행시키고 기능장애를 유발한다고 언 하고 있다[9]. 

한 노인에게 호흡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피로

감[3,10]이 증가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을 가진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경우 호흡기능, 체간자세와 움직임, 신체

피로감을 함께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제한성 폐질환의 호흡재활을 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호흡운동기구, 항운동, 계단 오르기, 트 드 , 자

거, 호흡근운동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2,3] 그 효과는 

연구자들 마다 다르며, 선행연구 한 매우 부족한 실정

으로 효과 인 호흡물리치료 재방법에 한 다양한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호흡정형물리치료 재방법으로 용한 

가동술(joint mobilization)은 척추 가동성, FVC, 

FEV1, FEV1/FVC 개선에 효과 이고[11], 특히 스트

칭은 주동근(agonist muscle)에 스트 칭을 용 후 길항

근(antagonist muscle)에 등척성수축을 실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2,13,14]. 

각각의 운동방법들은 다양한 신체기능에 효과 인 

재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호흡기질환을 가진 노인의 

호흡기능 개선과 련된 가동술과 문  스트 칭

을 함께 융합하여 실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한성 폐질환을 가진 노인을 

상으로 체간의 가동술과 스트 칭이 호흡기능, 체

간자세, 체간움직임, 신체피로감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으로써 새로운 호흡정형물리치료 재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을 상으로 호흡측정 

장비(Fitmate MED, Cosmed, Italy)를 이용하여 1 간 강

제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이하 

FEV1),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이하 FVC), 

1 간 강제 호기량에 한 노력성 폐활량의 비율

(FEV1/FVC)를 측정 시 제한성 폐질환(FEV1/FVC≥

65%, FVC<80%)[15]이 있는 노인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의 표본수를 계산하기 해 G power 로그램

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는 0.95, 유의수  .05, 검정력 0.8

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9명으로 계산되어  10명을 상

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16]에서 24  이상으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독립보행이 가능하며, 추신경계, 척추수

술병력, 재 호흡기계와 련하여 의료  처치를 받고 

있지 않은 노인들이었다. 연구 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취지에 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는 

노인들을 상으로 2014년 1월부터 동년 11월까지 8주간 

비동시 으로 실시하 고, 모든 측정과 운동은 10년 이

상의 물리치료 경력을 가진 1인이 실시하 다. 연구 상

자들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M(SD)

Gender
Male 2(20)

Female 8(80)

Age(yr)

60-64 6

65-69 2

70≤ 2

Total 64.60±3.84

Height(cm) 157.00±5.89

Weight(kg)  58.29±5.8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2.2 평가도구

2.2.1 호흡기능(Respiratory function)

연구 상자의 FEV1, FVC, FEV1/FVC을 측정하기 

해 Fitmate MED(Cosmed, Italy)을 사용하 다. 측정

에 앞서 연구 상자들의 정확한 측정을 해 교육과 함

께 3회 반복 교육을 실시하 다. 측정자세는 시선을 정면

을 바라보고 코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구 상자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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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최  호흡기능을 측정하 다. 3회 반복측정 후 평

균값을 본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 다.

2.2.2 체간자세(Trunk posture)

연구 상자의 체간자세는 Spinal mouse(Idag, Swiss)

를 사용하여 흉추만곡과 요추만곡을 측정하 다. 이 장

비는 인체에 비침습  방법으로 척추만곡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17]. 측정  연구 상자의 경추 7번과 천

골 3번에 표식 (landmark)을 표시하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평소 이완된 자세로 서있도록 하 다. 서있을 

때 평소 이완된 자세와 바르게 선 자세에 따라서 척추만

곡이 달라지기 때문에[18]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취하는 

편안한 자세로 서있도록 하 다. 측정은 표식 을 따라 

경추 7번에서부터 천골 3번까지 Spinal mouse를 어내

려 측정하 다[17].  

2.2.3 체간움직임(Trunk movement)

연구 상자의 체간자세를 측정한 다음, 시상면을 기

으로 체간굴곡과 체간신  상태에서 표식 을 따라서 

Spinal mouse(Idag, Swiss)를 어내려 흉추굴곡과 신 , 

요추굴곡과 신 을 측정하 다[17]. 이 장비는 방사선 측

정장비와 비교하여 요추굴곡의 상 계수는 r=.86의 신뢰

도를 가지고 있다[19].

2.2.4 신체피로감(Physical fatigue)

연구 상자의 신체피로감을 측정하기 해 신희

[10]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이퍼 피로감 척도(Piper 

fatigue scale)[20]를 사용하 다. 이퍼 피로감 척도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설문문항들은 수

평선에 1부터 10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피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 상자는 본인이 생

각하는 피로감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기입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75이었다. 

2.3 운동방법

연구 상자들의 운동은 8주간 주 3회, 1일 30분간 

가동술과 스트 칭을 융합하여 실시하 다. 모든 운동

은 칼텐본 척추심화과정 이상을 이수한 물리치료사 1인

이 실시하 다.

2.3.1 관절가동술

가동술은 칼텐본-에비안스 정형물리치료를 사용

하여 흉추견인(traction)을 동반한 신  가동술과 특

수한 방 늑골 가동술[21]을 등  Ⅲ(grade Ⅲ)[22]

으로 각각의 에 15분간 용하 다. 

2.3.2 스트레칭

스트 칭은 에비안스-함베르크 스트 칭을 이용하여 

복직근(Rectus Abdominalis), 흉근(Pectoralis Majer)

의 쇄골부(clavicular part), 흉늑부(sternocostal part), 복

부(abdominal part),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에 스트 칭을 실시하 다[13,23]. 연구자는 연구

상자의 각각의 근육들에서 당기는 느낌이 있는 자세에

서 5 간 등척성수축(isometric contraction)을 시키고 2

∼3 간 이완한 다음 증가된 가동범 에서 18  동안 자

세를 유지시켰다. 그리고 스트 칭을 용한 근육의 길

항근에 등척성수축을 5 간 용 후 이완된 자세에서 10

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 다. 각각의 근육에 4회 반복하

여 15분간 스트 칭을 용하 고, 스트 칭 시 발살바 

조작(valslva maneuver)의 험[24]을 방하기 해 연

구 상자가 호흡을 유지하도록 지도하 다[12].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도우용 통계처리 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자의 키, 몸무게, 체

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연구 상자의 운동 ·후 호흡기능, 척추만곡, 척추움직

임, 신체피로감의 변화는 콕슨 부호 순  테스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 으며, 

모든 분석의 통계  유의수 은 p<.05로 설정하 다.

3. 연구 결과

3.1 운동 전·후 각 호흡기능, 척추만곡, 

    척추움직임, 신체피로감의 변화 

체간에 가동술과 스트 칭 후 제한성 폐질환 노

인의 FVC, FEV1가 유의하게 증가하 고(p<.01), 시상면

을 기 으로 흉·요추만곡(p<.01)과 흉추 움직임(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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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test

M(SD)

Post-test

M(SD)

Rate of change 

M(SD)
Z p

Respiratory 

function

FVC(ℓ) 1.83±.37 2.07±.34 .239±.24 -2.366 .018
*

FEV1(ℓ) 1.35±.32 1.76±.35 .40±.41 -2.366 .018*

FEV1/FVC(%) 72.70±9.97 82.50±12.46 9.80±13.37 -1.572 .116

Trunk posture
Thoracic Curve(　°) 46.10±3.60 43.60±2.88 -2.50±1.90 -2.684 .007

**

Lumbar Curve(　°) -14.70±4.64 -16.70±5.23 -2.00±1.41 -2.687 .007**

Trunk 

movement

Thoracic Flexion(　°) 11.70±5.14 15.30±5.85 3.60±2.37 -2.680 .007**

Thoracic Extension(　°) -7.10±2.92 -13.00±3.23 -5.90±1.20 -2.820 .005
**

Lumbar Flexion(　°) 37.00±5.35 42.20±8.11 5.20±4.47 -2.515 .012*

Lumbar Extension(　°) -5.70±2.06 -7.70±2.21 -2.00±1.56 -2.549 .011*

Physical fatigue(Score) 5.07±.66 3.41±.58 -1.66±.82 -2.805 .005
**

*
p<.05, 

**
p<.01

<Table 2> Comparison of respiratory function, trunk posture, trunk movement and physical fatigue 
between pre and post intervention

요추 움직임(p<.05), 신체피로감(p<.01)이 유의하게 개선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체간

에 가동술과 스트 칭이 호흡기능과 체간자세, 체간

움직임, 신체피로감 개선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4. 고찰

본 연구는 제한성 폐질환 노인을 상으로 체간의 

가동술과 스트 칭의 효과를 알아보고, 새로운 호흡정

형물리치료 운동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호흡기능 개선을 해 체간에 

가동술과 스트 칭을 실시한 결과 FVC, FEV1가 증

가되어 호흡기능이 유의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 다

(p<.05). 이와 같은 결과는 가동술이 경직(joint 

stiffness)[7]을 감소시키고 가동성을 증가시켜 흉벽

(chest wall)의 움직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반 인 호

흡기능의 향상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 스

트 칭을 용한 복직근, 흉근, 흉쇄유돌근은 호흡과 

체간굴곡에 작용하고[7] 자세와 신체기능[12,25]에 여

하며 근막의 연속성을 가지는 근육들로[26], 이 근육들의 

스트 칭은 구부정한 자세로 인해 짧아진 호흡근들의  

호흡참여율을 증가시켜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호흡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제한성 폐질환의 선행연구들에서 Oh 등[15]은 음압인

공호흡기구(negative pressure ventilators)와 함께 항

운동, 지구력운동, 호흡근운동을 결합하여 실시한 운동군

에서 FVC, FEV1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지만 FEV1/FVC

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 다. 그러나 음압인공호흡기를 실시하지 않고 운동만

을 실시하 던 조군에서는 호흡기능에 변화가 없었다

고 하 다.

하지만 Salhi 등[3]은 24주간 항운동, 계단 오르기, 

트 드  보행, 자 거 운동을 포함하여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최 운동량(exercise capacity), 근력(muscle 

force), 최 산소섭취량(VO2max), 6분 보행거리가 증가

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

으로 항운동, 계단 오르기, 트 드  보행, 자 거 운동 

등은 환자교육을 통해 가정운동 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제한성 폐질환의 호흡기능 개

선을 해서는 보다 문 인 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체간에 가동술과 스

트 칭 기술들을 융복합하여 용할 경우 늑추 과 척

추 의 경직(joint stiffness) 감소, 호흡근 자극, 짧

아진 호흡근 신장으로 호흡근 참여가 용이해져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호흡기능을 개선을 한 효과 인 재방

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앞서 제한성 폐질환 노인들의 흉추만곡의 

각도는 46.10±3.60°로 측정되어 체간이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보 다. 평소 구부정한 자세는 흉추만곡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27] 자세개선을 해 흉추부  근육들에 

한 운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동술과 스트 칭 기술들을 융복합

하여 실시한 결과, 흉추만곡은 감소하고 요추만곡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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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구부정한 자세를 가진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체

간자세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01). 구부정한 

체간자세로 단축된 근육들에 스트 칭과 함께 경부와 체

간의 신 에 작용하는 항근들인 승모근, 능형근, 

배근, 경최장근, 경반극근, 경 상근, 척추기립근 등[7,25]

의 등척성수축은 체간신 근의 근력을 강화시켜 체간자

세를 개선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Kondratek 등[14]의 연

구에서도 흉추부에 에비안스-함베르크 스트 칭이 흉추

부 신 에 효과가 있다고 언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 다. 본 연구에서 체간의 자세 개선은 척추다

의 하 을 감소시켜 척추분 들의 퇴행과 기능장애[9]를 

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운동 방법은 체간굴곡과 신 을 증가시켜 

체간움직임의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다(p<.05). 일반 으

로 노화와 함께 요추의 굴곡과 신 은 감소하지만[6] 

가동술과 스트 칭 후 시상면을 기 으로 체간굴곡과 

신 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체간움직임이 개선되었

다. Hwangbo[11] 역시 흉추의 가동술과 스트 칭 

후 흉부의 굴곡과 신  가동범 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 다. 다양한 신체 에 

수축-이완- 항근 강화 스트 칭을 실시한 선행연구들

[28,29]에서도 가동범 와 유연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 스트 칭 시 액순환의 증가, 피로물질, 통증물

질, 스트 스의 감소[24]와 같은 정 인 생리  변화들

이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신체피로감을 개선시키는데 

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사연구에서 Lacaze 등[30]은 

가동술과 스트 칭이 근골격계 문제와 정신  피로를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제한성 폐질환 노인을 

상으로 호흡정형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신체피로감을 

확인한 연구가 무하여 직 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

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호흡기장애 환자들의 신

체피로감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겠다. 

지 까지 연구를 통해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체간에 

가동술과 스트 칭 기술을 융합하여 실시할 경우 호

흡기능, 체간자세와 움직임, 신체피로감을 개선시키는데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후 연구들

에서 호흡기능  체간자세 개선을 한 운동 분야

[31,32]와의 치료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제한성 폐질환 노인

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제한성 

폐질환 자와 척추후만증(kyphosis) 노인들에게 일반화 

할 수 없고, 연구 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제한 을 

가진다. 재 호흡기능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상으로 

가동술과 스트 칭을 이용한 문 호흡정형물리치

료의 연구가 부족하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호

흡기장애와 연령을 상으로 지속 인 호흡정형물리치

료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제한성 폐질환을 가진 노인에 가

동술과 스트 칭 결합한 호흡정형물리치료가 호흡기능, 

구부정한 체간자세, 체간움직임, 신체피로감을 동시에 개

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호흡기능 장애가 있는 제한성 폐질환 노인의 호흡기능, 

체간자세, 신체피로감을 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운동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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