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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20  학생이 다양하게 누운 자세변화 따른 복합적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20  남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상자들은
누운 자세,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 원쪽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러 누운 자세에 따라 폐기능 측정기를 이용하여 폐활
량을 평가해 보았다. 자료분석은 SPSS 18.0 버전을 이용하여 실험 상자의 자세변화에 따란 호흡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과는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엎드
러 누운 자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경도의 지적장애인이 일상이나 임상에서 침상생활을 할 때 취침
에서 가장 안정된 호흡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누운 자세를 제시하고 효율적 환기능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호흡기측정, 복합 폐활량, 장애, 자세, 바로 눕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changes of multiple lying position might 
effect the convergence pulmonary function of the 20s men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Twenty 
subjects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Subjects were assessed for 
vital capacity by using Fit mate according to the multiple lying position changes(supine position, right 
sidelying position, left sidelying position, prone position). One-way repeated ANOVA analyzed each 
region data of vital capacity of subjects according to their multiple lying position.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20s men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more higher vital capacity 
to right sidelying position than another lying po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ulmonary 
functional data of 20s men of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is experiment can be used as a basic 
respiratory one for the bed exercise programs in the area of the phys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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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등록된 수로 약 150만명정도 
나타나며 그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51.5%의 비중
을 차지한다[1]. 지적장애인은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 발병하는 장애로 초등학생수준의 정신연령
을 가졌고 언어구사능력이 발전하더라도 정상수준보다는 
낮은 일반적 목적의 표현하고 수용하는 수준이다[2]. 이
런 지적장애인은 신체활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활
동제한으로 이어져 왔다[3,4]. 그래서 장애인은 심혈관 
및 폐기능과 같은 기능장애로 장애사망에서 심혈관질병 
39%, 순환기능 악화 44%으로 사망률이 높다[5]. Draheim[6]
은 많은 장애인들은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있어 
이에 한 의료적 비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
면 가장 급속히 퇴화되는 신체기관이 심혈관계이다. 충분
한 신체활동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고 다
양한 성인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7]. 또한 건강한 
체력유지는 일반 정상인 뿐만 아니라 활동이 제한적인 
성인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스스로의 자립적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8].

한편, 호흡의 자세는 호흡근의 안정 시 흉곽길이에 영
향을 미치며[9], 호흡근의 활동변화를 일으키는데 있어서 
자세변화는 최 호기속도와 호흡량을 측정할 때 뼈 계 
및 가슴우리 주위의 연부조직의 신축탄력성, 호흡근의 힘
에 의해 변화가 주게 된다[10]. 또한 환기와 관류에도 변
화가 나타나 중력에 의존하여 최고의 공기 교환이 나타
나게 된다[11]. 이런 변화는 골격 및 흉곽의 연부조직 탄
력성, 호흡계를 운동시키는 근육에 의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12].

현 시점에서 자세에 따른 호흡계평가는 주로 정상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고주연 등[13]은 정상인을 상
으로 누운 자세가 선 자세보다 폐활량이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가로막의 수축의 제한된 기능이 나타났고, 
홍완성 등[14]은 앉은 자세에서 보다 더 폐활량이 더 많
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복직근 활동의 영향에 따라 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에서 폐기능이 더 많이 증진
되었다고 보고하였다[15]. 송지영 등[16]은 머리를 30도 
아래로 낮춘 자세에서는 바로 선 자세보다 복강의 압력
이 더 많이 증가하여 복부 장기들이 중력적 영향으로 횡
격막쪽으로 밀려올라가 뿐만 아니라 정맥흐름의 증가로 
폐모세혈관에 점진적 울혈현상이 나타나 폐의 공간을 감
소시킨다. Townsend[17]는 바로 누웠을 때 복부의 장
기가 횡격막을 두부 쪽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정맥 환류

의 증가로 울혈성 폐혈관이 나타나 폐용적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Allen 등[18]은 누운 자세에서 전신순환이 폐순
환으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여 흉곽내 가스유입
용량이 감소하고 복부의 장기 등의 내용물이 횡격막을 
압박하여 공기 유입을 원활하지 못하여 폐기능 감소하게 
된다. Morgan 등[19]은 누운 자세에서 배부의 근력이 
약해져 폐활량이 작아진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신체자세와 호흡기능의 연관성에 한 연구
는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적 장애인의 심혈관계의 관
리와 평가에 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시점이다. 특히 
선진국형 생활환경과 식습관의 문제로 지적장애인의 체
력관리 및 건강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호흡계의 기능적 연구에 해 점진
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도의 지
적 장애를 가진 20  학생들을 상으로 누운 자세변
화에 따른 폐활량의 변화를 비교하여 임상 또는 침상에
서 호흡운동프로그램을 적용 시 호흡의 효율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10일까

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N 학에 다니고 있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20  남자 학생 20명을 선별하여 실
험에 참여하였다. 연구 상자는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심폐계의 질병의 의구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탈락
시켰고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에 동의
한 자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재 연구는 한국 나사렛 
학교 산하 윤리적 임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서를 받
았고(KNU IRB 19-0425-20),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
리적 원칙에 맞게 검토를 받았다. 

경도지적장애인의 선정기준으로 만 19-22세 사이의 
학생으로 구성하였고,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아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
며, 시·청각적 감각장애나 정서·심리적 문제 등이 보이지 
않고, 경도지적장애 집단의 수용ㆍ표현어휘력검사를 통
해 언어구술능력와 일상생활활동 연령이 일치하는 자로 
선정하였다[20].   

2.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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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F p

Supine position Left sidelying position Right sidelying position Prone position

VCabc 4.25±1.55 4.40±0.84 4.53±1.61 3.80±1.10 2.204  .014

M±SD, *p<.05,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pine and Left sidelying, b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pine and Right sidelying, c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pine and Prone; VC: vital capacity

Table 2. Comparison of the vital capacity measurement in the subjects according to changes of position        (L)

2.2.1 호흡 측정 방법
본 연구는 실내히터기로 평균온도 20℃로 유지하는 

학과 전공관련 실습실에서 실험 상자들은 도수치료용 
침 에 바로 누운 자세로 누웠다. 기본적으로 실험 상자
의 심리적 안정상태를 위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도록 가림막을 이용하였다. 실험자세는 총 
네가지 자세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바로 누운 자세
(supine)로 실시하였는데 실험 상자가 침  위에서 다
리를 바르게 펴고 머리와 몸통은 똑바로 유지하여 베개 
없이 5분 동안 안정을 취한 다음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자세는 왼쪽으로 옆으로 누운자세에서 머리에 
베개를 끼운 상태에서 5분동안 안정을 취한 다음 폐활량
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자세는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에 베개를 끼운 상태에서 5분동안 안정을 
취한 다음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네 번째 자세는 엎드러 
누운자세에서 머리에 베개를 끼운 상태에서 5분동안 안
정을 취한 다음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필요할 경우 실험
자는 상자의 자세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었다. 

2.2.2 호흡 측정 기구
실험자는 폐기능 측정도구는 Fit mate(COSMED Sri, 

Italy)로 하여 모든 실험 상자에게 각 누운자세별에 따라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자는 상자들이 지적장애인을 고
려하여 호흡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2-3번의 설명을 반
복적으로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도 함께 보
여주어 실험을 위한 여행연습을 3회 정도 실시하여 잘 할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실험 상자들은 1회용 마우스
피스를 이용하여 측정할 때 코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도록 코에 코마게로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호
흡측정은 폐활량(VC)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네가지 자세
에서 각 3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고, 1회 측정 
시마다 3분간 편안한 자세로 휴식 시간을 주었다[21].

2.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win 18.0 버전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 측정값에 한 평균값과 표준편차
의 수치를 산출하고 누운자세를 변화할 때 마다 호흡기
능의 측정값을 비교하기 위해 일요인 반복측정 분산분석
(one way repeated ANOVA)으로 검증하였고 검정 후 
각 자세간의 변화량 검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Least Square Difference로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 상자들의 일반적 신체적 특성은 Table 1에서 

확인해 보면 전체 남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21.60±1.06세 
이고 신장은 175.22±5.66cm이였다. 몸무게는 
71.20±5.59kg이었다.

Subjects

Age(yr) 21.60±1.06

Height(cm) 175.22±5.66

Weight(kg) 71.20±5.5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subjects                               (N=20)

3.2 대상자의 배게높이에 따른 폐활량 비교
Table 2에서 보면 상자의 누운자세에 따른 폐활량

의 변화량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p<0.05),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큰 결과가 나타났으
며 엎드린 자세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상자
의 누운 자세별 폐활량의 변화량 검증에서 Fig. 1의 설명
을 보면 바로 누운 자세와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 구간, 
바로 누운 자세와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 구간, 바로 
누운 자세와 엎드러 누운 자세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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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vital capacity on verify difference according to multiple lying positions

4. 고찰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불균형 발생하게 되어 신체활동
의 경험이 부족하여 주의 사람들과의 다른 환경과의 관
련성이 떨어져 적절한 움직임활동도 현저히 감소한다
[22]. 또한 지적장애인의 신체활동의 감소로 신체전반적
인 활동능력도 감소되어 기본적인 일상활동, 여가활동, 
직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생활적 기술에 어려움을 가진다
[23,24].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만[25] 장
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적인 인관계를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신체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26].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효과적인 호흡기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본 연구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20  남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누
운자세별 폐활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해 보았다. 실
험 상자는 서교철과 조미숙의 연구를[27] 기초로 하여 
네가지의 누운자세로 구성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 오른
쪽 옆으로 누운 자세,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 엎드러 누
운 자세로 변화를 주었으며 누운 자세별 폐활량을 알아
보기 위해 폐활량에 한 변화를 측정하였다. 심혈관계의 
기초검사로서 폐기능검사가 표적인데 이는 산소를 섭
취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여 모든 
요인을 검사하는 방법이다[28]. 그리고 폐활량은 자세변
화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이런 평가방법을 통해 

자세는 폐활량 변화를 비교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폐활량 값의 기준으로 3회 측정이 끝난 후 평균값을 채
택하였다. 실험 상자들의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측정할 
때 적절한 휴식의 시간이 필요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
세가 변할 때 마다 약 5분의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두었
다[29].

여러가지 누운자세를 차례로 폐활량의 측정하여 비교
해 본 결과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높았고 엎
드러 누운 자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화량 검증에
서도 바로 누운 자세와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 구간, 바
로 누운 자세와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 구간, 바로 누
운 자세와 엎드러 누운 자세 구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옆으로 누운 자세보다 상 적으로 바
로 누운 자세와 엎드러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이 낮게 나
타났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호흡량이 낮은 이유는 호흡
을 할 때 흉곽의 움직임이 중력방향과 정반 의 호흡방
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엎드러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이 가장 낮은 이유는 중력의 영향과 함께 가슴부
가 침 바닥면과 맞닿아 있어 호흡을 할 때 가로막과 호
흡보조근육의 수축움직임을 방해하여 흉곽용적을 증가를 
저해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Barret 등[30]은 정상인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9바로 
선 자세로 세웠을 때 중력방향과 같아져서 배벽은 신장
되고 흉곽용적의 변화로 호흡이 더 깊게 일어나 머리를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평균치의 폐용적이 높아졌다. 근위
축성 신체장애인은 누운 자세에서 체순환의 혈액이 폐순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대학생의 다양한 누운 자세별 복합적 폐활량에 대한 비교 173

환으로 이동하는 용량이 증가하여 흉곽 내 가스흡입할 
수 있는 부피가 감소하고  복부 장기들이 횡격막을 압박
하여 공기흡입이 방해하여 폐기능이 감소하게 된다[31]. 
지적 장애인은 자세각도에서 바로 앉은 자세는 바로 누
운 자세보다 폐기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32]. 그리고 
복근 활동으로 호흡을 측정하였을 때, 앉은 자세에서 폐
기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5]. 척수손상 장애인은 폐
기능이 앉은 자세의 수치가 선자세보다 더 증가하고, 앉
은 자세보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33]. 

비록 선행연구들은 정상인 및 신체 장애인을 상으로 
폐기능에 해 연구가 있었지만 자세변화에 따른 호흡능
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도 경도의 지적
장애인의 호흡기능 결과와 유사함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도의 지적장애
를 가진 장애인의 누운 자세변화는 신체의 흉부와 복부
의 구조물이 호흡근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폐활량이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바로 눕거나 엎드러 누울 때 오히려 
더 낮은 폐활량이 나타났다. 이는 자세와 중력 및 신체의 
구조물의 영향으로 가로막의 부분적 이동으로 폐활량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연구를 통
해 경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의 폐기능을 평가하여 임
상이나 가정에서의 침상생활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호
흡능력을 줄 수 있는 누운 자세로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20  학생 20명을 
상으로 다양한 누운 자세변화에 따라  폐활량을 비교

해 보았다. 결과를 통해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
장 높은 결과가 나타났고 엎드러 누운 자세에서 가장 낮
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상자가 일상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침시간동안 유지한다면 효율적 환기능력
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침

에서 이불의 종류에 따라 폐활량의 변화가 어떻게 달
라지는지 연구의 필요성이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명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상을 
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 가 아니
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는 호흡 분석뿐만 아니라 호흡운동의 중재까지 포함한다
면 장애인의 호흡계 연구에 좀 더 진보적인 계기가 되길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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