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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두께 측정의 초음파 진단장치 신뢰도에 따른
최고날숨유량과 날숨근육 두께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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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진단장치를 이용해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날숨 근육두께 측
정의 초음파 진단장치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과 날숨근육
두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와 문진을 통해 특별한 질환이 없는 20
대의 건강한 성인 4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날숨근육 두께는 대상자가 바로누운 상태에서 초음파 영
상장치 B—mode를 이용해 날숨의 끝에 배곧은근,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 그리고 배가로근을 측정하
였다. 최고날숨유량은 폐활량계 장비를 사용해 의자에 앉은 대상자의 강제폐활량 측정을 통해 획득하
였다.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의 날숨근육 두께 측정은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배가로근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 평균값은
512.64±76.40ℓ/min 이었고, 최고날숨유량과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가로근 근육 두께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최고날숨유량과 배바깥빗근 근육 두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05), 상관계수
는 0.303 이었다. 날숨근육의 두께는 자발적인 호흡에 영향을 주며 초음파 진단장치에 의한 근육두께
의 측정은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물리치료사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기도 청결을 촉진하는
최고날숨유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배바깥빗근의 선택적인 근력강화운동의 적용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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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s of expi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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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les during respiratory conditions of resting and forced expiratory using ultrasonography. Additionally,
this study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peak expiratory flow(PEF) and expiratory muscle thickness.
Forty-five normal subjects in their 20s participated with no special disease according to a pre-survey and
questionnaire, and received “Informed consent” which stat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udy. The
expiratory muscle thicknesses under respiratory conditions of resting and forced expiration in the rectus
abdominis, internal oblique, external oblique, and transverse abdominis muscles were measured by B-mode
ultrasonography at the end of a expiration in the supine position. The peak expiratory flow was obtained
using a spirometer that performed in the sitting position to measure total lung capacity. The rectus
abdominis, internal oblique, external oblique muscles under respiratory conditions of resting and forced
expiration showed a high level of reliability of the thickness measurement, but that of transverse abdominis
muscle was relatively low. The mean values of peak expiratory flow was 512.64±76.40ℓ/min.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ak expiratory flow and the thickness of rectus abdominis, internal
oblique and transverse abdominis muscle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ak
expiratory flow and the thickness of external oblique muscl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0.303. The
thickness of the expiratory muscles is influenced by voluntary respiration, and assessment of the thickness
by means of ultrasonography is adequately reliable. Therefore, Physiotherapists applying selective
strengthening exercise of external oblique muscle may be considered intervention method to improve peak
expiratory flow that patients with respiratory disease to facilitate airways clearance.
Keywords : Ultrasonography, Peak expiratory flow, Respiratory function, Expiratory muscle thickness,
Abdominal muscle thickness

1. 서론
감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기도 분비물의 적절한 배출은 감염에 대한 호흡기의 방어기전에 매우
중요하다. 높은 날숨압력(expiratory pressure)과 날숨유속(expiratory flow rates)을 이용해 기도 분
비물 제거를 촉진하는 기침과 강제날숨(가쁜숨) 방법은 허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호흡기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1]. 따라서 호흡질환 환자의 기도 분비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합병증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임상 물리치료사는 기침과 강제날숨 방법을 권장할 수 있다. 특히, 강제날숨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기도의 과다분비물(hypersecretion) 제거를 촉진하는데 기침 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
법이다[2].
반사적 또는 수의적 기침 모두 강제날숨 보다 최대 가슴막안 압력(maximal intrapleural

pressure)이 낮아지므로[3] 경증 기도 허탈(airway collapse)의 경우 기침 보다는 강제날숨에서 향상
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폐쇄성 허파질환(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환자의 경우에
는 일시적인 기도 허탈의 증가로 기도의 특정 부위를 완전히 폐쇄시키므로 기침만으로는 점성 및
유착성 점액을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3]. 기침을 통해 기도를 청결하게 하는 기전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빠른 성문 닫힘(glottal closure)과 함께 날숨근육의 수축이 필요하다[4]. 하
지만 최고날숨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생산에 중요한 기도 압력이 감소하고, 성문 닫힘이
결여되면 수의적인 기침 보다 강제날숨 시 최고날숨유량이 더 낮은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고날숨유량은 비교적 간단하고 반복적으로 강제날숨 동안의 기도 막힘의 정도를 양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방법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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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숨을 보조하며 가로막(diaphragm) 수축을 촉진하는 근육에는 배의 가쪽벽에 있는 배곧은근

(rectus abdominis), 배속빗근(internal oblique), 배바깥빗근(external oblique), 배가로근(transverse
abdominis)이 있다. 날숨 시에 배근육의 수축은 가로막이 최적 길이를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로막 가슴벽의 탄성 반동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6]. 또한,
배 안의 장기들은 실질적인 압축을 할 수 없으므로 가로막을 가슴공간(thoracic cavity)에서 머리쪽
으로 이동시키며 이러한 변위(displacement)로 인해 가슴막 압력(pleural pressure)이 증가된 이후
에 허파용적(lung volume)과 가로막 길이가 감소된다[1]. 즉, 배가로근 근활성은 배 안쪽의 압력
변화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호흡과 관련된 배 근육들의 또 다른 기능은 가슴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다[7, 8]. 배곧은근의 분리된 자극은 복장뼈(sternum)의 꼬리쪽 변위와 가슴우리의 앞뒤지름(rib

cage anteroposterior diameter) 감소를 발생시킨다[9].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치는 근육,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조직의 동적인 기능을 비침습적으로 평
가할 수 있으므로 스포츠 재활분야에 필수적이다[10]. 최근 들어 초음파 진단장치를 통해서 깊은
몸통근육의 근력강화운동이 허리통증 환자의 허리 부위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1]. 또
한, 초음파 진단장치를 사용한 깊은 몸통근육을 평가하는 선행연구에서 초음파 영상을 통한 근육
두께의 측정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몸통 움직임, 배안 압력의 상승 그리고
날숨과 같은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호흡근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휴식 시와 자발적인 수축이라
는 두 가지 상태에서 근육두께 측정에 대한 초음파 진단장치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
요하다.
들숨의 주된 근육인 가로막이 수축하면 들숨하는 동안에 가로막 돔(diaphragmatic dome)을 아
랫방향으로 움직여서 가슴공간(thoracic cavity)을 확장시킨다[13]. 여러 선행연구에서 들숨 근육의
근력과 가로막 두께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4, 15]. 강제날숨 시 날숨근육의 개별적인
결합의 정도가 다르면 호흡훈련 보다는 강제날숨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지만 강제날숨 동안의 날숨근육의 개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초음파 진단장치를 이용해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날숨근육 두께를 측정한 후 근육두께의 초음파 진단장치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호흡
기 질환 환자나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실험하기 전에 선행 연구로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과
휴식 시 날숨근육 두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물리치료사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는 강제날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날숨근육에 선택
적인 근력강화운동을 적용해야 하는지 임상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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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연구 대상자 산출근거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수는 Cohen(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16] GPower 3.1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위한 양측검정으로 산출하였다. 표본 수에 대
한 매개변수는 통계적인 유의성과 실험 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효
과크기 0.4로 하였을 때 42명을 산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 표본크기 42명에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45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1.2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는 사전 설문조사(병력, 가족력, 생활습관 등)와 문진을 통해 특별한 질환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일반 대상자 42명을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으로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 전 2주 이상 상기도 감염이나 허파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자, 둘째, 호흡기 증상(예를 들면 기침, 객담, 가슴통증, 객혈, 호흡곤란 등)이 없는 자, 셋째, 척추
의 구조적 이상이나 허리통증이 없는 자, 넷째, 날숨근육의 역학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력
강화훈련을 하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 측정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이나 약물복
용 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절차 그리고 직/
간접적인 불편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의사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2.2 측정도구 및 방법
2.2.1 날숨근육 두께
날숨근육 두께의 측정은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치(Aloka, SSD-3500X; Aloka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영상은 고해상도 B-모드 스캔을 적용해 근육 전용인 10MHz 직선 탐
촉자로 배곧은근, 배가로근, 배속빗근과 배바깥빗근 4가지 근육을 측정하였다.
초음파 진단장치를 이용한 날숨근육 두께의 측정자 내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연구 대
상자 중 1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측정자 2명이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4가지 날숨근육
두께를 3회 반복 측정한 값에 대해서 급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산출
하였다. 또한, 최고날숨유량과 날숨근육 두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 전체의 휴
식 시 날숨근육 두께를 이완된 날숨 끝에서 측정하였다. 단, 날숨근육 두께는 측정도구에 대한 측
정자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고, 측정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
치 사용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한 1명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치료용 침대에 바로 눕힌 후 초음파 겔을 직선 탐촉자와 피부 위에 바른 후 초
음파 영상을 통한 시진과 측정자의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한 촉진으로 측정부위가 직선 탐촉자의
중앙이 닿도록 위치시켰다. 배곧은근은 대상자의 칼돌기 아래쪽과 배꼽 사이의 중간지점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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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7]. 배곧은근을 제외한 나머지 날숨근육 두께는 우세한 다리 방향의 몸통 부위에서 측정하
였다. 우세한 다리는 발 떼기 반응(standing hopping reaction II)을 3회 시도했을 때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해 2회 이상 양성반응(positive reaction)이 나타나는 다리를 선정하였다. 단, 발 떼기 반응
은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똑바로 서 있게 한 후 검사자가 양 팔 윗부분을 잡고 앞쪽으로 밀었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앞쪽으로 한쪽 발을 내미는 것이 양성반응이다. 배가로근, 배속빗근, 배
바깥빗근은 측정하는 몸통부위 가쪽의 겨드랑이선을 중심으로 12번째 갈비뼈와 엉덩뼈능선 중간부
위에서 앞쪽으로 2.5c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18][19].
휴식 시 날숨근육 두께는 대상자에게 입을 통해 부드럽게 날숨하라고 하였고, 강제날숨 상태의
날숨근육 두께는 대상자에게 입을 통해 최대한 힘을 주어 숨을 내쉬라고 요구한 후 측정하였다.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 모두 날숨근육 두께의 측정은 날숨 끝에서 수행하였고, 모든 근육
을 3회씩 반복적으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1].

2.2.2 최고날숨유량
최고날숨유량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Spirometer Pony FX(Cosmed Ltd, Italy)
장비를 이용해 강제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측정을 통해 획득하였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먼저 대상자에게 측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주의사항으로 마우스피스를 치아로 물거
나 혀로 막지 않도록 하고, 침을 뱉는 식으로 공기를 불어내지 않도록 하였다. 측정을 위해 대상자
에게 목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정면을 바라보고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 먼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마우스피스에 최대한 입술을 밀착시켜 문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3~4회 호흡을 하도록
하였다.
최고날숨유량 측정을 위해 최대한 깊고 빠르게 들이쉰 온허파용량(total lung capacity; TLC) 상
태에서 최대한 힘껏 내쉬도록 하였다. 이때 측정자는 대상자에게 초시계를 보여주면서 날숨 호흡
을 6초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날숨유량은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 지침서(1991)에 따라서 기침, 공기의 샘, 측정방법의 잘못된 시작 등이 없도록 3회씩 반복한
후 최대 측정값을 선택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for windows(IBM Corp,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산출
하였고, 콜모고르프-스미르노프(Kolmogorov-smirnov) 검정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했으므로 모수적 방
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날숨근육 두께의 초음파 진단장치 신뢰
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급내 상관계수(ICC 2, 1)를 이차원 무작위모형(two-way random model)에서
계산하였다. 또한,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과 날숨근육 두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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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45명으로 그 중 남자는 19명(42.2%), 여자는 26명(57.8%) 이었
고, 평균 나이는 22.56±1.51세 이었으며 키는 166.41±7.69cm, 몸무게는 63.68±9.71kg 이었다.

3.2 근육두께의 초음파 진단장치 신뢰도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치를 사용한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날숨근육 두께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휴식 시 날숨근육 두께 측정은 배곧은근 ICC(2, 1) 0.972, 배속
빗근 ICC(2, 1) 0.986, 배바깥빗근 ICC(2, 1) 0.905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배가로근 ICC(2, 1)

0.7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강제날숨 상태의 날숨근육 두께 측정에서는 배곧은근 ICC(2, 1)
0.881, 배속빗근 ICC(2, 1) 0.815, 배바깥빗근 ICC(2, 1) 0.820, 배가로근 ICC(2, 1) 0.607으로 휴식
시 보다는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근육두께의 초음파 진단장치의 신뢰도 분석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of the muscle thickness ultrasonography

Abdominal muscles

Rectus abdominis
Internal oblique
External oblique
Transverse abdominis

Different condition
Resting respiration
Forced expiratory
Resting respiration
Forced expiratory
Resting respiration
Forced expiratory
Resting respiration
Forced expiratory

ICC
0.972
0.881
0.986
0.815
0.905
0.820
0.752
0.607

95% CI
0.934~0.990
0.717~0.957
0.967~0.995
0.562~0.933
0.774~0.965
0.573~0.935
0.410~0.910
0.066~0.857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급내 상관계수)
CI: Confidence interval(신뢰구간)

3.3 최고날숨유량과 날숨근육 두께의 관련성
본 연구 대상자 45명의 최고날숨유량 평균값은 512.64±76.40ℓ/min 이었고, 최고날숨유량 측정
값과 4가지 날숨근육 두께와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
량과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가로근 근육 두께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최고날숨유량과 배바깥빗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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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두께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고(p<.05), 상관계수는 0.303이었다.

[표 2] 날숨근육 두께와 최고날숨유량 측정값 사이의 상관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of expiratory muscle thicknesses and their peak expiratory flow(PEF)
measurement values

Abdominal muscles

Muscle thickness(mm)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Rectus abdominis

10.75±0.96

0.177

.246

Internal oblique

8.75±0.96

0.151

.321

External oblique

8.75±1.51

0.303

.043*

Transverse abdominis

4.04±0.76

-0.077

.616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과 날숨을 보조하는 깊은 배근육 두께 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전에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에서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그리고 배가
로근의 근육두께를 측정한 후 급내 상관계수를 산출해 날숨근육 두께 측정에 대한 초음파 진단장
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Misuri 등(1997)은 건강한 대상자의 휴식 시와 노력 시 최대날숨으로 호
흡하는 동안의 깊은 배근육 두께를 측정한 결과 초음파 진단장치 신뢰도에 대한 급내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제날숨 상태의 날숨 근육두께 측정에 대한 신뢰
도가 휴식 시 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의 근육두께 측정
은 신뢰도가 높았지만 배가로근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tani 등(2011)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휴식 시 배속빗근(ICC= 0.94)과 배바깥빗근(ICC= 0.97)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배가
로근(ICC= 0.67)로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노력 시 최대날숨에서는 배속빗근(ICC= 0.81)과 배바
깥빗근(ICC= 0.82), 배가로근(ICC= 0.86) 모두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날숨근육의 두께는
자발적인 호흡에 영향을 주며 휴식 시와 강제날숨 호흡 상태의 날숨 근육두께 측정 모두 깊은 배
근육 기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와는 달리 선행연구에서는 휴식 시와 노력 시 최대날숨 평균값 변화율을 비교하였는데
배바깥빗근(–11.0%) 근육두께는 휴식 시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배속빗근(41.33%), 배가로근

(100.0%) 근육두께는 노력 시 최대날숨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배가로근 근육두께의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Kaneko 등(2006)은 강제날숨에서 배바깥빗근, 배속빗근 그리
고 배가로근의 두께가 증가하고, 변화율이 각각 20%, 60%, 86%라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Otani
등이 깊은 배근육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앉기와 선 자세와 비교했을 때 강제날숨 동안에 배안의
압력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바로 누운자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즉, 깊은 배근육의 경우 기대어
앉기와 선 자세에서 쉽게 활성화되므로[22][23] 가슴벽을 안쪽으로 잡아 당겨서 배안쪽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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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abdominal pressure; IAP)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Hodges 등(2003)은 최대 자발적인 수축에서 가쪽 배근육 두께를 측정한 결과 대상자의 형태학
적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휴식 시 보다는 대상자에게 입을 통해 최대
한 힘을 주어 숨을 내쉬라고 요구한 강제날숨 상태에서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 배가로근
근육두께 측정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단용 초음파 영상장치를 이용한 근
육두께 측정은 일차원적이므로 강제날숨 시 깊은 배근육의 형태학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제한이 있
기 때문이다. Otani 등(2011)은 강제날숨 시 깊은 배근육의 개별적인 변화에 대한 자료를 안정되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근육두께 변화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삼차원적인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날숨근육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을 이용
해 근육 단면적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24] 근육크기를 추정하는데 초음파 진단장치 사
용을 권장하다고 하였다[25].
날숨근육은 주로 기관지 경련 및 휴식이나 운동 중에 활성화되고[26], 날숨근육의 기능장애는 만
성폐쇄성허파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의 지구력을 감소시켜 피로
가 쉽게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27]. 깊은 배근육들은 날숨의 주된 근육이고, 강제날숨과 같은 활동
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강제날숨에 대한 날숨근육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
다.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EMG)로 측정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강제날숨 동안에
최대 수의적인 수축(maximal voluntary contraction)이 정량화된 날숨근육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근전도 값을 개별적인 날숨근육의 힘 발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1]. 이는 여러 근육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근활성도 측정은 근육 크기의 경우 힘 발
생 능력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배 근육의 근력을 비교하는 강제적인
힘 측정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14].
일반적으로 날숨근력 훈련 프로그램은 압력 문턱값 장치(compressure threshold device)와 호흡
방법을 사용하고[28, 29] 강제날숨 근력을 측정하는데 최고날숨유량이 사용되고 있다[30]. 최근에는
최고날숨유량이 천식환자의 단기간의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측정될 뿐만 아니라 경과 관찰을
통한 장기간의 치료에 대한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31]. 하지만 최고날숨유량은 연령, 신체기능
감소, 호흡 수행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8] 강제날숨 동안에 강제날숨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날숨근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 질환이나 노인 환자의
기도 분비물 제거와 합병증 감소를 위한 강제날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택적인 근력강화운
동이 필요한 날숨근육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과 휴식 시 날숨근육 두께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 평균값 512.64±76.40ℓ/min 이었고, 최고날숨유량 측정값과 배
곧은근(10.75㎜), 배속빗근(8.75㎜), 배가로근(4.04㎜) 근육 두께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최고날숨유
량과 배바깥빗근(8.75㎜) 근육 두께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Ishida 등(2014)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깊은 배근육 중에서 배바깥빗근(10.8㎜)에서만 최고날숨유량(604.8±66.9ℓ/min)과 유의

304

Copyright ⓒ 2017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7, July (2017)

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완된 날숨 끝에서 배바깥빗근의 두께가 강제
날숨 동안의 최고날숨유량과 가장 강력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가
남녀 모두 포함된 본 연구에 비해 선행연구는 남성에 대한 최고날숨유량과 배근육 두께 사이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것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이나 수축
과 같은 근육 상태에 관계없이 배가로근과 가쪽 배근육 둘 다 두꺼운 편이지만 여성의 경우 휴식
과 수축하는 동안에 배가로근 보다 가쪽 배근육이 더 큰 비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32]. 하지만 최
고날숨유량과 관련이 있는 배근육 두께의 크기에 대한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Mier 등(1985)의 연구에서도 배가로근 만큼은 아니지만[34] 가로면적을 따라서 가슴우리를 수축
시키는데 작용하는 배바깥빗근 활성화가 배안쪽 압력과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배가로근의 활성화는 가슴우리의 앞뒤직경을 감소시키고, 배바깥빗근의 활성화는 가슴우리의 가로
직경을 감소시키는데 관여하므로[33] 본 연구에서도 배바깥빗근의 활성화가 배안쪽 압력의 증가
보다는 강제 날숨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최고날숨유량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이는 강제날숨 동안에 빠른 가슴우리 변형이 앞뒤 직경 보다는 가로직경의 감소로 인해 원형
의 낮은 가슴우리가 형성된다는 McCool 등(1985)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근육 크기가 힘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날숨근육 크기를 결정
하기 위해 근육두께를 측정하였지만 현재까지 날숨근육의 크기에 따른 근력과 배안쪽 압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고날숨유량과 배가로근, 배속빗근 근육두께 사이의 관련성
이 부족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두 근육의 활성화가 배안쪽 압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7, 8, 34].

DePalo 등(2004)은 윗몸 일으키기가 건강한 정상 성인의 날숨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 하지만 Axler와 McGill(1997)의 연구에서는 윗몸 일으키기가 배곧은근의 근력은 향상시키지만
배바깥빗근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배가로근의 경우 경사활동을 통한 등척성 옆쪽 교각운동

(isometric side bridge exercise)과 같은 비대칭적 근력강화가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Ishida와 Watanabe(2015)의 연구에서도 옆쪽 교각운동 동안에 배곧은근, 배속빗근, 배바깥빗근과
같은 깊은 배근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면 휴식 시에 비해 최고날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
라서 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옆쪽 교각운동과 같은 비호흡적인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 윗몸 일으키기 보다 더욱 효율적이며 향후 물리치료사가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기도
이물질을 제거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고날숨유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바깥빗근의 선택적
인 근력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날숨근육의 두께는 자발적인 호흡에 영향을 주며 초음판 진단장치에 의한 근육두께의 측정은
높은 신뢰도를 가지기 때문에 호흡관련 근육의 평가와 물리치료 처방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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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상자의 최고날숨유량은 날숨근육 중 배바깥빗근 근육 두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배바깥빗근 근육 두께가 증가하면 강제날숨 동안의 최고날숨유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물리치
료사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기도 청결을 촉진하는 최고날숨유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방법으로
배바깥빗근의 선택적인 근력강화운동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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