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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expiratory muscle-based
respiratory
strength training with visual feedback on pulmonary function, trunk stability, and gross
motor
function i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Methods: Nineteen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were randomly assigned 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underwent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for 20 minutes and respiratory strength training with
visual feedback for 10 minutes. The control group underwent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for 30 minutes. The intervention was applied for 30 minutes, three times per
week, for six weeks. We measured the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FEV1/FVC ratio, and peak expiratory flow (PEF) to evaluate
pulmonary function. We also used the Trunk Impairment Scale (TIS) and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to evaluate trunk stability.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FVC, FEV1, FEV1/FVC ratio, and PEF in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training.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IS and GMFM were
observed only among the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 with spastic cerebral palsy can
improve their pulmonary function, trunk stability, and gross motor function through
expiratory muscle-based respiratory strength training.

KEY WORDS : Cerebral palsy, Respiratory Strength Training, Pulmonary
function, Trunk stability, Gross motor function

Ⅰ. 서 론
뇌성마비는 출산 시 또는 출산 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않는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임상
적으로 비정상적인 동작, 자세 조절의 어려움, 운동 기능이상을 나타내는 임상적 증후군이라고 정의된다.8)
미성숙한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는 동적이고 협조된 중력에 대항하는 움직임의 발달을 억제시
키고 호흡기능과 섭식과 같은 구강 기능 및 호흡기능의 협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정상적
인 근육 활동은 협응이 중요한 복식/흉식 호흡기능에 필수적인 신체 변화의 발달을 억제한다.16)
뇌성마비 아동은 횡경막을 포함한 호흡 근육의 약화가 발생하고 흉곽의 가동성 감소와 흉곽 구조의 변형
으로 인해 폐를 충분히 팽창시키지 못하며7) 호흡 활동과 관련된 근육들의 협력 작용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된다. 이것은 호흡 근육과 체간 조절 능력에 영향을 끼쳐 체간 자세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
고 흉곽의 움직임을 저하시킨다.26) 또한 호흡근이 약한 뇌성마비 아동들은 일상생활의 자가 관리 능력이 감
소되고 사회적 활동 능력에 제한을 받으며30) 호흡곤란과 같은 운동 수행 능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의 능력을 강화하여 호흡부전을 감소시키고 운동 조절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적 중재
방법이 요구된다.18) 호흡근을 비롯한 전신 근력의 약화 및 협응 능력과 폐기능 저하 때문에 객담 제거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렴이나 무기폐, 상기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
여 사망률 또한 높게 된다.27)
뇌성마비 아동의 근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정상아동들보다 약하다.21) 뇌성마비 아동의 체간 근력의 약화는
체간 안정성의 감소를 나타내는데11)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체간 안정성 저하는 앉기 자세의 균형능력, 올바
른 자세 유지에 어려움을 격고 선택적인 체간 조절 능력의 소실은 균형장애, 보행장애 및 상지와 손 기능의
제한, 언어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10) 이러한 손상은 자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체간 근육들과 호흡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과 관련성이 있다.29) 최대 호기압과 체간 손상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횡격막과 체간의 안정성은 복부 주변근과 내늑간근의 협응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체간의 안정성 강
화가 필요로 할 때, 특히 복횡근과 횡격막 같은 호흡과 연관된 근육들의 변화를 발생시킨다.9)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호흡 훈련은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아동들에게 훈련
을 할 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훈련 목표의 성
취 과정에서 아동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으며, 훈련에 대한 순응도가 증가한다.25) 시각적 피드백 호
흡 기구를 이용한 호흡 강화 운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호흡근력 증진, 운동 능력 개선, 근 지구력과
삶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0)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시각적 피드백 호흡기구
를 이용한 훈련은 횡격막 저항 운동, 입술 오므리기 운동의 결합된 운동보다 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16) 최

자영6) 등은 뇌성마비 아동에게 시각적인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하여 호흡 운동을 실시한
결과 폐기능과 최대 발성 시간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호기근 중심의 호흡 강화 훈련은 객담 배출 기능을 개선하고 기도 흡인을 감소시켜 호흡기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며1) 체간 안정성과 관련된 근육들과 상호 작용하여 자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29) 최근
에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호기근 중심의 호흡 강화 훈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김민환15) 등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호기근 단련 기구를 이용하여 호기근 강화 훈련을 시행한 결과 폐기능과 체간 조절
능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호기근 중심의 강화를 통한 폐기능과 체간 조
절 능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호흡 능력이 부족한 뇌
성마비 아동들에게 일상 생활 활동의 독립적인 수행과 심폐기능 및 체간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각적 피
드백을 이용한 호기근 중심의 호흡 강화 훈련을 통하여 호흡 기능과 체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전 서구에 소재한 E대학병원에서 경직형 뇌성마비로 진단 받고 외래 치료 중인
뇌성마비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직성 뇌성마비로 진단 받고 폐기능 측정과
호흡 운동을 이해하며 지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아동, 보호자가 동의하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임상적으로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
있는 아동, 현재 기관절개술 상태이거나 병력이 있는 아동, 호흡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
고 있는 아동, 후만증이나 측만증 같은 척추 변형이 있는 아동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IRB 1040647-201706-HR-030-03). 연구에 참여하기 전
모든 보호자와 대상자들에게 연구 절차와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들의 보호자 동의 하
에 진행되었다.

2. 평가 도구 및 측정방법
(1)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PFT)
폐기능 검사의 측정도구는 Spirometer HI-801(CHEST, Japa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미국 흉부 학
회 지침서를 근거로 3회 이상 실시하여 재현성을 보장하고 허용성을 높힐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실시한 후 가장 큰 값을 측정값으로 하였다.2)
검사 자세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코집게를 착용하고 편한 상태에서 3회 이상 호흡을 시행한 후 최대한

공기를 들어 마신 후 최대로 빠르게 공기를 밖으로 내쉰 후 최대 노력성 호기 곡선(maximal-effort
expiratory spirogram)을 측정하여 강제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강제성 호기량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과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성 폐활량에 대한 비
(FEV1/FVC)를 측정하여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 유무를 확인하였고 최대 호기 속도(peak
expiratory flow: PEF)를 측정하여 기도 저항을 측정하였다.

(2) 체간 손상 척도(Trunk Impairment Scale, TIS)
체간 손상 척도(Trunk Impairment Scale, TIS)는 5세에서 12세의 뇌성마비 아동의 앉은 상태에서 정
적, 동적 균형 능력과 체간의 조절된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서 총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3점 만
점으로 점수화 되어 있다. 측정자 간, 측정자 내 신뢰도는 .94∼1.00이고 측정 표준편차는 0.45∼1.00으
로 나타났다.23) 측정은 6주 운동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이루어졌다.

.
(3) 대동작 기능 평가 (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대동작 기능 평가(GMFM)는 뇌성마비 아동의 실제 기능적인 상태를 파악 하고 대근육 운동 기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로써 눕기와 뒤집기(lying and rolling; dimension A), 앉기(sit;
dimension B), 네발기기와 무릎서기(crawling and kneeing; dimension C), 서기(standing; dimension
D), 걷기와 달리기 도약(walking, running and jumping; dimension E)으로 5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서 총 88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측정자 간 신뢰도는 0.77, 평가－재평가 간 신뢰도는 0.88, 측정자 내
신뢰도는 0.68을 나타내었다.19)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 중 앉기 영역, 네발기기와 무릎서기 영역을 측정하
였다.

3. 중재방법 및 연구절차
각 연구 대상들은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실험군에는 신경물리치료 20분과 시각적 피드백 호흡 운동
10분을 제공하였다. 운동치료 후 5분 동안 침대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호흡 운동을 시행하였는데 이것
은 호흡 운동에 운동 치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호기근 중심의 호흡 운동 방법은 호기근 강화 훈련기 RESPILIFT®(Medine
t srl, Italy)를 사용하였다. 이 기구는 호기근을 강화 시켜주는 도구로 본체와 마우스피스가 연결된 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는 RESPILIFT®와 마우스피스 관을 연결하여 숨을 길게 내쉰 후 지침바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쉰 상태에서 목표 지점에 유지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본체는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대상자가 마우스피스를 통하여 숨을 내쉴 때 지침바가 위
로 올라가게 된다. 실험군에 참여한 아이들은 RESPILIF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을 받았다.
대상자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마우스
피스 주변을 단단히 물고 지침바가 중간 위치에 올 때까지 강제적이거나 노력성이 아닌 활동적으로 숨을 내
쉬었다. 이 때 지침바가 중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가능한 길게 아니면 최소한 4초 이상을 숨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가르친 후 실시하였다. 만일 대상자가 최소한 4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지침바의 위치를
증가시켰다. 대상자는 도구를 쎅션당 10~15회 숨을 내쉰다. 호흡 운동 중 피로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면
1~2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동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주 3회 30분씩 6주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상, 하지의 관절운동과 종아리근, 뒤넙다리근, 고관절 내전근 등의 신장운동 및 체간과 하
지의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비정상적인 자세 긴장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자세에서
정상적인 운동-감각 패턴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었고 보행 기구 등을 이용한 기능적 보행 운동을
주 3회 30분씩 6주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 버전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였고 중재 전과 후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비모수적 검정법인 윌콕스 부호순위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였으며 두 그룹에서의 변화량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맨휘트니 분석
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인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성별, 나이, 신장, 몸무게와 GMFCS의 기능적 분류에서 두 군간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폐기능 비교

두 군의 중재 전･후와 두 군 간의 폐기능 변화량을 비교하였다(Table 2).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
에 강제성 폐활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성 폐활량에 대한 비, 최대 호기 속도
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5) 대조군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 비교 시 중재 후 실험군의 강제성 폐활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성
폐활량에 대한 비, 최대 호기 속도에서의 변화량은 대조군에 비해 더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p<.05).
(Table 2).

3. 체간 안정성 비교
두 군의 중재 전･후와 두 군 간의 체간 조절 능력 변화량을 비교하였다(Table 3).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 비교 시 중재 후 실험군의 체간조절 능력의 변화량은 대조군에 비해 더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p<.05).
(Table 3).

4. 대동작 기능 평가 비교
두 군의 중재 전･후와 두 군 간의 대동작 기능 평가 영역에서 앉기 영역, 네발기기와 무릎 서기 영역를 비
교하였다(Table 4). 실험군은 중재 전보다 중재 후에 앉기 영역과 기기 영역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
를 보였고(p<.05) 대조군에 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 비교 시 중재 후 실험군의 대동작 기능 평가에서 변화량은 대조군에 비해 더 유의한 향상을 나타
냈다(p<.05).
(Table 4).

Ⅳ. 고 찰
호흡 근육 강화 훈련은 폐쇄성 혹은 제한성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폐기능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
으로써 환기근의 근력이나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영국흉부학회의 호흡재
활 지침서에서는 호흡근의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근력 증가를 위한 훈련 시간과 기간, 운동 횟수의 근거
를 제시하였다.4) 뇌성마비 아동의 호흡 특징은 얕은 호흡, 역행성 호흡, 그리고 낮은 호흡 용량을 보이는데
특히 기능적 능력이 떨어지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흔하게 나타난다.24) 이는 광범위한 미세 무기폐의 발생과

폐 확장성 감소를 일으키며17),22) 또한 뇌성마비 아동과 관련된 질병이환과 사망은 주로 호흡기계 합병증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뇌성 마비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관리의 부분으로써 호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재 방법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의 호흡근 강화 운동을 통해 호흡 능력이 개선된다는 선행 연구3),12)를 바탕으로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호기근 중심의 호흡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폐기능과 체간 안정성, 그리고 대동작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호흡 훈련은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피드백을 이용할 수 있는
호기근 강화 도구인 RESPILIFT®(Medinet srl, Italy)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한 훈련은 근육과 신경
시스템 변화들이 훈련을 수행하는 시간과 훈련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 따라 수행하였다.5) 본
연구는 호흡 훈련을 6주간 실시한 후에 1초간 강제성 호기량, 강제성 폐활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
성 폐활량에 대한 비, 최대 호기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은 0.15L
증가하였고, 강제성 폐활량은 0.14L 증가하였으며,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성 폐활량에 대한 비율은
2.56% 증가, 최대 호기 속도는 0.41L/s 향상되어 훈련 전보다 훈련 후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한성 폐질환을 가진 뇌졸중 환자에게 호기근 강화 운동 후 강제성 폐활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 1초간 강제성 호기량의 강제성 폐활량에 대한 비, 최대 호기 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kim15) 등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Jo13) 등은 뇌성마비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체간 안정성의 감소는 올바른 자세 유지
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보상 작용을 사용하게 되어 신체의 자세 정렬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고 근
골격계에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Wang29) 등과 Hodge9) 등은 호흡
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과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들의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Jandt12) 등은 체간 손상 척도(TIS)와 최대 흡기압(MIP) 사이의 상호 관련성(r=0.426, p=0.054)에서 유의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유의한 수준에 가까웠고 체간 손상 척도와 최대 날숨압에서는 r=0.517,
p=0.016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체간 손상 척도(TIS)와 최대호기속도(PEF)에서 상호 관련성
을 보인 것을 제외한 다른 폐기능 검사에서는 체간 조절 능력과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호흡 훈련군의 체간 손상 척도는 훈련 전 16.60에서 훈련 후 18.90으로 2.30점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p<0.05) 대조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호흡 훈련군의 실험 전･후 변화량 차이는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이는 호기근 강화를 함께 실시한 훈련이 체간 조절 능력
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대 호기 속도에서도 실험 전 3.04L/s에서
실험 후 3.45L/s로 0.41L/s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이 결과는 호기근 강화 호흡 훈
련에 의한 체간 안정성 향상이 호흡 근육의 근력 증가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체간 조절 능력은 호흡, 언어, 균형, 보행 및 상지와 손의 기능적 사용과 같은 일상 생활 동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28) Wang30) 등은 뇌성마비 아동들에게 호흡근 강화 훈련은 독립적인 일
상 생활 능력과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 훈련군에서 대동작 기능 평가 앉기와 기기 영역 모두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유
의한 향상을 나타내었고(p<0.05) 대조군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적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웠고 각각의 GMFCS 레벨에 따
른 호흡근 강화 훈련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대상자가 아동이었기 때문에 측정할 때의 기분이나 신
체 상태에 따라 정확한 측정값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
완하고 좀 더 많은 대상자에 대한 연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호기근 중심의 호흡 강화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의 폐기능을 증진시켰
고 호흡근의 활성화를 통해 체간의 안정성과 대동작 기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시각적 피드백 중심의 호흡 강화 훈련이 뇌성마비 아동에게 적용되어 심폐기능 증
진, 호흡기 질환의 이환률 감소, 다양한 기능적 활동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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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
EMST group
(ｎ=10)

Cotrol group
(n=9)

p

5/5

5/4

.821

Gender(male/female)

Age(years)

8.70±2.21

8.22±1.48

.585

Height(㎝)

120.00±20.39

124.00±11.90

.605

Weight(㎏)
GMFCS

26.36±13.78

26.55±9.23

.971

Ⅰ

2

2

.603

Ⅱ

4

2

Ⅲ

3

3

Ⅳ

1

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MST: ex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ing, GMFCS(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Table 2. Changes of PFT between EMST and Cotrol group
EMST group
(ｎ=10)

Cotrol group
(n=9)

FEV1(L)

Pre
Post
Change
Z
P

1.33±0.41
1.45±0.44
0.15±0.04
-2.809
0.005*

FVC(L)

Pre
Post
Change
Z
P

Z

P

1.33±0.35
1.34±0.37
0.01±0.02
-0.680
0.497

-0.654
-1.678
-3.686

0.513
0.093
0.000*

1.73±0.45
1.88±0.49
0.14±0.04
-2.814
0.005*

1.75±0.38
1.75±0.40
0.00±0.02
-0.43
0.667

-0.204
-1.145
-3.692

0.838
0.252
0.000*

FEV1/FVC(%)

Pre
Post
Change
Z
P

74.03±3.79
76.60±3.30
2.56±2.57
-2.803
0.005*

75.50±4.38
75.65±4.60
0.14±0.48
-0.841
0.400

-1.348
-1.061
-3.351

0.178
0.288
0.001*

PEF(L/s)

Pre
Post
Change
Z
P

3.04±0.76
3.45±0.72
0.41±0.09
-2.810
0.005*

2.74±0.26
2.75±0.29
0.02±0.04
-0.677
0.498

-0.531
-2.368
-3.684

0.595
0.018
0.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MST: ex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ing,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FVC: ratio of FEV1 to FVC, PEF: peak expiratory flow
*p<0.05

Table 3. Changes of TIS between EMST and Cotrol group

TIS

Pre
Post
Change
Z
P

EMST group
(ｎ=10)

Cotrol group
(n=9)

16.60±1.57
18.90±2.68
2.30±1.33
-2.588
0.010*

16.22±1.64
16.77±2.33
0.55±1.42
-1.225
0.221

Z

P

-0.542
-1.728
-2.414

0.588
0.084
0.016*

z

p

*p<0.05

Table
Changes
of GMFM
between EMST
and Control group
Values4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MST
group
Cotrol
group
EMST : ex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ing,
TIS: Trunk.
mpairment
Scale
(n=9)
(ｎ=10)

GMFM
(sit)

Pre
Post
Change
Z
P

83.70±2.11
88.00±4.26
4.30±2.86
-2.602
0.009*

83.55±3.39
85.22±4.65
1.66±2.12
-1.841
0.066

-0.414
-0.984
-2.355

0.679
0.325
0.019*

GMFM
(crawling and
kneeing)

Pre
Post
Change
Z
P

77.40±2.22
81.60±4.64
4.20±2.82
-2.593
0.010*

76.55±4.03
77.55±5.12
1.00±2.39
-1.214
0.225

-1.026
-1.556
-2.464

0.305
0.120
0.01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MST : ex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ing, GMFM(Gross Motor Funtion Measure) Sit; dimension B,
Crawling and Kneeing; dimension C
*p<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