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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aerobic training and inspiratory muscle training on 
muscle endurance and pulmonary functio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0 young women(mean age 19.5 
years). Participant’s mean height was 161.4cm, and their mean weight was 57.7kg. During ten days, the experimental 
group(n=10) performed the aerobic training(40min) with inspiratory muscle training(20min) a day, and control group 
performed only aerobic training(40min) a day. Using a spirometer, forced vital capacity(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FEV1), and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MVV) were measured for pulmonary functions and using a 
timer, lab times of 800-meter sprints were measured for muscle endurance after training.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variation of muscle endurance and pulmonary functions between groups(p>.05), but 
im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muscle endurance and pulmonary functions withi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p<.05). Conclusion Although there were improved the pulmonary functions and muscle endurance after aerobic 
training with inspiratory muscle training during ten days,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aerobic training group. Therefore, 
we need to allow more times for improvement of the effectualness in inspiratory muscle trai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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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심폐기능은 개인의 운동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심

폐기능은 보통 최 운동 시 인체가 산소를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하는 가로 평가되며, 이는 지구성 훈련을 통해 향상된다.1) 

적당한 유산소 운동량은 자기 능력의 60%정도 되는 강도의 운

동을 30분 이상 하는 것이다. 자기능력은 최 심박수를 의미하

며, 최  심박수의 60~75%범위가 유효한계이다. 적당한 유산

소 운동을 유지하다가 적응이 되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높여 

주는 것이 좋다.2) 일반적으로 호흡수는 안정 시 일반인의 경우 

매분 14-18회 정도를 약 500ml를 들이마셨다 뱉어내며 운동

선수가 비운동선수보다 호흡수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3) 모든 

조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폐환기와 가스교환을 위해서도 에너

지가 필요하다. 이 에너지의 부분이 폐환기 동안, 호흡근육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호흡근육의 강화는 폐기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안정 시에는 전체 에너지

의 2%만을 호흡근육에 사용하지만 운동 강도와 시간이 증가 

하면서 호흡의 빈도와 호흡량이 많아지게 되면 호흡근육의 에

너지 소비량도 증가하게 된다. 최 운동 강도의 경우 신체에서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의 11%정도를 호흡근육이 소비하게 되

며, 운동 종료 후 회복기에서도 호흡하는데 에너지가 지속적으

로 요구된다. 100%의 전체 비율로 보았을 때 호흡근육이 사용

하는 2-11%의 에너지양이 절  많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

일한 강도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훈련

을 통해서 호흡근육이 강화되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

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4) 들숨근육 훈련으로 인한 운동

수행력의 향상을 관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생리적 

기전을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먼저 가로막과 함께 호흡근육 

훈련은 운동 중 요구되는 호흡노력의 상 적 강도를 줄여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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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udy procedures 

동에 한 내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내성의 향상으로 산소 

섭취율, 환기량, 그리고 호흡에 한 인지감각이 낮아지며, 결

과적으로 운동수행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폐

에서의 효율성이 증 되어 가로막의 피로가 감소하고, 혈액의 

재분배를 통해 활동에 필요한 근육으로의 혈액이동이 증가한다

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호흡에 한 인지감각과 활동근육의 인

지감각이 감소하여 수행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5) 앞서 

이루어졌던 부분의 연구들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상자가 되어 진행 되어왔다. 들숨근 훈

련의 방법은 들숨속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저항이 유지되는 

장비가 사용되었으며,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들숨근 훈련

은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 선수들을 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들숨근 훈련에 의해 경기수행능력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8) 달리기나 기타 유산소 운동을 통한 폐기

능 향상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최  자발성 환기량(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MVV), 폐활량(vital capacity, VC) 

등이 있다. FVC값으로 허파 용적의 기능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능적 환기용량은 FEV1이나 MVV를 측정함으로

써 얻을 수 있고, VC는 연령, 흡연, 비만, 운동부족의 원인 등

으로 감소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폐 기능의 훈련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9).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인들

의 비중보다는 부분 환자들 또는 운동선수들로 국한지어 실

시되어왔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참고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들

이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근지구력의 이점과 유산

소 운동과 들숨근 훈련을 병행하였을 때, 근지구력과 폐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신성 학교에 재학 중인 신체 건강한 20  

초반 여학생 20명으로 하였다. 내과적 질환이 있는 자, 폐질환 

이력이 있는 자. 조사 당시 감기나 기타 호흡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자는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방법

폐활량 측정을 위해 폐기능 측정기 Pony Fx(COSMED Inc., 

Italy)를 사용하여 FVC, FEV1, MVV를 측정하였고, 온·습도

를 통제하기 위해 온․습도계를 사용하였다.

본연구은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10일간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후 5분간의 

휴식 후 들숨근 훈련을 실시하였고, 조군은 10일간 유산소운

동만을 실시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실험군과 조군 모두 총 

10일 실시하였고, 1일 40분씩 4000m 달리기를 실시하였다. 

들숨근 훈련 프로그램은 들숨근 운동기구인 Power Breathe 

(GAIAM, UK)를 사용하였다.

실험군은 2주간 40분씩 유산소운동 후 5분간의 휴식를 취

한 뒤, 20분씩 들숨근 훈련을 실시하였다. Power Breathe의 

훈련 강도는 저항 1단계로 시작하여, 3일마다 1단계씩 올리며 

최  3단계까지 실시하였다. 훈련횟수는 1세트에 30회씩 하루

에 1세트 실시하였다(Figure 1).

1) 근지구력 검사

근지구력은 800m달리기를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는 훈련이 시

작하기 전 사전측정을 하였고, 10일간의 유산소운동 및 들숨근 

훈련 후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2) 폐기능 검사

폐활량 측정을 위해 폐기능 측정기인 Pony Fx(COSMED 

Inc., Italy)를 사용하였다. Pony Fx의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

고, 코집게를 사용하여 코를 막은 후 측정도구를 잡도록 하였

다. 호흡하는 동안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 하였다. 습도 및 

온도는 습도 40%, 온도 22˚C로 통제하였다. 폐기능 검사는 숨

을 편히 2번 정도 쉰 후 최 로 들이마시고 최 한 빠르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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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ulmonary function tests Figure 3. Inspiratory muscle strength trainin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0)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Height(cm) 162.1±3.10 a 160.7±4.02 a .870

Weight(kg) 58.9±9.53 56.5±6.18 .668

Age(year) 19.5±0.83 19.4±0.91 .225
amean±SD

게 6초간 내뱉는다. 위의 과정에서 FVC는 안정된 호흡을 2회 

실시한 뒤 최 로 숨을 들이마신 뒤 호흡을 한 번에 내쉬며 측

정하였고, FEV1은 폐기능 검사 시 날숨을 최 한 빠르게 뱉으

며, 1초간에 날숨된 공기의 양을 측정하였다. MVV는 최  들

숨와 최  날숨을 12회 반복해 측정하였다(Figure2) 

(Figure3).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유산소운동과 흡기근 훈련에 따른 근

지구력과 폐활량에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조군의 그룹간 변화량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의 유의수

준은 α=.05였고 통계프로그램 SPSS(12.0K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참여 상자는 여성 20명으로 키는 평균 161.4cm, 

몸무게는 57.7kg, 평균나이는 19.5세이었다(Table 1).

2. 유산소 훈련과 흡기근 훈련에 따른 근지구력과 폐기능의 그

룹 간 변화량 비교

유산소훈련과 흡기근훈련에 따른 근지구력과 폐기능의 그룹 간 

변화량 비교에서 800m 달리기, FVC, FEV1, MVV측정결과, 

실험군 조군간의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Table 2).

3. 실험군에서의 중재 전·후의 근지구력과 폐기능의 비교

실험군의 중재 전․후 비교에서는 800m 달리기, FVC, 

FEV1, MVV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3).

4. 대조군의 중재 전·후의 근지구력과 폐기능의 비교

조군의 중재 전․후 비교에서 또한 800m 달리기, FVC, 

FEV1, MVV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4).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자들에게 유산소 훈련과 들숨근육 훈련이 

근지구력과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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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mount of change between muscle endurance and lung function (N=10)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t

800m(초) 21.4±18.90a －9.4±4.14a 1.961

FVC(ℓ) －0.1±0.06a －0.1±0.10a .431

(% pred.) －2.7±1.55a －3.13±2.63a .456

FEV₁(ℓ) －0.1±0.14a －0.1±0.16a .948

(% pred.) －3.2±4.30a －5.7±4.73a 1.235

MVV(ℓ) －10±10.85a －9.5±8.17a －.126

(% pred.) －7.9±9.10a －7.9±7.10a .016

amean±SD; FVC(ℓ), Forced vital capacity ; (% pred.), percentage of predicted value; FEV1,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MVV,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group between Pre- and Post-intervention (N=10)

Variable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t

800m(초) 305.5±30.4a 284.1±24.5a －3.580**

FVC(ℓ) 303.3±0.3a   3.4±0.4 －5.134**

(% pred.) 385.8±7.3a  88.5±7.7 －5.480**

FEV₁(ℓ) 302.7±0.3a   2.9±0.3 －2.662*

(% pred.) 382.4±9.9a  85.7±8.8 －2.343*

MVV(ℓ) 106.7±16.5a 116.7±16.4 －2.917*

(% pred.) 389.2±13.7a   .97±13.2 －2.736*

*p＜ .05, **p＜ .01; amean±SD ; FVC(ℓ), Forced vital capacity ; (% pred.), percentage of predicted value;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 MVV,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Table 4. Comparison of the control group between Pre- and Post-intervention (N=10)

Variable Pre-intervention Post-intervention t

800m(초) 287.9±27a 278.5±27a －7.177**

FVC(ℓ) 3 3.3±0.3  33.4±0.3 －3.716**

(% pred.) 388.2±6.6 391.4±12.4 －3.763**

FEV₁(ℓ)  02.8±0.3 0 3.0±0.3 －3.623**

(% pred.) 084.2±9.5  89.9±7.3 －3.798**

MVV(ℓ) 115.1±15.9 124.6±17.4 －3.664**

(% pred.) 097.9±12.4 105.9±14.1 －3.536**

*p＜.05, **p＜.01; amean±SD ; FVC(ℓ), Forced vital capacity ; (% pred.), percentage of predicted value; FEV1 ,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MVV , Maximum voluntary ventilation

능의 경우 두 그룹 모두 평상시의 습도에서 측정하여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폐기능 측정의 오차를 없애도록 하였

다.10) 정현진과 이 택의 연구에서는 6주간의 들숨근육 훈련은 

유산소달리기 훈련으로 발달한 들숨근육의 근력과 유사한 향상

을 보였다.5) 그러나 폐기능과 지구력의 경우 항상 긍정적 효과

만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폐기능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11) 본 연구에서 800m 달리기는 실

험군과 조군의 비교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폐기능의 측정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자의 선정, 운

동수행력의 평가 종목과 방법, 호흡근육 훈련의 유형 등과 같

은 방법적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에

서 관찰된 결과들의 차이가 들숨근육의 근력 또는 지구력 훈련

과 같은 훈련 유형의 차이에 기인하거나, 주어진 저항의 차이, 

강도, 시간, 빈도 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12) 선

행 논문들 에서는 4-6주간의 장기적인 기간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중재를 통하여 근 지구력과 폐

기능의 변화에 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근 지구력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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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800m 달리기 시간을 측정하였다. 두 군 모두 실험전․후 

값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두 군간의 비교에서는 실험군에

서 21.4초, 조군 9.4초로 10초정도의 평균값의 차이는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들숨근육의 

근력 향상은 최 흡기압력(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lmax)의 80-90%의 강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구력

의 향상은 Plmax의 약 60%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13) 

본 연구에서 들숨근 훈련의 강도는 똑같이 하였으나, 제한점으

로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운동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식사량이나 수면 시간에 따른 결과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했으

며, 연구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Plmax와 

VO2max으로 측정하여 강도를 정확하게 적용하였다면 폐기능 

향상에 더욱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는 더욱 정확한 측정 및 중재방법이 적용되어 보다 충분한 실

험기간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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