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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aralysis of abdominal muscles is the main cause of respiratory dysfunctions in patients with cervical spinal cord 

lesion. Activation of the abdominal muscles using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improved respiratory function in 

these patients. However, studies evaluating the effect of assisted respiratory training using FES on abdominal muscles in 

tetraplegia with cervical spinal cord lesion are sparse. Methods FES was applied to the abdominal muscles. Respiratory 

function test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rapy, and at 2 weeks follow-up. In addition to chest physical therapy, 

patients received training to improve respiratory function (experimental group) or training for increasing muscle tone of 

lower limb (control group). Both groups received 10 hours of additional training on FES; 30 minutes a day, 5 times a 

week, for 4 weeks. Results After 4-week therapy, both groups display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MIC, FVC, 

FEV1, assisted PCF, and unassisted PCF (p<0.05). At the follow-up test (2 weeks after 4-week therapy), the experimental 

group was improved cough capacity (APCF and UPCF), compared with in the control group (p<0.05).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in addition to chest physical therapy, FES over the abdominal muscles aimed at improving respiratory 

function and cough capacity in cervical spinal cord injury with tetraplegia have beneficial effects on maintaining and 

developing a cough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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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경수 및 상부 흉수손상 환자는 복부근 및 흉곽근의 기능저하 

및 기능소실에 의해 호흡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1) 선행연구

에서는 폐활량은 30-50% 정도, 기능적 잔기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은 25% 정도, 그리고 호기 예비량

(expiratory reserve volume)은 75%까지 감소한다고 하였

다.2-3) 호흡기능의 저하는 호흡양상의 변화와 기침기능 감소로 

인해 분비물 제거 기능의 약화 등을 유발하게 되고 폐렴, 무기

폐 등의 합병증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며, 결국 환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할 수 있다.4)

기침은 유해물질에 의해 분비물이 생길 때 이 분비물을 외

부로 배출시켜 폐렴 등의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보호기능이다.3) 이러한 기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해서는 흡입(inspiratory phase), 압박(compression 

phase), 배출(expulsive phase)의 기침의 3단계가 정상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척수가 손상되면 이러한 기침기전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기침을 유발함으로서 기도 내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다. 

복부근 결핍과 가슴의 호기근 활동은 기침과 분비물 제거를 위

한 능력을 감소시킨다. 비효과적인 기침과 가래의 유지는 사지

마비 환자의 폐확장 부전과 폐렴과 같은 폐 합병증에 대한 주

요원인이며, 기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들과 더불어 급성

기 경수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기관지 분비물의 제거를 향상시

키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늑간 및 복

부근육이 마비되면 흡입 후 흡입된 공기 배출시 호기근 수축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흡입된 공기로 팽창된 폐 및 흉

곽이 수동적으로 원상태로 줄어드는 정도로 호기가 이루어짐으

NEUROTHERAPY 대한신경치료학회지 제20권 제2호2 0 1 6



 

NEUROTHERAPY NEUROTHERAPY 2016;20(2):39-46

40 ∙ The Effects of Assisted Respiratory Training using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on Respiratory Function in Patients with Tetraplegia

로 환자는 적절한 기침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부 척수손

상환자에 있어서 능동적인 호기능력의 증가는 기침능력을 증가

시키고 객담 배출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호흡근 근력강화를 위한 치료로 복부근 부하훈련, 폐활량 

측정기를 사용한 동기유발, 안면마스크, 양압 훈련과 저항을 이

용한 흡기근 훈련들은 경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폐 기능을 향상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경수손상 환자의 

폐 기능에 대한 호흡근 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며, 의견의 명확성도 떨어진다. 사지마비 환자의 

능동 호기는 대흉근의 쇄골부에 대해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관

찰하였다.
5)
 결과적으로 이러한 근육군의 근력과 지구력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들이 제안되었다. 

Estenne 등은 대흉근 쇄골부의 등척성 운동훈련은 사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기침능력뿐만 아니라 호기 기능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하였다.
6-7)

 McBain 등은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 복부를 

압박하는 보조를 사용하였을 때 최대호기량이 13.8% 증가되었

고, 도수압박 또는 양압 환기에 의해 증가된 기침능력을 보고

하였다.
3)

또 다른 저자들은 사지마비 환자들의 복부근에 대한 FES를 사

용하였으며, 복부근의 전기자극은 기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신경근 전기자극은 손상되거나 기능할 수 없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류의 안전한 수준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근 전기자극의 기능적 사용은 서기, 

보행, 손의 쥐기, 호흡보고, 배뇨 또는 배변과 성기능 회복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침효력과 폐기능이 사지마비 환자

들의 대흉근과 복부근에 대해 신경근 전기자극의 적용을 통해

서 향상되어질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어졌다. 경수

손상 환자의 폐 합병증을 막기 위한 신경근 전기자극의 효과를 

평가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

의 호흡훈련을 위해 기능적 전기자극기 (FES)을 적용한 경우 

호흡기능과 관련된 측정지표들에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2,3,8)

복강근에만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는 수동적 훈련프로

그램이 사지마비로 인한 복강근의 자발적 수축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호흡기능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척수손상환자의 일반적 호흡재활프로그램과 추가적

인 능동 호흡패턴 훈련과 복강근에 기능적 전기자극을 사용하

여 호흡패턴훈련을 하였을 때 급성기 경수손상 환자의 호흡기

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수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로 진단받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5명을 대상으로 시행

하였으며, 그들 중 13명은 완전손상이었다. 참여한 모든 대상

자는 독립적인 호흡이 가능하였지만 복부근을 사용하여 호흡하

지 못했으며 폐활량이 현저히 감소된 자들이었다. 연구제외 대

상자는 휠체어 앉아서 30분이상 호흡패턴훈련을 할 수 없는 

자, 척추보조기 착용으로 호흡패턴에 제한적 요소를 가진 자 

등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연구의 취지를 이해

하고 동의한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는 경수손상환자를 위한 일반적 호흡물리

치료 중인 자들로 흡기근 저항운동(inspiratory resistive 

exercise)와 폐 유순도 유지운동(maintenance of pulmonary 

compliance)을 1일 10분씩 주 5회 물리치료사와 함께 훈련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추가적으로 기능적 전기자극을 사용한 

호흡패턴훈련을 1일 20분씩 주 5회 실시하였다. 사전평가는 

기능적 전기자극 적용 전에 하였으며, 4주간의 치료 중재후 사

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사후검사는 치료중재를 중단한 후 2주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경피 복강 기능적 전기자극은 Microstem (SN. K12909, 

Germany)를 사용하여 복직근과 외복사근 위에 적용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 변수 값은 펄수폭(pulse-width) 250ms, 주

파수 50Hz의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자극강도는 복부 외

측과 복벽의 수축변화를 시각적으로 평가하여 근수축이 호흡패

턴훈련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한다. 자극강도

에 의해서 복강근 수축 외에 다른 신체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펄스폭(pulse-width)과 주파수의 조정은 시각

적 근수축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 매 훈련시

작 시 이전 강도를 적용하였으며,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전류강도 값으로 조정하였다. 전기자극은 대상자의 호기시도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다.

1. 호흡기능 평가

호흡기능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지표들의 향상은 호흡근 마비로 

인한 호흡기능 감소와 그와 관련된 합병증의 감소에 긍정적 상

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3)

 본 연구의 환기용량

(ventilator capacity)의 측정은 최대 주입용량((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용량(forced exhaled 

volume in 1 second, FEV1), 최대기침유량(Peak cough 

flow, PCF) 검사 등이 포함된다. 

평가는 먼저 최대 주입용량(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측정하였다. 최대 주입용량 측정은 앉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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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Subject gender age height Weight
Injury 
level

post 
injury

(months)

Cause of 
injury

ASIA 
grade

FIM 
score

SCIM

E

x

p

e

r

I

m

e

n

t

(n=10)

1 m 33 169 56 C2 2 TA C 18 10

2 m 55 168 56 C4 3 FD C 18 18

3 f 38 156 68 T2 3 TA A 82 37

4 m 47 167 56 C4 2 FD A 49 15

5 m 48 163 67 C4 2 FD C 48 15

6 m 57 169 65 C2 2 FD A 62 32

7 f 43 160 43 C4 1 TA A 49 11

8 m 25 174 57 C4 2 FD A 18 10

9 m 54 178 80 C4 3 FD A 48 9

10 m 65 169 61 T3 2 FD A 79 50

C

o

n

t

r

o

l

(n=10)

1 m 24 170 63 C7 2 FD A 56 17

2 m 52 165 62 C4 3 FD A 49 11

3 m 69 169 60 C2 3 FD C 51 15

4 m 57 175 68 C4 3 FD B 53 19

5 f 60 154 52 C2 2 FD C 48 15

6 f 54 169 58 C4 2 FD B 49 11

7 m 53 164 60 C4 2 TA A 47 11

8 m 59 176 67 C4 2 TA B 52 19

9 f 61 155 52 C2 3 TA C 46 15

10 f 55 168 57 C4 3 TA B 47 11

에서 환자가 스스로 최대로 숨을 들이 마시고, 도수 소생기

(manual resuscitator) 백으로 비구강 마스크를 통해 주입할 

수 있는 양만큼 최대한 공기를 추가로 주입시킨 후 폐활량 측

정기를 통해 그 용량을 측정한다. 측정은 휴대용 스파이로미터

(CareFusion U.K. 232 Ltd., UK)를 사용하였다. 노력성 폐

활량(FVC), 1초간 노력성 호기용적(FEV1)과 최대 기침유량

(PCF) 순으로 측정하였다. 최대 기침유량은 ASSESS FULL 

RANGE PEAK FLOW METER (Respironics New Jersey 

Inc., USA)를 사용하였으며, 앉은 자세에서 최대한 힘차게 기

침을 하게 하여 최대 기침유량의 측정값을 얻었다.
2-5,8,9)

대상자들은 각 검사당 3회씩 측정 하였으며, 측정 값 간의 

차이가 20% 이내로 측정된 3회 값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검

사는 연구자 한 사람이 하였으며, 검사 시 대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2. 분석 및 결과측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Statis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에 대한 검증 위해 1-표

본 Kolmogorov-Smirnov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성을 확인

하였다. 

연구군과 대조준의 최대주입용량((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용량(forced exhaled volume in 1 

second, FEV1), 최대기침유량(Peak cough flow, PCF) 검

사에 대한 사전, 사후, 추적검사의 변화 값은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시행하였고, 양측비교 t 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

고, 그룹간의 변화는 독립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처리의 유의수준은 α= 0.05

로 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군 10명과 대조군 10명이었으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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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using breathing training on Climate Change and respiratory function, valu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 after a breathing exercise.

P ulm onary

function

Experim ental group  Control group

P re-test change P ost-test change FU-test P re-test change P ost-test change FU-test

MIC(cc) 1764.0±494.7 166.0±131.4 1930.0±519.0*** 46.0±254.2 1976.0±612.8 2313.0±420.6 418.0±498.2 2730.0±421.8*** 66.0±44.0† 2793.0±392.5***

FVC(cc) 1388.0±422.0 131.5±112.4 1519.5±383.5*** 31.0±35.0† 1550.5±399.0*** 1951.0±381.1 379.0±332.2 2333.0±418.5*** 46.0±59.5††† 2372.0±421.2

FEV1(cc) 1071.0±401.2  30.5±143.3 1101.5±351.3 50.0±82.2 1151.5±390.0*** 1735.0±429.8 269.0±243.7 1999.0±398.3** 21.0±45.6††† 2027.0±376.5

FEV1/FVC(%)   76.7±13.9  30.5±143.3   72.3±12.6  1.6±3.3   73.9±13.6   88.1±4.47  -2.3±3.2   85.8±3.4 -0.6±1.9   85.1±3.2

FVC/MIC(%)   79.9±16.7  -0.1±8.37   79.8±10.8  0.1±7.9   79.9±9.0   85.2±9.3   0.6±6.7   85.7±6.0 -0.5±1.8   85.2±6.0

APCF  180.0±56.2  37.5±40.8  217.5±62.9*** 14.0±14.1  231.5±63.2***  224.0±91.7  59.0±60.1  279.0±72.8*  6.0±16.6†  284.0±70.5

UPCF  129.0±62.6  22.0±32.7  151.0±58.3** 13.5±14.3  164.5±61.8***  190.0±89.3  58.0±64.3  245.0±66.5*  3.0±17.7†  248.0±59.6

MIC: 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haled volume in 1 second

APCF: Assisted Peak Cough Flow; UPCF: Unassisted Peak Cough Flow

성 14명, 여성은 6명이었다. 연구군의 평균 나이는 60.9세이었

으며 55.2세이었다.

최대 주입용량은 연구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변화가 있

었다. 두 그룹간의 치료 전-후 및 추적 관찰한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MIC의 경우, 실험군은 치료 전 1,764±494.7cc

에서 4주간 치료 후 1,930.0±519.0cc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

였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는 1,976.0±612.8cc로 꾸준한 증

가를 보였다. 대조군은 치료 전 2,313.0±420.6cc에서 4주간 

치료 후 2,730.0±421.8cc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도 2,793.0±392.5cc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VC의 경우는 실험군에서 치료 전 1,388.0±422.0cc에서 

4주간 치료 후 1,519.5±383.5cc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2

주 후 추적 관찰시에도 1,550.5±399.0cc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대조군은 치료 전 1,951.0±381.1cc에서 4주간 치료 후 

2,333.0±418.5cc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2주 후 추적 관

찰시 2,372.0±421.2cc로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FEV1은 실험군에서 4주간 치료 후 증가되고, 2주간 추적 

관찰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4주간 

치료 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2주간 추적 관찰 후에는 

작은 차이를 보였다. 

APCF의 경우는 실험군에서 치료 전 180.0±56.2L/min에서 

4주간 치료 후 217.5±62.9L/min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

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도 231.5±63.2L/min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치료 전 224.0±91.7L/min

에서 4주간 치료 후 279.0±72.8L/min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

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 284.0±70.5L/min로 증가하였다.

UPCF의 경우는 실험군에서 치료 전 129.0±62.6L/min에

서 4주간 치료 후 151.0±58.3L/min로 매우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도 164.5±61.8L/min로 매우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치료 전 

190.0±89.3L/min에서 4주간 치료 후 245.0±66.5L/min로 유

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 248.0± 

59.6L/min로 증가하였다.

두 그룹간의 치료 전-후 및 추적 관찰한 검사의 차이값을 

비교해 보면, MIC, FVC, FEV1 모두 4주간 치료 후 및 2주간 

추적 관찰시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다. 

FEV1의 경우는 실험군에서 4주간 치료 후의 변화량보다 2

주간 추적 관찰시의 변화량이 더 증가하였다. FEV1/FVC(%) 

값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4주간 치료 후 및 2주간 추적 관

찰시 모두 증가하여 FEV1의 상대적인 증가가 보이는 반면, 대

조군은 4주간 치료 후 및 2주간 추적관찰시 모두 감소하여 

FEV1보다 FVC의 중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 

FVC/MIC(%)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감소하다가 증가, 

대조군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결국 치료 전 비율과 동일한 비

율을 보였다.

APCF와 UPCF 값의 변화량에서도 실험군은 4주간 치료에 

증가하고, 2주간 추적 관찰시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인 반면, 

대조군에서는 4주간의 치료시에 증가한 변화량에 비해 2주간 

추적 관찰시의 변화량이 실험군에 비하여 적게 증가하였다.

Ⅳ. 고  찰

호흡기능의 문제는 급성 및 만성 경수손상 환자에 있어서 사망

률의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문제는 복근, 늑간근과 횡격막 기

능의 부분 또는 완전소실에 기인한다. 호흡기능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복근 부하훈련, 폐활량 증가훈련, 폐용적 확장훈련 등

이며, 이러한 양압과 저항을 이용한 훈련은 척수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호흡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폐 기능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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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왔다.
2-4,8)

 하지만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폐 기능 향상에 대한 호흡기능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연구가 미흡하다. 

경수손상으로 인한 신체마비의 형태는 사지마비로 나타난

다. 손상수준과 심각성에 따라, 사지와 체간근의 마비 정도와 

감각소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마비에 의해 손상 받는 주 

호흡근은 횡격막, 늑간근, 복직근 등이다. 일반적으로, 경수 3

번 이하의 운동신경 완전손상인 경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횡격막의 기능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늑간근과 복강근의 마비로 인해 폐활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호흡기능 저하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기간이 길

어지거나 재입원의 주요원인이 된다.
2)

일반적인 호흡은 흡기와 호기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흡기에 관

여하는 구조로는 횡경막이 전체 흡기에서 약2/3를 담당하고, 

그외 경수부 신경의 지배를 받는 호흡보조근육들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다. 호기에 관여하는 구조로는 흉수 6번에서 12번

까지 신경지배를 받는 복부근육들이 가장 중요하며, 그 외 늑

간근,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척수손상 환자는 늑간근과 복근이 마비되기 

떄문에 호기는 주로 흉곽이 팽창되면서 생기는 탄력성에 의존

하여 수동적으로 폐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한다. 이때 

기도내 분비불 제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동적인 호기, 즉 

기침 능력이 소실되게 된다
.2)

이와 같은 호흡장애는 복강근의 마비로 인해 하위 경수 손

상뿐만 아니라 상위 흉수 손상을 가진 환자에서도 발생한다. 

복강근은 체간 정위자세에서 숨 내뱉기, 효과적인 숨 들이마시

기와 기침을 가능하게 한다. 1993년 이후로 여러 연구에서 설

명됨으로서 기침은 복강근에 부착된 FES에 의해 보조되어질 

수 있었다.
3,10-12)

 이들 모두 발표는 기침능력은 이 방법에 의해 

향상되며 도수로 보조된 기침유도방법만큼 효과적이라고 제안

하고 있다.
4)
 호흡보조, FES 보조 기침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

인 보호자의 도움이 기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지마비환자의 기침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그들의 폐 기능

을 증강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다. 선행연구는 사망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시기는 외상 후 초

기 6-12개월 내에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5)
 폐 합병증과 사

망률 감소를 위해서, 3개월 내에 손상을 입은 급성 경수손상 

환자에게 기침능력을 향상시켜 폐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강제호기용량은 호흡계의 최대출력용량을 측정한다. 강제호

기용량은 호흡기전에 포함된 모든 호흡요소들의 능력을 의미한

다. 복부근 결핍과 가슴의 호기근 활동은 기침과 분비물 제거

를 위한 능력을 감소시킨다. 비효과적인 기침과 가래의 유지는 

사지마비 환자의 폐확장 부전과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에 대한 

주요원인이며, 기침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전략들과 더불어 경

수손상 환자의 급성기에 있어서 기관지 분비물의 제거를 향상

시키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3,5,12,13)

사지마비 환자의 능동 호기는 대흉근의 쇄골부에 대해 크

게 의존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근

육 그룹의 근력과 지구력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

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대흉근의 쇄골부의 등척성 운동

훈련은 사지마비 환자들을 위한 기침능력뿐만 아니라 호기 기

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나,
14,15)

 본 연구에서는 상위경

수손상환자의 분포가 높아 대흉근의 근수축이 나오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Estenne 등은 

그들의 연구에 있어서 복부를 압박하는 보조를 사용하였을 때 

최대호기량이 13.8% 증가를 보였다.
7)

사지마비 환자들의 복부근에 대한 FES를 사용한 선행연구

에서는, 복부근의 전기자극이 기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신경근 전기자극은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은 손상

된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의 전류를 적

용하는 방법이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근 전기자극의 기능적 

사용은 서기, 보행, 손의 쥐기, 호흡보고, 배뇨 또는 배변과 성

기능 회복에 적용되고 있으나,
13,16-29)

 경수손상환자의 복부근에 

신경근 전기자극에 대한 연구, 특히 일반적인 호흡운동과 비교

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침효력과 폐기능이 사지마비 환자들의 복부근

에 대해 신경근 전기자극의 적용을 통해서 향상되어질 수 있을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경수손상 환자의 폐 합병증을 

막기 위한 신경근 전기자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기침은 원칙적으로 후두, 호흡관과 기관지로부터 어떤 유해

한 점액과 입자를 방출하기 위한 높은 연속적인 속도를 제공하

는 강제적 호기활동이다. 분비물 조절은 폐확장 부전과 폐렴을 

방지하기 위한 폐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6,8,15)

환기용량(ventilator capacity)의 일반적 측정은 노력성 폐

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용량

(forced exhaled volume in 1 second, FEV1), 최대 호기

유량(Peak expiratory flow, PEF), 최대 호기압력

(maximum expiratory pressure, MEP) 등이 포함된다. 이

러한 측정은 건강한 사람과 척수손상의 결과로 사지마비가 된 

환자의 호흡기능을 비교하는데 사용되어왔다. 호흡기능 평가에 

사용되는 측정지표들의 향상은 호흡근 마비로 인한 호흡기능 

감소와 그와 관련된 합병증의 감소에 긍정적 상관관계를 입증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3,6,8,15)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처럼 최대 주입용량(Maximum 

insufflation capacity, MIC)검사와 최대 기침유량검사를 하

였으며, 두 그룹 모두 최대주입용량이 모든 시기에서 증가하였

다. 이는 약해진 호흡근육 뿐만 아니라 늑간근의 스트레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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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어지면서 최대 폐 용적까지 충분히 팽창하게 되어, 

최소 잔기량까지 압축시키는 흉곽의 유순도(compliance)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유순도의 변화는 기침과 객담제거 능

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호흡기계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대 기침유량(peak cough flow, PCF)검사를 통해 

기도 분비물 배출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기침능력은 최대 유량 측정(peak flow meter)를 사용하여 환

자에게 최대한 힘차게 기침을 하게 하여 최대 기침유량을 측정

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최대주입용량의 평

균값의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그룹간 구성원들의 호흡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군의 4주 훈련의 변화값 대

비 추적관찰시 변화값의 차이가 대조군의 변화값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복부근에 신경근 전기자극 훈련 후 추적관찰

시에도 꾸준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의 호

흡훈련을 위해 기능적 전기자극기 (FES)을 적용한 경우 호흡

기능과 관련된 측정지표들에 향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1,2,5,8,30)

  

Linder 등은 경수손상환자의 능동적 호흡훈련 시 기능적 전기

자극기를 사용하여 호기배출을 돕도록 하는 상호작용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8)
 McLachlan 등은 환자의 능동적 참여 없이 

수동적 훈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흉근과 복강근에 대한 기능

적 전기자극의 반복된 패턴을 적용했다.
4)
 복강근에만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는 수동적 훈련프로그램이 사지마비로 인한 

복강근의 자발적 수축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호흡기능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복부근 기능적 전기자극의 실행은 4주간의 단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FVC, FEV1,과 PEF에 있어서 

증가는 정체기가 아니었으며, 이것은 호흡훈련 기간이 장기간 

이루어 진다면 더 많은 변화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FEV1과 PEF의 경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초래한다.

FEV1의 경우는 실험군에서 4주간 치료 후의 변화량보다 2

주간 추적 관찰시의 변화량이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기 환

자의 복부근의 긴장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FEV1은 실험군에서 4주간 치료 후에는 증가

되고, 2주간 추적 관찰시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기자극이 

복부근육의 근긴장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복부

근에 전기자극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4주간 치료 후에는 

일반적인 호흡훈련의 결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2주간 

추적 관찰 후에 작은 변화를 보인 것은 평소 호흡운동이 경수

손상환자의 호흡능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

적인 추적관찰이 있을 경우, 복부근의 신경근전기자극의 효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호흡운동이 경수손상환자의 폐기능 향상

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순수치 비교가 아닌 환자 개개인의 폐능력의 향상을 평

가를 위해 FEV1/FVC(%) 값의 변화를 보면, 실험군은 4주간 

치료 후 및 2주간 추적 관찰시 모두 증가하면서 FEV1의 상대

적인 증가가 보이는 반면, FES를 복부에 하지 않았던 대조군

은 FEV1/FVC(%) 값이 4주간 치료 후 및 2주간 추적관찰시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인 폐운동을 하게 되면서 늑간

근 유순도가 증가되면서 FVC는 증가되었으나, 1초당 호기양인 

FEV1은 변화가 적어 기침능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추적관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

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4주라는 짧은 기간의 복부근육에 

전기자극치료를 하는 것이 복부근육의 근긴장도를 증가시켜 폐

활량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침을 유도하는 

복부근육의 근긴장도에 기능적 전기자극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복부근육의 긴장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움받은 

최대 호기유량(Assisted Peak Cough Flow, APCF)의 경우

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에서 4주간 치료 후 매우 유의하게 차

이를 보였으나,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는 실험군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복부근육

에 신경근 전기자극이 복부근육에 근긴장도에 영향을 주어 약

간의 도움에도 기침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은 도움받지 않은 최대 호

기유량(Unassisted Peak Cough Flow, UPCF) 값이다.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4주간 치료 후 매우 유의하게 차이를 보

였고, 2주 후 추적 관찰시에는 실험군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대조군에서는 아주 작은 수치의 증가를 보였다. 이

는 복부근육에 신경근 전기자극이 복부근육에 근긴장도에 영향

을 주어 전기자극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시간이 흘러도 주위의 

도움없이 기침하는 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을 

계획하면서 경수손상환자에게 보호자의 도움없이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의 목표였으며, 이를 달

성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있는 것은 실험에 참여한 환자 

스스로가 기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능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환자가 느끼고 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척수손상환자의 일반적 호흡재활프로그램과 추

가적인 능동 호흡패턴훈련과 복강근에 기능적 전기자극을 사용

하여 4주 동안의 호흡패턴훈련을 하였을 때 전기자극을 시행한 

그룹의 급성기 경수손상 환자그룹이 일반적인 호흡운동을 한 

그룹에 비해 호흡기능에 영향을 주었고, 2주간의 관찰 후에서

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제한점으로는 입원기간의 제한으로 추적관찰의 기간이 짧

아서 복구근육의 근긴장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으로 추적 관

찰 연구가 필요하다.



 

장우남, 민원규,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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