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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자세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 양상
비교

신경 근육계 질환에서 호흡기계 합병증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
다.이들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호흡근의 마비로 인
하여 폐와 흉곽의 유순도 및 폐활량이 감소되는 제한성 폐질환의 양
상을 보인다.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근위축성 측삭경화증,경추손
상 환자는 병인이나 주된 침범 부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전신적인 근력 약화를 보여주며 제한성 폐질환으로 인한 각종
호흡기계 합병증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노력성 폐활량은 호흡기능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이며
호흡근의 약화 양상이나 환자의 자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노력성 폐활량 평가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아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뒤시엔
느형 근디스트로피,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지 환자에서 자세에 따
른 각각의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미한 상
태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근 약화를 동반하는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자세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를 비교,연구하고자 하
였다.
32명의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32명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tetraplegia)환자 및 28명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각 군의 대상 환자에서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하였으
며 각 질병군의 환자들의 연령과 신장을 기준으로 한 노력성 폐활량
의 예상치를 각각 구하였다.실제로 측정된 각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
을 계산된 노력성 폐활량 예상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또



한 앉은 자세와 앙와위의 노력성 폐활량 차이를 앉은 자세의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누어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 32명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은 자
세에서는 평균 1311.6±260.7 ml,누운 자세에서 측정하였을 때는
1213.8±378.9ml로 두 측정치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2.32명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은 자세에서는 1612.8±291.0ml,누운 자세에서는 2054.7±545.8ml
로 누운 자세에서의 노력성 폐활량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3.28명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은 자세
에서는 1393.2±286.7ml,누운 자세에서는 1104.3±425.4ml로 앉은 자
세의 노력성 폐활량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4.앉은 자세와 앙와위의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은 뒤시엔느형 근디스
트로피 환자군에는 8.6±19.4%,경수 손상 환자군에는 -28.3±25.4%,근
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는 21.8±20.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신경근육계질환자들의
횡격막 약화 등 호흡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와 누운 자세 모두에서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하여 그 변화된 정
도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경수 손상,근위축성 측삭경화
증,노력성 폐활량,자세 변화



신경근육계 질환에서 자세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 양상
비교

<지도교수 강성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유 태 원

Ⅰ.서론

신경 근육계 질환에서 호흡기계 합병증은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
다.이들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호흡근의 마비로 인
하여 폐와 흉곽의 유순도 및 폐활량이 감소되는 제한성 폐질환의 양
상을 보인다.1,2,3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근위축성 측삭경화증,경수
손상 환자는 병인이나 주된 침범 부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
나 모두 전신적인 근력 약화를 보여주며 제한성 폐질환으로 인한 각
종 호흡기계 합병증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의 경우 호흡부전 및 호흡기 감염 등 호흡

기계 합병증이 사망 원인의 90%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20세 정도에 불과하였다.4,5,6,7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경우 진단 후 2-3년 안에 최소 84%가 호흡기계 합병증과 호흡부전
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특히 첫 증상이 호흡근 약화인 경우
에는 평균 생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8,9,10,11척수
손상 환자에서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병률은 67% 정도이며 이로 인
한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역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12,13,14



그러나 최근 인공호흡기 등 호흡기계 관리 및 치료의 발달로 신경
근육계 질환에서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였고 환
자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다.15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경우 평균 수명이 20-30대 중반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5,6,7,10비록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여전
히 호흡근 약화의 진행시기와 진행 정도는 신경 근육계 질환에서 가
장 중요한 예후인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그러므로 호흡기능의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평가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호흡기계
합병증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노력성 폐활량은 호흡기능 평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정치이며

호흡근의 약화 양상이나 환자의 자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노력성 폐활량 평가는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나 뒤시엔느형 근
디스트로피에서는 앉은 자세보다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 노력성 폐
활량이 작게 측정되고 척수 손상 환자에서는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보다 노력성 폐활량이 크게 측정된다.6,9,16,17,18 그러나 아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지 환자에서 자세에 따른 각각의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 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근 약화를 동반하는 신경근육계 질환에

서 자세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를 비교,연구하고자 하였다.

Ⅱ.재료 및 방법

1.연구 대상

32명의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32명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tetraplegia)환자 및 28명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Table1).각 질환별 그룹간의 비교를 위하여 앉은 자
세에서 측정된 노력성 폐활량이 연령과 신장을 기준으로 한 노력성
폐활량 예상치(predictedvalue:FVCpre)의 30-50% 사이에 해당하
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은 평균 연령은 16.7±5.4세였고,

32명 모두 남자였다.이들은 평균 10.5±1.8세부터 독립 보행이 불가
능하였다.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35.4±12.1세

이며,남자가 22명,여자가 10명이었다.경수 손상 부위는 제 4경수 11
명,제 5경수 13명,제 6경수 8명이었고,32명의 환자 모두는 미국척수
손상협회(AmericanSpinalInjuryAssociation:ASIA)등급 A로 분류
되는 환자였다.척수 손상의 부위는 미국척수손상협회의 정의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가장 원위부 신경절로 하였
다.

Table1.GeneralCharacteristics
DMD1)
(n=32)

CervicalSCI2)
(n=32)

ALS3)
(n=28)

Sex Male 32 22 21
Female 0 10 7

Age(yr) 16.7±5.4 35.4±12.1 52.4±10.3
Weight(kg) 41.4±12.2 62.0±9.0 55.7±10.1
Height(cm) 156.7±10.9 171.7±7.9 165.0±11.4
Durationofdisease(yr) 10.4±6.1 8.8±6.9 1.7±1.5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1.DMD:Duchenne mueculardystrophy,2.CervicalSCI:cervicalspinalcord injury,3.ALS:
amyotrophiclateralsclerosis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은 평균 연령이 52.4±10.3세이며,남
자가 21명,여자가 7명이었다.28명의 환자 중 21명은 독립 보행이 불



가능하였다.
호흡기계 질환 및 손상의 병력,호흡기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흡연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연구 방법

가.노력성 폐활량 측정
각 군의 대상 환자에서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하였다.노력성 폐활

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은 폐활량 측정기(Wright
Respirometer,FerrarisDevelopmentandEngineeringCo,Ltd,UK)
를 이용하여,앉은 자세와 앙와위로 누운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으
며,각각의 과정을 최소한 3번 이상 시행하여 얻은 각 측정치의 수치
중 최댓값을 선택하였다.

나.노력성 폐활량 변화율
각 질병군의 환자들의 연령과 신장을 기준으로 한 노력성 폐활량의

예상치(predictedvalue:FVCpre)를 각각 구하였다.실제로 측정된 각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을 계산된 노력성 폐활량 예상치로 나누어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또한 앉은 자세와 앙와위의 노력성 폐활량 차이를
앉은 자세의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누어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
FVC)을 구하였다.

3.통계 분석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경수 손상,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세 가
지 신경근육계 질환에서의 환자의 앉은 자세에서와 누운 자세에서의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량을 paired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version13.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Ⅲ.결과

1.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 32명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은 자
세에서는 평균 1311.6±260.7ml로 정상 예측치의 38.8%,누운 자
세에서 측정하였을 때는 1213.8±378.9ml로 정상 예측치의 35.6%
를 나타내었으며 두 측정치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2).

Table2.ResultsofPulmonaryFunctionTest
DMD5)
(n=30)

CervicalSCI6)
(n=32)

ALS7)
(n=30)

FVCsit1)(ml) 1311.6±260.7 1612.8±291.0* 1393.2±286.7†
FVCsit/FVCpre2)(%) 38.8±5.1 41.5±6.1 40.5±5.1
FVCsup3)(ml) 1213.8±378.9 2054.7±545.8* 1104.3±425.4†
FVCsup/FVCpre(%) 35.6±9.1 52.8±12.0 31.9±10.3
FVCsit-FVCsup(ml) 97.8±220.6 -441.9±445.3 288.9±286.0
∆FVC(%)4) 8.6±19.4 -28.3±25.4 21.8±20.2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1.FVCsit:forcedvitalcapacityinsittingposition,2.FVCpre:predictedvalueofforcedvitalcapacity,
3.forcedvitalcapacityinsupineposition,4.∆FVC:{(forcedvitalcapacityinsittingposition-forced
vitalcapacity in supineposition)/forcedvitalcapacity insitting position}X100,5.DMD:Duchenne
musculardystrophy,6.CervicalSCI:cervicalspinalcordinjury,7.ALS:amyotrophiclateralsclerosis*p<0.05,†p<0.05

2.경수 손상 환자군

32명의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



은 자세에서는 1612.8±291.0ml로 정상 예측치의 41.5%,누운 자
세에서는 2054.7±545.8ml로 정상 예측치의 52.8%의 노력성 폐활
량을 보여 누운 자세에서의 노력성 폐활량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
다(p<0.05)(Table2).

3.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

28명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의 노력성 폐활량은 앉은 자세에
서는 1393.2±286.7ml로 정상 예측치의 40.5%,누운 자세에서는
1104.3±425.4ml로 정상 예측치의 31.9%를 보여 앉은 자세의 노력
성 폐활량이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2).

4.노력성 폐활량 변화율

앉은 자세와 앙와위의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FVC)은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에는 8.6±19.4%,경수 손상 환자군에는 -28.3
±25.4%,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는 21.8±20.2%로 나타났
다(Table2).

Ⅳ.고찰

정상인에서나 신경근육계질환 환자에서 폐활량은 자세에 따라 다르
게 측정되며,특히 호흡근 약화를 동반한 신경근육계질환 환자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신경근육계질환 환자들도 질환별 특성
에 따라 자세에 따른 폐활량 변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호흡근 약화의 양상이 각 질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동
일한 기준으로 호흡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각 질환
별로 호흡근 약화의 양상과,자세 변화에 따른 폐활량 변화량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다양한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의 호흡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호흡근 약화
를 동반하는 대표적인 신경근육계질환인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
자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척수 손상 환자에서 자세에 따른 폐
활량 변화량을 비교하였고 이를 각 질환의 호흡근 약화 양상을 고려
하여 분석하였다.
해부학적으로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들로는,흡기에 관여하는 것으

로 외측 늑간근,전체 흡기에서 약 2/3를 담당하는 횡격막 등이 주된
근육이지만,흉곽을 뒤로 신장할 수 있는 근육들인 대흉근,소흉근,사
각근,광배근,전거근 등 경수부 신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호흡 보조
근들이 부수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호기근은 내측 늑간근이 주된 근
육이며,흉수 6번에서 12번까지의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 복부근 들
처럼 등을 굽히게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부수적으로 호기에 작용할 수
있게 된다.19흡기 시에는 횡격막의 수축과 늑골이 측방으로 팽창하면
서 늘어난 후,상측 늑골이 상방으로 팽창하면서 가슴이 넓어지게 된
다.노력성 흡기 시에는 이외의 주로 복근의 수축과 척추 주위 근육
의 수축,경 흉추부위의 보조 호흡근들이 같이 작용하게 된다.호기는
흡기 후의 수동적 과정으로서 횡격막과 늑간근이 이완되며,노력성
호기 시에는 복근의 수축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20횡격막의 상하 운
동은 자세의 변화,위의 팽창정도,장과 간의 크기 그리고 복부의 비
만 등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척수손상 환자에서 앉은 자세에서보다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 폐

활량이 높게 측정되며 이와 반대로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와 근위
축성 축삭경화증환자에서는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경수 손상 환자는 제한성(restrictive)폐질환의 양상을 보인다.제한

성 폐질환의 특징은 폐가 충분히 확장하기 어려우므로,폐활량,총폐
용량 등이 감소하게 되고,환기 분포의 경우는 불균등한 폐 확장으로



인하여 환기-관류 배분의 장애를 나타내며,산소와 이산화탄소 간의
혈액 가스 경계에서의 확산 능력이 감소하며,폐 유순도(compliance)
혹은 흉곽 유순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하위 경수 손상 환자(제 4
경수 손상 이하)들은 늑간근이나 복부근육 마비로 인해 주로 횡격막
에 의존에서 호흡을 하게 된다.16,17,21경수 손상 환자는 호기에 작용하
는 복부근육과 늑간근육은 마비된 상태이나 제 5∼7경수신경이 분포
하는 대흉근의 작용으로 비록 정상보다는 작지만 호기성 예비용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대흉근의 강화는 기능적 잔기량에는 변화를 일
으키지 않지만,호기성 예비 용적을 증가시키고 잔기량(RV,residual
volume)을 감소시켜 작은 폐용량에서도 기침을 용이하게 하여 기도
내 분비물 제거를 가능하게 한다.22늑간근 및 복부근육은 호흡 시 주
된 호기근으로 이 근육들이 마비되면 흡기 후 흡입공기 배출시 호기
근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따라서 앉은 자세에서의 호기는 흡입된
공기로 팽창된 폐 및 흉곽이 반동(recoil)에 의해 줄어들면서 수동적으
로 일어나게 되고 복부 내용물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 횡격막
의 반잔폭(excursion)이 감소하기 때문에 누운 자세에서보다 폐활량이
적게 측정 된다.12,16,17,21,23척수 손상 환자의 폐 기능은 척수 손상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경수 손상 후 1주일 내에는 폐활량
이 정상의 약 24%에서 31% 수준이지만,5개월 후엔 약 50%로 증
가함을 보인다.24그 이유로는 손상 초기의 늑골강의 운동 양상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척수 손상 초기에 환자가 긴장하거나
호흡하는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며,후기의 폐활량의 증가는 늑간근
육의 반사수축의 발달과 경직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5

척수손상 초기의 척수 쇼크(spinalshock)상태에 의한 연축현상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3개월 정도 후면 경직 현상이 생기고,이에 따라
늑간근과 복근에 저항이 생기고 폐활량이 증가하며,환자가 상지를
움직일 때 견갑골과 경추,흉추부의 보조 호흡근의 강화효과를 가져
와 폐활량이 증가된다고 생각된다.26본 연구에서는 수상 후 최소 1년



이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척수 손상 후 기간에 따른 변수요인
을 최소화하였다.척수 손상 후 호흡 능력 변화의 양상과 정도는 신
경학적 손상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제 12흉수 이상 척
수 손상에서 호흡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손상 부위가 높아
질수록 더 많은 복근과 늑간근의 마비로 호흡 능력의 저하가 심화되
고 제 8경수 이상의 손상에서는 모든 늑간근과 복근의 마비상태에 이
르게 된다.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 2-5경수 손상군에서는 노력
성 폐활량 예측치의 50%까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제 6-8경수
손상군에서는 경수 손상 부위가 낮아질수록 부위에 따라 정상 예측치
의 약 9% 정도의 노력성 폐활량이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
다.27-29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제 2-5경
수 손상군에서는 노력성 폐활량의 정상 예측치를 기준으로 약 16%
의 차이로,제 6-8경수 손상군에서는 약 10%의 차이로 불완전 손상
군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29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에서는 호흡근 약화가 진행하면
서 횡격막 약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누운 자세에서는 전신 순환
혈액이 폐순환으로 이동하는 양이 증가하여 흉곽내 가스흡입 부피가
감소하고 또한 복부 내용물이 횡격막을 압박하여 공기 흡입이 원활하
지 못하여 폐활량이 감소하게 된다.30이러한 현상은 정상인에서도 나
타나며 건강한 성인에서도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이 7.5±
5.7%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18,30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등 신경근육계 질
환에서 누운 자세에서 폐활량의 감소 정도가 횡격막의 약화의 진행
정도와 관련이 있고 자세에 따른 폐활량 변화량의 크기가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에서 횡격막 약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Lechtzin9등의 연구에서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에서 앙와위로 누운 자세에서의 폐활량이 앉은 자세에서
측정한 폐활량보다 횡격막 약화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



표이며 앉은 자세와 누운 자세에서 각각 측정한 폐활량의 차를 구함
으로써 횡격막 약화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Varrato18등도 앙와위에서의 폐활량뿐 아니라 앉은 자세와 누운 자세
에서의 폐활량 변화율이 횡격막 약화를 진단할 수 있는 더욱 민감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추손상 환자에서는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에서

보다 노력성 폐활량이 크게 측정 되었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뒤시
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에서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앉은 자세와 앙와위에서의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은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에서는 정상인의 측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경수 손상 환자에서는 노력성 폐활량 변화율
이 각각 21.8%,28.3%로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에서 앉은 자세와
앙와위에서 유의한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경우에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에서보다 누운 자세에서 노력
성 폐활량이 작게 측정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정상인에서의 변화량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뒤시엔느형 근
디스트로피 환자가 다른 신경 근육계 질환과 달리 횡격막의 기능이
비교적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다른 신경 근육계 질환에 비해 자세에
따른 폐활량 변동의 폭이 적기 때문이다.31뒤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에서 폐용적은 10대 초반까지는 신체의 성장과 비례하여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후 정체기를 거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폐활량
의 경우 매년 정상 예측치의 8-9%에 해당하는 비율로 감소된다.4,31,32

경수 손상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폐활량의 변화는 정상인과 유사
한 비율로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수 손상 부위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
정한 양상을 보인다.33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들의 경우 뒤시엔느
형 근디스트로피 환자에 비해 호흡근 약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며 보
통 진단 후 5년 이내에 80%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



다.34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는 호흡근
약화의 진행 정도이다.그러나 호흡근 약화의 진행정도는 각 환자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다.많은 경우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
들은 사지 근력 약화 및 연수근 약화가 진행된 이후에 호흡근 약화가
진행 되지만 호흡근이 사지근육보다 먼저 침범하거나 혹은 동시에 침
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35최근에는 인공호흡기 등 재활치료의 발달로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들의 호흡근 약화의 진행속도 지연 및 평균 생존 기간 연
장이 어느 정도 가능해 졌다.15따라서 이들의 예후 예측 및 치료 시
기 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호흡기능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하고,이
를 위해서는 횡격막 근력이 심하게 약화된 경우 자세 변화에 따라 폐
활량이 심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호흡근 약화 양상에 대한 충분
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폐기능 평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1회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자세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변화양상을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또한 노력성 폐활량 측정치는 환자의 측정 당시의 전신적 상
태 및 측정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근위
축성 측삭경화증의 경우 연수근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연수형(bulbar
type)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노력성 폐활량의 측정이 어렵고
실제 노력성 폐활량보다 적게 평가될 수 있다.추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각 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호흡기능 변화 양상을
추적 관찰함으로써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호흡기능을 평가하여

노력성 폐활량 및 폐활량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호흡기능부전으
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 및 예후 추정 혹은 인공호흡기 등의 호흡재활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이런 신



경 근육계질환은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
에 아직 이들의 특성 및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인 호흡부전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각 신경 근육계 질환에서 정확한 호흡
기능 평가를 위해서는 자세 변화에 의한 폐활량의 변화양상 및 그 기
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폐활량을 측정 비교할 때 이런 자세 변화에 따
른 각 질환별 특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Ⅴ.결론

본 연구 결과 신경근육계 질환 환자에서 질환에 따라 노력성 폐활
량 변화의 차이가 있으며 환자의 자세나 질병의 진행된 정도에 따라
노력성 폐활량은 다르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한 가지 자
세에서 측정한 노력성 폐활량만 가지고는 그 환자의 호흡근 약화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신경근육계질환자들의 횡격막 약화 등 호흡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와 누운 자세 모두에서 노력성
폐활량을 측정하여 그 변화된 정도(∆FVC)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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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uralchangeofforcedvitalcapacityinpatientswith
neuromusculardisease

Tae-WonYoo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ong-WoongKang)

The study presented here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in forced vitalcapacity (FVC)between sitting and
supine position in patients with amyotrophic lateralsclerosis
(ALS),cervicalspinalcord injury(SCI)and Duchenne muscular
dystrophy(DMD).
FVC was measured in the sitting and supine position for32
patients with DMD,32 patients with cervicalSCIand for28
patientswithALS.Thehighestvalueinthreeormoreattemptsin
eachpositionwaschosen.
FVCsmeasuredincervicalSCIandALS patientsinthesitting
and supine position were 1612.8±291.0 ml,1393.2±286.7 mland
2054.7±545.8ml,1104.3±425.4mlrespectively.CervicalSCIpatients
showedsignificantlyhighervalueinthesupineposition(p＜0.05).
AndALSpatientsshowedsignificantlyhighervalueinthesitting
position (p＜0.05). FVCs measured in DMD patients were
1311.6±260.7mland1213.8±378.9mlrespectively.Therewasno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ments in
bothpositions.



DifferenceinposturalchangeofFVC wasobservedinpatients
withdifferenttypesofneuromusculardisorders.Suchdifferencein
FVCsuggestthatposturalchangeofFVCshouldbeconsideredin
managementofneuromuscular disease with respiratory muscle
weakness.

Key Words :amyotrophic lateralsclerosis,cervicalspinalcord
injury,Duchennemusculardystrophy,forcedvitalcapacity,pos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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