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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호기근 약화 지표들의 임상적 의의 

 

목적 : 호기근의 약화는 신경근육계 환자들에서 무기폐를 초래하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임상 징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지 

확장증이 없는 신경근육계 환자들의 최대 호기 유량(peak flow)과 

최대 기침 유량(peak cough flow)를 측정함으로써 호기근의 약화와 

연수 마비(bulbar impairement)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수 마비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환자 30명,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환자 31명을 두 개의 환자군으로 설정하였고 신경근육계 

질환 병력이 없는 정상인 54명을 두 환자군의 연령과 맞추어 대조군 

A와 대조군 B로 설정하였다. ASSESS®

 

(Health Scan Products Inc., 

USA)를 이용하여 최대 호기 유량과 최대 기침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microRPM (micromedical Ltd, Rochester, UK)을 이용하여 최대 호기 

압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의 최대 호기압은 정상 

예상값의 23.8±14.6%,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의 최대 호기압은 

정상 예상값의 18.2±15.1%로 측정되었으며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최대 호기 유량과 최대 기침 유량은 최대 호기압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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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의 차이는 대조군 A에서 46.2±27.1(%), 대조군 B에서 

47.5±16.3(%)로 측정되었으며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에서는 

41.9±15.2(%),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서는 21.5±7.1(%)로 

측정되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결론 : 신경근육계 환자군에서 측정된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이 두 값은 최대 호기압과 양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측정값을 

비교함으로써 호기근 약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의 차이는 연수근 마비를 조기 발견에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호기근 약화, 최대기침유량, 최대호기유량, 연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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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근 약화 지표들의 임상적 의의 

 

<지도교수 강성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백 종 훈 

 

Ⅰ. 서론 

많은 신경근육계 환자들에서 사지 근력의 약화와 더불어 

호흡근육의 약화도 동반된다. 호흡근육의 약화는 기침 능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기도내 분비물의 축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호흡기 합병증을 발생시킨다.1 기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기의 흡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호기근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여 흉곽 내 압력을 충분히 증가시켜야 한다.2

호기근 근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최대 호기압(maximal 

expiratory pressure)이다. 그러나 얼굴 근육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환자들과 같이 연수 마비(bulbar impairment)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침의 

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기근 근력 약화 정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최대 호기압 

이외에 호기근과 관련이 있는 최대 호기 유량(peak expi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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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과 최대 기침 유량(peak cough flow)을 측정하여 그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대 기침 유속(peak cough flow, PCF)과 최대 호기압의 상관 관계

를 조사한 연구에서 두 값은 서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최

대 기침 유속을 측정함으로써 호기근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4  일반적으로 최대 기침 유속은 최대 호기 유속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는 기침 유발시 성문을 닫고 호기근을 수축하여 흉

복부 압력을 높인 후 호기가 되기 때문이다.5 따라서 연수근 마비로 

인해 성문이 닫히지 않게 되면 두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

며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호기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

용되는 최대 호기압 이외에 최대 기침 유속과 최대 호기 유속을 비교 

측정함으로써 각 지표들이 의미하는 임상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 이는 연수 마비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

용할 수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31명의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 30명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를 환자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신경근육계 질환의 병력이 없는 

정상인을 환자군의 연령과 비슷하게 나누어 대조군 A 와 대조군 B 로 

설정하였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는 구음 장애(dysarthria)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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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곤란(dysphagia) 등의 연수 기능 이상증상(bulbar symptom)이 

있는 연수형(bulbar onset)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호흡기계 질환이 있거나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 

호기근의 약화가 심하여 최대 기침 유량이나 최대 호기 유량이 

측정되지 않는 환자, 인지기능이 떨어져 협조가 어려운 환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최대 기침 유량은 ASSESS®

최대 호기 유량 역시 ASSESS

 (Health Scan Products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환자 스스로 흡입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들이마신 후 성문을 닫고 흉복부 압력을 증가시킨 후 

최대한 힘차게 기침을 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최소한 3 회 이상 

시행하여 얻은 값 중, 최대값을 선택하였다. 

®

최대 호기 압력은 정적압력 측정기(microRPM

 (Health Scan Products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최대 기침 유량 측정과 동일한 자세에서 최대 

용량을 흡인한 후, 최대한 힘차게 호기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이 값 

역시 최소 3회 이상 시행한 값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였다. 

®, micromedical Ltd, 

Rochester, UK)를 이용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코를 막고 

마우스피스를 통해 총 폐용적(total lung capacity)에 최대한 가깝게 

흡기하게 한 후 힘껏 호기하도록 하였으며, 3 회 이상 시행하여 얻은 

값 중 최대값을 선택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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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se findings show instruments for measurement of maximal expiratory 

pressure. (A) microRPM®

 통계분석은 SPSS 13.0 for window version을 이용하였고 Pearson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두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정상인에서의 각 측정치의 

통계학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micromedical Ltd, Rochester, UK) (B) Measurement 

of maximal expiratory pressure : nose occluded and maximal expiratory effort 

through the flanged mouth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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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대상군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14 명이었으며,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31 명,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30명, 정상인이 53명이었다.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의 연령은 12 세부터 26 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16.4±3.9 세였다.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는 37 세부터 75 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56.7±10.4 세였다. 연령 보정을 위하여 정상인을 대조군 A(23 명), 

대조군 B(30명)의 두 군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평균 연령은 17.5±2.1, 

51.9±10.2 세였으며 두시엔느형 근디스트로피 및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들의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최대 기침 유량, 최대 호기 유량, 최대 호기압 

환자군과 연령 보정을 한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연령의 차이는 

없었으나 최대 기침 유량, 최대 호기 유량, 그리고 최대 호기압은 

모두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p<0.05)(Table 1).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최대 기침 유량이 

최대 호기 유량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세 군 중에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서 이 두 값의 차이(PCF-PF)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p<0.0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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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pulmonary function assessment of subjects 

 
Control A 

(n=23) 

DMD 

(n=31) 

Control B 

(n=30) 

ALS 

(n=30) 

Age (yr) 17.5±2.1 16.4±3.9 51.9±10.2 56.7±10.4 

PF (L/min) 490.3±55.2 147.4±46.1 435.6±52.5 * 125.5±46.0

PCF (L/min) 

* 

674.1±59.0 205.6±54.9 636.7±62.8 † 153.3±59.1

Difference 

† 

 PCF-PF(%PF) 
46.2±27.1 41.9±15.2 47.5±16.3 21.5±7.1

MEP(% normal value) 

‡ 

82.5±9.1 23.8±14.6 84.8±8.7 § 18.2±15.1§ 

Values are mean±SD. 

* : p < 0.05 with respective control 

† : p < 0.05 with respective control 

‡ : p < 0.05 

§ : p < 0.01 

DMD: Duchenne muscular dystrophy, ALS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PF: 

peak flow, PCF: peak cough flow, MEP : Maximal expiratory pressure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군에서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이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2=0.888, p<0.01)(Fig. 2),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에서도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r2=0.997, p<0.01)(Fig. 3). 최대 호기 유량과 최대 호기압 

역시 두시엔느 근디스트로피 환자군(r2=0.458, p<0.01)(Fig.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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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군(r2

 

=0.456, p<0.01)(Fig. 5) 모두에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2. Relationship between peak flow and peak cough flow in Duchenne 

muscular dystrophy patients. 

 

Fig. 3. Relationship between peak flow and peak cough flow in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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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maximal expiratory pressure and peak flow in 

Duchenne muscular dystrophy patients. 

 

Fig. 5. Relationship between maximal expiratory pressure and peak flow in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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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기침은 감기 등에 의해 분비물이 생길 때 이 분비물을 외부로 

배출시켜 폐렴 등의 합병증을 막아주는 신체의 중요 보호 기능 중 

하나이다. 효율적인 기침을 위해서는 흡입단계(inspiratory phase), 

압박단계(compression phase), 배출단계(expulsive phase)의 3단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5 

기침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 기침 유량은 최대 호기압 및 최대 

흡기압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근육계 환자들은 호흡근육의 

약화로 인해 이러한 기침의 기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4

기침의 압박단계에서는 성문의 폐쇄가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복부와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여 일반적인 호기시의 압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신경근육계 

환자들에서는 호흡근육의 약화로 최대 호기압 측정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침 능력의 감소도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최대 호기압과 최대 기침 유량이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호기근의 약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대 호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코와 입을 막고 

마우스피스를 이용하여 최대한 세게 호기를 지속하여야 하는데 

연수근 마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과 같은 연수근 마비가 심한 

환자들에서는 성문의 폐쇄가 완전하지 않아 이 두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측정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측정값 역시 정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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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여러 번 시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에 비해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의 측정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확성이 높아 연수근 마비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두 값의 차이가 감소할수록 연수근 마비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6  또한 기관삽입술이나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도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인공호흡기의 적용과 다양한 비강 마스크 및 마우스 피스의 

개발, 분비물 제거 기술의 발전으로 신경근육계 환자들에서 호흡 

부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줄어들어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7 

4  

또한 여러 호흡 기구를 이용한 흡기근 및 호기근 강화 훈련을 통해 

최대 흡기압과 최대 호기압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8

 

 호흡 근력 약화로 

인한 호흡 부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의 호흡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여 초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수근 마비로 인해 호흡 근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환자들에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인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을 측정함으로써 호흡 기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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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신경근육계 환자들에서는 호흡 근력의 약화 및 이로 인한 기침 

능력의 감소로 인해 호흡기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환율과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환자들의 저하된 호흡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기침 유량과 최대 호기 

유량 값을 측정하여 이 값이 최대 호기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호흡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대 호기압의 측정이 힘들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연수근 마비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두 값의 차이가 감소할수록 연수 마비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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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Parameters for  

the Evaluation of Expiratory Muscle Weakness 

 

Jong-hoon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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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eong-Woong Kang) 

 
 

Objective : Expiratory muscle weakness is the most common and significant 

clinical sign causing atelectasis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ord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xpiratory muscle weakness and progression of 

bulbar impairment by measuring peak flow and peak cough flow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eases without bronchiostenosis. 

 

Method : A total of 30 patients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with 

bulbar impairment, 31 patients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54 

age-matched healthy subjects A and healthy subjects B were included. The 

parameters of peak flow (PF) and peak cough flow (PCF) were obtained with a 

peak flow meter (ASSESS®, Health Scan Prched with oducts Inc., USA). 

Maximal expiratory pressure (MEP) was measured by microRPM 

(micromedical Ltd, Rochester, UK) with mouth piece. 

 

Results: The MEP in patients with DMD and ALS was 23.8±14.6% of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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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value and 18.2±15.1% of predicted normal value. Patient groups showed 

a significant lower PF and PCF than normal subjects (p<0.05). PF and PCF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P in all groups. The PCF-PF difference was 

46.2±27.1(%), 47.5±16.3(%) in normal subjects, 41.9±15.2(%) in DMD, and 

21.5±7.1(%) in ALS. The PCF-PF difference in ALS with bulbar impairment 

was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values of healthy subjects (p<0.05). 

 

Conclusion : The values of PCF and PF a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patients 

with neuromuscular diseases and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ME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se parameters are useful for the evaluation of expiratory 

muscle weakness. Especially, the PCF-PF is useful to detect bulbar impairment. 

 
 
 
 
 
 
 
 
 
 
 
 
 
 
 
 
 
 
 
 
 
 
---------------------------------------------------------------------------------------- 
Key Words : Expiratory muscle weakness, Peak cough flow, Peak expiratory 

flow, Bulbar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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