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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뇌졸중 환자의 폐기능 상태 평가

뇌졸중 환자는 횡격막의 마비 및 호흡근 위약 등으로 폐기능

의 저하가 발생하기 쉬우며 또한 임상적으로 뇌졸중 후 폐기능

의 저하는 흔하게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기능적 회복을

저해하며 이차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는 뇌졸중 후 폐기능의 변화 양상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으

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폐기능의 변화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 환자 29 명을 대상으로 뇌졸중의 병변 위치 및 특성을

확인하고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유병 기간을 확

인한 후 폐기능 평가 및 임상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폐기

능,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투시 스니프 검사, 인지 기능 평가,

운동 기능 평가,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평가, 삼킴 기능 평가,

영양상태 평가를 각각 시행하였다.

폐기능 측정 결과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정상 예측치와 비교

분석 하였고, 폐기능의 변화와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

평가 결과와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 하였다. 대상군의 폐기능

측정 결과 노력성 폐활량, 최대 호기압 및 흡기압, 1초간 노력

성 호기량에서 정상 예측치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p<0.05), 총 5 명의 환자에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을

보였다. 노력성 폐활량은 일상생활동작 수행 능력 중 이동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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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및 마비측의 운동기능 정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

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및 활동 상태가 저하될수록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뇌졸 중후 폐기능 저하를 막는 조기 활동 유도 및 이를 위한 적

극적 치료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 뇌졸중, 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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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의 폐기능 상태 평가

<지도교수 박윤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강 재

Ι. 서 론

인간의 호흡은 크게 자발 호흡(automatical breathing)과 의지 호흡

(volitional breathing)으로 나눌 수 있다.1,2 무의식적으로 시행하는 자

동적인 호흡은 그 호흡 리듬이 연수에 중추를 가지는 중추패턴발생기

(central pattern generator)에 의해 뇌간 및 척수운동신경원(spinal

motor neuron)을 통한 호흡근육의 자동 조절에 의해 이루어지며 뇌실

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러한 호흡 양상 중

의지 호흡의 발현 및 의지적인 호흡주기의 조절에 대해서는 그 기전

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의 보고들에 따르면 대뇌 피질 및 피

질 하 조직의 활성에 의한 피질척수로 (corticospinal pathway)를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4-6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호

흡에 관련된 횡격막 운동 및 흡기 및 호기에 기여하는 호흡 근육들의

조절은 양측 대뇌 피질이 동시에 조절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일측 대뇌에서 반대측의 횡격막 및 호흡근육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러한 이유로 뇌졸중 환자에게 있

어서는 대뇌 피질 및 피질하 병변으로 인한 호흡근 및 횡격막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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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절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에 비해 호흡 양상의 변화 및

전반적인 폐기능의 저하가 발생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에서는 발생 초기 사지의 운동기능 저하 및 활

동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심폐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이 적고

또한 재활치료 과정에 있어서도 폐렴 등의 급성 폐실질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폐기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4 최근의 보고들에 의하면 급성기 뇌졸중 환

자에서 제한성 폐질환의 양상을 보이거나 만성 뇌졸중 후 편마비 환

자에서 마비측의 흉곽의 구축 및 호흡근육의 위약을 보고된 바 있으

나,2,4,5,8-10 뇌졸중 후 폐기능 저하의 구체적 양상과 기존의 횡격막 운

동 기능 저하 및 호흡근 위약 등이 폐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및 폐기능 저하에 따른 이차적인 호흡 양상의 변화 등에 관하여는 아

직까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뇌졸중 환자의 조기 적극적 재활치료가 일반화 되면서 뇌졸

중 후 폐기능의 저하는 임상적으로 많이 관찰되며 이로 인해 집중적

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기능적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행할 시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을 초래하여 재활치료 기간을 늘리고 충분한 기능적 회복

을 방해할 수 있다.4,11,12 또한 뇌졸중 후 횡격막, 호흡 근육의 위약 및

마비 등으로 인해 흉곽의 구축 및 유순도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로 인

해 폐의 유순도도 감소 될 수 있으며,4,8 또한 폐기능의 저하가 객담

배출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폐렴, 무기폐 등의 이차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뇌졸중 후 호흡 주기의 변화,

제한성 환기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수면 무호흡, 수면

시 이산화탄소의 축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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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8,13

따라서 폐기능의 저하에 따른 이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지속적

인 신경학적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뇌졸중 후 정확한 폐기능

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이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의지적인 호흡 시 폐기능은

대뇌의 영향을 받으며 호흡과 관련한 근육들은 각각의 뇌반구에 일측

성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뇌졸중 후 폐기능

은 정상에 비해 저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뇌졸중 후

폐기능 상태는 뇌졸중에 동반되는 상지 근력의 약화, 일상 생활 동작

수행 능력의 감소, 연하 장애 등도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 뇌

졸중 후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14-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후 편마비 및 사지마비 환자에

서 뇌졸중 후 폐기능 상태를 평가 한 후 이를 연령, 성별에 따른 정

상 예측치와 비교 분석하고 뇌졸중 환자의 연령, 성별, 유병 기간, 뇌

병변의 크기 및 위치 등 병변 특성에 따른 폐기능의 변화 양상의 특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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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및 사지마비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뇌자기공명영상 또는 뇌전산화단층촬영으로 뇌졸중이 확인된 자,

이전에 뇌졸중 발병의 과거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뇌졸중

발병 전에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단순방사선 검사 상 비정상

폐병변을 보이는 환자, 평가 당시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상 23점 이하의 인지저하를 보여 평가가 어려운

자, 평가 시 흥분(agitation) 등으로 인하여 협조가 어려운 자는

제외하였다. 총 35 명의 환자가 모집되었고 이 중 6명은 폐기능

측정 및 연하 검사에 협조가 되지 않아 제외하여 총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대상군 모두 뇌자기공명영상촬영 또는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여

뇌졸중의 병변 위치 및 병변 특성을 확인하고 연령, 성별, 흡연력,

유병 기간, 기저 질환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임상

평가는 재활의학과 입원 후 7일 이내에 시행하며 먼저 폐기능 평가를

시행한 후 임상 평가를 실시 하였다. 뇌졸중 후 폐기능 변화가

뇌졸중에 따른 횡격막의 마비에 따른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시 스니프 검사(fluoroscopic sniff test)를 시행하고 관련된 임상적

지표로 인지기능 평가, 운동기능 평가,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평가,



- 7 -

삼킴기능 평가, 영양상태 평가를 각각 시행하였다.

가. 흡기-호기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 및 투시 스니프

검사(fluoroscopic sniff test)

흡기-호기 방사선 검사는 앙와위 자세에서 최대 흡기시 및 최대

호기시에 각각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여 횡격막의 운동성을

평가하였다. 마비측 횡격막의 원개(dome)의 최고점이 건측에 비하여

1개 이상의 늑간 공간 상승이 있을 때 횡격막의 마비로 정의하였고,

투시 스니프 검사는 환자가 앙와위 자세에서 입을 다물고 빠르게

코로 재빠르게 최대 흡기 및 최대호기를 시행 하고 X-ray 투시를

이용하여 흡기-호기 방사선 검사 시 횡격막의 마비가 있는 군을

대상으로 실제 마비 여부를 확인하였고, 또한 편측 횡격막의 역행성

운동(paradoxical movement)이 있을 시 횡격막의 마비로

정의하였다.17

나. 폐기능 평가(pulmonary function test)

폐기능 평가는 노력성폐활량(functional vital capacity, FVC),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 FEV1),

최대기침유량(peak cough flow, PCF), 최대호기압(maximal

expiratory pressure, MEP), 최대 흡기압(maxima inspiratory

pressure, MIP), 산소포화도 (oxygensaturation, SaO2) 및 종말호기 후

이산화탄소 분압(end-tidal CO2, EtCO2) 측정을 시행하였다.18,19

대상군이 연하곤란 등으로 위장관 영양 공급 시에는 튜브를 제거하고

평가를 시행하였다.

(1) 노력성 폐활량 및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환자가 스스로 흡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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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최대 용량의 공기를 들여 마시게 한 후 최대한 내쉬게 하여

폐활량 측정기(Wright Respirometer, Ferraris Development and

Engineering Co, Ltd, Enfield, UK)를 이용하여 앉은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과정은 측정 전 충분한 교육과 친숙화 과정을 시행

한 후 측정하며 3번 시행하여 얻은 수치 중 최대값으로 하였다.

(2) 최대기침유량은 앉은 자세에서 환자에게 스스로 흡입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들어 마신 뒤 최대 강도로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여

최대유량 측정기(peak flow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을

3회 시행하여 얻은 각 측정치 중 최대값으로 하였다.

(3) 최대 호기압 및 흡기압은 정적압력측정기(Spirovis, COSMED

Srl., Rome,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코를 막고

마우스피스를 통해 총폐용적(total lung capacity)에 최대한 가깝게

흡기하게 한 후 힘껏 호기할 때의 최대 호기압을, 폐잔류량(residual

volume)에 최대한 가깝게 호기한 후 힘껏 흡기할때의 최대 흡기압을

각각 측정하였다. 압력이 최소한 1초 이상 지속되어야 측정이 되도록

하며 각각 3회 측정하여 최대값으로 하였다.

(4) 산소포화도 와 종말호기 후 이산화탄소 분압 수치는 경피적

측정기를 이용하며 각각 산소포화도측정기(BCI 3303 Oximeter,BCI

international, Wisconsin, USA)를 사용한 경피적

산소포화도(transcutaneous oxygen saturation, SpO2)와

이산화탄소분압 측정기(BCI 8200 Capnocheck capnometer, BCI

international, Wisconsin, USA)를 사용하여 산소포화도 및 종말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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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산화탄소분압 수치를 측정하였다. 야간 수면 시에 2시간 이상의

감시(monitoring)를 시행하였고 종말 호기 후 이산화탄소분압 수치의

최대값을 구하여 최대 분압 45 mmHg 이상인 경우를 고이산화탄소

분압군으로 하였다.20,21

다. 인지기능 평가

인지기능 평가는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시행하였으며. 일상생활동작수행

평가를 위한 기능독립지수(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의 세부

항목 중 인지기능과 관련된 의사소통, 인지기능 항목을 평가에

적용하였다.

라. 운동기능 평가

운동기능 상태를 평가 하기 위하여 마비측 및 정상측 상하지의

도수 근력 평가, Motricity index를 평가하고 보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를 시행하였다.

마. 일상생활동작 수행 평가

기능독립지수를 이용하여 각 대상군의 일상생활동작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바. 연하 기능 평가

(1)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위장관 X-ray 투시검사기를 이용하여 테이블을 지면에 대해

90도로 세우고 테이블과 환자의 좌측 측면을 50 cm 거리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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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의자나 휠체어에 앉도록 자세를 취하고 검사를 시행하였다.

액체형 바륨(liquid barium)이 첨가된 음식물을 각각 점도를 달리하여

구강에 투입하여 삼킴을 유도하고 투시검사기를 통하여 각각의 삼킴

과정을 평가 하였다. 삼킴과정 중 기도흡인 여부를 판별하였다.

(2) 연하곤란 척도

연하곤란척도는 Penetration-aspiration scale 및 미국언어청각협회

연하척도(the American Speech-Language 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 comes Measurements System Swallowing Scale,

ASHA NOMS)를 이용하였다.

사. 식이 및 영양상태 평가

각 환자군의 폐기능 평가 시의 식이 종류를 확인하고 대상군의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를 통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였다.

3. 평가 결과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였다. 대상군의 각각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각 대상군의 성별, 연령, 신장에 따른 정상 예측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정상 예측치는 노력성 폐활량 및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Morris 방정식22에 따랐으며, 최대흡기압 및 호기압은

Harik-Khan 등23의 연구에 따랐다. 대상군의 폐기능 측정 결과를

정상 예측치로 나누어 정상군은 FEV1/FVC ≥ 0.7 그리고 FVC ≥

80% 예측치로 정의하였고 제한성 환기 장애는 FEV1/FVC ≥ 0.7

그리고 FVC ＜ 80% 예측치로 폐쇄성 장애는 FEV1/FVC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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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VC ≥ 80% 예측치로 정의하였다. 폐쇄성과 제한성의

혼합형 장애는 FEV1/FVC ＜ 0.7 그리고 FVC ＜ 80% 예측치로

정의하였다.24,25 대상군의 폐기능 상태와 관련된 인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상군의 연령, 성별, 흡연력, 유병기간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폐기능 상태에 대한 선형적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뇌졸중 병변

위치, 종류 등의 병변 특성, 인지기능 상태, 운동기능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연하기능상태, 영양 상태 등 임상적 평가 결과와

폐기능 간에 연령,성별, 흡연력, 유병기간 등을 통제 후 각각 선형적

편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상관관계를 확인 후 관련인자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폐기능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였다. p value가 0.05미만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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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대상군은 총 29명으로 남성 17명 여성 12명 이었다. 평균연령은

남성 56.0세 여성 56.7세로 양군간에 차이는 없었고 발병 이후 평가

기간까지의 기간은 남성은 평균 13.7주 여성은 평균 22.1주 이었다.

유병기간은 발병 2주이내의 급성기 환자는 없었고, 발병 12주이내의

아급성기가 18명, 12주이상의 만성기가 11명 이었다. 이환된 마비측은

남성은 우측 편마비가 7명 좌측 편마비가 8명 사지마비가 2명이었고,

여성은 우측 편마비가 6명 좌측 편마비가 4명 사지마비가 2명

이었다. 마비측의 횡격막 마비를 보인 대상군은 남성 우측

편마비에서 1명 이었고, 여성은 좌측 편마비 1명으로 총 2명

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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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대상군(n=29) 남성(n=17) 여성(n=12)

연령(년) 56.3±17.7 56.0±17.8 56.8±18.2

유병기간(주) 17.2±20.7 13.7±20.4 22.1±21.0

유병기간

(아급성기:만성기)
18:11 12:5 6:6

흡연력 6 5 1

체질량지수(kg/cm2) 23.0±3.0 22.9±3.0 23.3±3.0

이환부위

(우측:좌측:양측)
13:12:4 7:8:2 6:4:2

병변

(피질:피질하:뇌간)
16:5:8 10:4:3 6:1:5

횡격막 마비(명) 2 1 1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유병기간, 이환부위, 병변, 횡격막 마비 값은 대상군 수를 나타냄.

2. 성별에 따른 폐기능 상태의 특성

폐기능 검사 상 전체 대상군의 노력성 폐활량(FVC)은 2316.6 ml 로

정상 예측치의 64.3% 였으며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은 1620.3

ml 로 정상 예측치의 58.1 % 이었다. 최대기침유량은 282 L/min

이었으며 FEV1/FVC 는 69% 이었다. 최대 흡기압은 87.3 cmH2O 로

정상 예측치의 45%였고 최대 호기압은 47.6 cmH2O 으로 정상

예측치의 51.5%였다. 대상군 중 남성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하를 보인 군은 전체 19명중 18명이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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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FVC가 70 % 이상 정상 범위를 보인 군은 14명으로 제한성

환기장애 양상을 보였으며 4명은 FEV1/FVC 가 70% 이하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의 혼합 양상을 보였다. 여성에서는 노력성

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로 측정된 환자는 총 12명의 대상군중

9명이었으며 이 중 FEV1/FVC 가 70% 이상인 군은 2명으로 제한성

환기장애 양상을 보였으며 7명은 FEV1/FVC 가 70% 이하로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의 혼합양상을 보였다. 최대 흡기압은 남성에서

50.2 cmH2O로 정상 예측치의 51.3 % 였으며 여성에서 44.0 cmH2O로

정상 예측치의 60.6% 였다. 최대 호기압은 남성에서 60.1 cmH2O로

정상 예측치의 46.7% 였으며 여성에서 47.2 cmH2O 로 정상 예측치의

58.2% 였다(표 2). 전체 대상군 중 45 mmHg 이상의 고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인 군은 8명으로 전체의 27.6% 에서 수면 시 고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였으며 모두 남성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을 보였고,

남성 전체 17명 중 8명으로 47.1 % 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을

보였다. 이산화탄소 분압의 상승을 보인 대상군 8명 중 4명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45 mmHg 이상 50 mmHg 미만이었고(45.0

mmHg ~ 48.6mmHg), 3명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50 mmHg

이상이었다(50.2 mmHg ~ 57.6 mmHg). 고이산화탄소분압을 보인

군과 정상군 간에 폐기능 지표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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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폐기능 양상

전체(n=29) 남성(n=17) 여성(n=12) p 값

FVC (mL) 2316.6±663.8 2457.1±720.4 2117.5±547.3 0.179

FVC 

(%pred)* 
 64.3±15.6  57.5±13.7  73.9±13.1 0.003

FEV1 

(mL)*
1620.3±670.0 1837.1±727.1 1313.3±549.0 0.045

FEV1 

(%pred)
58.1±21.9  59.8±22.1  55.7±22.3 0.631

FEV1/FVC 

(%)
69.2±17.6  74.2±15.8  62.0±18.2 0.065

MIP 

(cmH2O)
47.6±14.0  50.2±16.3 44.0±9.5 0.247

MIP 

(%,pred)
55.2±14.3  51.3±14.0  60.6±13.6 0.084

MEP 

(cmH2O)
54.7±19.2  60.1±22.0  47.2±11.4 0.073

MEP 

(%pred)
51.5±15.9  46.7±14.7  58.3±15.4 0.051

PCF 

(L/min)
282.1±115.1  305.9±129.4 248.3±85.1 0.190

EtCO2 

(n, max)
5 5 0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EtCO2 : 수면 시 종말 호기 후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여

최대값이 45 mmHg 이상인 고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인 대상군 수를

나타냄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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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산화탄소 분압에 따른 폐기능 양상

남성 이산화탄소 분압군 (n=17)

P 값

정상군(n=9) 고분압군(n=8)

FVC (mL) 2535.6±556.8 2368.8±902.8 0.649

FVC (%pred) 57.8±9.6  57.2±17.9 0.929

FEV1 (%pred)  54.4±20.8  65.8±23.2 0.301

FEV1/FVC (%)  68.0±18.9 81.2±7.7 0.084

MIP (%,pred)  49.1±12.4  53.8±15.9 0.502

MEP (%pred)  47.1±17.1  46.3±12.7 0.793

PCF (L/min)  312.2±146.3  298.8±117.2 0.838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고이산화탄소 분압군은 호기말 최대이산화탄소 분압이 45 mmHg

이상, 정상군은 45 mmHg 이하를 보인군을 의미함.
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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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흡연력에 따른 폐기능 양상

흡연력

p값

비흡연(n=23) 흡연(n=6)

FVC (mL) 2312.2±697.6 2333.3±570.8 0.946

FVC (%pred) 65.7±16.9 59.0±7.7 0.356

FEV1 (mL) 1680.0±746.9 1391.7±455.0 0.378

FEV1 (%pred)  60.4±23.0  49.3±15.8 0.278

FEV1/FVC (%)  71.3±60.9  67.1±18.8 0.200

MIP (cmH2O)  48.9±13.5  57.4±13.8 0.363

MIP (%,pred)  57.4±46.8  46.8±14.4 0.109

MEP (cmH2O)  54.1±17.1  57.4±27.8 0.713

MEP (%pred)  52.3±15.7  48.4±17.5 0.601

PCF (L/min)  285.7±103.3  268.3±164.3 0.749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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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병 기간에 따른 폐기능 양상

유병기간

p값

아급성기(n=18) 만성기(n=11)

FVC (mL) 2381.7±667.0 2210.0±676.3 0.059

FVC (%pred)  66.1±14.0  61.3±18.1 0.435

FEV1 (mL) 1710.5±779.6 1472.7±546.1 0.384

FEV1 (%pred)  63.0±25.3  50.1±12.0 0.126

FEV1/FVC (%)  69.9±19.4  67.9±15.1 0.775

MIP (cmH2O)  50.1±15.9 43.6±9.5 0.237

MIP (%,pred)  57.8±15.0  50.9±12.7 0.214

MEP (cmH2O)  57.9±22.0  49.6±12.7 0.264

MEP (%pred)  54.0±17.7  47.4±12.0 0.285

PCF (L/min)  298.9±122.6  254.5±101.0 0.323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아급성기는 수상 후 12주 이내, 만성기는 수상 후 12주 이상의

유병기간을 나타냄
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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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병변 위치에 따른 폐기능 양상

병변 위치

p값

피질(n=16) 피질하(n=5) 뇌간(n=8)

FVC (mL) 2316.3±706.0 2380.0±868.6 2277.5±508.6 0.966

FVC 

(%pred)
 62.0±12.3  59.3±16.7  71.9±19.7 0.254

FEV1 

(mL)
1672.5±684.0 1812.0±834.1 1396.3±683.7 0.543

FEV1 

(%pred)
 59.5±20.8  56.9±16.1  56.0±28.8 0.929

FEV1/FV

C (%)
 71.6±15.6  75.4±12.0  60.5±22.8 0.250

MIP 

(cmH2O)
 47.1±11.4  57.3±23.0  42.6±10.4 0.183

MIP 

(%,pred)
 54.6±12.9  59.3±19.2  53.6±15.6 0.783

MEP 

(cmH2O)
 54.7±17.8  70.3±23.6  45.1±14.0 0.065

MEP 

(%pred)
 51.9±16.8  56.5±14.5  47.6±15.6 0.621

PCF 

(L/min)
 293.1±117.5  332.0±130.3 228.8±91.9 0.254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병변위치는 피질, 피질하, 뇌간으로 나누어 분류함
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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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능 지표와 다른 인자들간의 비교

연령이 증가할 수록 노력성 폐활량 및 최대기침유량의 관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노력성 폐활량의 정상예측치에 대한 정도는

관련이 없었다. 성별, 유병 기간을 통제하고 폐기능 지표와

운동기능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Motricity Index및

기능독립지수의 세부 항목 중 이동동작수행(transfer) 점수와 노력성

폐활량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이동동작수행 점수와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및 최대기침유량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표 7). 이중 이동동 작수행 점수가 높을 수록 노력성

폐활량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y= 39.181+1.814x, R2= 0.329,

p<0.05)(그림 1). 인지기능, 삼킴 기능, 체질량지수와 폐기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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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폐기능과 관련 인자들과의 관계

MI(U) MI(L) FAC FIM FIM(t)

FVC (%, pred) 0.42* 0.51* 0.22 0.13 0.57*

FEV1 (%, pred) 0.25 0.26 0.08 0.09 0.40*

PCF (ml/min) 0.01 -0.11 -0.03 0.02 0.43*

MIP (%,pred) 0.08 0.04 -0.15 -0.04 0.28

MEP (%,pred) -0.08 -0.02 0.00 -0.02 0.33

1 값은 상관계수로 나타냄
2 연령, 유병기간, 흡연력을 통제하여 편상관 분석을 시행함.
3 MI(U) : motricity index 상지 점수, MI(L): motricity index 하지

점수, FAC: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FIM: 기능독립지수,

FIM(t): 기능독립지수 항목 중 이동동작수행항목
4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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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하 곤란에 따른 폐기능 양상

비흡인군(n=24) 흡인군(n=5) P 값

FVC (mL) 2369.6±699.0 1587.1±420.8 0.355

FVC (%pred)  65.1±16.8 45.4±7.4 0.551

FEV1 (mL) 1631.7±737.5 1238.5±541.5 0.853

FEV1 (%pred)  56.9±22.7  47.4±18.7 0.541

FEV1/FVC (%)  68.0±18.6  53.7±12.0 0.438

MIP (cmH2O)  49.1±14.9 32.3±5.2 0.223

MIP (%,pred)  56.2±15.2 39.0±9.1 0.417

MEP (cmH2O)  56.7±20.5 37.0±5.8 0.238

MEP (%pred)  52.3±16.7  37.4±11.9 0.556

PCF (L/min)  297.9±119.4 184.9±45.1 0.105

1 값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냄.
2 흡인군은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상 흡인이 확인된 군, 비흡인군은

흡인이 일어나지 않은 군을 의미함.
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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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IM 이동동작수행 점수와 노력성 폐활량과의 관계.

그림의 값은 FIM 항 목 중 이동동작수행(transfer) 점수에 따른

노력성 폐활량의 정상 예측치에 대한 비율값을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함. 연령, 흡연력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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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현재까지 뇌졸중 후 폐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정확한 유병률에

관한 보고는 없으며 연령, 흡연력 등의 기왕 인자와 뇌졸중 후 운동

기능의 저하와 같은 뇌졸중에 따른 신경학적 변화 등 다양한 인자에

따라 폐기능 저하의 정도는 변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 결과

뇌졸중으로 인한 근력 위약 등으로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는 대부분 폐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뇌졸중 후 폐기능 저하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고에서는 주로 제한성

환기 양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뇌병변으로 인한 횡격막의 마비 및

호흡근의 위약으로 인하여 폐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9,25 이전의 연구들은 뇌졸중 후 평가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급성기에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1,9,25 본 연구에서는 아급성기

및 만성기에서도 폐기능의 저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횡격막 마비를 보이는 대상군 수가 적어 횡격막의

마비가 직접적인 폐기능 저하를 보이는 요소 인지의 여부와 마비의

정도에 따른 폐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교하기

어려우나, 아급성기에는 호흡근력의 위약 등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성기에는 호흡근력이 회복되더라도

정상인에 비해 활동성의 저하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근력 위약, 흉곽

의 유순도 감소에 따른 흡기능력의 저하 등으로 폐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6,19 또한 횡격막 마비를 보이는 대상군이

적었음에도 전체 대상군에서 폐기능 저하가 관찰됨을 볼 때 뇌졸중

후에는 다수의 환자군에서 폐기능 저하가 관찰되며 이는 횡격막의

마비와 관계없이 사지 운동기능, 호흡근 위약 등 다른 요소들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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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 제한성 환기 장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횡격막을 포함한 흡기 근육의 약화 및 흉곽의

구축으로 인하여 폐의 완전한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9,26,27 본 연구에서도 대상군에서 대부분 제한성 폐질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호기 및 흡기근육의 근력을 대변하는

최대흡기압 및 최대호기압의 저하를 보여 이러한 근력 위약에 따른

제한성 폐기능 양상의 환기장애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제한성 환기장애 양상을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제한성 및 폐쇄성의 혼합형 환기 장애 양상을 보였다. 실질적으로

대상군 중 여성에 있어서 실제 폐실질 질환이나 기도 폐쇄의 증거는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보다 천식(athma),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nctive lung diseae) 등의 생리학적으로 기도 및

폐실질 질환에 대하여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호르몬의

영향 및 유전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감수성(susceptibility)이 높은 기존의 연구를 볼때24,28,29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의 생리학적 및 면역학적 변화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 있어

기도 및 폐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군 모두에서 최대흡기압 및 호기압의 감소를 보였는데

급성기 뇌졸중 후 흡기근 및 호기근의 근력 약화 및 각 근육 간의

조절 장애 로 인하여 최대 흡기압 및 호기압은 일반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기에는 이에 더하여 흉곽의 구축으로 인한

흡기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최대 흡기압 및 호기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30 본 연구에서 남성에게 있어 여성에 비해 노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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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량의 감소가 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체질량(body mass)이 작아 상대적으로 남성이 큰 체질량을

움직이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에 있어 최대

흡기압 및 최대 호기압의 저하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성 폐활량이 더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4,31 폐기능 지표 중 고이산화탄소 분압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제한성 폐질환에서는 감소된 폐의 유순도, 호흡근

약화, 감소된 흉곽의 유순도 등이며, 폐쇄성 폐질환에서는 기도

폐쇄나 기도 유량의 저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32 전체 대상군과 및

남성군만을 따로 분류하여 각각 고이산화탄소 분압을 보인 군과

정상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고이산화탄소 분압군에서 수면 무호흡이 없었고, 체질량지수도 정상

범위였음을 고려할 때 폐기능 저하에 따른 이차적인 무증상의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하여는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는 수면 시 고이산화탄소 분압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환기 저하로 인하여 불면, 두통, 피로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하고 이차적으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

본 대상군에서는 남성 3명에서 50 mmHg 이상의 이산화탄소 분압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제한성 환기 장애가 심한 군에서는 폐기능

평가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분압을 확인하고 고이산화탄소 분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호흡기 보조, 호흡

근력 강화 등의 동반 치료의 필요성도 대두 될 수 있을 것이다.

뇌졸중의 병변 위치 및 종류와 폐기능 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Kehder 등은 피질하 병변에서 피질척수로를 침범함으로 인해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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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에 비해 횡격막의 마비가 심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폐기능

저하가 피질하 병변에서 피질내 병변보다 심하다고 보고한바 있으나1

본 연구에서는 피질내, 피질하 병변, 뇌간의 병변 위치에 따른 폐기능

지표의 차이는 없었다. 본 대상군 중 투시 스니프 검사 상 횡격막의

마비가 있었던 군은 남성에서 1명 여성에서 1명으로 횡격막 마비

소견을 보인 대상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병변에 따른 횡격막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었다.

폐기능 저하와 운동 기능에 관하여 Odia 등29은 보행능력과

폐기능간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한 바 있으며 Kim 등4은

수정바델지수와 폐기능 저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동기능 정도와 폐기능 정도와의 관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본 연구 결과 상지 및 하지 이환측의

운동기능과 노력성 폐활량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동작 평가인 기능독립지수 점수와 폐기능 자체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이의 세부 항목인 이동동작 수행(transfer)항목의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 Odia 등의 연구와 같이 보행능력에

대한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와 는 연관성이 없었다. 이는

정상측과 관계없이 마비측의 상지 및 하지의 근력 및 운동기능이

폐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가 있는 인자

중에서는 기능독립지수의 이동동작 수행 점수가 높을수록 폐기능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미루어 기존의 이동동작의 수행을 위한 앉았다

일어서기 등의 능력의 정도가 호기 근육과 관련된 복부 근육들의

근력 및 협응능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폐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독립적인 보행이 아니라도 이동동작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보행, 휠체어 이동 등 전반적인 활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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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로인한 이차적인 폐기능 향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능 정도와 삼킴기능양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삼킴기능은

뇌간의 중추패턴발생기에 의해 조절되는 자동적인 기능으로

삼킴기능과는 의지호흡과 관련된 폐활량을 포함한 폐기능 보다는

자동적인 호흡기능 즉 호흡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14,15,33 본 연구에서도 penetration-aspiration scale, ASHA-norm

등 삼킴기능평가 결과 및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상 기도 흡인 여부와

폐기능과의 상관 관계는 없었는데 이는 삼킴기능 자체와 폐기능과는

관련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폐기능 상태와 체질량지수와의 관계에 있어 Jones 등34의 보고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폐기능은 기능적

잔기량(functional residual capacity)와 호기예비량(expiratory reserve

volume)과 연관이 있을 뿐 노력성 폐활량, 흡기압, 호기압,

최대기침유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측정한 폐기능 결과와 체질량 지수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군의 체질량 지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 체질량에 따른

폐기능 양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연관성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대상 환자군의 수가 적고 급성기를 제외한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뇌졸중에 따른

시기별 폐기능의 특성을 명확히 비교하기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뇌졸중 후 기간에 따른 폐기능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없었다. 향후 대상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하여 시기에

따른 폐기능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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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뇌졸중 후 편마비 및 사지마비를 보이는 환자에서

폐기능 저하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마비측 운동 기능의 저하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 시 보이는 신체 활동의 정도와 폐기능 저하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뇌졸중 후에 반드시 적절한

폐기능 평가를 통하여 폐기능 저하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조기

활동을 유도하는 적극적 치료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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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Pulmonary Function in Post-Stroke

Patients

Kang Jae Ju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on Ghil Park)

Stroke patients tend to reduce in pulmonary function due

to respiratory muscle weakness and diaphragmatic

coordination deficiency. It is very common problem in

stroke patients and disturb intensive rehabilitation and

restrict the functional recovery. But there are little

reports for the feature of pulmonary function in stroke

patient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t-stroke pulmonary fun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29 Stroke pati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tients evaluated pulmonary function test, fluoroscopic

sniff test, cognitive function test, motor function test,

active daily living test, swallowing test, body mass

index. Forced vital capacity, maximal inspiratory

pressure and maximal expiratory pressure,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is more significantly

reduced than normal predictive value(p<0.05). 5 patients

of all are increased end tidal CO2 pressure. The forced

vital capacity is correlated with transfer score of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 and moto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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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in motricity index of affected side. In post-stroke

patients, pulmonary function was reduced and it was

associated with motor function and ambulation statu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arly ambulation and

intensive rehabilitation is needed after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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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stroke, pulmonary fun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