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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verifying effects of 8 weeks of inspiratory muscle training on pulmonary
function and maximum inspiratory pressure and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in women.
METHOD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 an inspiratory muscle training group (IMT, n = 8 ) and a
placebo control group (CON, n = 8 ). The IMT group carried out inspiratory muscle training six days per week,
30 times a day. ‘Paired t-test’ for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result in each group.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for comparison value of before and after result in each groups (SPSS 23.0 Ver.).
RESULTS As a results regarding maximum inspiratory pressure, IMT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ak S-index and peak inspiratory flow(PIF)(p< .001). IMT induc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it-up and Shuttle run(p< .01).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IMT is able to improve maximum inspiratory pressure and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in women. future studies should attempt to implement variations in methodology including, using male subjects, exercising for a different period of time and evaluating other fitness
outcomes.
© The Asian Society of Kinesiology and the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흡기(inspiration)는 횡격막 하강운동 시 일어나는 피스

서론

톤 운동과 늑골이 위쪽 방향과 바깥으로 팽창하는 흡기작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잘 알고있

용을 통해 흉강의 용적이 증가하고 흉강내압의 음압이 유

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대

지되어 폐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을 말하고, 호기

표적인 예가 호흡이다.

(expiration)는 근육들의 부가 작용 없이 수동적으로 공기

호흡은 폐와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조절하는 신경들

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Lee & Lee, 2011).

의 복합적인 생리학적 단위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횡격막을 포함한 흡기근육은 형태학적으로나 기능적

하루 24시간 함께 순환하면서 작용하고 있다(Yoon & Jeon,

으로 골격근에 해당하며 팔, 다리 근육과 같이 적정한 자

2011). 이러한 호흡의 기저는 호흡근의 협응에 따른 조절

극이 주어지면 그 훈련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Kraemer et

작용인 호흡메카니즘이 호흡조절 중추에 의해 정교하게

al., 2002). 횡격막과 함께 호흡근 운동은 운동 중 요구되는

관여한다.

호흡노력의 상대적 강도를 줄여줘 운동에 대한 내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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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내성의 향상은 산소섭취율, 환기량, 호흡에 대한
인지감각을 낮춘다(Harms et al., 2000). 결과적으로 호흡
근육의 근력강화는 호흡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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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호흡근의 향상은 운동수행력과 관련된 심장과 호흡기
관의 지구력, 근력 등으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폐기능은 호

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신체활동
과 식단은 연구에 참여하기 전과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하
였다.

흡과 순환계통의 기능적 요소들 중의 일부로서 심폐지구
력 및 전신지구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운동능력
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1993; Yoo
et al., 1994).
현재 호흡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게 되면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연구(Jung & Lee, 2012; Kim

측정항목 및 방법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사전검사, 8주간의 운동프로그
램, 사후검사의 과정에 모두 참여한다.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는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폐기능, 최대흡기압 및 운
동기술체력이 평가되었다.

& Choi, 2013; Lee & Lee, 2011; Yoon & Jeon, 2011)와 호흡

폐기능은 폐기능측정계를 이용하여 세부학적으로

기 및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증상을 줄이는 연구(Jo et al.,

forced vital capacity(FVC), 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2014; Kim, 1988; Lee, 1992; Kim & Shin, 2013)들이 활발하게

second(FEV1.0), FEV1.0/FVC ratio, FEV1.0/SVC ratio을 측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호흡근을 강화

정했다. 대상자들은 앉은 자세로 측정계의 센서가 연결된

시키고 특수목적의 운동 처치를 통해 호흡기질환을 예방

마우스피스를 통해 최대한의 들숨에서 최대한의 속도와

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으로 날숨을 실행하였다. 이때 최대한의 폐용량을 위해

더욱이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기가 힘

한쪽 손으로 코를 막았으며, 다른 한 손으로 센서를 고정

들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들의 운동부족과 무리

하였다. 총 3회 실시하여 FVC가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를

한 식이 조절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40~50대보다 오히

결과로 선택하였다.

려 좋지 않은 실태들이 보고되고 있다(Kim & Koo, 2007;

최대 흡기압, PIF 측정은 피험자들의 흡기근육을 측정

Cho, Yim, & Baik, 2007; Choi & Kim; 2007). 따라서 본 연구

하기 위해 역치 저항성 흡기근 측정 및 훈련 장비인 Power

는 성인 여성들의 호흡관련 근육들의 기능을 개선하고 호

Breathe K5(IMT Technologies Ltd., Birmingham, UK)를 사

흡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호흡근 강화운동이 폐기

용하였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 숙련된 검사자가 측정

능, 최대흡기압 및 운동기술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을 실시하였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측정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범을 보
이고 측정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은 가볍게

연구 방법

사전 연습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기립한 자세에서 코에

연구대상

호와 함께 평상시 호흡 3-4회 정도 호흡을 실시하였다. 충

코마개를 착용하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작’ 신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들로 8주

분한 양을 호기한 후 최대한 깊고 강하게 최대의 노력으

간 주 5일, 일일 1회 정해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로 흡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개인의

이전 호흡근육 훈련을 경험한 적이 없는 대상자들 16명

이전 최대값과 비교 모니터링 하면서 검사자는 구어를 통

을 대상으로 호흡근운동군 8명(27.87±2.3세), 통제군 8명

해 독려하였다. 연속 5회를 실시하였으며 변인 중 최대 흡

(27.00±2.5세)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진행

기력 Peak S-Index(cmH2O)와 최대 흡기량 Peak Inspiratory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자발적 참여에 의한

Flow(ℓ)를 측정하였다.

실험참가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운동기술체력검사는 윗몸일으키기, 사이드스텝, 왕복
달리기를 측정하였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간 실시한 횟

실험설계 및 절차

수를 기록하였으며, 사이드스텝은 30초 동안 중앙선을

연구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통제군과 호흡근

중심으로 좌·우 1.2m의 선을 한발이 넘어갔다 돌아오기

운동군으로 배정하였고 이들은 각 군에서 요구되어지는

를 최대 반복하였다. 왕복달리기(셔틀런)는 일정한 거리

프로그램에 8주간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를 시간 간격이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어 왕복하여 달리

에 이들의 폐기능, 최대흡기압 및 운동기술체력을 측정

기를 반복 실시하였다. 신호음이 울리기 전까지 양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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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선을 완전히 통과해야하며 실패지점까지의 횟수를

같이 하였으나 바쁜 성인 여성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1일

기록하였다.

1회, 주 5회로 운동 빈도를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호흡근 운동프로그램

자료처리

호흡근을 강화시키기 위해 Power Breathe(IMT Technol-

모든 측정 변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SPSS 23.0 Ver. 을 사

ogies Ltd., Birmingham, UK) 기구를 사용하였다. 본 장비

용하여 평균 값(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집단 내

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할 때

시기별 차이검증은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즉, 호기 시에는 저항 없이 자유롭지만, 흡기 시에는 장비

간 차이검증은 사후에서 사전값을(사후-사전)뺀 평균값

내부에 부하조절 스프링 등으로 인하여 호흡근에 저항을

을 구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유의수준(α)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리고 장비의 하단 부위

.05로 설정하였다.

에는 흡기 시에 저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치가 표기가
되어있어서 강도를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본 장비
를 이용한 호흡근 운동은 최대 흡입 압력(PImax : maxmal
inspiratory mouth pressure)의 50% 수준으로 30회의 호흡
을 실시하였다(Griffiths & McConnell, 2007). 후반 5주차부
터는 5%의 압력을 더 부여하였다.

결과
운동 전·후 폐기능 및 최대흡기압의 변화
8주의 호흡근 운동에 따른 폐기능, 최대흡기압의 변화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호흡근 운동 시 1회 5분을 넘지 않도록 실시하며 기립

FVC에서 통제군은 2.54±0.56ℓ에서 2.39±0.57ℓ으로,

자세에서 코마개를 착용한 후 본 장비의 마우스피스를 견

호흡근 운동군은 2.70±0.74ℓ에서 2.70±0.74ℓ으로 두 집

고하게 입에 물고 흉부의 용적이 팽창되도록 깊게 들이

단 모두 집단 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집단 간에서

마시고 다시 자유롭게 내뱉는 동작을 1회로 하여 30회를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시하였다. 그리고 빈혈을 유도할 수 있는 과도한 호흡

FEV1.0에서 통제군은 2.48±0.58ℓ에서 2.38±0.57ℓ으
로, 호흡근 운동군은 2.56±0.66ℓ에서 2.60±0.70ℓ으로 두

은 피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국내 선행연구(Kim & Choi;
Yoon & Jeon, 2011)를 토대로 호흡운동 1세트시 방법은 똑

집단 모두 집단 내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집단 간에
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Effects of 8 weeks of inspiratory muscle training on pulmonary function and maximum inspiratory pressure (M±SD)

FVC (ℓ)
FEV1.0 (ℓ)
FEV1.0/FVC (%)
FEV1.0/SVC (%)
Peak S-Index (cmH₂O)
PIF (ℓ/sec)

Pre

Post

t-value

CON

2.54±0.56

2.39±0.57

1.446

IMT

2.68±0.74

2.70±0.74

-.094

CON

2.48±0.58

2.38±0.57

1.240

IMT

2.56±0.66

2.60±0.70

-.179

CON

97.71±3.84

99.55±0.71

-1.511

IMT

96.38±4.69

96.77±4.52

-.316

CON

85.47±12.07

81.97±22.06

.539

IMT

90.43±14.30

87.10±20.42

.456

CON

100.54±25.91

101.03±23.01

-.239

IMT

81.54±19.87

113.70±25.46

-4.725***

CON

5.38±1.32

5.50±1.16

-.871

IMT

4.41±0.96

6.12±1.27

-4.626***

-.635
-.579
.839
-.017
-4.451***
-4.026***

***

: p<.001
FVC : force vital capacity, FEV1.0 : force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SVC : slow vital capacity, PIF : peak inspiratory flow
CON : control, IMT : inspiratory muscl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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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0/FVC에서

에서

12.62±2.06회/30초로, 호흡근 운동군은 13.12±1.88회/30초

99.55±0.71% 으로 변하였고, 호흡근 운동군은 96.38±4.69%

에서 13.62±2.66회/30초로 두 집단 모두 집단 내 유의한 차

에서 96.77±4.52%으로 두 집단 모두 집단 내 유의한 차이

이가 나지 않았고,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 나지 않았고,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지 않았다.

통제군은

97.71±3.84%

않았다.
FEV1.0/SVC에서

왕복달리기에서

45.62±20.56회

에서

에서

46.50±19.10회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호흡근

81.97±22.06% 으로, 호흡근 운동군은 90.43±14.30% 에서

운동군은 56.87±12.13회 에서 66.50±15.53회로 유의한 차

87.1±20.42%으로 두 집단 모두 집단 내 유의한 차이가 나

이(p<.001)를 나타내었다. 두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

지 않았고,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p<.01)가 나타났다.

통제군은

85.47±12.07%

통제군은

다.
Peak S-Index 에서 통제군은 100.54±25.91 cmH2O
에서 101.03±23.01 cmH2O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논의

지 않았고, 호흡근 운동군은 81.54±19.87 cmH2O에서

본 연구는 건강한 일반인 여성들에게 호흡근을 강화하

113.70±25.46cmH2O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

기 위해 고안된 호흡근 운동프로그램이 폐기능, 최대흡기

었다. 두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다.

압 및 운동기술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PIF 에서 통제군은 5.38±1.32ℓ에서 5.50±1.16ℓ 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호흡근운 동군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8주간 일반 여성을 대상

4.41±0.96ℓ 에서 6.12±1.27ℓ으로 유의한 차이(p<.001)를

으로 호흡근 운동의 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폐기능 중

나타내었다. 두 집단 간에서도 유의한 차이(p<.001)가 나

FEV, FEV1.0, FEV1.0/FVC, FEV1.0/SVC 변인들은 유의한

타났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Louise et
al.(2012)은 16세의 사이클 선수를 대상으로 6주간 호흡

운동 전·후 운동기술체력의 변화

근 훈련 후 폐기능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8주의 호흡근 운동에 따른 운동기술체력의 변화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nright et al.(2006)은 8주간의 호흡근 훈련 후 훈련군과 대
조군 모두에서 FEV1.0과 FVC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윗몸일으키기에서 통제군은 29.5±13.62회/분에서
30.25±13.79회/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호흡

고 한다. Jung & Lee(2012)의 국내 연구에서도 6주간 호흡
근 훈련 후 폐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 운동군은 35.375±4.47회/분에서 39.375±5.9회/분 로 유

그러나 최대흡기압, PIF의 변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의한 차이(p<.001)를 나타내었다. 두 집단 간에서도 유의

나타났다. 흡기근력 훈련에 의한 SIndex(cmH2O)의 향상

한 차이(p<.05)가 나타났다.

은 신경근육의 동원 유형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이드스텝에서 통제군은 12.5±1.92회/30초 에서

해석된다(Kraemer et al., 2002). 폐기능이 변화하지 않은

Table 2. Effects of 8 weeks of inspiratory muscle training on skill-related physical fitness

Sit-up(times/min)
Side-step(times/30 sec)
Shuttle Run (times)

Pre

Post

t-value

CON

29.50±13.62

30.25±13.79

-.798

IMT

35.37±4.47

39.37±5.9

-5.87***

CON

12.50±1.92

12.62±2.06

-.284

IMT

13.12±1.88

13.62±2.66

-.837

CON

45.62±20.56

46.50±19.10

-.523

IMT

56.87±12.13

66.50±15.53

-4.71***

*

: p<.05, ** : p<.01, *** : p<.001
CON : control, IMT : inspiratory muscl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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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505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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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SIndex가 상승한 것은 Jung & Lee(2012)의 연구
에서 가슴흉곽의 용적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흉곽의
흡기압력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다.

운동기술체력에서는 윗몸일으키기와 왕복달리기 검
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근 운동을 통한 운동관련 기능 변

이 연구와 유사하게 Downey et al.(2007)은 피험자에게

인들을 추가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던 부분이 미흡했으며,

호흡훈련을 4주 동안 주 5일, 하루 2회, 회당 30회를 PImax

추가적인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과 연구방법으로

50 %로 흡기근 훈련을 시킨 후 24.5%의 PImax 상승을 관찰

호흡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였고 이와 유사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들에서
도 호흡근육의 근력이 약 25-36% (Huang et al., 2003; Inbar
et al., 2000; Romer et al., 2002) 증가하였다. 몇몇 연구에서
는 40-50% 까지 증가한 보고도 있다(Volianitis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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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et al., 2002). 이러한 결과가 흡기근육의 근력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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