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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유병률은 2015년도 

기준 12.16%를 차지하고, 2020년 사망원인 3위로 

예측되며, 국내에서도 2015년 40세 이상 유병률이 

13.4%, 65세 이상에서는 28.1%에 이르고, 2016년 

사망원인 7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1-3). COPD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

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 원인은 주로 흡연, 

직업적 노출, 감염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기도와 폐 

실질의 만성 염증이다4). 이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호흡 곤란은 일상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흔하게 우울,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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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study was to report the clinical improvement of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patient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pulmonary rehabilitation.
Methods: The patients were treated with Lung-conduction exercise, Chuna manual therapy, Exercise therapy. To 
assess the treatment outcomes, we used the pulmonary function test (PFT),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scale 
(mMRC), 6-minute walk distance (6MWD), peak expiratory flow rate (PEFR), COPD assessment test (CAT), St. 
George respiratory questionnaire (SGRQ).
Results: After treatments, the patient’s clinical symptoms were improved with CAT, SGRQ’s significant decrease and 
PFT, mMRC, 6MWD and PEFR were maintained or improved slightly. 
Conclusions: The Korean medicine pulmonary rehabilitation was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COPD patients. This 
study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Korean Medicine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in the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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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동반되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3,5). 일반적으로 COPD의 치료는 기관지 확

장제와 스테로이드를 바탕으로 하는 흡입제 등의 약

물 치료가 사용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정

도를 감소시킬 뿐 폐기능을 회복시킨다거나 우울증 

및 근육 감소와 같은 호흡기 외 문제들을 관리하기

에는 부족하다6). 그러한 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대

표적인 방법은 호흡재활치료법으로 운동 능력의 향

상, 증상 개선, 우울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되어 현

재까지도 주목 받고 있다7).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 및 시설과 인력 등의 문제로 호흡재활을 실제 

시행하는 경우는 2013년 기준 설문에서 25%에 그

쳤다8). 이에 본원에서는 동작이 간단하여 활용이 쉽

고, 현대 호흡재활의 동작뿐 아니라 호흡 명상의 의

미를 포함하여 신체·정신적 안정 효과를 지니는 한

방 호흡재활운동법인 폐장도인운동(Lung-conduction 

exercise)을 개발한 바 있다9). 다만 단일 호흡재활운

동으로 활용하기에는 운동량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나 요법 및 운동 요법을 결

합한 한방 호흡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임상

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는 COPD환자에게 

한방 호흡재활치료를 시행하여 호전을 보였기에 

COPD환자에 대한 한방 복합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호흡곤

란, 기침, 가래 등을 주소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

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환자 2명을 대

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차트 리뷰를 시행하

였다. 환자는 내원 시에 연구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연구에 있어서 대전대

학교 대전한방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위원회의 심의(DJDSKH-20-E-20-1)를 거쳤다.

2. 한방 호흡재활 프로그램 (Table 1)

1) 폐장도인운동

폐장도인운동은 동의보감에서 제시된 폐장도인법

(肺腸導引法)을 기반으로 본원에서 문헌고찰과 전문

가의 협의를 거쳐서 개발한 한방호흡재활운동이다. 

환자는 정좌하여 코로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

을 참았다가 입으로 가늘게 내쉬는 호흡을 3회 반복

한다. 이러한 호흡은 일회 호흡량을 증가시키고 분당 

호흡수를 감소시켜 환기-관류비를 개선시킨다. 이어

서 양 손으로 땅을 짚고 척추를 둥그렇게 굽힌 다음 

숨을 들이쉬면서 척추를 펴는 동작을 5회 반복하는

데 이는 흉곽가동성을 촉진시켜 호흡기능을 향상시

킨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척추의 좌우를 두드려 주

기를 15회 반복하면서 가래배출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 숨을 참으면서 눈을 감고 치아를 여러 번 부딪

친 후 타액이 입에 고이면 삼키는 고치법(叩齒法)을 

3회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다시 처음의 호흡을 3회 

반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심신을 안정시킨다9).

2) 추나 요법

① 근막 추나: 호흡 주동근

호흡 주동근인 횡격막을 이완시켜 횡격막의 상하 

호흡운동을 보완해주고 불필요한 보조근육의 사용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호흡 부하를 낮출 수 있

게 한다. 환자는 앙와위 자세로 있고 시술자는 횡격

막의 중심건 이완을 위하여 엄지 손가락을 검상돌기 

아래 긴장된 조직 위에 두고 원을 그리면서 견인을 

하고 멈춘 다음 환자의 흡기에서 유지, 호기에서 후

방으로 약간 압박한다. 또한 시술자는 좌우 늑골 전

면 부착부 이완을 위하여 엄지 손가락을 늑골 7,8번 

부착부 아래 부위에 두고 긴장된 조직을 가로질러 

후방 바깥 상방으로 압력을 가하여 이완될 때까지 

일정한 긴장을 유지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는 복

와위 자세로 있고 시술자는 엄지를 후방 부착부에 

대고 이완시킨다10).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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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막 추나: 호흡 보조근

호흡 보조근인 승모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등 또

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과사용으로 인하여 

쉽게 단축되므로 이완/강화 기법을 활용하였다. 환자

는 앙와위 자세로 있고 시술자는 상부승모근의 경우 

환자의 목을 굴곡, 건측 측굴하고 회전한 상태에서, 

흉쇄유돌근은 환자의 머리를 약간 신전하고 건측으

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사각근은 환자의 머리를 무릎

에 받치고 신전, 건측 측굴하고 건측 회전시킨 상태

에서 제한장벽을 확인한 후 중간범위로 되돌아가서 

환자에게 숨을 들이쉰 채 근육의 기시와 종지가 가

까워지는 방향으로 최대의 20%의 힘을 사용하여 등

척성 수축을 하게 하며 시술자는 반대로 힘을 준다. 

6-7초 시행 후 환자에게 숨을 내쉬게 하면서 이완된 

상태에서 새로운 제한장벽까지 근육을 신장시킨다. 

이 과정을 3-4회 반복한다11).

3) 운동 요법

근력 운동은 앉아서 한 팔로 아령을 올렸다가 내

리는 운동, 팔을 몸에 붙이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펴는 이두근 운동, 팔을 양 옆으로 벌렸다가 오므리

는 외전 운동, 무릎 펴고 5초간 유지하였다가 내리는 

운동, 벽에 기대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운동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동작을 10-15회 반복하며 총 

2-3세트 시행하여 상하지의 근력 및 근지구력을 늘

리고자 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자전거 에르고미터와 

Table 1. The Korean Traditional Pulmonary Rehabilitation Program.

Method Composition Course description Objective Time

Lung-conduction 
exercise

Breathing 
technique 
(Jogigyeol, 
Taesikbeop)

Sit up comfortably and slowly while inhaling 
through the nose. After sufficient inhalation, 
hold breath while counting as high as you can 
tolerate. Then gently breathe out through the 
mouth

Respiratory efficiency 
(Ventilation-perfusion 
ratio)

Set 3
 (5 min)

Lung-doyinbeop While sitting on the ground with both hands 
curled, inhale, swell your back, and raise your 
back up

Chest mobilizing Set 5
 (4 min)

Hold your fists, bend your arms behind your 
back and tap your spine to the left and right

Secretion removal Set 15
(4 min)

Hold your breath for a while, close your eyes, 
hit your teeth several times, and swallow if 
the saliva is stuck in your mouth

Relaxing Set 3 
(2 min)

Chuna manual 
therapy

Fascia Chuna
(Diaphragm)

The patient lies down and the operator places 
the thumb under the xiphoid process (central 
tendon), the front and rear rib attachment site 
respectively. Keep it in the inhalation, and 
press it slightly back in the the exhalation to 
maintain a tension until it relaxes

Respiratory efficiency 
(Reducing the use of 
breathing accessory 
muscle, Lowering 
respiratory load)

Set 3-4 
(3 min)

Fascia Chuna
(Breathing 
accessory muscle) 

The patient lies down and makes isometric 
contraction in the inhalation; simultaneously 
the operator gives the opposite force. After 
6-7 seconds, the patient exhales and relaxes 
the muscles

Set 3-4 
(3 min)

Exercise therapy Strength exercise Upper limb and lower limbs  strengthening 
training(1 set of 10-15 times of each muscle)

Muscle endurance 
(performance-enhancing)

Set 2-3 
(15min)

Cardiovascular 
exercise

Using an ergometer or by treadmill Cardiopulmonary 
function  (increasing 
walking distance)

20min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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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최대 운동 능력의 60% 정도로 

약 10-20분간 실시하여 심폐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였다12).

3. 평가 방법

1)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PFT)

폐기능 검사는 가능한 최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

다가 지체 없이 6초 이상 숨을 내뱉도록 하여 적합

한 값이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재현성

을 높였다. Spirometer (Vmax 20, SensorMedics, 

USA)를 사용하여 노력폐활량(FVC),  1초노력호기

량(FEV1), FEV1/FVC를 측정하고 환자의 폐기능 

개선 여부를 비교하였다13). 증례1에서는 치료 전후

로 측정하였으나 증례2는 환자의 기력저하로 값을 

얻지 못하였다.

2) mMRC

호흡곤란의 정도를 0점에서 4점까지 분류한 것으

로 간편하고 유효성 및 재현성이 높아서 COPD환자

들의 증상 평가 항목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14).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로 시행하였다.

3) 6분 보행검사(6MWD)

6분 동안 보행한 총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상

에서의 신체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검사이

다. 약 30m의 평평한 직선 코스를 이용하며 환자에

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힘

이 들면 중간에 속도를 줄이거나 쉬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설명하였다15). 증례1에서는 치료 전후로 

시행하였으나 증례2에서는 치료 후를 측정하지 못하

였다.

4) 최고호기기류속도 검사(PEFR)

숨을 최대로 들이쉰 상태에서 힘껏 내쉴 때의 최

고 유속으로 PEFR 측정기(Peak flow meter)를 통

해 시행하였으며 3회 측정 중 가장 큰 값을 기록하

였다. PEFR의 변동은 기류 제한 질환의 관리에 있

어서 자가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16). 증례1의 입원환

자의 경우 매일 측정하였으나 증례2의 외래환자의 

경우 치료 전후로 측정하였다.

5) COPD 평가검사(COPD assessment test, 

CAT)

COPD가 환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정

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설문으로 0점에서 40점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COPD로 인한 증

상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다
17).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로 시행하였다.

6) St. George’s Respiratory Questionnaire(SGRQ)

대표적인 호흡곤란으로 인한 삶의 질 평가도구로 

증상영역, 활동영역, 영향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50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표시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떨어진

다18).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후로 시행하였다.

증 례

<증례1>

1) 성명: 현○○

2) 성별/나이: 남성/49

3) 주소증: 호흡곤란, 기침, 가래

4) 가족력: 별무

5) 과거력: 2016년 고요산혈증 진단 후 2019년 통풍 

진단 받아 내복약 복용중임, 2017년 11월경 낙상

으로 요추(L3) 골절 진단 후 수술(척추유합술) 받

음.

6) 사회력: 음주(2-3일/주, 1병/회), 흡연(2017년 금

연, 30갑년)

7) 현병력: 2017년 1월경 OO대학병원에서 COPD 진

단 이후 흡입용 지속성 베타2작용제/지속성 항콜

린제 복합제를 1일 1회 사용 중이며 양약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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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도 증상 조절 되지 않고 치료에 대한 만족감 

높지 않아 적극적인 한방 치료 위하여 2019년 7

월 12일 내원하였다.

8) 검사소견: 2019년 7월 12일 1차 내원 당시 FVC는 

5.79L(133%), FEV1은 1.84L(56%), FEV1/FVC는 

32%로 측정되며 혈액검사 및 EKG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Chest X-ray 상 양 폐야에서 만성 기관

지염과 폐기종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외 특

이 소견은 없었다. (Figure 1)

9) 치료방법

  ① 치료 기간: 2019.07.12 ~ 2019.09.10 (8 week, 

외래)

  ② 한약 및 침 치료는 환자의 사정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흡입용 지속성 베타2작용제/지속성 항

콜린제 복합제는 중단하지 않았으며, 호흡재활

치료는 주 3-5회 진행하였다.

10) 치료경과

2019년 7월 12일 내원 당시 호흡곤란 증상은 

mMRC 2점에 해당하는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

서 다른 사람의 속도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주 멈

추어 쉬어야 하는 정도였고, 활동 시 심해지는 

기침 및 아침과 자기 전에 배출되는 흰색 또는 

황색 가래를 동반하였다. PEFR은 300 L/min이

었고, 6분 보행검사는 415m로 측정되었으며 삶

의 질을 나타내는 설문 중 CAT는 13점, SGRQ

는 증상영역 49.58점, 활동영역 36.48점, 영향영

역 16.21점으로 총점 27.9점이었다. 호흡재활치

료를 주 3-5회 실시하였고, 4주 치료 후 2019년 

9월 10일 폐기능 검사상 FVC는 5.24L(121%), 

FEV1은 1.61L(49%), FEV1/FVC은 31%로 측

정되었고, 기침의 빈도 및 가래도 배출이 용이하

고 양도 줄어든 상태였다. mMRC는 2점으로 동

일하였고, PEFR은 330 L/min, 6분 보행검사는 

420m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삶의 질 부분 

또한 CAT는 9점으로 1차 내원 시에 비하여 4점 

감소하였고, SGRQ는 증상영역 35.85점, 활동영

역 47.7점, 영향영역 5.91점, 총점 23.55점으로 

활동영역은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4.35점 감소하였다. (Table 2)

<증례2>

1) 성명: 김○○

2) 성별/나이: 여/55

3) 주소증: 호흡곤란, 가래, 피로감, 식욕부진

4) 가족력: 별무

5) 과거력: 2014년, 2016년 폐렴 치료

6) 현병력: 2004년경 OO대학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흡입스테

로이드/지속성베타2작용제 복합제를 1일 2회 사

용하고 휴대용 산소를 처방 받아 사용하였다. 

2019년 10월 11일부터 별무계기로 호흡곤란이 

증가하여 2019년 10월 21일 본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혈압 140/90mmHg, 맥박 78회/분, 호

흡수 20회/분, 체온 36.9도, 비강 캐뉼라 산소요

법(2L/min) 중 경피적산소포화도(SpO2) 91%로 

측정되었다. 청진상 좌하엽과 우중엽 및 우하엽에 

 Fig. 1. Chest X-ray in case 1.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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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음이 들렸다.

7) 검사소견

 폐기능 검사는 환자의 기력 저하로 결과값을 얻

지 못하였고, 입원 혈액검사 및 EKG상 COPD환

자에게서 흔한 우심실 비대 소견 외의 특이 소견

은 없었고, Chest X-ray상 양 폐야에서 기관지확

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외 특이소견은 없었

다. (Figure 2)

8) 치료 방법

  ① 치료 기간: 2019.10.24 ~ 2019.10.26 (입원), 

2019.11.19 ~ 2019.11.30 (입원)

  ② 침치료: 1일 2회(오전, 오후) 멸균된 일회용 호

침(0.20mmx30mm, stainless steel,  동방침구

제작소)을 사용하여 자침하였다. 일회용 알코올 

솜으로 혈자리를 소독한 후 咳嗽, 氣喘에 상용

하는 百會(GV20), 風池(GB20), 魚際(LU10), 

동씨침법 중 咳嗽, 氣喘에 쓰이는 重子, 重仙에 

자입하고 15분간 유침하였다19).

  ③ 한약치료: 1차 입원시 호흡곤란과 더불어 피로

감 및 식욕 부진 등 氣虛 증상을 동반하여 喘四

君子湯을 1일 3회 20일간 복용하게 하였으며, 

2차 입원시에는 氣虛 증상은 호전 중이었으므

로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증상에 더 초점을 

맞추어 淸上補下湯을 1일 3회 13일간 복용하게 

하였다.

   - 喘四君子湯: 人蔘 4g, 當歸 4g, 白朮 6g, 甘草 

4g, 茯苓皮 4g, 陳皮 3g, 厚朴 3g, 砂仁 3g, 蘇子 

3g, 桑白皮 4g, 生薑 3g, 大棗 3g, 沈香 2g, 木香 

2g, 桔梗 4g, 貝母 4g, 瓜蔞仁 4g 

   - 淸上補下湯: 熟地黃 4g, 山藥 4g, 山茱萸 4g, 牧

丹皮 4g, 白茯苓 4g, 澤瀉 4g, 五味子 3g, 天門冬 

3g, 麥門冬 3g, 貝母 3g, 瓜蔞仁 3g, 杏仁 3g, 

半夏 3g, 枳實 3g, 黃芩 3g, 黃蓮 3g, 甘草 3g, 

桔梗 3g

  ④ 양약: 흡입스테로이드/지속성베타2작용제 복합

제 사용 유지

 Fig. 2. Chest X-ray in case 2. [2019.10.21]

Table 2. The Changes of Outcome measures in Cases.

Case 1 2

Evaluation time 2019.07.12 2019.09.10 2019.10.21 2019.11.09

mMRC* 2 2 4 3

6MWD(m)† 415 420 150

PEFR(L/min)‡ 300 330 110 130

CAT§ 13 9 34 20

SGRQ∥ 27.9 23.5 43.5 40.6

*mMRC: modified medical research council scale, †6MWD: 6-minute walk distance, ‡PEFR: Peak expiratory flow rate, §CAT: COPD assessment 
test, ∥SGRQ: St. George respiratory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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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치료경과

2019년 10월 24일 입원 당시 누운 자세나 조금

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이동이 힘든 정도의 

mMRC 4점에 해당하는 호흡곤란 증상과 묽은 

가래가 계속 기침을 유발하는 증상, 식욕이 없어

서 밥 3분의 1공기 정도 섭취하며 숙면하지 못하

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PEFR은 110L/min, 6분 

보행검사는 150m 측정되었고, 삶의 질 설문 중 

CAT는 34점, SGRQ는 증상영역 71.9점, 활동영

역 53.6점, 영향영역 28.8점으로 총점 43.5점이었

다. 호흡재활치료는 1차 입원 동안 2019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총 15차례 시행

하였다. 2019년 10월 29일 자각하는 호흡곤란 증

상의 정도는 입원시보다 반 정도로 감소하였고, 

산소 공급 없이 1시간 후에도 SpO2 88%가 측정

되었으며 청진상 수포음도 많이 감소하였다. 

2019년 11월 9일 퇴원 당시에는 활동하거나 누

우면 배출되는 가래의 양도 반 정도로 줄어들었

고, 밥도 거의 1공기씩 섭취하였으며 수면 중 호

흡기 증상 없이 2-3회 각성하였으나 총 수면시간

은 6시간 정도로 회복되었다. 퇴원 후 호전 사애

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9년 11월 18일 별무 

계기로 증상 우심하여 본원에 2차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혈압 160/90mmHg, 맥박 92회/분, 호

흡수 22회/분, 체온 36.8도, 산소 공급 없는 상태

에서 병실에 걸어왔을 때 SpO2 71%로 입원 기

간에도 산소 투여가 필요한 상태였다. 지난 입원 

치료 후 가래의 양은 줄었고 식욕과 수면 등 전

체적인 기력도 전보다는 나으나 휴대용 산소 없

이 활동하면 SpO2가 60% 대로 급감하여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2차 입원 혈액검사 및 

EKG, Chest X-ray 검사상 지난 1차 입원과 다

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호흡재활치료는 2차 입원 

동안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 동안 총 

10차례 시행하였다. 11월 26일 자각하는 호흡곤

란 증상의 정도는 입원시보다 반으로 줄었고, 산

소 없이 이동하여도 SpO2가 80%대로 유지되었

다. PEFR은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측정하였는데, 

110-130L/min를 유지하였고, 호흡곤란 증상도 

평지를 오래 걸을 때 숨이 차는 mMRC 3점 정

도로 호전되었다. 2019년 11월 30일 퇴원 당시에

는 CAT는 20점으로 1차 입원 시보다 14점 감소

하였고, SGRQ는 증상영역 53.8점, 활동영역 61

점, 영향영역 24.9점으로 총점 40.6점으로 2.9점 

감소하였다. (Table 2)

고 찰

COPD는 고령화와 다양한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때문에 유병률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20). COPD는 폐실질에 비가역적인 장애를 

가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하고 자신의 폐

기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적합한 치

료 방법이 호흡재활이다. 또한 호흡재활치료는 약물 

치료가 관리하지 못하는 일상 생활의 제약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 운동 능력의 부족으로 인

한 체중 감소 및 근육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21). 이러한 호흡재활의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는 

COPD지침에서 호흡재활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1990년대 호흡재활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

후 2000년대부터 호흡재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는 있으나 현재까지 임상에서의 적용이 활성화되지

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21,22). 한의학에서 COPD와 관

련된 임상논문으로는 천사군자탕가미방을 투여한 후

나 침 치료 후에 임상 양상이 호전되었다는 보고 등

이 있었고23,24), 중국에서 기공과 태극권이 삶의 질과 

신체능력을 개선시켰다는 보고가 있었으나25,26) 국내

에서 한방 호흡재활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

었다. 현재 의과에서 시행되는 호흡재활치료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오므린 입술 호흡법(pursed-lip 

breathing)과 횡격막 호흡법(diaphragmatic breathing)

(444)



한방호흡재활치료를 시행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2례

http://dx.doi.org/10.13048/jkm.20032 169

을 대표로 하는 호흡훈련과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흡기근 운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치료가 대부분

이었다22). 본원에서 동의보감을 토대로 개발한 폐장

도인운동은 오므린 입술 호흡법과 횡격막호흡법의 

과정을 포함하는 호흡법과 흉곽가동운동, 가래배출

법 등으로 구성되어 현대 호흡재활의 장점을 가지면

서도 호흡명상과 수련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상 

완화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현재 객관적인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임상 시험 중에 있는 방법이다27). 폐장도인운

동은 동작이 고령자 등이 습득하기 쉽고 자택에서 

매일 시행하는 가정 호흡재활법으로  활용하기 좋으

나 운동량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본 한방 재활프로그

램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되는 운동 

치료와 호흡근을 이완시키는 근막 추나 등의 수기요

법을 추가하여 한방 치료의 장점을 결합시켰다. 근막 

추나는 호흡 주동근인 횡격막과 승모근, 흉쇄유돌근, 

사각근 등의 호흡 보조근을 이완시켜서 COPD 환자

에게서 흔하게 과사용되어 단축되어 있는 호흡 보조

근의 사용을 줄이고 환기 효율을 높인다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장도인법, 추나 요법, 운동 요법으로 

구성된 한방 호흡재활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본

원에 내원한 COPD환자에게 적용하여 임상적 효과

를 후향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증례1의 경우 2017년

도 COPD진단 이후 흡입제만 사용하면서  호흡곤란

과 기침, 가래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해오던 환

자로 치료 후 FEV1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는 기

존 호흡재활치료 연구에서 폐기능의 유의한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는 결과22)와 유사하였다. mMRC와 6

분 보행검사 결과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평소의 

PEFR을 유지하면서 CAT와  SGRQ에서는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증례2는 2004년경 기관지확장증 및 

COPD진단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반복해오던 

환자로 중증에 속하고 그 동안의 치료 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었다. 입원 기간 동안과 호흡재활치료 중에

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과 더불어 전체적인 식욕 부진 및 기력저하 증

상이 심하여 한약 및 침 치료를 함께 시행하였다. 입

원 중반부터는 산소는 수면 중에만 지속적으로 공급

하고 주간에는 활동 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였

으며 식사 및 수면 등의 생활 양상도 호전되었다. 치료 

중 PEFR을 유지하였고, mMRC 및 CAT와 SGRQ

에서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CAT는 2점, SGRQ는 

4점의 변화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본 증례들에서는 증상의 감소로 인한 

삶의 질에 있어서 현저한 호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29,30). 본 연구를 통하여 한방 호흡재활프로그램이 

COPD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치료 중 어떠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

았으며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높아서 이후 지속적으

로 내원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2례에 불

과하고, 입원기간이 통일되지 못하고 평가 변수에 누

락이 있는 점, 다른 치료가 평가 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다른 심리적인 효과 등을 자세히 평가하

는 평가 변수가 부족한 점 등의 한계점이 있으나 한

방 치료의 강점을 살려 처음으로 한방 호흡재활 프

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였으

며 한약 및 침 치료를 결합한 한방 복합치료로 효과

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COPD 질환의 정도 및 환자 개인에 따른 체계적인 

구성 및 평가 변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객관적인 유효성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증례에서는 COPD진단을 받고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한방 호흡재활치료를 시행한 결과 호흡곤란, 

가래 등의 증상의 호전 및 삶의 질에 있어 임상적으

로 의미 있는 호전이 있었고, 향후 한방 호흡재활프

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기에 증례를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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