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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해부학적구조및호흡과정
숨쉬는과정, 즉호흡은구어를산출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과정이다. 호흡과관련된구조물
에는폐, 기관지, 기관, 척주, 흉골, 늑골등이있다. 호흡은흡기와호기를한주기로한다.

구어산출시호흡패턴

■흡기를통해혈액에산소를공급하게되고, 호기를통해호흡신진대사결과로혼합된공

기와가스가제거된다(Nicolosi, Harryman, & Kresheck, 2004). 이산화탄소의양이많

아져산소를필요로할때, 뇌간에있는연수는호흡근에신경충동을자극한다. 

■호흡은기관과대기간가스교환을의미한다(Seikel, King, & Drumright, 2000). 흡기

와호기는호흡의리드믹한주기를형성한다. 흡기는산소와이산화탄소를교환하는장

소인폐에공기를주입한다. 횡격막과다른호흡근의활동을통해흉강이확장됨으로써

폐에공기가들어오게된다.

■폐가확장됨으로써폐내부의공기압은폐외부보다낮아지게된다. 공기는개방된후두

를통해폐로이동하게되는데, 이것은폐내부와외부의공기압이같아질때까지이동하

게된다. 

■이 시점에서흉강의크기를줄여서폐내의양압을형성하기위해근육들을수축한다.

그결과호기가이루어진다. 이와같은방법으로흡기와호기의주기가자동적으로계속

된다.

대부분의사람들은 구어산출과정을아주당연하게받아들인다. 그러나타

인과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구어(speech)는매우난해하고복잡한구조와기능들을함

께작용해야한다. 호흡은구어산출을위한에너지를공급한다. 발성은음성산출, 즉음성을산출하는구조및과정과

관련이있다. 공명은음성을다양한공명기관에의해변화시키는과정으로, 음성을만드는과정인조음과매우 접한관

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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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은구어에필요한성대진동을시작하기위해서필요한공기를공급한다. 구어는일반

적으로호기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 호기지속시간은휴식시보다구어시더긴경향이

있다. 길이가길고강도가큰발화를산출하기위해서는심호흡(흡기)이요구된다. 가수들

은종종심호흡(흡기)을한다.

■생리적호흡과비교해볼때, 구어산출시호흡은다양한일상생활에서요구되는구어의

특성을충족시키기위해좀더의식적으로통제되고조정된다.

호흡과관련된구조물

■호흡은구어를산출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과정이다. 앞서언급했듯이, 호흡은흡기및

호기와관련이있다. 인간은일반적으로흡기를하고, 그런다음호기된공기를이용하여

말을한다. 기본적인흡기과정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흡기➞흉곽및폐확장➞횡격막하강➞코와입으로공기유입➞인두와개방된성

대사이로유입된공기이동➞기관과기관지를통해아래방향으로공기이동➞마지

막종착지인폐에공기도달

■위의흡기과정뿐만아니라호기및구어산출과정은복잡하며, 폐, 기관지, 기관, 척주, 흉

골, 늑골과같은다양한구조물들의지원이필요하다. 

폐

■앞서언급했던호흡에서의가스교환은폐에서이루어진다. 건강한폐는부드럽고, 푹신푹

신하고, 다공성이며, 탄력이좋고, 핑크색이다. 또한혈액공급이풍부하며, 수많은공기주

머니를가지고있다.

■생리적인호흡일때, 폐는전체폐용적의약 40% 정도만부분적으로팽창한다(Daven－

port & Sapienza, 2004).

■폐는흉강에위치하고, 대부분의흉강공간을차지한다. 우측폐는좌측폐에비해짧고넓

으며크다. 왜냐하면간장이좌측폐바로밑에위치하고있어좌측폐를약간위쪽으로

어올리기때문이다. 폐는그림1.1에제시하 다.

기관지

■ 기관지는폐위쪽에서기관까지연결되어있는튜브이다. 기관지는섬유탄성조직에의해

서로묶인연골성링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Zemlin, 1998).

■기관지는폐에서세(細) 기관지로나누어진다. 세기관지는폐에있는작은공기주머니로

통하는폐포관(alveolar ducts)과연결될때까지계속적으로분지된다. 기관지와세기관지

로나누어짐으로써그구성이덜연골적이고더근육적인조직이된다.

4 최신언어치료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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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앞서언급했듯이, 흡기를하면공기는후두를지나기관과폐로이동하게되어폐를확장

시킨다. 호기를하면공기는약20개의링연골로구성되어있는튜브인기관을통해서다

시위로이동하게된다(그림1.1 참조).

■이링연골은뒷면이불완전한데, 뒷면은기관과식도가직접만나는장소이다. 첫번째기

관연골은나머지에비해크며, 윤상연골의아래경계부분과맞닿아있다. 

■기관은 경추 6번 위치에 있는 후두에서 아래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마지막 기관 링

(tracheal ring)은흉추15번위치에서왼쪽과오른쪽기관지로분리된다. 

척주

■척주는32∼33개의척추로구성되어있다. 이척추는5부분으로나뉜다(그림1.2 참조).

•7개의경추(C1∼C7)

제1장 구어메커니즘에대한해부, 신경해부, 생리학 5

그림1.1 폐, 횡격막, 기관, 후두
주 : Hedge, M. N, 2001, Austin, TX: PRO－ED의 Introduction to communicative disorders, 3rd ed. (p. 57)
에서인용

기관

왼쪽폐

횡격막

오른쪽폐

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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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흉추(T1∼T12)

•5개의요추(L1∼L5)

•5개의천추(S1∼S5)

•3∼4개의미추(함께융합하여미저골이라고한다.)  

■흉추는늑골의접합부를제공한다. 요추는매우커서무게를안정적으로받쳐주는기능을

담당한다.

흉골

■가슴뼈라고 불리는 흉골은 흉벽의 전상부(前上部)에 위치하고 있다. 흉골은 흉골병

(manubrium), 체부(body), 검상돌기(xiphoid process) 등3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 흉골병은흉골의가장상부인데, 쇄골과첫번째늑골이여기에붙어있다. 

■흉골체부는길고가는데, 2∼7번늑골의연골이여기에붙어있다.

6 최신언어치료학개론

그림1.2 척주의구성요소
7개의경추(C), 12개의흉추(T), 5개의요추(L), 5개의융합된천추(S), 미추

C1

C7

7개의경추(C)

L1

L5

5개의요추(L)

5개의융합된천추(S) 

미추

T1

T12

12개의흉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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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상돌기는작은연골구조물로흉골체부의아랫부분에있다.

늑골

■ 늑골혹은흉곽은일반적으로가슴이라고불린다. 이것은 12쌍의늑골로구성되어있으며,

원통모양의구조물을형성한다. 늑골은심장과폐와같은기관들을덮고있고, 보호하고

있다. 그림1.3에서늑골의모양을볼수있다.

■늑골은여러가지구조물들로구성되어있다.

•앞표면에는흉골

•후표면에는12개의흉추

•12쌍의늑골이척추로부터각늑골 연골까지외측으로연결되어있다.

호흡근

흉근: 흡기근

■그림 1.1에 삽화된 횡격막은흉강의바닥이다. 이것은두껍고돔모양으로생긴근육으로

흉강과복강을분리시킨다. 복강은내장, 간장, 신장과같은구조물들을포함하고있다. 

■다양한복근들은호흡을지지해주는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왜냐하면폐는횡격막위에

놓여져있기때문에, 횡격막은호흡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늑골사이에위치한늑간근(그림 1.3에묘사된) 또한호흡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11쌍

으로이루어진내늑간근은호기동안흉강의면적을감소시키기위해늑골을아래방향으

로잡아당기고, 11쌍으로이루어진외늑간근은흡기시흉강의면적을증가시키기위해늑

제1장 구어메커니즘에대한해부, 신경해부, 생리학 7

생각해봅시다

적절한호흡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주요구조물3개에대해간단히설명하세요. 그리고

그들의역할이무엇인지도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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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윗방향으로끌어올린다.

■이외에다른여러근육들도흉곽을올리는데도움을준다. 후상거근(serratus posterior

superior), 늑골거단근(levator costarum brevis), 외늑간근 등은흉곽을올리는것과관계

있다. 

■이러한근육들과신경분포는아래에요약해두었다(Seikel et al., 2000). (주 : 기본적으로

신경분포는척추와척추신경및신경가지에서기원한다. 효율성을위해, 관련된척추만제

8 최신언어치료학개론

그림1.3 내늑간근및외늑간근이포함된흉곽
흉골 주변에 내늑간은 존재하지만, 외늑간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왼쪽 늑골에서 내늑간근을 덮고 있는 근막은 제거
했지만, 오른쪽의근막은표시하 다.

내늑간근

외늑간근

근육 및 지배신경 기능

횡격막(C3∼C5) 복강을넓힌다. 흉곽을세로방향으로넓힌다. 
횡격막을하강시킨다.

후상거근(C7, T1∼T4) 늑골을거상시킨다.

늑골거단근(T2∼T12) 늑골을거상시킨다.

늑골거장근(T2∼T12) 늑골을거상시킨다.

외늑간근(T2∼T11) 늑골을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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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다.) 흉골근처에는외늑간근은없고, 이근처더깊은곳에내늑간근이있다. 왼쪽

흉곽의내늑간근을덮고있는근막은제거하 고, 오른쪽흉곽에는투명한형태의근막을

제시하 다. 

■목보조근육도호흡과정에관여한다. 2개의주요목근에는흉쇄유돌근과승모근이있다.

■ 흉쇄유돌근은흉골과늑골을간접적으로들어올린다. 승모근은머리를컨트롤하고목을신

전시켜간접적으로호흡에 양을미친다. 

■어깨및상지(upper arm)근도늑골을움직여체적을늘리거나줄이는데관여한다. 이러

한근육에는대흉근, 소흉근, 전거근, 견갑거근등이있다.

■이러한근육및지배신경, 기능을아래에요약해두었다(Seikel et al., 2000). (주 : 기본적

으로지배신경은척추에서기시한다. 효율성을위해관련있는척추만아래에제시했다.)

■ 2개의 후흉근도 호흡에 관여한다. 늑골하근은 흉곽을 하강시킨다. 후하거근이 수축하면

늑골이아래로당겨져서호기를보조해준다.

호기근: 복근

■호흡에관여하는대부분의근육들은호기를도와준다. 그러나호기를위해서필요한근활

동도함께수행한다. 호기근에는광배근, 복직근, 복횡근, 내복사근, 요방형근등이있다.

■이들근육에대한지배신경및기능을아래에요약해두었다(Seikel et al., 2000). (주: 기본

적으로지배신경은척추에서기시한다. 효율성을위해관련있는척추만다음에제시했다.)

제1장 구어메커니즘에대한해부, 신경해부, 생리학 9

근육 및 지배신경 기능

대흉근(C4∼T1) 흉골을거상시킴으로써늑골의횡단면을확장시킨다.

소흉근(C4∼T1) 늑골의횡단면을확장시킨다.

전거근(C5∼C7) 1∼9번늑골을거상시킨다.

견갑거근(C3∼C5) 어깨를들어올리고, 목을지지해준다.

대능형근(C5) 어깨를안정화시켜준다.

소능형근(C5) 어깨를안정화시켜준다.

내늑간근(T2∼T11) 1∼11번늑골을하강시킨다.

심(innermost)늑간근(T2∼T11) 1∼11번늑골을하강시킨다.

횡흉근(T2∼T6) 2∼6번늑골을하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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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구조및과정
성대로잘알려진후두는기관위에놓여있고, 음성을산출하기위해서진동하는성대를둘러
싸고있다. 후두가최적의기능을수행하고, 좋은음성을산출하기위해서는주요후두연골과
후두의내외부근육들이정상적이어야한다. 신경해부학적구조물또한중요하다. 여기에는피
질 역, 소뇌, 뇌신경Ⅶ과Ⅹ등이포함된다.

후두

■폐는발성을하기위해서필요한충분한공기를공급해야한다. 기관을통해올라온기류

는후두로향한다. 후두는목의앞부분에위치한기관위에놓여있다. 후두는여닫을수

있는밸빙메커니즘이다. 후두의주요구조물은그림1.4에서볼수있다. 

■후두는발성을위해서진동하는성대를둘러싸고있다. 성대는진동을하면서내전(중간으

로움직이는것)과외전(바깥쪽으로움직이는것)을한다. 조용히호흡을할때, 성대는외

전한다.

■후두는발성이외에생물학적기능도가지고있다. 생물학적기능에는(a) 음식과기타이

물질이폐로들어가지못하도록기관을폐쇄하는것, (b) 우연히폐로들어간이물질을뱉

어내기위한기침반사, (c) 배설과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는것과같은신체활동에필요

한성문하압을형성하기위하여성대를폐쇄시키는것등이있다.

10 최신언어치료학개론

✓ 기관과 그 주변 환경 사이의 가스를 교환하는 과정인 호흡은 삶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말소리

를 산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호흡기관은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근육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

는 흡기에 필요한 흉근이고, 다른 하나는 호기에 필요한 복근이다.

✓ 호흡은 발성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다.

요약

근육 및 지배신경 기능

광배근(C6∼C8) 호기시후복벽을안정화시킨다.

복직근(T7∼T12) 척주를구부린다.

복횡근(T7∼T12) 복부를압축시킨다.

내복사근(T7∼T12) 복부를압축시키고, 몸통을구부리고회전시킨다.

요방형근(T12, L1∼L4) 복벽을고정시켜복부를압축시킬수있도록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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