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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 .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A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전문화, 자동화되면서 인간 신체활동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결과 운동능력 저하에 따른 현대병이라 불리는 다양한 성인

병 증상과 활동장애를 수반하는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왔다(정대인 & 이정훈, 

2006). 만성질환 중 요통은 전 인구의 80%이상이 일생의 전범위에서  한번은 경

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Frymoyer 등, 1983), 특히 산업체 관련 요통은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30% 정도를 차지하고(Kelsey & White 1980; 

Biering-Sorensen, 1984), 산업장에서 생산성이 가장 큰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의 요통 비율이 35~60%를 차지하여 산업장의 생산성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Leigh & Sheet, 1989; Kelsey 등, 1990).

 요통은 허리에 나타나는 병적증상으로, 주로 제2번 요추이하로부터 천장관절까

지의 하부요추에 나타나는 통증증후군을 총칭하는  근골격ㆍ신경학적 증상이다(김

양수, 1996; Cyriax, 1987). 

요통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요인은 요부구조 및 주위조직의 역학적 요인과 퇴행

성 변화, 염증성 병변, 세균 감염 및 전이성 골종양, 대사성 요인, 내장기성 요인, 

심인성 요인 등을 들 수 있으나(전제균, 1992), 산업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의 요

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불안전한 작업자세, 무리한 동작 및 표준작업의 불이행 등에 

의해 특징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부근육의 과부하가 요통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산업안전공단, 2001).

요통은 발병 시기에 따라 급성, 아급성 및 만성으로 분류되며 급성은 6주, 아급

성은 6~12주 기간의 통증완화를 의미하며 만성요통은 12주 이상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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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1995). 

 만성요통은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간 직업 복귀의 지연 및 상실에 따른 과도한 

보상 및 의료비 지출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Hazard, 1996), 특히 작업관련 요

통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산업재해 환자 중 재발률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

난다(Erdil 등, 1997). 미국의 경우 요통의 보상은 전체 보상건수의 25%를 차지하

여 치료 및 보상에 따른 지출이 가장 높은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으며(Frymoyer 

등, 1991),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작업관련성 질병자 중 요통

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7%, 2005년 20%, 2006년 23%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산업관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되어져야 할 중대 요소로 대두되고 있

다. 만성요통을 치료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술, 주사나 약물요법, 보존적 치료, 운동 

요법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White(1994)는 수술적요법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4% 미만이라고 하였으며, 오승길(1998)은 수술 후 통

증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척추 가동성과 유연성의 감소, 복근과 배근의 근력, 지구

력의 약화 및 불균형 등은 수술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 많

은 문제점이 남아 있어 운동요법이 포함된 재활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한 주사나 약물요법은 환자가 주사로 인한 거부감과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약

물은 경구투여 시 위장관 내부의 환경변화에 따라 약효능의 변질 가능성과 간의 초회

현상에 의해 약물의 오남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Bronaugh & Maibach, 

1989),  Elnaggar 등(1991)은 안정이나 온습포, 전기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는 조직의 

고정 상태를 더욱 강화시켜 허리의 지지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활동적인 운동이 포함되어야만 요통의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만성요통 치료법의 비효율성, 부적합성,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치료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운동요법은 장애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만성통증의 치료방법으로(Mather, 2004), 요통환자를 위한 운

동방법으로는 William′s exercise, McKenzie exercise, 신장운동, 유산소운동,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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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요가운동 등의 운동방법들이 적용되며 이러한 운동방법들의 목적은 단편적인 요

부유연성의 증가 또는 요부 주변 근육의 단순한 근력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환자가 근

육이 손상될 수 있는 역학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요통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

다고 지적되었다(형희경, 2006). 따라서 만성요통환자들의 효과적인 요통관리를 위하

여 단편적인 치료방법들을 지양하고 유연성, 근력, 균형, 근지구력 등을 고려한 다면적

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의료선진국들은 운동기능의 전반적

인 증진을 고려한 다면적 요통치료 방법으로 요부안정화운동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Becker 등, 1996). 

최근 만성요통에 관한 연구에서 O′Sullivan 등(1997)은 만성요통환자에게 10주간 

요부안정화운동을 한 실험군과 일반적인 운동과 보존적인 치료를 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만 통증강도와 Oswestry 요통 장애 설문지상의 기능적인 면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며 30개월간 추후관찰에서도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지속적인 호전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추간판 탈출증 증세가 있는 52명의 환자를 요부안정화운

동을 실시하여 87%의 치료 성공률을 얻었고 전체 환자의 92%가 직장에 복귀하는 결

과를 얻었다는 Saal(1990)의 연구와 기구를 이용한 운동치료군과 멕켄지의 신전운동

과 요부안정화운동을 같이 실시한 운동치료군을 비교하여 두 치료군 모두 만성요통에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으나 멕켄지의 신전운동과 요부안정화운동법을 같이 실시한 

운동치료군에서 증상 해소의 기간이 길었다고 보고한 Timm(1994)의 연구에서와 같

이 요부안정화운동은 만성요통환자의 기능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hardson(1999) 등은 요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부적절한 요부 근육의 활성 

형태를 보이고 이로 인해 척추 불안정성과 조직 손상이 야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척추 불안정성이 조직 상해 또는 요통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나아가 척추의 불안정성

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유발한다(최희수 등, 2005).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척추 안

정화를 위한 많은 형태의 운동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지고 있다(Louto 등,1998).

 매트에서 실시하는 요부안정화운동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요추에 가해지는 외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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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팔, 다리의 움직임 시 주위 근육들의 협응작용과 상호보완 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하

여 추간판이나 척추 소관절, 그리고 이외의 주위 조직들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손상을 

예방하여 요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운동의 주요 원리이다(김택연, 2005).

Gymball 운동은 동적 요부안정화운동의 하나로써 체간의 근력과 지구력, 균형과 

유연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공을 몸에 기댈 때 신체의 반사신경, 지각능력, 균형

감각과 고유수용성 감각을 종합적으로 강화시켜 요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운동

의 주요원리이다(Mori, 2004; 김권영 등, 2006).

최근 요부안정화운동은 요통을 가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졌으며 대

부분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을 분리하여 적용 후 각각의 

단편적인 근기능을 측정한 연구로 국한되어 진행되었다(김종순, 2001; 정연우 등, 

2003; 윤은희, 2003; 한상완 등, 2001). 또한 양승훈(2004)의 연구는 요부안정화

운동과 다양한 운동요법을 비교 연구하여 요부안정화운동이 요추부의 기능개선에 

기존의 운동법들과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며, 박미애 등(2005)의 연구에서는 운동면

의 차이에 따른 단편적인 근기능의 차이를 연구하여 안정ㆍ불안정면의 차이가 근기

능의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요통환자로 국한

되어 산업체 근로인력으로 특화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실험적 규명

이 도수적인 이학적 검사를 통한 근기능 검사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요부안정

화운동에 따른 통증과 관련된 실제적인 다면적 운동기능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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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 . . . 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체 만성요통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하여 Norris(2000)의 요부안정

화운동 프로그램을 안정지면에서의 운동은 매트, 불안정지면에서의 운동은 Gimball

로 실시하여 통증과 운동능력의 상호작용을 두 운동지면의 특성에 따라 정량화된 

기구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체 만성요통환자의 통증감소를 위한 현실적이

고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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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 .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AAAA . . . . 요부안정화운동요부안정화운동요부안정화운동요부안정화운동

요통환자를 위한 운동치료법은 20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초기에 

대부분의 요통환자 치료법으로 침상안정을 선택하였으나 1950ㆍ60년대에는 요추

의 굴곡자세가 이상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여 윌리엄 굴곡운동을 주로 시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멕켄지 신전운동이 실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 척추분절

의 불안정성에 치료초점을 맞추어 척추분절 조절과 안정성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추 주위 근육의 특별한 훈련을 실시하는 요통의 새로운 

운동치료법으로 요부안정화운동법을 시행하였다(김종순 등, 2001).

  Magee(1999)는 안정화에 대한 정의를 사람이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관절에서 

크고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요부의 안정성은 수동

적 세부체계(passive subsystem), 능동적 세부체계(active subsystem), 신경성 세

부체계(neural subsystem)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Panjabi, 1992), 수

동적 세부체계는 척추 뼈나 관절, 추간판, 인대, 관절낭 등과 같은 불활성(inert) 조

직으로 안정성에 있어서 중립위일때 수동적 세부체계가 가장 적은 부분을 담당하

며 주로 관절가동범위의 끝 범위에서 안정성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능동적 세부체

계는 근육이나 건과 같은 수축성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지지(dynamic support)를 담당한다. 이 체계의 주역할은 힘의 전달이며 척추체나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 체계

는 관절에 견고함을 증가시켜 주는데 근육의 최대 수의수축능력(MVC)에 25% 이

하로도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McGill, 1998). 만일 한 관절에 과소운동성

(hypomobility)이 있게 되면 주위 관절에는 보상작용으로 과대한 스트레스나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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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hypermobility)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대운동성과 과다 사용 때문에 근피로

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정이 발생한다. 신경성 세부체계는 중추신

경계와 고유수용감각기들에 의해 구성되는데 근육이 신장되어 있을 때 감마운동신

경은 근방추의 추내근을 조절하여 근육이 활성화되는 근섬유의 수를 조절하게 된

다. 이중 능동적 세부체계와 신경성 세부체계에 대한 운동치료는 재활과 예방적 차

원으로서도 중요하며 이미 발병된 척추의 기능장애를 줄여주는데 유용하다. 요부안

정화운동은 이 두가지 형태의 안정화 개념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다(Panjabi, 1992). 

이를 통해 얻어지는 복부근과 요추부 다열근의 협력수축은 기능적 과제수행 시에

나 척추가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요추 각 분절의 안정성을 증대시켜 주는 

동적 복대(dynamic corset)의 역할로서 중요하다(정연태, 2000). 따라서 안정화운

동의 목적은 근육과 움직임 조절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현재 요통환자 치

료의 필수적인 접근방법이 되었다(Magee, 1999).

 사람이 자신의 체간의 올바른 정렬을 인식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동

감각(kinesthesic sense)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운동감각은 피부나 근육 그리고 관

절에 분포되어 있는 감각수용기로부터 얻는 감각 입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Maffeyward 등, 1996). 만성요통환자의 운동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며 치료적 운

동은 반드시 그 환자의 문제점과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Johansen 등, 1995). 이러한 안정성운동은 환자 스스로가 트레이닝이 필요한 근

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능동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획득된다(김선엽, 2001).

BBBB . . . . 요부안정화에 요부안정화에 요부안정화에 요부안정화에 관여하는 관여하는 관여하는 관여하는 근육체계근육체계근육체계근육체계

 Norris(1995)는 능동적 기전을 포함하는 요추의 안정화체계는 근육들에 의해 제

공되어지며 근육은 정상적인 척추의 움직임을 생성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요부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은 크게 광역 근육계와 국소 

근육계로 분류할 수 있다(Bergmark, 1989). 광역 근육계는 복직근, 외복사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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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늑근의 흉추부로 구성되고 큰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척추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체간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척추분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국소 근육계는 복횡근, 내복사근의 후부섬유, 요부 다열근으로 구성되고 요

추에 직접 부착되는 근육들로 국소안정성을 제공한다. 복횡근, 내복사근, 요부 다열

근은 정립자세(upright posture)와 능동적인 척추 움직임이 발생할 때 척추분절을 

안정화시켜 요추에 직접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요부 다열근은 

개개의 요추분절들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다(Aspden, 1992). 요부 다열근에 의한 척

추 안정화 기능은 요통의 발생으로 빠르게 상실되며 초음파 영상으로 이 근육을 

관찰해 보면 병변의 동측에서 약화가 일어나며(Hides, 1994), Hides 등(1996)은 

다열근과 복횡근이 요통과 요추의 안정성이 감소되어 있을 때 더욱 약화가 심했다

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사근과 복횡근은 thoracolumbar fascia(TFL)기전에 

이들 근육이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과 내압을 강화해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Nouwen, 1987). Hodges와 Richardson(1996)은 많은 

체간근이 척추를 보호하며 안정화에 관여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횡근의 역할은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 근육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골반경사 동작 시 하부 복직근과 둔근은 작용되어지지만 다열근의 활성은 감소된

다(Richardson 등, 1992). 따라서 척추안정화 운동법은 복직근 하부 성분과 둔근

의 일부 성분이 작용에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골반경사를 교정하는 것이 안정

성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운동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들 모든 근

육이 각각의 역할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요추의 안정성은 요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

육들의 협력수축을 촉진시킴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Richardson 등, 1990). 요추부 

안정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법은 근육 각각의 성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육의 

협력수축 기전을 고려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심부 복근과 요부 다열근의 동시수축은 요추에 동적 보조기로 작용하고 척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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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무관하게 척추 중립자세의 유지와 기능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 척추 분절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요부안정화 운동치료법을 통한 요부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의 

수축형태는 운동의 반복을 통해 감각 되먹이기와 척추가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성을 위한 자극을 제공하고 척추에 기억심상(engram)을 강화하여 이렇게 

기억된 동시 수축의 형태는 결국에는 일상생활동작과 습관적인 자세에 의식적인 

조절없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김선엽, 1998; 배성수 등, 1999). 그러므로 

요부안정화 운동치료법은 환자가 자세적으로 불안정한 힘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과 

척추가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자세인 척추 중립자세를 

유지하도록 안정성 유지의 3대 체계인 능동, 수동, 신경조절 조직의 조화로운 작용

을 가르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CCCC . . . . 중립지대중립지대중립지대중립지대(neutral (neutral (neutral (neutral zone)zone)zone)zone)

 중립지대란 척추가 수동적인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가 매우 적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때 척추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부위를 말한다(Panjabi, 1992). 중

립지대는 분절사이에서 손상과 추간판 퇴행을 가진 환자들에서 증가되고(Panjabi 

등, 1989; Mimura 등, 1994) 분절운동을 유발하는 근육이 작용하면 중립지대 범

위는 감소한다(Panjabi 등, 1989; Wilke 등, 1995). 이 지역은 척추가 안정성을 유

지하는데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이 지대의 증가는 척추부의 손상이나 

근력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척추 불안정성과 요통으로 인해 야

기될 수도 있다. 이 부위는 골극 형성이나 수술적 고정 또는 근력의 강화를 통해 

생리학적인 운동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 척추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소(local)근육

들이 중립지대 내에서 분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risco와  Panjabi , 1990). Wilke(1995) 등은 요추 4-5번 분절이 중립지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2/3이상을 다열근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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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III . . . .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AAAA . . . .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K산업체 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근로자 

중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운동참여를 권유받은 자

⑵ 3개월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현재 요통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자

⑶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⑷ 척추추간판 탈출로 외과적 수술경험 또는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이 있

는 자와 악성 종양이나 대사성 질환이 있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반응 등

의 조직손상이 있는 자, 고혈압, 당뇨 등이 없는 만성요통 근로자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7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1주간 실시하였는데 실험기간보

다 연구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K산업체가 3교대로 근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일 치

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고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선정하기가 어려

웠기 때문이다.

BBBB . . . . 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실험방법

 선정된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집단간의 차이를 없

애기 위해 무작위로 1군과 2군으로 분류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근력, 지

구력, 유연성, 균형능력, 통증정도를 측정한 후 1군에는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

화운동을 실시하고 2군에서는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을 실시하였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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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주 5일 6주에 걸쳐서 실험하였다. 3주 후와 6주 후에 대상자들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근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능력, 통증정도를 재측정하였다.

재활센터의 특성상 운동만을 할 수가 없어 온습포를 이용한 온열치료 30분, 간섭

파치료기를 이용한 15분 간의 전기치료,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심부열치료 3분

을 부가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자 선정에 연구자의 개인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기 위하여 연구대상에 해당하

는 근로자가 재활센터에 면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면 <Table 1>와 같은 방법으

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실험을 하였다.

Tab Tab Tab Tab 1. 1. 1. 1.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Determine method method method method of of of of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group group group group on on on on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subjectsubjectsubjectsubject

                 <unit : number>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LSE LSE LSE LSE 

on on on on Stable Stable Stable Stable 

LSE LSE LSE LSE 

on on on on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2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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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 . . . . 측정항목 측정항목 측정항목 측정항목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배근력은 NURYTEC사의 배근력 측정기(TF-300-9)를 이용하여 다리를 어깨넓이

로 하고 고개를 들며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는 앞으로 30° 정도 구부린 상태로 

손잡이를 조절한 후 상방향으로 끌어올리게 하여 측정하며 특히 허리부분 상해 위

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실시하였다. 총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록하였다.

근지구력은 NURYTEC사의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TF-300-10)를 이용하여 윗몸

일으키기를 실시하여 측정하였다. 총 2회를 측정하여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록하

였다.

유연성은 NURYTEC사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TF-300-12)를 이용하

여 무릎을 편 상태로 앉아 상체를 천천히 굽혀 피검자의 중지 끝이 2초정도 멈춘 

지점의 측정기구 눈금을 읽어 기록하였다. 총 2회 측정하여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록하였다.

균형능력은 NURYTEC사의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TF-300-18)를 이용하여 다

리를 어깨넓이로 벌리고 양 팔을 벌린 자세에서 눈을 감고 한쪽 발을 지면에서 땐

다. 양쪽 발을 모두 측정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하였다.

 통증은 대상자의 요통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Scott and Huskisson(1979)이 개발

한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통정도를 0-10㎝의 선

에 표시하도록 하고 측정한 길이를 통증의 지표로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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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운동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운동프로그램

a . 교각운동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90° 굴곡하여 발을 바

닥에 놓고 요부의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관절 신전력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일

으켜 세워 자세를 유지한다.

b . 한쪽 다리 발 교각운동

 바로누운자세에서 무릎을 신전하여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 발을 놓고 팔은 

외전하여 바닥에 놓는다. 한쪽 다리의 뒤꿈치는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을 누르

면서 엉덩이를 들어올려 요부의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의 무릎은 약간 

구부리면서 들어올려 자세를 유지한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실시한다.

c . 네발기기 자세에서 다리 들기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서 네발기기 자세로 요부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한

쪽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린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실시한다.

d . 엎드려 유지하기

 두 팔을 아래로 내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 아래 부분만 안정지면 또는 불안

정지면에 놓는다. 요부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팔을 전ㆍ후방으로 움직인다.

e . 엎드려 한쪽다리 들기

 두 팔을 아래로 내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 아래 부분만 안정지면 또는 불안

정지면에 놓는다. 요부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를 무릎은 신전상태로 고

관절은 15°신전되도록 다리를 들어올려 유지한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실시한다.

f. 앉아서 무릎 올리기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서 똑바른 자세로 앉아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두 

다리는 둔부와 무릎을 굴곡하여 자세를 유지한다. 한쪽 다리는 이 자세를 유지하면

서 반대쪽 다리의 무릎은 90°, 고관절은 120°까지 굴곡하면서 위로 들어 올린다. 

양쪽 다리를 교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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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앉아서 팔과 다리운동

 안정지면 또는 불안정지면에서 똑바른 자세로 앉아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두 

다리는 둔부와 무릎을 굴곡하여 자세를 유지한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한쪽 다리

와 팔을 동시에 위로 들어올린다. 양쪽을 교대로 실시한다.

DDDD . . . .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3.0 ver. for window
Ⓡ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안

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과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의 일반적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집에서의 운동여부와 흡연여부에 따른 두 요부안정화운동군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실험군의 운동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측정변인에 대한 차이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값 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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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AAAA . . . .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연령은 35~54세이며 평균 연령은 

43.61±5.56세이고, 평균 신장은 172.83±4.86㎝, 평균 체중은 72.92±7.59㎏, 근

무경력은 16.28±6.08년, 통증기간은 4.28±2.76년으로 통계학적으로 안정지면에서

의 요부안정화운동군과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의 나이, 신장, 체중, 근

무경력, 통증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과 불안정지면에

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의의 흡연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집에서의 운동여부는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과 불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Tab Tab Tab Tab 2. 2. 2. 2. The The The The general general general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study study study study subjects(N=18)subjects(N=18)subjects(N=18)subjects(N=18)

                                                              (mean±SD)

    

Stable(N=9)Stable(N=9)Stable(N=9)Stable(N=9) Unstable(N=9)Unstable(N=9)Unstable(N=9)Unstable(N=9) p-valuep-valuep-valuep-value

Age(years)Age(years)Age(years)Age(years) 043.8±5.9 043.4±5.5 0.723

Height(Height(Height(Height(㎝㎝㎝㎝)))) 171.9±4.6 173.8±5.2 0.627

Weight(Weight(Weight(Weight(㎏㎏㎏㎏)))) 073.8±8.5 072.1±7.0 0.627

Work(years)Work(years)Work(years)Work(years) 016.1±6.7 016.4±5.8 1.000

Pain(years)Pain(years)Pain(years)Pain(years) 004.0±3.1 004.6±2.6 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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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 Tab Tab Tab 3.  3.  3.  3.  The The The The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influence of of of of smoking smoking smoking smoking & & & & home home home home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Unit : number)

    Fisher′s exact test : p-value 1.0

StableStableStableStable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TotalTotalTotalTotal

SmokingSmokingSmokingSmoking
Yes frequency(%) 7(77.8%) 8(88.9%) 15(83.3%)

No frequency(%) 2(22.2%) 1(11.1%) 03(16.7%)

ExerciseExerciseExerciseExercise
Yes frequency(%) 4(44.4%) 3(33.3%) 07(38.9%)

No frequency(%) 5(55.6%) 6(66.7%) 11(61.1%)

Total frequency(%) 9(100%) 9(100%) 1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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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 . . . .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시 시 시 시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배근력의 배근력의 배근력의 배근력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배근력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배근력도 점차 증가하였다<Table 5>.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배근력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배근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시간에 따른 각 운동군간의 배근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운동군간의 배근력의 변화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 Tab Tab Tab 4. 4. 4. 4.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muscle muscle muscle muscle strength strength strength strength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on on on on LSELSELSELSE

                                                              (Unit : kg)

   mean±SD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ab Tab Tab Tab 5. 5. 5. 5. The The The The result result result result of of of of repeated repeated repeated repeat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ANOVA ANOVA ANOVA ANOVA on on on on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muscle      muscle      muscle      muscle      

                                            strengthstrengthstrengthstrength

   

PrePrePrePre 3Week3Week3Week3Week 6Week6Week6Week6Week

StableStableStableStable 62.8±24.0 67.6±23.3 73.2±23.5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81.8±31.4 83.6±21.7 84.5±25.0

DFDFDFDF SSSSSSSS MSMSMSMS FFFF p-valuep-valuep-valuep-value

TimeTimeTimeTime 1    393.4 196.7 3.7    0.037
*

Group*TimeGroup*TimeGroup*TimeGroup*Time 1    135.5  67.8 1.3    0.30

GroupGroupGroupGroup 1   3212.5  10.7 1.8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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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 . . . .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시 시 시 시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지구력의 지구력의 지구력의 지구력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지구력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지구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지구력의 변화를 반복측정분

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지구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

간에 따른 각 운동군간의 지구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운동군간의 지구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 Tab Tab Tab 6. 6. 6. 6.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endurance endurance endurance endurance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on on on on LSE   LSE   LSE   LSE     

                                                       (Unit : frequency)

   mean±SD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ab Tab Tab Tab 7. 7. 7. 7. The The The The result result result result of of of of repeated repeated repeated repeat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ANOVA ANOVA ANOVA ANOVA on on on on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enduranceenduranceenduranceendurance

   

PrePrePrePre 3Week3Week3Week3Week 6Week6Week6Week6Week

StableStableStableStable      19.3±13.9      23.6±15.4      28.9±16.6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25.9±11.5      34.8±09.7      38.8±09.1

DFDFDFDF SSSSSSSS MSMSMSMS FFFF p-valuep-valuep-valuep-value

TimeTimeTimeTime 2    1144.2 0572.1 26.0 0.000
*

Group*TimeGroup*TimeGroup*TimeGroup*Time 2    0052.0 0026.0 01.2 0.320

GroupGroupGroupGroup 1    1148.2 3212.5 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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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 . . .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시 시 시 시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유연성의 유연성의 유연성의 유연성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유연성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유연성도 점차 증가하였다.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유연성의 변화를 반복측정분

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유연성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

간에 따른 각 운동군간의 유연성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운동군간의 통증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 Tab Tab Tab 8. 8. 8. 8.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flexibility flexibility flexibility flexibility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on on on on LSE LSE LSE LSE     

                                                             (Unit : cm)

   mean±SD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ab Tab Tab Tab 9. 9. 9. 9. The The The The result result result result of of of of repeated repeated repeated repeat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ANOVA ANOVA ANOVA ANOVA on on on on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flexibilityflexibilityflexibilityflexibility

   

DFDFDFDF SSSSSSSS MSMSMSMS FFFF p-valuep-valuep-valuep-value

TimeTimeTimeTime 01 514.0 0257.0 26.1 0.000
*

Group*TimeGroup*TimeGroup*TimeGroup*Time 14 002.3 0001.1 00.1 0.892
*

GroupGroupGroupGroup 01 281.1 1148.2 01.0 0.348
*

PrePrePrePre 3Week3Week3Week3Week 6Week6Week6Week6Week

StableStableStableStable 3.3±11.1 06.0±11.4 10.9±9.5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7.7±10.4 11.1±10.5 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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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 . . . .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시 시 시 시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균형능력의 균형능력의 균형능력의 균형능력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균형능력은 점

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

서의 균형능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균형능력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균형능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각 운동군간의 균형능력의 변화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운동군간의 균

형능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 Tab Tab Tab 10. 10. 10. 10.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ability ability ability ability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on on on on LSE         LSE         LSE         LSE         

                                                                                                                                                                                                                                                        (Unit : sec)

   mean±SD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ab Tab Tab Tab 11. 11. 11. 11. The The The The result result result result of of of of repeated repeated repeated repeat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ANOVA ANOVA ANOVA ANOVA on on on on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balance balance balance balance abilityabilityabilityability

   

DFDFDFDF SSSSSSSS MSMSMSMS FFFF p-valuep-valuep-valuep-value

TimeTimeTimeTime      1 3614.5 1807.2 20.6 0.000
*

Group*TimeGroup*TimeGroup*TimeGroup*Time     16 1231.2 0615.6 07.0 0.003
*

GroupGroupGroupGroup      1 1462.2 1462.2 01.9 0.186
*

PrePrePrePre 3Week3Week3Week3Week 6Week6Week6Week6Week

StableStableStableStable     09.6±04.9     14.4±07.3     18.1±07.9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10.1±10.0     21.8±21.0     4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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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 . . . .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요부안정화운동 시 시 시 시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지면상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통증의 통증의 통증의 통증의 차이 차이 차이 차이 분석분석분석분석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시각적 상사척

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시각적 상사척도도 점차 감소하였다. 운동군간 측정시기에 따른 시각적 

상사척도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시각적 상사척도의 변화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각 운동군간의 시각적 상사척도

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볼 때 각 운동군간의 시각적 상사척도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 Tab Tab Tab 12. 12. 12. 12.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pain pain pain pain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floor floor floor floor type type type type on  on  on  on  LSE LSE LSE LSE 

                                                           (Unit : Scale)

   mean±SD

   LSE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ab Tab Tab Tab 13. 13. 13. 13. The The The The result result result result of of of of repeated repeated repeated repeat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measured ANOVA ANOVA ANOVA ANOVA on on on on change change change change of of of of painpainpainpain

   

PrePrePrePre 3Week3Week3Week3Week 6Week6Week6Week6Week

StableStableStableStable 8.3±0.7 7.2±0.7 5.7±1.2

UnstableUnstableUnstableUnstable 8.0±0.5 6.3±0.7 4.2±1.2

DFDFDFDF SSSSSSSS MSMSMSMS FFFF p-valuep-valuep-valuep-value

TimeTimeTimeTime 1 94.0 047.0 78.4 0.000
*

Group*TimeGroup*TimeGroup*TimeGroup*Time 1 02.8 001.4 01.3 0.115
*

GroupGroupGroupGroup 1 10.7 281.1 09.5 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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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 . . . 논  논  논  논  의의의의

 척추의 안정성이란 정적인 상태의 균형유지의 의미보다는 안정적이며 연속적인 

움직임 상태를 의미하며(Orgon 등, 1997), 인체중심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근육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적 자세전

략을 이용하여 안정적 자세를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신체의 중앙부위로 이동시킨

다(Shumway-Cook & Woollact, 1995). 그러나 근ㆍ골격계의 병변이 발생하면 척

주골격근 및 척주골격계의 근․관절 균형을 유지시킬 수 없도록 유도되어 정상적인 

신체정렬은 파괴되고 인체가 중력을 극복하고 수직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은 증가된다(Shumway-Cook & Woollact, 1995). 그 결과 인체의 좌우 골

격근의 불균형은 더욱 악화되어 요통 발생의 주요인이 된다(문상은, 2003).

 이러한 이유로 요부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요통의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

며(Luoto 등, 1998), 인체는 요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척추 주위의 근육들

과 건들로 구성되는 능동조직과 척추, 추간판, 추간관절, 그리고 인대로 구성되는 

수동조직 그리고 능동조직과 수동조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척추 안정성 유지를 

위한 척추 주위의 근육들의 유기적인 작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근육의 균형적 조절

을 위한 신경조절 조직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Panjabi, 1992). 또한, 근골격계적 

측면에서의 요추의 안정성은 표층의 광역근육계와 심부의 국소근육계 간의 협응된 

동원에 의해 얻어지며, 광역근육계는 운동성은 물론 안정성을 위해 척추의 견고함

을 제공하고 국소근육계는 척추 분절간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O′Sullivan, 

2000). 요통환자에 있어 체간 표층근육인 광역근육계는 증가된 활동을 보이는 반

면 심부의 국소근육계는 감소되거나 지연된 활동을 보이게 된다(Ferreira 등, 

2004). 특히 요통환자들은 복횡근과 요추 다열근의 감소된 활동을 나타낸다(Hides 

등, 1996; Ferreira 등, 2004).

 요부안정화운동이란 척추구조에 역학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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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골격근의 균형, 특히 척추 굴곡근과 척추 신전근의 균형을 유도하여 척주 및 체

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체간의 자세조절에 기여하는 안정근과 심부의 

복부근육들의 기능을 회복시켜 척추의 내재조직이며 통증 민감성 조직인 인대와 

관절낭의 자극전달을 감소시킴으로써 요통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다(Kisner & 

Colby, 1989).

 특히, 요부안정화운동은 만성요통환자의 기능적 회복 개선에 효과가 탁월한 치료

법으로 알려져 있으며(Hides 등, 1996), 기능적 활동들을 하는 동안 광역근육계와 

복횡근, 횡격막, 요부의 다열근과 같은 국소근육계의 국소근육계 사이에서 협응된 

운동단위동원을 촉진하여 요추의 분절운동의 동적 안정성 유지하여 요통을 조절한

다(정연우, 2003). 

최근 지면의 상태에 따른 운동의 기능적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

으며, 특히 안정지면과 불안정지면에서의 운동결과적 비교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hields & Heiss, 1997; 박미애 등, 2005).

  안정지면에서의 운동이란 열린사슬운동의 한 형태로 운동이 일어나는 관절을 중

심으로 근위부 분절이 고정된 상태로 원위부 분절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

하며, 운동이 일어나는 원위부 지절에 체중부하가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운동은 주로 근력강화와 지구력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근육들의 개별적인 

훈련 시에도 사용된다(김택연, 2005). 

  불안정지면에서의 운동이란 닫힌사슬운동의 한 형태로서 원위부 지절이 고정된 

상태로 일어나는 운동이며 원위부 지절에 체중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이 운동법은 대개 안정성, 근력, 지구력 강화와 감각-운동조절훈련 시에 

사용되며, 기능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이용되며 운동 시에 관절내

에 압력이 증가되어 안정성이 향상되고 운동이 일어나는 관절 주위의 주동근과 길

항근이 협력수축을 일으켜 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단력(shear forces)을 최소

화시켜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김선엽, 1998).  Gimball 운동 또한 동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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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운동의 하나로써 근력과 유연성, 균형과 협응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공

에 몸을 기댈 때 균형을 유지하려는 고유수용성 감각이 강한 자극을 받아 반사신

경, 지각능력, 균형감각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법이다(김권영 등, 

2006).

  만성요통은 체간의 굴곡근보다 신전근의 근력저하가 뚜렷하고(Mayer 등, 1989), 

지구력 감소, 유연성의 감소 및 균형능력의 제한을 주게 된다(Luoto 등, 1998). 이

러한 이유는 척추 주변근이 단면적으로 감소되고(Cooper 등, 1992), 근위축이 발

생하여 결국 요부 근력과 근지구력이 감소함으로서 요부 안정성이 결여되어 발생

한다(김명준, 2004). 또한, 부하상태에서 척추의 완전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안정상

태에서 기능적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안정상태에서의 움직임은 적은 

부하에서도 척추의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고 움직임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이게 되어 운동의 양적, 질적 감소를 나타낸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요통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드는 작업 시 가장 흔히 발생한

다. 이외에도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 때 많이 발생하며 물건을 밀거나 운반작업 중 

또는 물건을 아래로 내릴 때, 장기간 일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진동에 노출되

는 경우, 단순반복작업에 의한 누적외상성손상에 따라 요통이 발생한다(Pope 등, 

1991; 김선엽, 1998). 그러나 요통은 일반적인 근골격신경학적인 해부생리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단순반복적인 작업과정동안 업무에 대한 자기 조절능력의 결여, 자

신감의 결여, 동료들 간이나 상사와의 사회적인 지지도의 부족 등과 같은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이러한 경우 요통의 정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Buckle 등(1980)은 요통의 원인은 물리적, 사회ㆍ심리적, 개인적 요

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주관적인 증상으

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작업과의 관련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이라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태의 차이에 따른 요부안정화운동이 산업체 근로자의 통증



- 30 -

과 관련한 운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체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근력, 지

구력, 유연성, 균형 능력 측정에 의해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요부유연성 측정실험에서는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 운

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배근력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

의 요부안정화 운동군도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배근력도 점차 증가하였다. 

두 군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군 및 군간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남건우 등(2005)은 요부안정화운동을 실시한 군과 보존적 물리치료를 

실시한 군의 근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요부안정화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

고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박미애 등(2005)은 요부안정화운동을 안정지면

과 불안정지면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윗몸일으키기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

두에서 향상되었으나 불안정지면에서 운동군이 더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와도 부

분적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연성에 대한 결과도 정연우와 배성수

(2004)는 비특이성 요통환자 각 20명에게 요부안정화운동, 도수치료, 그리고 기구

를 이용한 치료를 4주간, 주 3회, 1일 50분간 각각 실시한 결과 요부안정화운동이 

요추부 관절가동범위를 향상시켰다고 보고와 박미애 등(2005)은 4주간, 주 5일, 1

일 30분간 볼을 이용한 요부안정화운동을 실시하여 체간의 전방 굴곡이 향상되었

다고 보고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병곤 등(2004)의 연구에서 운동 전후 

EMG비교에서 근력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와 Koumantakis 등(2005)의 

요부안정화에 따른 운동기능의 변화차가 없었다는 보고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산업체 근로자의 만성요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작업에 

따른 근육의 연속사용으로 인해 근력 및 지구력, 유연성이 유지되었다고 사료되며, 

산업체 근로자의 요통은 물리적 측면의 발병보다는 사회ㆍ심리적, 개인적 요인에 

따른 발병이 더욱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균형능력의 측정실험에서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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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주에서의 균형능력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불안정지면에서도 요부안정화운동군

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균형능력도 점차 증가하였고, 통증 수준의 측정에

서는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시각적 상사척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불안정

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군은 운동실시 전, 3주, 6주에서의 시각적 상사척도도 

점차 감소하게 나타났다. 또한 두 실험 모두 군간의 비교에서 불안정지면에서 균형

능력의 증가와 통증의 감소가 안정지면에 비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iao등(1997)은 정적인 서기 자세보다는 동적인 균형 훈련이 보행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와, Hocherman 등(1982)은 정적인 대칭적 서기보

다는 움직이는 판(plateform)을 이용하여 체중 이동 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환측 하

지의 체중 부하가 증가되었다고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Howard(1995)의 관절인지

감각과 불안정 발판에서의 연구에서 고정된 지면이 아닌 불안정한 지면에서의 

3psi와 5psi의 지면 안정도를 다르게 하여 균형지수를 측정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지면이 불안정할수록 균형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통증의 결과는 이은영(2003)의 만성요통환자의 치료를 위한 Gimball운동에서도 통

증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경혜(1996)의 만성요통환자에게 요가운동을 4주간 실

시하여 그 효과를 시각적 사상척도를 측정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outo 등(1998)은 한발서기 검사에서 요통이 심한 환자

들이 정상인보다 자세안정성이 저하되었다는 보고와 양대중(2003)의 정상인보다 

요통환자의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이 저하되었다는 보고에서와 같이 요통환자는 

균형능력의 이상이 발생하며 요부의 불안정지면에서의 안정화 운동이 정상적인 균

형 조절을 위해서 신체가 어떤 특별한 자세를 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동적인 근육 조직의 근 긴장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의 고유수용성 

작용을 통하여 균형유지에 유리한 외적 감각 자극과 내적 자극을 척수, 뇌간, 소뇌, 

기저핵, 대뇌 피질 등으로 전달시켜 구심성 감각 입력의 수용과 조직화된 움직임의 

계획 지시된 명령이 상위에서 하위 운동 신경원으로 전달되는 원심성 운동을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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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실행시켜(황성수, 1997) 신체 균형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근의 밸런스가 

척추근의 부하를 균등하게 분배시킴으로서 단일근육의 부하를 줄여 통증을 감소시

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업체 근로자의 만성요통은 근력이나 근지구력, 유연성과 같

은 근기능에 국한된 통증이 아니고, 신체 균형 감소에 따른 근밸런스의 치우침이 

산업체 요통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 운

동이 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운동보다 더욱 균형능력을 향상시켜 척추주위근육

들의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서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만성요통을 호소하는 근로자 중 본 연구의 선정기

준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만성요통 

환자들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만성요통환자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기간 중 대상자의 신체ㆍ심리적 상

태 및 여타 질환에 대한 사항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개인의 체력상태, 생활

습관, 운동능력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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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VIVI .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태의 차이에 따른 요부안정화운동이 산업체 근로자의 통증

과 관련한 운동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체 만성요통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안

정지면 요부안정화운동군과 불안정지면 요부안정화운동군으로 9명씩 할당하여 근

력, 지구력, 유연성, 균형 능력, 통증 수준 측정에 의해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1. 요부안정화운동에 따른 배근력 측정실험에서 두 군 모두 운동실시 전, 3주, 6주

에서의 배근력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2. 요부안정화운동에 따른 지구력 측정실험에서 두 군 모두 운동실시 전, 3주, 6주

에서의 지구력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3. 요부안정화운동에 따른 유연성 측정실험에서 두 군 모두 운동실시 전, 3주, 6주

에서의 유연성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p>.05).

4. 요부안정화운동에 따른 균형능력 측정실험에서 두 군 모두 운동실시 전, 3주, 6

주에서의 균형능력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시간 및 운동군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5. 요부안정화운동에 따른 통증수준 측정실험에서 두 군 모두 운동실시 전, 3주, 6

주에서의 통증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시간변화의 영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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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태에서 운동군간의 통증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업체 근로자의 만성요통은 근력이나 근지구력, 유연성과 같

은 근기능에 국한된 통증이 아니고 신체 균형 감소에 따른 근밸런스의 치우침이 

산업체 요통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불안정지면에서의 요부안정화 운동이 안정

지면에서의 운동보다 더욱 균형능력을 향상시켜 척추주위근육들의 부하를 감소시

킴으로서 통증을 감소시킨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산업체근로자 만성요통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에서의 다양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부안정화운동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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