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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HHHeeeaaalllttthhhfffuuulllaaannndddPPPhhhyyysssiiicccaaalll
                                             EEEddduuucccaaatttiiiooonnn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HHHeeeaaalllttthhhSSSccciiieeennnccceee
                                             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two type of therapeutic 

exercise by applying them to low back pain patients with the normal lumbar lordosis 

sustained and examined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during the program.     

One was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hich improves lumbar strength and pain relief 

to patient with actively building up the deep tissue of lumbar. The other was 

stretching exercise applied to tensed and shortened muscles close to lumbar.

 This program was held toward 30 patients in 30~55 yrs old who visited the 

rehabilitation-center in manufacturing business area located on Gwangju to ask their 

low back pain. We separated three groups with different therapeutic exercise; one with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nother with stretching exercise, the other with both 

exercises. All groups took the modalities at the same time. Each exercise was held 

once a day, 3 days a week for 6 weeks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exercises by checking the change of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Lumbar muscle strength was measured by AS-Med and pain 

strength was estimated by VAS.

 

 The result of the program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list;

  1)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contributes higher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p<.05).

  2) Stretching exercise improves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p<.05). 

  3)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 stretching exercise leads higher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p<.05).

  4) Lumbar muscle strength in Group with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h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Group with stretching exercise (p<.05).

  5) Pain reliefin Group with stretching exercise h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Group with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p<.05).



  This study shows all of the groups experience the effect that leads higher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Especially, There is higher lumbar muscle strength in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nd higher and pain relief in stretching exercise. 

 Therefore ideal intervention to improve lumbar muscle strength and pain relief for 

patients is both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nd stretching exercis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o maintain normal lumbar lordosis by strengthening muscles and 

ligament close to lumbar and stretching exercise to reduce stress of lumbar by 

relaxing the joints and soft tissues close to lumbar.

Key Key Key Key words words words words : : : : Lumbar Lumbar Lumbar Lumbar lordosis, lordosis, lordosis, lordosis, Lumbar Lumbar Lumbar Lumbar stabi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exercise, exercise, exercise, exercise, Stretching Stretching Stretching Stretching exercise.exercise.exercise.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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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요통은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으로 

전 인구의 80%이상이 일생 중에 한 번쯤은 요통을 겪게 된다고 한다(Anthony, 1995). 요통

의 초기 증상은 요천추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통증이 심할 때는 자세를 바꾸거나 호흡하

기 곤란할 때도 있다. 이러한 통증은 천장관절부위, 둔부, 서혜부, 혹은 대퇴부위쪽의 관련통

으로 국한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형적인 경우에는 신경근이 자극을 받게 되어 무릎 밑으로 

진행되어 발가락 끝까지 방사되는 방사통을 수반한다. 이렇게 요통과 동반되는 관련통이나 

방사통은 거의 대부분 보존적 치료방법으로 완화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불과 약 

2%에 지나지 않는다(대한정형외과학회, 1998).

 요통이 3개월이상 지속되면 만성요통으로 정의하며, 반복적 치료와 장시간 동안 직업복귀의 

지연 및 상실, 보상과 의료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회 의학적 문제로 이어진다

(Hazard, 1996).  작업 관련 요통의 경우는 전체 산업재해의 약 20~30%정도를 차지하며 노

동력 상실을 초래하는 가장 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요통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 

특성이 있으며 산업재해 환자 중 재발률이 60%로 가장 잘 재발하는 질병이다(Erdil et al, 

1997; Kelsey & White, 1980). 이러한 요통을 현대 의학에서는 수술보다 생활습관의 변화

와 요부근력을 강화하고 척추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인식되

고 있다. 특히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운동에 의해 통증과 근 약화의 상태를 재조정하는 것

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Borts, 1984). 

 요통에 대한 운동요법은 요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고 주변 관절과 연부조직의 유연성 및 

가동성을 증진시켜서 요추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Sahrmann, 

2002). 여기서 요통에 대한 운동법중 최근들어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첫번째로

요추 안정화운동을 들 수 있다. 요통의 원인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기계적(mechanical) 

원인에 의한 통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요추의 불안정성(instability)이 가장 중

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Nachemson, 1985). 그러므로 척추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정성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근육에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한다. 요추 안정화운동은 요통환자에게 

복근의 적절한 수축에 의한 중립자세(neutral position) 취하는 법을 가르치고 평상시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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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요부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요통의 재발을 방지하

는 운동으로 최근 의료 선진국에서는 널리 적용하는 있는 운동이다(Becker et al, 1996). 

 두 번째로는 요추 신장운동이다. 신장운동은 여러 형태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

과 경직, 근육의 약화 현상에 대해서 신경근육계의 협응능력을 높이고 과다하게 사용한 근육

의 통증감소에 효과가 있으며(선우섭 등, 1997), 호흡 순환능력과 환경 적응능력을 향상시킨

다(박혜상, 2001). 또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됨으

로써 근육의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의 감소가 일어나서 근육의 위축과 약증이 초래되는데 이

것을 신장운동으로 이완시키고 강화할 수 있다(김종두, 1999). 포괄적 의미에서 신장운동은 

운동기관 전신의 생리기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만성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우울증이나 불

안, 건강 염려증 같은 심리적 저하와 정신적 긴장 상태를 향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근육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정인숙, 1999). 

 현재 임상에서는 요추에 기계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전통적 운동방법들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운동법은 추간판, 후관절 및 심부 조직들에 반복적인 미세손상(micro 

trauma)과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과거의 검증되지 않은 요통 관련지식들을 여전히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치료비용과 기간을 늘리고 다시 재발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요통환자들에게 요추 구조물들을 보호하고 기계적 부하를 경

감시켜주는 요추 안정화운동과 신장운동을 적용하여 근력과 통증 개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규명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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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문제문제문제문제

  진행할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요추 안정화운동이 요부 근력과 통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2) 요추 신장운동이 요부 근력과 통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3)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이 근력과 통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4) 요부 근력증가와 통증감소에 어느 운동군이 가장 효과적인가?

3. 3. 3. 3.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제한점제한점제한점제한점

1) 연령대별은 30세에서 55세의 남성근로자로 한정하였다.

2) 치료방법은 일반 보존적 물리치료(modalities)를 각 운동군과 함께 병행 실시하였다.

3) 식사 및 약물치료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

4) 모든 시술은 하루 한 번, 주 3회, 6주간 시행하였다.

5) 치료 후의 활동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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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1. 1. 1. 1. 요통의 요통의 요통의 요통의 원인과 원인과 원인과 원인과 치료치료치료치료

  요통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주로 허리의 통증 유발, 근력감퇴, 지구력 감소, 유

연성의 감소 그리고 허리의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을 준다(권혁철, 1993). 요통은 역학적 원인, 

외상에 의한 원인, 생화학적 원인으로 발생되는데, 그 중 추간판의 수핵 탈출과 같은 역학적 

원인에 의한 요통은 돌발적이며 간헐적이고 예리한 아픔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 그 통증은 소실되며 요통은 점차 완화된다. 한편, 허

리 근육이나 척추 관절면에 발생되는 요통은 그 증상이 지속적이며 간혹 염증반응을 나타내

기도 하고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김명회, 1996).

 요통의 발생은 관점과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인 만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상 커브를 늘이거나 줄이는 자세는 연부조직을 신장시켜서 나중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며,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서 체간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는 수핵과 후방 섬유륜벽에 끊임없는 

역학적 자극을 주고 후방 구조물들을 과신장시켜 동통을 유발한다. 요부전만각의 증가는 요

추의 전단력을 발생시켜 척추 후관절에 압박력을 발생하고 퇴행성 변화 및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요통의 발생을 자세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해보면 환자가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보

다는 활동시 어떤 자세를 장시간 지속하였는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Neumann, 

2004). 예를 들면,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학생, 좁은 공간에서 반복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인해서 요추의 생리적 만곡이 소실되고, 그로 인한 척추 

주위 근육의 긴장이나 연축으로 오랫동안 인대가 과신장되어 이차적인 요통이나 추간판의 퇴

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Calliet, 1988). 또한 복근이 약하고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복근

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복부가 튀어나올 만큼 초과된 체중은 골반의 위쪽을 앞쪽으로 

당겨서 전망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요부 근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근피로와 

통증,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요통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침상안정, 온열치료, 요부견인치료, 운동치료, 허리보조기 착용

과 같은 보존적 치료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기간 침상안정을 취하면 근력이 더욱 약화되

거나 관절의 구축이 초래된다. 따라서 신체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시키려면 적절한 운동치

료와 알맞은 허리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한다(김명회, 1996). 통증과 움직임이 개선되기 시작

한다면 정상적인 요부전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능동적 또는 수동적 움직임을 통해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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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손상된 구조물을 찾는다. 그런 후 해당구조물의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서 과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근육이 있다면 신장운동을 실시하고, 압박을 받고 있는 척추 후

관절이 있다면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켜주며, 또한 전후방 전단력에 의한 수핵의 밀림현상

이 있다면 견인을 통한 부하경감을 해주어야 한다(Kaltenborn, 1997).

2. 2. 2. 2. 요추 요추 요추 요추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운동운동운동운동

1) 1) 1) 1) 안정화의 안정화의 안정화의 안정화의 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구성요소

 근육은 힘을 발생시켜 일을 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부위가 움직이게끔 관련된 인

체부위를 안정화(stabilization)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안정화는 중추신경계에서 근육에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함으로 가능해진다. 만일 이러한 부위에 발생된 수축조직이나 비수

축조직 손상은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주어 결국 움직임이나 중력에 대항하여 작용하는 대부

분의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Richardson & Jull.1995). 만일 한 관절부위에 과소

운동성(hypomobility)이 있다면 주위 관절에는 보상작용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대운동성

(hypermobility)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대운동성이나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로를 근육이 적절

히 조절하지 못하게 될 때 불안정성이 발생된다(Moore, 1997).

 척추의 안정화는 세 가지 세부체계(subsystem)로 구분된다. 즉 수동 세부체계(passive 

subsystem)와 능동 세부체계(active subsystem), 그리고 신경성 세부체계(neural 

subsystem)이다(Panjabi, 1992).

 수동 세부체계는 불활성(inert)조직, 즉 척추뼈나 관절, 추간판, 인대, 관절낭 등과 같은 조직

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정성을 의미하며, 중립 지역(neutral zone)에서의 안정성에는 매우 적

은 부분을 담당하며, 주로 관절 가동범위의 끝범위에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다. 능동 세부체계

는 근육이나 건과 같은 수축성 조직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보조를 담당

하게 된다. 이 체계의 주된 역할은 힘의 전달이며, 척추체나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김선엽, 2003). 마지막으로 신경성 세부체계는 중추

신경계와 고유수용감각기들에 의해 구성된다. 척추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외부 반응체계를 수

용하여 수동 세부체계와 능동 세부체계를 원활하게 연결 시킨다.   



- 6 -

                    

                    Fig 1. The spinal stabilizing system(Panjabi. 2003)

2) 2) 2) 2)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역할을 역할을 역할을 역할을 하는 하는 하는 하는 근육근육근육근육

  척추 심부의 구조 가운데 요추의 정상적 이동과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근육은 복횡근과 다

열근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근육은 상호 공동 수축을 통해 척추 주위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다(O'Sullivan 등, 1997). 

 다열근은 척추 심부에 위치한 단일 분절간(intersegmental)근육이라 할 수 있으며, 극돌간근

과 횡돌간근을 따라 위치한다. 이 근육들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매우 빠르며 안

정성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Demoulin, 2007). 다열근은 척추를 후방으로 고정

(rocking)시켜 줌으로써 체간 굴곡시 복근들에 의해 발생되는 척추의 굴곡을 중립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요부 손상시 다열근의 근위축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는데, Hides(1996)등은 요

통환자들에게 다열근의 약화는 절대로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복횡근은 체간의 모든 빠른 동작을 수행할 경우 수축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체간의 움직임

을 일으키는 근육들보다 먼저 수축을 하고(Cresswell, 1994), 배꼽 주변을 내부 장기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시에 활성화 되어진다(Thue, 1997). Hidges와 Richardson(1997)은 요추골

반 부위의 근육에 표면 전극을 이용한 근전도검사를 통해 하지의 운동 중에 근육들의 근수축

활동을 조사한 결과, 복횡근과 다열근이 하지의 어느 근육보다 일차적으로 근수축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하지의 근육들이 적절히 작용하기 위해서는 체

간의 자세를 유지하고 요추부 척추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복횡근과 다열근과 같은 근위부 근

육들이 하지 근육들 보다 먼저 수축하여 안정성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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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중립지대중립지대중립지대중립지대(Neutral (Neutral (Neutral (Neutral zone)zone)zone)zone)

  중립지대란 척추가 수동적인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가 매우 적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

할 때 척추사이에서 운동(intervertebral motion)이 일어나는 부위를 말한다(Panjabi, 2003). 

이 지역은 척추가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 이 지대의 증가는 척추부의 

손상이나 근력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불안정성과 요통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다. Wilke(1995)은 요추 4~5번 분절이 중립지대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2/3이상의 

부분을 다열근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Figure 2. Neutral zone(Panjabi. 2003)

4) 4) 4) 4)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운동의 운동의 운동의 운동의 목적목적목적목적

  요부안정화 운동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이 운동은 수동적인 치료가 아니라 

능동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수동적인 치료가 환자에게 의존감을 갖게 하거나, 동기의식

(motivation)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할 때, 능동운동은 앞서 언급한 단점들을 제거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미세 외상(repetitive microtrauma)을 예방할 수 있다. 즉, 

요추부안정화는 추간판이나 척추 후관절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굴곡자극이나 뒤틀림 스트레스

로 인해 발생되는 퇴행성 변화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운동 프로그램

을 환자에게 가르침으로 환자가 요통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생

활하게끔 한다(김선엽, 1998). 결국, 안정화운동은 척추의 바른 자세와 움직임을 재교육함으

로써 요추에 가해지는 외력을 능동적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반복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윤은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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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신장운동신장운동신장운동신장운동

 Figure 3. Joint & Muscle structure(Evjenth. 1984) 

  근육은 다른 구조물보다 더 많이, 끊임없이 사용과 불사용, 잘못 사용되는 과정에 재적응해

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흔히 근육은 짧아지거나 강직이 오는데, 짧아진 근육은 골막, 건, 근

육으로부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다른 조직이나 분절에 연관통(referred pain)을 일으키

기도 한다. 뻣뻣하고 짧은 근육은 갑자기 세게 수축하게 되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그 근육자체나 건에 손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관계되는 근육이나 근육군을 신장

시켜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Evjenth, 1984). 신장 운동의 원리는 근육의 가벼운 수축 동작

을 유발함으로써 근육의 내압을 높이고, 근육의 율동적 수축과 가벼운 압박으로 정맥중의 혈

류를 가속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의 분배를 좋게 하고 피로 물

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선우섭, 1997). 또한 신장운동은 단순히 유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여러 장애를 예방하고, 동시에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최상의 동작

을 할 수 있도록 협응성(coordination)과 균형감(balance)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힘을 증가시

킨다(정현주, 1999). 짧아지고 뻣뻣한 근육에 의한 혈액순환장애, 부적절한 근육 협응성, 통

증 등은 관절의 기능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되고, 이로써 만성적인 근육의 강직, 수축 및 통

증을 일으켜 운동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신장운동으로 예방

할 수 있다(Janda, 1968). 특히, 고관절부위 근육들은 골반과 생체역학적인 사슬을 이루면서 

근육의 단축과 약증에 따라 골반의 움직임을 변화시켜서 요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Neumann, 2004). 따라서 고관절부위 근육에 대한 신장운동은 요통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

고 회복을 도우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이강우,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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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007년 3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체 근골격 

재활센터에서 요통으로 치료받고 있는 30~55세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환

자들은 척추 골절이나, 관절 및 신경 등에 구조적 이상이 없고 허리 수술 경험이 없는 환자 

그리고 급성기 증상이 없고 척추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환자들로, 실험에 성실하게 참

여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LSEG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SEG: Stretching Exercise Group

LSSEG: Lumbar Stabilization and Stretching Exercise Group

Group N Age(yr) Height(cm) Weight(kg)

LSEG 10 42.5±11.5 172.6±9.5 75.2±11.0

SEG 10 40.9±12.0 173.7±9.0 77.3±10.5

LSSG 10 42.7±12.5 172.4±9.0 7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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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기간 연구기간 연구기간 연구기간 및 및 및 및 절차절차절차절차

  본 연구는 2007년 3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실험은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

업체 근골격 재활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실험을 위해 모든 피험자들에게 실험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험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실험 실시 전에 요부근력과 통증 정도

를 측정하였다. 요부근력은 전방 굴곡과 후방 신전을 등척성으로 3회 실시 후 그 평균값을 

측정하였고, 통증 정도는 모든 피험자들에게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위한 측정표를 나누어

주고 환자 본인의 통증 또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를 0에서 10까지의 범위에서 스스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운동실험이 끝나고 6주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근력과 통

증 정도를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모두 본 운동에 앞서 보존적 물리치료로써 온열치료 15분

과 간섭파치료 15분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운동군들에 대한 운동시행은 1일 1회, 주3회, 

6주간 실시하였다. 

Table 2. Experiment plan

단계 기간 내용 

문헌연구  2006년  자료 조사 및 수집

대상자 선정  2007년  광주 제조업체 근골격 재활센터

사전 검사  2007년  설문지 및 AS-Med 근력 검사

본 검사  2007년  안정화 운동, 신장운동, 안정화+신장운동 

사후 검사  2007년  설문지 및 AS-Med 근력검사

자료 분석  2007년  문헌 및 결과 분석

논문 작성  2007년  논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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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실험기기 실험기기 실험기기 실험기기 및 및 및 및 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측정방법

1) 1) 1) 1) 요추 요추 요추 요추 근력 근력 근력 근력 측정측정측정측정(AS-Med)(AS-Med)(AS-Med)(AS-Med)

  척추 근력의 재활 및 평가장비인 AS-Med를 사용하여 요추굴곡 및 신전근력을 측정하였는

데, 관절 운동을 안정시키고 등장성 수축보다 큰 부하를 가할 수 있는 등척성 수축방법을 이

용하였다(구희서, 1995). 최대 토크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골반과 척추를 

고정하고, 굴곡과 신전 동작을 각 3회씩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최대 근력의 기준치로 하였다. 

상지와 하지의 근육보상작용을 막기 위해서 양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대

퇴부위에는 도수교정용 벨트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Figure 4. AS-Med system for testing & training spinal strength

2) 2) 2) 2) 통증강도 통증강도 통증강도 통증강도 비교비교비교비교(VAS, (VAS, (VAS, (VAS,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시각적 상사척도상사척도상사척도상사척도))))

  통증은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로, 여러 가지 내면적인 요인에 의한 한마디로 정

의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Elton, 1979). 특히, 척추질환

으로 인한 요통은 환자들의 주된 증상이며 또한 치료의 대상이 되므로, 치료 방법의 선택 및 

치료 효과에 대한 판정을 위해 현재 환자가 느끼고 있는 통증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절대 필

요하다 하겠다(한태륜 등, 1993). 요통환자의 통증 평가를 위해 흔히 물리치료실에서 검사하

고 있는 체간의 움직임 검사와 하지 직거상 검사등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판정하는 것은 

환자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통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통증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Million et al,1982). 따라서, 통증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환자가 표현하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객관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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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방되어져 이미 진료실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환자의 통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복희 등,1995).

 현재 임상 또는 통증 연구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통증평가표로는 단순 서술척도(simple  

discriptive scale;SDS),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VAS), 구술적 평정척도

(verval rating scale;VRS) 등의 척도법과 McGill의 통증질문법, Dallas 통증질문법 등과 같

은 질문법 등이 있다(김철 등,1991). 

 통증은 치료 결과의 판정에 있어서도 그 치료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지만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객관화하고 계량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윤은희, 

2003). 이러한 요통에 관한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객관화하고 계량화는 노력은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여 통증 평가를 시도한 Huskisson(1974)이 있었다. 

통증 평가 척도로는 흔히 구술적 평가척도와 시각적 상사척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통증

의 강도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왕진만, 1995; Melzark , 1989). 시각적 

상사 척도는 길이 10cm, 높이 5cm의 수평의 직선이고 양 끝에 “통증없음”과 “못견디게 아

픔”이 적힌 선이다. 통증 척도법으로 높은 재현성(reproducibility)을 보이며 통증 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가장 가치 있

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얻어지는 통증의 강도는 현재 환자가 느끼고 있는 통증 

전체를 대표하는 단편적인 것으로 통증의 여러 양상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Huskisson, 

1974).

 본 연구에서는 각 운동군별로 통증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이고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시각적 상사척도를 

위한 평가지를 나누어주고 환자 본인의 통증 또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위치를 0에서 10까

지의 범위에서 환자 스스로가 표시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운동군별로 치료 실시전과 6주간의 

실험이 끝난 후 통증의 정도를 피험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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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치료 치료 치료 치료 방법방법방법방법

  모든 피험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존적 물리치료(modalities)를 30분간 실시하였다. 온습포로 

표재열치료를 15분간 실시하고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환자가 적당하다고 느끼

는  강도로 15분간 시행한 후 각 운동군별로 20분간 추가적인 운동을 실시하였다.

1) 1) 1) 1) 요추안정화 요추안정화 요추안정화 요추안정화 운동운동운동운동(Lumbar (Lumbar (Lumbar (Lumbar Stabi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Stabilization Exercise)Exercise)Exercise)Exercise)

①①①①    요추 요추 요추 요추 정상만곡정상만곡정상만곡정상만곡(Normal (Normal (Normal (Normal Lordosis)Lordosis)Lordosis)Lordosis)만들기만들기만들기만들기

 요추의 기능부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골반과 요추의 정상 만곡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정상만곡을 상실하게 되면 골반과 요추의 주위 구조에 역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과도한 

부하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Sahrmann, 2004). 이러한 부하와 스트레스는 조직에 염증과 

통증과 같은 지속적인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요통환자에게 정상만곡을 회복 시키는건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Thue, 1997). 

 정상만곡을 만들기 위한 동작 수행시에는 요추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복횡근과 다열

근을 수축시킨 채로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처음 시작자세는 Supine→Sitting→Standing 자

세로 변화를 주면서 실시하였다.

                         

                      Figure 5. Supine with normal lordosis

ⅰ) Supine 

-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면서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하복부를 상방으로 내밀고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그 자세를 3초간 유지하고 원위치하여, 총 30~35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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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Sitting with normal lordosis

ⅱ) Sitting 

- 고관절을 9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서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양손은 골반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그 자세를 3초간 유지하고 원위치하여, 총 30~35회를 실시한다.

                      Figure 7. Standing with normal lordosis

ⅲ) Standing 

- 슬관절과 고관절을 살짝 굴곡시킨 상태에서 상체는 직립을 유지한다.

- 고관절과 슬관절을 살짝 굴곡 시키며 요추는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양손을 골반에 위치하고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그 자세를 3초간 유지하고 원위치하여, 총 30~35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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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②②②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운동운동운동운동

ⅰ) Supine 

   ▶ 교각자세(bridge)에서 골반 들어올리기

                     Figure 8. Lifting pelvis with bridge

- 전신을 이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양쪽 슬관절을 적당한 거리만큼 굴곡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천천히 골반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올린다.

- 골반과 하지가 수평이 되도록 올린 후 그 자세를 유지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 교각자세에서 골반 들어 한 쪽 다리 펴기

                  Figure 9. Single leg extension with bridge

- 전신을 이완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양쪽 슬관절을 적당한 거리만큼 굴곡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천천히 골반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올린다.

- 그 자세에서 한쪽 슬관절을 신전 시키고 유지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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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ide-lying 

  ▶ 한쪽다리 외전하기

                 Figure 10. Single leg abduction with side-lying

- 옆으로 누운상태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천천히 위쪽 다리를 들어서 외전시킨다.

- 요추에 측면굴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 한쪽 다리와 팔을 동시에 외전하기

               Figure 11. Ipsilateral arm & leg abduction with side-lying

- 옆으로 누운상태에서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천천히 위쪽 팔과 다리를 들어서 외전시킨다.

- 요추에 측면굴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ⅲ) Prone 

  ▶ 한쪽 다리 들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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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2. Single leg elevation with prone

- 엎드려 누운상태에서 복부에 수건을 받쳐준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한쪽 고관절을 적당히 신전 시킨다.

- 요추에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ⅳ) Four-foot kneeling 

  ▶ 한쪽 다리 들어올리기

              Figure 13. Single leg elevation with four-foot kneeling

- 네발 무릎자세에서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정상 요추 만곡을 찾아 유지한다. 

- 흉추는 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체를 유지한다.

- 그 자세에서 한쪽 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 시킨다.

- 요추에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 한쪽 팔과 반대측 다리를 동시에 들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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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4. Symmetrical arm & leg elevation with four-foot kneeling

- 네발 무릎자세에서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정상 요추 만곡을 찾아 유지한다. 

- 흉추는 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체를 유지한다. 

- 그 자세에서 한쪽 팔은 들어주고 대칭하는 쪽 고관절과 슬관절은 신전 시킨다.

- 요추에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ⅴ) Sitting 

  ▶ 중립자세에서 고관절 굴곡하기

                     Figure 15. Hip flexion with sitting

- 고관절을 9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서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그 상태에서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요추에 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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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자세에서 체중 이동하기

                    Figure 16. Shifting body-weight with sitting

- 고관절을 9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서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한 후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자세를 유지하고 의자에서 골반을 적당히 들어올린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ⅵ) Standing 

  ▶ 중립자세에서 쪼그려 앉기

                   Figure 17. Sissy squat with standing

- 기립자세에서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하고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 한다.

-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 시킨다.

- 요추가 굴곡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굴곡범위를 증가 시킨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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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자세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Figure 18. Partial lunges with standing

- 기립자세에서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하고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 한다.

-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 시킨 후 한쪽 다리를 전방으로 위치 시킨다.

- 요추가 굴곡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굴곡범위를 증가 시킨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 10~15회 반복한다.

  ▶ 중립자세에서 한쪽다리 들기

                    Figure 19. Lifting Single leg with standing 

- 기립자세에서 복횡근과 다열근을 수축하고 요추 정상만곡을 유지 한다.

- 요추가 굴곡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 시킨다.

- 자세를 유지하고 한쪽 다리를 적당히 들어 올린다. 

-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간 유지하고 3~4초 휴식을 반복하며, 총10~1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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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신장운동신장운동신장운동신장운동(Stretching (Stretching (Stretching (Stretching Exercise)Exercise)Exercise)Exercise)

 요추에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골반과 고관절 부위의 근육들 중에서 단축되어지거나 약

증이 호발하는 근육을 집중적으로 신장운동 하였다. 신장운동 방법은 일반적 보존 물리치료 

시행 후 각 근육에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유지하였다. 신장 강도는 피험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약간 통증을 느끼는 범위까지 실시하였다(Thue, 1997; Evjenth 와 Hamberg, 

1989).

①①①①    대퇴직근대퇴직근대퇴직근대퇴직근(Rectus (Rectus (Rectus (Rectus femoris)femoris)femoris)femoris)

                Figure 20. Autostretching of rectus femoris

- 의자에 체중을 지지하고 중립자세를 유지한 채로 한 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요추의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골반을 후방경사 시키며 상체를 전방으로 기울인다.

- 허리와 고관절이 굴곡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총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실시한다.

②②②②    슬괵근슬괵근슬괵근슬괵근(Hamstring)(Hamstring)(Hamstring)(Hamstring)

                   

                    Figure 21. Autostretching of ham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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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체중을 지지하고 중립자세를 유지한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요추의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한쪽 다리를 전방으로 나아가며 상체를 전방으로 기울인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아랫배를 안으로 집어넣고 골반을 전방경사 시킨다.

- 허리와 골반이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 총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실시한다.

③③③③    장요근장요근장요근장요근(Iliopsoas)(Iliopsoas)(Iliopsoas)(Iliopsoas)

                      Figure 22. Autostretching of iliopsoas

- 의자에 체중을 지지하고 중립자세를 유지한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요추의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허리와 골반을 앞쪽으로 당겨 서혜부쪽이 당겨지도록 한다.

- 고관절을 충분히 펴고 골반을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 총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실시한다.

④④④④    대퇴근막장근대퇴근막장근대퇴근막장근대퇴근막장근(Tensor (Tensor (Tensor (Tensor fascia fascia fascia fascia lata)lata)lata)lata)

              

               Figure 23. Autostretching of Tensor fascia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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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체중을 지지하고 중립자세를 유지한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요추의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발목을 잡고 골반과 다리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고관절과 대퇴부 측면이 당겨지게 한다.

- 골반과 고관절을 충분히 펴고 요추를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 총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실시한다.

⑤⑤⑤⑤    이상근이상근이상근이상근(Piriformis)(Piriformis)(Piriformis)(Piriformis)

                     

                     Figure 24. Autostretching of piriformis

- 한쪽 슬관절과 고관절을 테이블위에 걸쳐 올리고 아래쪽 다리는 지면을 향해 쭉 펴준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요추의 정상만곡을 유지한다.

- 척추와 골반을 바르게 펴고 상체를 전방으로 기울인다.

- 요추가 굴곡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좌골부위를 당겨지게 한다. 

- 총 4~5회 반복, 매회 60초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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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통계처리 통계처리 통계처리 통계처리 

   요통환자에게 6주간 요추 안정화운동, 신장운동,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을 실시하여 운

동 전.후의 요부근력과 통증을 각 운동군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운동군의 

근력과 통증의 변화를 Repeated-measure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운동 전.후의 근

력 변화는 Paired t-test 하였다. 또한 각 운동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

(Tukey‘s method)을 실시하였고 p-value가 .05 미만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였다. 통계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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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본 연구는 요통환자에게 6주간에 걸쳐 요추 안정화운동, 신장운동,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

동을 실시하여, 각 운동군별 운동 전.후의 요부근력과 통증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 1. 1. 각 각 각 각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요부 요부 요부 요부 굴곡근력에 굴곡근력에 굴곡근력에 굴곡근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 효과 효과 효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요추 안정화운동군(LSEG), 신장운동군(SEG),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의 운동 

전.후 요부 굴곡근력을 측정하였고, 근력변화에 대해서 Paired t-test 하였으며 각 운동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Tukey's method)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changing lumbar flexion strength for a group of exercises

  *p<.05    **p<.01    ***p<.001

NS : Non-Significant difference

LSEG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SEG : Stretching Exercise Group

LSSEG : Lumbar Stabilization and Stretching Exercise Group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동군별 운동 전.후 요부 굴곡근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운동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요추 안정화운동군(LSEG)

은 운동전 462.04±77.42(ft-lbs)에서 운동 실시 후 591.38±74.52로, 신장운동군(SEG)은 운

동전 407.90±76.77(ft-lbs)에서 운동 실시 후 466.21±67.80(ft-lbs)로, 요추 안정화 및 신

Flexion

(ft-lbs)

LSEG(A)

(N=10)

SEG(B)

(N=10)

LSSEG(C)

(N=10)
F-value P-value* Post-hoc

Before 462.04±77.42 407.90±76.77 406.71±99.65 1.373 .270 NS

After 591.38±74.52 466.21±67.80 632.88±98.38 11.388 .000**
A-B**

B-C***

t-value 8.247 5.797 11.920

p-value*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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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동군(LSSEG)은 운동전 406.71±99.65(ft-lbs)에서 운동 실시 후 632.88±98.38(ft-lbs)

로 굴곡근력이 모두 증가하였다. 운동 실시전 각 운동군별 굴곡근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지만, 운동을 실시한 후 변화에서는 안정화 운동군(LSEG)과 신장운동군(SEG)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신장운동군(SEG)과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즉 모든 운동군에서 요통환자들의 요부 굴곡근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안정화운

동군(LSEG)에서 신장운동군(SEG)보다 증가량이 컸으며, 두 운동을 함께 병행한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2. 2. 2. 2. 각 각 각 각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요부 요부 요부 요부 신전근력에 신전근력에 신전근력에 신전근력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 효과 효과 효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요추 안정화운동군(LSEG), 신장운동군(SEG),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의 운동 전.

후 요부 신전근력을 측정하였고, 근력변화에 대해서 Paired t-test 하였으며 각 운동군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Tukey's method)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changing lumbar extension strength for a group of exercises

  *p<.05    **p<.01    ***p<.001

NS : Non-Significant difference

LSEG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SEG : Stretching Exercise Group

LSSEG : Lumbar Stabilization and Stretching Exercise Group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동군별 운동 전.후 요부 신전근력의 차이를 살펴본 

Extension

(ft-lbs)

LSEG(A)

(N=10)

SEG(B)

(N=10)

LSSEG(C)

(N=10)
F-value P-value* Post-hoc

Before
815.86

±153.76

775.30

±210.52

720.76

±297.75
.437 .651 NS

After
997.97

±157.09

893.36

±256.69

972.19

±264.45
.555 .580 NS

t-value 6.353 4.423 6.170

p-value* .000*** .00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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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든 운동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요추 안정화운동군(LSEG)

은 운동전 815.86±153.76(ft-lbs)에서 운동 실시 후 997.97±157.09로, 신장운동군(SEG)은 

운동전 775.30±210.52(ft-lbs)에서 운동 실시 후 893.36±256.69(ft-lbs)로, 요추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은 운동전 720.76±297.75(ft-lbs)에서  운동 후 972.19±264.45(ft-lbs)

로 신전근력이 모두 증가하였다. 각 운동군별 운동 실시 전.후 신전근력의 변화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모든 운동군에서 요통환자들의 요부 신전근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안정화운

동군(LSEG)에서 신장운동군(SEG)보다 증가량이 컸으며, 두 운동을 함께 병행한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3. 3. 3. 3. 각 각 각 각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운동군별 통증에 통증에 통증에 통증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효과 효과 효과 효과 비교비교비교비교

요추 안정화운동군(LSEG), 신장운동군(SEG), 요추 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의 운동 전.

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각적 상사척도(VAS)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

하였고, 통증변화에 대해서 Paired t-test 하였으며 각 운동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

후검증(Tukey's method)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Analysis of changing visual analogue scale for a group of exercises 

  *p<.05    **p<.01    ***p<.001

NS : Non-Significant difference

LSEG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SEG : Stretching Exercise Group

LSSEG : Lumbar Stabilization and Stretching Exercise Group

VAS
LSEG(A)

(N=10)

SEG(B)

(N=10)

LSSEG(C)

(N=10)
F-value P-value* Post-hoc

Before 6.10±1.30 6.20±1.13 6.00±1.24 .064 .939 NS

After 4.20±1.31 2.70±1.25 1.60±1.17 10.924 .000***
A-B***

A-C***

t-value 10.585 8.720 19.900

p-value*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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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운동군별 운동 전.후 시각적 상사척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운동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운동 실시전 각 운동군별 

시각적 상사척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운동을 실시한 후 운동군별 

변화에서는 안정화운동군(LSEG)과 신장운동군(SEG)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안정화

운동군(LSEG)과 요추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에서 유의함을 나타냈다(p<.001).

 즉 모든 운동군에서 요통환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신장운동군에서 안정

화운동군보다 통증감소가 컸으며, 두 운동을 함께 실시한 요추안정화 및 신장운동군(LSSEG)

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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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논의논의논의논의

  Jenkins와 Borenstein(1994)은 요통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요통을 감소시킨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요추 안정화운동은 체간의 

자세조절에 기여하는 안정근과 복근의 기능을 회복시켜 척추의 내재조직이며 통증 민감성조

직인 인대와 관절낭의 자극전달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력증가와 통증감소의 효과가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되며(Kisner & Colby, 1989), 신장운동은 요추의 정상커브를 유지시키고, 척추후

관절 및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통증이 감소되고 근력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구희서, 정진우, 1992).

 요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는 양손에 무게를 들고 양팔을 앞으로 굴곡하는 동안 대상작용

으로 흉곽을 뒤로 기댄다고 하였으며 요통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힘중심(Center of 

Force)이 후방으로 많이 이동한다고 하였다(Nies와 Sinnet, 1991). 특히 요추관절의 움직임

을 조절하는 심부의 근육들에 약증이 오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이동을 보이게 된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어지는 분야로써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된 요통

을 원인적 요소로 보거나 결과적 요소로 보거나 상관없이 요추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것

이 치료와 재발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Luoto 등, 1998). 

 Mannion 등(2001)은 요통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근력강화 운동그룹, 장비를 사

용한 요추 근육의 재조건화 그룹, 저유산소 운동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훈련한 연구에서 

훈련이후 모든 그룹에서 요추부 신근의 등척성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비를 사용한 요

추 근육의 재조건화 그룹에서 증가가 두드러진 것을 보고하였다. 성수원(2000)은 만성요통환

자들의 척추유연성과 허리근육 반응속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척추 안정화 운동을 행한 만성요

통환자들의 신체유연성과 척추근육 반응속도가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척추 안정화 운동은 근, 

신경조직의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며, 특히 만성요통환자에서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시킨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요추 안정화에 기여하는 복횡근과 다열근을 능동적으로 운동시키는 것

이 요통환자에게 통증과 근력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추 주변의 골반과 고관절 부위의 근육에 대한 적절한 신장운동은 요추에 가해지는 외력을 

최소화시키고 정상커브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요추의 역학적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김종두(1999)의 연구에서는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신장운동을 실시하

고 통증감소와 일상동작의 회복정도를 측정, 비교한 결과 신장운동이 통증감소 및 일상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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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재현(1999)의 연구에서도 8주간 만성요통환자의 신

장운동이 요부신전근력의 증가와 더불어 주관적 통증의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요추 안정화운동과 신장운동은 서로 운동부위와 적용방법이 전혀 다

르지만, 요추에 역학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정상적인 정렬과 움직임을 만드는데 상호 협력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것처럼 요통환자에 대하여 각 운동군별로 능동적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상대적 효과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요추 안정화운동과 신장운동이 요

부 근력 향상과 통증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두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요추 안정화 운동군에서는 요부 근력의 증가, 신장운동군

에서는 통증의 감소가 우세하였다. 현재 임상에서는 요부근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하거나 신장

시키는 운동방법과 직접적으로 통증 부위에 약물이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증상을 감소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요추 심부의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요추 주변의 

관절과 근육을 신장운동하여 근력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이 향후 요통환자들의 치료프로그램에 안정화 운동과 신장운동을 함께 적용한다

면 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체 근골격 재활센터에 요통으로 방문

한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인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요통환자들에

게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 각 운동군별로 운동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어 독립적으로 적용시켰지만 

운동의 포괄적 의미에서 서로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각 운동군별로 통증에 대한 증상이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의학적 진단의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자를 표본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운동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추가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1 -

ⅥⅥⅥⅥ.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는 요통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추 안정화 운동군, 신장운동군, 요추안정

화 및 신장운동군으로 분류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한 후 요부근력과 통증 증감 

정도를 알아보고 운동군별로 운동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운동군에서 근력증가와 

통증감소가 있었는데, 근력증가는 요추 안정화운동군에서 통증감소는 신장운동군에서 상대적

으로 효과가 있었고, 두가지 운동을 함께 실시한 요추안정화 및 신장운동군에서 근력증가 및 

통증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요추안정화운동으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

여 요추만곡을 정상화시키고, 신장운동으로는 긴장되거나 단축되어진 요추 주변의 관절과 연

부조직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요통환자들의 통증과 근력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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