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Ⅰ

만성요통은 대부분 비특이성 구조적 결함이 뚜렷- ,

하지 않은 질환으로 개인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우,

며 많은 의료비용이 소모되는 사회의료적 문제다,

전체 인구의 가 한 번 쯤은 요(Bogdug, 2004). 60-80%

통을 경험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등(Hicks 2005; kasai

등 은 이들 중 는 재발한R, 2006). Goldby (2006) 70-80%

다고 하였고 과 는 전 세계Hayden(2005) Walker (2004)

적으로 만성요통의 치료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지만

성공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등 은 만성 요통환자의 삶의 질과 건Luciana (2008)

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연구가 절실

히 요구된다고 했다 는 척추 통증의 발. Panjabi(1992)

생 및 재발 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그의 척추.

안정성 모델은 세 가지 시스템 관절 시스템 근육 시,－

스템 신경 시스템 이며 이 시스템 간의 공동 협력으, －

로 추체간 움직임 조절에 의한 척추 안정성이 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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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횡근 단독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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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추정했다.

판자비의 이론을 유지하면서 호주의 연구중심 물, -

리치료사인 등은 척추Hodges, Richardson, Hides, Jull

안정성의 조절에 관여하는 특정한 심부 척추근의 동

원 변화가 척추 통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recruitment)

통된 문제점으로 학계에 꾸준히 보고해 왔었다.

와 은 요통의 재발 환Hodges(1996) Richardson(1998)

자에게서 심부 복근인 복횡근의 수축 지연이 있음을

밝혔고 수동하부시스템과 능동 하부시스템을 모니터,

하고 조정하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조절 하부시스템이

척추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는 요통이 사라지고 일상 동작이 회복Hides (1996)

되어도 다열근의 위축과 신경조절은 자동적으로 회복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등은 척추 안Richardson(1999)

정성 근육의 조절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본 연구는 호주의 연구중심 물리치료사들인-

등 이 공동 개발 한 안Richardson, Hides, Hodges (1999)

정화 운동 프로그램을 근거로 신경 조절시스템의 재

훈련을 포함시킨 의 호주식 안정화 운동Jemmet(2005)

을 연구대상자에게 실시하고 운동 전후의 통증과 기,

능부전의 변화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요통 치료 프로

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Ⅱ

연구대상자1.

연구대상자는 현재 시점 개월 이상 요통을 경험하3

고 있고 자신의 요통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 방법을 찾

고 있는 사람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을 들은 후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 남녀 명9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운동 방법2.

실험에 참여한 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의9

운동을 적용하였다.

국소 안정근인 복횡근과 다열근의 단독 및 동시 수

축은 편히 누운 자세에서 편하게 호흡하는 동안 부드

럽게 초간 유지 후 회씩 반복하였다 안정근의 동10 10 .

시수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팔 다리의 활동적

동작을 증가시켰다.

복횡근이 수축하는 지의 임상적 측정은 배꼽 아래

가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등(Richardson, Hides , 2002).

다열근의 수축여부는 검사자의 손을 요추 번4 5∼

추체돌기 측면에 두고 확인하였다 등(Koumantakis ,

2005).

각 단계 별 운동을 주간 주 회 실시하였고 큰 공5 3

간에서 모두 함께 운동에 참여하였다 적용된 세부적.

운동 방법은 다열근 복횡근의 개별 및 동시수축 울,

위한 가지 활성화 동작과 척추의 위치인지 기능 강7 -

화와 신경조절 재훈련을 위한 가지 운동으로 구성되7

었다(Jemmet, 2005).

복횡근 다열근의 개별 수축 인지1) ,

기본자세 바로 누워 무릎굽힌 자세; (hooklying)

복횡근 단독 수축 훈련(1)

복횡근을 단독 수축시키는 신경시스템의 인지능

력을 증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모든 신체 동작 시.

에 제일 먼저 수축되어야하는 이 근육에 대한 신경

조절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

천히 부드럽게 배꼽 부위를 살짝 안으로 위로 조인

다그림( 1).



그림 2. 복횡근과 다열근 동시 수축

그림 3. 무릎 교대로 옆으로 벌리기

그림 4. 교대로 발꿈치 밀어 내리기

그림 5. 천천히 양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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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횡근과 다열근 동시수축(2)

복횡근과 다열근을 동시수축하여 호흡을 유지하면

서 초 유지한다 골반저근을 소변 참듯이 수축하면10 .

좀 더 효과적인 공동 수축이 가능해진다 등(Sapsford ,

2001).

다열근 개별 재훈련은 치료사의 숙련성이 요구된

다 과 은 언어지시로 치료사의 손. Richardson Jull(1995)

이 접촉한 부분에 다열근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상상하게 하며 수축할 근 부위에 촉각적 힌트를 준다

고 한다그림( 2).

굽힌 무릎 옆으로 천천히 벌리기(3)

골반저근과 다열근 복횡근 동시수축을 유지한 상,

태에서 무릎을 교대로 천천히 벌린다 회 반복 후. 10

운동 로 진행할 수 있다그림(4) ( 3).

발꿈치 밀어 내리기(4)

골반저근과 다열근 복횡근 동시수축을 유지한 상,

태에서 교대로 발꿈치를 밀어 내린다 회 반복 후. 10

운동 로 진행할 수 있다그림(5) ( 4).

천천히 양 팔 머리 위로 올리기(5)

골반저근과 다열근 복횡근 동시수축을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린다 팔을 올릴 때 다열근.

과 복횡근의 긴장이 감소되면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유지한다 회 반복하는 동안 편한. 10

호흡을 유지한다그림( 5).

무릎 교대로 들어올리기(6)

다열근과 복횡근 동시 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

릎을 위로 들어올린다 이 동작은 간단해 보이지만 어.

려운 동작이다 무게 저항 증가로 안정근 수축이 깨지.

기 때문이다 발을 바닥 위로 올릴 때 다열근과 복횡.

근의 수축력이 유지되는 위치까지 만 이동하며 회10

반복한다그림( 6).



그림 6. 무릎 교대로 들어 올리기

그림 7. 한 팔과 반대편 다리 들어올리기

그림 8. 공에 앉아 안정근 수축 유지하기

그림 9. 눈 뜨고 발 모아 공에 앉기

그림 10. 눈 감고 발 벌려 공에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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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과 반대편 다리 들어올리기(7)

다열근과 복횡근 동시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대

로 한쪽 무릎과 반대편 팔을 천천히 머리위로 들어올

리며 회 반복한다그림10 ( 7).

심부근의 위치 인지 재훈련2) - (position sensing)

불안정한 공위에서 척추의 위치 감각을 재훈련하기

위해 눈을 뜬 동작 후에 다시 눈을 감고 반복한다 공.

통적으로 다열근과 복횡근의 동시 수축을 분 정도5

유지하며 초 근수축 초 근이완을 교대로 실시하30 , 30

며 큰키 앉은자세로 허리의 커브를 유지한다.

발 벌려 눈 뜨고 공에 앉기(1)

눈을 뜬 상태에서 발을 넓게 벌려 공위에 앉는다.

안정근 동시 수축하여 분간 유지한다그림5 ( 8).

발 모아 눈 뜨고 공에 앉기(2)

눈 뜬 상태에서 발을 모아 기저면을 좁힌다 다열근.

과 복횡근의 동시수축을 유지한다그림( 9).

눈 감고 발 벌려 공에 앉기(3) ;

눈을 감고 기저면을 넓게 벌린다, .

과 처럼 다열근 복횡근의 동시 수축 상태를(1) (2) ,

수축 이완을 교대로 하며 분 정도 유지한다그림, 5 (

10).

눈 감고 발 모아 공위에 앉기(4)

눈을 감고 기저면을 좁힌다.



그림 11. 눈 감고 발 모아 공에 앉기

그림 12. 눈 뜨고 발 모아 팔 동작 하기

그림 13. 눈 감고 공에 앉아 팔 올리고 내 리기

그림 14. 눈 감고 공에 앉아 양 팔과 한 다리 들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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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에서처럼 다열근과 복횡근을 동시 수축한(1) (2)

다그림( 11).

눈 뜨고 공에 앉아 팔 올리고 내리기(5)

눈을뜨고 발 모아앉은 자세에서 팔을천천히 올리

고 내린다 다열근과 복횡근을 수축한 상태를 유지한.

다그림( 12).

눈 감고 공에 앉아 팔 올리고 내리기(6)

눈을 감고 기저면을 좁힌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

리고 내린다 다열근과 복횡근의 수축 상태를 유지한.

다 바른 허리 자세와 다열근과 복횡근 동시수축 상태.

의 유지가 팔 동작보다 중요하다그림( 13).

눈 감고 공에 앉아 양 팔 한 다리 올리기(7)

눈을 감고 한 발과 양 팔을 들어 올린다 다열근과.

복횡근을 수축한 상태를 유지한다그림( 14).

눈을 뜨고 감는 내용이 있어 실험대상자의 동의*(

를 얻어 인물 사진에 눈을 가리지 앉았다).

측정 방법.Ⅲ

통증 변화 측정도구1.

통증의 평가는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

로 운동 전 후를 평가했다 는 통증 평가도Scale) . VAS

구로 등 과 등 은Matthew O (2004) Boonstra A (2008)

가 요통환자의 평가도구로서 신뢰도 타당도가VAS ,

양호하다고 하였다 동통 없는 상태를 으로 하고 최. 0

대 통증을 으로 하여 의 선에 자각 통증 정10 0 10cm∼

도를 직접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 록,

통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기능 장애 측정 도구2.

통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정도 평가는 등kim (2005)

에 의해 한국인의 장애 평가 도구로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된 요통장애 설문지Oswestry (Low back pain dis-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bility Questionnaire) . oswestry

요통장애 설문지는 통증정도 개인 관리 들기 걷기, , , ,

앉기 서기 잠자기 사회생활 여행하기 활동능력 등, , , , ,

의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점에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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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점수는 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5

을 수 록 장애가 심한 것을 뜻한다 평가는 운동 실시.

전과 운동실시 주 후 상태를 평가하였다4 .

분석 방법.Ⅳ

측정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통증SPSS pc+ program

설문지 및 요통장애 설문지 에 직접 기입(VAS) (ODS)

하게 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통증 평균치와 장애

평균치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로 유의성, paired t-test

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세였고 평균 신장은22 ,

평균 체중은 이었다표171cm, 60kg ( 1).

연구대상자의 운동 전후 장애정도의 변화2.

운동 전 후의 장애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표( 2).

지수는 운동 전 에서 운동 후 로oswestry 0.102 0.048

감소되었으며 유의확률이 로 유의한 차이가 있0.015

었다(p<.05).

연구대상자의 운동 전 후 통증지수 변화3.

운동 전후의 통증 지수를비교한 결과는 다음과같

았다표( 3).

시각적 통증 척도의 운동 전 지수는 에서 운동0.555

후 지수는 로 감소되었으며 유의 확률이 으0.188 , 0.000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고 찰.Ⅵ

와 등은 요통 경험 후 다열Hodges Richardson(1996)

근 위축과 복횡근의 동시 수축 지연 원인이 신경조절

기능부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등. Ferreira (2006)

은 안정화 운동에 대한 논문 고찰 결과 국소 안정화

운동이 척추 및 골반 만성 통증 해결에 근거 있는 유

익한 치료라고 보고했다.

국내의 논문들도 안정근 개별화 훈련에 대한 유사

한 효과들을 밝혔다 김병곤 박진규 유병.( , 2004; , 2009;

규와 김성호 김의룡과 이건철 김정훈, 2008; , 2008; ,

2008).

등 은 요통환자의 재활은 안정화 근육Karvcic (2004)

의 신경조절 훈련을 요하며 척추 안정화 근육의 동시

수축 타이밍과 지절운동 패턴과의 협응성이 필요하다

평 균 표준편차

키 171.44 ±6.80

몸무게 60.88 ±10.26

나 이 22.55 ±2.17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평균(M±SD) 표준오차 값P

운동 전

oswestry
0.10±0.06 0.20 0.015

운동 후

oswestry
0.04±0.02 0.00

표 2. 운동 전후 장애정도의 변화

구분 평균(M±SD) 표준오차 값P

운동 전

통증지수
0.55±0.17 0.05 0.000

운동 후

통증지수
0.18±0.07 0.02

표 3. 운동 전 후 통증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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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와 는 요통 경험 후 신경 조. Tsao Hodges(2005)

절 전략의 보상작용으로 표재근 활동이 증가되어 근

경련 증가가 초래되며 그 결과통증 증가 및 안정근의

위축이 오므로 안정근의 회복을 위한 신경조절 재훈

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등 은 심부근. Koumataski (2005)

의 신경 조절이 재성립되면 표재근의 근경련이 감소

되므로 점차 기능적으로 점진적인 정상화를 할 수 있

다고 했다.

가 제시한 호주식 안정화 운동은 고유Jemmet(2005)

수용성 신경근 반응을 활성화하여 요추의 중립 위치

유지에 필요한 국소 안정근의 동시 수축 반응을 회복

시키는 매우 세부적인 훈련 방법이다 신경 조절 시스.

템 훈련은 먼저 국소근인 다열근과 복횡근을 천천히

부드럽게 수축시킨 후 점차 팔 다리 동작을 첨가한다.

고유수용기의 위치감각 정보주입을 활성화 하기위해

공 위에서 눈을 감고 시각적 정보를 차단한 상태의,

동작도 포함된다 뇌에서 안정화 근육에 대한 동시 수.

축의 신경조절이 재훈련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진행

하면서 기저면의 다양한 변동과 안정근의 동시 수축

타이밍과 운동패턴의 협응성을 위해 팔다리 동작이

첨가된 운동으로 진행된다 호주식 안정화 운동은.

의 저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Jemmet(2005) .

결 론.Ⅶ

본연구의 목적은 신경조절 재훈련에 초점을둔 호

주식 안정화 운동이 요통환자의 기능장애와 통증 감

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대조군 비교가 없어 연구가 제한적이었으나

선행된 연구결과 등 등(Hides , 200l; Hodges , 2005;

에 미루어 볼 때Kasai, 2006; Tsao, 2005) , Jemmet

가 제시한 신경 조절 시스템 재훈련에 초점을(2005)

둔 호주식 안정화 운동은 요통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요통환자에 보.

다 효과적인 운동치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신경조절

시스템 재훈련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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