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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stematic review the effect of exercise programs for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We needs systematic development of low back pain exercise program to reduce econom-

ic cost further doing great service to public health promotion. Methods: We searched to the effects of exercise

programs for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by Dankook University electronic library databases of DBPIA, KSI

KISS, CINAHL, MEDLINE and PEDro combined with a hand search of papers published in relevant journals.

Any type of study relevant to the topic published during time period from 1970 to 2007 was included. Results:

The literature search identified 30 studies. 1.Performing the flexion exercise increased abdominal muscle activity

but acute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should be avoided. 2.The general lumbar extension exercise used lumbar

extension machine and the muscle power increases, significant probability the change. 3.The spinal segments ex-

ercise for the patients offered significant efficacy and appeared to be a reasonable therapeutic option. 4.Spinal

stabilization exercises appear to improve trunk endurance and balance to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This exercise programs had effective decrease pain and disability. Conclusion: The review suggests that although

the exercise programs for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and we expected the efficacy of the exercise programs

for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used in this study should be further investigated in a long period study and

objec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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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허리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분류하여 보면 내장

기성 요인 맥관성 요인 신경계성 요인 추체성 요인, , , ,

추간원판성 요인 및 정신신경계성 요인 등으로 구별

할 수 있다박병문 이 중 물리치료적 접근은( , 1977).

추체성 요인과 추간원판성 요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

고 최근 대체의학적 접근으로 내장기성 요인에 대한,

물리치료방법도 있다.

허리통증은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는 가장 흔한 증

상 중에 하나이고 등 병가를 얻는 두 번(Carey , 1995),

째로 흔한 이유라고 알려져 왔으며 성인의 약 가, 80%

일생동안 한번 이상 허리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Mein, 1996).

허리통증의 치료는 발생요인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진찰은 문진 시진 이학적 소견 및 검사를 통해 원인, ,

의 대부분이 규명될 것이다 소수에서 나타나는 내장.

기성 맥관성 및 정신신경계성 요인은 해당 과와 상의,

협조하여 치료하여야 한다박병문( , 1977).

만성 허리통증의 고식적 치료원칙은 체중조절 자,

세교정 규칙적 요부근 운동 및 연령과 체력에 알맞는,

규칙적인 운동을 들 수 있으며 환자의 절대적인 노력

과 협조가 요망된다 비만인 사람은 복부팽대로 요추.

전만이 증가하여 요추후방관절탈구와 체중에 의한 요

추 분절긴장을 증가시키므로 체중조절에 유의해야 하

며 과 일상생활에서도 취하는 자(Charles Ruth, 1994),

세는 요부에 긴장을 일으킴으로 앉을 때나 설 때 혹은

보행 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요부의 수.

의적 지지조직은 근육이므로 비만이거나 디스크인 경

우 주위근육이 약화되어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래서 요부근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함으로.

서 근력회복은 물론 체중조절 및 자세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증이 호전되면 연령과.

체력에 맞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선택해 규칙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박병문( , 1971).

허리통증은 만성 허리통증과 급성허리통증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 만성 허리통증인 경우 급성허리통증

과 비교하면 임상적 징후가 매우 다양하다 증상으로.

는 만성통증 만성장애 점진적 체력의 저하를 보인다, , .

운동프로그램은 유산소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및 근, ,

지구력 운동으로 구성되며 운동은 만성 허리통증 치,

료의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고하(Brotzman, 1996)

고 있다 이에 반해 급성허리통증은 자연치유가 이루.

어져 약 의 환자에서 치료방법에 관계없이 주 이90% 6

내에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등(Hoehler , 1981;

등Koes , 1996).

이렇듯 이전까지의 허리통증에 대한 지침은 환자와

의사에 대한 둘만의 관계로 국한 되어있었으나 현재

의학의 발달과 세분화로 환자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

사뿐만이 아닌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어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 객관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 지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허리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는 운동프

로그램의 자세한 설명보다는 기본적인 운동을 권유했

었고 각각의 환자 특성을 고려한 운동방법은 체계화

되어있지 않았다 기존의 전기치료와 대체 의학적 접.

근을 일반적 물리치료로 생각했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순한 운동프로그램만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합병원 물리치료.

실에서는 시간적 내지는 공간적 제약이 많아 소책자

를 이용한 프로그램 교육이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의 물리치료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 프로

그램으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다시금 허리통증에 관한 운동.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연구 자료를 정리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

이라 하겠다.

년이후운동치료의발달과함께치료에있어서1990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내지는 생리학적 근거에 기반,

한 운동치료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허리통증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닌 국가적 손실을 줄

이고더나아가국민건강증진에보탬이되고자한다.



그림 1. 굴곡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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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단국대학교전자도서관을이용하여전자저널과학술데

이터베이스인 와DBPIA, KSI KISS CINAHL, MEDLINE,

를검색하여급성및만성허리통증이후운동프PEDro

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보고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

색어는 만성 급성 물리치료(chronic), (acute), (physical

운동프로그램 과 허리통증therapy), (exercise program)

으로 하였다 년부터 년 사이에(low back pain) . 1970 2007

발간된학술지중에서국내외논문 편으로문헌고찰30

을 하였다.

선정된 논문에서 신경학적 손상으로 관련통이 심해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부위에 정형외과적,

질환을 가진 경우 년 이내에 교통사고 내지는 임신, 1

을 경험한 경우 허리통증으로 인한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연구수,

행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연구결과.Ⅲ

현재 물리치료의 목적은 활동과 사회 참여도를 높

이는 것이고 만성화와 재발을 방지 하는 것이다 그, .

러기 위해서 허리통증환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급성아급성허리. ( )

통증환자인 경우 활동적 일상생활을 권고하고 있는데

활동적 일상생활은 허리통증의 빠른 회복과 만성적인

장애로의 진행 및 재발위험방지에 효과적이었다(Van

등 등Tulder , 1999; Waddell , 1997).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통증환자의 치

료방법중 하나인 침상휴식은 최근 대부분의 연구에서

급성허리통증환자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연구결

과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회복에 있어서 지연의 원,

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만약 침상휴식을 취.

한다면 최대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

한다 등 등 등(Hagen , 2000; Van Tulder , 1999; Waddell ,

1997).

지금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되는 허리통증환자의

치료방법으로는 급성 허리통증환자에게는 활동적 생

활을 권고하는 것이고 만성 허리통증환자에게는 운동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다.

음의 운동치료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굴곡운동1.

윗몸일으키기를 통한 운동이 기본이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윗몸일으키기는 몸통의 굴곡근 보다 하지에

서 고관절 굴근의 작용이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골

반을 전방으로 회전시켜 척추의 만곡을 더 크게 한다

과 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윌리(Ellen Kathrarine, 1996) .

암스의굴곡운동은척추사이의압력을증가시킬수있

고 탈출된 디스크를 악화시키거나 디스크를 부어오, ,

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운동의 일부는 급성.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게 금기되어야 한다(Brotzman,

고주장하고있다 그래서 굴곡 운동은머리와가1996) .

슴부위까지만 일으켜 주어서 회전축이 고관절이 아닌

요추부위로 이동되어 고관절굴근보다는 복근의 활동

이 증가되는 굴곡운동이 효과적이다이주립( , 1994).

등 의 연구에서는 안정한 바닥에서보Vera-Garcia (2000)

다치료용볼위에서의윗몸일으키기가굴곡운동에있

어서 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다그림( 1).

신전운동2.

멕켄지의이론과운동은등이평평한상태로장시간

서있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거나 등을 구부리고 있,

는 사람들 또는 골반의 각이 뒤쪽으로 틀어져있거나,

등을 편 상태로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2).



그림 2. 신전운동

그림 3. 척추분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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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곡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요부의 과신전을 포,

함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적인 스트레칭이 바람직하

다 과 고 보고하고 있다 등(Charles Ruth, 1994) . Graves

의 연구에서는 요부 신전근을 개선시키는데 골(1990)

반을고정시키고운동시킨결과유의한차이를보였다

고 보고하고 있다 등 은 만성 허리통증을. Risch (1993)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요부 신전운동만을 시켜 그 효

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희남 등 의 연구에서. (2000)

도 주간의 운동프로그램으로 통증에 유의한 영향을8

미쳤다고 보고한다 또한 근거에 기반 한 연구에서는.

개월미만의중재를통해허리통증을호소하는환자를3

대상으로한연구에서멕켄지 치료가일반적(McKenzie)

인치료보다통증의감소를보였다고발표하였다 일반.

적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onsteroidal

소책자 를anti-inflammatory durgs), (educational booklet)

통한 교육프로그램 마사지 치료 근력, (back massage),

강화운동 과 척추 가동술(strength training) (spinal mobi-

이었다 그러나 개월에서 개월 미만의 중재lization) . 3 12

를 통한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

고 개월 이상 멕켄지 이론의 중재를 통한 연구결과, 12

에서도 효과를 입증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과 보고된다(Brain Susan, 2006) .

척추분절운동3.

최근 흉추환자를 위한 운동방법과 효과에 대해 많

은 논평과 능동적 운동효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입

증되고 있다 등 등(Janda, 1986; Voss , 1985). Moore

은 한 관절부위에 운동성 감소가 있으면 주위관(1997)

절에는 보상작용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운동성 증가

가 발생되며 이러한 운동성 증가가 과다사용으로 인,

한 피로를 근육이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므로 불안정

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세불량이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흉추 후만의 증가와 흉추 운동

성의 감소는 보상작용에 의해 요추의 운동성을 증가

시켜 요추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요추의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므로 결과적으로 허리통증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림 허진강 은 개월간의 흉추( 3). (2005) 6

운동을 통해 통증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를 발표하

였다 또한 손철호 등 의 연구에서는 요천추 부. (1999)

위의 회전성 도수치료를 회 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3 2

의 감소를 보였으나 연구대상자가 적어 이 연구에서

시행한 도수치료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웠다는 보고도

있다.

척추안정화운동4.

척추안정화운동의 모든 단계에서 복횡근의 수축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그림 이므로 팔 다리의 움직임( 4)

동안에 복횡근 수축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김(

현희 요부의 안정성과 고유수용성 감각 능력, 2007),

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은 다열근과 복횡근

이다 등 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O´sullivan , 1997) .

안정화운동으로 인한 근력증가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는 등 은 주간 만성 허리통증환자의Danneels (2000) 10

경우 안정화운동 실시 후 다열근의 횡단면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박성광 의 연구에서도, (2004)

주간의 안정화운동으로 근력증가를 보였다 김성수12 .

와 김명기 의 연구에서는 주간의 운동프로그램(2007) 8

적용 후 허리통증 환자의 요부근력의 변화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운동.

으로 근력증가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김종순 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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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주 회 동적 요부안정화 운동치료법을 실2

시하였을 경우 그리고 장기간 총 회 이상의 운동을40

적용하였을 때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였다 여기서 동.

적 요부안정화 운동치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

운 자세에서 척추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한팔 들어

올리기 양팔들어올리기 한쪽 다리 들기 고관절과 무, , ,

릎관절을 각각 도로 굴곡하여 다리 들기 양 상지와90 ,

하지를 교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기 교각 자세,

에서 한쪽 다리 들기 교각자세에서 제자리 걷기 네, ,

발기기자세에서 한팔 들기 네발기기자세에서 한쪽,

다리 들기 네발기기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

동시 들기 선 자세에서 쪼그려 앉기 무릎을 구부리, ,

고 누운 자세에서 탄력밴드 아래로 당기기 치료용 공,

위에서 한쪽 다리 들기 불안정 발판위에 서서 탄력밴,

드 당기기를 실시한다 등 은 아급. Koumantakis (2005)

성이나 만성 비특이성 허리통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주간의 연구에서 안정화운동과 보편적 운동 모두 치8

료 후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만성 허리통증환자에게 체간 근력운동은 효과적이

었고운동의강도와집중력이증가할수록보다효과적

이었다 또한 근력강화운동과 유산소운동을 비교하거.

나 근력강화운동과 멕켄지 운동을 비교했을 때 근력

향상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고 보고한다 왜냐하면 근.

력향상이 저항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움직임의 반복

때문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등(Susan , 2006).

그리고 근거에 기반 한 연구에서 등Rackwitz (2006)

은 급성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척추분절안정

화 운동 은 단기간의 장애(segmental stabilizing exercise)

와통증을해소하는데효과적이고 만성허리통증환자,

에게도 불편함과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주간척추분절안정화운동과도수치료6 (manual

를비교한결과차이가없었다는연구도있었다therapy)

등 또한 주간 척수분절안정화(Rasmussen-Barr , 2003). 4

운동과 부가적인 도수치료를 함께한 그룹이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 만처치한그룹보다통증과불(education)

편함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다 등(Niemistö , 200;

만성 허리통증환자에게 척수분절안정Moseley, 2002).

화운동과일반적인물리치료(exercise, massage, electro-

를 부가한 치료와 도수치료therapy, heat) (McKenzie,

만을 비교한 연구에서 충분Maitland, manual medicine)

한자료는없지만일반적인물리치료를부가한그룹에

서 기능향상이 되었고 통증관련 향상은 일반적인 도,

수치료만을한그룹과같은효과를보였다고보고된다

등(Kladny , 2003).

결과적으로 급성 허리통증환자들에게는 활동적 생

활권고 가 가장 근거 있는 효과적(advice to stay active)

인 방법으로 제시되며 특정 운동치료는 효과를 입증,

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Van Tulder

등 등 만성 허리통증환자들에게, 1999; Waddell , 1997).

는 근거를 기반으로 한 운동치료 와(exercise therapy)

행동치료 가 효과적인 치료라고 보(behavioural therapy)

고하고 있다 등(Van Tulder , 2000; Turner, 1996).

결 론.Ⅳ

허리통증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과도하고 갑작스런 움직임으로 인한 근육과,

관절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움직임의 감소나 비만으로 인한 유연성의 문,

제를 들 수 있다.

셋째 근육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이 운동역학적 이,

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인간,

공학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방법으로는 체

중조절과 복근강화 및 신체의 불균형적인 요소에 효

과가 있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다음으로 유연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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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굴곡운동과 신전운동이 있다 그리고 근력과 근.

지구력 강화 운동이 있다 현재 운동치료의 관점은 체.

간의 안정성을 위한 복근강화이며 그 중에서도 심부

근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서 이전의 연.

구에서는 복근강화의 의미가 표재근의 강화를 의미했

었고 운동치료 또한 심부근의 안정화 이전에 표재근,

의 강화가 이루어져 허리통증에 큰 효과를 주지는 못

했다 즉 요부안정화 운동이란 요추 부위에서 표재근. ,

을 최대한 수축시키지 않고 심부에 있는 근육만 운동

하도록 유도하여 척추의 안정화를 끌어내는 것을 말

한다 안정화 운동이 이루어지면 표재의 큰 근육들이.

수축을 하더라도 심부에서는 불안정한 떨림이 없어지

므로 허리통증을 최대한 예방하며 운동할 수 있게 된

다김성수와 김명기( , 2007).

게다가 일반적으로 허리통증의 재발이 주된 관심사

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부분 반복적인 재발에 대한 두

려움 또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허리통.

증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는 심부근육이 정상인에 비

하여 약하고 불균형적이며 고유수용성 감각기능저하,

에 의하여 재위치 감각 능력이 떨어지(reposition sense)

기 때문에 결국 척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재발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등(O’Sullivan , 2003).

이와 같이 허리통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본인

의 상실감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에서 만성 허리통증에 대한 운동치료의 개발과 연구

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운동치료의 효과를 검.

증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다,

양한 방법의 운동치료와 중재기간의 연장을 통한 효

과검증으로 현재 부족한 연구 자료와 방법들을 보충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에 임상에서 물리치료사.

들은 다양한 물리치료 방법의 적절한 통합으로 운동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

타분석에 의한 운동프로그램들의 자료를 토대로 치료

사에 의한 임상적 진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먼저 이

루어져 치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뒷받침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운동프로그램으로서 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 소개된 몇몇의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들을 새로운 치료프로그램으로 무분별하게

적용해왔던 것보다는 정확한 임상적 진단과 치료방법

의 체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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