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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exercise program on chronic low back pain, daily living dis-
ability and depression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treated with epidural injections. Methods: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 The sample was recruited among low 
back pain patients treated with epidural injections from an orthopedic specialty hospital. Participants were ran-
domly assigned to a treatment group (n=25) or a comparison group (n=27). The treatment was a six week exercise 
program for low back pai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1,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2-test, one-tailed t-test for independent samples, and Mann-Whitney U test using the 
SPSS/WIN 12.0 program. Results: Patients in the treatment group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back pain on flexion and extension, less daily living disability, and less depression than those in the comparison 
group. Conclusion: The back pain relief exercise program could be an effective adjunct nursing intervention for 
low back pain patients treated with epidural in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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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통은 성인들이 겪는 질환 중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

며 직장인들이 결근을 하거나 조퇴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

고 있어서 개인의 건강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Park, 2007). 급성요통은 대부분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체계적 고찰에 

의하면 급성요통 환자의 33%만이 3개월 이내에 회복되고, 

65% 정도는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을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Itz, Geurts, van Kleef, & Nelemans, 

2013). 

만성요통으로 인하여 체간 및 하지의 근육을 상당기간 동

안 사용하지 않으면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 활

동을 수행하는데 불편과 장해를 겪게 된다(Gaskell, E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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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son, 2007). 뿐만 아니라 만성요통이 진행될수록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의 정신 심리적 문제가 야기되는데(Gatchel, 

Bernstein, Stowell, & Pransky, 2008) 이 중 우울이 가장 흔

한 문제이며 이러한 우울로 인해 통증과 기능장애가 더욱 악

화될 수 있다(Aceves-González, & Prado-Leon, 2008). 

만성 요통 환자를 위한 여러 치료방법 중 최근에는 주사요

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

care Collaborating Agency (2010)에 따르면, 요통 관련 주사

요법 수진자 수는 전체 요통 환자의 10.8~11.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사요법은 주로 척추 경막 외에 

약물을 주사하는 요법인 경막외 신경차단술(혹은 경막외 주사

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다른 보존적 방법

에 비해 적극적이고 수술의 단점을 피할 수 있으며 요통을 질

환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증상으로 보고 삶의 질 향상의 관점

에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Benzon, 

1986). 또한 이러한 경막외 차단술이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

소로 입원한 환자의 통증을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Kim, Oh, & Park, 2003). 

요통의 치료방법들 가운데 운동요법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활동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우

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Choi, 2001). 따라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

통 환자가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통한 

통증완화와 더불어 요부의 근력과 유연성 등의 신체기능이 

증진되어 일상생활의 제한이나 우울이 효과적으로 감소될 것

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요통 환자들에

게 치료적인 접근으로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흔히 시행하지

만 이와 병용하여 운동요법에 대한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

로 운동요법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지만

(Choi & Choi, 2010; Hagen, Grasdal., & Eriksen, 2003; 

Kwon, 2009).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요통 환자를 대상

으로 요부운동요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

다. 이에 본 연구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

를 대상으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신체적, 심리적 

효과로서 통증, 일상생활제한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을 주호소로 경막외 신경차단술

을 받은 환자에게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증 완화, 

일상생활제한 및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

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

조군보다 요부 통증이 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

조군보다 일상생활제한 정도가 더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

조군보다 우울정도가 더 감소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를 대

상으로 요부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비동등

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2011년 9월 1일에서 11월 10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S시 소재 1개 정형외과 전문병원에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성인 만성요통 환자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이 18~64세, 요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경

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자, 요통완화를 위하여 

수술을 받거나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은 자, 대상자의 주치의

인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요부운동의 금기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자, 우울 및 정신과적 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자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70으로 했을 때 independent t-test에 필요

한 표본의 수는 실험군, 대조군 각각 26명이었다. 효과크기는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Nam (2004)의 연구에서의 평균 효과

크기 .73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70으로 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실험군과 대조

군을 각각 40명씩 선정하였으며, 실험처치의 확산을 막기 위

해 입원한 병실의 층수를 다르게 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할당하였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3회를 모두 받지 않거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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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제 6주째 외래를 방문하지 않은 자를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경막외 신경차단술 3회를 모두 받지 않는 자가 실

험군 7명(17.5%), 대조군 9명(22.5%)이었고, 제 6주째 외래

를 방문하지 않은 자가 실험군 3명(7.5%), 대조군 4명(10.0%)

이었다. 또한 실험군의 경우 자가 기록표의 분석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을 총 6주 동안 매주 5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5명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실험군 25

명, 대조군 27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3회 미시술자와 제 6주째 외래 미 방문자

에 대한 탈락률은 실험군 10명(25.0%), 대조군 13명(32.5%)

이었으며, 전체 탈락률은 실험군 15명(37.5%), 대조군 13명

(32.5%)이었다. 

3. 연구도구

1) 통증 

통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Scott과 Huskinsson (1979)의 시

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요추부 관절운동 유형인 전굴과 후굴 시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정도를 0~10 cm 선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cm자를 이용

하여 표시한 점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통증점수로 이용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일상생활제한

대상자의 일상생활제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airbank

와 Pynsent (2000)가 개발하고 Jeon, Kim, Kim, Lee와 Park 

(2005)이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에 맞게 수정 ‧보
완한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통증정도, 개인위생, 물건 들기, 걷

기, 앉기, 서있기, 잠자기, 여행, 성생활, 사회생활의 제한에 

관한 10개 문항 중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성생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별로 0점에

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고 각 문항의 총점을 백분율로 환산하

였다. 도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제한이 심함을 의

미한다. Jeon 등(2005)에서의 Cronbach's ⍺=.91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837이었다.

3)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1997)가 요통 환자를 대상으

로 개발한 우울측정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

다. Lee (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889였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835였다. 

4. 요부운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구성

만성요통 환자에게 적합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Williams (1965)가 개발한 Williams 운동과 McKenzie 

(1979)가 개발한 McKenzie 운동을 기초로 허리 강화에 도움

이 되는 운동들을 선정하여 1차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요부강화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물리치료사 1명의 자문을 받아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적합하게 재

구성하였다. 즉 본 연구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가 요부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통

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허리의 유연성

을 향상시키고 척추 기립근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은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가지 동

작으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1). 

준비운동은 가볍게 걷기 5~10분, 바른 자세로 앉아서 복식

호흡하기 10회로 총 15분이 소요되며, 본 운동은 총 15분으로 

똑바로 누워 두 무릎을 세우고 후방으로 골반 기울이기, 똑바

로 누워 고개 들기, 똑바로 누워 양 무릎 끌어당기기, 똑바로 

누워 고관절 구부리기, 똑바로 누워 다리 구부려 옆으로 넘기

기, 똑바로 누워 다리 굽혀 엉덩이 들기, 네발기기 자세로 엎드

려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 올리기, 엎드린 자세로 팔 펴고 허리 

젖히기, 벽에 기대어 서서 똑바로 내려오기를 각각 4~5초간 

유지하기를 10회씩 반복한다. 정리운동은 누워서 편안한 자

세로 5분간 휴식한다. 

운동의 목적은 허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운동의 

횟수와 시간은 하루 한 번, 1회 30분씩, 주 5회 이상 규칙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고, 각각의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도록 하며 

동작과 동작사이에는 잠깐 쉬도록 한다. 운동 강도는 허리가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행하며 운동 시 약간의 통증을 느

끼는 정도를 넘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의 통증이 나타날 때는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실험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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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king 2. Abdominal breathing 3. Pelvic tilt 4. Head-up

5. Pulling knees 6. Hip flexion 7. Leg leaning sideways 8. Pelvic lift

9. Cat pose 10. Back extension 11. Wall slide 12. Cool down

Figure 1. A twelve step exercise program.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매주 1회, 하루 2시간씩 1개

월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로부터 요통 환자를 위

한 요부운동요법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비롯하여 요부운동

의 시행 및 교육 방법을 훈련받았다. 이후 연구자는 간호사 2

명을 연구보조자로 선정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실험처

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시범을 보

이며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1주에는 만성요통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하

여 입원한 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병실을 방문하여 요부운

동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 다음 요부운동의 내용이 자

세하게 제시된 소책자를 배부해 주고 운동 시 벽에 부착해 놓

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12가지의 주요 운동자세 그림을 한 장의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공하였다. 교육은 대상자의 병실에서 실

시하였으며 교육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와 

함께 유인물을 보면서 한 동작씩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을 

한 후 대상자가 직접 따라해 보도록 하였으며, 잘못된 자세나 

동작은 다시 설명하고 교정해주었다. 대상자에게 경막외 차단

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집에서 매일 30~35분씩 규칙적으로 요

부운동을 실시하되 운동의 강도는 환자의 수행능력에 맞게 조

절하여 허리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지시

켰다. 또한 운동 자가기록표를 배부하고 그 작성법을 교육한 

후 매일 기록하도록 하였다. 운동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2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주와 3주는 2차와 3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구자가 대상자의 병실로 찾아가 요부운

동을 집에서 잘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운동의 

전 과정을 시범해 보이도록 요청한 후 자세나 동작을 수정해 

주고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하도록 격려하였다. 

4주에서 6주는 운동요법을 집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 1회 전화로 운

동요법의 이행정도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에게 매일 규칙적으

로 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여부를 자가기록표에 매일 기록하도

록 격려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9월 1일에서 1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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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사, 실험처치, 사후 조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

가 만성요통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에게 연구의 목

적, 연구진행 절차와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

에 서명을 받았다. 

본 연구에의 참여를 동의한 모든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특

성, 통증,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

용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자나 연구보조자가 대

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과정 동안 대상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었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약 10~ 

15분 정도였으며, 응답이 끝난 직후에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사전 조사가 끝난 직후 실험군에 속한 대상자에게 6주간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6주 후 외래에 방문하였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증, 일상생활제

한, 우울에 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대상 병원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 병원의 책임자인 의료부장과 간호부

에 연구의 목적, 진행과정, 방법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한 후 연구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

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

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과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대조군에 해당된 대상자에게는 사후 조사 후 실험군에게 제

공했던 동일한 소책자와 운동자세 그림 유인물을 배부하고 요

부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 통증과 일상생활제한에 대한 실험군과 대

조군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x2-test, Fisher exact test과 inde-

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사전 우울점수 값

의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두 군 간의 동질성 검증은 Mann-Whitney U test로 분석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통증, 일상생활제한, 우울에 대한 실험

처치 전후 값이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어 두 군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independent one-tail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일상생활제한 및 우울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52명으로 실험군 25명, 대조

군 27명이었다. 동질성 검정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

령,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서

서 일하는 시간, 앉아서 일하는 시간, 질환유무 등의 건강 관련 

특성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일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종속변수인 통증, 일상

생활제한, 우울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을 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

타났다(Table 2).

2. 요부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검정

1) 가설 1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전굴시 통증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4.86± 

1.77점, 대조군 -3.69±1.8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32, p=.012). 요부운동 프로

그램 전·후 후굴시 통증 점수의 차이는 실험군 -5.00±1.88

점, 대조군 -3.70±2.0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t=-2.37, p=.010). 따라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실험군이 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통증이 더 감소할 것이

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가설 2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상생활제한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 -16.88± 

6.01점, 대조군 -12.75±6.30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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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25)  Cont. (n=27)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1 (44.0)
14 (56.0)

15 (55.6)
12 (44.4)

 0.69  .405

Age (year) 42.60±10.95 48.11±9.40 -1.95  .057

Educat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8 (32.0)
17 (68.0)

14 (51.9)
13 (48.1)

 2.09  .171

Spouse Yes
No

 8 (32.0)
17 (68.0)

 7 (25.9)
20 (74.1)

 0.23  .629

Occupation Yes
No

18 (72.0)
 7 (28.0)

17 (63.0)
10 (37.0)

 0.48  .488

Standing at work (hour) 5.12±3.63 5.14±3.91 -0.02  .979

Sitting at work (hour) 4.72±3.15 4.22±2.93  0.58  .559

Hypertension 
 

Yes
No

 5 (20.0)
20 (22.2)

 6 (22.2)
21 (77.8)

 0.03  .845

Diabetes mellitus 
 

Yes
No

2 (8.0)
23 (92.0)

 4 (14.8)
23 (85.2)

 0.59  .442†

Arthritis 
 

Yes
No

 3 (12.0)
22 (88.0)

 4 (14.8)
23 (85.2)

 0.08 1.00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Table 2. Homogeneity of Dependent Variables (N=52)

 Variables
Exp. (n=25) Cont. (n=27)

     t or Z p
 M±SD  M±SD

Pain on extension  6.72±1.84  6.06±1.94  1.26 .106

Pain on flexion  6.74±1.66  6.14±1.93  1.20 .117

Daily living disability 30.84±4.36 30.37±4.27  0.39 .347

Depression 25.96±8.42 25.40±6.53  -0.30 .38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Mann-Witney U test.

상생활제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되었다

(t=-2.41, p=.010).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가설 3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우울점수 차이는 실험군 -11.40±6.22점, 대조군 -7.03± 

3.54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더 크게 감소하

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13, p= 

.002).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들을 대

상으로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통증,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감소

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요부운동 프로그램은 Williams 운동과 McKenzie 운동을 

기초로 연구자가 만성요통 환자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였으

며, 실험군에 속한 대상자에게 6주간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요부운동요법을 중재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요부운동을 지속적



460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김경아 · 이명하 · 김현경 등

Table 3. Comparison of Pain, Daily Life Disability, and Depression between Two Groups (N=52)

Variables Group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Pain on extension Exp. (n=25)
Cont. (n=27)

 6.72±1.84
 6.06±1.94

 1.86±1.04 
 2.37±.944

 -4.86±1.77
 -3.69±1.85

-2.32 
 

.012
 

Pain on flexion Exp. (n=25)
Cont. (n=27)

 6.74±1.66
 6.14±1.93

 1.74±1.10
 2.43±.937 

 -5.00±1.88
 -3.70±2.04 

-2.37
 

.010
 

Daily life disability Exp. (n=25)
Cont. (n=27)

30.84±4.36
30.37±4.27

13.95±4.51
17.61±5.07

-16.88±6.01
-12.75±6.30

-2.41
 

010
 

Depression Exp. (n=25)
Cont. (n=27)

25.96±8.42
25.40±6.53

14.56±3.94
18.37±4.26

-11.40±6.22
 -7.03±3.54

-3.13
 

.002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으로 수행해야 한다. 즉 대상자가 교육받은 요부운동을 지속

적으로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요부운동 프로그램 제공시 총 3회의 개별 교육과 피드백 제

공, 문자메시지와 전화, 운동 자가기록표 작성 등을 실시하였

다. 이것은 대상자로 하여금 요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

록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며, 요부운동 프로그램의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6주간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통증을 

측정하였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통증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3개월 동안의 요부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는 Rittweger, Just, Kautzch, Reeg와 Felsenberg (2002)의 

연구, 10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을 감

소시켰다는 Risch 등(1993)의 연구, 가정에서의 운동이 근력

과 관절운동범위를 증가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고한 Crowley (2009)의 연구 등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최근 

병원에서는 만성요통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경막외 신경차단

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함께 6주간

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만성요통 환자들이 경막외 신

경차단술만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요부 통증이 더 많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들이 경험하는 통증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만성요통의 재발 방지와 예후 증진을 

돕기 위해서는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는 시작 단계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서는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일

상생활제한 점수가 유의하게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요

통 환자에게 적용한 운동요법이 일상생활 제한이나 장애를 감

소시키거나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Gard, Gille, & Grahn, 2000)의 결과를 지

지하였다. 개인위생, 물건 들기, 걷기, 앉기, 서있기, 잠자기, 

여행, 사회생활 등의 일상생활 활동은 인간이 독립적으로 생

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 그런데 만성

요통 환자들은 통증이나 신체기능의 장애로 인해 이러한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고 많은 제한을 경험하게 되며

(Jette, 1980), 만성요통 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 제한이

나 장애는 사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

게 된다(Holmes, 1985). 따라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의 일상생활 제한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경

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생

활 제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소시켜서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증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에게 요부운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일상생활제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

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연구결과들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일상생활제한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반복연구가 실시되

어야 할 것이다.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만성요통 환자의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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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행연구들의 결과(Gaskell, Enright, & Tyson, 2007; 

Nam, 2004)를 지지하였다. 만성요통 환자들은 우울경향이 

높고(Kim, Kim, Kim, & Lee, 2000) 통증이 심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는(Park & Son, 2001)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

려해 볼 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가 경험

하는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

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요부운동 프로그램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일상생활제한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

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간호중재로서 요

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통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

키고 통증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며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의 효율적인 통

증 감소를 통해 일상생활 기능을 조기에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유

용한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치료적

인 접근으로서 경막외 신경차단술만을 시행하고 운동요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선 간호사나 

의사들은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요부운동요법을 실시했을 때

의 통증완화, 일상생활제한 및 우울 감소의 효과를 인지하고 

각 병원의 치료방법이나 인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요부운동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

집했던 병원에서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실시하고 차단술을 받는 환자는 반드시 

입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가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마다 병실에서 매주 1

회 총 3회의 개별 교육과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만성요

통 환자에게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는 횟수나 입원 여부 

등의 치료적 접근이 본 연구의 자료수집 병원과는 다른 병원

에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에는 요부운동에 대한 

교육의 방법, 횟수, 장소, 피드백 제공 방법 등을 각 병원의 상

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운동 프로그램은 대상자에게 3회의 면대면 개별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대상자가 전 과정을 시범해 보

이도록 요청하여 자세나 동작을 교정해 줌으로써 수행의 정확

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또한 대상자가 집에서 운동을 이행하

도록 하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운동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격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운동 수행

여부는 자가 보고를 통해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수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운동의 

수행은 대상자를 특정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여 집

단운동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대상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집에 매일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 자발적 

운동수행이기 때문에 운동수행 실태를 자가 보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자가 보고의 내용이 실제 수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모든 자가보고 측정방법이 가지고 있는 일

반적으로 제한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탈락률은 37.5%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

구들(Choi & Choi, 2010; Kwon, 2009)에서 실험군의 탈락

률이 20.6~32.3%였던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주 3회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운동을 실시한 자만을 최종분석에 포

함시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규칙

적인 운동실천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 수행 시 대상자가 규칙적으로 운동

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마

련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

들의 통증, 일상생활제한 및 우울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임상실무에서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중재로

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연구나 요부운동요법의 효과를 확인하

는 연구가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막외 신경차단

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를 위한 다각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미래 연구의 실시를 촉진시키는 데 기

여할 것으로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부운동 프로그램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일상생활제한 과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제

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증, 일상생활제한과 

우울 정도가 더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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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요부운동 프로그램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의 통증, 일상생활활동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

과적인 중재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막외 신경차단술

을 받는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통증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통증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신체기능과 일상생활 기능을 효과적으로 회

복시키며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부운동요법의 효과를 평가

하는 반복연구 및 요부운동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기간을 확인

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추가 중재의 방법과 시기를 확인하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또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만

성요통 환자에게 유용한 간호중재로서 요부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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