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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요통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허리통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Park, Lee, & Lee, 2005). 이러한 요통은 척주를 둘러싼 인대나 근육, 

관절 및 허리 운동과 관련된 근육들의 긴장이나 피로 또는 약화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chael, 2002). 통증의 지속 시

간에 따라 6주 이하면 급성, 6주에서 12주 사이를 아급성, 12주 이상

일 경우 만성으로 분류한다(Wheeler, 1995). 급성인 경우는 대부분

이 2개월 내에 호전을 보이는 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의 

10%는 만성요통으로 진행하게 된다(K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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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의 원인은 척주 부위의 질환이나 스트레스, 내부장기 질환 

등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Mayer, Gatchel, Be-

tancur와 Bovasso (1995)는 허리부위의 근력과 유연성의 약화가 만성

요통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Murphy, Hurwitz, Gregory와 

Clary (2006)도 허리의 근력감소로 인해 허리부위의 척주앞굽음증

(lordosis)이 증가하게 되고 척주 주위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요

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만성요통환자의 90%에서 있어서 허리부위 근력이 약해진다(Lee, 

Lee, Kwon, & Jeon, 2011).

요통의 치료에는 능동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운동과 스트레칭 

등이 있고, 수동적인 방법으로는 수술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이 있다(Kim, 2013).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운동, 수기치료(manual thera-

py),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 완화된다(Lee, Bang, & 

Ko, 2003). 요통 환자는 질환으로 인해 통증이 시작되어 자세 불균

형, 근력 및 유연성 저하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자세 불균형, 근력 및 

유연성 저하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유산소운

동, 수중운동, 슬링운동 등 요통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운동방법들

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도 요통환자 중 수기치료

를 받은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의학치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3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Hertzman-Miller et al., 2002). 그중 스트레칭, 

마사지 및 pinch lift and rubbing manual therapy (PMT)는 숙련된 기

술이나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유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근육과 관절의 장애를 예방하고 근

육의 신축성을 높여 운동범위를 개선시킬 수 있다(Jeong & Chae, 

2012; Kim & Kim, 2010; Won & Chae, 2011).

PMT는 국내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최초 개발되어 임상과 민간에 

보급되어지고 있는 수기치료기법이다(Kim & Kim, 2010). PMT는 대

부분의 근골격계 문제가 근육과 피부 등의 유착에 따른 혈액순환

과 신경소통의 문제로 기인하여 나타난다는 근거하에 그 문제를 해

결하도록 사용하는 기법으로 피부를 꼬집듯이 집어 들어 올려 비틀

어서 피부와 근육 사이의 유착을 해소시키는 손기술이다(Hwang, 

Choi, & Km, 2010; Kim & Kim, 2010). 즉 PMT는 손을 이용하여 집어

서 들어 올려 비트는 동작을 영어화 한 것이다.

근골격계 통증은 피부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는 근막이 피부와 

유착이 되면 몸이 움직일 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긴장

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결국 통증을 초래하거나 움직임이 제한

될 수 있다. 요통 환자들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최소

화하려 한다. 그 결과로 허리근, 볼기근, 뒤넙다리근의 길이가 짧아

져 유연성 결핍을 초래한다(Carpenter et al., 1991). 이러한 근육의 유

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트레칭이 사용되

며 스트레칭 운동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좋아지

게 하고 몸통과 다리의 움직임이 증가하면 근력을 좋게 하여 요통

을 완화시키고 회복을 돕는다(Lee,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스트레칭과 PMT 기법이 

처치 후 바로 몸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근육의 운동범위를 개선시키

고 더 나아가 근력을 강화시켜 통증을 완화시킬 것이다.  또한 근육

과 피부 등의 유착에 따른 혈액공급과 노폐물 순환이 되지 않는 문

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피부를 들어 올려 비트는 PMT는 효과적

인 치료방법이지만(Kim & Kim, 2010), 아직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았

을 뿐더러 이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보존적 운동 방법인 스트레칭과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PMT를 적용하여 통증 정도와 근력, 유연성의 변화를 알아보고 

PMT 기법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요통환자에게 스트레칭과 PMT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칭과 PMT가 요통환자의 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고 비교한다.

2) 스트레칭과 PMT가 요통환자의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고 비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스트레칭과 PMT가 요통환자의 통증, 근력,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비동등성 환자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G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학생 중 요통을 호소하

는 사람 43명을 지원받았다. 연구대상자 선정 시 요통 증상 설문지

를 통한 1차 검증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통증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여 통증척도가 4 이상이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30명을 선정

하였으며 연구기간 중에 탈락자가 없어 최종 대상자는 30명이었다. 

대상자 수 산출에 대한 근거로 스트레칭 요법이 어깨통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한 Jeong과 Chae (2012)의 연구에서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일 때 G-power 산출결과 24명이었으

며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는 대조군, 스트레칭군, PMT군 각 1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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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작위 분류하였다. 또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연

구 참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

명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참고로 본 연구는 실험기간 동안 몸통 안정성 운동 및 물리치료

를 받고 있거나 디스크 문제로 인한 신경학적 요통이 있는 사람, 정

기적인 근력강화 운동을 하는 사람, 도수치료를 받는 사람, 기타 의

학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도구

1) 통증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Huskisson (1974)가 개

발한 주관적 통증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통증 척도를 1 mm 간격인 100 mm 눈금 척도표의 직선 위에 표시하

도록 한 방법으로 오차의 가능성이 적어 대상자의 정확한 통증범

위를 알아보고자 할 때 많이 쓰인다(Harms-Ringdahl et al., 1986). 통

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상태인 0 mm를 0점으로 설정하고 통증을 

최대로 느끼는 상태인 100 mm를 10점으로 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측정하였다.

2) 등근력 측정

등근력 측정기 Back strength (O2 RUN, Seoul, Korea)의 발판 위에 

양발을 15 cm 정도 벌리고 서서 상체를 앞으로 30° 굽힌 후 손바닥

이 안쪽을 향하게 손잡이를 잡은 다음, 양손으로 손잡이를 당겨 얻

은 결과 값을 kg 단위로 기록하였다. 등근력은 측정값이 클수록 큼

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험 처지

에 참여하지 않아 대상자가 어떤 군에 배정되었는지 모르는 연구보

조원 1인이 측정하였으며 이 과정을 두 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

하였다.

3) 유연성 측정

(1) 몸통 굽힘(trunk flexion) 측정

대상자는 신발을 벗고 측정기 Sitting trunk flexion (O2 RUN, Seo-

ul, Korea)에 앉아서 몸통을 앞으로 굽히고 가운데 손가락의 손끝이 

최대로 멀어지는 거리를 5초 동안 유지하게 한 다음 거리를 cm 단위

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대상자군 분류에 대해 모르는 연구보조원 1

인이 측정하였으며 본 과정을 2회 반복 후 각각 측정된 값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측정된 거리가(cm) 클수록 유연성이 큼을 의

미한다. 

(2) 몸통 폄(trunk extension) 측정

대상자는 신발을 벗고 측정기 Trunk extension (O2 RUN, Seoul, 

Korea)에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 턱을 수평으로 

최대한 들어 올리게 한 후 5초간 유지한 다음 턱을 들어 올린 높이

를 cm 단위로 측정하였다. 측정은 대상자군 분류에 대해 모르는 연

구보조원 1인이 측정하였으며 본 과정을 2회 반복 후 각각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측정된 거리가(cm) 클수록 유연성

이 큼을 의미한다.

4. 연구 진행 절차

자료수집과 실험처치는 G대학 건강관리센터에서 2011년 4월부

터 10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1) 사전조사 및 측정

지원자들에게 일반적인 특성과 통증 특성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통증척도가 4점 이상인 자 3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였으며 대상자들의 근력, 유연성을 연구보조원이 직접 측정하였다.

2) 실험처치

모든 실험처치는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임상경험이 있

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하였으며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인근의 K병

원과 학교 사이에 협약이 맺어져 있었다. 프로그램은 1주 1회차부터 

전체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매회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5주간의 실험처치 

종료 후에는 대상자 전원이 다과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

(1) 스트레칭 방법

스트레칭의 강도는 개인의 신체 건강상태 및 유연성에 적합한 정

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회 20분을 매주 3회 총 5주간 실시하였

다. 시작할 때는 준비운동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는 정리운동을 하

였다. 엉덩허리근, 허리폄근, 허리네모근, 뒤넙다리근, 아킬레스건 부

위에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으며, 운동 중에 통증이 증가하면 즉시 

중지거나 강도를 낮추어 시행하였다. 또한 무리한 힘을 주거나 반동

을 이용하지 않았고, 각 동작 사이에는 10초간 휴식시간을 갖고 모

든 동작은 2회 반복하며 같은 요령으로 반대쪽도 실시하였다.

(2) PMT 적용

PMT는 1회 6분, 주 3회, 총 5주간 실시하였다. PMT의 기법은 기본 

테크닉(Standard Technique, ST), 역기본 테크닉(Reverse Standard 

Technique, RST), 더블 쓰러스트 테크닉(Double Thrust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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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잠김 테크닉(Locking Technique, LT), 결합조직 쓰러스트 테크

닉(Connective Thrust Technique, CT), 손끝 테크닉(Finger Top Tech-

nique, FT), 새끼두덩 들어올리기 테크닉(Hypothenar Lift Technique, 

HT)으로 구분할 수 있다(Kim & Kim, 2010). 본 연구에서는 적용부

위에 적합한 ST, LT, CT 기법을 Kim과 Kim (2010)의 방법에 따라 적

용하였다. 통증이 많은 부위는 강도를 조절하여 적용하고 신경 및 

혈관이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지 않도록 

하였다. 적용부위는 요통의 많은 원인이 되는 유착부위인 가시돌

기, 볼기근 상부,  큰볼기근 거친선, 종아리 부위를 Figure 1과 같이 

적용하였다.

3) 사후조사 및 측정

스트레칭군,  PMT군, 대조군 모두 실험 2주와 5주 후에 각각 주관

적 통증척도, 근력,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자료수집 시 연구자의 주

관적인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험처치를 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인이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증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측정시기에 따른 주관적 통증척도, 등근

력, 유연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였으며, 매 시점별 그룹 간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Turkey’s multiple range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

준 α = .05로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조군은 평균연령 

24.30 ± 1.70 (세), 평균신장 175.05 ± 4.86 (cm), 평균체중 72.50 ± 6.46 

(kg)이었고, 스트레칭군은 평균연령 23.50 ± 2.36 (세), 평균신장 

174.60 ± 5.90 (cm), 평균체중 68.90 ± 6.17 (kg)이었으며, PMT군은 평균

연령 24.80 ± 2.93 (세), 평균신장 177.40 ± 4.95 (cm), 평균체중 72.60 ±

4.88 (kg)이었다. 세 군은 동질성 검정 결과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Table 1).

2. 주관적 통증척도의 변화

주관적 통증척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시간에 따른 효과(p < .01), 집단 간 비교(p < .01), 시간

과 집단의 상호작용(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매 시점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주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 < .05), 사후검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에

서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5주 후 스트레칭

군에 비하여 PMT군에서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Table 2).

3. 근력의 변화

근력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등근력은 시간에 따른 효과(p < .001), 

집단 간 비교(p < .05),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p < .01) 모두 통계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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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24.30 ± 1.70 175.05 ± 4.86 72.50 ± 6.46
STR 23.50 ± 2.36 174.60 ± 5.90 68.90 ± 6.17
PMT 24.80 ± 2.93 177.40 ± 4.95 72.60 ± 4.88
p .481 .453 .293

CON = Control; STR = Stretching; PMT = Pinch lift and rubbing manual therapy.

Table 2. The Change of Lower Back Pain (score)

Pre After 2 weeks After 5 weeks p

CONa 4.51 ± 1.08 4.40 ± 1.70 4.14 ± 1.74 .001*
STRb 4.62 ± 0.70 3.61 ± 1.78 2.13 ± 1.37 < .001†

PMTc 4.64 ± 0.97 2.72 ± 1.89 1.81 ± 1.23 .034‡

p .912 .316 .044a < b,c; b < c

p-values are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Time effect; †Difference group; ‡Interaction.
CON = Control; STR = Stretching; PMT = Pinch lift and rubbing manual therapy.

A B C D

Figure 1. PMT Applied. (A) Spinous process. (B) Gluteal tuberosity. (C) Upper of gluteus. (D) C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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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매 시점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주 후와 5주 후에 세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했

지만, 대조군의 경우 소폭 증가한 반면 스트레칭의 경우 사전에 비

해 2주, 5주 후 각각 평균 18.72 unit/kg, 31.53 unit/kg 증가하였고, 

PMT의 경우 평균 32.99 unit/kg, 37.21 unit/kg로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정 결과 2주 후와 5주 후 모두 대조군에 비해 스

트레칭군과 PMT군에서 근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주 후와 5주 후 스트레칭군과 PMT군 사이의 등근력의 변화는 차이

가 없었다(Table 3).

4. 유연성의 변화

유연성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몸통 굽히기는 시간에 따른 효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5), 매 시점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주 후와 5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대조군의 경우 2주후 0.54 unit/kg 증가 후 5주째 감소하

였으며, 스트레칭 역시 2주후 평균 2.58 unit/kg 증가하였다가 5주째 

감소하였지만 PMT군의 경우 2주, 5주 후 측정결과 각각 평균 4.98 

unit/kg, 6.06 unit/kg 증가하였다. 사후 검정 결과 2주 후와 5주 후 모

두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에서 몸통 굽히기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몸통 뒤로 젖히기는 시간에 따른 효과( p < .05)와 집단 간 비교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시간과 집단의 상

호작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 매 시점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2주 후와 5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사후검정 결과 2주 후와 5주 후 모두 대조군

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에서 몸통 뒤로 젖히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대조군 경우 2주, 5주후 각각 사전에 비해 평

균 0.89 unit/kg, 1.0 unit/kg 증가한 반면, 스트레칭은 2주, 5주 후 평균 

10.74 unit/kg, 12.83 unit/kg 증가하였고 PMT군 경우 2주, 5주 후 측정

결과 각각 평균 10.9 unit/kg, 13.19 unit/kg로 변화의 격차가 가장 큼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주 후와 5주 후 스트레칭군과 PMT군 사이의 

몸통 뒤로 젖히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논  의

요통은 허리 부위에 나타나는 통증 증후군으로 전 인구의 모든 

연령, 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요통 환자 중 수술

이 꼭 필요한 경우를 빼고 나머지는 허리를 삐거나 근력이 약화된 

경우여서 바른 자세를 갖고 운동요법을 활용하면 호전시킬 수가 있

다.  요통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통을 기

존 스트레칭과 수기치료 중 하나인 PMT를 각각 적용하여 통증, 근

력, 유연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PMT 수기치료의 임상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통증은 요통 환자의 주된 증상이며 치료의 중요한 요인이다. 치

료 결과의 판정에 있어서도 치료 후에 환자의 동통의 정도는 그 치

료의 효용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Hwang, 2005). Jeong

과 Chae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자가 스트레칭이 2주, 4주 후 간호사

의 어깨통증과 유연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1주일간의 시간이 더 경과한 후 효과검증을 위해 스트레

Table 3. The Change of Muscle Strength (unit: kg)

Pre After 2 weeks After 5 weeks p

CONa 108.51 ± 12.50 110.52 ± 20.37 112.80 ± 18.12 < .001*
STRb 105.61 ± 10.11 124.33 ± 22.78 137.14 ± 24.55 .033†

PMTc 107.82 ± 11.38 140.81 ± 24.36 145.03 ± 20.14 .004‡

p .795 .043a < b, c .036a < b, c

p-values are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Time effect; †Difference group; ‡Interaction.
CON = Control; STR = Stretching ; PMT = Pinch lift and rubbing manual therapy. 

Table 4. The Changes of Flexibility (unit: cm)

Pre After 2 weeks After 5 weeks p

Trunk flexion CONa 7.67 ± 6.91 8.21 ± 6.22 7.89 ± 6.59 .040*
STRb 8.31 ± 5.08 10.89 ± 7.44 9.56 ± 7.92 .161†

PMTc 7.16 ± 6.22 12.14 ± 5.74 13.22 ± 7.19 .209‡

p .842 .042a < b, c .025a < b, c

Trunk extension CONa 47.91 ± 10.21 48.80 ± 7.71 48.91 ± 10.25 .006*
STRb 46.69 ± 8.62 57.43 ± 9.52 59.52 ± 10.36 < .001†

PMTc 48.12 ± 9.42 59.02 ± 9.21 61.31 ± 12.55 .054‡

p .721 .038a < b, c .013a < b, c

p-values are result of repeated measure ANOVA.
*Time effect; †Difference group; ‡Interaction.
CON = Control; STR = Stretching; PMT = Pinch lift and rubbing manu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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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PMT 실시 후 2주, 5주 후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 스트레칭군과 PMT군은 실험 전에 비해 5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매 시점별 군 간 비교를 통해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이 통증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4주간의 스트레칭이 목과 어깨 통증 감소에 효

과적이었다는 Kim과 Lee (200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요통을 가진 

운전직 종사자에게 스포츠마사지(Lee, 2009)와 요통환자 26명을 대

상으로 10회 경혈지압 마사지(Ju, 2009)를 실시한 연구, 뒤넙다리근 

스트레칭을 포함한 요통치료 운동프로그램 후 통증감소(Lee, 2007)

와 같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처럼 스트레칭 적용이 유사하게 통증

을 감소시켰다. PMT도 짧은 기간 치료를 통해 유연성 증가, 근력회

복, 통증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

를 대상으로 4주간 PMT 적용 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Hwang, Choi, & Km, 2010; Kim & Kim, 2010). 본 연구

의 5주 후의 결과에서 통증감소에 스트레칭보다 PMT가 더 효과적

으로 나타났으며, Kim (2009)의 장딴지근의 스트레칭효과가 적용 

48시간 후에 적용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통증치료에 

PMT가 좋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문제가 근육과 피

부 등의 유착에 따른 혈액순환과 신경소통의 문제로 기인하여 나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피부를 집어 들어 올려 비틀어서 피

부와 근육 사이의 유착을 직접 해소시키는 것이 PMT의 장점이다

(Kim & Kim, 2010).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힘을 근력이라고 하는데 근력에 대

한 결과는 시간에 따른 효과, 집단 간 비교,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험 2주부터 대조군에 비

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이 근력이 향상되었다. 요통환자에게 운동

을 통한 근력향상은 필수적이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직접적 근력 향

상은 어려움이 있다. Lee (2007)는 뒤넙다리근 스트레칭을 포함한 요

통치료 운동 프로그램 후 허리폄 근력을 증가시켰고, Jun (2002)은 세

라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을 통하여 만성요통 환자의 근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조심스러운 스트레칭은 척주 주위의 근육의 긴장도

를 감소시켜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다. PMT는 피부와 피

부 밑근막의 유착을 해소시킴으로써 관절이 움직일 때 피부와 근막

의 불균형한 장력을 바로잡아 주고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여 통증유

발물질들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Kim & Kim, 2010; Oh & Jeong, 

2003). 이 효과는 스트레칭보다 피부와 근막 사이의 유착을 해소함

으로써 통증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통증 감소를 더욱 지속시켜 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여 근력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연성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 없이 관절을 움직이게 하

는 능력으로서 근육의 신장력에 좌우된다(Knight, Rutledge, Cox, 

Acosta, & Hall, 2001; Kubo, Kanehisa, & Fukunaga, 2002). 스트레칭과 

PMT가 유연성 테스트인 몸통 굽힘과 몸통 폄 모두에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유연성이 증가되었다. 4주간의 자가 스트레칭이 병

원 간호사의 어깨 통증을 감소시키고 어깨 유연성을 증가시켰다는 

Jeong과 Chae (201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Chang과 Jun (2004)은 탄

력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실시 후 앉아 몸통 굽힘에서, Yoo, Kong 

과 Lee (2004)는 스트레칭 후에 윗몸 뒤로 젖히기가 유의하게 증가

하여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근육의 신장력을 증가시켜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 PMT는 피부와 근막 사이를 들어 유착

을 해소하여 불균형한 피부, 근막, 근육 사이의 장력을 재 정렬시킨

다. 이로 인하여 긴장된 근육과 근육 사이의 눌린 혈관을 풀어 혈액

순환과 통증이 생기지 않는 관절 가동범위를 넓혀 유연성이 증가되

었다고 생각된다(Kim & Kim, 2010).

이상의 결과에서 실험군인 스트레칭군과 PMT군 두 집단 모두 

통증, 근력, 유연성에서 실험 전에 비하여 실험 후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PMT가 기존에 요통환자에게 널리 쓰이던 스트레칭과 비슷하

거나 통증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기법이 복잡하지도 않고 도구나 장소에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임상과 일상

에서 손쉽게 사용되길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요통환자에게 스트레칭과 PMT를 적용하였을 때 주관적 통증척

도는 실험 5주 후에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에서 통증

이 감소하였다. 특히 실험 5주 후에 스트레칭군에 비해 PMT군이 통

증감소에 더 효과적이었다. 근력은 실험 2주 후와 5주 후 모두 대조

군에 비해 스트레칭군과 PMT군에서 증가하였다. 유연성 검사인 몸

통 굽힘과 폄은 모두 실험 2주 후와 5주 후에 대조군에 비해 스트레

칭군과 PMT군에서 증가하였다. 단 실험 2주 후와 5주 후에 근력과 

유연성에서 스트레칭군과 PMT군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통환자에게 스트레칭과 PMT 적용은 조

작을 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완화 및 근력,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실험 5주 후 결과에서는 스트레칭

에 비해 PMT 적용군이 통증완화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요통이 있는 일부 남자대학생 30명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요통환자로 일반화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요통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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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PMT기법을 적용하여 통증과 근력, 유연성의 변화를 확

인함으로써 임상에서 PMT 적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향후 

PMT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요통에 대한 

PMT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및 통증 관련 혈액 물질을 비롯한 다양

한 객관적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PMT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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