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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Physical Fitness and 
Depression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Juhwan Lee, Sieun Park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eneral Graduate School, Yongin University, Yongi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physical fitness (dominant hand grip power, domi-
nant isokinetic leg muscle strength, abdominal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cardiopulmonary endurance)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Methods: This study was a cross sectional study and subjects consisted of 60 young males with chronic low back pain. The subjects were 
allocated to two groups following a self-report survey: cigarette smoking group (n=25) or non-smoking group (n=35). Physical fitness 
(dominant hand grip power, dominant isokinetic leg muscle strength, abdominal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cardiopulmonary endur-
ance) were measured using objective methods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physical fitness, the cigarette smoking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ab-
dominal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and cardiopulmonary endurance compared with the non-smoking group. Depression index (CES-D 
scal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igarette smoking group than in the non-smoking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igarette smoking had a negative effect on abdominal muscle endurance, flexibility, and cardio-
pulmonary endurance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In addition, depression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as affected 
by cigarette smoking. Thus, we suggested that cigarette smoking may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terioration of physical fitness and 
depression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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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통(low back pain)은 전세계적인 건강 문제로 보통 사람들의 50-80%

가 일생중 한번쯤 요통을 경험하고 있다.1,2 급성요통의 임상적 예후

는 좋은 편이어서 95%의 급성요통환자들은 발병 몇 개월 내에 회복

을 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요통환자의 경우 증상이 만성화된다.3,4 만

성요통은 요통증상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급성요통환자의 

흡연여부가 만성요통발현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5,6 급성요통환자

가 흡연을 할 경우 만성요통으로 악화될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 이

상 높았고,6 흡연으로 인해 만성요통환자들의 신체기능점수 및 정신

건강점수도 낮아지게 된다.7

흡연은 암, 호흡기계 질환 및 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및 우울증

상 발현에 기여하는 위험요인이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 

및 흡연 경험이 있는 그룹은 흡연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요통 유병률을 보였고,9 하루흡연율(daily smoking)이 높아질수

록 우울정도도 증가했다.10 또한 흡연을 함에 따라 체력요소인 심폐지

구력, 상지근력 및 자세유지근의 활성이 저하되기도 한다.11 

한편 만성요통환자의 50% 이상이 통증감소의 목적으로 흡연을 하

게 되지만, 통증감소의 효과보단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게 된다.12 만성

요통환자들 중 중증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자는 본인의 일상생활능

력 수준을 저평가하고,13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거나 일

상적인 활동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14 때문에 만성요통과 

같은 근골격계 통증환자의 증상완화를 위해 우울증상 감소를 위한 

중재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5,16

현재까지 흡연이 요통을 지속시키고, 정신과 증상 중 하나인 우울 

증상 발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왔지만,6,9,10 만

성요통환자의 흡연유무에 대한 체력 및 우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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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physical fitness)은 측정 가능한 건강상태와 관련있는 심폐지

구력, 근력, 유연성, 신체구성요소(body composition), 신경운동상태

(neuromotor fitness)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7 질환을 지닌 환자

에서 특이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체력요소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환

자의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

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체력평가 연구들이 보고되어왔다.11,18,19 

하지만 현재까지 흡연유무에 따른 만성요통환자의 체력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만성요통환자들의 일상생활기능수

준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울을 흡연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14 흡연유무에 따른 만성요통환자의 신체적기능 및 

정신건강상태에 대해 보고된 현재까지의 연구에선 Short Form-36 

Health Survey (SF-36), 흡연에 대한 질문지와 같은 자가기입식 설문지

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고, 우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7,15 때문에 본 연구는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악력, 각근력,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에 대해 평가데

이터를 수치화 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흡

연유무에 따른 우울정도를 비교하여 흡연유무에 따른 만성요통환

자의 치료적 중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A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만성요통으로 진단

받은 20세 초반의 남성 중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성요통 외 

다른 병력이 없는 자, Freitas 등20의 흡연자에 대한 기준에 따른 비흡

연자와 흡연자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다. Freitas 등20의 기준에서는 현

재 흡연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흡연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흡연을 

했더라도 경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는 비흡연자, 최소 6개월 전부

터 본 자료수집기간까지 계속해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로 정하였

다. 하지만 현재 흡연자와 같이 살고 있거나 자료수집기간을 기준으

로 흡연자와 떨어져 지낸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간접흡연자), 자료

수집기간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동안 금연을 해온자(이전흡연자)는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는 자가기입식 설문

지로서 8항목(나이, 키, 몸무게, 요통지속기간, 요통정도, 흡연유무, 흡

연기간, 하루흡연량)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통증항목에 대한 평가는 

Wang과 Kim21에 의해 수정된 주관적 통증평가표인 시각적 상사 척

도(Modified Visual Analogue pain rating Scale, MVAS)를 사용하였다. 

통증정도는 0 (zero) 시점부터 환자가 표시한 위치까지의 길이를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2) 체력 측정도구

(1) 악력

악력은 악력계(hand dynamometer)인 BS-HG (Biospace, Korea)로 측정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팔이 15°의 각을 이루게 

한 후, 중립 위의 자세에서 약 5초 정도 최대의 힘으로 악력계를 우세

팔에 쥐도록 지시하였다. 3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이 사용되었고, 

악력은 kg 단위로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2) 각근력

각근력은 BS-LS (Biospace, Korea)로 측정하였다. 각근력 측정기구에 

연구대상자는 허리를 곧게 편 자세로 앉아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게 

한 후, 우세측 다리에 최대한의 폄수축을 하도록 지시했다. 3회 측정

값 중 가장 높은 값이 사용되었고, 각근력은 kg 단위로 컴퓨터에 기록

되었다.

(3) 복부근지구력

복부근지구력은 BS-SU (Biospace, Korea)로 측정하였다. 복부근지구

력 측정기구에 대상자를 갈고리 자세로 눕게 한 후 대상자의 손을 귀 

옆에 살짝 붙이도록 지시했다. 복부근지구력은 30초간 기구 위에서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복부근지구력은 횟수/30

초 단위로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4) 유연성

유연성은 BS-FF (Biospace, Korea)로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발바닥을 

유연성 측정기구 플랫폼에 붙이게 하여 바른자세로 앉힌 후 양측 상

지를 어깨높이에서 앞으로 뻗도록 하였다. 3회 실시값 중 가장 높은 

값이 사용되었고 유연성은 cm 단위로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5)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BS-AB (Biospace, Korea)로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고정

형 싸이클에 앉은 후 페달링 시의 넙다리와 종아리가 이루는 각이 

10°가 되도록 바이크 안장의 높이를 맞춘다. 각을 맞춘 후 연구대상자

의 심박수 체크를 위해 고정형 사이클에 부착된 심박동 감지기를 잡

고 페달링을 시작한다. 측정은 6분간 진행했으며 mL/kg/min 단위로 

컴퓨터에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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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측정도구

(1)  통합적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척도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는 각 항목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22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의 점수 범위는 0-60점이며, 긍정적인 항목(4,8,12,16)에 대

한 점수는 역으로 채점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한국어판 개발 당시 신

뢰도는 Cronbach’s α = 0.91이었고,2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 = 0.77이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경기도 A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거나 입

원중인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가문답식 설문조사 및 체력에 대

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및 

우울평가를 위한 통합적 한국판 CES-D가 포함되었고, 체력평가에는 

우세측 악력, 우세측 각근력,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측정

이 포함되었다. 각 측정항목 간 휴식시간은 2분으로 설정하였다. 체력 

측정은 평소 체력 검사를 진행해오던 물리치료사에 의해 실시되었고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모니터를 보

지 못하게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9.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자료는 Kolmogorov-Smirnov 검정 방

법을 사용하여 정규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흡연군과 비

흡연군의 체력과 우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흡연유무가 체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흡연유무에 따른 각 체력항목 (악력, 

각근력,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및 우울에 대한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60명으로 이중 흡연군은 25명, 비흡연군

은 35명이었고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흡연군의 평균연

령은 21.1± 2세, 평균신장은 177.1± 5.3 cm, 평균체중은 75.7± 14 kg, 요

통지속기간은 8.4 ± 3.32개월, 요통정도는 47.64 ± 13.57점, 흡연기간은 6

개월 미만이 1명, 6-11개월이 11명, 12-23개월이 12명, 24개월 이상이 1

명, 하루흡연량은 5-9개피가 2명, 10-19개비가 14명, 20개비 이상이 9명

이었다. 비흡연군의 평균연령은 20.9 ± 1.2세, 평균신장은 174.9 ± 5.7 

cm, 평균체중은 71.1 ± 8.6 kg, 요통지속기간은 7.4 ± 2.4개월, 요통정도

는 46.7± 16.9점이었다. 두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05).

2. 흡연유무에 따른 그룹 간 체력 차이

흡연유무에 따른 그룹 간 체력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체력항목 

중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복부근지구력은 흡연군이 17.16 ± 6.56 times/30 s, 비흡연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G (n=25) NSG (n=35) t p

Age (year) 21.1±2 20.9±1.2 0.50 0.62

Height (cm) 177.1±5.3 174.9±5.7 1.54 0.13

Weight (kg) 75.7±14 71.0±8.6 1.49 0.15

Duration of low back 
   pain (months)

8.4±3.3 7.4±2.4 1.40 0.17

Low back Pain (mm) 47.6±13.6 46.7±16.8 0.23 0.82

Duration of smoking (n)

   <6 months 1

   6-11 months 11

   12-23 months 12

   ≥24 months 1

Extent of daily smoking (n)

   5-9 unit 2

   10-19 unit 14

   ≥20 unit 9

SG, Smoking group; NSG, Non-smoking group.

Table 2. Physical fitness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follow-
ing cigarette smoking

SG (n=25) NSG (n=35) t p

Hand grip (kg.f) 42.00±5.20 44.36±6.12 -1.56 0.12

Isokinetic muscle 
   strength (kg.f)

43.76±9.40 48.00±14.04 -1.31 0.19

Abdominal muscle 
   endurance (Times/30s)

17.76±6.56 21.11±7.20 -2.1 0.03*

Flexibility (cm) -1.62±12.21 5.29±9.60 -2.35 0.02*

Cardiopulmonary endurance    
   (mL/kg/min)

42.81±11.57 49.09±8.74 -2.39 0.02*

SG, Smoking group; NSG, Non-smoking group.
*p<0.05.

Table 3. Depression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following 
cigarette smoking

SG (n=25) NSG (n=35) t p

CES-D (score) 22.60±7.90 13.74±3.81 5.19 0.00*

SG, Smoking group; NSG, Non-smoking group;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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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1.11 ± 7.2 times/30 s로 비흡연군이 흡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유연성은 흡연군이 -1.62 ± 12.21 cm, 비흡연군이 5.29 ± 9.6 cm

로 비흡연군이 높았다(p < 0.05). 심폐지구력은 흡연군이 42.81± 11.57 

mL/kg/min, 비흡연군이 49.09 ± 8.74 mL/kg/min로 비흡연군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p < 0.05). 비흡연군의 악력과 각근력이 흡연군보다 높았

으나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3. 흡연유무에 따른 그룹 간 우울 차이

흡연유무에 따른 그룹 간 우울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흡연군이 

22.60 ± 7.9점, 비흡연군이 13.74 ± 3.81점으로 흡연군의 우울이 유의하

게 높았다(p < 0.05). 

4.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 및 우울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 및 우울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결과는 Ta-

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체력항목 중 악력, 각근력에 대한 흡연유무회

귀모형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및 

우울에 대한 흡연유무회귀모형은 유의했다(p < 0.05). 체력항목 중 복

부근지구력에서는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에서 복부근지구력이 유

의하게 높았고(p < 0.05), 유연성에서는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에서 

유연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심폐지구력에서는 흡연자에 비

해 비흡연자에서 심폐지구력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우울정도

는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고 찰

요통 및 만성요통증상의 개선을 위한 현재까지의 연구에선 환자가 

지닌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 PNF 기법, 멀리건 기법, 요부 

안정근 강화운동이 요통환자의 요부근 활성화를 증진시킬 수 있고, 

통증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3-25 이러한 연구들은 요통증

상 개선에 있어 환자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문제에 초

점을 맞춘 연구이다. 하지만 만성요통환자는 구조적 문제 외의 직업 

환경적 요인, 공포회피 반응과 같은 심리적 요인 저하의 특징을 지니

기 때문에 환자 치료에 있어 구조적 측면의 문제만이 아닌 환경, 심리

적 요인을 포함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26 이와 관련하여 흡연

하는 것이 요통을 지속시키고, 만성요통환자의 신체기능까지 저하시

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6,7 현재까지 요통환

자의 흡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흡연유

무에 따라 만성요통환자의 체력 및 우울 차이를 알아보고 향후 흡연

에 대한 치료적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 및 단순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만성요통환자 

중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의 체력 및 우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본 

연구결과는 그룹간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우울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흡연그룹의 복부근지구력 평균값은 

17.16 times/30 s로 비흡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이는 흡연

유무에 따른 체력(복부근지구력, 유연성)을 평가한 Boyce 등27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로, 이 연구에선 흡연자의 복부근지구력이 비흡연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 < 0.05). 흡연자의 복부근지구력 평균값은 39 

times/min이었고, 비흡연자는 47.2 times/min이었다. 

흡연그룹의 유연성 평균값은 -1.62 cm로 비흡연그룹보다 낮았다

(p < 0.05). 이는 Kanae 등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정상인을 대상

으로 실시한 흡연유무에 따른 유연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 흡연군의 

유연성이 2.2 ± 10.2 cm로 비흡연군(3.3 ± 10 cm)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Ricci 

등29의 연구에선 흡연군의 유연성이 비흡연군보다 높았는데(p < 0.05), 

이러한 결과는 흡연이 유연성에 끼치는 영향보단 대상그룹의 나이가 

유연성에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29

본 연구 흡연그룹의 심폐지구력 평균값은 42.81 mL/kg/min로 비흡

연 그룹의 평균값보다 낮았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군인을 대상으

로 1.5 mile에 대한 주파시간을 측정하여 심폐지구력을 비교한 Con-

way와 Cronan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Conway와 Cronan30은 17

세부터 59세 군인을 대상으로 약 2.5 km 구간에 대한 심폐지구력 평

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2.5 km 구간을 흡연군이 비흡연군보

다 늦게 주파했다(p < 0.0001). 흡연군의 주파시간은 12.9 min이었고, 

비흡연군의 주파시간은 12.3 min으로 선행연구의 저자는 이러한 결

Table 4. Simple lineal regression analysis for physical fitness and depression following cigarette smoking

Variable/categories R2 Adj R2 F p B β t p VIF

Hand grip (/smoker) 0.00 -0.02 0.01 0.94 -0.13 -0.01 -0.81 0.94 1

Isokinetic muscle strength (/smoker) 0.01 -0.01 0.67 0.42 -2.68 -0.11 -0.82 0.42 1

Abdominal muscle endurance (/smoker) 0.75 0.59 4.72 0.03* -3.95 -0.27 -2.17 0.03* 1

Flexibility (/smoker) 0.09 0.08 6.01 0.02* -6.91 -0.31 -2.45 0.02* 1

Cardiopulmonary endurance (/smoker) 0.09 0.07 5.72 0.02* -6.28 -0.30 -2.39 0.02* 1

Depression (/smoker) 0.19 0.17 13.3 0.001* 5.64 0.43 3.65 0.001* 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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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 흡연군의 심폐지구력이 비흡연군보다 낮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선 대상자들의 체력 외에 우울정도를 측정하였다. CES-

D 척도로 평가한 그룹 간 우울정도는 흡연그룹이 22.6점으로 비흡연

그룹 평균값인 13.74점보다 높았다(p < 0.05). 이는 Murphy 등31의 연구

와 유사한 결과로 선행연구에선 흡연그룹의 우울정도가 비흡연그룹

보다 3배 이상 높았다(p < 0.05). 

위와 같이 본 연구결과의 만성요통환자 흡연그룹의 체력 중 복부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이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

구들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비흡연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흡연이 만성요통환자의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복부근지구력의 약

화 및 햄스트링 근육의 단축은 요통발생의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요

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32-34 흡연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는 

피로 저항력을 낮춰 피로를 빨리 느끼게 하고, 낮아진 피로저항력으

로 인해 보행패턴이 변화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35,36 때

문에 만성요통환자 흡연그룹에 대한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

력 강화 및 흡연조절을 위한 중재법이 만성요통증상 개선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자의 자세 및 물리적 환경이 환

자의 복부근지구력, 유연성, 호흡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

재와 더불어 적절한 자세교육 및 환자의 물리적 환경 조정을 위한 노

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7,38 

한편 만성요통환자 흡연그룹의 우울정도가 비흡연그룹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 < 0.05).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요통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연하

고 있는 만성요통환자의 우울정도에 대한 초기확인 및 관리가 반드

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9 

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지닌 20세 초반의 남성 중 특정병원에 내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체력항목에는 허리신

전근지구력, 등장성 복부근력 등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향후 

연구에선 보다 넓은 지역의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체력항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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