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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요통을 경험한 사람들 중 44~78%는 12개월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며(Ouellette 등 2017; Airaksinen 등 

2006), 약 25%는 만성통증으로 전이된다(Manchikanti  

등, 2009). 높은 유병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요통에 대

한 치료법은 치료효과가 크지 않다(Saragiotto 등, 2016). 

요통은 장애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 높은 발병률에

도 불구하고 원인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특이적 

요통”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Hancock 등, 2007). 비-특

이적 요통은 안정화와 척추의 조절능력과 안정화의 소

실 중 하나의 인자라고 하였다(Panjabi, 2003). 

비 특이적-요통을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 방향-기반 

매커니즘에 의해 요통을 분류하는 것은 병리적 기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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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였다(Fersum 등, 2010). 요부의 

신전과 회전운동으로 증상이 증가될 때 요부-회전-신전 

하위집단으로 간주한다(Sahrmann, 2010). Park 등

(2016)은 요부-회전-신전의 하위집단에게 움직임 조절 

훈련(motor control exercise; MCE)이 허리통증을 감소

시키는 방법으로 추천한다고 하였다(Park 등, 2016). 

MCE는 임상에서 비-특이적 요통환자의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Macedo 등, 2008), 요통환자

의 몸통근육의 조절 부족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기초

하여 개발되었으며, 척추의 적절한 조절능력을 다시 훈

련하는 것이다(Macedo 등, 2009). 다시 말해, MCE는 

조절능력이 결여된 근육들을(다열근과 복횡근) 훈련시

키고, 과도한 긴장을 하는 근육(복직근과 척추기립근)의 

활동을 억제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Macedo 등, 2016; Hodges와 Richadson, 1997). 이 전

의 연구들에서 허리골반부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의 

재훈련(Luomajoki 등, 2010; Hodges, 2003)및 피드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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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static balance and 
disability in chronic low back pain with lumbar rotation extension subgroup of tra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and lumbar motor control exercise (MCE). Methods: In 40 male low 
back pain with lumbar rotation extension subgroup subjects were recruited for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two groups. Experimental groups received tDCS and MCE, 
Control groups received sham-tDCS and MEC.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measured in surface 
area, whole path length and Roland-Morris low back pain questionnaire (RMQ).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static balance and disability from the experimental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howed a no significant RMQ score from experimental group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DCS and lumbar MCE showed the increased static balance in chronic low 
back pain with lumbar rotation extension sub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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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용한 훈련(Park 등, 2016)이 만성요통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만성적인 요통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

법으로 기계적 효과와 임상적 시너지가 결합된 치료법을 

통해 적용된 것이다(Ouellette 등, 2017). 

경피두개직류자극(tra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을 결합한 치료법이 만성적인 요통을 가진 사람

들에 대한 MCE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Ouellette 등, 2017). 비-침습 뇌 자극의 형태는 50년간 

인간과 동물의 뇌 생리학, 인지기능, 행동을 조절하는데 

사용되었다(Edwards 등, 2017). tDCS는 저렴한 비용, 다

양한 적용 및 작은 크기를 장점으로 신경과학자들 사이

에서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비-침습 뇌자극 기술

의 하나의 방법이다(Thibaut 등, 2013). 또한 비-침습 

뇌자극 기술은 운동 순서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

오에서 운동학습을 수정하는데 광범위하게 시용되어 있다

(Kaminski 등, 2016; Montenegro 등, 2015; Madhavan와 

Stinear, 2010).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인 수행 능력을 얻

을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매력적이다

(Edwards 등, 2017). 

최근 tDCS는 내생적 통증 완화 시스템의 조작을 허

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되고 있으며(Flood 등, 2017),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들의 운동피질에 적용되는 tDCS

는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체계적 고찰에서 적은 

부작용을 가진 FDA에서 승인된 의약품과 유사한 통증감

소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Marlow 등, 2012). 또 미국 

스키 스노우보드 연합회와 Halo 신경과학회는 올림픽 

선수들이 포함한 7명의 스키점퍼 들을 대상으로 tDCS

을 적용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점프 능력이 70% 향

상되고 협응 능력이 80% 향상되었다. 

 이러한 매커니즘에 기초하여,  tDCS와 요부 MEC는 

감각운동피질 재조직화의 표적 상승 메커니즘이 촉진될 

수 있으며, 움직임 조절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하

는 임상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Ouellette 등, 2017). 그

럼에도 불구하고, tDCS와 요부 움직임 조절 운동을 만

성요통 환자들에게 적용을 검증한 증거들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tDCS와 요부 움직임 조절 운동이 만성

요통환자들의 균형과 장애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전남 소재 M 종합병원의 전문의에게 비-

특이적 요통을 진단을 받은 대상으로 과거 심혈관계와 

요통 이외에 다른 정형 외과적 질환이 없으며 일상생활

을 수행을 하지만 만성요통을 가진 성인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명 중 Sahrmann의 하위 그룹 분

류 중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 40명을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Sahrmann, 2010; Van Dillen 등, 2003). 대상자

들에게는 실험에 참가하기 전 실험의 목적과 절차, 실

험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설

명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참여한 대상자는 사전 동의서에 서명 

하였으며, 제비뽑기를 이용해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

군으로 배정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1) 정적균형 평가 

연구대상자들의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균형능

력 측정 장비(Biorescue, RM Ingenierie, France)를 이용

하였다. 평가 장비는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이동

을 측정하기 위한 힘판(force plate)과 압력중심의 이동

을 보여주는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시 시작자

세는 측정 장비 위에 올라서서 발판 위의 사선을 두 번

째 발가락으로 밟도록 발뒤꿈치를 붙이고 발의 앞쪽 부

분을 30도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Figure 1). 검사 

방법은 룸버그 테스트(Romberg test close)를 사용하였

으며, 힘판 위에 올라가 눈을 감은 상태로 60초 동안 

서 있는 상태의 신체 중심이동면적과 이동거리를 측정

하였다. 모든 평가는 3회 측정하여 얻은 결과 값의 평

균값을 이용하였다. 

 

Figure. 1 Measure of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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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통장애지수 평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요통 장애 지수를 알아보기 위

해 롤란드-모리스 장애평가(Roland-Morris lowback 

pain and disability questionnaire; RMQ)를 사용하였다. 

RMQ는 요통환자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습관과 관련하

여 기능적 단계측정에 신뢰도가 검정된 평가도구이다.  

이 설문지는 총 2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한고 1점을 부여 한다. RMQ의 점

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중재 방법

실험군은 Halo tDCS device(Halo Neurosti–mulation 

system, USA)(Figure 2-A)를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20분간 자극 후(Edwards 등, 2017)(Figure 

2-B)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Chattanooga, USA)를 이용한 요부에 움직

임 조절 운동을(Comerford와 Mottram, 2012)실시하였

다. 

대조군은 Halo tDCS device를 20분간 착용 후 자극

하지 않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 20분간 휴식 후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한 요부에 MCE을 실시하였다. 

평가는 실험 시작 전과 중재 5주후에 동일한 평가방

법으로 시행 하였으며 중재는 두군 모두 1일 60분, 주 

5회 실시하였다.

Figure. 2 tDCS stimulation 
 (A) Halo tDCS device  (B) starting position 

1) 경피두개직류자극 

tDCS는 헤드폰 유형의 장비이며, 전극 유형은 직사

각형 6.4x4.4 ㎝ 크기로 구성된 3개의 스폰지 형식의 

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면은 식염수(0.9%NaCl)를 

묻혀 사용하였다. 활성전극은 10-20 시스템에 따라 좌

측은 운동피질(C3), 우측 운동피질(C4), 중앙 운동피질

(Cz)인 1차 운동영역에 위치하며, 자극의 진폭은 1.4 ㎃

로 설정되어 있다. 자극은 시작 시 30초 동안 점진적으

로 증가하며, 자극 종료 시 30초 동안 점진적으로 전류

가 감소한다.

                                                 

2) 요부의 움직임 조절 운동 

MCE는 3 단계로 구성되었다. 1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하여 엎드려 누운 자세에

서 복부 끌어당기기(abdominal drawing-in maneuver;  

ADIM)를 수행하는 동안 복횡근의 수축을 촉진하는 방

법을 설명하였다. 엎드려 누운자세에서 참가자의 하단 

복부에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의 압력을  70 ㎜HG 유

지한 후,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의 압력이 60 ㎜HG 로 

감소되도록 배를 당기고 10초간 유지하고 10회 반복하

도록 지시하였다(Park 등, 2016; Comerford와 Mottram, 

2012). 

2 단계는 참가자들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한쪽 무

릎관절을 굽힘이 일어나는 동안 골반의 보상 작용이 발

생하지 않고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의 압력이 유지되

도록 5초간 유지하고 10회를 반복하도록 시행하였다

(Park 등, 2016; Kim 등; 2013; Comerford와 Mottram, 

2012). 

3 단계는 참가자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엉덩관절을 

걸치고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과 허리에 보상작용이 발

생하지 않고 한쪽 고관절을 신전을 10회 반복하도록 

시행하였다(Comerford와 Mottram, 2012). 모든 참가자

는 각 단계가 운동이 보상작용 없이 수행이 되면 다음단

계의 운동을 수행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실험의 모든 자료들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the social science, Chicago, USA) Ver 19.0 통계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hapiro-Wilk 검정을 이

용하여  두 그룹의 정규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룹 간 중

재 전·후 균형과 RMQ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공분산분

석(ANCOVA)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연구 대상자의 실험군의 평균연령은 35.94±5.17세, 

평균신장 170.21±8.21 ㎝, 평균체중 70.35±8.37 ㎏, 평

균유병기간은 5.83±0.35개월 이다. 대조군 평균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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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4.98세, 평균 신장 169.92±7.94 ㎝, 평균 체중 

69.63±9.82 ㎏, 평균유병기간 5.67±0.42이다. 두 군 간

에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군 모두 유이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1).

Experimental 
group
(n=20)

Control 
group
(n=20)

P

Age (yrs) 35.94±5.17a 34.86±4.98 .623

Height (㎝) 170.21±8.21 169.92±7.94 .547

Weight (㎏) 70.35±8.37 69.63±9.82 .521

LBP period 5.83±0.35 5.67±0.42 .401
aMean±SD
Experimental group: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 lumbar motor control exercise, Control group: 
sham-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 Lumbar 
motor control exercise, LBP: low back pai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신체중심 이동면적 변화 비교

 그룹 간 중재 전과 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신체중심 

이동면적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2).

3. 신체중심 이동길이 변화 비교

 그룹 간 중재 전과 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신체중심 

이동 길이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통계학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Table 2).

4. RMQ 변화 비교

그룹 간 중재 전과 후  RMQ 점수 비교에서는 실험군

이 대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Experimental 
group (n=20)

Control group 
(n=20) P

Pre Post Pre Post

SA 
(㎠) 64.18±7.2535.61±2.9860.46±9.2140.76±4.01 .036

WPL 
(㎜) 33.09±4.8615.81±3.3731.23±4.5720.76±4.27 .046

RMQ 
(score) 5.92±2.25 2.43±1.94 5.87±2.93 3.52±2.61 .051

aMean±SD
Experimental group: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 lumbar motor control exercise
Control group: sham-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 Lumbar motor control exercise
SA: surface area, WPL: whole path length
RMQ: Roland-Morris low back pain questionnaire

Table 2. Comparison of static balance and RMQ 
between groups                                             

                IV. 고 찰                  

본 연구는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에게 tDCS와 요

부 움직임 조절 운동이 정적균형과 요통 장애지수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첫 번째 비교

는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에 tDCS와 요부 MEC를 적

용한 실험군이 MEC만 적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정적

균형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균형은 바닥면에 대해 신체의 무게중심을 최소한의 

자세동요로 제어하려는 과정으로(Rose, 2011), 균형 능

력은 통증, 근유의 약화, 관절 움직임 감소 및 고유수용

성 감각기능의 저하 등에 의해 저하될 수 있으며

(Rosén 등, 2005), 요통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손상된 

균형능력이 나타난다(Etemadi 등, 2016). 이에 요통환자

는 몸통근육의 부족한 운동조절로 균형조절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Etemadi 등, 2016; Wand 등, 2011b). 

 Carpes 등(2008)의 연구에서 만성허리통증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허리안정화운동 실시 후 허리골반부와 

선자세의 안정성 모두 증가하였고, Sekendiz 등( 2010)

의 연구에서는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스위스볼을 이

용한 안정화 훈련이  체간 자세조절에 기여하는 심부의 

복부의 근육들의 기능을 회복시킨다고 하였다. Salavati

등(2016)은 만성 비-특이적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허리

안정화 훈련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정적균형능력이 증가

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5주 동안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한 MCE를 적용한 결과 정적 균형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tDCS와 요부 MCE를 적용한 실험군이 요

부 MCE만 적용한 대조군과 비교해본 결과 더 효율적

임을 알 수 있었다.  tDCS는 근육의 일반적인 힘 생산

능력에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하였다(Hendy와 

Kidgell, 2013; Kane 등, 2013). Cogiamaniane 등(2007)

의 연구에 의하면 tDCS를 이용한 자극이  피로 인지 

능력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University of Kent in 

Canterbury의 Sports scientist Lex Mauger에서의 연구

에서도 하지기능을 조절하는 운동피질을 자극하는 것이 

피로도을 느끼지 않고 더 오래 페달을 움직일 수 있도

록 한다고 하였다(Reardon, 2016). 허리통증을 가진 환

자의 경우 운동성 저하로 근력 및 지구력이 감소되며, 

이는 요부 근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Kankaanpää 등, 2005). 본 연구의 결과 tDCS와 결합한 

MCE가 운동 조절 능력의 향상과 운동 동안에 근육 피

로도를 감소 시켜 균형능력 증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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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E는 만성적인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군 연구 및 사례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MCE은 반복 학습으로 운동학습을 유도하여 체간 

심부 근육의 정확한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

한 방법으로 복횡근의 운동조절능력의 회복에 주로 이

용되었다(Ferreira 등, 2007).  이 전의 연구들에서, 요부

-회전-신전 하위 그룹에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

한 MCE가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동

안에 골반의 대상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Park 등, 

2016),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한 ADIM은 외측 

및 외측 햄스트링 활동과 척추기립근의 활성을 억제시

켜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의 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하였다(Park 등, 2011). MCE는 기능적 과

제 동안에 전체 몸통근육의 협응과 심부 척추 근육의정

상 조절을 재설정하는데 사용된다(Macedo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공기 주입 압력 조절기를 이용한 시각적 

피드백이 허리뼈 분절안정화를 증가시켜 심부 척추근육

을 활성화 시켜 통증에 완화에 따른 균형능력의 향상에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비교는  요부-회전-신전 하위그

룹에  tDCS와 요부 MCE를 적용한 실험군과 MCE만 적

용한 대조군을 비교하여 기능에 어떠한 효과를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tDCS와 요부 MCE를 적용한 실

험군은 RMQ 점수가 5.92±2.25에서  2.43±1.94로   

MCE만 적용한 대조군은 5.87±2.93에서 3.52±2.61로 감

소하였으나 두 그룹 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O`Sullivan 등(1997)의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정화 운동치료를 실시한 후 Oswestry 요통

장애 지수를 이용한 기능장애 정도를 측정한 결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Koumantakis 등 

(2005)의 연구에서도 만성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요부

안정화 훈련과 일반적인 운동군과의 비교에서 RMD에

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전연구들

에서 요통환자들을 대상한 MCE가 요부기능장애 점수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Stokes 등, 2011; Lederman, 

2010).  본 연구의 MEC만 적용한 그룹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tDCS와 요부 MEC의 적용

이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국소 근육은 척추 분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척추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Lstokes 등, 

2011; Ederman, 2010). 따라서, MCE을 통한 허리 근육 

훈련은 척추 움직임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인다고 하

였다(Hick 등, 2005; Panjabi, 2003). 본 연구의 요부-회

전-신전 하위 그룹의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MCE는 척추

에 움직이는 동안 대상작용을 감소시키며 심부근육 강

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 되었으며, tDCS와 결합한 

MCE는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키며, 운동피질의 활성화 

시켜 척추분절 안정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에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tDCS와 MCE 적용한 실험군과 sham-tDCS와 

MCE 적용한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5주 동안 MEC 실시

하고 운동 전후결과 값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그룹 간 중재 전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서기를 수

행하는 동안 신체중심이동면적과 이동거리 비교에서 실

험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5).

2. RMQ 점수 비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과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따라서 tDCS와 요추 

MCE가 만성요통을 가진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의의

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상자의 요부-회전-신전 

하위그룹에 국한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룹에 적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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