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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waist mobilization technique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on balance and the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Methods : The subjects were 30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They were sampled and divided into a manual therapy group
and a spinal decompression group. 15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group. Each training in this study participated for
6 weeks, 5 times a week, once a day, 15 minutes a day.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with a balance analyzer, and the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was measured using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Results : In the balance abilit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nual therapy group compared to the spinal decompression group. In the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nual therapy group compared to
the spinal decompression group.
Conclusion : The analysis results of the effect of 6 weeks of waist mobilization technique intervention on the balance and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for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revealed that the manual therapy is more effective for static and dynamic balance ability and the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In the future, we can promote independent life skills and expect a
rapid recovery of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effects of bala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uscle, and the low back pain disability index depending on various manual therapy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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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통의 증상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방법이 권장되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성인인구는 일생에서 한번 이상 요통을 경
험 하게 되며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
(Rubin, 2007). 요통의 만성화는 척추사이원반의 특성
변화와 척추 주위 근육의 단면적이 감소되어 불용성

신경학적 증상과 퇴행성 척추사이원반 회복을 위한 물
리치료, 운동, 항염증 약물 치료, 도수치료, 견인 등이
있다(Cox, 2005).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상태
가 심각한 경우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요

위축(disuse atrophy)이 초래되고, 신체적 활동의 제한을

통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요통의 증상과 징후에

받게 된다(Yoshihara 등, 2001). 요통환자 중에 회복이

따라 적절히 분류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되지 않은 15 % 정도는 요통이 지속되고(Liddle 등,
2004), 만성요통은 12주 이상의 지속된 허리 통증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ranca 등, 2010). 요통은
허리뼈를 둘러싸고 있는 허리 근육과 인대의 기능저하
및 피로에 의하여 발병되고, 이러한 결과는 허리의 근
력약화, 통증 및 허리부분의 손상이 초래된다고 하였
다(Hyoung, 2008). 요통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척추사
이원반의 탈출로 인한 신경근 및 뒤뿌리 신경절 자극
으로 발생하며, 그로 의한 이차적 염증 반응으로 알려
져 있다(Wheeler & Murrey, 2002).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자세 이상, 퇴행성 척추염, 염좌,
좌상, 근육수축 등이 있다(Park & Lee, 2012). 요통이
있으면 환자들은 통증의 증가로 근력 감소, 지구력 감
소, 유연성 소실로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이로 인

(Ferira 등, 2007). 보존적 치료 중 견인치료가 음압 범
위의 충분한 척추사이원반 내압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반사적 근경축(muscle spasm)에 의해 이차적으로 척추
사이원반의 내압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척추감압치료기가 개발되었다(Daniel, 2007). 척추감압
치료는 근육의 인지가 되지 않는 파워로 신호를 보내
면 척추관의 무중력이나 음압 상태로 되어 척추사이원
반 내부로 영양물질 및 산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척추
사이원반 문제를 해결하고 척추사이원반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없애고 정확한 병변 부위의 감압으로 특정 척
추사이원반 부분을 부드럽게 늘려주어 척추사이원반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속질핵의 돌
출과 근 경직을 줄여 주고 척추의 안정과 신장에도 효
과적이다(Gionis & Groteke, 2003). 척추감압치료는 컴

한 통증은 악순환적인 현상을 보인다(U & Kwon,

퓨터 제어기술 등을 통해 환자 몸무게 절반 수준의 강

2015). 요통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허리 심부근육 약화

력한 힘을 병변 부위에 조준하고 교감신경 작용을 억

와 고유수용성감각 기능 저하로 허리 불안정성이 나타
나면 요통 재발의 원인이 된다(O'sullivan 등, 2003).
요통을 겪는 사람에게서 균형 능력의 감소가 일어난
다(Hamaoui 등, 2004). 요통으로 인해 균형 손상을 받
은 환자는 서있는 자세에서 전·후, 내·외측에서의 자세
동요가 증가한다(Hamaoui 등, 2004). 요통 환자는 정적,
동적 균형이 일반인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허리
기능의 저하로 인해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다(Lee,
2014). 요통환자들의 균형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고
유수용기의 변화로 인한 체성감각의 장애와 근력, 운
동 협응, 운동 반응 저하가 있다. 균형은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며 신체를 평형 상태
로 유지시켜 주는 능력을 말한다. 특히 몸통 근력과
균형 조절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이며, 임
상에서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Shumway-cook & Woollacott, 2007).
14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6 No.4

제시켜 근육경직이나 통증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치
료할 수 있으므로, 요통 및 다양한 척추질환에 이용될
수 있다(Heo, 2009).
또 다른 보존적 치료 중 하나인 도수치료는 물리치
료사의 손을 이용하여 근육이나 관절의 병변을 진단
및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며, 척추분절의 정상적인 운
동을

회복시켜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Kim,

2005). 도수치료는 허리 관절의 기능부전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많은 기법 중에 허리 회
전 기법을 통하여 허리뼈의 굽힘과 폄의 운동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Hyung & Ha,
2009). 또한 척추분절의 정상적인 운동을 회복시켜 척
추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척추의 균형을 맞추려는
직립반사에 영향을 주고, 근육경직 완화 및 골반과 꼬
리뼈의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Kim, 2005). 척추사이원
반 돌출의 감소, 척추 기능부전의 교정, 잠긴 허리뼈

양대중 박승규 강정일 김제호 정대근 김영일 엄요한

관절의 가동화, 신경근 압박의 감소, 반사활동의 정상

Ⅱ. 연구방법

화, 근육의 이완을 포함한다(Ombregt, 2005). 척추 도수
치료 중에서 관절가동기법은 통증이나 근방호 또는 근

1. 연구 대상자

경련 등에 신경생리학적 그리고 기계적인 측면에 영향
을 주며, 가동성에 제한이 나타나고 있는 관절 그리고

본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개월 간

기능적으로 고정되어졌던 관절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충남 소재의 K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 환자들 중 40세

사용되어 질 수 있다(Powers 등, 2008).

∼55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X-ray와 기타 영상학적 장

이처럼 요통과 관련된 도수치료와 척추감압치료에 대

비를 통해 담당의사로부터 만성요통 진단을 받고 통증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수치료와 척

이 지속 된지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발

추감압치료를 비교 분석한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며, 대

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 허리뼈 부위

부분의 연구들이 통증과 척추사이원반 높이에 관한 것

에 수술 경력이 없는 자, 척추종양이나 척추사이원반

만 국한되어 분석하였을 뿐 환자들의 기능적 능력과 일

의 감염이 없는 자, 류마티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상생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없는 자, 기타 도수치료에 금기증이 없는 자, 한국어판

도수치료와 척추감압치료를 이용하여 만성요통환자의

오스웨스트리 요통 기능장애 지수가 21 %∼40 %인

균형과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

경증 장애인 자를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

보고, 물리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에 적합한 환자 30명을 표본 추출하여 도수치료 그룹

자 한다.

과 척추감압치료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15명씩
무작위 배치하였다(Jeon 등, 2005)(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Group Ⅰ
(n=15)

Group Ⅱ
(n=15)

Mean±SD

Mean±SD

Age (year)

42.65±1.91

Height (㎝)

F

p′

43.01±1.77

.391

.601

166.91±3.09

167.32±2.97

.094

.874

Weight (㎏)

66.48±3.08

67.01±3.33

.778

.409

Onset (month)

13.89±0.97

13.74±0.92

1.863

.226

Gender
(Male/Female)

6/9

7/8

4.914

.193

M±SD: mean±standard deviation
p′= shapiro–wilk test
Group Ⅰ: Manual therapy
Group Ⅱ: Spinal decompression therapy

료 15분, 초음파 치료를 5분 적용한 후, 추가적으로 도수

2. 실험방법

치료를 6주 동안 주 5회, 1회 15분 간 중재를 시행하였
1) 도수치료

다. 도수치료는 Kaltenborn 기법의 허리뼈 분절의 굽힘

연구대상자들은 보존적 물리치료 요법을 적용하기 위

가동기법, 허리뼈 분절의 폄 가동기법, 허리뼈 분절의 견

해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표층열 치료 20분, 간섭파 치

인 가동기법을 gradeⅠ∼Ⅱ를 15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허리관절가동기법이 만성요통환자의 균형과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미치는 영향

141

대한통합의학회지 제6권 제4호

(Kaltenborn 등, 2012). 치료기법은 허리뼈 분절의 굽힘

lization), 허리뼈 분절의 견인 가동기법(lumbar segmental

가동기법(lumbar segmental flexion mobilization), 허리뼈

traction mobilization)을 적용하였다(Fig 1).

분절의 폄 가동기법(lumbar segmental extension mobi-

Fig 1. Manual therapy(Kaltenborn technique)

2) 척추감압치료
척추감압치료기(MID 4M Serise, WIZ medical, Korea)
를 이용하여 대상자는 치료기 위에 바로 누운 자세로

하였다. 보존적 물리치료 요법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표층열 치료 20분, 간섭파 치료 15
분, 초음파 치료를 5분 적용하였다.

눕고 air-grip extension을 이용하여 pelvic과 thoracic 부
위에 air-belt를 채우고 head strap으로 머리를 고정하여
부착부위 미끄러짐을 방지시키고 허리뼈의 앞굽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sacrum extension 장치를 적용하였다
(Fig 2). 감압력은 처음 strength setup Ⅰ에서 시작하여
점차 power level을 한 단계씩 일정비율로 증가시켰으
며 감압력 증가에 따른 통증 발생 시 감압력을 낮추거
나 유지시켰다. 감압치료 시간은 15분이며 유지시간과
휴지시간의 비율은 2:1로 설정하여 표준(normal) 감압
방식과 분할(division) 감압 적용하였다. 치료사가 설정

Fig 2. Spinal decompression therapy

한 강도(strength)와 시간(time), 동작형식(semovimg)등을
설정하여, A-mode, B-mode, C-mode 중에서 C-mode를
선택하여 설정된 값으로 실행하며, C-mode 작동 시 대

1) 측정도구
(1) 균형능력

상자의 허리뼈에서 환자의 골반을 다리 방향으로 신연

균형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균형분석기(Biorescue,

(distraction)함과 동시에 spine을 견인하며, 엉치뼈 인테

RM Ingenierie, France)을 사용하였으며, 이 장비는 이

그라 폼(integral form) 튜브에 공기가 자동으로 주입되

동이 가능한 사각형의 두발 기립용 힘판으로 구성되어

어, 허리뼈의 폄과 굽힘의 동작이 작동된다. 또한 환자

있고 힘판 위에는 적절한 발의 위치를 위해서 눈금자

의 상체를 앞뒤로 동작하여 기울임이 시행되고, 환자

가 표시되어 있다(Fig 3). 정적 및 동적 균형이 측정되

의 둔부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회전하여 가쪽굽힘이

고, 다양한 균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리치료를

중재 된다. 척추감압치료 빈도는 6주간 주 5회로 실시

하는데 사용한다. 검사 방법에는 정적 균형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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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두 발로 서기를 60초간 전방을 향하는 동안

평가 척도이다(Fritz & Irraang, 2001). 본 연구에서는

신체 중심(center of pressure)의 이동면적(surface area)과

Yu(2012)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항목 중 “성

총궤적길이(whole path length)를 측정하였다. 동적 균형

생활”을 제외한 9개의 항목만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의 안정성 한계(limited of st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

방의 모니터에서 지시하는 8개의 방향으로 체중 이동

이었고, 요통 기능장애 지수의 산출은 백분율(%)로 구

시 중심점에서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모든 평가는 3회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 값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

요통 기능장애 지수가 0∼20 %는 경증장애, 21∼40 %

도구의 검사-재검사 방법에서 급내 상관계수 ICC=0.84

는 중등도 장애, 41∼60 %는 중증장애, 61 % 이상은

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Song & Park, 2016).

고도장애로 구분하였으며, Yu(2012)의 선행연구에서 기
능장애지수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0.89로 나타났
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Ver 19.0을 사
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샤피로-윌
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시행하였고, 중재방법에 따
른 균형과 근육의 기계적 특성 및 요통 기능장애 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05
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Fig 3. Biorescue

(2) 요통 기능장애 지수
오스웨스트리 요통 기능장애 지수(Oswestry Disability

1. 중재 방법에 따른 그룹 간 균형능력 비교

Index, ODI)는 전 세계적으로 요통 환자의 일상생활

도수치료(Group Ⅰ) 그룹과 척추감압치료(Group Ⅱ)

기능장애를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추

그룹 간 중재 전·후 신체 중심 이동면적의 변화 차이

후 비교분석이 용이하고, 다른 기능장애 평가도구에 비

를 공분산분산(ANCOVA)한 결과, 도수치료 그룹이 척

해 활용이 추천되고 있다(Mehra 등, 2008). Fritz와

추감압치료 그룹과 비교하여 신체 중심 이동면적과 총

Irraang(2001)이 개발한 ODI를 이용하여 요통 기능장애

궤적길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도수치료

지수를 측정하였다. 오스웨스트리 요통 기능장애 지수

(Group Ⅰ) 그룹과 척추감압치료(Group Ⅱ) 그룹 간 중

는 요통환자의 기능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기입

재 전·후 안정성 한계의 변화 차이를 공분산분산

방식의 형태로 개발한 평가도구이다. 오스웨스트리 요

(ANCOVA)한 결과, 도수치료 그룹이 척추감압치료 그

통 기능장애 지수의 급간 내 상관계수는 0.90, 95 %
신뢰수준은 0.78∼0.96 %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룹과 비교하여 안정성 한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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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changes in static balance between subject group
Item

Pre-test

Post-test

M±SD

M±SD

GroupⅠ

32.03±3.98

26.42±3.03

GroupⅡ

31.30±4.91

27.91±3.77

GroupⅠ

5.05±0.62

3.04±0.39

GroupⅡ

4.98±0.76

3.17±0.48

Group

SA(㎟)
WPL(㎝)

F

p´

18.76

.000**

21.11

.011*

′p = ANCOVA
*
p<.05, **p<.001
SA: Surface area, WPL: Whole path length

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dynamic balance between subject group
Item
LOS

Group

Pre-test
M±SD

Post-test
M±SD

GroupⅠ

185.55±32.99

203.04±31.01

GroupⅡ

187.76±33.09

202.88±30.75

(Unit: ㎠)
F

p´

8.91

.004*

′p = ANCOVA
*

p<.05
LOS: Limited of stability

2. 중재 방법에 따른 그룹 간 요통 기능장애 지수 비교

공분산분산(ANCOVA)한 결과, 도수치료 그룹이 척추감
압치료 그룹과 비교하여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유의한

도수치료(Group Ⅰ) 그룹과 척추감압치료(Group Ⅱ)

차이를 보였다(Table 4).

그룹 간 중재 전·후 요통 기능장애 지수의 변화 차이를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ODI between subject group
Item

ODI

(unit: %)

Pre-test

Post-test

M±SD

M±SD

GroupⅠ

38.88±7.07

16.98±3.96

GroupⅡ

38.59±6.97

18.84±4.33

Group

F

p´

10.97

.000**

′p = ANCOVA
**

p<.001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Ⅳ. 고 찰

가진 환자는 독립적인 생활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겪
게 된다(Steele 등, 2017). 만성요통 환자들에게 다양한

만성요통은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의 제한, 경
제적인 어려움과 대인관계에 곤란을 주며, 만성통증을

가동기법을 중재하였을 때 일생생활 및 통증의 변화,
다리길이 차이, 척추의 변형 교정, 균형능력 향상, 근
활성도 증가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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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Jason & Kyndall, 2013). 본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도수치료를 중재한 그

에게 허리관절 가동기법이 균형과 요통기능 장애지수

룹과 척추감압치료를 중재한 그룹 모두에서 정적 및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통 환자를 대상

동적 균형 능력 향상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특히

으로 그 효과를 규명함으로서 기존의 환자들에게 보다

도수치료를 중재한 그룹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다. 이

더 나은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는 도수를 이용한 가동기법이 관절과 그와 연관된 연

논의 하고자 한다.

부조직에 수동적 자극을 통해 근육, 인대, 관절낭 등에

요통환자는 근육과 감각 기관에서 유입되는 정상적

위치하고 있는 기계적 수용기를 촉진하여 중추신경계

인 신호를 왜곡하여 균형 수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의 정보 입력을 활성화시켜 긍정적 되먹임 효과로 인

자세조절 능력이 감소되어 빠른 동작에서의 근육의 반

해 운동성을 증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만성적

응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였다(Radebold 등, 2001). 요통

으로 요통을 갖고 있는 환자는 고유수용감각 입력을

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 보다 균형능력이 저하되어 있

변화시키며 지지면과 중력에 대한 신체의 위치에 대한

다고 하였다(Lee, 2001). 정상인 24명과 요통환자 26명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감각정보 전달체계의

을 대상으로 동적 균형능력을 비교 평가한 결과, 요통

상실로 인하여 균형능력에 저하를 보인다고 하였다

환자의 전방과 후방에 대한 안정성이 더 감소되었으며

(Descarreaux 등, 2006). 척추 관절 주위의 움직임을 조

균형능력의 손실에 대한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

절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고유 수용 감각의 결손은 균

고하였다(Henry 등, 2006). 사람 몸은 예상하지 못한

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Maduri &

부하에 노출되면, 그 부하에 대하여 균형과 자세를 유

Wilson, 2009). 요통환자의 균형능력에 대한 치료 및

지하려고 근육이 빠르게 반응하여야 하는데, 요통환자

개선은 대상자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임상적으로 중요

는 이러한 반응시간이 지연되어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

한 평가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Newcomer 등,

고 하였다(Wilder 등, 2006). 요통으로 인한 허리분절

2001).

불안정성은 자세 조절의 손상과 근육의 동원 능력의

요통은 신체적 기능 상실뿐 아니라 만성화되어 가면

감소로 인해 운동성과 균형능력의 저하를 발생시킨다

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까지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여

(Borghuis 등, 2008). Yang(2016)는 요통환자 16명을 대

일상생활의 기능장애까지 일으키며, 요통환자에서 기

상으로 6주 간, 주 3회 등뼈 관절 가동술을 중재한 실

능장애는 가장 중요한 주 증상이며 치료의 대상이다.

험군과 허리안정화를 중재한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에

따라서 요통환자의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은

서 관절 가동술을 중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정

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Moon, 2005).

적 균형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도

Macario 등(2006)은 척추 감압치료를 실시한 결과 요통

수를 이용한 관절 가동기법을 중재한 그룹에서 균형

장애기능 지수 개선에 효과적 이였으며, Choi(2013)는

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도수치료의 적용은

척추감압치료를 이용하여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6

관절과 주위 연부조직에 지속적인 수동적 신장 자극을

주간 감압치료를 중재한 연구에서 요통 기능장애 지수

통해 관절주위의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조직에 역학적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Gionis와

으로 운동성을 개선을 통해 균형 능력을 증진시킬 수

Groteke(2003)는 만성요통환자 219명을 대상으로 척추

있다고 하였다(França 등, 2010). Hoeksma 등(2005)은

감압치료를 중재한 연구에서 치료율이 86 %에 달한

요통환자의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운동

것으로 보고되어 통증 감소와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보다 도수치료가 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척추감압치료를

Choi(2015)는 만성요통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 주간,

중재한 그룹에서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서 유의한 차이

주 4회, 1회 50분씩 일반물리치료를 중재한 그룹, 허리

를 보였다. 하지만 척추감압치료를 중재한 그룹보다

안정화 운동을 중재한 그룹, 허리안정화 운동에 가동

도수치료를 중재한 그룹에서 더 큰 유의한 차이를 보

기법을 중재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가동기법을 중

였다. 척추감압치료의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은 반사활

재한 그룹에서 정적 및 동적 균형 능력 향상에 유의한

동이나 고유수용기의 예민함을 감소시킬 수 있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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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료는 정상 가동범위와 정상적 한계 사이에 수동적

Ⅴ. 결 론

으로 움직여 척추의 균형을 맞추려는 직립 반사활동에
영향을 주어, 제한된 관절운동이 원활해지고 관절낭
내 운동기능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요통환자에
게 적용한 관절 가동기법을 이용한 도수치료가 운동성
을 증가시켜 요통의 기능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요
통

기능장애

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ark,

2009), 적절한 도수치료를 병행한 중재는 요통환자의
요통 기능장애 지수 향상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하였다(Sung, 2013).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
찬가지로 도수치료를 중재한 그룹에서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더 큰 향상을 보였다. Thomas 등(2009)은 허리

본 연구의 결과는 만성요통환자들을 대상으로 허리
관절 가동기법을 6 주간 실시한 후 균형과 요통 기능
장애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가
정적 및 동적 균형능력,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더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만성요통환자들에 있
어서 독립적인 일생생활 능력을 촉진하며, 만성요통환
자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
구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의 다양한 기법에 따른 근육의
기계적 특성과 균형 및 요통 기능장애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와 골반에 도수치료를 한 그룹과 허리뼈 후관절에 도
수치료를 실시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 모두
요통 기능장애 지수 점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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