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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복횡근 강화운동이 체간 신전-굴곡 
척추 분절 운동에 마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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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to Spinal Segment Motion on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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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compare spinal segment motion angle between low 
back pain (LBP) group and painless group during trunk flexion-extensi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ransversus abdominis strengthening exercise on spinal 
segment motion angle in LBP group. Nine subjects with LBP and ten subjects 
without LBP participated. Transversus abdominis strengthening exercise was 
performed in LBP group for three weeks, and spinal segment motion angle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performance. Spinal segment motion angles 
were measured both in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 Results were as followed: 1) 
Subjects' average age was 24.79 years, height was 167.84 cm, and weight was 59.95 
kg. 2) Spinal segment motion angle of T lO/l1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BP group 
compared with painless group (p<.05) in sitting position during trunk 
flexion-extension. 3) In sitting position, whereas entire lumbar segment motion angles 
were lower in LBP group compared with painless group (p<.05), angle of L4/5 was 
higher in LBP group compared with painless group (p<.05). 4)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oracic segment motion angle in standing position. 5) After 
three weeks of transversus abdominis strengthening exercise, thoracic segment motion 
angle increased both in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 (p<.05). 6) In painless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ntire spinal segment motion angles in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 (p>.05). When spinal segment motion angles were compared 
between sitting and standing position,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sitting pos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spinal segment motion angle between LBP group and 

*본 연구는 2002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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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less group whi1e hip joint motion angle and sacral inclination angle of LBP group 
was lower than those of painless group (p<.05). In standing position, lumbar segment 
motion angle was significantly lower in LBP group than that of painless group. 
Transversus abdominis strengthening exercise influenced thoracic segment motion 
angle more significantly than lumbar segment motion angle. 

Key Words: Low back pain; Spinal motion analysis; Spinalmouse; Stabilization exercise. 

1 . 셔론 

인간은 태어나서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통 

계학적으로 80%가 요통올 경험하게 되며， 근 

로를 하는 생산연령충에서는 90%의 사람들 

이 요통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과 요통은 매우 밀접한 인연을 가 

지고 있으며 요통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 

료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 동안 이어 

져 오고 있다. 1990년대에 물리치료학계나 의 

학 전 반에 걸 쳐 정 형 도수치 료(orthopedic 

manual therapy)를 이용한 요통치료 방법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 5-6년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제시된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한 특별한 운동치료 

방법들이 요통치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요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 

아내어 원인적 요소를 제거해 준다변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될 것이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뒤따른다면 국 

민 건강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 

과가 뒤따를 것이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척추 

배열에 이상은 원인 또는 증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척추의 배열 이상을 측정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주로 

사용된 방법 에 는 kyphometer, flexicurretape 

measure, photometric 없alysis， extensiometer, 

초음파 방법 그리고 평면 방사선 사진 측정 

법 둥이 있다(장봉순 동， 1997). 하지만 이들 

방법들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선 측정 

이 가능하지만 운동 중엔 운동량을 측정하기 

힘 들다는 점 이 다. 척 추의 운동학(kinematics) 

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정상인의 요추 운동학에 대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Cholewicki 등， 1996; 

Dvor하‘ 등， 1991b; Dvoral‘ 둥， 1991a; 

Garcier 둥， 1999; Steffen 동， 1997). 또한 요 

통 환자들올 대상으로 요추분절의 운동학에 

변화를 연구한 보고도 많이 있다(Dickey 둥， 

2002; Esola 등， 1996; Lund 둥， 2002; Porter 

와 Wilkinson, 1997; Vogt 둥， 2001). Weiler 

등(1990)은 요추에서 시상변에 대한 불안정성 

이 있는 척추분절의 운동학을 분석하였다. 

Lim 등(1997)은 컴퓨터 단층 촬영법을 이용 

해 3차원적으로 척추의 운동을 분석한 연구 

를 하였다. Shirley 둥(1994)은 척 추운동 분석 

기와 액체 경사각도기(Iiquid inclinometer) 

그리 고 둥장성 요추 신전 운동장비 인 MedX 

를 이용한 요통 환자의 요추 운동각도를 비 

교하였다. Schenkman 등(2001)은 파킨슨병 에 

이환된 환자와 이환되지 않은 환자들의 척추 

의 운동성과 유연성을 비교하기 위해 3차원 

운동 분석기를 이용한 연구를 한 바 있다. 국 

내에서는 장봉순 등(1997)과 이춘기 등(1997) 

이 국산 척추운동 분석기를 개발하여 연구된 

바 있다. Harada 둥(2000)은 영화 방사선 촬 

영법 (cineradiography)을 이용하여 전방 신전 

시에 건강한 사람의 요추의 연속적인 동작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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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배열 이상은 자세의 변형 또는 기 

형을 일으킬 수 있다. 척추에 불균형은 척추 

에 가해지는 부하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다 

(Stokes, 1997). 이러한 불균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대칭적인 척추의 성장 

올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러 한 현상은 Hueter 

-Volkmann 원리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Stokes 둥， 1996). 척 추의 커 브는 척 추와 근 

육의 형태와 비대칭적인 근육의 작용에 의해 

발생될 수도 었다. 요통 환자들은 정상인과 

비교해 체간 굴곡이나 신전 시 척추의 움직 

임이 불균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체간 측 

방 굴콕 시에는 비정상적인 연계운동(coupling 

motion)이 일어 날 수 있다(Lund 둥， 2002). 

Dickey 둥(2002)은 요통 환자의 척 추 운동 

정도와 통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요부 안정 화Oumbar stabilization)와 요통 

과의 관련성은 최근 호주의 물리치료사들에 의 

게 도수적 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소운동 

성 (hypomobility)을 보이는 척추분절을 정확 

히 찾고， 과대운동성 (hypermobility)이 나타나 

는 분절올 찾아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적 

용하는 것은 현재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치료 

개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들이 요통 환 

자를 평가하거나 치료 시에 요통의 원인이 척 

추에서 기인한 척추의 배열 상태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료 전후에 척추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은 주로 방사선 사진이나 도수 

적 촉진법을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좀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척추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하나 

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특별한 자극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척추운동 분석기 

(spinal motion analysis)를 이 용하여 심 부 근 

육의 근력강화 운동을 통한 요천부 안정화 운 

해 그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현재 동법 Oumbopelvic stabilization exercise) 이 요 

요통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치료적 운동법으로 통 환자의 척추분절 운동각도에 미치는 영향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복횡근 을 측정 •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transversus abdominis)과 다열근(multifidus) 

이 요천추부의 안정성에 영향올 주는 가장 중 n . 연구방법 
요한 근육임도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 제시되 

어졌다. 이러한 근육들의 작용이 척추의 안정 1. 연구대상자 

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안정화 운동의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대학교에 요통올 경 

효과를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험하고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본 연구의 

것이다.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연구에 참여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의학자들과 공학자 할 의지를 보인 10명(요통군)의 자원자와 요 

들에 의해 매우 복잡한 측정장비와 시간이 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10명의 학생들(비 

오래 소요되는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척추 운 요통군)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일부 있었다(이춘기 

등， 1997; 장봉순 등， 1997). 하지만 임상 현 2. 실험기기 

장에서 물리치료사들이나 의학자가 환자의 연구에서 척추분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기 

척추의 운동 상태나 치료의 효과를 간단하고 위해 척추운동 분석기인 SpinalMouse@1l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크게 사용하였다. 이 측정 기구는 시상면(sagittal 

제시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물리치 plane)에서 척추의 형태와 운동성올 측정하는 

료학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치료 분야 장비로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고안된 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통 환자에 
1) 2002, Idiag,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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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높 f증 장 A않홉↑였효9. 뿔황 정·핵훗f 쏠f~챙녕환짱척 

효t(s!ìng 헝Xξrdsξ thξrapy: SET) λ1!:: 헬 촬 

야황합C책 꺼혈;，1 했혔‘ ε￥. 융싼황경몫 ￡죠처1 47}-^1 효 

:r-웰ι확C약 챔흉형혔‘양. 표ZS둔 왔t.~황쫓 실 ).1 혈 a했 

샌}À1 뽑$씀홍창 혈.Q. 5증 뚫-c잭 E월한 뺑F셜.Q.. i증 확 

3챙집꿇 수홉짧좋f 양챙좋f1설i 총;홍흉혈 샤썩 혈꾸따$ 

거짱:A}처 5향져 환 -c}월《 형놓 땅 용황·옳 싫 책 하썼 r:-+‘ 

쩍흉.Al 줬 월융평흘황용 다!쌓:A}책 rr} t!} 3쭈 풍 

혈 쩔?경훈장s:.쫓훌 쨌줬적쩍왔~i증 쪼줬.확ζ쳐 2썩흉확 

썼 .1!.. ， 훨좋핵냐- 쌓;핵첼환 윷향 효쳐웹핵 였 ol Li

쳐 않:-t:. ~혈협 t갱쐐 λ-1 설 λ}확였다생용환 훈 

황확 증총흡한 E홍 3월《꽤 쳤E￥(::1.형1 2) ‘ 

4. 홍윤챙 X쌓 g짧 

3환 혈 :휴책 참ζ껴 합 용쪽흉"iè lO r.청 확 ul St황꽃 

1젠!쳤 중중 3쭈깐확 i홍황 ii?· 풍혈 껏*짧핑션쫓흥 표!::.~ 

ζ1.챔쫓 샤 챙 총 중;표i 혈꽃뽑형1 1 t챙찮 x생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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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 슬링 운동 시스댐을 이용한 복횡근 근력강화 운동법 

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는 다시 

자료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올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 두 

군의 척추분절별 운동각도를 군비교 t-검정 

(grouped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요 

통군에게 3주간 실시한 복횡근 근력 강화운 

동 프로그랩올 종료한 후 운동 전후의 척추 

분절별 운동각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짝 

비교 t-검정 (paired t-test)올 이용하였다. 모 

든 통계 처 리 는 Q 윈도우용 SPSS version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평균 SD 

요통군 남자(n=4) 

나이 28.50 6.35 

키 (cm) 176.00 5.60 

폼무게 (kg) 71.50 8.54 

비요통군 남자(n=5) 

나이 24.20 2.59 
키 (cm) 173.20 3.27 
몸무게 (kg) 65.00 7.65 

종합 남자(N=9) 

나이 26.11 4.86 
키 (cm) 174.44 4.39 

몸무게 (kg) 67.89 8.27 

9.0 프로그랩올 이용하였고， 유의성올 검증하 

기 위해 a 는 .05로 하였다. 

m. 철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요통올 경험하고 있는 요통군(Iow 

back pain: LBP)에 9명， 요통올 경험하고 있 

지 않는 비 요통군(non low back pain: NLBP) 

(단위: cm) 

평균 SD 평균 SD 

여자(n=5) 합(N=9) 

25.80 3.11 27.00 4.70 

162.40 5.18 168.44 8.79 

50.00 6.89 59.56 13.40 

여자(n=5) 합(N=10) 

21.40 .55 22.80 2.30 

161.40 4.83 167.30 7.33 

55.60 10.97 60.30 10.20 

여자(N= 1O) 합(N=19) 

23.60 3.13 24.79 4.13 

161.90 4.75 167.84 7.83 

52.80 9.13 59.9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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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명이 참가하였다. 요통군은 남자가 4 

명， 여자가 5명으로， 비요통군은 남녀 각각 5 
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연령은 요통군이 

27.0세， 비요통군은 22.8세로 요통군이 더 많 

았고， 체중과 신장은 차이가 없었다(표 n 

2. 복횡근 강화운동 전 앉은 자세에서 
체간 신전-굴곡 시 척추 분절별 운 

동각도 

요통군과 비요통군의 대상자들이 복횡근 

강화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척추 분절별 운동 

각도를 측정하였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와 체 

간을 최대한 신전한 상태 그리고 최대한 굴곡 

한 상태에서 각각 척추의 상태를 측정하여 각 

분절별로 전후방 이동각도를 측정하였다(표 

2). 요통군은 흉추에 서 28.30을， 요추에 서 

55.26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비요통군에서는 

흉추에서 26.60의 움직임올 보였고， 요추에서 

표 2. 운동 전 앉은 자세에서 체간 신전-굴곡 시 척추분절별 운동각도 (단위 0) 

척추분절 

요통군 

남자(n=4) 여자(n=5) 합-(N=9) 

M SD M SD M SD 
p. 

‘ p** 
p 

Tl-2 

T2-3 
T3-4 

T4-5 

T5-6 

T6-7 
T7-8 

T8-9 
T9-1O 

T lO-11 

T11-12 

T12-L1 

L1-2 
L2-3 

1.3-4 
IA-5 
L5-S1 

SAC-I표F 

T-S띠n냥 
L-Spinec 

Inclinationd 

때
빼
 

m 
m 

m뼈
 

쩌
씨
 
쇄
 댔
 쇄
 찌
 때
 꺼
꽤
 
얘
뼈
 
쇄
 m띠
 W싫
 얘
뼈
 

때
 m씨
 
m 
m씨
 때
 π 꺼
 때
 않
 떼
 때
 
m“ 

왜
 뼈
 에μ
 쐐
 m
μ
 
쩌
써
 
m뼈
 ”
때
 
많
·
않
 
m생
 쩌
따
 

m뼈
 댔 mμ
 
m
μ
 
때
 때
 m
ω
 m
μ
 
쩌
뼈
 
떼
 뼈
 때
 

m 

m생
 때
 떠
싸
 
센
씨
 
때
 때
뼈
 
뼈
씨
 
때
뼈
 
뼈
씨
 
…
뼈
 
값
뼈
 

m뼈
 쇄
 m생
 져ω
 때
 m께
 

m$ 

때
 쩌m
 m
μ
 
쩌
뼈
 
때
 

m싸
 

쩌
뼈
 

m
ω
 

m 

M싫
 m찌
 찌 때
때
 
때
·
때
 
W싫
 %
뼈
 
띠
씨
 
m
μ
 

찌
씨
 
얘ω
 
m 
m 
M펴
 m씨
 않
 %
뼈
 
샤
뻐
 
때
 때
갱
 
않
 

%4 

mm 

m 
m 

m
ι
 ”써
 
띠
쩌
 
에
씨
 밍써
 
%
α
 
껴
씨
 
@@ 

Aa1 

qJ 

n
ι
 
?
ι
 1i 

n
ι
 
n
ι
 
n
ι
 
n
ι
 
A4 

1i 

n
ι
 

쇄
 

mM 

낌
 
m 

m
α
 
야ω
 
m 

m찌
 때
 짧
 때
싸
 
띠
싸
 

떼
 때
씨
 
띠
씨
 
m씨
 m싸
 
mm 

값
써
 m찌
 찌μ
 m냉
 m생
 얘
때
 

때
 때
 깨
뻐
 
돼
 %
갱
 

Ma 

ma 

쩌μ
 m
μ
 
m삐
 따μ
 m싸
 6.75 .83 7.13 2.또 6.00 1.88 

6.õ7 3.45 9.33 1.73 8.15 2.82 

9.õ7 2.72 11.53 4.31 10.깨 3.61 

13.50 3.76 13.60 5.48 13.!Xì 4.51 

12.75 3.07 8.80 3.18 1O.!Xì 3.59 

63.00 19.21 52.53 9.23 57.1914.54 

6.13 3.27 7.80 2.39 6.97 2.84 

8.60 2.23 9.40 2.07 9.00 2.07 

13.87 2.68 8.60 3.44 11.23 4.02 .따7 

21.33 0.97 11.60 4.83 16.47 6.00 .αJ2 

17.80 3.49 8.20 4.32 13.00 6.27 .005 

101.53 7.01 $80 16.81 79.17 æ.52 .001 .042 

38.92 15.68 19.80 6.41 28.30 14.63.040 31.60 12.44 21.60 8.68 æ.60 11.40 

54.58 8.또 55.80 15.18 55.26 11.00 72.13 9.68 52.80 14.08 62.47 15.28 .뼈 

118.83 21.64 106.27 10.93 111.85 16.71 170.67 2.aJ 100.20 9.93 139.93 33.00 .뼈 .035 

*남자 vs 여자 비교 •• 요통군 vs 비요통군 비교 

'SAC-HIP: 고관절 운동각도 IPr-Spine: 흉추 전체의 운동각도 
CL-Spine: 요추 전체의 운동각도 dlnclination: 천골의 경사각도 

- 68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1호 

KAUTPT Vo l. 10 No. 1 2003. 

는 62.47이 일어났다. 흉추와 요추에서의 척추 

분절의 움직임에는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천골에 대한 고 

관절의 운동각도는 요통군(57.19)이 비 요통군 

(79.17)에 비 해 유의 하게 작았다(p<.'05). 그리 

고 천골의 경사각도도 요통군(11 1.85) 이 비요 

통군(139.93)에 비 해 유의 하게 작았다(p<.05). 

3. 복횡근 강화운동 전 션 자쩨에서 체간 
신전-굴곡 시 척추분철벌 운동각도 

바로 선 자세에서와 체간올 최대 신전한 

상태 그리고 최대 굴곡한 상태에서 각각 척 

추 상태를 측정하여 각 분절별로 전후방 이 

동각도를 계산하였다(표 3). 흉추에서의 웅직 
임은 요통군의 경우 3'0.10을， 비요통군에서는 

21.9'0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그러나 요추에서는 요통군이 

표 3. 운동 전 선 자세에서 체간 신전-굴곡 시 척추분절별 운동각도 (단위 0) 

척추분절 

요통군 

남자(n=4) 여 자(n=5) 합(N=9) 

M SD M SD M SD 

Tl-2 

T2-3 
T3-4 
T4-5 

1'5-6 

T6-7 
T7-8 
T8-9 
T9-10 

T10-11 

2.0 1.63 .6 3.36 1.2 2.68 

2.2 .~ 1.6 3.13 1.8 2.31 

1.9 4.17 2.2 3.42 2.0 3.52 

3.1 2.75 2.4 1.82 2.7 2.15 

2.8 1.73 3.4 1.14 3.1 1.36 

1.5 .~ .2 .84 .8 1.11 

1.1 1.83 1.8 1.79 1.4 1.73 

2.1 .잃 2.2 1.79 2.1 1.28 

4.7 1.71 4.0 1.41 4.3 1.ED 
4.6 3.16 4.0 3.39 4.3 3.10 

p* 

비요통군 

남자(n=5) 여자(n=5) 합(N=lO) 

MSDMSDMSD 

6.7 2.84 -4.8 3.70 .9 6.82 

5.3 2.없 -3.8 2.28 .7 5.40 

2.1 2.88 -1.8 2.17 .1 3.19 

1.8 3.57 .2 1.92 1.0 2.83 

2.9 4.67 1.2 .45 2.0 3.26 

2.5 .00 -1.2 1.79 .6 2.36 

.5 3.22 1.2 1.92 .8 2.52 

1.1 1.87 .8 3.19 .9 2.47 
8.1 4.75 2.8 2.ffi 5.4 4.00 

2.7 1.또 4.4 1.52 3.5 1.69 
T l1-12 6.5 2.08 5.0 3.53 5.6 2.91 6.2 2.77 4.2 1.00 5.2 2.25 

T12-L1 9.6 2.54 5.0 2.91 7.0 3.æ .0잃 5.4 3.78 7.6 2.07 6.5 3.08 

p* 
p** 

뼈
 

mM 

M& 

m
μ
 

L1-2 5.5 1.73 5.6 3.51 5.5 2.70 

12-3 6.2 1.71 8.4 3.71 7.4 3.여 

L3-4 8.8 2.47 11.0 3.94 10.0 3.37 

1A-5 11.3 5.æ 13.0 4.30 12.2 4.65 

I1)-Sl 14.0 6.27 10.0 2.00 11.7 4.00 

SAC-HlP" 64.5 1O.ED 많.4 19.27 61.6 15.30 

T-Spineo 33.1 6.31 27.8 10.99 30.1 9.13 

L-S미ne" 또.4 5.83 53.0 11.55 54.0 9.01 

lnc파1ationO 119.8 12.20 111.0 14.76 114.2 13.65 

5.7 2.95 7.4 1.95 6.5 2.52 

9.3 1.없 7.8 3.00 8.5 2.51 

13.6 1.21 11.0 5.38 12.3 3.93 

20.7 2.77 13.8 1.92 17.2 4.28 

15.8 3.77 11.0 2 13.4 3.81 

70.3 11.76 81.4 10.31 75.8 11.95 

40.6 7.22 3.2 8.26 21.921.06 6.ooE-a5 

7'0.8 10.49 59.0 11 64.9 11.90 .040 

140.8 6.18 132.4 10.99 136.6 9.51 .001 

*남자 vs 여자 비교 **요통군 vs 비요통군 비교 

'SAC-HIP: 고관절 운동각도 bT-Spine: 흉추 전체 의 운동각도 
CL-Spine: 요추 전체의 운동각도 dlnc1ination: 천골의 경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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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의 움직임을， 비요통군에서는 64.900의 움 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앉은 자세에서는 흉 

직임이 일어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추 2-3번 사이 (p<.05) ， 3-4번 사이 (p<.05) ， 

고관절의 운동각도는 요통군(61.60)이 비요통 7-8번 사이 (p<.05) ， 8-9번 사이 (p<.OD 그 

군(75.80)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 리고 10-11번 사이 (p<.Ol)에서 운동 후 유 

났다(p<.05). 또한 천골의 경사각도도 요통군 의하게 운동각도가 증가되었고， 흉추 전체의 

(114.20)이 비요통군(136.60)에 비해 유의하게 운동각도도 더 중가되었다(p<.on 그러나 요 

작았다(p<.05). 추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고관절에서의 운동각도는 유의하게 감소 

4. 요통군의 척추 분철의 운동각도 변화 
요통군에게 복횡근 근력 강화운동을 적용 

하기 전과 후에 척추분절의 운동성 변화 결 

하였다(p<.OD. 또한 천골의 경사각도도 운동 

후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on 이 러 한 결과 

는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하였올 때도 비슷 

표 4. 요통군의 복횡근 운동 전 • 후 척추분절의 운동각도 변화 

척추분절 

(단위 0) 

M 

T1-2 1.30 
T2-3 3.59 
T3-4 3.59 
T4-5 .74 
T5-6 .63 
T6-7 -.04 
T7-8 1.19 
T8-9 2.81 
T9-10 1.41 
T lO-11 2.04 
T l1-12 .11 
T12-Ll -.52 

Ll -2 1.26 
L2-3 2.30 
L3-4 -.15 
L4-5 -1.22 
L5-S1 -3.48 

SAC-HIP" -41.85 

T-Spineo 16.78 
L-Spinec -1.81 

Inclinationd -39.52 

; 

m
α
 

m 

m 

많
 m 

m
ω
 

% 

경
 m
ω
 
뢰
 m꾀
 디
싸
 
-
싫
 없 찌
 까
씨
 

mm 
-% 

-
되
 디싸
 
一% 

세

-
t
 
-2 

2 

-2 

4 

1 
3 

--1 

2 

-4 

강
 -
얘
 
-Fa 

-
-
얘
 

자
-
-
-
-
-
-

앓
 
-D 

-
잃
 

M 
mJ 

mj 

mm 

m 

m 

m갱
 찌
 꺼A
 껑
 m 

-
m씨
 찌
 꺼
씨
 
m
μ
·
m
 

-m 

-
끄
 
n 

-
많
 

-
잉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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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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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1 

3 
3 
-2 

2 

3 
2 

3 

-
때
 
-9 

m 
-
퍼
 

p M 

.11 
.028 2.81 
.031 3.48 

1.52 
2.44 
-.26 

.018 -.07 

.003 .33 
1.41 

.007 -1.33 
1.44 
2.93 

.56 
.022 1.89 

1.44 
-1.59 

.0120 O.81 

.000 -38.04 

.001 12.74 
5.85 

.000 -31.00 

선 자세 

SD t 

5.09 .07 
4.04 2.09 
4.39 2.38 
4.28 1.06 
2.24 3.27 
2.26 -.34 
2.09 -.11 
2.12 .47 

1.75 2.41 
3.00 -1.33 
2.65 1.63 
275 3.19 

3.50 .48 

3.79 1.50 
4.07 1.07 
2.96 -1.62 
412 .59 

17.85 -6.39 

13.68 2.79 
8.25 2.13 

13.56 -6.86 

p 

.045 

.011 

.043 

.013 

M 

-
때
 .000 

'SAC-HIP: 고관절 운동각도 OT-Spine: 흉추 전체 의 운동각도 
CL-Spine: 요추 전체의 운동각도 dInc1ination: 천골의 경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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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요통군의 척추분절의 운동각도 변화 (단위 0) 

앉은 자세 선 자세 
척추분절 

M SD t p M SD t p 

Tl-2 -1.18 4.11 -.91 2.07 4.27 1.53 
T2-3 -.51 3.89 -.42 .37 3.62 .32 

T3-4 -.63 2.58 -.78 .10 3.32 .10 

T4-5 -.23 4.83 -.15 .10 4.64 .07 

T5-6 .78 3.30 .75 1.23 4.46 .87 

T6-7 -.40 1.28 -.99 -1.40 2.96 -1.49 

T7-8 -1.34 4.33 -.98 -2.83 4.97 -1.80 
T8-9 -.22 3.79 -.19 1.03 4.09 .80 
T9-10 3.13 3.70 2.68 .025 1.50 4.87 .97 

T10-11 -.89 4.11 -.68 -2.87 2.52 -3.60 .006 
T11-12 -.49 2.96 -.52 -.77 2.69 -.90 
T12-Ll -1.42 3.88 -1.16 -2.77 4.49 -1.95 

Ll-2 -.89 1.73 -1.63 .73 4.18 .55 

L2-3 -.04 3.89 -.04 -.93 4.17 -.71 

L3-4 1.01 3.09 1.04 -.47 4.04 -.37 

L4-5 2.57 3.73 2.18 2.20 3.14 2.22 .054 

L5-S1 -.14 4.25 -.11 1.67 4.51 1.17 

SAC-HIP" -3.98 7.38 -1.70 .27 13.31 .06 

T-Spineo -1.48 4.71 -1.00 -.85 6.62 -.41 

L-Spinec 1.36 7.03 .61 .87 7.86 .35 

Inclinationa -2.88 9.12 -1.00 .27 12.19 .07 

aSAC-HIP: 고관절 운동각도 OT-Spine: 흉추 전체의 운동각도 
CL-Spine: 요추 전체의 운동각도 dlnclination: 천골의 경사각도 

한 양상을 보였다. 흉추의 4개 분절에서 유의 

한 척추간 운동각도의 증가를 보였고(p<.05) ， 

요추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흉추 전체의 운동 

각도는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p<.05) ， 고관절 

에서의 운동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Ol). 그리고 천골의 경사각도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5. 벼요통군의 복횡근 강화운동 후 척추 
분절의 운동각도 변화 

3주간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비요통군은 

앉은 자세와 바로 선 자세 모두에서 사전 검 

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고관절의 운 

동각도， 흉추와 요추의 전체 운동각도 그리고 

천장골의 경사각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표 5). 

W. 고 찰 

요통은 인간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근골격 

계 질환이라 할 수 있올 것이다. 많은 물리치 

1 
l 
4 꺼

 
l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10권 제 1호 

KA UTPT Vol. 10 No. 1 2003. 

료사들이 요통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의 건 

강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요통에 대한 물리치료방법으로 많은 치료장 

비들(mod떠ities) 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점 

차 치료적 운동법의 중요성이 과학적인 연구 

들에 의해 입중되고 있다. 

요통을 일으키는 요추부의 손상이나 질환 

은 척추 특히 요추내의 운동 분절간에 불안 

정성올 유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척추 분절 

의 불안정성은 특별히 고안된 진단 장비와 

방사선 사진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들을 기초 

로 연구되어졌고， 임상 양상과 척추 분절의 

운동성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방 

법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즉， 주로 펑면 

상태에서 행해져 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도 

측정장비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이전에 시도 

되어져 신전-굴곡 시에 각도 변화만을 이용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척추에서는 주된 운 

동 발생 시 동시 유발되는 연계운동(coupling 

motion)이 일어난다. 이것을 측정하기는 쉬운 

일 이 아니 다(장봉순 동， 1997). Harada 둥 

(2000)은 영 화 방사선 촬영 법 (cineradio

graphy)올 이용한 연구에서 정상적으로 요추 

에서는 체간 굴곡 시 상부 분절의 운동이 면 

저 일어나고 후에 하부 분절이 웅직이나， 신 

전 시에는 이와 반대로 하부 분절에서 먼저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 분절 

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각속도(angular 

velocity)는 전방 굴곡 시 상부 분절에서보다 

하부 분절에서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추분절의 운동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사용한 척추운동 분석기인 S띠때Mouse 

장비는 독일에 Seichert 둥(1995)에 의해 장비 

의 신뢰도가 연구되어져 반복 측정 시 재현 

성파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측정방법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측 

정자와 훈련된 측정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 

과， 측정자내 재현성(intra-rater reproducibility) 

은 훈련되지 않은 사랍의 경우 r=.94, 훈련 

받은 측정 자의 경 우 r=.97로 나타났다. 측정자 

간 재현성(inteπater reproducibility)은 r=.잃이 

었다; S밍ch밟 동(2000)은 또한 기능적 방사선 

촬영법 (functional radiographs)과 SpinalMouse 

장비를 이용해 정상인 요추의 시상면에서 형 

태와 운동성을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의 결과엔 차이가 없었고 매우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일부의 차이 

가 발생된 것올 방사선 촬영법의 경우 골격 

형태만을 측정하는 반면에 SpinalMouse는 

연부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척추의 운동성을 측정하는데는 특 

별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장 

비는 환자에게 매우 손쉽고 빨라 환자의 불 

편함을 많이 줄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라는데 장점이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환자와 다양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안정화 

( stabilization) 운동법 이 다양한 과학적 인 근 

거들을 기초로 하여 적용되고 있다. 또한 북 

부 유럽올 중심으로 발전되고 확산되고 있는 

슬링 시스템을 이용한 슬링운동치료(SET) 

또한 많은 물리치료사와 의사 그리고 체육계 

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연구와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 

에 맞추어 복횡근의 근력 강화운동에 이러한 

두 가지 개념올 접목하여 적용하였다. 안정화 

운동법은 근전도(EMG)와 초음파 진단기 등 

의 첨단 진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육들의 

수축 순서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기초로 

운동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 

념은 흔들리는 줄올 이용하여 적용한 것 중 

하나로 근골격계 슬링운동치료라 할 수 있다. 

슬링 시스템은 환자에게 통증 이완， 관절가동 

범위 운동 그리고 열린 사슬운동(open chain 

exercise)과 닫힌 사슬운동(closed chain 

exercise) 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법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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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물리치료사의 신체적 부담올 줄여 준 상 -굴곡 시 요통 환자의 경우 요추에서 54.0。’

태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흉추에서 30.1。 비요통군의 경우 요추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능동 운동 64.90 , 흉추에서 21.9。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 

개념과 감각-운동 통합 효과를 매우 적절하 

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접근법이다(권재확 

둥， 2002). Panjabi<l992)는 요통올 경 험 하는 

환자에게 척추의 중립 지대 (neutral zone)는 

손상이나 변성의 진행 그리고 주위 근육들의 

약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중립 

지대의 크기가 증가되어 척추의 안정성에 악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불 

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력 강화운동을 

통해 중립 지대가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안정성올 증가시켜 줄 필 

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척추의 안정화운동에 대한 관심은 과거 

1990년대 중반부터 물리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호주의 물리치료사와 의사들을 중심 

으로 운동방법과 그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 

되어져 왔다. 이러한 안정화운동이 척추 주위 

의 근육들에 미치는 영향 특히 척추 신전근 

과 굴곡근들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운동법이 각 

척 추분절의 운동에 특히 과운동성 이 있는 척 

추분절에 어느 정도의 영향올 주는가는 연구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첨단 

척추운동 분석기를 이용하여 안정화 운동이 

체간 움직임 시 척추 각 분절의 운동 정도를 

측정하여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 춘기 등(1997)은 자체 개 발한 척 추운동 

분석기를 이용하여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 

으로 선 자세에서 체간 굴곡， 신전， 측굴 그 

리고 축 회전 시 요추와 흉추의 운동올 측정 

하였다. 굴곡 시 요추에서의 변위량은 71.30。

였으며， 흉추에서는 16.54。로 약 4배 정도 차 

이가 났고， 신전 시에는 요추에서 25.11。로， 

흉추에 서 12.67。로 약 2배 차이 가 났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장비로는 신전 

가 있었다. Steffen 둥(1997)은 16명의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L3-4 척추분절의 운동을 

3차원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굴곡-신전 관 

절 가동범위가 16.9。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는 요통이 없는 남자의 경우 13.6。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요통이 있는 남 

자의 경우 8.8。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Esola 동(1996)은 요통 환자와 비 요통 환자들 

올 대상으로 3차원 시각전기 동작 분석 

(optoelectric motion analysis) 장비 를 이 용한 

체간 굴곡 시 요추부와 고관절에서의 운동각 

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모든 실험대상자의 평 

균 체간 굴곡각도가 111。이었다. 이 중 요추 

에서 41.60 , 고관절에서 69.4。의 운동각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 자세에서 검사 시 

요추에서 요통군이 54.00 , 비요통군은 64.9。

를， 고관절에서의 운동각도는 요통군에서 

61.60 , 비요통군에서는 75.8。를 나타내， 체간 

굴곡각도가 요통군(115.60 )과는 비 슷함을 보 

였으나， 비요통군(140.70 )과는 다소 차이가 있 

었다. 흉추에서 일어난 운동각도는 요통군보 

다 비요통군이 더 컸으나(p>.05) ， 요추에서의 

움직임은 비요통군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p<.05) , 요통 환자일수록 요추에서 움직임이 

적고 흉추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rter와 Wilk.inson (1997) 

은 18-36세의 만성 요통 환자와 비요통자들 

을 대상으로 체간 굴곡 시 요추와 고관절에 

서의 움직임을 비교한 연구에서， 요통 환자들 

의 요추 굴곡각도는 비요통자들에 비해 유의 

하게 줄었고， 반면 고관절의 굴곡각도는 차이 

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선 

자세에서 체간 굴곡 시 요통군이 비요통군에 

비해 고관절 굴곡각도가 유의하게 작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척추운동 분석기와 액 

체 경사각도기(Iiquid inclinometer) 그리고 

q J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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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장성 요추 신전 운동장비인 MedX를 이용 것이다. 이 연구는 요통 군과 비요통군 19명 

해 요통 환자의 요추 운동각도를 비교한 을 대상으로 앉은 자세와 바로 선 자세에서 

Shirley 둥(1994)은 운동 분석기와 액체 경사 중립 자세， 최대 신전 자세 그리고 최대 굴곡 

각도기는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세에서 각각 척추의 배열 상태를 측정하여 

MedX는 경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 척추의 각 분절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분석， 

하였다. 비교하였고， 요통군에게 3주간의 복횡근 강화 

본 연구의 결과로 요통 환자들의 병리학적 운동올 실시하여 근력 강화운동이 척추 분절 

원인 중 척추의 배열 이상으로 인한 장애의 의 운동각도에 미치는 영향올 연구하였다. 

조기 진단과 치료 효과의 규명을 위한 우리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라 정상인의 표준 척추 운동치를 제시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요통올 경 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79세였고， 

험하게 되는 만성 요통， 척추분리증， 척추전 신장은 167.84 cm, 체중은 59.95 kg이었 

방전위증， 추간판 탈출증 둥의 환자들을 최근 다. 

많이 적용되고 있는 안정화 운동의 영향을 2. 앉은 자세에서의 체간 굴곡-신전 시 척 

규명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분절의 운동각도는 흉추와 요추 모두 

향후 이 척추운동 분석기를 이용하면 요통 요통군과 비요통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형도수치료의 (p<.05). 그러나 흉추 10-11번 사이의 

효과가 지속되는 유효기간을 측정하는 둥 여 운동각도는 요통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 

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으며 (p<.05) ， 고관절의 운동각도와 천골 

또한 향후 척추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객관 의 경사각도는 요통군이 유의하게 적었 

적인 도구를 이용함에 있어 좀 더 간편하고 다(p<.05). 

신뢰성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고， 요통뿐만 아 3. 복근운동 전 선 자세에서 체간 굴곡-신 

니라 경추부 손상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통반 전 시 요추 전체 분절의 운동각도는 유 

한 환자들의 치료 평가에도 관심을 가질 필 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요추 4-5번 

요가 있다고 본다. 사이와 고관절의 운동각도 그리고 천골 

의 경사각도가 비요통군에 비해 요통군 

v. 결론 이 유의하게 적었다(p<.05). 그러나 흉 

추 분절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 

요통올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되는 다. 

임상 양상 중 체형의 변형은 척추의 배열 이 4. 요통군에게 3주간 복횡근 강화운동를 

상이나， 근육 작용의 비균형， 통증 둥에 의해 시행 한 후에 척추분절 운동각도는， 앉 

일어날 수 있다. 척추의 배열은 척추 분절의 은 자세와 선 자세 모두에서 흉추 분절 

과운동성와 저운동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p<.05) ， 요추 

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요통 환자의 진단 분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고관절의 운 

및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동각도와 천골의 경사각도는 유의하게 

있다.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측 증가되었다(p<.Ol). 

정자가 쉽게 적용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척추운동 분석기가 있다면 물리치료 

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매우 도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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