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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changes  in  back muscles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Accordingly, we  studied  154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with  regard  to  area,  aspect  and  triggering  position  of 
the  pain. We  also  determined  muscle  atrophy  in  painful  areas.

Methods:  Subjects were  questioned  about  pain  and  a  pain  provoking  test was  done.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e measured  cross  sections of  the multifidus, erector  spinae,  iliopsoas  and quadratus  lumborum muscles  at each 
spinal  level.

Results: Muscles  in  painful  regions  (multifidus  and  erector  spinae muscles)  decreased  in  area  significantly more  than 
nonpainful  regions,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t  levels  L3,  L4,  and  L5. Painful  regions of  the  iliopsoas 
and  quadratus  lumborum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more  than  non‐painful  regionsexcept  at  L5  (p<0.05).  The  group 
that had unilateral  low back pai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cross  section  compared  to  the group  that had  central 
or  bilateral  pain  (p<0.05).

Conclusion: Chronic  low back pain  causes  variable decreases  in  cross‐sectional  areas of  some but not  all back muscles, 
and  at  some  but  not  all  spin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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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요통은 동물과는 달리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흔히 나타나

는 일반적인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요통에 

한 빈도, 재발, 그리고 치료와 비용에 하여 많은 문헌에서 언

급될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장애이다.1 세계보건기구는 현 사

회에서 인구의 80%가 요통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2 특히 

요통이 45세 이하 젊은 사람들에게 활동의 제한을 주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 요통은 근골격계 장애

들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고 정신적인 문제는 물론 직업적,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영

향을 준다.4 요통은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 나타나게 되며 요통

을 발생시키는 질환 또한 매우 다양하다. 표적으로 추간판 탈

출증, 협착증, 전방전위증, 그리고 전방분리증 등이 있지만, 이

러한 질환에 한 유병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부분의 요통은 

근육의 문제인 요부 염좌로 발생된다.5

요통이 지속되면 척추주위근육이 약화되고 또 이로 인해 운

동량이 감소되므로 근육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그 기전으로

는 통증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아 위축이 생기는 경우와 통증이 

없는데도 반사적 근수축 억제에 의해 손상부위의 구심성 자극

이 척수반사를 통해 해당 근육을 지배하는 알파운동신경원(  

motor neuron)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근위축이 생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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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6

요통을 유발시키는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로 온

열치료, 전기치료, 그리고 보조기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약화된 근육을 지지하는 보존적인 방법과 약화된 근육을 강화

하고 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근력강화운동 및 신장운동이 

제시되어 왔다.7

1980～90년 에 이르러 요부를 안정화시키는 구조에 한 

관심을 갖게 되고 표층의 근육과 심부의 근육의 역할을 나누어 

구조화한 생체역학적 모델이 제시되었다.8 표적인 심부근육은 

배가로근, 뭇갈래근, 척추사이근, 허리네모근(내측섬유), 엉덩허

리근, 가로막 등이며, 표면근육으로는 배곧은근, 배빗근, 갈비사

이근, 척추세움근 등이 있다.9 요부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는 심부의 분절 근육을 선택적으로 훈련하는 운동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10 특히 심부 안정화에 작용하는 주된 근육인 뭇갈

래근과 배가로근의 운동을 통해 요통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킨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고,11-14 요부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부 근육 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주위근, 배곧

은근과 같은 표층의 근육까지도 동원되며 연구에 따라 골반의 

저부 및 주변 근육도 포함된다고 하였다.15,16 또한 Panjabi17는 

요부안정화를 위한 요소로 뼈와 인 , 척추 주변 근육, 그리고 

신경조절계의 세 가지 요소를 최초로 소개하였으며, 척추 안정

화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게 되

어 하나의 요소가 손상되면 다른 요소가 보상해 준다고 하였다. 

Panjabi17의 이론을 발전시킨 연구에서는 척추를 단단하게 조절

함으로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6 골절, 염좌와 같은 

뼈와 인 의 손상으로 인해 초래된 불안정성을 척추주위 근육

이나 신경계조절 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16 

요부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형 도구나 근전도 연

구18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간접적인 기능과 통증 평가를 

위해 사용된 설문형 도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

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며 직접적인 심부 근육 평가를 위한 

근전도 연구에서도 침습 근전도일 경우 환자의 적용에 많은 어

려움이 있고 표면 근전도일 경우 정확하게 심부근육을 측정하

기가 힘들다.19

최근에는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 tomogram, CT)20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21의 실시간 

초음파 영상(real-time ultrasound imaging)22 등과 같은 신체 

이미징 기술의 발달로 근육의 단면적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요부안정화에 기여하는 근육의 형태와 통증 양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23 Daniels 등24은 만성 요통환자와 건강한 자의 

체간 근육 중 척추주위근과 뭇갈래근, us그리고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을 CT를 통해 비교하여 요통환자의 척추주위근과 뭇갈

래근의 위축을 확인하였고, Barker 등25은 MRI를 통해 뭇갈래

근과 엉덩허리근의 위축이 통증과의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Hides 등23은 초음파 영상을 통해 만성요통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뭇갈래근이 위축되었음을 보고하였다. Hyun 등26

은 엉치엉덩 신경근병증과 뭇갈래근의 위축과의 관련성을 확인

하였다. Barker 등25은 통증이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의 뭇갈래

근과 엉덩허리근의 위축을 확인하여 통증과 근위축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부분의 단면적 조사 연구들은 특정한 근육을 조사하거나 

특정근육의 훈련을 통해 척추안정화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들

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부근육(local muscle)인 뭇갈래

근과 허리네모근, 엉덩허리근, 그리고 표면근육(global muscle)

인 척추세움근의 단면적을 MRI을 통해 근위축과 통증과의 관

계를 비교하여 각 근육이 요통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므

로 요통을 진단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K의료원에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요통환자 177명 중 12주 이상의 요통을 호소하는 

자를 상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조사하였으며, 

척추수술을 받았거나, 종양, 염증, 골절, 척추분리증, 척추전위

증, 강직성척추염, 사성 질환, 구조적 기형으로 인한 경우, 중

추신경계 이상을 자세유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감각이상 등 신

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정신 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통

증부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모든 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서

를 작성한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라 177명의 연구 상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척추분리증 4명, 척추전위증 2명, 제1천추의 요추골화 1명, 통

증부위가 불분명한 자 8명, MRI검사를 거부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자 5명, 그리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 3명, 총 23

명을 제외하고 154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방법

1) 실험절차

모든 상자들에게 통증의 양상을 검사하는 설문지와 오스웨스

트리 요부장애지수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설문검사 후 MRI 검사

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의 이미지데이터를 분석하여 요부의 

각 수준별, 각 근육별로 단면적과 통증부위, 통증양상과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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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n=69) Female (n=85) Total (N=154)

Age (year) 36.4±9.9† 44.9±9.8 41.3±11.2 21～64‡

Height (cm) 171.7±8.2 159.7±5.8 166.2±9.3 150～187

Weight (kg) 67.9±8.7 56.0±5.9 62.4±10.1 47～92

Duration of pain (week) 14.6±3.5 17.8±5.2 16.0±4.7 13～28

VAS (point) 6.7±1.7 7.5±1.8 7.1±1.7 3～10

ODI (%) 34.8±16.5 35.0±13.9 34.9±15.2 8.89～76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VAS: Visual analogue scale,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2) 측정도구

⑴ 통증양상 설문

상자의 통증의 부위를 검사하기 위해 설문검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통증시간, 통증자세, 통증움직임, 그리고 통증 부위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통증 양상설문은 직접기입식이 아닌 검사

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통증부위의 표시는 인체그림에 환자가 

직접 표시하게 하였다. 설문은 세 명의 물리치료사에 의해 기록 

되었다. 검사자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통증 양상설문의 문항

에 한 지침을 정하여 교육하였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확

인하였다. 

(2) 요부장애지수

요부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오스웨스트리 요부 장애 지수(Oswe-

stry Disability Index)를 이용하였다. 오스웨스트리 요부 장애 

지수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항목당 0～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은 통증 강도, 개인적관리, 들기, 걷기, 앉

아 있기, 서있기, 잠자기, 성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여행 등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당 답한 수의 총점을 항목의 만점인 

50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얻게 된다. 

성생활 문항과 같이 기입하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목

의 만점이 줄어든다.27 요부 장애 지수는 자기기입식으로 평가

하였다.

(3) 체간근육의 단면적

체간근육의 단면적을 평가하기 위해 MRI (Intera Achieva 1.5T, 

Philips, 네덜란드)를 사용하였다. 환자는 무릎 밑에 쿠션을 넣고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고 양쪽으로 체중을 균등하게 하

여 칭적으로 눕도록 하였다. MRI를 이용하여 요천추부를 촬영

하였으며, 요추의 각 수준의 하단과 상단 사이를 측정하였다. 측

정 후 이미지 분석을 위해 영상분석프로그램(Rapidia, version 

2.8, Infinitt, 한민국)을 이용하여 요추의 하부판과 상부판 사

이의 중간수준에서 뭇갈래근, 척추세움근, 엉덩허리근, 허리네모

근의 단면적을 구하였으며 허리네모근의 L4-5의 근단면적은 좌

우 동일거리의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L5-S1의 단면적은 구하지 

못하였다.

모든 측정은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검사자내 신뢰도

를 평가하기 위해 10명의 환자사진 50장을 3회 반복 평가하였

으며 검사 결과 높은 일치도(카파지수 0.73)를 보였다.

체간 근육의 단면적 차이율은 각 수준별로 좌우근육의 비율

을 구한 값에 절 값을 취하여 구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15.0을 이용하였다. 그룹 

간 비교를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준별 비교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튜키의 방법으

로 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상자의 연령은 남자는 36.4세, 여자는 44.9세이었고 전체 평

균 연령은 41.3세이었으며 범위는 21～64세이었다. 상자의 

신장과 체중은 남자가 각각 171.7 cm, 67.9 kg이었으며 여자

는 각각 159.7 cm, 56. 0 kg이었다. 상자 전체 평균 신장과 

평균 체중은 각각 166.2 cm, 62.4 kg이었으며 범위는 각각 

150～187 cm, 47～92 kg이었다. 상자의 증상기간은 남자가 

14.6주, 여자가 17.8주이었으며 전체 평균 증상기간은 16.0주

이었다. 증상기간 범위는 13～28주이었다. 사상통증척도를 이

용해 측정한 상자의 주관적인 통증은 남자가 6.7점, 여자는 

7.5점이었고 전체 상자의 평균 통증은 7.1점이었으며 통증 

범위는 3～10점이었다. 요부장애지수는 남자가 34.8%, 여자는 

35.0%이었으며 전체 평균 요부장애지수는 34.9%이었고 범위

는 8.8～7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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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oss section areas (CSAs) of the multifidus (a), erector spinae (b), iliopsoas (c)
and quadratus lumborum (d) at the five different levels. Significance level *p=0.05.

2.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척추 주위근의 단면적 비교

1)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뭇갈래근의 단면적 비교

편측 통증을 나타내는 상자를 선별하여 수준별 뭇갈래근의 단

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L1과 L2 사이의 뭇갈래

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의 단면적이 각각 

258.98 mm2, 277.38 mm2이었고 두 부위 단면적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2와 L3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의 뭇갈래근 단면적이 각각 364.70 

mm2, 382.99 mm2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3

와 L4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 단면적이 541.85 mm2, 비통증 부

위의 단면적이 599.95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4와 L5 사이에서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 745.60 mm2, 비통증 

부위 836.83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5와 S1 

사이의 뭇갈래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 772.61 mm2, 비통증 부

위 860.24 mm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1～S1의 전체적인 뭇갈래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의 크기가 각각 2683.75 mm2, 2957.39 mm2이었으며 두 

부위의 단면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증 부위의 뭇갈래근 단면적

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척추세움근의 단면적 비교

편측 통증을 나타내는 상자를 선별하여 수준별 척추세움근의 

단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L1과 L2 사이의 통

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의 척추세움근 단면적은 각각 1687.77 

mm2, 1840.64 mm2이었고 두 부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L2와 L3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

와 비통증 부위의 뭇갈래근 단면적은 각각 1703.60 mm2, 

1799.78 mm2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3와 

L4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 단면적이 1538.72 mm2, 비통증 부

위의 단면적이 1686.98 mm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L4와 L5 사이에서의 척추기립근 단면적은 통증 부위 1129.29 

mm2, 비통증 부위 1286.06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L5와 S1 사이의 척추기립근의 단면적은 각각 통증 

부위 635.56 mm2, 비통증 부위 824.92 mm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1～S1의 전체적인 척추기립

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가 각각 6694.96 

mm2, 7438.38 mm2이었으며, 두 부위의 단면적 크기를 비교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3)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엉덩허리근의 단면적 비교

편측통증을 나타내는 상자를 선별하여 수준별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을 비교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L1과 L2 사이의 엉

덩허리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가 각각 509.37 

mm2, 555.17 mm2이었고 두 부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2와 L3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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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증 부위의 엉덩허리근 단면적이 각각 842.77 mm2, 

886.15 mm2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3와 L4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 크기가 1068.52 mm2, 비통증 부위의 

크기가 1182.69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4와 

L5 사이에서의 크기도 통증 부위 1356.26 mm2, 비통증 부위 

1479.47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5와 S1 사

이의 엉덩허리근의 크기는 통증 부위 1296.50 mm2로, 비통증 

부위 1431.40 mm2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L1～S1의 전체적인 엉덩허리근 단면적 크기는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가 각각 5073.42 mm2, 5534.89 mm2이었

으며 두 부위의 단면적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허리네모근의 단면적 비교 

편측 통증을 나타내는 상자를 선별하여 수준별 허리네모근의 

단면적을 비교한 결과 Figure 1과 같다. L1과 L2 사이의 허리

네모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가 각각 303.10 

mm2, 321.32 mm2이었고 두 부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2와 L3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위의 허리네모근 단면적이 각각 374.54 mm2, 

432.34 mm2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3와 L4 

사이에서는 통증 부위 단면적이 438.02 mm2, 비통증 부위 단

면적이 576.31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L4와 

L5 사이에서의 허리네모근의 단면적은 통증 부위와 비통증 부

위가 각각 447.77 mm2, 499.83 mm2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L1～S1의 전체적인 허리네모근 단면적은 통증 부위

와 비통증 부위의 크기가 각각 1693.40 mm2, 1919.95 mm2 

로 두 부위의 단면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3. 통증양상에 따른 수준별 척추주위근의 단면적 크기 차이율 

비교

통증양상을 편측통증과 중앙/양측통증으로 나누어 수준별 척추

주위근의 크기 차이율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1과 L2

사이에서 뭇갈래근편측통증이 있을 때 뭇갈래근의 근육 크기 차

이율은 8.25%이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차이율은 5.5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편측통증이 있을 때 척추기립

근의 근육 크기 차이율은8.40%이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의 

차이율은 5.1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엉덩허리근

편측통증이 있을 때 엉덩허리근의 차이율은 21.46%이고 중앙/

양측통증이 있을 때 차이율은 19.69%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허리네모근편측통증이 있을 때 허리네모근의 차이율

은 6.26%이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차이율은 4.25%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2과 L3사이의 통증양상에 따른 

뭇갈래근의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8.74%이었고 중앙/양

측통증일 때 6.9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척추기립근

의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9.63%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일 

때 6.3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엉덩허리근의 경

우 편측통증일 때 13.10%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일 때 11.24%

로 유의하지 않았고, 허리네모근의 경우도 편측통증일 때 

18.58%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일 때 15.43%로 유의하지 않았다. 

L3와 L4사이의 뭇갈래근의 편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은 

9.88%이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은 5.6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척추기립근의 편측통증이 있

을 때 크기 차이율은 9.71%이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은 5.1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엉덩허리근

의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11.00%이었고 중앙/양측통증

일 때 6.95%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허리네모근의 

크기 차이율도 편측통증일 때 25.76%, 중앙/양측통증일 때 

17.35%로 유의하였다(p<0.05). L4와 L5사이의 뭇갈래근은 편

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이 10.59%, 중앙/양측통증이 있

을 때 크기 차이율이 6.61%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척추기립근도 편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이 12.62%, 중앙

/양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이 8.28%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p<0.05). 엉덩허리근의 경우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8.83%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일 때 4.80%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5). 허리네모근의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32.27%, 중앙/양측통증일 때 15.87%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5). L5와 S1사이에서 뭇갈래근에 편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이율은 10.39%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크기 차

이율은 8.49%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척추기

립근의 경우에는 편측통증이 있을 때와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의 근육 크기 차이율이 각각 22.76%와 11.89%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엉덩허리근의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일 때 

10.26%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일 때 6.78%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p<0.05). 뭇갈래근 전체에 한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

증이 있을 때 9.33%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3.70%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척추기립근 전체에 한 크기 

차이율은 편측통증이 있을 때 10.11%이었고 중앙/양측통증이 

있을 때 4.13%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통증양상에 

따른 엉덩허리근 전체 크기의 차이율은 편측통증과 중앙/양측통

증일 때 각각 9.92%, 5.91%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허리네모근의 경우도 편측통증일 때 근육 크기 차이

율이 23.20%, 중앙/양측통증일 때 근육 크기 차이율이 12.17%

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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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2 L2-L3 L3-L4 L4-L5 L5-S1 total

Multifidus

Unilateral pain (n=98) 8.25±4.90† 8.74±5.13 9.88±7.26 10.59±4.11 10.39±4.18 9.33±3.20

Central/Bilateral pain 
(n=56)

5.51±4.39 6.98±4.52 5.65±3.51 6.61±4.72 8.49±6.34 3.70±3.40

t 3.54* 2.17* 4.45* 5.39* 2.12* 10.22*

Erector Spinae

Unilateral pain (n=98) 8.40±5.84 9.63±6.98 9.71±9.45 12.62±8.08 22.76±17.02 10.11±5.34

Central/Bilateral pain 
(n=56)

5.13±4.04 6.31±6.83 5.13±3.98 8.28±9.02 11.89±15.75 4.13±2.79

t 3.90* 2.88* 3.79* 3.03* 3.86* 8.42*

Iilopsoas

Unilateral pain (n=98) 21.46±13.35 13.10±10.32 11.00±4.77 8.83±3.76 10.26±5.32 9.92±4.95

Central/Bilateral pain 
(n=56)

19.69±15.43 11.24±9.74 6.95±5.82 4.80±4.20 6.78±7.08 5.91±3.58

t 0.73 1.11 4.56* 6.05* 3.33* 5.57*

Quadratus lumborum

Unilateral pain (n=98) 6.26±7.53 18.58±11.88 25.76±22.56 32.27±30.28 MNS 23.20±21.09

Central/Bilateral pain 
(n=56)

4.25±4.36 15.43±10.89 17.35±10.20 15.87±13.19 MNS 12.17±7.79

t 1.53 1.51 2.80* 3.71* 4.16*
†Mean±±standard deviation, MNS: Muscle not seen 
*p<0.05

Table 2. Comparison of cross sectional area between unilateral pain group and central/bilateral pain group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MRI을 이용하여 요통환자의 척추주위근의 단면

적을 조사하여 통증부위에 따른 근 단면적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요통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요부의 각 수준별

로 뭇갈래근, 척추기립근, 엉덩허리근, 허리네모근의 단면적을 

측정하여 통증부위와 근 단면적과의 관계, 통증의 양상과 근 단

면적과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요통과 관련된 단면적의 연구들은 뭇갈래근의 변

화에 주목하였다. 뭇갈래근은 요부의 분절 안정화에 필수적인 

근육이므로 뭇갈래근의 변화를 분석하여 요부안정화 운동의 필

요성을 제시하고 확인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시신(cadaver) 

연구를 통하여 뭇갈래근의 단면적을 조사하였고,28 이후 진단 

영상 기술의 발달로 MRI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1 이후 

실시간 수축하는 뭇갈래근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초음파 영

상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22,29,30  

정상인의 뭇갈래근은 상부 요추 주위에서 천추로 갈수록 그 

단면적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쪽 뭇갈래근은 

칭적으로 나타났다.29 Stokes 등22의 연구에서도 정상인의 양

쪽 뭇갈래근의 단면적의 차이가 3% 미만임을 보고하였다. 성

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크게 나타났고 

나이는 단면적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뭇갈래의 근정상인과 요통환자의 단면적을 비교한 연구에서 

요통환자의 좌우의 비 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요통의 

증상이 있는 쪽의 뭇갈래근의 위축이 확인되었다.30,31 Barker 

등25은 그의 연구를 통해 증상이 있는 곳과 증상 위수준과 증상 

아래수준의 뭇갈래근의 단면적으로 비교하여 증상이 있는 곳에 

단면적의 좌우 차이율이 큰 것으로 보고하여 통증과 위축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Kamaz 등32의 연구에서는 L4를 기준으

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

과 뭇갈래근은 L4 위, 아래 부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 Danneels 등24의 연구에서 CT 를 통해 정상인과 환자의 단

면적을 비교하여 L4의 아래 부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통증 유무에 따른 수준별 뭇갈래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통증부위가 비통증부위 보다 단면적이 유의하게 작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3 이하의 하부 요추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뭇갈래근의 위축은 통

증과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L4 주변 부위의 근 위축이 요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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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통해 요

부안정화운동을 통한 요통의 중재의 타당성과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척추기립근은 뭇갈래근과 함께 척추 주위근으로 작용한다. 

Danneels 등24의 연구에서 CT를 통해 정상인과 환자의 단면적

을 조사한 결과 L4 하부수준에서 척추주위근이 정상군과 환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척추기립근의 단면적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척추주위근에서 뭇갈래근의 면적 양을 뺀 

면적의 차이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Kamaz 

등32의 연구에서는 L4를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

어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 척추주위근은 L4 위 부분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아래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통증유부에 따른 수준별 척추기립근

의 크기 비교에서 통증부위가 비통증부위 보다 단면적이 유의

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L3 이하의 하부 요추부에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였다. 아직까지 선행된 연구에서 척추기

립근의 위축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논란이 많고 확

실한 근거를 보이지 못했다.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척추기

립근의 위축이 요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엉덩허리근은 요추에서 기인하는 근육으로 골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요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육이다. 엉덩허리근

선행의 연구들에서 통증에 따른 엉덩허리근의 단면적 변화는 

논란이 있었다. Danneels 등24의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요통환

자 간에 단면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Cooper 등33

의 연구와 Dangaria와 Naesh34의 연구에서는 요통이 있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 엉덩허리근의 단면적의 감소가 유

의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Barker 등25은 그의 연구를 통

해 증상이 있는 곳과 증상 위수준과 증상아래 수준의 엉덩허리

근의 단면적으로 비교하여 증상이 있는 곳에 단면적의 좌우차

이율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Kamaz 등32의 연구에

서는 L4를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 L4 위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아래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L4 위 부

분의 차이도 뭇갈래근이나 척추주위근의 차이보다는 적은 차이

를 보였다. Gibbons 등35은 L3-4의 단면적을 비교하여 엉덩허

리근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매우 적은 13

명의 상 크기로 조사되어 그 결과를 비교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도 통증유무에 따른 수준별 엉덩허리근의 크기를 비교

한 결과 L5 아래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여러 결과들을 통해 엉덩허리근 또

한 위축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 추후 연구를 통해 엉

덩허리근의 위축이 요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허리네모근은 심부의 척추기립근과 엉덩허리근과 함께 요추

를 움직이는 협력근이며 요부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허

리네모근 Kamaz 등32의 연구에서는 L4를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누어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한 결과 L4 위 부

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래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Gibbons 등35은 L3-4의 단면적을 비교하여 허리

네모근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증유무

에 따른 수준별 허리네모근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L3 아래에서

만 차이를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허리네모근의 단면적을 연구한 논문은 아직 많지 않다. 허

리네모근의 단면적 연구는 주로 크리켓선수의 허리네모근 비

칭으로 인한 요부손상에 한 연구들이었다.23,36-38 허리네모근

은 강력한 편측굴곡근으로 주작용 이외에도 요부안정화에도 관

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의 양상과 근위축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 하여 통증의 분포의 칭 여부에 따라 편측통증과 중앙/양

측통증으로 나누어 양측의 근단면적의 차이율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각 근육의 각 수준별로 편측통증을 나타내는 상자

가 중앙/양측통증을 나타내는 상자에 비해 근단면적 크기의 

차이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Hides 등23의 연구에서 만성

요통환자를 상을 편측통과 중앙/양측통으로 나누어 뭇갈래근

의 근위축 차이율을 비교하여 편측통 환자가 더 큰 차이를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뭇갈래근 이외의 척추기립

근, 엉덩허리근, 허리네모근 모두 편측통증을 나타내는 환자에

서 큰 차이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통증이 있는 부위의 근육이 위축되

었음을 MRI 이미지로 확인하였다. 이는 요부안정화에 관여하

는 근육들의 위축으로 인한 약화와 비 칭은 척추 안정화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어 통증과 기능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임상적 적용으로 편측통증의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요

부의 안정성을 위해 근위축과 통증이 있는 선택적 근육에 한 

근력 강화를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요통환자를 상으로 통증부

위가 근단면적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상자들에게 통증에 관한 설문과 

장애지수를 검사하였으며 MRI을 요추의 각 수준별로 측정하였

다. 뭇갈래근과 척추기립근의 통증부위가 비통증부위보다 단면

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L3, L4, L5 부위에서 유의한 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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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였다. 엉덩허리근과 허리네모근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편측통이 있는 군에서 중앙/양측성 통증군보다 단면

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증 유발부위와 

근위축과의 관련이 규명되었다. 하지만 그 관련성이 각 수준별

로 차이가 있으며 그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자료를 통해 

요통의 임상적인 진단과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바라

며 각 근육과 수준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이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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