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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ith those of the neurodynamic 

technique on low back pain in patients with lumbar instability.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those with more than 

three tests with positive results for lumbar instability and 

those with a positive sign during the neurodynamic test, all of 

whom had low back pain. For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n=15),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as 

performed using a sling system, while the neurodynamic 

technique group (n=15) performed the neurodynamic 

technique.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5 days a week for 

4 weeks. All measurement of each subject were measure at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after 4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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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PC ver. 18.0 program was used to compile result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etween both groups (p>.05). 

Assessed items included the visual analog scale score (VAS),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 

lumbar instability test positive response counter (LIC) and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score (FABQ), and a 

significant reduction was observed post-intervention compared 

to pre-intervention values in both groups (p<.01). Other 

assessed items such as trunk flexibility and lumbar extensor 

endurance and lumbar flexor enduranc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post-intervention in both groups compared to 

pre-intervention values (p<.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parameters between both groups (p>.05).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neurodynamic technique may be useful for improving low 

back pain in patients with lumbar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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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통은 현 사회에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약 

50∼90%가 일생 중 요통을 한번 이상 경험하고, 이것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Christie 등, 1995). 

요통은 자세 유지, 체간 움직임의 제한 및 체간 안정성

의 문제로 신체의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Webright 등, 1997).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

는 요통은 체간의 연부조직의 손상과 척추 주위 근육들

의 근력 약화 및 근지구력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요추부

의 불안정성(instability)을 초래하게 되며(Lee, 2010), 불

안정한 상태의 요추는 척추의 정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균형을 유발함과 동시에 중력과 체중에 의한 

부하를 불균형한 상태로 요추에 전달을 하게 된다(Lee

와 Kim, 2013). 따라서 척추 주위의 근육들의 지구력과 

근력, 감각 운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로 요추부의 불안정성과 운동조절 능력을 저하시

켜 신체의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Johansson, 

1995). 요추 부위에서 척수신경과 같은 말초신경이 해

부학적으로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역학적인 문

제로 인해 흔히 통증을 발생시키는 부위는 요추 4, 5번

과 천추 1번 분절이다. 이 부위에서는 이로 인한 신경근 

조직에 장애로 인해 주위 근력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Scrimshaw와 Maher, 2001). 따라서 허리 통증 완화 및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허리의 안정화에 한 연구들이 

다양한 운동방법을 통하여 적용되고 있으며(Bang, 

2015; Son, 2015; Lee와 Kim, 2014), 요통과 관련된 중재 

방법으로 신경가동술(neurodynamic technique)이 제시

되며, 이것은 신경의 역학적인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목적을 통해 신경 조직의 순응성을 높여서 요통의 증상

을 완화하며 통증 감소 및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유용하

며 여러 문제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Shacklock, 2005).

신경가동술은 신경계의 가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알

려져 있으며, 정상적인 운동 범위와 적절한 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계 조직들도 신장 및 단축 되어야 

하며,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긴장을 

견디고, 조직 내에서 활주해야 한다(McLellan와 Swash, 

1976). 신경의 활주 현상에 의해 신경조직을 신장이 

시작된 부위로 이동시킴으로 신경조직의 긴장을 감소

시키고, 특정 부위에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하게 

긴장을 분산시킨다(Lundborg와 Rydevik, 1973). 신경가

동술은 신경근의 긴장과 활주에 의한 효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요통의 치료방법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Maitland, 1985), 만성 요통 환자에게 신경가동

술을 단계적으로 중재하여 통증 감소에 효과를 입증하

였다(Talebi 등, 2010).

요부안정화운동은 척추분절조절과 안정성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부 굴곡근과 신전근의 

지구력 및 근력을 증진시키고 근육과 신경계통의 협조

성 및 조절능력을 원활하게 하여, 요부 안정화에 관여

한다(Akuthota와 Nadler, 2004). 안정화란 관절의 움직임

을 의식 하거나 혹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세 유지와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골반과 척추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움직임의 조절 및 균형 능력 증진이 목적이다(Kim과 

Kwon, 2001). 요부안정화운동 중재 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중 슬링(sling)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의 줄과 보조도구를 통해 능동 및 수동적 

운동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근력과 근지구력의 증진, 

통증의 감소, 움직임의 제한을 개선할 수 있다(Kim 등, 

2003). 슬링을 이용한 요부안정화 운동군에서 상 적

으로 안정된 지지면인 매트를 이용한 요부안정화 운동

군 보다 고유수용기 자극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안정

된 매트에서의 운동보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Kim, 2005), 요추 추간판 탈출 및 수술 이후에 슬링운동

을 이용하는 경우 요부 근육들에 근활성도의 증가가 

보고되었다(Park 등, 2005). 또한 요부 불안정성 환자에

게 요부안정화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요부의 근활성도

의 증가가 나타났다(Lee와 Kim, 2015).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물리치료의 한 방법으로 신경

가동술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상지

와 경추 또는 수근관 증후군 등의 통증 및 근력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신경가동술이 요통 환자의 유연성, 

지구력, 기능에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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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추부에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 환자에게 요부안정화 운동과 신경가동술을 적용

하여 통증수준, 안정성, 체간 유연성 및 체간 근지구력, 

요통기능장애수준, 공포-회피반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한 C병원에 요통을 주 호소로 

하여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

한 요통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

자의 선정기준은 요추부 불안정성 상태를 알아보기 위

해 실시한 5가지 검사 중 양성반응이 나타난 검사의 

수가 3개 이상인 자(Hicks 등, 2003; Lee와 Kim, 2015; 

Yu와 Kim, 2015)와 하지 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e 

test)를 이용한 신경역동학적 검사 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자로 하였다. 신경역동학적 검사 시 요부나 하지 부위

에 통증이나 이상감각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Deville 등, 2000). 그리고 요통으

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요통 환자로 하였다. 제외

기준은 요추부에 수술 경험이 있는 자, 압박골절을 동

반한 요통 증상이 있는 환자, 암과 같은 계통적 질환으

로 인한 요통 환자, 신경계의 이상 증상이 발견된 환자

로 하였다. 모든 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등에 해서 설명을 듣고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

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상자 총 42명 

중 10명은 제외기준에 해당되었으며, 제비 뽑기를 이용

한 무작위 배정을 통해 상자를 두 군 즉, 요부안정화

운동군(lumbar stability exercise group, LSE) 16명과 신경

가동술군(neurodynamic technique group, NDT) 16명으

로 배정하였다. 연구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각 1명씩 

발행하여 LSE군과 NDT군에 각각 15명씩, 최종 30명이 

모든 연구과정을 마쳤다.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기본적

인 보존적 물리치료를 각각 적용하였다. 보존적인 물리

치료 방법에는 허리 부위에 온습포를 이용한 표층열 

치료 20분, 간섭파전류 전기자극치료를 15분씩 적용하

였다. LSE군에는 슬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로 누워 

골반 들기, 엎드려 골반 들기, 옆으로 누워 골반 들기, 

무릎으로 서서 전방 기울기 총 4가지 운동종목을 각각 

10회씩 총 3세트 시행하였고, NDT군에게는 신경가동

술의 기법인 슬라이더 기법(slider technique)과 슬링을 

이용한 자가 슬라이더 기법(self slider technique)을 통하

여 각각 10회씩 총 3세트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중재를 

두 군 모두에게 주 5회씩 총 4주간 시행하였다.

3. 평가도구 및 측정방법

두 군의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상자의 체간 

유연성과 체간 근지구력, 요추부 불안정성 수준, 통증

수준, 요통기능장애수준, 공포-회피 반응수준을 중재 

전과 중재 종료 후에 각각 평가하였다.

체간 유연성 평가를 위해 선 자세에서의 체간 전방굴

곡 가동범위검사(fingertip-to-floor test)를 이용하였다. 

이 평가는 임상에서 체간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하지의 신경역동학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이 검사법의 측정 신뢰도는 

.97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7). 상자를 

25 ㎝ 높이의 상자위에 올라서게 한 후 슬관절이 굽

혀지지 않게 하고 최 한 체간을 전방굴곡 하게 하였

을 때 손의 중지와 바닥까지의 거리를 줄자(Rollfix, 

Hoechstmass, Germany)를 이용하여 중재 전과 후에 각

각 3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체간의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체간 신전근 

지구력 측정법 중 비에링-소렌슨(Biering-Sorensen) 방

법을 이용하였다. 상자는 평가테이블에 엎드리게 하

고 양손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다음 평가자가 시작이

라는 구두 지시와 함께 몸통을 신전한 그 자세로 최 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유지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Coleman 등, 2011).

체간근의 굴곡근 지구력 검사는 컬업 검사(curl-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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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이용하였다. 상자는 몸을 바닥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직각으로 세운 자세로 상체를 일으켜 

두 팔을 뻗고 무릎에 닿도록 하였다(Sin, 2012). 상자

가 측정을 시작하여 시작 자세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

거나 인체 어느 부위에서든 통증이 발생되는 측정을 

종료하였으며, 그때까지의 측정값을 초 시계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요추부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연구

에서 높은 수준의 측정 신뢰도를 보인 5가지의 검사법

을 적용하여 검사 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타나 검사법

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요추부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

로 분류하였다(Hicks 등, 2003; Lee와 Kim, 2015; Yu와 

Kim, 2015)(Fig. 1). 

Fig. 1. Lumbar instability tests
(a) Prone instability test, (b) Passive lumbar extension test, 
(c) Posteroanterior mobility test, (d) Passive straight leg 

raising test

첫 번째 검사법인 엎드린 자세에서의 불안정성 검사

(prone instability test)은 평가 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발

은 바닥에 내려놓게 하였다. 검사자는 요추부의 각 척

추분절에 전후방으로 도수적 압박을 가하고 만약 통증

이 발생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 다시 상자로 하여금 

바닥에서 양발을 들어 올려 몸통과 일직선이 되는 수준

까지 체간을 신전시키게 한 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전후방 도수적 압박을 적용하였다. 이때 이전과 달리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를 양성반응으로 판정하였다. 이 

검사법의 신뢰도는 k=.87로 나타났다(Hicks 등, 2003). 

두 번째 검사법인 요추 수동 신전 검사(passive 

lumbar extension test)는 평가 에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

자가 양발을 잡고 바닥에서 30 ㎝ 되는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그 자세를 그 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요추부에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양성반응으로 판정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

는 .86으로 알려져 있다(Kasai 등, 2006). 

세 번째 검사법은 후전방 가동성 검사(posteroanterior 

mobility test)는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자가 요추의 극돌

기 부위를 후 전방 방향으로 도수적 압박을 가할 때 

요추체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Hicks 등, 2003). 

네 번째로 불안정성 검사를 위하여 수동적 하지직거

상(passive straight leg raising) 검사를 사용하였다(Hebert 

등, 2010; Waddell 등, 1992; Wiltse와 Rothman, 1989).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자가 상자의 발목 부위를 

잡고 슬관절이 펴진 상태에서 고관절을 천천히 최  

굴곡시킨다. 이 검사를 좌측과 우측 하지에서 실시하고 

양측의 가동범위 평균값이 90도를 넘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이 평가법의 측정자간 신뢰도가 .87∼.96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Hebert 등, 2010).

마지막 평가 항목은 연령이다. 장시간 계속되는 척

추 분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척추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

나며, 이에 따라 연령은 척추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라고 알려져있다(Hicks 등, 2005). 본 연구에서 

Wiltse와 Rothman (1989)이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상자의 나이가 41세 미만인 경우를 양성, 41세 이상

일 경우 음성(퇴행성)으로 판정하였다.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였다. 평가지에 0에서 10

까지의 눈금으로 되어있는 줄을 긋고 그 위에 상자가 

자신이 인식하는 통증의 수준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때 0은 통증이 전혀 없음을, 10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심한 통증이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 평가법의 신

뢰도는 .97의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Bijur 등, 

2001).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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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판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를 이용하였다. 이 평가

에는 총 9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범위는 0에서 

5점이며 평가 점수의 총점이 45점이다. 평가점수를 총

점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요통으로 인한 기능수행수준정도가 낮은 것으

로 판단되고, 신뢰도는 .92로 높은 수준이다(Kim 등, 

2005).

요통으로 인하 심리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공포-회피 반응 수준 검사(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지수의 세

부항목은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5문항과 일과 관련된 

1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평가 점수에서 0점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6점은 완벽하게 동의 한다로 평가

하였고, 총점의 범위는 0∼6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크게 심리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Joo 등, 2009).

4. 중재방법

본 연구에서 NDT군에게는 보존적 물리치료를 적용 

후 슬라이더 기법과 슬링시스템을 이용한 자가-슬라이

더 기법을 적용하였다. 상자는 옆으로 누워 슬럼프

(slump)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경추부는 굴곡하고 동시에 

고관절은 60도 굴곡시킨 다음 상자의 다리로 하여금 

자신의 신경조직에 저항이 느껴지기 직전까지 슬관절

을 천천히 신전시키면서 족관절을 배측굴곡 시킨 다음, 

다시 슬관절을 굴곡시키면서 족관절을 원위치로 오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슬링 시스

템(Redcode trainer, Redcode AS, Norway)을 이용하여 

자가 운동방식의 슬라이더 기법을 하는 방법을 충분히 

지도하여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후 시행하였다(Fig. 2.). 

운동은 10회를 1세트로 하여 총 3세트를 실시하였다

(Jang, 2013).

LSE군에게는 보존적 물리치료 적용 후에 슬링시스

Fig. 2. Neurodynamic Technique
(a) Slider technique, (b) Self-slider technique,
(left: starting position, right: finish position)

Fig. 3. Trunk stabilization exercises program
(a) Supine pelvic lift, (b) Prone pelvic lift, 
(c) Side-lying pelvic lift, (d) Kneeling leaning forward,
(left: starting position, right: finis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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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이용한 총 4가지 요부안정화 운동법을 적용하였

다(Fig. 3). 각 운동법은 바로 누워 골반들기(supine 

pelvic lift)와 엎드려 골반들기(prone pelvic lift), 옆으로 

누워 골반들기(sidelying pelvic lift), 무릎으로 서서 전방 

기울기(standing leaning forward)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총 10회씩 3세트를 실시하였다(Kim과 Kwon, 2001).

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두 군 간에 일반적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중재 전후의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두 군 간에 중재 전후의 

차이값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 두 군과 측정시점 간에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개체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이요인 분산분석

(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요부안정화운동(LSE)군과 신경가

동술(NDT)군의 상자는 각각 15명이었다. LSE군과 

NDT군 간에 참여 상자의 성별 특성과 평균나이, 평

균신장, 평균체중 그리고 평균 요통 경험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통증수준, 체간 유연성, 근지구력, 요통기능장애수

준, 공포-회피반응수준, 요추부 불안정성 수준 비교

LSE군과 NDT군의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과 체간 유

연성, 근지구력, KODI, FABQ, 요추부 불안정성 양성반

응 검사 수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Table 2). 

그 결과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 체간 유연성, 요추부 

불안정성 검사의 양성반응 수는 두 군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1). 그러나 두 군 간에 통증수준, 체간 

유연성, 요추부 불안정성 검사의 양성반응 수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없었다(p>.05). 요부 신전근 지구력과 

굴곡근 지구력은 두 군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1). 그러나 신전근과 굴곡근의 지구력의 변

화양상은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기능적 수행 수준(KODI)과 심리사회적 영향(FABQ)도 

두 군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p<.01), 

두 군 간에 각 측정 변수의 변화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Ⅳ. 고 찰

본 연구는 요추부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요부안정화운동과 최근 요통 환

자의 중요한 중재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경가동술

이 요통환자의 임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요추부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 환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척추 주위를 지나는 신경

조직들에 역동학적 운동성 제한이 동반된다면 요추부

에 안정화 운동 중재뿐만 아니라 신경조직들의 동적 

가동성에 초점을 맞춘 신경가동술의 중재도 요통 환자

Variables LSEb (n=15) NDTc (n=15) χ2/t

Gender (M/F) 6/9 8/7 1.00

Age (year) 38.07±11.75a 34.53±5.76 .30

Height (㎝) 164.27±8.82 169.00±7.23 .12

Weight (㎏) 62.60±13.88 66.00±13.01 .49

Pain duration (month) 10.33±11.64 10.27±7.47 .98
amean±standard deviation, b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c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ith nerve mobilization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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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 관리에 필요한 중재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

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요통환자는 척추 주위 근력의 약화와 체간근 근지구

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유발된다

(Gill과 Callaghan, 1998). 따라서 요통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예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요추부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Landel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LSE군과 NDT군에게 중재 전에 실시한 

요추부 불안정성 검사들에서 각각 평균 3.67개와 3.73

개로 각각 나타났으며, 중재 후의 불안정성 검사 시에

Variables
(units)

LSEb (n=15) NDTc (n=15) t/F p

VASd

(point)

Pre 6.80±1.20a 6.93±1.38 -.28 .78

Post 1.87±1.35 1.87±1.30 .00 1.00

Difference 4.93±1.90 5.06±2.18 .03§ .86

t 10.01* 8.97*

Trunk Flexibility
(㎝)

Pre 30.24±19.58 26.10±13.24 .67 .50

Post 17.59±11.15 13.31±9.93 1.11 .27

Difference 12.64±10.67 12.79±4.93 .00§ .96

t 4.59* 10.04*

EEe

(sec)

Pre 26.67±23.36 25.79±20.00 .11 .91

Post 46.95±24.78 42.87±21.35 .48 .63

Difference -20.27±9.13 -17.08±2.76 .77§ .38

t -8.59* -6.18*

FEf

(sec)

Pre 18.39±9.26 18.03±5.78 .12 .89

Post 46.62±23.15 45.73±17.07 .12 .90

Difference -28.23±19.67 -27.70±13.29 .00§ .93

t -5.55* -8.07*

KODIg

(point)

Pre 48.88±15.09 53.77±16.54 -.84 .40

Post 32.14±8.80 32.29±11.93 -.03 .96

Difference 16.74±9.86 21.48±10.57 1.61§ .21

t 6.57* 7.86*

FABQh

(point)

Pre 56.20±13.30 54.67±12.21 .32 .74

Post 40.27±16.06 42.20±13.71 -.35 .72

Difference 15.93±7.78 12.46±8.31 1.38§ .24

t 7.92* 5.80*

LICi

(number)

Pre 3.67±.61 3.73±.59 -.30 .76

Post 1.40±.63 1.40±.63 .00 1.00

Difference 2.26±.59 2.33±.90 .05§ .81

t 14.78* 10.04*

amean±standard deviation, b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c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ith nerve mobilization group, 
dvisual analog scale, eextensor endurance, fflexor endurance, g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h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ilumbar instability test positive response counter, *p<.01 §two-way repeated measure ANOVA between-subjects

Table 2. Comparison of VAS and trunk flexibility and endurance and KODI and FABQ and lumbar instability counter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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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평균 1.40개와 1.40개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Hicks 등(2003)은 불안정성 양성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게 안정화운동 적용 시 성공률이 높다고 하였고, Seo와 

Kim (2011)은 운동 전후에 요추부 불안정성 검사 개수 

차이를 이용해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운동 전후에 유

의한 감소를 보였다.

요통 환자의 주관적 통증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요통 

치료의 결과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Lee 등(2016)의 연구에서 요통환자에게 신경가동술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은 7.40점에서 

2.10점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Yu 등(2013)의 

연구에서는 중재 전 6.33점에서 중재 후 1.33점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NDT군에서 통증이 

중재 전 6.93점에서 중재 후 1.8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의 유사한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신경가동술이 신경의 압박을 줄

여서 유연성과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켜 통증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Topp와 Boyd (2006)는 신경가동

술이 점차적으로 신경을 이완하여 그 주변의 유착이 

깨지면서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LSE군에서 통

증이 중재 전 6.80점에서 중재 후 1.8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요추부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환자에게 

요부안정화 운동은 허리의 통증과 기능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다(Lee와 Kim, 2013). 

정상적인 관절가동범위와 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신경계도 기계적으로 정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경가동술이 신경과 인접한 주변 조직에 

하여 긴장이나 압박을 감소시켜, 통증이나 가동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Ellis와 Hing, 2008). 또

한 슬링 시스템을 이용한 요부안정화 운동을 통해 가동

성, 근력 강화, 근지구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

었다(Kim과 Kwon, 2001). 본 연구에서는 NDT군에서 

체간 유연성이 중재 전 26.10 ㎝에서 중재 후 13.31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LSE군에서는 중재 전 30.24 ㎝에

서 17.59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Lee 등(2016)의 

연구에서는 신경가동술군에서 중재 전 40.40 ㎝에서 

중재 후 47.30 ㎝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스프린터군

에서 중재 전 50.80 ㎝에서 중재 후 54.00 ㎝로 유의하게 

증가를 보였었다. 

본 연구에서 LSE군과 NDT군의 요부 신전근과 굴곡

근 지구력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LSE군에서 

요부 신전근 지구력은 중재 전 26.67초에서 중재 후 

46.95초로, 요부 굴곡근 지구력은 중재 전 18.39초에서 

중재 후 46.62초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NDT군에서 

요부 신전근 지구력은 중재 전 25.79초에서 중재 후 

42.87초, 요부 굴곡근 지구력은 중재 전 18.03초에서 

45.73초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Cha와 Oh (2010)의 

연구에서 요통 환자에게 좌골 신경가동술을 적용하였

을 때 슬관절 신전근 지구력이 중재 전 72.59초에서 

중재 후 86.70초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신경가동술

에 한 치료적 기전은 말초신경 조직의 유연성 증가로 

축삭 수송 체계(axonal transport system)의 향상을 통해 

신경 전도 속도가 촉진되고, 신경내 압박을 감소시켜 

말초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로 인해 결과적으로 신경전도 능력을 개선시키고, 신체

의 움직임 시 말초신경에 순응성을 향상시켜 근력의 

증진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Maitland, 1985). 

그리고 요추부에서 인식하는 통증이나 유해자극에 의

해 억제되어 있던 근육의 작용이 원인 자극이 개선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근력 발휘의 능력이 회복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KODI와 FABQ에 해서 LSE군과 NDT

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LSE군에서 KODI

는 16.74점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FABQ에서는 15.93

점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NDT군에서 KODI는 21.48

점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FABQ는 12.46점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Yu 등(2013)의 연구에서 KODI는 25.67

점에서 2.67점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Mo와 Park 

(2016)의 연구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요부

안정화운동과 결합된 신경가동술군과 요부안정화운

동군을 중재하여 요부근력과 KODI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요부 근력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KODI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 간에 각각의 측정 변수의 변화양

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두 군의 중재 

방법이 모두 요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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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요부안정화운동과 함께 신경가동술은 

요통 환자의 통증 감소, 유연성 증진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켜 요통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자들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아 연구 

결과를 모든 요통 환자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재 기간 중 상

자들이 연구와 관련된 중재 이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이나 신체적 활동들에 한 완벽하게 통제

하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상

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하고 신경가동술의 장기 효과에 한 연구

가 필요하며, 신경가동술의 적용 방법에 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연구와 요통에 한 다른 중재 방법들과 

신경가동술을 결합한 치료에 해 다양한 측면에서 평

가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요추부 불안정성 증상을 가진 요통 환자 

30명을 상으로 신경가동술(15명)과 요부안정화운동

(15명)을 각각 주 5회씩 총 4주간 중재하고, 중재 전과 

후에 체간 유연성과 체간 근지구력, 요추부 불안정성 

수준, 통증수준, 요통기능장애수준, 공포-회피 반응수

준을 평가하고 전후에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요추부 불안정성을 가진 요통환자에게 신

경가동술과 요부안정화운동을 적용한 두 군 모두 중재 

후 통증수준과 체간 유연성, 체간 근지구력, 요추부 불

안정성 양성반응 수, 요통기능장애수준, 공포-회피 반

응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있었으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신경가동술도 요부안정화운동과 함께 

요추부 불안정성이 있는 요통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재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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