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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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엉치엉덩관절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자 52명을 대상으로 6주 간 골반운동프로그램 및 전통적 
물리치료를 병행한 실험군 27명과 전통적 물리치료만을 중재한 대조군 25명을 무작위 임상 표본 추출 하였다. 두 군 
모두 통증의 정도를 알아보는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검사와 보행 시 엉덩관절의 각도분석을 한 후, 집단별 실험 
전과 실험 후의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검사와 보행 시 엉덩관절의 각도분석을 비교하여 골반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이 엉치엉덩관절 통증을 동반한 만성요통환자의 통증과 엉덩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통의 변화는 집단 내와 집단 간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엉덩관절 각도비교에서는 실험군 
내 좌측 엉덩관절에서 중간디딤기, 말기디딤기, 유각전기, 초기흔들기와 우측 엉덩관절의 중간디딤기, 말기디딤기, 유
각전기, 초기흔들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조군 내 좌측 엉덩관절에서는 중간디딤기, 말기디딤기, 초기흔들기와 우측 
엉덩관절의 체중전달기, 중간디딤기, 말기흔들기, 유각전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골반안정화 운동프로그
램이 통증을 포함한 요통기능장애수준에 효과적이고 보행 시 입각기와 유각기 동안 엉덩관절의 굽힘과 폄이 리듬 있
게 이동하여 보행이 대칭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엉치엉덩관절, 만성요통, 골반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요통지수, 엉덩관절

Abstract  For this research, 27 out of 52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involving sacroiliac joint pain 
were classifi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to conduct pelvic exercise program and traditional physical therapies 
in parallel, and the remaining 25 ones were classified into the control group to only apply traditional physical 
therapies for 6 weeks. After that, their clinical samples were randomly extracted. Before the experiment, both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had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test to see how big their pain 
was and their hip joint angles were analyzed during walking. After the post-test, finally, the results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test and hip joint angles while walking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to know the effect of pelvic stability exercise program. 
Within-group results and between-group results both displayed significantly reduced low back pain, and when 
comparing hip joint angle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id stance phase, terminal 
stance phase, pre swing phase and early swing phase of the right hip joint, and mid stance phase, terminal 
stance phase, pre swing phase and early swing phase of the left hip joint. In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d stance phase, terminal stance phase and early swing phase of the right hip 
joint, and loading response phase, mid stance phase, terminal stance phase and pre swing phase of the left hip 
joint. as a result, pelvic stability exercise program is helpful to gait rhythm on stance phase and swing phase 
although effective to decrease Oswestry disability index including pain. 

Key Words : Sacroiliac Joint, Chronic Low Back Pain, Pelvic Stability Exercise Program, Oswestry Disability 
Index, Hip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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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한 경제발 과 사무활동 시간의 증가로 인해 앉

아 있거나 서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상 으로 운동하는 

시간의 감소 때문에 요통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

생하는 연령도 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4].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좁은 기 면과 높은 체간의 무게 심

으로 자세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근육의 긴장이 조그만 느

슨해져도 그에 련된 근육의 기계 , 자세에 스트 스

를 주어 요통을 유발하게 되며[14], 이러한 요통 유발은 

의 치와 운동에 한 감각, 작용하는 부하의 힘, 작

용력, 무거움에 한 감각, 근 수축의 인지 타이 과 감각

에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19]. 지난 몇 년의 연구에

서 인구의 약 80%는 척추부 의 요통을 경험하 고,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요통을 처음 

경험한 환자들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 에 하나이기에 재발을 막

는 재활이 가장 요하다[24][29].

최근 많은 요통 환자들에서 단순한 요추에 한 치료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해 많은 임상가들이 요통의  다른 원인으로 엉치엉

덩  기능부 을 지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19]. 성인 

 요통환자에서 50∼70%에서 발견되는 반면 어린 학생

들에게서는 26∼34%의 요통환자에서 엉치엉덩 의 

기능부 이 나타나고 [32]. 한 엉치엉덩 의 변 는 

보행과 자세와 련된 근육조직에 한 국소  향 이

외에도, 정상 인 척추만곡의 변형과 운동성 제한 등으

로 척추의 다른 부 의 안정성과 기능에도 많은 향을 

미친다[1].

엉치엉덩 의 기능부 은 엉치 과 엉덩 의 

치변화  부정렬로 인한 가동성이나 과가동성으로 

규정되어지는데 가동성 천장 의 재로는 천장  

가동술, 견인, 도수교정과 압박 활주 등을 통하여 교정이 

가능하고, 과가동성에 해서는 주변근육의 강화를 통해

서 부정렬을 교정할 수 있다[18][22]. 따라서 요통의 치료

 근은 요부 구조에 국한된 통증 조 에만 치  할 것

이 아니라, 요부 동작과 직  연 이 있는 골반  하지

의 역학 인 균형에 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7].

요통에 해 가장 일반 으로 재되는 물리치료는 

온열치료, 기치료등이 있으며, 온열치료에는 핫팩, 

외선 등의 표층열과 음 , 단 , 극 단  등의 심부열

이 사용되고 있다[6], 다른 재방법으로는 안정화 운동

이 리 사용되는데 체간의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신경계 조 과 조를 원활하게 하여 척추 안정

화에 여하는 근육을 재조건화 시키는데 을 두고 

있으며[30], 이 운동방법은 뇌반구에서 신경 지배를 받

는 배근육(abdominal muscle)과 뭇갈래근(multifidus 

muscle)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자세의 정열을 맞춰 균형

능력과 보행 패턴을 증진시키고 정상 인 운동양상을 

진하여 과도한 근 긴장도를 감소시키는 운동방법이다

[30]. 한 요통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체간 신 근들의 

피로는 요한 요소로써[20], 이러한 근육들은 체간의 올

바른 지지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21]. 이런 이유 때문

에 요통 환자들에게 용되는 안정화운동은 신 근의 유

연성과 지구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체간 안정성을 증진하

여 요통을 일 수 있다고 하 다[26]. 그러므로 바른 자

세를 유지하고, 동 인 자세에서 알맞게 상체와 하체를 

조 하여 일상생활 동작과 보행 능력의 향상시켜 골반이 

립 치에 놓이게 하기 해서는 정상 인 천장 운

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23], 요통의 치료  근이 

요부 구조에 국한된 통증 조 에만 치 되지 않고, 요부 

동작과 직  연 이 있는 골반  하지의 역학  균형

에 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7]. 따라서 본 

연구는 골반안정화운동 로그램을 용하여 엉치엉덩

의 기능 부 으로 인한 만성 요통을 가진 환자들에

게 통증과, 보행 시 엉덩  각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및 방법

2.1.1 연구기간 및 대상

연구 상자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라

남도에 소재한 A 병원 물리치료센터에서 입원 치료 인 

40～59세 연령범 의 엉치엉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자를 상으로 엉치엉덩  문제 이외에 골반골

의 병력이 없는 환자, 골반경사각의 변화가 있고 요통

을 동반한 환자, 강직성 척추염 등 다른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환자, 신경학  징후인 근 약, 마비, 심부건반사 

소실 등이 없는 환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허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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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 되었

으며,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

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엉치엉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

자 52명을 상으로 골반운동 로그램과 통  물리치

료를 병행한 실험군 27명과 통  물리치료만을 재한 

조군 25명을 무작  임상 표본 추출 하여, 실험  통

증의 정도를 알아보는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

(Oswestry disability index) 검사와 보행 시 엉덩 의 

각도분석을 한 후, 실험군은 골반안정화 운동 로그램과 

함께 물리치료의 통  재 기법을 시행하고 조군은 

물리치료의 통  재 기법만을 주 4회, 하루 30분, 6주

간 시행하여 사후검사를 한 후 집단별 실험 과 실험 후

의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검사와 보행 시 엉덩

의 각도분석을 비교하여 골반안정화 로그램이 엉치엉

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2.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신장과 체 을 측정

하기 해 FA 600(한국)을 사용하 고, 요통의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검사를 사용하 으며, 보행 시 엉덩

의 각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motion capture system; 

Gait lab (호주)을 사용하 다.

2.2.2.1 통증평가

통증의 평가는 오스웨스트리-요통장애지수 검사방법

을 사용하 는데, 검사를 통해서 만성 요통환자의 통증

의 정도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통증으로 인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총 10가지 항목으로, 각 항목은 6가지의 세분화된 질문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0  만 이고 수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2.2.2 보행분석

보행의 분석은 동작분석기를 사용하여 보행 시 엉덩

의 각도를 평가하 다. 엉덩 의 분석을 하여 

환자의 몸에 마커를 부착하 는데, 마커는 상자의 좌

우 뒤엉덩 가시, 엉치의 정  엉치 능선, 좌우 넙다

리의 큰결 , 좌우 무릎의 가쪽 융기, 좌우 바깥 복

사 와 발뒤꿈치에 치하도록 하 다. 마커를 부착한 

상자들은 트 드 에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느

낌이 들 때까지 5～6분 정도 걷게 한 후 1분씩 3번 걷게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으며, 트 드 의 보행속도는 

1.3m/s로 하 다. 보행 시에 신체의 움직임을 촬 하기 

해서 한 의 카메라를 트 드 의 뒤쪽 1.5m지 에 

약 1m높이로 상자와 같은 선상에 설치하 으며, 컴퓨

터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2.3 중재방법

2.3.1 골반안정화 운동프로그램

골반 안정화 로그램은 Urquhart 등[37]의 체간안정

화방법과 Stevens 등[36]의 운동방법을 수정하여 용하

다. 로그램은 O'Sullivan[31]의 연구 근거에 따라 인

식단계인 1단계, 연합단계인 2단계, 운동과업 단계인 3단

계로 이루어졌다.

2.3.2 전통적 중재기법

통  재 기법으로는 80ﾟC의 온습포를 20분 간 

용하 고, 간섭  치료를 15분, 음  치료를 5분 간 

용 하 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를 한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용 SPSS 

17.0을 이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통증과 엉

덩 에 한 집단 간 동질성 비교를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 고, 실험군과 조군

의 집단 내 통증과 엉덩  각도에 한 변화 분석은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 으며, 집단 간 

통증과 엉덩  각도에 한 변화 분석을 해 독립표

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 고, 유의수

은 α=0.05로 설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는 실험군 27명, 조군 25명으로 총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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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실험군에서 52.4세, 조군에서는 

53.2세 이었고, 신장은 실험군에서 161.4cm, 조군에서

는 159.5cm 이었으며, 체 의 분포는 실험군에서 58.4㎏, 

조군에서는 60.7㎏ 이었다. 통증의 정도는 실험군에서 

25.3  이었고 조군은 26 의 분포를 보 다.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변수는 

없었으므로 두 집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실험군

(27명)

평균±표 편차

조군

(25명)

평균±표 편차

t p

나이 52.37±4.84 53.17±4.78 -0.623 .536

신장(cm) 161.41±5.04 159.48±5.12 1.417 .162

몸무게(kg) 58.37±5.44 60.66±4.98 -1.640 .107

통증지수 25.3±3.41 25.96±4.3 -0.634 .529

t-test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2 요통의 변화비교

3.2.1 집단내 요통의 변화

실험군의 요통 변화는 실험  25.3 에서 실험 후 

21.4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조군의 

요통 변화는 실험  26.14 에서 실험 후 23.96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2).

사  측정

평균±표 편차

사후 측정

평균±표 편차
t p

실험군 25.3±3.42 21.44±2.72 5.78 .000**

조군 25.96±4.3 23.96±3.71 2.5 .019*

*p<.05, **p<.001

<표 2> 집단내 요통의 변화 

3.2.2 집단간 요통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두 집단 간 요통변화에서는 실험

군에서 21.44  이었고, 조군에서는 23.96으로 실험군

과 조군의 두 집단 간 요통 변화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표 3).

실험군

평균±표 편차

조군

평균±표 편차
t p

요통 21.44±2.72 23.96±3.71 -2.923 .006*

*p<.01

<표 3> 집단간 요통의 변화

3.2.3 실험군의 좌측과 우측 엉덩관절각도의 변화

실험군의 좌측 엉덩 각도는 간입각기(c)에서 실

험  17.35도에서 실험 후 19.85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p<.05), 말기디딤기(d)에서는 실험  13.62도에서 실

험 후 16.15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유각

기(e)에서 17.03도에서 20.45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1), 기흔들기(f)에서는 실험  17.77도에서 실험 

후 19.71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4).

실험군의 우측 엉덩 각도는 간디딤기(c)에서 실

험  15도에서 실험 후 17.65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1), 말기디딤기(d)에서는 실험  14.62도에서 실험 

후 17.35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유각 기

(e)에서 16.84도에서 18.06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1), 기흔들기(f)에서는 실험  17.74도에서 실험 

후 19.84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4).

사  측정

평균±표 편차

사후 측정

평균±표 편차
t p

엉덩

 

굴곡

신

a 좌측 20.07±3.31 18.89±3.92 1.712 .98

우측 20.00±3.27 18.75±3.27 1.974 .59

b 좌측 19.93±3.32 20.11±3.73 -0.22 .828

우측 19.61±2.72 20.00±3.21 -0.407 .691

c 좌측 17.35±3.38 19.85±3.2 -2.487 .02*

우측 15.00±2.98 17.65±3.33 -3.418 .002**

d 좌측 13.62±3.86 16.15±2.82 -2.246 .044*

우측 14.62±3.13 17.35±3.06 -3.674 .001**

e 좌측 17.03±3.52 20.45±3.44 -3.253 .003**

우측 16.84±3.26 18.06±2.73 -2.547 .016*

f 좌측 17.77±3.17 19.71±4.25 -2.26 .031*

우측 17.74±3.24 19.84±4.33 -2.433 .021*

g 좌측 19.09±3.64 20.87±4.99 -1.867 .072

우측 19.71±3.65 21.55±4.99 -1.875 .071

h 좌측 19.87±3.56 21.35±4.25 -1.569 .127

우측 20.35±3.39 20.84±3.64 -0.691 .495
*p<.05, **p<.01 

a) 기 기 b) 체 달기 c) 간디딤기 d) 말기디딤기 

e) 유각 기 f) 기흔들기 g) 간흔들기 h) 말기흔들기

<표 4> 실험군의 좌측과 우측 엉덩관절각도의 변화 비교 

3.2.4 대조군의 좌측과 우측 엉덩관절각도의 변화

조군의 좌측 엉덩 각도는 간디딤기(c)에서 

17.23도에서 19.42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말

기디딤기(d)에서는 18.16도에서 19.58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유각 기(e) 에서는 17.9도에서 19.32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조군의 우측 엉덩 각도는 간디딤기(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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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도에서 19.12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말

기흔들기(d)에서 실험  17.84도에서 19.48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유각 기(e)에서도 18.19도에서 

19.74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표 5).

사  측정

평균±표 편차

사후 측정

평균±표 편차
t p

엉덩

 

굴곡

신

a 좌측 18.39±3.57 19.39±2.67 -1.277 .211

우측 18.84±3.52 18.81±2.86 0.48 .962

b 좌측 18.03±3.56 18.87±2.36 -1.137 .265

우측 17.45±2.8 18.65±2.33 -1.741 .092*

c 좌측 17.23±2.51 19.42±3.1 -2.845 .008**

우측 16.84±2.38 19.12±2.32 -3.482 .002**

d 좌측 18.16±4.67 19.58±3.56 -2.199 .036*

우측 17.84±4.16 19.48±3.89 -2.405 .023*

e 좌측 17.90±3.94 19.32±3.79 -2.252 .032*

우측 18.19±3.61 19.74±3.71 -2.411 .022*

f 좌측 19.84±4.71 20.32±5.68 -0.461 .648

우측 19.67±4.37 19.45±4.77 0.204 .839

g 좌측 19.03±4.46 19.48±2.78 -0.531 .6

우측 18.71±4.60 19.94±2.98 -1.495 .145

h 좌측 18.26±3.98 19.58±2.16 -1.952 .06

우측 19.06±3.75 19.97±2.37 -1.442 .16
*p<.05, **p<.01 

<표 5> 대조군의 좌측과 우측 엉덩관절각도의 변화비교

실험군

평균±표 편차

조군

평균±표 편차
t p

엉덩

 

굴곡

신

a 좌측 18.89±3.92 19.39±2.67 -1.4 .866

우측 18.75±3.27 18.81±2.86 -0.06 .904

b 좌측 20.11±3.73 18.87±2.36 0.133 .856

우측 20.00±3.21 18.65±2.33 1.377 .502

c 좌측 19.85±3.2 19.42±3.1 0.363 .751

우측 17.65±3.33 19.12±2.32 -1.578 .457

d 좌측 16.15±2.82 19.58±3.56 -3.323 .061

우측 17.35±3.06 19.48±3.89 -2.126 .171

e 좌측 20.45±3.44 19.32±3.79 0.834 .894

우측 18.06±2.73 19.74±3.71 -0.451 .654

f 좌측 19.71±4.25 20.32±5.68 -0.63 .531

우측 19.84±4.33 19.45±4.77 0.487 .628

g 좌측 20.87±4.99 19.48±2.78 1.402 .119

우측 21.55±4.99 19.94±2.98 0.864 .81

h 좌측 21.35±4.25 19.58±2.16 1.34 .854

우측 20.84±3.64 19.97±2.37 0.83 .581

<표 6>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엉덩관절각도의 변화비교

3.2.5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엉덩관절각도의 변화

실험군과 조군의 엉덩 각도를 비교한 결과 좌측 

과 우측엉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6).

3.2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엉치엉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

통 환자들에게 골반운동 로그램과 통  재기법을 

용 하 을 때 요통의 장애지수와 보행 시 엉덩 의 

변화에 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요통의 근본 인 원인은 크게 척추 자체의 병변 때문

에 생기는 구조  원인도 있지만 요추 그 자체의 장애가 

아닌 요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  인 의 기능 하와 

피로가 원인이 되어 허리엉치각 부 의 근력 감퇴와 지

구력 감소, 유연성이 소실되고 특히 허리  엉덩 의 

운동범 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부분이다[9]. 이러한 

운동 제한으로 인해  부 에 운동성의 감소가 발생

하면 주  에서는 보상작용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

스와 운동성의 증가가 발생되며, 이러한 운동성의 증

가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로를 근육이 히 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요추 부

의 통증을 조 하기 한 기존의 보존 인 치료법을 

보완하기 하여 리암스 운동, 맥킨지 운동, 신장운동, 

유산소운동, 수 운동 등의 다양한 운동 치료 방법들이 

개발 용되고 있는데[13], 정주리등[11]은 요부안정화 

운동을 시행한 실험군의 요통은 운동  16.83 에서 

4.75 으로 감소되었다고 하 고, 두 그룹 간의 훈련 

과 후 기능지수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 다

고 하 으며 이은 등[10]의 연구에서는 볼을 이용하여 

운동을 실시한 실험군과 보존  치료만 실시한 조군의 

요통장애지수 비교에서 실험군이 더 유의한 감소를 나타

낸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집단 내에서 골반

안정화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25.33 에서 

21.4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집단 간 비교에서도 

조군보다 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김보경[3]은 엉치엉덩 이 비정상 으로 

방 혹은 후방으로 골반경사가 비 칭이 되면 의 비

칭이 되어 구조 으로 엉치엉덩 의 기능부 이 유

발되어 통증을 일으킨다고 보고하 는데, Kisner와 

Colby는[27] 요부의 운동이 심부 안정근과 복근의 기능

을 회복시켜 척추의 주변조직과 인 와 낭등의 통증 

수용조직 자극 달을 감소시켜서 통증 감소를 보인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엉치엉덩 을 동반한 요통환자를 

상으로 재한 골반안정화 운동 로그램이 요통기능

장애수 의 감소에 효과 이라는 상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본 연구에서도 통증을 포함한 요통기능장애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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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Nadler등[28]은 엉덩 의 근육은 골반과 요추의 안

정화 역할을 담당하며 보행 시 두면에서 일어나는 넙

다리 에 한 골반과 허리 의 운동 형상학을 조 하는

데 있어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부분의 디딤기 동안 

엉덩 들은 넙다리 에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고 

하 고, Holcomb는[25] 요부 불균형 다음으로 문제시 되

는 엉덩  굽힘근과 폄근의 불균형 인 근력 비는 요

통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한 엉덩

의 굽힘과 폄의 운동범 도 척추의 각도와 련이 

있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 의 범 가 변화한다는 보

고가 있었으며[8], 이러한 엉덩 의 기능 이상은 보행

에 있어서 큰 문제 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재 후 

기 기, 체 달기, 간흔들기 그리고 말기흔들기

를 제외한 디딤기와 흔들기에서 엉덩 의 굽힘과 폄의 

각이 칭 으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류청호등[5]의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에서 나타나는 

엉덩  굽힘의 감소가 흔들기 때 요추부 통증으로 인

해 엉덩 을 지면에서 많이 들어 올리지 못 했기 때문

이라고 하 고, 김경 등[2]의 연구는 흔들기의 엉덩  

굽힘에서 조군이 22.43도, 환자군은 7.93도로 환자군에

서 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이 밖에

의 연구에서도 엉덩  굽힘이 조군의 28.44도에 비

하여 환자군이 24.8도로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다[5]. 이

는 만성 요통으로 인한 보행 시 뚝거리는 보행 상으

로 인해 통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조 되지 않는 한 칭

인 보행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방해요소로 작용되고 체

간을 경직시키며 비 칭 인 하지를 이용해 체 을 지지

하기 때문이다[13]. 하지만 Riley PO등[31]의 연구에서는 

정상인의 보행 시 부하반응기에서는 속히 신 의 움직

임이 증가하지만 이후 지속 으로 폄의 움직임이 감소하

여 디딤기 간에서 굽힘 움직임으로 바 고 디딤기 말

기에서 흔들기 기까지 굽힘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최상웅등[12]은 두발의 

지지기를 길게 하는 것은 균형능력을 증진 시켜 안 한 

보행이 가능하게 하기 한 것이지만 결국 보행의 불안

정성과 련되어 낙상의 요인이라 하 으며, 각 보행주

기에 따라 굽힘과 폄이 리듬 있게 이동하여 이동의 안정

성이 확보되어야 보행이 자연스럽게 이동된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 다.

하지만 연구 상자들이 1개 의료기  내에서 엉치엉

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자에 한 골반안정화 

운동 로그램을 받고 있는 40~59세의 환자로 제한하 으

므로 모든 엉치엉덩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요통환자에 

한 일반화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연구 상자들의 

약물 투여  일상생활을 통제 하지 못하 기 때문에 여

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만성요통 환자들이 통증을 피하기 한 선행 인 자세조

을 이용하여 보행의 유연성이 결여된 경직화된 보행패

턴 즉 보행패턴 간 엉덩 의 각도가 작아지는 경직된 

자세조 을 재하기 한 운동방법이나 요통환자에 

한 통증과 보행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3 결론 

골반안정화 운동 로그램을 실시한 27명과 통  

재 기법을 사용한 25명의 엉치엉덩  통증을 동반한 

요통 환자들의 통증과 엉덩 의 각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실험 과 실험 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요통의 변화는 집단 내와 집단 간에

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엉덩  

각도비교에서는 실험군 내 좌측 엉덩 에서 간디딤

기, 말기디딤기, 유각 기, 기흔들기와 우측 엉덩

의 간디딤기, 말기디딤기, 유각 기, 기흔들기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군 내 좌측 엉덩 에서는 간디

딤기, 말기디딤기, 유각 기와 우측 엉덩 의 체 달

기, 간디딤기, 말기흔들기, 유각 기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와 같이 엉치엉덩 을 동반한 요통환자

를 상으로 재한 골반안정화 운동 로그램이 통증을 

포함한 요통기능장애수 에 효과 이고 보행 시 입각기

와 유각기 동안 엉덩 의 굽힘과 폄이 리듬 있게 이동

하여 보행이 칭 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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