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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anual facilitation and a stick on lumbar and

hip joint flexion angles in subject with lumbar flexion syndrome during forward bending from a sitting

position. Fifteen subjects with lumbar flexion syndrome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s a pretest, all

subjects performed three repetitions of bending the trunk forward until the tips of their fingers touched

the target bar. After this pretest, the subjects practiced the forward bending of the trunk 10 times, using

either manual facilitation or a stick. Then, as a posttest, all subjects repeated the pretest procedure. The

flexion angles of lumbar spine and hip joint during forward bending in a sitting position were measured

using a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 A paired t-test was used to determine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lexion angles and pre- and post-test flexion angle differences

between forward bending with manual facilitation and forward bending with a stick. The level of stat-

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05.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ngle of the lumbar flexion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bilateral hip flexion angle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performing forward

bending with stick and manual facilitation. Furthermore, the angle of lumbar flexion decreased sig-

nificantly and the angle of bilateral hip flexion increased significantly in forward bending with a stick

compared to forward bending with manual facilit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both for-

ward bending with manual facilitation and sticks could be used to prevent excessive lumbar flexion and

increase hip flexion, and that forward bending with a stick is more effective than forward bending with

manual facilitation for inducing lumbar spine and hip joint angl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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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 자세에서 전방 굴곡(forward bending)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움직임 중에서 특히 요추와 고관절에서

발생하는 굴곡 움직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Dolan과 Green, 2006; Lee, 2002; Porter와 Wilkinson,

1997; Rose 등, 1988). Zhang 등(2006)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digital video camera)를 이용한 움직임 분석 시스

템을 사용하여 체간의 굴곡과 신전 동안 요추와 고관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하였고, Esola 등(1996)은 요통 과거력이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요통 과거력이 있는 대상자에서 전

방 굴곡 시 요추 굴곡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

하였고, 요통 환자들에서 전방 굴곡 시 초기 30～60°동안

고관절 굴곡보다 요추 굴곡의 유의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또한 전방 굴곡 동안 요통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정상인들

에 비하여 요추의 굴곡 정도가 전방 굴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Biering-Sorensen,

1984; Esola 등, 1996; Mellin, 1986).

전방 굴곡 동안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요추와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요추 굴곡의 과도한 증가와 이에

따른 고관절 굴곡의 상대적인 제한이 제시되었다(Esola

등, 1996; Mayer 등, 1984; McClure 등, 1997; Porter와

Wilkinson, 1997). 이러한 과도한 반복적 요추 굴곡은 척

추 기립근(erector spine), 추간판(intervertebral disk), 후

방 인대(posterior ligament)와 근방추(muscle spindle) 등

과 같은 하부 요추 부위 구조물들에 부과되는 정상적인

인장력(tensile forces)을 증가시킨다(Adams와 Dolan,

1996; Dolan과 Green, 2006; McGill과 Brown, 1992). 더

욱이 구조적으로 변화된 척추 후방 구조물들은 고유수용

성감각(proprioception)을 저하시키고 근육 길이와 근력의

변화를 통하여 정상적 직립 자세(normal upright pos-

ture)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Brumagne 등, 2000;

Chern 등, 2010; O'Sullivan 등, 2003). 그리고 요추와 고

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전방 굴곡 동안 요추부위의

통증 혹은 불쾌감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특히 요추 굴곡 증후군(lumbar flexion syndrome)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경우 전방 굴곡 시에 과도한 요추 굴곡

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Sahrmann, 2002).

최근의 연구에서 요추와 고관절 움직임의 비정상화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Claus 등(2009)은

이상적인 앉은 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들에

게 구두 되먹임(verbal feedback)과 함께 도수 촉진

(manual facilitation)을 제공하였다. 또한 Dolan과

Green(2006)도 구부린 자세(slouched posture)를 취하는

연구 대상자들의 척추 재위치 감각(spinal reposition

sense)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두-되먹임과 도수 촉진을

이용하였다. Norris(2008)는 골반 경사와 척추 전체의 중

립화(neutralization)를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stick)를 이

용하여 척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고관절에서의 움직임

을 촉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방 굴곡을 하

는 동안 요추와 고관절 움직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특

정 중재 혹은 운동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

한 실정이며, 특히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중재 방법

들이 전방 굴곡을 하는 동안 요추와 고관절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요추 굴곡 증후군이 있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 굴곡 각도의 변화를 측정하

여, 요추와 고관절 움직임의 향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

다. 첫째,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전방 굴곡시 요추와 고관절의 굴곡 각도

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도수 촉진 보다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이 요추의 굴곡 각도를 더욱 감소시키

고 고관절의 굴곡 각도를 보다 더 증가시킬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15명이었다. 실험 참여 시

점에서 견관절과 요추 및 고관절 통증이 없으며, Van

Dillen 등(2009)이 제시한 요추 굴곡 증후군 분류법을 사

용하여 요추 굴곡 증후군으로 진단된 연구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요추 굴곡 증후군 분류법의 평가항목은 총 6개

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선 자세에서 전방 굴곡 및 복귀

(standing forward bending and return), 앉은 자세에서

슬관절 신전(sitting knee extension), 바로 누운 자세에

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supine bilateral hip

and knee flexion), 네발자세에서 요추의 정렬상태

(quadruped alignment), 네발자세에서 후방으로 기울이

기(quadruped backward rocking)이다. 평가항목 중 5개

이상 항목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에만 연구대상자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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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25.8±2.9

신장(㎝) 174.7±4.0

체중(㎏) 66.3±5.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

시켰다(Van Dillen 등, 2009). 또한 각도계(goniometer)

를 이용하여 누운 자세에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움직임이 발생되기 전까지 고관절 굴곡

수동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여 각도가 120° 이하이거나,

측정 시 고관절 통증 및 뻣뻣함이 존재하는 대상자는 실

험에서 제외하였다(Nussbaumer 등, 2010). 추가적으로,

과거 혹은 현재에 견관절, 요추 및 고관절에 골다공증,

척추 측만 및 후만, 그리고 퇴행성 변화 같은 과거 병력

이 있는 대상자도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

는 실험 참여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서에 서명하였다.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실험기기 및 도구2)

앉은 자세에서 전방 굴곡 동안 요추와 고관절의 굴

곡 각도를 3차원 동작 분석 장비(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is system)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대

의 적외선 카메라와 Nexus 1.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

동형상학(kinematics) 자료를 표본 수집률 60 ㎐을 사

용하여 수집하였다. 부착된 12개의 적외선 반사 표식자

(infrared reflective marker)의 지름은 모두 14 ㎜이며,

프로그램의 설정된 모델에 따라 요추 부위, 골반 후방

부위 그리고 양쪽 대퇴부에 각각 3개씩 부착하였다(그

림 1). 요추 부위에는 T12 가시돌기와 L1 가시돌기의

양쪽 부위에 부착하였고, 후방 골반 부위에는 양쪽 후

상장골극(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과 S4 가시돌기

에 부착하였다. 양쪽 대퇴부는 대퇴골두, 대퇴부의 외측

및 내측상과에 각각 부착하였다(그림 1). Nexus 1.4프

로그램에 의하여 상체와 골반사이의 요추 굴곡 각도와

골반과 대퇴부 사이의 고관절 굴곡 각도가 계산되었다.

3. 실험방법

요추와 고관절의 굴곡 각도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상

자는 바닥에 발바닥이 닿지 않는 높이의 테이블에 앉아

견관절을 90° 굴곡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손가락 끝부터

40 ㎝ 전방에 있는 표식자에 양손 끝이 닿을 때까지 편

하게 전방 굴곡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의 전방 굴곡

속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메트로놈(metronome)을 이용

하여 앉은 자세에서 5초 동안 전방 굴곡하도록 교육하

였고, 표식자에 손가락이 닿은 후 5초 유지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전방 굴곡을 보상하기 위해 발생될 수 있는 견

갑골 전인(scapular protraction)을 통제하기 위해 양쪽

상완과 T4 극돌기를 가로지르는 단단한 테이프(rigid

tape)를 이용한 견갑골 고정으로 추가적인 견갑골 전인

을 통제하였다. 10분 휴식 후 도수촉진과 막대를 이용

한 전방 굴곡 교육의 순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두 가지 전방

굴곡 중에서 선정된 각각의 전방 굴곡 운동을 교육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전방 굴곡을 실행하여 요추와 고

관절의 굴곡 각도를 측정하였다.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교육은

10회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먼저,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교육은 측정

자가 한 손은 대상자의 요추부위에 그리고 다른 한 손

은 천골에 위치시키고 각 손가락으로 요추와 천골의 여

러 수준의 극돌기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후 측정자는

대상자에게 전방 굴곡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비정상적인

요추 굴곡이 발생하여 측정자의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

는 것을 느끼게 되면 대상자로 하여금 움직임을 교정하

도록 구두 지시를 하였다(그림 2A).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교육은 먼저 머리부터

골반까지의 길이 보다 더 긴 막대를 양손을 이용하여 척

추에 닿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한 손을 이용하여 막대

를 머리 후방 부위에 고정하고 다른 한 손은 막대를 천

골 극돌기에 고정하여 상부 흉추부터 천골까지 막대에

닿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대상자에게 복근을 수축하여

요추의 신전을 방지하였고 막대와 척추의 접촉이 유지되

는 상태에서 전방 굴곡을 유도하였다. 이후 대상자 스스

1) VICON MX system, Oxford Metrics Ltd., Oxford, U.K.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8권 제 1호

PTK Vol. 18 No. 1 2011.

- 60 -

그림 1. 적외선 반사 표식자 부착 위치.

A.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교육 B.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교육

그림 2. 두 가지 전방 굴곡 운동.

로 막대를 이용하여 전방 굴곡을 실행하였다(그림 2B).

대상자에게 도수 촉진 혹은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

곡 운동 교육 시 동일한 구두 지시를 제시하였다. “허

리와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세요”, “고관절을 이용

하여 앞으로 숙이도록 하세요” 라는 구두 지시를 제공

하였으며, 그 이외의 구두 지시는 통제하였다. 추가적으

로 측정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값은 기록

자만 알 수 있도록 눈가림법(blinding)을 하였다. 또한,

매 측정 마다 5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반복 측정

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전방 굴곡 동안 요추와 좌, 우 고관절의 굴곡 각

도는 대상자의 손끝이 표식자에 도달한 후 5초 동

안의 운동 데이터 중에서 처음 1초와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3회 측

정한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4. 분석방법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 굴곡 각도의 전·후 비교와 두 가지 전방 굴곡 운

동 간의 요추와 고관절 굴곡 각도의 전·후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하여 윈도우용 SPSS 18.0 ver.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하였다. 통계

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도수촉진 혹은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의 굴곡 각도의 전·후

비교

도수 촉진 혹은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의 전·후 굴곡 각도를 비교하였다.

두 방법 모두에서 전방 굴곡 운동 후, 전방 굴곡 동

안 요추 굴곡 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좌우 고관절 각도 모두 유의하게 굴곡 각도가 증가하

였다(p＜.05)(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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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적용 전 적용 후 t-값 p 적용 전 적용 후 t-값 p

요추 굴곡 각도(°)
21.66±4.71a

14.13±5.12 4.42 .001* 21.27±3.98 6.15±4.07 10.65 <.001*

우측 고관절 굴곡

각도(°)
8.98±3.20 12.79±4.43 -4.98 <.001* 7.23±4.22 19.38±5.68 -8.69 <.001*

좌측 고관절 굴곡

각도(°)
9.01±3.15 13.67±3.75 -6.46 <.001* 9.41±2.86 21.11±5.02 -10.95 <.001*

a평균±표준편차, *p＜.05.

표 2.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의 굴곡 각도 전·후 비교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t-값 p

요추 굴곡 각도 전·후 차이(°) 7.54±6.60a 15.12±5.50 -7.77 <.001*

우측 고관절 굴곡 각도 전·후

차이(°)
3.80±2.96 12.15±5.42 -7.04 <.001*

좌측 고관절 굴곡 각도 전·후

차이(°)
4.66±2.79 11.70±4.14 -11.54 <.001*

a평균±표준편차, *p＜.05.

표 3. 두 가지 전방 굴곡 운동간 요추와 고관절 굴곡 각도 전-후 차이 비교

2. 두 가지 전방 굴곡 운동간 요추와 고관절

굴곡 각도 전·후 차이 비교

도수 촉진 혹은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에 따

른 요추 굴곡 각도의 차이는 각각 7.54°와 15.12°로 막대

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이 도수 촉진을 이용했을 때

보다 앉은 자세에서 전방 굴곡 동안 요추 굴곡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전방 굴곡 동안 고

관절 굴곡 각도의 차이도 우측 고관절에서 3.80°, 12.15°,

좌측 고관절에서는 각각 4.66°, 11.70°로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이 도수 촉진을 이용했을 때 보다 고관절

굴곡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표 3).

Ⅳ. 고찰

본 연구는 요추 전방 굴곡 증후군 연구대상자가 앉

은 자세에서 전방 굴곡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증가

된 요추 굴곡 각도와 감소된 고관절 굴곡 각도를 개선

하는 중재 방법으로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고 또한 이 두 중재 방법 간

의 차이를 비교하여 어떤 중재 방법이 과도한 요추 굴

곡 각도를 감소시키고 고관절 굴곡 각도를 증가시키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후에 요추 굴곡

은 약 7.54° 감소하였고 고관절 굴곡 각도는 좌, 우 각각

3.80°와 4.66° 증가하였다. 그리고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수행 후에 요추 굴곡은 15.12° 감소하였고, 고

관절 굴곡 각도는 좌, 우 각각 12.15°와 11.70° 증가하였

다.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전방 굴곡 동안 요추 굴곡

각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관절의 굴곡 각도는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도수 촉진을 이용했을 때와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시 전-후 차이의 비교에서는 도수 촉

진 시 요추 굴곡 각도는 7.54° 감소한 반면 막대를 이용

한 전방 굴곡 시 요추 굴곡 각도 차이는 15.12° 감소하

였다. 또한 도수 촉진 시 고관절 굴곡 각도 차이는 좌,

우 각각 3.80°와 4.66° 증가한 반면,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시 고관절 굴곡 각도 증가는 좌, 우 각각 12.15°와

11.70°이었다. 결과적으로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이 도

수 촉진을 적용한 경우보다 전방 굴곡 동안 요추 굴곡을

상대적으로 더욱 유의하게 감소시키며 고관절 굴곡 각도

를 유의하게 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하여 전방 굴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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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을 때 연구대상자는 측정자의 손과 적용된 막대

에 의하여 제공된 촉각 되먹임과 측정자의 구두 지시에

의한 되먹임을 통하여 요추의 과도한 굴곡을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추의 비정상적인 굴곡의 제한

은 Panjabi(1992)가 제안한 척추 신전근의 능동적인 수

축을 통한 근-힘줄에 의한 활성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은 척추 근육

과 힘줄을 이용하여 척추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은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보다 더 큰 척추와의

접촉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유수용성감각을 이용한 넓

은 부위에서의 근 긴장을 유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 보다 더 효과적으

로 요추의 굴곡을 제한하며 고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

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도수 촉진과 막대

에 의하여 제공된 촉각 되먹임에 따른 요추와 고관절의

운동 조절(motor control)을 증진시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고관절의 상대적인 뻣뻣함(relative stiffness)으로

인하여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보상적으로 요추에

서 움직임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위시스

템으로부터 제공된 되먹임을 통한 중추신경계 조절을

통하여 요추 부위의 뻣뻣함을 증가시켜서 과도한 굴곡

을 제한하였다고 할 수 있다(Sahrmann, 2002).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homas 등

(1988)은 남녀 성(gender)에 따라 팔 뻗기 과제시 요추

와 고관절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기간

의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이 요추와 고

관절 굴곡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운동 중재가 기능과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집

단을 대상으로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기간의

중재에 의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요추 전방 굴곡 증후군 대상자의 전방 굴곡

동안 요추의 중립을 유지하고 고관절 굴곡의 상대적 증

가를 위한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도수 촉

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을 제시하고, 두 중재

방법 중에서 요추 굴곡 각도를 감소시키고 고관절의 굴

곡 각도를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시도

하였다. 연구 결과,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

곡 운동 모두 요추의 굴곡 각도를 유의하게 제한시키고,

고관절 굴곡 각도의 유의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두 방법

간의 비교에서는 막대를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이 도수

촉진을 이용한 전방 굴곡 운동에 비해 요추와 고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전방 굴곡 동안

요추와 고관절 움직임에 대한 도수 촉진과 막대를 이용

한 전방 굴곡 운동의 효과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임상

적으로 허리 통증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재발을 방지하는

데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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