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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허리엉치 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만성 허리통증환자의 허리통증장애와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만성 허리통증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6명을 무작위 추출 하였다. 실험 전 오스웨
스트리-허리통증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검사와 보행속도 분석을 한 후, 실험군은 허리엉치 안정화 운동과 
함께 물리치료의 전통적 중재 기법을 시행하고 대조군은 전통적 중재 기법만을 주 4회, 하루 30분, 4주간 시행하여 
사후검사를 한 후, 집단별 실험 전과 실험 후의 허리통증장애지수와 보행속도를 비교하였다. 허리통증장애지수는 실
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p>.05), 보행속도는 실험군 집단 내와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p>.05).

주제어 : 허리엉치 안정화운동, 만성허리통증, 허리통증장애지수, 보행속도, 전통적 중재기법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lumbosacral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on back 
pain disorder and gait velocity of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The subject was extracted randomly 
from 34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and divided into 18 patients of experimental group and 16 patients 
of control group. Before the experiment,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examination and analysis of gait speed 
were performed. Then, a conventional interventional therapy of physiotherapy was performed with the 
experimental group along with the lumbosacral stabilization exercise while only the conventional interventional 
therapy was done to the control group. Both groups did the above treatment every 30 minutes, four times a 
week for four weeks. Then, post-examination was carried out followed by comparing the back pain disorder 
index and gait velocity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for the two groups. The back pain disorder index 
showed that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ad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group (p>.01)(p>.05), 
With regard to the gait velocity,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between the groups (p>.001)(p>.05).

Key Words : Lumbosacral Stabilization Exercise, Chronic Low Back Pain, Oswestry Disability Index, Gait 
Velocity, Conventional Interven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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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문명의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감소되어 신체 기능  구조의 변화로 허리의 근력이 약

해지고 나쁜 생활 자세로 허리에 무리한 힘과 지나친 긴

장이 유발되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1], 몸통의 근력 약화 한 허리통증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에 있어 요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2].허리

통증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성의 경우 약 

80%정도가 6주 이내 증상이 호 된다고 하 으나 일시

인 통증 완화는 허리통증의 완치로 볼 수 없으며, 통증

을 처음 경험한 환자들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치료가 가장 요하다[3].

허리통증은 12번 갈비 와 하부 엉덩이의 주름진 곳 

사이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5～10%는 특정 원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4], 이러한 

증상으로는 지각이상, 하지의 부챗살통증(radiatin pain), 

휴식 는 운동하는 기간 동안의 통증, 근력과 운동

범 의 하, 좌우 양측의 비 칭을 들 수 있다[5]. 허리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신체  장애로 인해 사회

 활동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래하게 되고 

정신 , 심리  문제까지 가져오게 되어 허리통증을 약

화시킬 수 있다[6]. 이러한 만성 허리통증환자들의 병리

학  기  결과로 척추 주  근육들의 근력 약화와 몸통 

연부조직의 손상, 몸통 근 지구력의 감소, 추간 의 퇴행

성 변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척추의 불안정성을 래하

게 되어[7], 보행 시 정형화된 보행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통증  감각 하로 인하여 보행속도, 분속 수, 편측지지

시간 등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비 칭성 

보행패턴이 나타난다[8].

허리통증에 한 일반 인 물리치료로는 온열치료와 

기치료 등이 용되고 있으며, 온열치료에는 핫팩, 

외선 등의 표재열과 음 , 단 , 극 단  등의 심부열

을 용하고 있고[9], 허리통증환자의 기능을 개선하기 

한 운동방법으로는 William’s 운동, McKenzie 운동, 신

장 운동, 유산소 운동, 수  운동 등의 운동방법들이 용

되고 있다[10]. 이  운동치료가 만성 허리톻증환자의 

경우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11]있는 반면. 이

런 운동 방법들 에는 오히려 근육의 손상으로 역학  

스트 스를 가하여 만성 허리통증환자에게는 몸통의 근

력과 지구력 개선에 효과 이지 못하다[12]. 그러나 안정

화 운동은 근육과 움직임 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최근에는 허리통증환자의 치료에 필수 인 근방법으

로 제시 되고 있는데[13], 이는 사람이 의식  는 무의

식 으로 에서의 크거나 미세한 움직임을 조 할 수 

있는 능력으로[14], 작은 운동 는 조  방해가 나타날 

때에 균형을 유지하기 한 근 골격계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15]. 이러한 안정성은 많은 몸통 근육의 조화된 활

동에 의존하는 것으로 척추의 앞과 뒤 그리고 측면에 있

는 근육들이 강한 수축력을 생산하고 척추에 다양하게 

부하 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상호 간의 력 

수축이 필요하다[16].

최근에는 허리통증치료의 한 방법으로 허리 안정화 

근법이 연구되고 있고, 이의 효과를 객 으로 입증

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17], 소수의 연구들을 

제외하고 여러 연구들에서 안정화운동이 근골격계  뇌

신경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들의 통증, 기능장애, 균

형  근력, 보행, 동작 기능, 지구력, 삶의 질, 우울, 수면

의 질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 허리통증 

상자들에게도 합한 운동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지

만[18] 이는 부분 허리와 몸통의 안정화 운동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허

리엉치 안정화 운동 로그램이 만성 허리통증환자의 기

능  장애 평가도구인 허리통증장애지수와 보행속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 상자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라

남도에 소재한 R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입원 치료 인 5

0～60세 연령범 의 만성 허리통증환자를 상으로 허리

통증문제 이외에 운동마비나 장애를 가진 신경학  병변

이 있거나, 추간  탈출증, 척추분리증이나 척추 방

증이 있는자, 척추에 악성종양 는 사성 질환이 있는

자, 외과 인 수술을 받은 자, 최근 3주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자, 척추 염, 류마티스성 염이 있는 자, 고

압, 정신질환이 있는자는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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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다.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성 허리통증환자 34명을 상으로 실험군 

18명과 조군 16명을 무작  추출 하여, 실험  오스웨

스트리-허리통증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검

사와 보행속도 분석을 하 다. 실험군은 허리엉치 안정

화 운동과 함께 물리치료의 통  재 기법을 시행하

고 조군은 통  재 기법만을 주 4회, 하루 30분, 4

주간 시행하여 사후검사를 하 다. 측정된 결과값을 토

로 집단별, 집단간 실험 과 실험 후의 오스웨스트리-

허리통증장애지수와 보행속도를 비교하여 허리엉치 안

정화 운동이 만성 허리통증환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19].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로는 신장과 체 을 측정

하기 해 FA 600(한국)을 사용하 고, 허리통증장애지

수의 정도를 알아보기 해서 오스웨스트리-허리통증장

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검사를 사용하 으며, 

보행속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motion capture system

(호주)을 사용하 다. 

(1) 허리통증장애지수 측정

오스웨스트리-허리통증장애지수 검사방법을 사용하

여, 만성 허리통증환자의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 장애

를 검사하 다. 본 검사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각 항목은 

6가지의 세분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0  만

이고 수가 높을수록 통증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2) 보행속도 측정 

보행속도의 분석은 동작분석기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보행속도를 분석을 하여 환자의 몸에 마커를 부착

하 는데, 마커는 상자의 좌우 뒤엉덩 가시, 엉치의 

정  엉치 능선, 좌우 넙다리의 큰결 , 좌우 무릎의 가

쪽 융기, 좌우 바깥 복사 와 발뒤꿈치에 부착하

다. 마커를 부착한 상자들은 트 드 에서 일반 운동

화를 신고 편안한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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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

직임을 촬 하기 해서 한 의 카메라를 트 드 의 

뒤쪽 1.5m지 에 약 1m높이로 상자와 같은 선상에 설

치하여 결과값을 산출하 다. 

2.4 중재방법

(1) 허리엉치 안정화 운동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식단계로 워서 

무릎세운 자세 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상자의 허리엉

치부 생리  굽이를 유지한 상태로 배가로근, 뭇갈래근, 

골반  근육의 동시 수축을 진시킨다. 두 번째는 배가

로근, 뭇갈래근, 골반  근육들의 동시수축이 잘 이루어

지면 워서 무릎세운 자세인 경우는 교각자세로 진행하

고 네발기기 자세인 경우는 상지 는 하지 신 으로 진

행한다. 세 번째 교각자세를 원만히 수행하면 교각 자세

에서 한쪽 무릎 을 교차로 신  시킨다. 네발기기 자

세의 경우는 상지와 하지를 동시에 교차 신  시킨다. 

의 운동방법은 각 운동 항목마다 정  자세로 10  이상 

유지하고, 원하는 근육의 동원을 해 상자가 천천히 

집 력 있게 실시하도록 물리치료사가 주의 깊게 지도하

으며 본 실험의 참가는 실험에 향을 미칠만한 운동

이나 치료  약물복용을 배제하 고[20], 허리엉치 안정

화운동은 주4회 1회당 30분, 총 4주간 실시하 다.

(2) 전통적 중재기법

통  재 기법으로는 80ﾟC의 온습포를 20분 간 

용하 고, 간섭  치료를 15분, 음  치료를 5분 간 

용 하 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한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용 SPSS 

17.0을 이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허리통증

장애지수 그리고 보행속도에 한 집단 간 동질성 비교

를 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하

고, 실험군과 조군의 집단 내 허리통증장애지수와 보

행속도에 한 변화 분석은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사용하 으며, 두 집단 간 허리통증장애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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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속도에 한 변화 분석을 해 공분산분석

(ANCOVA)을 사용하 고, 유의수 은 α=0.05로 설정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연구 상자는 실험군 18명, 조군 16명으로 총 34명

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실험군에서 54.2세, 조군에서는 

53.4세 이었고, 신장은 실험군에서 164.2cm, 조군에서

는 161.1cm 이었으며, 체 의 분포는 실험군에서 67.4㎏, 

조군에서는 65.3㎏ 이었다. 허리통증장애지수의 정도

는 실험군에서 33.33 , 조군에서는 31.88 이었고, 보

행속도는 실험군에서 1.66m/s, 조군에서는 1.69m/s이

었다. 따라서 실험군과 조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연구변수는 없었으므로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Experimental

group

(n=18)

M(SD)

Control

group

(n=16)

M(SD)

t p

Age 54.17(3.29) 53.44(2.76) .0.695 .492

hight(cm) 164.22(5.33) 161.06(5.32) 1.726 .094

weight(kg) 67.39(4.35) 65.31(4.48) 1.369 .181

ODI 33.33(4.42) 31.88(5.26) 0.878 .386

Gait

Velocity(m/s)
1.66(0.11) 1.69(0.19) -0.578 .567

ODI=Oswestry Disability Index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3.2 허리통증장애지수 변화 비교

3.2.1 집단 내 허리통증장애지수 변화

실험군의 허리통증장애지수 변화는 실험  33.33 에

서 실험 후 29.89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 

조군의 허리통증장애지수 변화는 실험  31.88 에서 

실험 후 30.0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2].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Experimental

group(n=18)
33.33(4.42) 29.89(4.27) 3.097 .007**

Control

group(n=16)
31.88(5.26) 30.06(3.84) 2.231 .041*

*
p>.05, 

**
p>.01

<Table 2> Comparison of ODI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2.2 집단 간 허리통증장애지수 변화

실험군에서는 실험  33.33 에서 실험 후 29.89 으

로 감소하 고. 조군에서는 실험  31.88 에서 실험 

후 30.06 으로 감소하 으나 두 집단 간 허리통증장애

지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3].

pre-test

M(SD)

post-test

M(SD)
F  p

Experimental

group(n=18)
33.33(4.42) 29.89(4.27)

.595 .447
Control

group(n=16)
31.88(5.26) 30.06(4.01)

<Table 3> Comparison of ODI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3 보행속도 변화 비교

3.3.1 집단내 보행속도 변화

실험군의 보행속도 변화는 실험  1.66m/s에서 실험 

후 1.82m/s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조군

의 보행속도 변화는 실험  1.69m/s에서 실험 후 1.7m/s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4].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Experimental

group(n=18)
1.66(.11) 1.82(.11) -6.33 .000

*

Control

group(n=16)
1.69(.19) 1.7(.19) -.233 .819

*p>.001

<Table 4> Comparison of Gait Velocity i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3.2 집단 간 보행속도 변화

실험군에서는 실험  1.66m/s에서 실험 후 1.82m/s으

로 증가하 고, 조군에서는 실험  1.68m/s에서 실험 

후 1.7m/s으로 증가하여 두 집단 간 보행속도 변화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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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5].

pre-test

M(SD)

post-test

M(SD)
t  p

Experimental

group(n=18)
1.66(.11) 1.82(.11)

7.446 .01*
Control

group(n=16)
1.68(.19) 1.7(.19)

*p>.05

<Table 5> Comparison of Gait Veloc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3. 고찰 및 결론

인간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양손에 한 자유로움

을 얻는 반면에 척주는 력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21]. 하지만 부하를 분산시키데 효과 인 세 

개의 굽이가 형성되어 부하의 10배를 견딜 수 있는 구조

로 되어 있는데[22], 이 굽이는 목  앞굽음, 등  뒤굽음, 

허리  앞굽음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효과 인 에 지 흡

수와 척추 주 의 근육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직립 자

세를 유지하는데 있어 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23]. 허

리 는 골반 주  근육과 인 들에 의해 강하게 고정되

어 있으나 바로 선 자세에서 허리  하부 역에 강한 부

하를 주거나[21], 운동성이 감소가 발생하면 주 의 

보상작용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 스로 인해 허리통증 

유발을 일으킨다[24]. 허리통증으로 인한 근육이상  비

교  많은 비 을 차지하는 부 로는 엉덩  굽힘근, 

무릎  굽힘근, 허리 근육 등으로 허리엉치부를 지지

하는 근육에 구축이 일어나 허리의 운동성을 제한하게 

됨으로 허리통증 치료  방에 있어서 이 부 의 운동

방법은 가장 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25]. Kim[26]

은 허리통증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근력강화운동이 통증 감소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Sung[27]의 연구에서도 만성 허리통증환자 16명 상으

로 4주간 허리 안정화 운동을 용한 뒤 허리통증장애지

수의 수가 운동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만성 허리통증을 가진 여성 상자 86명에게 4주 동안 율

동  안정화운동을 용한 결과, 여성들은 허리통증의 

감소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28], 본 연구에서도 허리엉치 안정화운동 로그램을 4주 

간 용한 결과 허리통증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

므로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도출하 는데, 이

는 만성요통환자를 상으로 재한 허리 엉치 안정화 

운동이 허리통증장애지수에 효과 이고, 한 심부 안정

근과 배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 척추의 주변조직과 인

와 낭 등의 통증수용조직 자극 달을 감소시키면서

[29], 허리 의 안정근 활성화  근 긴장의 완화를 통해 

통증 경감과 기능  활동 능력까지 개선하는 재기법이

라 할 수 있다.

보행은 신경계와 근골격계 등의 시스템이 용되는 

복잡한 과정으로써 일정한 방향으로 필요한 속도를 유지

하면서 신체를 단계 으로 움직이는 고도의 응된 운동

이라고 할 수 있다[30]. 하지만 만성 허리통증환자들은 

허리엉치부 각도의 증가로 인해 합부의 단력을 증가

시켜 허리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돌기사이

(facet joint)에 부하되는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합부

의 단력을 최소하기 하여 경직된 자세로 보행을 한

다[31]. 이러한 만성 허리통증환자의 일반 인 보행 특성

으로는 활보시간과 활보장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보행속도 감소와 비 칭 보행자세가 나타나고, 이

러한 불규칙성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말 의 되먹임기

의 하에 의한 것으로 부 한 시·공간  정보를 인지

하여 나타나기도 한다[32]. 한 보행속도의 하, 활보시

간이 증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양발 지지시간과 한발 지

지시간의 증가는 체 지지 시간을 증가시켜 통증 감소와 

안정된 보행을 하기 한 보상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3]. Panjabi는 이러한 보행을 해결을 하기 해 허리  

주 의 몸통 심부에 치한 국소의 근육군의 근력강화가 

척추의 기능장애를 회복하는데 유용하여 안정화 운동의 

요성을 강조하 고[34], Dayhoff 등[35]은 탄성밴드를 

이용하여 허리에 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보행 속도 등

이 조군에 비해 1.2배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Topp등

[36]은 항성 근력 트 이닝 로그램이 운동군과 비운

동군 비교에서 안정된 보행속도와 균형능력 등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 이라고 보고 하 다. 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허리엉치 안정화 운동 로그램을 

4주 간 용한 결과 집단 내와 집단 간의 보행속도 변화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선행연구들을 지지해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허리엉치부 안

정화가 허리의 안정화를 이루고 단력을 이는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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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골반과 몸통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허리엉치부

의 기능부 에 기여하는 연부조직의 회복과 련이 깊다

고 할 수 있다[37]. 

이 듯 만성 허리통증환자를 상으로 재한 통  

재방법과 허리엉치 안정화 운동 로그램이 통증을 포

함한 허리통증장애에서는 효과 이었으나, 보행속도 변

화에서는 안정화 운동 로그램이 더 효율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성 허리통증환자들의 보행 시 통증

과 경직된 자세조 을 한 운동 로그램 개발과 향후 

허리통증환자들의 운동방법이나 재활 로그램 후의 보

행패턴의 특성 변화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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