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요추 척추 착증(spinal stenosis)은 50 나 60 에

주로 시작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앙의 척추 (spinal

canal), 신경근(nerve root)이주행하는돌기 내측의

신경근 (nerve root canal) 는 추간공(intervertebral

foramen)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1]. 요추 척추

착증의 증상은 요통, 하지방사통과 함께 특징 인 신

경성 간헐 행(neurogenic intermittent cla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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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요추 척추 착증 환자에게 쿠션 인솔을 착용하게 하여서 요추의 유연성과 운동능력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요추 척추 착증이 있는 26명의 환자를 실험군 13명과 조군 13명으로 무작 로 배치

하 다. 참가자들은 6 주간 하루 2 시간 동안 쿠션인솔을 착용하게 하 다. 실험군은 8mm, 조군은 4mm 쿠션인솔을

맹검법으로 착용하도록 하 다. 실험군의 굴곡능력 검사에서 3.38 ± 3.12의 유의미한 증가(p<0.05)를 보 으나 다른 검사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결론 으로 쿠션인솔은 요추 척추 착증 치료를 한 재의 방법으로

합하지 않았다. 차후에 인솔의 높이나 재질을 다르게 하여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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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shion insole on lumbar flexibility and motor 

fitness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26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13 and the control group 13. Volunteers were allowed to wear cushioned insoles for two 

hours a day for six weeks. The experimental group was 8 mm and the control group was 4 mm,  wearing a cushion 

insole as a blinded experimen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p<0.05) in the flexion test of the experimental group 

(3.38 ± 3.12),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other tests(p>0.05). In conclusion, cushion insole was not suitable 

for intervention for lumbar spinal stenosis.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height and material of the inso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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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을유발하고 감각 운동 능력을 하시켜 보행

일상생활활동장애 등이 동반 될 수 있으며[2], 이러한

착의 원인은 골 조직이나 연부조직에 의하여 생긴다[3].

요추 척추 착증의 치료법은 침습과 비침습 방법

이 있으며, 침습 방법 일부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

다. 시 에서 시술되고 있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이 마미

증후군을 유발한사례를 보고하 으며[4], 신경차단술 후

잔존하는 주입물 등이 경막외 유동체와 척추강 내에 정

체되어 있는 다양한 염증성 매개체 거 세포를 동반

한 다양한 만성 염증 세포가 복합 으로 반응하여 마미

증후군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5].

따라서 가능하면 모든 환자에 있어 보존 치료가 먼

시도 되어야 한다. 짧은 기간의 침상휴식이 신경조직

의 기계 자극을 감소시키기도 하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진통제는 증상의 완화를 가져다 다고한다[6].

한 등척성 굴곡운동이 때로 효과 이며 경막 외 스테

로이드 주사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증상

을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7]. 하지만 비

수술 치료로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가진

환자나 심각한 신경학 결손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

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요추 척추 착증의 임상 리에 한 부분의 과

학 문헌은 주사 수술과같은 침습 인 차에 을

맞추고 있다. 일반 인 의료, 카이로 랙틱의학, 물리 치

료 기타 비 외과 개입에 한 문헌이 부족하다. 이

환자들은 그들의 증상을 리하기 한 효과 인 비 수

술 치료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 역에는 비교 효과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8].

요추 척추 착증이 환자의 림 증상과 운동 기능

간에 직 인 련성이 없으며 경막낭 착이 요추 척

추 착증의 병태 생리학에서 요한 요소가아님을 보

여 다[9].부산정형외과 문의도 항상 디스크나 착증

이 척추신경을 압박해서 그 결과 인한 통증이 엉덩이나

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근육이 굳

어져 그곳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도 릿 릿한 증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디스크나 착증 증세라고 불리는 통증이나 림 증

세가 없던 사람의 경우도 우연히 건강검진 같은 이

유로CT 나MRI 촬 을했다가디스크가 불룩하게튀어

나와 있거나 척추 이 좁아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이런 소견은 많이 발견 된

다고 한다[10].

MRI 상의 매개 변수는 요추 척추 착증 진단에

추 인 역할을 하며 임상 의사 결정에 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MRI 상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MRI

매개 변수, 객 보행 분석 요부 착증 환자의 임

상 증상 사이의 상 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11].

재활의학과 문의 소견에서도 좌골신경통이 없는 정상

인의 허리 MRI를 보니 60 % 정도디스크 탈출이 있었다

고 한다[12].

Zaina 등[13]은 외과 치료가 비수술 치료보다 요

추 척추 착증 환자에게 더 나은지에 한 결론을 내

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추 척추 착증은 아직도 비

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환자

를 한 길인지, 어느 것이 더 효과 인지에 해서 갑론

을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 하나는 술

치료법에 한 논문에 비해서 비수술 치료법에

한 논문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요부 착증의 주된증상인 요통, 하지통증, 행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수술을 우선 권유받고, 고민

끝에 수술을 받게 된다. 하지만 비 수술 치료법도 충

분한 안이될 수 있다[14]. 비수술 방법 요추척추

착증의 기본 인 치료 방법에는 도수치료, 물리치료,

환자교육, 굴곡을 기반으로 한 요추안정화 운동, 고유수

용기 훈련 등이 있다[15].

코어운동이 요통에 많은 도움이 되고, 깊은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요추 척추 착증 환자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16]. 한 쿠션인솔이 근골격계 문제와 골 염 완

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고, 쿠션인솔이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다

[17].

발의아치는 발기능에핵심이다. 발의 역할을보면발

이 땅에 닿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며, 체 을 분산시킨다.

한 평탄하지 않은 바닥과 발을 맞닿도록 발바닥을 유

연하게, 다음 걸음으로 내딛는 추진력에 도움이 되도록

스 링과 같은 역할을 한다[18]. 발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근골격계에 통증이 나타나며, 인솔은 근골격계의 통

증을 이고 안정성을 높이며 변형이나 나쁜 정렬 상태

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스트 스를 최소화 하거나 충

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맞추어 다고 한다[19]. 균형은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스포츠 활동 과 의학치

료인 재활분야 등에 환자평가와 치료 시 요한 요소로



쿠  추 척추 착   연   운동능력에 미치는 향 425

사용되고 있으며[38],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인솔은 신발내

부에서 발을 직 지지하여 충격 압력을 분산 시켜주

는 역할을 하며, 재 다방면으로 기능성인솔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0].

뒤꿈치 시의 충격 에 지는 연조직 손상을 최소

화하기 해 분산 될 수 있으며 부드러운 인솔재료는 충

격을 보다 효과 으로 여 다고 하 다[21]. 선행 연구

에서 척추 질환에 수술 방법 이외에 다양한 체요법

들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쿠션 인솔

이 척추 충격을 흡수해주며 근골격계 통증 완화에 도움

이 된다고 한다[22]. 한 스 링 신발이 안정되고 맨발

로 걷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도 한다[23]. 하지만

신발의 착용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40]. 따라서 자기

발에 맞는 맞춤 기능성 인솔이 필요하다.

조병윤[33]의 연구에 따르면 인솔을 착용하게 한 후

보행훈련을 시켰더니 요추와 천골부에 정 인 변화가

있었으며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연세

사랑 족부센터 박의 [34]에 따르면 높은 인솔을 착용하

면 오히려 무릎이나 고 , 요추부까지 무리가 갈수 있

다고 주장한다. Chuter 등[36]의 연구에서는 발 보조기

는 인솔의 착용이 요통의 험을 이고 요통으로 고

통 받는 사람들을 한 효과 인 치료 략으로 제안되

었다. 하지만 연구결과 요통 치료 는 방으로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에 인솔착용이

합한 환자를 구별해서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인들은 착증처럼 완치되지 않는 만성질환의 리에

따른 의료비용 부담, 화학 약물복용의 부작용, 통증에 따

른 신체, 정신 고통과 스트 스 등으로 삶의 질을 하

시키고 있다[39].

본 연구자는 10년 부터 요추 척추 착증이 있었

으며 Z사가개발한 쿠션 신발이 허리의 충격을 완화시켜

요추 척추 착증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1개

월 간 직 착용하여 봤다. 그 결과 착용 보다 통증이

감소되었고 요부 굴곡과 신 능력이 증가되었다. 이에

착안하여 쿠션 신발의 효과를 인솔에 목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단되어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 다.

국내에서 요추 척추 착증 치료 방에 인솔을

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재방법의 다양성을

해서 요추 척추 착증 환자에게 비수술 요법인 쿠션

인솔을 용하 을 때 유연성과 운동능력의향상에 효과

가 있는지 이번연구에서 확인해볼필요성이있다고사

료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요추 척추 착증 환자가 쿠션 인

솔을 착용하 을때 굴곡 신 능력그리고걷는시간

과 거리가 증가하는 지 한 쿠션의 높이를 다르게 하

을 때 그효과가다르게나타나는 지분석하는것이목

이다.

1.3 연  가

본 연구의 목 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1) 쿠션인솔을 착용하기 과 6주 착용 후 검사 간에

요부 가동 범 가 증가 할 것이다.

2) 쿠션인솔을 착용하기 과 6주 착용 후 검사 간에

걷는 시간과 거리가 증가 할 것이다.

3) 쿠션인솔의 높이를 다르게 하 을 때 그 효과는 다

르게 나타날 것이다.

2. 연

2.1 연 대상  기간

울주군에 치한 S 병원에 2016년 1월 2일부터 2018

년 1월 31까지 입원과 외래에서 요추 척추 착증으로

진단받은 50세부터 75세 이하 환자를 상으로 하 고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동의

한 자 에서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선별하여 남, 여 구

분 없이 30명을 선정하 다 연구 상자의수는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참고하 고, 표본크기를

산출하는 로그램인 G power 3.1 version으로 효과크기

(effect size)산출하여 표본크기를 계산하 으며, 표본 크

기에 Drop 10 %를 감안하여 측한 최소한의 수 이상으

로 결정하 다. 실험 기간은 선문 학교 IRB 승인을 받

은 이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6주간 실시하 다.

2.2 실험 절차 

연구 목 을 설정하고 남․여 구분 없이 30명의 인원

이 물리치료실에 수되는 순서 데로 실험군과 조군으

로 나 어 무작 배치하 다. 실험 사 검사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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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연구 상자들에게 실험 시작 후 6주간 매일 2

시간 동안쿠션인솔(UTH-900K, Belico, korea)을 신발에

착용할 것을 지시하 다. 쿠션인솔을 착용하고 걸을 때,

통증이 시작되면 앉아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휴식을

취하게 지시하 으며. 실험이 끝난 후 사후 검사를 실시

하 다.

2.3 실험 도  

2.3.1 쿠

Buyukturan 등[35]의 연구에 의하면 맨발, 5mm,

10mm, 15mm 인솔을 착용하게하여 자세 안정성을 실험

한결과 10mm인솔이가장안정성이 좋았고말한다. 이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요추 척추 착증 환자에게 2mm

은 쿠션인솔을 용하 다. 쿠션인솔(UTH-900K,

Belico, korea)을 실험군에 8mm 그리고 조군에 4mm

을 착용하게 하 다. 한 심리 효과를주지 않기 하

여 인솔에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순차 으로 나 어주어

서 구별할수 없게하 다. Fig. 1은쿠션인솔을보여주고

있다.

Fig. 1. Cussion Insole 

2.3.2 각도기

각도기(B542368709, 테리메디칼, 한국)를 사용하여 요

부의 굴곡 신 각도를 측정하 다.

2.3.3 트레드

트 드 헬마9600(DF-619, 헬마, 한국)를 이용하여

통증 없이 걷는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 다.

2.4 측정 

2.4.1  곡  신전 가동

Robinson, Mengshoel[24]와 Kasai[25]의 허리 가동성

평가 연구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는각각 84.2 %와 90.4 %

로 신뢰도가 있었다. 요부의 굴곡 신 각도 측정을

해 10년간 임상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가먼 시범을

보이고 나서 직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 축은 장골능(Iliac creast) 으

로 하고 고정자는 골반의 측면 역의 앙에 오도록 하

고 가동자는 장골능에서 내측 액와 연장선을 기 으

로 하 다. 굴곡 측정은 직립자세에서 무릎을 완 히 편

상태로 양쪽 팔을 90도 까지굴곡한상태에서허리를천

천히 통증 없는 범 까지만 앞으로 굽히게 한다. 신 측

정은 양손을 목뒤에 깍지를 끼고 허리를 통증이 나타나

지 않는 범 까지 뒤로 젖히게 한다[26]. Fig. 2는 각도

기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Goniometer

2.4.2 보행 측정

Deen 등[27]의 척추 착증 연구에서 트 드 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 다. 시작버튼을 르면 3 후에 1.0

km/h로 시작하게 된다. 속도는 1단으로 계속 유지하고

방을 주시하며 안 을 해 보조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걷다가 통증이 시작되면 바로 지한 후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 다. 연구자들은 증상의 심각성을 토 로 다음과

같은 구분을 만들었다

1 등 = 증상 없이 걸을 수 있는 환자

2 등 = 신경 학 증상을 가지고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환자

3 등 = 5 ~ 15분 걸을 수 있는 환자

4 등 = 5분 미만으로 걸을 수 있었던 환자

Fig. 3은 트 드 측정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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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admill

2.5 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 차는 Fig. 4와 같다.

Fig. 4. Data collection methods and procedures

2.6 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1.0(IBM, NY, USA) 로그램을 활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실험군과

조군 간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서 평균과표 편차를 산

출하 으며, 동질성 검사를 하여 Independent Test를

실시하 다. 정규성 검증을 해 Shapiro-Wilks test를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서 비모수

검정법인 Wilcoxon Signed-Rank Test를 하여 사 -사

후 수의 차이를 검증 하 다. 한 실험군과 조군과

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Mann-Whitney test를 사용

하 으며, 유의수 은 0.05로 설정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들  적  특

총 30명의 연구 상자가 실험에 참가하 으나 4명이

개인사정으로 실험 도 에 탈락하여서 실험에는 26명의

연구 상자가 참가하 으며, 실험군 13명과 조군 13명

으로 할당하 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61.30±6.84세로

높은 수 이 으며, 조군은 58.92±5.64세로 약간 낮았

지만 실험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34). 실험군

은 남자 3명 여자 1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조군 역시남자 4명 여자 9명으로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실험군의 평균 키는 159.84±7.34cm이었으며, 조군은

161.23±8.07cm로 약간 높았다. 실험군의 몸무게는 평균

63.61±7.82 kg이 으며, 조군의 평균 몸무게는

63.46±8.26 이 다. 상자의일반 인특성에 한 두 군

간 동질성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1은 연구 상자들의 일반 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EG(n=13) CG(n=13) p

Age 61.30±6.84 58.92±5.64 .34

Sex 3/10 4/9 .67

Height 159.84±7.34 161.23±8.07 .65

Weight 63.61±7.82 63.46±8.26 .96

Experimental Group(EG) : 8mm insole

Control Group(CG) : 4mm insole

Mean±Standard Deviation

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                    (n=26)

실험 결과가 상자들의 요추 척추 착증의 증상정

도 는 신체 인 차이에 따른 차이인지 확인하기 하

여 처치 그룹별 사 검사를 하여서 동질성 검증을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Levene의 등분산 검

정결과 유의확룰이 0.05보다 커서 등분산이 가정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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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균의동질성에 한 t- 검정 결과 p>0.05로그룹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것으로 나타났

다. 비록 조군의 평균이 실험군보다 체로 높은 평균

을 보이고 있다할지라도 조군이 실험군보다 운동능력

이 높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결론 으로, 실험군과 조

군의 유연성 운동능력에 한 동질성 검사 결과 체

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pre-test Group M±SD p

Fl
EG 78.07±5.88

.911
CG 77.76±7.84

E
EG 17.84±4.59

.487
CG 19.23±5.37

TMT
EG 8.38±7.12

.177
CG 13.61±11.43

TMD
EG 140.38±120.07

.225
CG 214.84±178.87

Fl; flexion, Ex; extension

TMT; Treadmill Walking Time

TMD; Treadmill Walking Distance

Mean±Standard Deviation

p<0.05

Table 2. Homogeneity Test          (EG=13, CG=13) 

3.2 곡  신전 각도(ROM)  변  

실험 과 후의 ROM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Goniometer(각도기)를 이용하여 허리의 굴곡과 신 각

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는 아래의Table 3, Fig. 5와 같

다.

Pre Post
Post-

Pre
Z p

Fl

EG 78.07±5.88 81.46±6.74 3.38±3.12 -2.636a .008

CG 77.76±7.84 79.92±7.85 2.15±5.58 -1.761a .078

z -.105 -.712

p .916 .476

Ex

EG 17.84±4.59 20.84±5.38 3.00±5.68 -1.898a .058

CG 19.23±5.37 18.92±5.57 .30± 1.84 -.513b .608

z -.747 -.804

p .455 .421

Fl; flexion

Ex; extension

ROM; range of motion

p<0.05

Table 3. ROM Test                      (Unit: angle) 

Fig. 5. ROM test

실험군에서굴곡 시 ROM은 평균 3.38±3.12 증가 하

으며, 사 과사후 검사의 평균 간 차의통계 유의미성

을 살펴본 결과 p<0.05 로 유의미하 다. 한 신 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평균 3.00±5.68 증가 하 으나, 사

과 사후 검사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미성은 p>0.05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군에서는 굴곡 시 ROM은평

균 2.15±5.58로 실험군 보다 조 떨어졌으며, 사 과 사

후 검사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미성은 p>0.05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한신 시 변화를 살펴본 결과평균

0.30±1.84 증가 하 으나, 사 과 사후검사의 평균 간차

의 통계 유의미성은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

단 간 검사에서는 만-휘트니 검정을 실시하 으며, 유의

미하지 않았다(p>0.05).

3.3 걷는 시간  변  

통증 없이걸을 수 있는 시간을측정하기 하여트

드 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결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시간(TMT)은 실험군에서 평균 4.38±9.69 증가 하

으며, 사 과사후 검사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미

성을 살펴본 결과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군에서는 평균 0.15±4.68 증가 하 으며, 사 과

사후 검사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

과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검사에서는 만-

휘트니 검정을 실시하 으며,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4,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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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Post Post-Pre z p

TMT

EG 8.37±7.12 12.76±13.65 4.38±9.69 -1.456a .145

CG 13.61±11.4313.76±12.62 .15±4.68 -.949a .343

z -1.159 -.257

p .246 .797

TMT; Treadmill Walking Time

P<0.05

Table 4. Walking time Test              (Unit:: min)

Fig. 6. Walking time Test

3.4 걷는 거리  변  

통증없이 걸을 수 있는거리를 측정하기 하여 트

드 검사를 시행하 다. 검사 결과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TMD)는 실험군에서 평균 63.84±151.92 증가

하 으며, 사 과 사후 검사의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

미성을 살펴본 결과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

군에서는 평균 2.46±73.54 증가 하 으며, 사 과 사후 검

사의 평균 간 차의 통계 유의미성을 살펴본 결과

p>0.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 검사에서는 만-휘

트니 검정을 실시하 으며,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5, Fig. 7과 같다

Pre Post Post-Pre z p

TMD

EG 140.38±120.07 204.23±214.45 63.84±151.92 -1.335a .182

CG 214.84±178.87 217.30±200.76 2.46±73.54 -.911a .362

z -.976 -.154

p .329 .878

TMD; Treadmill Walking Distance

P<0.05

Table 5. Walking distance test (unit: min)

Fig. 7. Walking Distance Test

4. 고 찰

운동학 요인과 기능 요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

솔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까지 요추 척추

착증에 한 인솔착용을 용한 연구는 없었다. 인솔

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균형 능력이 감소하며, 국소 인

근 피로로 인한 균형 조 이 출력에 제한성을 가져올 수

있다[28].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정성을 하여 비교 낮

은 인솔을 착용하게 하여 실험에 참가하게 하 다. 요추

척추 착증 환자에게 쿠션인솔이 효과가 있는 지 알아

보기 하여 실험군에 8mm높이의 쿠션인솔을 그리고

조군에 4mm 높이의쿠션 인솔을 6주간착용하게 하

다. 실험 ROM 검사와 Treadmill 검사를 실시하여 운

동능력을 평가하 으며 실험 후 재평가하 다.

정 미[29]의 연구에서는 인솔 착용이 추간 탈출증

환자의 요추 만도 통증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기술한 요추 만도는 요추의

신 능력이 증가하는 자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추간 탈출증과 요추

척추 착증이 서로 다른 패턴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오히려 굴곡 검사에서 실험군은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p<0.05). 하지만 4mm높이를 한 조군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이는 쿠션인솔의

높이에 비례해서 굴곡 능력이 약간 증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솔을 6주간 착용 후에보행시간과 거리를측정한결

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솔을 5mm와

10mm 높이의 인솔을 착용 후 보행시간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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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는 이번 연구와 반 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윤민

이의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하 고본 연구

에서는 요추 척추 착증 환자를 상으로한 실험이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종합 인 결과를 봤을 때 요부의 가동성 그리고 걷는

시간과 거리가 조 향상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거나 운동능력이 감

소하는 피험자들도 있어서 쿠션인솔이 요추 척추 착

증 재에 합하지 않았다.

요추 척추 착증 특성상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60세의 환자를 상으로 실험하 고, 만성

인 통증을 갖고 있는 피험자들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쿠션인솔의 효과가감소하는 결과

가 나타났을 거라 상한다. 더 낮은 연령층에서 실험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 사료된다. 단단한 인솔

보다 부드러운 인솔 착용이 보행운동 시에 근육의 피로

도 를 감소시킨다고 한다[31]. 이 듯 인솔 재질의 선택

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인솔의 높이가 증

가하면 상체 후의 움직임을 여 안정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상체 움직임을 감소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략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32].

인솔의높이가 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있어서 당

한 높이를 찾는 것 한 요하다. Buyukturan 등[35]의

연구에서는 10mm높이의 인솔이 가장 자세 안정성이 높

다고 주장하 다. 하지만 요추 척추 착증을 갖은 사

람들에게는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다른 높이의

인솔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추 척추

착증에 쿠션 인솔이 뚜렷한 효과가 없었지만 인솔의

높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혹은 재질을 다르게 하여 연구

를 한다면 다른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사료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요추 척추 착증 치료 재활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쿠션 인솔이 요추 척추 착증에 효과가 있는 지 알

아보기 하여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어실험 과 후

에 ROM 검사 그리고 Treadmill 검사를 실시하 다. 실

험군의 요부 굴곡능력 검사에서는 유의미한증가가 있었

으며(p>0.05). 조군의 굴곡능력 검사, 신 능력 검사,

걷는 시간과 거리 검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p>0.05). 종합 인 결과를 봤을 때 요부의 가동성 그리

고 걷는 거리와 시간의 평균은 조 향상되었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증이 증가하거나

운동능력이 감소하는 피험자들도 있어서 쿠션인솔이 요

추 척추 착증의 치료나 방에 합하지 않았다. 이

는 Sahar 등[37]이 주장한 쿠션인솔이 요추부 통증을 감

소시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추 척추 착증의 재 시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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