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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요추의 구조와 기능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운동 프로그램과 요부 근력강화운동만 적용한 운동 프로그램의 다열근 단면적, 정적자세조절, 

요부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만성요통환자 28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운동그룹으로 나누워 주 

3회씩 8주간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t-test를 활용하여 그룹 운동프로그램 적용전과 적용

후, 그리고 각각의 그룹간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열근 단면적, 정적자세조절, 요부통증 등 각각의 그룹내 운동프로

그램 적용전과 적용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p<.05), 각각의 그룹간에는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운동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05). 결론적으로 요부 안정화운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운

동 프로그램이 다양한 요추의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요부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요부안정화운동, 만성요통, 정적자세조절, 근단면적, 요부근력강화운동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n exercise program that combined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nd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and an exercise program that applied only lumbar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on multifidus muscle cross-sectional area, static posture control ability, and low 

back pain  in patients with CLBP. For the study method, 28 patients with CLBP were divided into two 

exercise propram groups and exercised three times a week for 8-weeks.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used the t-test to compare before and after group exercise program application, and between each 

group (p<.05). As a result of the stud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e exercise program within each group, such as multifidus muscle cross-sectional area, static posture 

control ability, and low back pain (p<.05). Between each group, the exercise program that combined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nd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p<.05).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exercise program with additional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improve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various lumbar vertebrae and reduced lumbar pain.

Key Words :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Chronic low back pain, Static posture control, 

Muscle cross-sectional area, Lumbar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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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요통환자는 일상생활중 척추에 반복적으로 전달

되는 부하를 지지하며 하지로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추 분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1]. 그러나 현대인들의 

좌식생활문화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 정적인 생활 습관

들은 요추 주변 근육, 관절, 인대의 구조적 퇴행과 통증

을 유발하고, 특히, 만성요통환자의 요추 추간판과 후관

절면의 퇴행성변화는 요추 분절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변화시켜 분절의 불안정성과 전위를 초래한다[2]. 요추 

안정성은 요추 역학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요추 분절 

자체의 움직임을 안정성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자세조절이란 신체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균형성, 

정위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의 정렬을 조절

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 주변 환경에 대한 감각적인 정

보와 자세유지근의 조화로운 작용이 필요하다[4]. 체성

감각과 전정감각, 시각은 신체의 각 관절위치와 지지면

의 정보특성을 파악하여, 자세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

해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 조절한다. 자세조절 문제는 

인간의 기능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요한데, 만

성요통환자는 균형 반응이 손상되어 앞, 뒤 방향의 신

체 동요가 정상인보다 더 증가한다[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성요통환자에게 요부 근력강화운동

과 근육의 불균형을 중재하는 다양한 운동치료가  많이 

사용되는데[6], 요부 안정화운동은 통증 없는 범위내에

서 요추분절의 조절된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

로, 요부 재활치료에 필수적인 운동방법이다. 일상생활

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면근육 외에 몸통의 심부

근육은 요추를 안정화시킨다[7]. 이 중 복횡근의 섬유는 

흉요추근막(thoracolumbar fascia)의 가쪽 솔기

(lateral raphe)에서 연결되어 근막을 통해 긴장을 증

가시킴으로 요추 분절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자세조절

능력에 기여하고, 동시에 다열근의 동시수축을 유발시

킨다. 

다열근은 요추분절간의 조절장치로서 굽히거나 돌

림이 시작될 때 수축하며[8], 빠른 수축 속도로 분절의 

단단함과 조절된 움직임으로 요추의 안정성을 제공하

지만[9], 만성요통환자는 척추분절의 다열근이 빠르게 

위축되고, 건강한 사람보다 40대 이후는 위축이 뚜렷하

여 척추의 안정성과 진행성 척주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 

된다[10][11]. 요부 안정화운동은 요부 심부근육의 낮

은부하 운동으로 구성되어있어, 만성요통환자에게 척추

에 가해지는 부하를 안정적으로 전달시킨다. 본 연구는 

만성요통환자의 요부 심부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

화운동이 다열근의 실측단면적과 정적자세조절, 통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효율적인 치료적 운

동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평택시 G병원을 내원하여 만성요

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허리수술을 시행 하지 않고, 

다리 저림증상 등의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28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각각 14명씩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운동 그룹, 요부 

근력강화운동만 적용한 근력강화운동 그룹으로 나누워 

8주간 주 3회씩 1일 총 70분 동안 치료사의 통제하에 

운동을 실시하였다.  

2.2 측정 방법

2.2.1 다열근 단면적 측정

다열근의 단면적 측정은 전산화 단층촬영기(CT, 

Japan)를 이용하였다(Figure 1). 실험자들은 스캐닝테

이블에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10년 이상 숙련된 방사

선사에 의해 촬영하였다. 촬영부위는 요추 4-5번의 위

쪽을 5mm 두께로 Power 120kv, 240mA로 주사

(sacn)하고, 매트릭스 512×512 픽셀로 1초 동안 촬영

하였다. 또한 팍스(PACS) 모니터로 오른쪽, 왼쪽 다열

근의 단면경계를 따라 각각 설정하고 마우스로 드로잉

하여 단면적을 구하였다. 

Fig. 1. Computeriz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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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inal  around muscle CSA

2.2.2 정적자세조절 

정적자세조절을 평가하기 위해 I-BALANCE

(KOREA)라는 균형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지지대

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객관적 균형평가 가능하다. 대상

자는 양발을 양 어깨 사이 거리만큼 자연스럽게 벌리

고, 신체의 무게중심을 10초동안 컴퓨터 모니터의 좌표 

중심에 위치시킬 때,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으로 신

체 무게중심이 이동된 거리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환

산후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1회 검사후 5분 휴식을 반

복하며, 총 3회 반복 측정하여 신체 무게중심이 이동된 

평균 거리를 산출하였다.

2.2.3 요부통증

요부통증은 시각적 통증지수(VAS)를 이용하였다. 

10 cm의 선에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는데, 0은 통증 없는 편안한 상태이고, 10은 참

을 수 없는 최악의 통증을 나타낸다. 환자는 운동프로

그램 시작하는 날과 8주 운동 프로그램 끝나는 날에 현

재의 요부통증을 직접 표시하게 하였다.

2.3 운동프로그램

2.3.1 요부안정화 운동과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 

본 연구는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group: LSE)과 근력강화운동 

그룹(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group: 

LMSE)으로 구분하였다. 요부 안정화운동그룹의 대상

자는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하여 실

시하였으며(Table 1), 요부 근력강화운동 그룹은 근력

강화운동만 실시하였다(Table 2). 

요부 안정화운동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부안정

화운동을 기초로 보안하여 구성하였다[12]. 요부 근력

강화운동은 메덱스(Medx) 요부 폄 운동기계를 활용하

여 점진적 근력강화를 목적으로 환자 개인의 요부 폄근

육 1RM에서 50-60 % 정도의 무게를 산출후 1세당 

10-15회씩 요부 폄 동적운동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요

부 근력강화운동후 요부통증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으

면 무게를 점진적으로 5-10 % 증가시키면서 운동을 반

복 실시하였다. 

Table 1.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program

Program Exercise program Time(min)

Warming up Stretching 5(min)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1. Lumbar back exercise

(Curl up exercise, Bridge exercise, 

Double leg lift exercise, Alternate 

arm & leg lift exercise)  

2. Lumbar muscle strenghten(Hip 

extension exercise, Torso flexion 

exercise, Knee extension exercise, 

Abdomina exercisel, Torso rotation 

exercise)

10(sec)×12(r

ep)×3set

30(min)

6(sec)×12(re

p)×2set

30(min)

Finishing 

exercise
walking 5(min)

Total 70(min) 

Table 2.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program

Program Exercise program Time(min)

Warming up Stretching 5(min)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1. Lumbar muscle strenghten(Hip 

extension exercise, Torso flexion 

exercise, Knee extension exercise, 

Abdominal exercise, Torso rotation 

exercise)

6(sec)×12(re

p)×2set

30(min) 

Finishing 

exercise
walking 5(min)

Total 40(min) 

2.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21.0 windows 를 이용

하였고, 그룹 내 운동 전, 후 비교는 대응표본 T-검정

(paired t-test), 그룹 간의 운동 전, 후 평균 차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동질성 검사를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의 P값은 0.05 이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만성요통으로 진단받은 연구 대상자 총 28명 중 요

부 안정화운동 그룹과 근력강화운동 그룹을 각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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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남자 4명, 여자 10명) 나누어 무작위로 배정하였으

며, 두 그룹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roup

(n=28)

LSE

(n=14)

LMSE

(n=28)
P

Gender

(M:male / F:female)
M:4, F:10 M:4, F:10 1.000a

Age(years) 46.35±7.51 48.42±10.20 0.092a

Height(cm) 161.92±7.51 162.42±8.56 0322a

Weight(kg) 60.07±11.15 60.36±10.39 0.233a

Values are means ± SD

aChi-square test between two intervention groups

LSE: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LMSE: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3.2 오른쪽 다열근의 단면적 변화

전산화 단층촬영기를 활용한 요추 다열근의 두께 변

화를 비교한 결과 Table 4 와 같이 요부안정화운동 그

룹의 오른쪽 다열근은 495.68±49.26 에서 운동 후 

622.71±79.55 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결과가 나타났다(p<.05). 요부 근력강화운동 그룹은 

501.71±133.91 에서 운동 후 580.76±147.58 로 감

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러나, 두 그룹 간 비교에서는 요부 근력강화

운동 그룹보다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이 유의성 있게 더

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p<.05).

Table 4. Change of cross-sectional area of RT 

lumbar multifidus in two groups after 

8-week exercise program 

Period
LSE

(n=14)

LMSE

(n=28)
t p

RT

Mul

Pre-test 495.68±49.26 501.71±133.91

Post-test 622.71±79.55 580.76±147.58

between 127.03±60.96 79.06±29.27 -2.65 .013

t -7.79 -10.10

p .000 .000

Values are mm2

LSE: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LMSE: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RT Mul: Right multifidus

3.3 왼쪽 다열근의 단면적 변화

전산화 단층촬영기를 활용한 요추 다열근의 두께 변

화를 비교한 결과 Table 5 와 같이 요부 안정화운동 그

룹의 왼쪽 다열근은 473.43±45.60 에서 운동 후 

601.68±74.78 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결과가 나타났다(p<.05). 요부 근력강화운동 그룹은 

490.86±151.23 에서 운동 후 552.10±156.09 로 증

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러나, 두 그룹 간 비교에서는 요부근력강화

운동 그룹보다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이 유의성 있게 더

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p<.05).

Table 5. Change of cross-sectional area of LT 

lumbar multifidus in two groups after 

8-week exercise program 

Period
LSE

(n=14)

LMSE

(n=28)
t p

LT

Mul

Pre-test 473.43±45.60 490.86±151.23

Post-test 601.68±74.78 552.10±156.09

between 128.26±64.420 61.244±20.89 -3.70 .001

t -7.45 -10.96

p .000 .000

Values are mm2

LSE: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LMSE: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LT Mul: Left multifidus

3.4 정적자세조절력 변화

균형장비를 활용하여 정적 무게중심 이동거리를 백

분율(%)로 오차 차이를 비교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요

부 안정화운동 그룹은 0.29±0.77 에서 운동 후 

0.07±0.05 로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

타났다(p<.05). 요부근력강화운동 그룹은 0.30±0.12 

에서 운동 후 0.19±0.07 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그러나, 두 그룹 간 비

교에서는 요부 근력강화운동 그룹보다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이 유의성 있게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p<.05).

Table 6. Change of static posture control ability in 

two groups after 8-week exercise program 

Period
LSE

(n=14)

LMSE

(n=28)
t p

SPC

Pre-test 0.29±0.77 0.30±0.12

Post-test 0.07±0.05 0.19±0.07

between 0.22±0.09 0.11±0.07 -3.32 .003

t 8.35 5.07

p .000 .000

LSE: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LMSE: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SPC: Static posture contro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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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부통증 변화

요부통증을 주관적 통증척도로 두 그룹간 차이를 비

교한 결과 Table 7 와 같이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은 

6.03±1.08 에서 운동 후 1.28±0.46 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요부근력

강화운동 그룹은 6.39±1.09 에서 운동 후 2.53±0.88 

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그러나, 두 그룹 간 비교에서는 요부 근력강화

운동 그룹보다 요부 안정화운동 그룹이 유의성 있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7. Change of VAS in two groups after 

8-week exercise program

Period
LSE

(n=14)

LMSE

(n=28)
t p

VAS

Pre-test 6.03±1.08 6.39±1.09

Post-test 1.28±0.46 2.53±0.88

between 4.75±1.13 3.86±0.66 -2.53 .018

t 15.59 21.76

p .000 .000
  

LSE: Lumbar stabilbzation exercise 

LMSE: Lumbar muscle strengthen exercise

VAS: Visual analogue scale

4. 고찰

본 연구에서 만성요통환자에게 8주간 요부 안정화운

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그룹과 동일기간에 요부 

근력강화운동만 적용한 그룹을 비교하였다. 우선 요부 

다열근의 단면적을 운동그룹간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 

내의 운동 전후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요

부 근력강화운동만 적용한 그룹보다 운동 전, 후 오른

쪽과 왼쪽 모두 다열근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5). 다열근은 척주의 중립영역을 유지시키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육으로 손상시 근위축이 급격히 

발생하고, 자연치유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9], 일반적

인 보존적 운동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13]. 만성요통환자에게 10주간 안정화운동과 정적, 동

적 저항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후 요부근육의 단면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 다열근 단면적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14]. 또한 단일 운동프로그램으로 안정화운동만 

적용한 연구에서도 다열근의 단면적을 증가시켰다고 

보고되었다[15]. 12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요통은 통증

과 신체활동의 감소로 근력과 근육량이 불용성 위축을 

초래한다[16]. 따라서 오랜기간 요부통증을 호소한 만

성요통환자는 요부 안정화운동을 포함한 특별한 다열

근 강화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부 안정화운동은 

등척성운동으로 심부근육을 강화시켜 신체의 자세 조

절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만성요통환자의 필수적인 

재활운동이다[17]. 본 연구에서도 만성요통환자에게 적

용한 요부 안정화운동은 근력강화운동 보다 심부근인 

다열근의 두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운동그룹 내의 운동 전후 정적자세조절, 

요부통증을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별 운동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운동그룹간의 비교에서는 요부 안정화운

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정적자세조절과 

요부통증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정적균

형은 지지면이 고정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지지면안

에 신체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8]. 

만성요통환자는 신체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감소되

어 시각정보가 제어된 눈감고 외발서기 검사에서 전정

계 기능으로는만 정적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정

적균형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19]. 균형

을 잘 유지하려면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안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신체의 신경계통

과 근육뼈대계통이 서로 통합하여 요부근육이 코르셋

처럼 자세를 정렬하는 기능적 조절능력이 중요하다

[20]. 요부 안정화운동의 핵심인 코어프로그램 운동을 

8주간 운동한 결과 눈감고 외발서기 자세에서 실시한 

정적균형검사에서 몸통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균형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21], 척추근육의 강화는 

약해진 척추 주위근의 근력을 증진시키고, 척추 근육의 

오른쪽, 왼쪽 균형 차이를 감소시켜 척추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22].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안정화운동이 균형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

고, 이러한 요추의 안정화와 신체 기능 증진이 통증을 

경감시켰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요부 안정화운동은 척

주 심부근인 다열근의 단면적을 증가시키고 척추의 정

적안정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척추 안정성 강화는 만

성요통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

력을 완화시켜 요부통증이 감소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많은 인

원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것과 만성요통환자들의 검

증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보다 진단명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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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기간이 8주가 

아닌 6개월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어 만성요통환자의 

다열근 단면적과 정적자세조절력이 잘 유지되고, 요부

통증은 계속 감소되는 것을 확인 못한 것이 아쉬움 점

으로 남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14명씩 두 그룹

으로 나누위 8주간 요부 안정화운동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한 운동 프로그램과 요부 근력강화운동만 적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요추부 다열근 단면적, 정적

자세조절, 요부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요부 안정화운동을 병행한 운동 프로그램이 요추부 

다열근 단면적 증가, 정적자세조절력 향상, 요부통증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알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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