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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론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안

고 살아오게 된 요통은 많은 만성 질환 중

노동력 상실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Anderson, 1981). 이것은 주로 요부 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여 나타나며 직

업적 특성, 활동 형태, 자세의 변화, 비만 및

임신 등에 의한 전체적 원인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김선엽과 김광수, 1998; 노약우 등,

1985; Frymoyer 등, 1985).

요통은 신경근계 증상의 하나로 전 인구의

약 70∼80%에서 1회 혹은 2회 이상의 요통

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며, 요통 환자 중

80%는 뚜렷한 임상 진단을 내릴 수 없다

(Grabiner , 1990). 요통의 증상으로는 지각이

상, 하지로의 방사통, 휴식 또는 운동하는 기

간 동안의 통증, 근력과 관절가동범위의 저

하, 좌·우 양측의 비대칭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재학, 1987). 요통이 발생하면 환자자신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이며, 활동능력과 노동력

이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많은 만성 질환들

중에서도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주는 원인

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통은 성별의 관계없이

보편화되어지면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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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형외과학회, 1986).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균형 유지에 장애가 있다면

그로 인한 위험성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요통 환자들도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감각 입력과 운동 출력의 생리학적 기

전에 손상을 받게 될 수 있다(Alexander와

LaPier , 1998).

대개 급성 요통인 경우에는 약 80%의 환

자가 3일에서 3주만에 회복되는데(Cailliet ,

1988), 석세일(1986)은 요통 환자 중 3개월

이하의 급성 환자는 17.7% 정도이며, 3개월

이상 내지 1년 이상의 만성 환자가 82.3% 정

도 된다고 하였다. 만성 요통이란 뚜렷한 요

통의 유발요인이 없어졌거나 감소되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요통이 3∼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요통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

속되게 되면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작

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통을 더욱 악화시키

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요통치료는 만성 요

통으로 발전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

적을 두어야 한다(문재호, 1990).

요통의 원인은 크게 정신적인 요인과 기질

적인 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기질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 구조 및 주위 지지조직

의 병적 상태 및 병변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

분이며 정신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생활의 발

달로 인한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김명훈, 1985). 보행은 적절하게 우리의 몸을

이동시켜주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위

해서는 적절한 하지 체중 지지율이 필요하게

되는데 편마비 환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권혜정 등, 1992) 이들의 하지 체중지지는

환측과 건측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마비 환자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결

과들이 요통 환자들의 체중지지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

게 되었다. Gill과 Callaghan (1998)은 요추부

의 고유수용성 감각이 비요통군에 비해 요통

환자들이 더 떨어진다고 하였다. 고유수용성

감각의 손상은 어떤 자극에 대한 적절치 못

한 신체 방어 기전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 요

통의 재발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추

부의 통증과 부적절한 고유수용성 감각의 수

준은 양하지로 가해지는 체중 부하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본 연구는 요통과 관련된 다른 인자를 배

제한 상태에서 요통군과 비요통군 간의 양하

지간의 체중부하에 차이가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요통 환자의 발병 특성과 요통정도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Ⅱ . 연 구방법

1 . 연 구 대 상 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요통군 51명, 비요통

군 31명 총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

통군은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7개의 의료

기관에서 현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요통군은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과거 요

통을 경험하지 않았고, 현재도 요통 증상이

없는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

였다.

요통군은 요통 질환 이외에 좌·우측의 체

중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을 가

진 대상자는,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

이라 사료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 연 구 방 법

본 연구는 요통군과 비요통군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연구

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조사지와 Oswestry 요

통 조사지를 사용하였다. 조사 내용에는 요통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발병 특성으로 진단

명, 수술 여부, 통증 발생 부위, 전이통 발생

상태, VAS (Visual Analog Scale) 척도를 이

용한 요통 강도(최소 0점, 최대 10점) 평가가

포함되며, Oswestry 요통 기능장애 평가 도

구는 요통의 강도, 자기 관리, 물건 들기,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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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앉기, 바로 서기, 수면, 성생활, 사회 활동,

여행 혹은 외출의 총 10가지 세부항목으로 구

분되어 있다.

연구 방법은 요통군인 경우 체중지지 상태

와 Osw estry 요통평가를 실시하였고, 비요통

군인 경우 체중지지 상태만을 측정하였다.

요통군은 2주 동안 조사대상 의료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담당 물리치료사에

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환자들에게 먼저 자기기입식 조사지를 작성

하게 한 후, 연구자들이 직접 양하지 체중을

측정하였다. 체중 측정방법은 편평한 바닥에

체중계(복정 제형(주), Model 1703) 2개를 나

란히 놓고 양하지를 각각 체중계 위에 올려

놓게 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대상자가 체중계

에 올라가기 전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체중계 위에

올라 선후 대상자에게 두 눈은 수평면 위의

한 지점을 향하게 하고 두 팔은 체간의 양옆

에 편안히 위치하게 하였다. 대상자가 체중계

에 올라간 후 양측 체중의 수치가 고정될 때

의 수치를 각각 오른쪽과 왼쪽의 수치로 선

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 실시

하여 그 평균값을 측정값으로 결정하였다. 각

측정 시마다 체중계의 영점 조정을 다시 한

후 측정하였다.

그 다음 Oswestry 요통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대상자에게 평가의 목적을 설명한 후 솔

직한 응답을 부탁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응답 문항 중 가장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항에 표

시하도록 하였다. 이 평가는 요통이 일상생활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각 세부 항목은 증상에 따라

6점 척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0점(장애가 거

의 없는 상태)에서 5점(요통으로 인해 장애가

심한 상태)까지의 점수가 배당되어 있다. 10

문항의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대 50점까지

로 되어있으며, 총점의 계산은 (각 문항의 점

수의 합/ 조사된 문항수×5)×100으로 계산하

여 %로 그 결과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결과

의 해석은 %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에

지장을 적게 받음을, 점수가 높을수록 지장이

많음을 의미한다. 10개 세부 항목 중 응답을

거부하는 항목을 총점 계산 시에 참고하여

점수를 환산하였다.

비요통군의 조사는 요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요통군에서 양하

지 체중지지를 평가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순서대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3 . 분 석 방 법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는 부호화 한 후

SPSS/ Win (Version 8.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발병 특

성은 기술(descriptive)분석을 이용하였고, 요

통군과 비요통군간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

(crosstab) 분석과 t - test를 실시하였다. 두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요통군 비요통군 χ2 ,t p

성별 남자(%)

여자(%)

계(%)

22(43.1)

29(56.9)

51(62.2)

11(35.5)

20(64.5)

31(37.8)

.470 .493

연령

신장

체중

42.92 13.88

162.39 7.67

60.83 9.13

35.39 13.79

162.94 7.92

50.60 7.07

2.389

- .307

1.162

.019

.75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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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에 양하지 체중 차이와 요통군의 요통

강도(VAS)와 Oswestry 요통 점수를 비교하

기 위해 t - 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인 검

증을 위해 유의수준을 .05로 선정하였다.

III . 결과

1 . 연 구 대 상 자 의 일 반 적 인 특 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분포

는 요통군의 경우 전체 51명(62.2%) 중 남자

가 22명(43.1%), 여자는 29명(56.9%)이었고,

평균 연령은 42.9세였고, 평균 신장은 162.4

㎝, 평균 체중은 60.8 ㎏이었다.

비요통군은 전체 31명 중 남자가 11명(35.5

%), 여자는 20명(64.5%)이었고, 평균 연령은

35.4세, 평균 신장은 162.9 ㎝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58.6 ㎏이었다(표 1). 두 군간에 성별

인원수의 차이와 평균 신장 그리고 평균 체

중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없었으나(p> .05),

평균 연령은 요통군이 더 많았다(p< .05).

2 . 요 통 군 의 발 병 특 성

요통군의 발병 특성으로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가 30명(58.8%)으로 가장 많았

고, 그 중 남자는 12명(54.5%), 여자가 18명

(62.1%)이었고, 그 다음이 염좌(29.4%)였다.

그 외에 척추간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등이

있었다. 성별간에 진단명의 차이는 없었다

(p> .05).

요통에 대한 수술 여부는 수술을 하지 않

은 경우가 45명(88.2%)으로 수술을 한 경우

(11.8 %)보다 더 많았다. 통증 발생 부위는

허리 중앙부가 전체 대상자 중 25명(49.0%)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자의 경우는

오른쪽 허리(22.7%)가, 여자의 경우는 왼쪽

표 2. 요통군의 발병 특성 단위: 명(%)

변수 구분 남자 여자 계 χ2 p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염좌

척추관협착증

퇴행성척추염

기타

12(54.5)

8(36.4)

1( 4.5)

1( 4.5)

·

18(62.1)

7(24.1)

·

·

4(13.8)

30( 58.8)

15( 29.4)

1( 2.0)

1( 2.0)

4( 7.8)

6.427 .169

수술여부 예

아니오

3(13.6)

19(86.4)

3(10.3)

26(89.7)

6( 11.8)

45( 88.2)
.131 .178

통증발생부위 허리 오른쪽

허리 왼쪽

허리 중앙부

기타

5(22.7)

3(13.6)

10(45.5)

4(18.2)

3(10.3)

7(24.1)

15(51.7)

4(13.8)

8( 15.7)

10( 19.6)

25( 49.0)

8( 15.7)

2.180 .536

전이통

발생상태

아니오

한쪽다리로

양쪽다리로

4(18.2)

11(50.0)

7(31.8)

6(20.7)

18(62.1)

5(17.2)

10( 19.6)

29( 56.9)

12( 23.5)

1.490 .475

계 22(43.1) 29(56.9) 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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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24.1%)로 나타났다. 전이통이 발생된 경

우는 요통군 전체에서 총 41명(80.4%)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이통이 한쪽다리에만 나타

난 경우는 남자의 경우 11명(50.0%), 여자 중

18명(62.1%)으로 총 29명(56.9%)이었다. 양쪽

다리 모두에 나타나는 경우도 요통군 전체에

서 12명(23.5%)으로 나타났다(표 2). 모든 발

병 특성과 성별간에 통계학적으로 어떤 관련

성도 나타나지는 않았다(p> .05)

3 . 요 통 군 과 비 요 통 군 간 의 양 하 지 체 중

지 지 차 이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의 양하지 체중지지

차이는 요통군은 6.0 ㎏이, 비요통군은 4.5 ㎏

으로 나타났으나(표 3), 요통군이 비요통군에

서보다 약 1.5 ㎏정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그

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

4. 요통 군 의 요 통 특 성

요통군의 요통 특성 중 VAS 평가도구로

측정한 요통 강도는 남자의 경우 6.68±1.55,

여자는 7.79±0.86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통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01).

요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수준(Oswestry

요통평가)을 조사한 결과, 요통 강도, 자기

관리, 물건 들기, 걷기, 앉기, 바로 서기, 수면

상태, 성생활, 사회활동, 여행의 10가지 세부

항목에 총점 평균은 남자가 41.26%이었고,

여자는 47.78%로, 여자가 남자보다 요통으로

인한 장애가 더 심함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5),(표

4). 세부 항목을 비교해 보면, 요통군 전체에

서 가장 큰 장애가 나타난 것이 물건 들기였

고, 그 다음이 사회활동하기, 앉기 동작 순이

었다. 남자의 경우는 가장 장애가 큰 항목이

앉기 동작이었고, 그 다음이 물건 들기, 사회

활동하기 순 이었으며, 여자는 물건 들기와

사회활동하기가 가장 큰 장애를 보였고, 그

다음이 바로 서기 항목이었다. 남녀간에 장애

정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 .05).

IV . 고찰

척추의 생체역학이 밝혀짐에 따라 요통의

치료에도 많은 향상이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문봉, 1995).

처음 요통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안정만 취하고 지나쳐버

리는 것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승주, 1991). Hides 등(1996)은 요통 증상

의 원인이 되는 다열근 손상의 회복은 자연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국소부

위의 안정성 결여는 요통의 재발율을 높이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요통의 재

활치료는 초기에는 통증제거를 목적으로 하

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후유 장애를 최

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게

된다(정문봉, 1995). 요통을 예방하고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는 일상생활 자세와 동작에 대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악화 및

재발을 방지하는 교육을 통해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Deyo, 1983; Hall, 1983).

요통의 주요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탈

출된 추간판에 의한 신경근의 압박으로 요통

과 더불어 하지로의 방사통이 유발된다고 알

려져 있고, 이학적 검사시에 하지 직거상, 관

절가동범위 제한, 근력의 약화, 감각의 이상,

표 3.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의 양하지 체중지지의 차이

요통군 비요통군 t p

양하지 체중차이* 6.038 6.318 4.526 3.827 1.203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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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건반사 소실 등을 보인다(남용현 등,

1992). 병변의 위치를 보면 제 4∼5 요추간,

요천추간, 제 3∼4 요추간의 순서로 많은 빈

도를 차지한다는 보고들이 있다(김휘택 등,

1987; 양대동 등, 1991; 조덕연 등, 1992; 최

원식 등, 1992).

요통이 양측에서 발생되었을 때 보행속도

가 느리고 보폭이 짧아지며, 요통이 한쪽부위

에 있을 경우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건강

한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는 연구가 있다(주정화, 1967). 또한 권혜정

등(1992)은 편마비 환자에서 하지체중 지지율

을 보면 바로선 자세에서 환측과 건측의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환측에 4

0∼49%의 체중지지율을 나타냈고, 건측에서

50∼59%의 체중지지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건측이 1 step 나간 자세와 환측이 1 step 나

간 자세에서의 평균지지율에 있어서는 환측

이 1 step 나간 자세에서의 환측과 건측의

지지율의 차이보다 건측이 1 step 나간 자세

에서의 환측과 건측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역시 보행 시에도 건측

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편마비 환자의 경우는 양하

지 체중지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Alexander와 LaPier (1998)는 편측성 요통

환자군 15명과 비요통 환자군 15명을 대상으

로 컴퓨터를 이용한 균형 측정 장비를 이용

한 정적 균형 상태와 양측 체중지지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눈을 감거나 뜨게 한 상

태에서 몸을 전후방, 측방으로 기울일 때 모

두 두 군간에 균형상태 및 양측 하지의 체중

지지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통 강도에 대해 VAS 측정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6∼8점 정도로 비교적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표 4 . 요통군의 요통특성

변수 남자 여자 계 t p

요통강도(VAS ) 6.68 1.55 7.79 .86 7.31±1.32 - 3.019 .005

Oswestry#

1. 통증 강도

2. 자기관리

3. 물건 들기

4. 걷기

5. 앉기

6. 바로 서기

7. 수면

8. 성생활

9. 사회활동

10. 여행

1.86 1.81

1.23 1.15

2.00 1.15

1.23 1.11

2.14 .99

1.59 1.01

.73 1.12

1.07 .96

1.95 .79

1.27 1.03

1.93 1.79

1.34 .94

2.48 1.30

1.66 1.40

2.00 1.28

2.10 1.26

1.07 1.58

1.08 .90

2.48 1.35

1.97 1.61

1.90±1.78

1.29±1.03

2.27±1.25

1.47±1.29

2.06±1.16

1.88±1.18

.92±1.40

1.07±.92

2.25±1.16

1.67±1.42

- .133

- .402

- 1.378

- 1.219

- .414

- 1.562

- .862

- .046

- 1.750

- 1.863

.895

.689

.174

.229

.681

.125

.393

.964

.087

.069

총점 평균(%) 41.23 13.74 47.78 16.88 44.97±15.80 - 1.479 .147

* Visual Analog Scale : 최소 0점, 최대 10점
# Oswestry 요통평가 도구: 최소 0점,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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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지 체중지지 차이에서는 6.038±6.318 ㎏

로 비요통군의 4.526±3.827 ㎏ 보다 약 1.5

㎏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Ⅴ . 결론

본 연구는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의 양하지

체중지지에 차이가 있는가와, 요통환자의 발

병 특성과 요통 정도가 일상생활 수행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

구는 요통군과 비요통군으로 분류한 총 82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양하지의

체중지지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체중계를 이

용하였고, 요통군의 통증 강도를 측정하기 위

한 VAS 척도와 일상생활 수행상태에 영향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Oswestry 요통조사

도구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전체 연구대상자 82명 중 요통군이 51

명, 비요통군이 31명이었다. 두 군간에

성별의 차이와 평균 신장, 평균 체중에

차이가 없었다(p> .05). 그러나 평균 연령

은 요통군이 더 높았다(p< .05).

2. 요통군의 발병 특성으로 진단명은 추간

판 탈출증인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염좌였다. 남녀간에 진단

명의 차이는 없었다(p> .05). 요통과 관련

된 수술여부는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45

명(88.2%)으로 더 많았다. 통증이 발생된

부위는 허리 중앙부가 25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허리 왼쪽 부위

였다. 통증 발생부위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p> .05). 전이통 발생 상태는 요통

군 전체에 80.4%가 나타났으며, 한쪽 다

리에만 나타난 경우가 29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간에 차이는 없었다

(p> .05).

3. 요통군과 비요통군간에 양하지 체중지지

의 차이는 요통군에서 약 6 ㎏ 차이가

있었으며, 비요통군에서는 약 4.5 ㎏ 차

이가 있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유의성

은 없었다(p> .05).

4. 요통군에 대한 검사로 VAS 척도평가를

이용해 측정한 요통 강도는 여자가 남자

보다 통증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p< .01), 요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

수준(Oswestery 요통평가)을 조사한 결

과, 여자가 남자보다 요통으로 인한 장애

가 더 심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p＞.05). 남자에서 가장 큰 장애는

앉기 동작이었으며, 그 다음이 물건 들기

였다. 여자인 경우는 물건 들기와 사회활

동에서 가장 큰 장애를 보였으며, 그 다

음이 바로 서기였다. 모든 항목에서 남·

녀간에 장애정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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