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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환자에서 앉은 자세가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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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spinal stability system with and without

low back pain. There were 9 participants with low back pain and 9 asymptomatic subjects to be re-

cruited, they were measured thoracic and lumbar curvature, trunk muscle activation in upright sitting

postures and slump sitting, back muscle endurance, and lumbar proprioception. Spinal curvature and sur-

face electromyography of 4 trunk muscles were measured in an upright sitting postures and slump sitting

in 18 subjects.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spinal curvature (p<.05), significantly higher external oblique activity and less internal oblique in the low

back pain group than the healthy subjects (p<.05), and significantly less proprioception in the low back

pain group (p<.05). Bu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unk muscle endurance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low back pain group had greater thoracic extension and higher global

muscle activity in the upright sitting posture and less proprioception. This study was useful to suggest

postural training for normal muscle activation, selective muscle strengthening to prevent chronic deterio-

ration, and helpful in making a treatment plan to indicate a synthetic care method that includes increasing

proprio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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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통 환자의 만성화는 척추 주변 근력의 약화와 체

간 연부조직 손상, 체간 근 지구력의 감소, 추간판의 퇴

행성 변화 등으로 인하여 척추의 불안정이 유발되기 때

문에 발생한다(Gill과 Callaghan, 1998). 이러한 척추 불

안정 상태가 지속되면 체간 구조물의 반복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척추 주변 근육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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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감소와 근 위축 양상을 보여 요통을 악화시키게

된다(Deyo 등, 1990; O'Sullivan 등, 1997).

체간 근 활성화 양상이 척추의 능동적(active)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의 요통 관련 문헌들

은 요통 환자들의 자세를 유지하는 근 활성화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Dankaerts 등, 2006; O'sullivan 등,

2002; Solomonow 등, 2003). 요통 환자들의 자세나 근

활성화와 같은 행동적 반응(postural reaction)은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반응일 수도 있고, 만성으로 발전하게 되

는 악순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Bergmark, 1989). 근육

의 지속적인 수축 능력인 근지구력은 척추의 수동적

(passive)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Goel 등, 1993;

Panjabi, 1992; Stevenson 등, 2001) 체간 근육의 근지

구력의 감소는 새로운 요통 증상의 발현을 예측하는 데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laranta 등,

1995; Rissanen 등, 2002).

고유수용성 감각은 자세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수적

인 신경적 요소로 모든 손상된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이

나 재손상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Panjabi, 1992). 또한 요통으로 인한 근육 기능저하

나 통증, 골격과 인대의 손상은 고유수용성 감각에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 고유수용성 감각의 손

상은 움직임의 질을 감소시켜 요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Forwell과 Carnahan, 1996; Gill과

Callaghan, 1998; Heikkilä와 Wenngren, 1998; Main과

Watson, 1999; O'sullivan, 2003).

O'sullivan 등(2006b)은 앉은 자세를 분류하여 체간

근 활성화를 측정한 결과, 유사한 앉은 자세에서도 척

추의 만곡 차이에 의해 대근육군과 소근육군의 활성화

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척추 만곡을 해석하여 요통

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상인

을 대상으로 자세에 따른 만곡을 평가하는 연구는 있었

지만 정상인과 요통 환자의 자세에 따른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 양상을 비교한 연구 사례가 부족하다.

또한 요통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낮은 체간 근지구력을

보이고 이러한 체간 근지구력의 약화는 수동적 안정성

을 약화시켜 요통과 잠재적인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O'sullivan 등, 2006a; Sung, 2003;

Süüden 등, 2008), 요통 환자가 정상인보다 체간 근지

구력의 약화를 보이지 않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Gibbons 등, 1997; Kujala 등, 1996; Stevenson 등,

2001), 요통 발생에 있어 체간 근지구력의 영향을 보이

지 않은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Kujala 등, 1996;

Latikka 등, 1995), 현재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

유수용성 감각 또한 요통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

로 보고 되었지만 측정 방법들과 연구 대상에 따라 정

상인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보고되었다

(Descarreux 등, 2005; Newcomer 등, 2000).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요통환자와 정상인을 통해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 및 체간 근지구력과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

나, 정상인과 요통 환자군으로 나누어 요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요통환자와 정상

인에서 척추 만곡에 따른 체간에서의 근 활성화를 비교

하고, 체간 근지구력과 요부의 고유수용성감각을 통해

요통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요통의 객관적 평가와 치료

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정상인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총 9

명과, 요통 환자에서는 남성 6명, 여성 3명 총 9명으로,

평균 연령은 정상인 32.0세, 요통 환자 37.9세로 나타났

다. 평균 신장은 정상인이 173.2 ㎝, 요통 환자가 173.4

㎝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정상인 62.2 ㎏, 요통 환자

67.2 ㎏이었다. 요통 환자의 시각상사척도는 평균 4.2,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는 평균 18.3을 기록하였다(표 1).

요통 환자의 경우, 요통 외 신체의 질병이 없는 3개

월 이상의 만성 요통 환자로 척추의 기립이나 굴곡, 신

전에 있어 통증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이 없어야 하

고, 척추의 질병이나 수술적 치료 경험이 있는 자는 실

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상인은 최근 2년간 요통 경

험이 없는 자로 선정하였고, 정상인과 요통 환자 모두

에서 피부의 외상이나 심한 통증으로 인해 실험에 영향

을 미치는 자는 실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척추 만곡, 체간 근 활성화, 체간 근

지구력, 고유수용성감각의 요소들을 측정하였다. 측정

순서는 앉은 자세에서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를

동시에 측정하고, 고유수용성감각을 측정한 후, 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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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n1=9) 요통환자(n2=9)

성별(남/여) 6/3 6/3

나이(세) 32.0±5.4a 37.9±11.0

키(㎝) 173.2±8.100 173.4±6.5

몸무게(㎏) 62.2±10.7 67.2±14.7

시각상사척도 4.2±1.4

오스웨스트리장애지수 18.3±9.9
a
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

그림 2. Dualer IQTM 디지털 경사계.그림 1. 척추만곡 측정 부위 및 각도.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10분간 휴식 후 체간 근

지구력을 측정하였다.

가. 척추 만곡 측정2)

척추 만곡의 측정은 Dualer IQTM 디지털 경사계
1)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디지털 경사계는 매 측정 전 영

점을 조절하였다. 척추 각도는 앉은 상태를 이완된 자

세와 기립된 자세로 구분하여 각 자세별로 흉추와 요추

각도를 측정하였다. 각도 측정위치는 경추 7번, 흉추 12

번, 천추 1번으로 흉추부는 경추 7번과 흉추 12번 사이

의 각도를, 요추부는 흉추 12번과 천추 1번 사이의 각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위치는 마커로 표시하였고, 측정

시 디지털 경사계의 고정부는 흉추 12번에 스트랩을 이

용하여 고정시킨 후, 동작부는 경추 7번과 천추 1번의

마커의 중앙에 위치시켜 흉추부와 요추부의 각도를 측

정하였다. 척추 만곡 측정 방법은 신뢰도(ICC[1,1]=.93)

가 높고(Greig 등, 2008), 정확도(accuracy)가 ±1˚인

Dualer IQTM의 기본 측정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척추 각도의 변화량은 흉추와 요추의 이완된 자세에서

의 각도와 기립된 자세에서의 각도 사이의 차이를 계산

하여 각각 흉추변화량과 요추변화량으로 확정하였다

(O'sullivan 등, 2002; 2006b).

나. 체간 근 활성화 측정3)

요부다열근(lumbar multifidus; LM)은 요추 5번 높

이, 후상장골극과 요추 1, 2번 극돌기 사이 공간을 잇는

선과 평행한 위치, 흉부기립근(thoracic erector spinae;

TES)은 흉추 9번 극돌기에서 5 ㎝ 외측, 외복사근

(external oblique; EO)은 흉곽 우리 최하부의 늑골 끝

과 반대쪽의 두덩뼈결절을 잇는 선 위, 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IO)은 전상장골극의 1 ㎝ 내측에 부

착하였다(O'sullivan 등, 2006b).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상자는 지지할 곳이 없는

의자에 고관절과 슬관절이 90˚가 되도록 앉는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체간의 옆에 위치

시킨다. 시선은 눈높이에서 1.5 m 전방을 향하게 한다.

이완된 자세를 수행하기 위해 대상자는 체간의 근육에

서 힘을 뺀 상태로 30초간 유지한다. 대상자는 약 30초

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 다시 기립된 자세를 수행한다.

기립된 자세는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가 스스로

기립된 자세를 수행하고 30초간 유지한다. 동작 수행동

안 Telemyo 2400 G2 Telemetry EMG system2)를 통

하여 근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1000 ㎐ 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은 10～

500 ㎐로 하였다. 체간의 심장 박동 전기 신호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ECG 필터를 사용하였고 각 근

1) Dualer IQTM digital inclinometer, J-TECH medical, Salt Lake City, UT, U.S.A.

2) Telemyo 2400 G2 Telemetry EMG system, Noraxon Inc., Arizon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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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별 근전도 신호는 최대 자발적 수축(maximum vol-

untary contraction; MVC)을 이용한 %값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하였다(O'sullivan 등, 2002). 이 모든 과

정은 Myoresearch XP Master edition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처리하였다.

다. 근지구력 측정

근지구력 측정은 1분 동안의 수정된 소렌슨 평가

(1-minute modified Sorenson test)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O'sullivan 등, 1997; Sung, 2003). 대상자의 동기 부

여나 개인의 노력 차이에 의한 제한점을 최소화하기 위

해 1분 동안의 소렌슨 평가를 하면서 근전도 측정을 통

해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Sung, 2003; Süüden 등,

2008). 대상자는 근지구력의 피로도 주파수 분석을 위하

여 요부다열근에 전극을 부착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대

상자는 상체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테이블에 엎드린 상태

로 하지를 고정한다.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대상자는 상

체를 수평에서 10˚ 이상 들고 1분간 유지한다. 주파수

분석은 1초 구간마다 중앙주파수를 측정하여 1분 동안의

중앙주파수 기울기를 구하였다(Coorevits 등, 2008).

라. 고유수용성감각 측정

고유수용성감각은 일반적으로 시각 되먹임(visual

feedback)에 따른 동작 수행(Descarreaux 등, 2005; Gill

등, 1998)을 이용하거나, 자세재현방법을 통한 오차를

이용하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Maffey-Ward 등,

1996; Newcomer 등, 2000; 2001; O'sullivan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Dualer IQTM 디지털 경사계를 이용하

여 자세재현방법을 통한 오차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시각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

지할 곳이 없는 의자에 앉아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이

90˚로 유지된 상태로 중립 자세를 취하고, 실험자에 의

해 수동적으로 목표 각도까지 3회 굴곡하였다. 실험자

는 대상자를 처음의 중립 자세를 취하게 하고 경사계에

측정된 목표 각도까지 굴곡하도록 지시한다. 대상자가

취한 자세의 각도를 측정하여 자세 재현의 오차를 결정

하고, 총 5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O'sullivan

등, 2003). 목표 각도는 피부의 신장으로 인한 측정 기

구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40˚ 사이의 범위

에서 수행하였다(Swinkels와 Dolan, 1998).

3. 분석방법

대상자 그룹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자세별 척추 만곡의 변화는 각

그룹별 변화량을 윌콕슨 쌍대검정(Wilcoxon rank tes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세별 체간 근 활성화의 비

교와 그룹 사이의 체간 근지구력 및 요추부 고유수용성

감각의 비교는 만 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

test)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정상인과 요통 환자의 자세 변화에 따른 척

추 각도의 변화량 비교

개체 내 자세에 따른 척추 만곡을 비교한 결과, 정상

인은 흉추 각도에서 이완 시 21.10˚와 기립 시 9.00˚, 요

추 각도에서 이완 시 13.60˚와 기립 시 -4.00˚를 기록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 요통 환자는 흉추 각

도에서 이완 시 22.30˚와 기립 시 7.60˚, 요추 각도에서

이완 시 12.00˚와 기립 시 -5.30˚를 기록하여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개체 간 자세에 따른 척추 만곡을 비교한 결과, 이완

자세에서 흉추 각도는 정상인 21.10˚와 요통 환자 22.30

˚, 요추 각도는 정상인 13.60˚와 요통 환자 12.00˚를 기

록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기립 자세에서 흉추 각

도는 정상인 9.00˚와 요통 환자 7.60˚, 요추 각도는 정상

인 -4.00˚와 요통 환자 -5.30˚를 기록하여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그림 3, 4). 개체 간 척추 만곡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자세별 요추각도변화량

17.60˚와 흉추각도변화량 12.10˚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요통 환자의 요추각도변

화량 17.30˚와 흉추각도변화량 14.80˚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정상인과 요통 환자의 자세 변화에 따른

근 활성화 비교

개체 내 자세의 변화에 따른 근 활성화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정상인의 경우 요부다열근은 이완 시 12.72

와 기립 시 28.34, 흉부기립근은 이완 시 19.54와 기립

시 35.80, 외복사근은 이완 시 7.91와 기립 시 23.57, 내

복사근은 이완 시 15.08과 기립 시 35.99로 이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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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 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요통 환자의 경우

요부다열근은 이완 시 8.54와 기립 시 28.86, 흉부기립

근은 이완 시 12.82과 기립 시 32.20, 외복사근은 이완

시 8.16와 기립 시 25.36, 내복사근은 이완 시 10.39와

기립 시 23.87으로 이완에 비해 기립 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p<.05).

개체 간 자세에 따른 근 활성화를 비교한 결과, 이완

자세에서 요부다열근은 정상인 12.72과 요통 환자 8.54,

흉부기립근은 정상인 19.54와 요통 환자 12.82, 외복사

근은 정상인 7.91와 요통 환자 8.16, 내복사근은 정상인

15.08과 요통 환자 10.39를 기록하여 요통 환자와 정상

인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립 자세에서 요부다열

근은 정상인 28.86와 요통 환자 35.80, 흉부기립근은 정

상인 35.80과 요통 환자 32.20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외복사근은 정상인 23.57와 요통 환자 25.36으로 요

통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큰 수치를 보였고,

내복사근은 정상인 35.99과 요통 환자 23.87으로 정상인

이 요통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큰 수치를 보였다

(p<.05)(그림 5, 6).

3. 정상인과 요통 환자의 근지구력과 고유수

용성 감각 비교

중앙주파수 회귀 직선은 요통 환자의 경우 기울기

-.31, 정상인 -.19을 기록하여 요통 환자가 더 가파른 기

울기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7).

요통 환자와 정상인 사이의 고유수용성감각 측정을

위한 척추 각도 오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5). 요통 환자(평균 4.00˚)는 정상인(평균 1.90˚)

에 비하여 자세 재현 시 유의하게 큰 각도의 오차를 보

였다(그림 8).

Ⅳ. 고찰

본 연구는 요통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척추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앉은 자세

별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 체간 근지구력, 고유수

용성감각을 측정하였다.

자세에 따른 척추 만곡은 경추 7번과 흉추 12번이

이루는 각도를 흉추부 척추 만곡으로, 흉추 12번과 천

추 1번이 이루는 각도를 요추부 척추 만곡으로 측정하

였고, 척추 각도의 변화량은 흉추와 요추의 이완된 자

세에서의 각도와 기립된 자세에서의 각도 사이의 차이

를 계산하여 각각 흉추변화량과 요추변화량으로 확정하

였다(O'sullivan 등, 2002; 2006b).

O'sullivan 등(2006b)에 따르면 흉추기립근, 요부다열

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의 네개의 체간 근육이 앉은 자

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세에 따라 다른 활성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근

육들의 자세에 따른 근 활성화를 측정 비교하였다.

체간 근지구력은 자세 유지 시간을 척도로 측정한

연구들의 경우 동기 부여와 환자의 노력에 따라 근지구

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고 하

였다(O'sullivan 등, 2006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지

구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중앙주파수 분석을 통

한 근 피로도 양상을 근지구력의 척도로 비교하였다.

Newcomer 등(2000)은 척추의 고유수용성감각 측정

시 앉은 자세가 선 자세에 비해 하지의 영향과 전정기

관의 관련성을 최소화시키고 기능적으로도 측정에 적합

하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의 자세 재현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체간의 고유수용성감각

의 측정은 자세재현방법을 통해 측정하였고, 외부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의한 상태에서 시각적인 자극

을 차단하고 진행하였다(Maffey-Ward 등, 1996;

Newcomer 등, 2000; 2001; O'sullivan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완된 자세와 기립된 자세에서 흉추

부와 요추부의 각도는 개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arivière 등(2000)은 척추 만곡의 평가에 있어 생체 역

학적으로 7˚ 이내의 차이는 유의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고 하였다. 또한 Farfan(1995)은 요추 인대가 일반적인

길이에서 최대까지 늘어나는 것을 3˚에서 4˚로 추정하였

다. 따라서 인대의 파열이나, 골격의 구조적인 변형이

생기지 않은 만성 요통의 경우 만곡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되었다(Larivière 등, 2000).

Bergmark(1989)는 척추의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을

기능과 위치에 따라 대근육군과 소근육군으로 분류하

고, 기시부와 정지부가 척추의 각 분절에 위치하는 단

분절성인 소근육군은 자세 유지와 낮은 부하에서의 안

정성, 기시부와 정지부가 골반과 흉곽에 위치하는 다분

절성인 대근육군은 운동성과 높은 부하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O'sullivan 등(2002)은 정상인을 대

상으로 이완된 앉은 자세와 기립된 앉은 자세에서 체간

근육의 근활성화 패턴을 비교한 결과 내복사근, 요부다

열근, 흉부기립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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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ullivan 등(2006b)은 정상인 22명을 대상으로 흉추와

요추부 기립자세에 따른 근 활성화 패턴을 연구한 결과

흉추부 기립 시 요추부 기립자세에 비해 흉추부 신전의

증가와 요추부 신전의 감소, 골반의 후방경사를 보였고,

흉부기립근과 외복사근에서 근 활성화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완된 자세에서는 개체 간에 체

간 근 활성화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립

된 자세에서는 외복사근에서 요통 환자가 정상인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5), 내복사근에서는 요통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또

한 척추 만곡도 정상인은 이완된 자세에서 기립 시 요

추각도 변화량이 흉추각도 변화량에 비해 유의하게 증

가하였으나(p<.05) 요통 환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이 요통환자에 비해 요추각

도 변화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흉추부

보다 요추부를 통하여 기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O'sullivan 등(2006b)은 요추부를 흉추부보다 더 기립하

여 앉을 경우, 소근육군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대근육군

의 활성화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요통 환자군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협조근의 사용시 흉추부를 통하

여 대근육군을 이용한 근 수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O'sullivan 등(2006b)은 흉추부 기립 앉은 자세는

대근육군에 의하여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근육

군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되는 요추부 기립 앉은 자세보

다 요통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근육군은 높은

부하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낮은 부하에서의 자세

유지에는 적합하지 않다(Bergmark, 1989). 흉추부 기립

은 적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여 자세를 유지하는 비

효율적인 근 활성화를 보이고, 요추부 기립에 비하여

추간판과 인대에 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Goel 등,

1993),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좌상이나 동통의

원인이 된다(Cholewicki와 McGill, 1996). 소근육군이

대근육군에 비해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지만

(Bergmark, 1989; Cholewicki와 McGill, 1996), 수의적

으로 근육군을 선택하여 활성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척추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요통

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근육군의 활성화가 증

가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요통 환자군에서 체간 신전

근의 근지구력을 비교하였다. 근전도를 이용하여 피로도

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주파수 분석을 한 결과 요통 환

자군과 정상인 모두 기울기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요통과

근지구력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으나(O'sullivan 등,

2005; Sung, 2003; Süüden 등, 2008), Hamberg-van

Reenen 등(2007)은 12편의 논문을 통해 체간 근지구력

과 요통 사이의 연관성을 재검토한 결과, 체간 근지구력

과 요통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reau 등(2001)이 6가지 체간 근지구력 시험 방법을

재검토한 연구에서 동기 부여의 영향과 대상자의 노력

이 근지구력에 제한 요소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Sung(2003)은 요통 환자와 정상인 사이의

체간 근지구력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요통 환자가 정

상인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체간 근지구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O'sullivan 등(2006a)은 산업 인력을 대상

으로 배부 근육의 근지구력과 앉은 자세를 평가한 결과

요통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낮았

고, 일상적인 앉은 자세에서 큰 골반의 후방회전 각도를

보이며 요추의 자세가 수동적 구조에 의지하여 끝범위

에 위치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요통 환자가 정상인

에 비해 체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소근육군들의 비

활성화로 근 지구력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보고되었다

(Bergmark, 1989; O'sullivan 등, 2005; Sung, 2003). 요

통 환자의 경우 근지구력의 감소로 인하여 부하가 증가

할 경우 손상의 정도나 통증의 발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

을 고려하여 연구해야할 것이다.

Gill과 Callaghan(1998)은 자세 재현 방법을 이용하여

요통 환자와 정상인 사이의 선 자세와 4점 무릎

(4-point kneeling) 자세에서 고유수용성감각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O'sullivan 등(2003)은 정상인

과 요추 분절 불안정성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앉은 상태에서 자세재현 수행을 통해 척추 각도의 오차

를 비교한 결과 정상인보다 요통 환자의 고유수용성감

각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고유수용

성감각은 앉은 상태에서 자세 재현을 통한 오차각도를

측정하였고, 정상인은 2.0˚, 요통 환자는 3.9˚ 오차를 보

여 개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Heikkila와 Wenngren(1998)은 체간근육의 기능저하가

비정상적인 구심성 감각 전달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Bergmark(1989)는 중립자세에서 고유수용성감각은 일

차적으로 근육의 구심성 신경 섬유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러한 자세감각은 단일 분절 근육이 여러 분절에 이어

진 근육에 비해 근방추의 비중이 2배에서 6배에 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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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일 분절 근육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제공된다

고 하였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요부 부척추근(lumbar

paraspinal muscle)의 운동성과 방어적인 움직임은 운

동 조절이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Main과 Watson, 1999; Maffey-Ward 등, 1996). 역동

적인 움직임에서의 깊은 체성척추통증(deep somatic

spinal pain)은 비정상적인 주동-길항근 활동으로 인하

여 협응 능력의 이상을 야기시키며(Graven-Nielsen 등,

2000), 운동감각 검사 시 자세재현의 오차는 요부다열

근과 같은 소근육군의 통증에 대한 억제로 나타나는 것

이라고 하였다(Danneels 등, 2000).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들은 요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종합적으로 요소들을 평가하

여 요통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가 적고, 이차적인 만성

화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 방법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van Dieën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요통 환자와 정상

인을 비교한 결과 요통으로 인해 기립된 앉은 자세에서

외복사근의 활성화가 컸으며 내복사근의 활성화는 작게

나타나고, 고유수용성 감각은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요통의 예방, 치료의 방향이나 악화 요인 제거를

위한 자세, 훈련 대상 근육, 신경 요소 증진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만으로 요통의 발생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발생 과정과 원인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요소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추적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

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 자세교정과 체간 근지구

력이나 근육의 수축력 증가 또는 고유수용성감각의 회

복과 같은 모든 요소들의 밀접한 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보다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요통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앉은 자

세에 따른 척추 만곡과 체간 근 활성화를 평가하고 체

간 근지구력과 고유수용성감각을 비교하였다. 요통 환

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앉은 자세에 따라 흉추부와 요추

부의 만곡에는 차이가 없었고, 기립된 앉은 자세에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의 체간 근 활성화의 차이를 보였

다. 또한 체간 근지구력은 요통 환자와 정상인간에 차

이가 없었으나 요통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짐을 보였다. 앞으로 요통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소근육군의 근육 강화와 고유수용성감각의 훈

련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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