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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Related Fear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Disability

in the Patients With Nonacute Low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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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social factors appear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chronic

disability from low back pain. Fear of pain may be more disabling than the pain itself in patients with

nonacute low back p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tribution of gender, age, de-

pression and pain-related fear to pain intensity and disability in nonacute low back pain patients. This

was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 of eighty four patients who had low back pain for at least 4 weeks.

More than moderat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ain intensity, disability, fear-avoidance beliefs and

depression.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disability ratings and fear-avoidance beliefs for work activ-

itie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of pain intensity, even when controlling for age, gender

and pain duration. Also, fear-avoidance beliefs for physical activity, pain intensity, age and depress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of disability, even when controlling for gender and pain dur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isability scores and fear-avoidance beliefs for work activitie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pain intensity. They also suggest that fear-avoidance beliefs for physical activity, pain

intensity, age and depression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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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증은 매우 복잡하고 주관적인 지각 현상으로 설명

되며, 주로 신체적 손상이 있을 때 손상에 대한 적응 과

정에서 발생한다. 통증은 흔히 지속될 수 있는데, 근골격

계 손상을 받은 성인의 약 10%는 손상된 조직이 치유된

후에도 장기간 통증을 경험한다. 이런 통증은 고통스럽

고 생활을 지치게 하며, 기능적 장애를 경험하게 한다

(Waddell, 1987; 1992). 근골격계 손상 후 통증이 두려워

무조건적으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은 조기회복에 도움

이 되지 못하며, 만성적인 통증의 지속으로 발전하기 쉽

다. 지속되는 통증에는 신체적 요인은 물론 정신적, 사회

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Cassisi 등, 1993). 그러나 지

금까지 물리치료학 분야에서 근골격계 손상 후 나타나는

통증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변수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근골격계 손상 후 나타나는 통증을 예측하고 조절

하기 위해 신체적 변수 외에 정신적, 사회적 변수를 구

별하여 만성적인 통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근골격계 손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요

통이 있으며, 요통은 전체 인구의 약 70∼80%의 사람

들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

다. 요통을 가진 사람의 30%가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

고, 10%는 6주 이상의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며, 장애가

지속될수록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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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emson, 1985; Picavet와 Schouten, 2003). 요통과

장애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생태학적, 사회

적 요인 외에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inton, 2000; Pincus 등, 2002). 심리적 요인 중에는

우울, 불안, 대응전략, 두려움-회피 신념 등이 요통으로

인한 지속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Burton 등, 1995;

Gatchel 등, 1995; Lacroix 등, 1990). 특히 통증에 대한

잘못된 주관적 신념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움직임을 어렵게 하여, 기능적 활

동이 감소하고 요통이 지속된다(Vlaeyen 등, 1995).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두려움-회피 정도와 장애의

정도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er와

Linton, 2002; Fritz 등, 2001; Fritz와 George, 2002). 두

려움-회피 모델에서는 통증 그 자체 보다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임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이것으로 인

해 더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개인의 일상

적인 활동에서 회피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주로 자기 보고형 두려움-회피 신념(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설문지를 이용한다.

FABQ는 두개의 하위 영역인 신체활동영역과 업무영역

으로 나누어지며, 높은 점수일수록 두려움-회피 신념이

증가된 것을 나타낸다(Waddell 등, 1993).

한편 우울은 만성통증을 지닌 사람들이 공통으로 호

소하는 문제이다. 만성통증 환자의 30∼54%가 우울증

을 보이며(Banks와 Kerns, 1996), 우울증이 있는 만성

통증 환자는, 우울증이 없는 만성통증 환자에 비해 덜

활동적이며, 일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고, 더 큰 장애를

가진다(Keogh 등, 2006).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연구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급성기 이후 요통

환자들에서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 그리고 장애의 관

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 통증강도, 장

애를 조사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통을 1차적으로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더불어 급성 요통 후 지속되는 장애를 감

소시키기 위한 2차 예방 노력과, 이미 만성요통이 발생

한 사람들의 장애를 감소하기 위한 3차 예방 노력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요통이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통증강도 및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 요인들이 통증강도와 장애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급

성기와 만성기 요통 환자들의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

통증강도, 장애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

고, 둘째, 통증강도와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들이 통증강도와 장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상자들은 요통을 호소하며 총 4개 병원의 물리치료

실을 방문한 외래환자이었다. 4개의 병원 중 2개 병원은

서울 시내에 위치해 있었고, 2개 병원은 충북에 위치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병원이었다. 스스로 걸어 물리치

료실을 방문한 총 112명의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

였고, 그 중 요통기간이 4주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 84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추신경계 손상자, 점진적 운동

결손이 있는 자, 신경학적 원인으로 대소변 조절이 안되

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척추에 종양이 있

거나 척추가 골절된 사람도 제외하였다. 환자를 평가한

물리치료사는 총 4명으로, 임상 경험이 5년 이상된 자로

평가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은

여자 46명과 남자 38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40.6세이

었다. 평균 키는 166.6 ㎝이었으며, 평균 체중은 64.8 ㎏

이었다. 발병특징은 서서히 발병한 경우가 47명, 갑자기

발병한 경우가 37명이었다. 요통기간은 평균 38.6개월

로, 1∼3개월이 18명, 4∼11개월이 16명, 12개월 이상이

50명이었다. 요통 과거력은 없는 경우가 43명, 1회 이상

이 2명, 2회 이상이 39명이었다(표 1).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대상자들의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조사되었다. 인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키, 체중, 통증기간, 통증위치, 발

병 특징, 요통 과거력 등과, 임상적 특성으로 통증강도,

통증으로 인한 장애,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이 포함되

었다. 모든 인적 특성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통해 수집

되었으며, 임상적 특성은 물리치료사의 설명과 함께 자

기 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통증강도는 숫자로 표시된 통증 등급 척도(numeric

pain rating scale)를 통해 현재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

도인지 조사되었다. 100 ㎜ 크기의 가로선에 왼쪽 끝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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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평균±표준편차 빈도(%)

성별(여자/남자) 46(46.5)/38(38.4)

나이(세) 40.6±14.0

20∼29 24(28.6)

30∼39 26(30.9)

40∼49 8(9.5)

50∼59 16(19.1)

60∼69 10(11.9)

키(㎝) 166.6±8.8

체중(㎏) 64.8±13.0

발병 특징

서서히 발병 47(47.5)

갑자기 발병 37(37.4)

요통기간(개월) 38.6±59.0

1∼3 18(21.4)

4∼11 16(19.0)

12 이상 50(59.5)

요통 과거력

없음 43(51.2)

1회 2(2.4)

2회 이상 39(46.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4)

으로, 오른쪽 끝은 10으로 표시한 후, 10 ㎜ 간격으로 숫

자를 표시하였다. 0은 통증이 없음을, 10은 상상할 수 있

는 최대 강도의 통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숫자 등급 척도

는 이전의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

고 있다(Roach 등, 1997; Williamson과 Hoggart, 2005).

통증관련 장애 평가지는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version 2.0

(Fairbank 등, 1980)을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평가지는 주로 일상적 활동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며, 10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10개 항목에는 통증강도, 개

인 위생, 물건 들기, 걷기, 앉기, 서기, 잠자기, 성 생활,

사회적 활동,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점수

는 6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0점은 제한이 없는 경우를

그리고 5점은 최고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총

점수는 백분율로 표시되고 100%는 최대의 장애를 의미

한다(Finch 등, 1995; Grotle 등, 2003; Holm 등, 2003).

두려움-회피 신념은 두려움-회피 신념 설문지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를 한글

로 번역하여 평가되었다(Waddell 등, 1993). FABQ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지며, 두개의 하위 영역 즉 신체

활동영역과 업무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 항목은 0에서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일수록 두려움-회피

신념이 증가된 것을 나타낸다. 두려움-회피 신념에서 신

체활동영역은 1번에서 5번까지의 항목 중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점수는 0점에서 24점까지 나타낸다. 업무영

역은 6번에서 16번까지의 항목 중 7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총 점수는 0점에서 42점까지 나타낸다. 두려움-회

피 신념 설문지는 이전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바 있다(Crombez 등, 1999; Waddell 등, 1993).

우울의 정도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Korean Version을 통해 평가

하였는데(조맹제와 김계희, 1993), CES-D는 1971년 미

국 정신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에서 우울증의 지역사회 역학 조사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CES-D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 증

상을 네 단계의 수준으로 측정한다. 우울의 빈도가 일주

일 동안 1일 이하이면 0점, 1일에서 2일이면 1점, 3일에

서 4일이면 2점, 5일 이상이면 3점으로 평가한다. 총점은

0점에서 60점까지로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Eaton과 Kessler, 1981;

Roberts, 1980).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것은 조맹제와 김계

희(1993)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것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맹제와 김계희, 1993).

3. 분석방법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적 특

성인 성별, 나이, 키, 체중, 통증기간, 통증위치, 발병 특

징, 요통 과거력 등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고, 임상적 특성인 통증강도, ODI, FABQ-PA,

FABQ-Work, CES-D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범위를 구하였다. 통증강도, ODI, FABQ-PA, FABQ-

Work, CES-D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피어슨 상관계

수를 구하였다. 현재의 통증강도와 요통 관련 장애에

기여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 분석 중 단계

별 다중회귀(stepwise multiple regression)를 이용하였

다. 선형회귀분석시 성별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

를 도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독립변수 간에 다중공선

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분석을 추가하였

다. 통계적 유의수준 α=.05로 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용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4.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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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계수(β) p

단계 1

R2=.49, F=74.62, p=.000

ODIa .70 .000

단계 2

R
2
=.52, F=42.72, p=.000

ODI .58 .000

FABQ-Work
b

.22 .016

단계 3

R
2
=.54, F=30.45, p=.000

ODI .58 .000

FABQ-Work .19 .039

성별 -.14 .072
a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b
FABQ-Work: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Work, 두려움 회피 신념-업무영역.

표 4. 통증강도를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선형 회귀분석

변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통증강도(0∼10) 5.3±2.1 1∼10

ODI(%)
a

32.0±21.1 2∼90

FABQ-PA(점)
b

11.0±6.6 0∼24

FABQ-Work(점)
c

18.8±10.7 0∼42

CES-D
d

20.8±13.1 0∼51
a
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b
FABQ-PA: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Physical Activity, 두려움-회피 신념-신체활동영역.
c
FABQ-Work: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Work, 두려움 회피 신념-업무영역.
d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표 2. 대상자의 통증강도, ODI, FABQ-physical, FABQ-

work, CES-D 점수

구분 통증강도 ODI FABQ-PA FABQ-Work

ODI
a

.70*

FABQ-PAb .55* .71*

FABQ-Workc .52* .51* .59*

CES-Dd .37* .47* .45* .48*

*p<.001.
a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bFABQ-PA: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Physical Activity, 두려움-회피 신념-신체활동영역.
cFABQ-Work: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Work, 두려움 회피 신념-업무영역.
d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표 3. 통증강도, ODI, FABQ-PA, FABQ-Work, CES-D

간의 상관관계

Ⅲ. 결과

대상자의 통증강도는 평균 5.3, ODI는 평균 32%,

FABQ-PA는 평균 11점, FABQ-Work는 평균 19점, 그

리고 CES-D는 21점으로 나타났다(표2).

통증강도, ODI, FABQ-PA, FABQ-Work, CES-D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통

증강도는 ODI와 r=.70(p<.001), FABQ-PA와 r=.55

(p<.001), FABQ-Work와 r=.52(p<.001) 그리고 CES-D와

는 .37(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ODI는 FABQ-PA

와 r=.71(p<.001), FABQ-Work와 r=.51(p<.001), CES-D와

는 .47(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FABQ-PA는

FABQ-Work와 r=.59(p<.001), CES-D와는 .45(p<.001)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FABQ-Work는 CES-D와

.48(p<.001)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다중공선성 분석을 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증강도에 대한 회귀분

석을 할 수 있었다. 통증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통증기간, ODI, FABQ-PA, FABQ-Work,

CES-D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단

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제거하

고 유효한 독립변수만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통증강도를 설명하는 가장 유효한 변수는

ODI였다. 통증강도 대한 ODI의 설명력이 49%이었으

며, ODI는 통증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두 번째 단계에서 통증강도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는

ODI와 FABQ-Work이었다. 통증강도에 대한 ODI와

FABQ-Work의 설명력은 52%이었으며, FABQ-Work

는 통증강도를 추가적으로 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ODI와 FABQ-Work 둘 다 통증강도와 유의

한 관련이 있었다(p<.001, p<.05). 세 번째 단계에서 통

증강도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는 ODI, FABQ-Work,

성별이었다. 통증강도에 대한 ODI, FABQ-Work, 그리

고 성별의 설명력은 54%이었으나, 성별은 통증강도와

관련성이 없었고, ODI와 FABQ-Work만 통증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p<.05)(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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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계수(β) p

단계 1

R2=.50, F=79.39, p=.000

FABQ-PA
a

.71 .000

단계 2

R
2
=.64, F=68.81, p=.000

FABQ-PA .47 .000

통증강도 .44 .000

단계 3

R2=.68, F=53.81, p=.000

FABQ-PA .37 .000

통증강도 .41 .000

나이 .23 .003

단계 3

R2=.69, F=41.71, p=.000

FABQ-PA .34 .000

통증강도 .39 .000

나이 .22 .000

CES-D
b

.11 .004
a
FABQ-PA: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Physical Activity, 두려움-회피 신념-신체활동영역.
b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Korean Version),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표 5. 장애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상태에서 선형 회귀분석

다중공선성 분석을 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이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ODI에 대한 회귀분석을

할 수 있었다. ODI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통증

강도, 통증기간, FABQ-PA, FABQ-Work, CES-D를 독

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단계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제거하고 유효한 독립

변수만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ODI를

설명하는 가장 유효한 변수는 FABQ-PA이었다. ODI에

대한 FABQ-PA의 설명력이 50%이었으며, FABQ-PA는

ODI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두 번째 단계에서

ODI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는 FABQ-PA와 통증강도

이었다. ODI에 대한 FABQ-PA와 통증강도의 설명력은

64%이었으며, 통증강도가 추가적으로 14%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ABQ-PA와 통증강도는 ODI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세 번째 단계에서 ODI를 설명하

는 유효한 변수는 FABQ-PA, 통증강도, 그리고 나이였

다. ODI에 대해 나이가 추가적으로 4%의 설명력을 보

여, ODI에 대한 FABQ-PA, 통증강도, 그리고 나이의 설

명력은 68%이었으며, FABQ-PA, 통증강도, 그리고 나

이는 ODI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p<.01). 네

번째 단계에서 ODI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는

FABQ-PA, 통증강도, 나이, 그리고 CES-D이었다. ODI

에 대해 CES-D는 추가적으로 1%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ODI에 대한 FABQ-PA, 통증강도, 나이, 그

리고 CES-D의 설명력은 69%이었으며, FABQ-PA, 통

증강도, 나이, 그리고 CES-D는 ODI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001, p<.01)(표 5).

Ⅳ. 고찰

두려움은 위협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달아나도록 하

는 회피적 행동을 발생시킨다. 임상적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이런 회피적 행동은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선

행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통증을 지닌 환자는 통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매일의 일상적 활동들을 회

피하게 된다. 더구나 신체적 활동을 할 때 통증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신념을 교정할 기회가 적어 회피는 쉽게

지속되게 된다(Crombez 등, 1996). 이렇게 지속된 회피

반응은 신체적 활동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 오랜 기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통증 관련 두려움은 인지적 기능을 방해한다.

두려움이 많은 환자는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보를

찾기 보다는 자신을 위협하는 통증 신호에 더 주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다른 인지적 활동들을 효율적

으로 진행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대응전략을 수행하기

어렵다(McCracken과 Gross, 1993). 요통의 경우에도

급성기 요통을 일으키는 병리적 현상이 사라진 후 만성

요통이 지속되는 원인에 환자의 두려움-회피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몇몇 연구가 있다(Crombez 등,

1999; Denison 등, 2004).

통증 관련 두려움과 장애에 대한 Crombez 등(1999)

의 연구에 의하면, 통증 관련 두려움은 장애와 r=.51

∼.63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인구사회

적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 나이와 통증 관련 두

려움은 장애를 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nison 등(2004)의 연구에서도 통증 강도와 두려움-회

피 신념은 요통 관련 장애를 38∼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려움-회피 신념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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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장애의 정도가 r=71의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두려움-회피 신념의 신체활동 부분이 요통 관

련 장애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5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를 예측하는데 있어 두려움-회피 신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성 요통 발생

후 만성적인 요통과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통강

도를 감소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불안-회피 신념을 감

소시키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에 대한 통증강도 및 장애의 연구에서 Woby 등

(2007)은 우울이 통증강도와 r=.37, 장애와 r=.61, 통증

관련 두려움과 r=.32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고 하였

다. Alschuler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은 만성통

증 관련 장애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귀분석에서 우울

은 장애와 신체적 수행력을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우울은 통증강도와 피어슨 상관

계수 r=.37(p<.01), 장애와 r=.47(p<.01), 두려움-회피 신

념의 신체활동 영역과 r=.45(p<.01), 두려움-회피 신념의

업무영역과 r=.48(p<.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장

애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우울의 정도는 두려움-회피 신

념의 신체적 활동영역, 요통강도, 나이와 함께 주요한 예

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 요통 환자 치료시 우

울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증강도에 대한 장애 및 통증관련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Koho 등(2001)은, 통증강도와 장애는 피어슨

상관계수 r=.66, 통증강도와 통증 관련 두려움은 r=.41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장애를 설명하는데 통증강

도가 38%의 설명력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통증강도는 장애와 피어슨 상관계수 r=.70, 두려움-회

피 신념의 신체적 영역과 r=.55, 두려움-회피 신념의

업무영역과 r=.52로 보통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장애 정도를 설명하는데 14%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이것은 지속적인 요통에서 벗어나는데 통증

강도, 장애, 통증관련 두려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

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 요통 환자 치료시 통증강도는 물론, 장애

및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서 성별, 통증기간은 통증강도

와 장애와 관련이 없었다. 이는 Denison 등(2004)의 연

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통증강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에 있어, 성별, 통증기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증강도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Peters 등(2005)은, 신

체의 병리적 점수, 나이 및 통증관련 두려움이 통증강

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들 요인이 통증강

도를 예측하는데 25%의 설명력을 가졌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증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통

증기간, 장애정도,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정도를 독립

변수로 하여 단계별회귀분석을 한 결과, 장애와 두려움

-회피 신념의 업무영역이 통증강도를 예측하는데 52%

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급성기 이후의 요통환자

에 있어 통증강도 외에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업

무에 있어 두려움-회피 신념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애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Peters 등(2005)은 통증강도

와 통증관련 두려움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Woby

등(2007)은 장애를 설명하는 변수로 통증관련 두려움과

우울 등의 여러 인지적 요소들이 61%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예측하는데 두려움

-회피 신념의 신체활동영역, 통증강도, 나이, 우울이 69%

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 중 두려움-회피 신념의

신체활동영역이 50%, 통증강도가 14%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 즉, 급성기 이후의 장애를 예측하는데 신체활동시

나타나는 두려움과 회피 반응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요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시 나타나는 두려

움-회피 욕구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성요통과 만성요통 환자를 비교한 Grotle 등(2004)

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요통 환자는 급성요통 환자에

비해서 장애, 두려움-회피 신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급성요통 후 만성요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장애와 통증관련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두려움-회피 신념을 예측하기 위한 Poiraudeau 등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두려움-회피 신념의 신체활동

영역을 예측하는 변수로 교육수준과 장애가 있었으며,

업무영역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업무에 요구되는 신체적

노력의 정도, 교육수준, 장애, 우울이 있었다. 따라서 두

려움-회피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과 더불어 장애,

우울 그리고 업무에 있어 힘든 일은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만성요통 환자를

위한 교육과 운동치료가 장애와 불안-회피 신념을 감소

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교

육과 운동치료를 하기 전과 후의 장애와 불안-회피 신

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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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급성기 요통 환자들의 통증강도,

장애, 두려움-회피 신념, 우울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알아보고, 통증강도와 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병원의 물리

치료실을 방문한 요통환자 중 1개월 이상의 아급성기와

만성기 요통환자 84명을 대상으로 통증강도, 장애, 두려

움-회피 신념, 우울 등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통증강도와 장애를 예측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리

고 각 변수들의 설명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첫째, 통증강도, 장애, 두려움-회피 신념, 우

울은 피어슨 상관계수 r=.37∼71(p<.001)로 주목할 만

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요통에서 벗어나는

데 이런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급성기 이후 요통 환자 치료시 통증강도

는 물론, 우울 및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둘째, 통증강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

수는 장애(49%)이었고, 추가적으로 장애는 두려움-회피

신념의 업무영역과 함께 통증강도를 52%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지속되는 요통환자에

있어 통증강도 외에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업무에

있어 두려움-회피 신념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은 두려움-회

피 신념의 신체활동영역, 통증강도, 나이, 우울 등이었

고, 장애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는 두려움-회피 신념

의 신체활동영역(50%)이었으며, 추가적으로 두려움-회

피 신념의 신체활동영역은 통증강도, 나이, 우울와 함께

장애 정도를 69%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급성기 이후의 장애를 예측하는데 신체활동시

나타나는 두려움과 회피 반응은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요통의 급성기 이후의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통증강도의 감소는 물론 활동시 두려움-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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