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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Compared to healthy people, patients with chronic lower back pain have reduced balance

abilities which may cause proprioception problems, patients with chronic lower back pain avoid physical

activities due to pain, and reduced activity levels lead to muscle weakening, which can further exacerbate

pain.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use of sensory stimulation; and among these studies,

interventions that use vibrational stimulation have shown functional improvements in the patients.

Object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stabilization exercise with vibration stimulation on the

balance ability and disa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 person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ith 15 subjects in each. The subject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via a balance ability test, the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 test, a pain test, and

a proprioceptive sensory test. Both groups received general physical therapy.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the stabilization exercise with vibration stimulation, and the control group performed a general

stabilization exercise, three times a week for six weeks.

Results: After the intervention,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balance ability

test, the KODI test, the pain test, and the proprioceptive sensory te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improvements than the control group in the balance ability test, the KODI

test, and the proprioceptive sensory test.

Conclusions: The stabilization exercise with vibration stimulation for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has been reported to provide greater functional improvements than the conventional intervention method.

Therefore, the stabilization exercise in a vibration stimulation environment could be a useful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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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요통은 전 인구의 80% 이상이 일생에 한번쯤은 겪

으며, 가장 빈번한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로 사회에 상

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Maher 등, 2005).

한번 요통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요통을 겪게 되는 비

율은 80%에 이르며, 이들 중 5-15%는 만성요통으로

이어지게 된다(Ferreira 등, 2006). 요통은 인간이 직립

보행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질환 중 하나

이며(Andersson, 1990), 척추 구조에 가해지는 과도한

역학적 부담이 요통의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 이로 인

해 근력의 불균형, 관절 불안정 등으로 이어지는 만성

적인 약화 현상이 고질적인 척추질환으로 이어지게 되

며(Kim 등, 1995), 요부구조 및 주위 조직의 변화를 초

래 하여 체간과 복부 근력 약화로 인한 통증 및 기능

제한을 가져온다(França 등, 2010). 특히 만성 요통환자

들은 정상인보다 균형능력이 감소하고, 균형능력의 손

상으로 인해 고유 수용기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였다

(Alexander와 LaPier, 1998; Hamaoui 등, 2004; Nies와

Sinnott, 1991).

Luoto 등(1998)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된 요통을

원인적인 요소나 결과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척추에 안

정성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치료와 재발 방지에 더 효

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성

에 치료를 맞추어 척추분절조절과 안정성 제공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요부안정성(lumbar stability)

운동이 요통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Wang

(2012)은 안정화 운동은 일반적 운동보다 통증을 감소

시키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며, 요부 안정화 운동이

근육 움직임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신체 불

균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Behm 등,

2010). 최근 불안정한 면에서의 요부 안정성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만성 근골격계

환자의 자세조절과 정상적인 체성감각을 위한 운동 프

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Page, 2006).

진동운동은 운동기능 향상과 에너지대사 및 혈류량

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Jordan 등, 2005). 전신진

동 훈련(whole body vibration)은 기능적 향상을 위한

운동방법으로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Lebedev

와 Poliakov, 1990), 진동자극을 이용한 훈련이 근력, 유

연성, 자세조절, 균형과 협응 등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

다(Cochrane과 Stannard, 2005 ; Sands 등, 2006 ; Unger

등, 2013). 또한 Ibrahim 등(2014)은 진동감각자극이 신

체 감각 시스템을 자극시킴으로써 근육 수축의 활성화

와 함께 허리 통증으로 인한 기능 장애의 회복을 도와

통증을 감소시켜 신경 뿌리 조절 능력을 회복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동자극을 동반한 운동은 뇌졸중 환자

의 재활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체성감각자극훈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균형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을 보고하

였다(Torvinen 등, 2002).

이전 연구들에서 진동자극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유용성을 증명하였으나, 이는 주로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질환자(van Nes 등, 2004), 노인 환자(Kawanabe

등, 2007)를 대상으로 하였고 만성 근골격계질환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균형 능

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진동자극에 대한 연

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진동자극을 동

반한 요부 안정화 운동을 만성요통 환자에게 적용 한

후 균형능력과 기능장애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치료적 목적에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D시에 위치한 Y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치료를 받

고 있는 비 특이성 만성요통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선정기준에는 12주 이상 비 특이성 만성 요통 질환

을 겪고 있으며, 시각 및 전정기관에 이상이 없는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

다. 제외기준은 급성 요통환자, 요추부에 수술경험이 있

는 환자, 뇌졸중, 파킨슨병, 척수 손상과 같은 중추신경

계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 심호흡계 질환이 있는 환자,

류마티스성 질환 또는 심각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관윤리 심의위원

회에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approval number:

1040647-201806-HR-007-01).

2. 평가도구 및 측정방법

가. 균형능력검사

대상자의 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균형검사 장비

(balance SD, Biodex medical systems, NY,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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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동적 자세안정성 검사(dynamic postural sta-

bility test; DPS test)와 안정성 한계 검사(limit of

stability test; LOS test)를 시행하였다.

1) 동적 자세 안정성 검사(DPS test)

DPS 검사는 지지면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검사대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평가하였다. 대상자는 검사대 위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

는 상태에서 참가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보이는 점을

가운데에 유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눈을 감은 상태(eye closed; EC)에서 시행하였다. 이

측정 장비의 측정자내 신뢰도(r=.90), 측정자간 신뢰도

(r=.94)로 보고되었다(Cachupe 등, 2001).

2) 안정성 한계 검사(LOS test)

LOS 검사는 모니터에 보이는 목표점(target point)들

이 무작위로 다른 방향으로 표시될 때, 대상자는 발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무게중심점을 이동시켜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방

향에 대한 균형조절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Ganesan 등, 2012).

나. 요통기능장애수준 검사

요통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는 한국어판 오스웨스트

리 요통 장애지수(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

ability index; KOD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KODI에

는 9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6점 척도로 각 항

목 당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으로 총점이 45점이다. 환

자의 평가점수를 총점으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Kim 등(2005)은 KODI의 검사-재검사 신

뢰도가 .93으로 보고 하였다.

다. 통증수준 검사(visual analogue scale; VAS)

시각적 상사척도는 환자가 직접 느끼고 있는 통증을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0에서 10까지 숫자를

나타내 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VAS는 검사-재검사 신뢰도(r=.99)

와 측정자간 신뢰도(r=1.00)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Wagner 등, 2007).

라. 각도재현 검사(angle reposition test)

몸통의 관절위치감각(joint position sense)을 평가하

기 위해 각도재현 검사(angle reposition test)를 실시하

였다(Perlau 등, 1995). 정확한 각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각도기 어플리케이션(각도기 및 각도 게이지,

Toolkit, 한국)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Kim 등, 2015).

스마트폰 각도기 어플리케이션의 측정자간 신뢰도는

ICC=.76∼95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Park 등, 2014).

대상자는 지지할 곳이 없는 의자에 앉아 몸통을 기준선

에 유지된 상태로 수동적으로 목표 각도까지 굽히게 한

후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대상자가 굽혔던 각도까

지 위치하게 하여 그 각도를 확인 하여 대상자가 초기

에 취한 자세의 각도와 발생한 오차를 측정하고,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3. 실험절차

가. 실험 설계

연구대상자는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후 무작위로 실

험군 15명과 대조군 15명으로 배정하였다. 중재 시작

이전에 대상자의 균형 능력 검사, 요통기능장애수준 검

사, 통증수준 검사, 각도재현 검사를 측정하였고, 6주간

의 중재 후 같은 항목으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일반적인 물리치료 표면열치료, 초음

파투열치료,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를 6주간 주 3회 실

시하면서 실험군은 전신진동자극을 동반한 요부 안정화

운동과 대조군은 요부 안정화운동을 실시하였다.

나.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6주 동안 주 3회 5

가지의 운동방법을 연습했다. 각각 자세별로 10초 지속

10초 휴식으로 구성하였고, 10회를 1세트로 설정하여

총 3세트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추가적으로 음파진동과

동일한 수직진동을 만들어 내며 각 3 ㎐∼60 ㎐까지 미

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음파진동기(TT2590 ovation, 터

보소닉, KOREA)를 이용하여 30 ㎐의 진동자극을 동반

하였다.

첫 번째 운동방법은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90˚의 각도로 무릎을 구부렸다. 팔은 모두 30˚로 놓고

손바닥은 지면에 향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어깨 너비

에서 발을 떼어 내고 11자의 모양으로 고관절 각도가 0˚

가 될 때까지 고관절을 들어 올려 유지하였다. 두 번째

운동방법은 엎드린 자세에서 대상자는 양쪽 팔꿈치를

양쪽 어깨 바로 밑에 두었고 상지를 기립 위치에 수직

으로 위치시켰다. 그 다음 대상자는 팔꿈치와 발가락만

땅에 닿게 하면서 엉덩이 관절을 들어 올린 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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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 Back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A: general back stabilization exercise on supine
position, B: general back stabilization exercise on prone position, C: back stabilization exercise
with vibration stimulation on supine position, D: back stabilization exercise with vibration
stimulation on prone position).

를 똑바로 유지하였다. 세 번째 운동방법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대상자는 우측 팔꿈치를 우측 어깨 아래

에 놓고 우측 상지를 옆의 평평한 위치에서 수직으로

유지하고 대상자는 우측으로만 팔꿈치와 엉덩이 관절을

들어 올렸다. 발의 측면은 땅에 닿았으며 등의 위치를

똑바로 유지하였다. 네 번째 운동방법은 대상자는 네발

기기 자세에서 허리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우측 다리

를 들어 올려 몸통과 일직선으로 폄과 동시에 좌측 팔

을 들어 올려 자세를 유지하였다. 휴식 후 반대측도 똑

같이 시행하였다. 이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골반

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운동방법은

대상자를 앉은 상태에서 유지시키고 아랫배에 힘을 주

어 배꼽을 등 쪽으로 끌어당기고 상체가 곧게 펴지도록

하였다.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한 다리를 지면으로

부터 10 ㎝ 이상 들도록 하였다. 좌, 우 교대로 이 동작

을 취한 상태로 유지 하였다(Figure 1).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하여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ver. 18.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모든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사용하고,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인 특성을 비교하기위해 교차분석과 독립표본 t검

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진동자극을 동반한 요부 안정화

운동군과 지면에서 요부 안정화 운동군은 중재 전, 후

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룹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학

적 유의수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한 실험군(n1=15)과 대조군(n2=15)

의 평균연령과 평균신장, 평균체중, 통증기간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2. 균형능력 비교

중재 전 두 군의 균형능력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중재 전후 두 군의 균형 능력은 유

의하게 향상되었고 (p<.05),두 군간의 균형 능력 비교에

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눈 감은 상태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5)(Table 2).

3. 기능장애 수준 비교

중재 전 두 군의 기능장애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p>.05). 중재 전후 두 군의 기능장애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5), 두 군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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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5)

Control group

(n2=15)
t

DPSa

pre 2.68±.50b 2.65±.47 .150

post 1.55±.49 2.21±.49 -3.706

t -11.039* -9.656*

change -1.13±.39 -.44±.17 -6.173*

LOS
c

pre 35.27±5.50 35.27±6.02 <.001

post 43.07±8.20 38.13±8.53 1.614

t 3.395* 2.432*

change 7.80±8.89 2.86±4.56 1.911
a
dynamic postural stability (eye closed),

b
mean±standard deviation,

c
limit of stability *p<.05.

Table 2. Comparison of Balance ability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5)

Control group

(n2=15)
t

KODI
a

pre 25.73±.79b 25.67±.72 .240

post 20.20±2.36 23.07±1.90 -3.653

t -9.743* -5.245*

change -5.53±2.19 -2.60±1.91 -3.891*
a
Korean versi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b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3. Comparison of KODI score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5)

Control group

(n2=15)
χ2/t

Gender (male/female) 8/7 6/9 -.714

Age (year) 38.86±10.96
a

39.00±8.96 -.036

Height (㎝) 167.73±8.77 166.26±7.67 .487

Weight (㎏) 63.66±9.49 63.93±12.15 -.067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

능장애 수준 차이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감소하였다(p<.05)(Table 3).

4. 통증 수준 비교

중재 전 두 군의 통증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5). 중재 전후 두 군의 통증수준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Table 4).

5. 각도재현 검사 비교

몸통의 관절위치감각을 위한 각도재현 검사에서 몸

통 굽힘 재현 각도의 오차를 두 군의 중재 전후를 비교

한 결과 두 군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05). 두

군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여주었다(p<.05)(Table 5).

Ⅳ. 고찰

만성요통환자의 경우 운동성 저하로 요부의 유연성

이 떨어지고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

다. 요부 기능 저하는 만성요통 환자들의 통증과 요부

근육의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요통 개선을 위해

서는 요부 근력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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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5)

Control group

(n2=15)
t

Trunk Flexion

error angle (˚)

pre 5.07±.79a 5.07±.70 <.001

post 2.20±.77 3.13±.64 -3.598

t -11.210* -8.473*

change -2.86±.99 -1.93±.88 -2.723*
a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5. Comparison of angel reposition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5)

Control group

(n2=15)
t

VAS
a

pre 5.27±1.83b 5.27±1.38 <.001

post 2.40±.50 3.13±.83 -2.910

t -5.891* -9.025*

change -2.86±1.88 -2.13±.91 -1.355
a
visual analogue scale,

b
mean±standard deviation, *p<.05.

Table 4. Comparison of VA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Kankaanpää 등, 2005). 최근 요통환자 치료에 다양한

운동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요부 안정화 운동이

가장 많이 추천되는 중재방법이다. 요부 안정화 운동은

복부 및 요부, 골반 주변의 근력을 집중 강화시킴으로

써 근육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움직임 회복에 도움

을 준다(Akuthota와 Nadler, 2004; Marshall과 Murphy,

2005). O'Sullivan 등(1997)은 요부 안정화 운동이 요통

환자의 통증과 기능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서 체간의 안

정성에 관여되는 운동이 만성적인 통증과 기능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 스포츠 분야와 물리치료 분야에서 요부안정화

운동과 접목하여 다양한 운동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꾸

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훈련 방법 중 하나가 진동감각자

극을 이용한 운동방법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진동자

극이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개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Bogaerts 등, 2007; Yang, 2015).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진동자극을 동반한 요

부 안정화 운동과 요부 안정화 운동을 제공하여 대상자

들의 균형능력, 기능장애수준, 통증, 각도재현 검사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진동감각자극이 만성요통환

자의 중재방법으로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진동자극은 20 ㎐ 이하의 진동은 근육의 과도한 이

완을 유발하고, 50 ㎐ 이상의 진동은 근육통 및 근육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Rittweger (2010)는 20∼50 ㎐

사이의 진동 주파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Di

Giminiani 등(2013)의 연구에서는 30 ㎐의 주파수를 사용

하였을 때 근 활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30 ㎐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통증수준에서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통증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KODI에서도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두 군

간 전후 KODI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이 더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증 수준이 감소하면서 요

통장애 수준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

되며,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리

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진동과 운동을 함께

치료로 받은 실험군에서 통증의 감소와 신경근 조절능

력 향상을 관찰하였다는 Rittweger (201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도재현검사 변화의 효과는 중재 전에 비하여

중재 후 두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 되었으며, 두 군간

전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

하게 높은 향상을 보여주었다. 중재 후 실험군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요부 안정화 운동이 복부 및 요부 근력

을 집중 강화시켜 자세조절과 통증개선에 도움을 주었

고, 진동자극이 근육의 협응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고유

수용성감각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난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는 허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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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별로 허리 폄 운동과 진동운동을 적용한 결과

진동운동을 적용한 그룹에서 통증감소와 신경근 조절능

력이 향상된 Rittweger (2002)와 Bogaerts 등(2007)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자세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균형능력은 중재 후 두 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실험군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

서 균형능력이 대조군보다 더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정상인보다 약한 심부근육과 고유수용성 감

각의 감소로 재위치 감각 능력이 저하된 만성요통환자에

게 요부 안정화 운동을 통하여 깊은 복부 근육의 힘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의 협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능

력을 향상 시킨 것으로 보고한 Richardson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실험군의 균형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 것은 대상자들이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각을 제외한 다른 고유 수용성 감각에 더

욱 많이 의존함을 보고한 Yazdani와 Farahpour (2009)

의 연구와 진동자극이 관절의 위치 감각 재현 연구에서

목표 각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Tripp 등(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군에게 제공

된 진동자극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자세조절 균형과제

에서 고유수용성감각의 충분한 자극과 향상시킨 결과가

균형능력 향상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연구 대상자가 만성 요통환자로 급성기와

아급성기 요통환자를 포함하는 대상자들에게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6주간의 중재로 실시되어 장기

적 중재의 효과를 알 수 없으며, 사후평가(follow-up)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동자극을 동반한 요부 안정화 운동

의 장기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향

후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중재를 실시하여 진동자극을

동반한 안정화 운동의 장기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급성, 아급성 요통 환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근골격

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련된 중재의 효과를 밝

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대상으로 진동자극을 동반한 요

부 안정화 운동군과 요부 안정화 운동군을 중재 전에

균형능력, 요통기능장애수준, 통증수준, 각도재현검사를

측정하고 각각 6주간 주 3회로 중재한 후 균형능력, 요

통기능장애수준, 통증수준, 각도재현검사를 재측정하고

전 후에 변화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이 중

재 전 후에 균형능력과 요통기능장애수준, 통증수준, 각

도재현검사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중재 전 후 변

화 양상 또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동자극을

동반한 요부 안정화운동과 함께 만성요통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재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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