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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regnancy-related low back pain (PLBP) has fewer systematic guidelines than 
pregnancy-related pelvic girdle pain, previous studies have not evaluated physical therapy for 
this ailment in Korea. 

Objects: We aimed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clinical decision making by Korean phys-
iotherapists while treating PLBP. 

Methods: In total, 955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mainly in places of continuing edu-
cation held by the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from April to July 2019. The same 
questionnaire was posted on a website used by physiotherapists. We collected subject in-
formation, a specific Vignette typically represent symptoms of PLBP, and responses to mul-
tiple questions about decision making, subjective recognition and interest level in the field of 
women’s health physiotherapy (WHPT).

 Results: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56% (n = 537); of these, responses to 520 ques-
tionnaires were analyzed. Most respondents chose various combinations of physical therapy 
metho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jective recognition levels of WHPT accord-
ing to gender (p < 0.05), age (p < 0.01), education level (p < 0.01), and clinical experience 
(p < 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est according to gender (p < 0.01) and 
education level (p < 0.01).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in selective rates for “manual therapy”, “pain control”, and “supportive devices” based 
on gender. Manual therapy tended to be chosen more with increasing age and clinical experi-
ence. With increased education level, there were fewer choices for the use of pain control.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data on how Korean physiotherapists manage PLBP patients us-
ing the vignette method. We were able to recognize the Korean physical therapist's decision 
on PLBP patients, and obser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This may aid in developing 
future research and education plans in the WHP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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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허리통증(low back pain)은 일반인보다 임신한 여성에게서 빈번하

게 나타나며[1] 임신 중에 허리통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다. 임신 관련 

허리통증(pregnancy-related low back pain)은 약 45%–75%의 여

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Pierce 등[2]은 임신 

중 허리통증을 가진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건강한 여성과 비교하여 삶

의 질이 낮고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을 쉬는 경우도 적잖게(20%–23%) 

나타난다고 하였다. Katonis 등[4]은 임신 관련 허리통증이 분만 후 병

가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여성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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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여성 개개인의 특성과 임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 확인 

및 치료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임신 관

련 허리통증은 많은 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예방과 치료가 여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

다[5].

물리치료사의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 치료에 대한 정보는 미비하

며, 한국에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나 물리치료사를 기반을 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임상적으로 국제질병사인 분류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

지는 않았지만, 임신, 출산 및 산욕기의 임신 관련 상태를 명시(preg-

nancy-related condition, unspecified O26.8, O26.9)하여 임신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을 분류할 수는 있었다. 반면 한국표준질병ㆍ사

인분류의 경우는 아직 적절한 분류코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71%가 임신 관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나 이 중 25%만이 치료를 받았다[2]. 이는 임신 관련 허

리통증을 겪는 임산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

다. 또한 임신 관련 허리통증은 정상적인 증상처럼 판단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는 건강 전문가가 치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치료로 인한 

태아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6].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에게 적절한 예방 및 치료가 이

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임신 관련 허리통증과 흔히 비교되는 임신 관련 골반이음구조 통증

(pregnancy-related pelvic girdle pain)의 경우 과거에는 많은 연

구들이 이 두 개념을 혼용하였으나 최근의 연구들은 각각의 관리방법

과 예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6,7]. 임신 관련 허리통증의 증상이 주로 천골 위의 요추부위에 집중

되는 반면 임신 관련 골반이음구조 통증은 전형적으로 위뒤장골가시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볼기부위(gluteal area), 뒤쪽 허벅

지(posterior thigh) 및 사타구니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며[8] 패트릭 

검사나 뻗은발올림검사(straight leg raising, SLR) 등 통증유발검사에

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위험증가 인자에 대해서도 두 질환에서 차

이가 존재했다[8]. Wu 등[3]은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임신 관련 통증

이 있는 환자 중 50%가 골반이음구조 통증으로 가장 흔하였고 허리통

증의 경우 33%, 나머지 17%는 두 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따라 임신 관련 골반이음구조 통증의 경우 물리치료 적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체계적 고찰 연구까지 진행되었

으며[9,10] 여성 건강 영역에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와 미국물리

치료사협회 정형외과 섹션에 근거한 물리치료사 실무지침 또한 마련되

었다[11]. 반면 임신 관련 허리통증은 발병 위험인자 등에 관한 연구 이

외에 치료방법과 관련된 연구가 미비하고 치료지침 또한 전무하며 이

를 위한 기초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영국의 경우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치료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 비네트(Vignette) 연구

기법이 사용되었다[12]. 비네트 기법은 설문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시나

리오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신념, 태도 또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

황이나 사람에 대한 체계적으로 다양화된 짧은 설명을 사용하는 것이

다. 이는 기존의 설문 조사와 비교하여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주

제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므로 더 현실적이고 덜 추상적이다. 둘

째,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비네트에 실험 설계를 사용하면 높은 내부 유

효성이 보장되며 다양한 형식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네트 연구기법을 채택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현재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과 조언, 적용방법을 조

사하여 그 결과를 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였

다. 또한 선택된 치료방법들의 이론적 근거 유무를 조사, 비교하여 적

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영

국의 경우 침술 치료와 일반적 치료를 중점으로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

자 치료의 유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비네트 기법에 기반한 조사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한ㆍ영 양국 간에 임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결과

에 대한 단편적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비경험자라도 의사결정이 

가능한 비네트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 치료경험 유무

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조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여성 건강 물리

치료에 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조사하여 이에 따라 치료 유형을 선택하

는 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한국의 물리치료사가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에 대해 제공하고자 하는 치료 및 조언의 내용을 세부적

으로 알아보고 다양한 특성들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국내 물리치료사

의 임상적 의사결정 관련 실태를 유추하고 향후 연구 및 지침에 활용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

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

고 설문에 응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설문을 제출한 경우 연구 참여에 동

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응답내용 간 모순이 있는 문항은 제외되었

고 설문응답률이 50% 이상인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목표 대상

자 수는 관련 선행연구[12,14]의 예비 및 실제 조사에서 19.6%–60.0%

의 응답률이 나타난 것을 토대로 40%의 응답률을 예상하였고 총 955

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조사연구의 표본 크기 계산은 온라

인 표본 크기 계산 프로그램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sample size 

calculator, https://www.surveymonkey.com/mp/sample-size-

calculator/)을 이용하였고, 2014년 교육부 추산기준 물리치료 종사자 

수인 36,200명을 기준(95% 신뢰구간, 표본오차 4%–5%, 관찰치 p = 

0.5)으로 설정하여 381–591건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500건의 설문지 

회수 목표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지를 이용한 조사와 함께 진행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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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설문(Google survey)을 포함하면 총 설문 응답자는 537명(회수

율 56%)이었고, 작성문항이 불성실했던(응답 항목 50% 이하) 설문자

료를 제출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520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

용되었다.

2. 설문구성과 설문방법 및 절차

1) 설문 구성

설문을 크게 3개의 구성으로 나누었다. 먼저, 일반적 특성 등 응답자

에 관한 설문(15개)이 포함되었고 다음으로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한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가상 사례인 비네트 환자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치료 수행 여부와 치료 내용, 조언 내용, 치료 횟수 등 중재에 대

한 설문(10개)이 제시되었다. 이 두 구성은 기존 비네트 연구사례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토대로 국내의 임상 환경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다. 마

지막은 여성 건강 물리치료에 관한 설문(11개)으로 임상환경에서의 애

로사항과 해결방안, 관련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설문과 더불어 주관적 인

지수준, 관심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세계 물리치료사 연맹의 공식 

분과학회인 국제 여성 건강 물리치료협회(International Organiza-

tion of Physical Therapists in Pelvic and Women’s Health)에서 

권고하는 여성 건강 물리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입문 과정에 담긴 교

과내용을 연구자가 분류하여 구성한 것이다. 총 36개 설문 중 객관식은 

28개(다중응답 설문 7개를 제외하고 답변척도 2–10개로 구성), 주관식

은 8개로 구성되었다. 제시된 비네트의 경우 Peabody 등[15], Buch-

binder 등[16], Evans 등[17]의 권고에 따라 실제 환자 사례를 토대로 

영국에서 개발된 사례로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의 비네트로 선행 연

구에서 활용된 환자를 국내 임상 환경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며 그 내용

은 Box 1에 제시하였다.

Box 1. Patient Vignett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A 34 year old woman has been come to you with symptoms of 
intermittent sharp pain in her lumbar region and reports that the 
symptoms began a few weeks ago. She is 24 weeks pregnant with 
her first child. She is in good general health, of normal weight for her 
height and has never had back pain before.

Her back pain presents as occasional sharp sensations in the 
lumbar region of her spine. She also has some dull pain in the lower 
back region which is more persistent but of lesser intensity than the 
sharp pain she occasionally experiences. Her symptoms are worse if 
she maintains a sitting or standing posture for prolonged periods.

Upon examination there is no exacerbation with movement, nor 
any directional preferences. She has normal range of movement and 
is moderately tender on the paraspinal muscles of her lower back. 
The SLR and Slump tests are negative. She is reluctant to use any 
analgesic medication due to her pregnancy.

2) 설문 방법 및 절차

응답자 모집은 편이추출 방법을 선택하였다. 전국 시도에서 열리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산하 분과학회의 세미

나 및 학술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하였다. 각 방문 일정

에 맞춰 참석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설문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

여 1인이 배포, 수거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지면 설문지와 완전히 

동일하게 생성된 구글 설문지가 사용되었으며 물리치료사들이 주로 이

용하는 온라인 최대 커뮤니티 “물리치료에 관한 작은 메모장(물작메)”

에 설문기간 동안 게시하였다. 물리치료사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앞부분에 성명과 면허번호를 필수 기재하게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

년 4월에서 7월까지로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0647-

201904-HR-018-03).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520)

Variable Number (%)

Gender
   Men 247 (47.9)
   Women 269 (52.1)
Age
   20s 256 (49.5)
   30s 156 (30.1)
   40s 74 (14.3)
   ≥ 50s 31 (6.00)
   Mean ± SD 33.1 ± 9.2
Clinical experience (y)
   0–5 224 (43.1)
   6–10 128 (24.6)
   11–20 118 (22.7)
   > 20 50 (9.6)
   Mean ± SD 8.9 ± 7.7
Work setting
   NHS
      University hospital 20 (3.9)
      General hospital 63 (12.4)
      Clinic 355 (70.0)
      Public health 10 (2.0)
   Non NHS
      Social welfare 25 (4.9)
      Educational institution 7 (1.4)
      Exercise center 17 (3.4)
      Etc. 10 (2.0)
Educational level
   College 213 (42.2)
   Bachelor 199 (39.4)
   Master 68 (13.5)
   Doctor 25 (5.0)
PLBP treatment performance
   Once in last 6 months 161 (31.3)
   2–5 times in last 6 months 108 (21.0)
   Once per month 42 (8.2)
   Once per week 16 (3.1)
   Almost everyday 14 (2.7)
Specific postgraduate training
   In LBP in general 343 (66.3)
   In women-health 81 (15.7)
   In PLBP 93 (18.1)

SD, standard deviation; NHS, national health system; PLBP, pregnancy 
related low back pain; LBP, low back pain.



56

Hee-ju Han, Suhn-yeop Kim

https://doi.org/10.12674/ptk.2020.27.1.53

3. 분석 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과 비네트 치료 및 조언 내용 분석을 실시

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건강 물리

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관심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의 물리

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관심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

을 중심으로, 비네트 치료내용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

중응답 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반

적 특성과 물리치료 유형 선택 변수 간에 관련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crosstab)분석을 적용하였다. 비네트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치료의지와 여성 건강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주관적 관심수준 간

에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피어만(Spearman)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 25.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고 

분석 시 유의수준은 α = 0.05로 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평균 연령, 평균 임상경력 등의 특성을 Table 1

에 제시하였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형태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

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의료기관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고, 교육수준에 대한 지표로써 최종학력을 조사하였고, 임신 관련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경험 여부와 경험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허리통증 환자와 임신 관련 허리통증과 관련된 임상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비네트 환자)에 대해 선택한 물리

치료 및 관련 조언

임신 관련 허리통증으로 제시된 비네트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조

언할 것인지 여러 가지 유형의 선택 사항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78.46%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5.58%는 ‘그렇지 않다’ 혹

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4.81%는 ‘보통이다’라고 응답

하였다. 이 응답을 리커트형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 3.9/5.0점으로 나

타났다. 다중 응답 질문에서 비네트 환자의 관리에 적합한 전문가를 묻

는 질문에 물리치료사(47.06%), 산부인과 전문의(22.69%), 재활운동

센터(14.23%), 통증의학 전문의(8.06%), 스포츠 운동센터(3.78%)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치료 담당자를 묻는 설문에 83.60%

가 ‘물리치료사’라고 응답하였다. 

비네트 환자 치료에 대한 응답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두 가지 이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치료방법은 

자세 조절 및 안정화 운동(76.54%)이었고, 온열치료와 골반저근육 운

동(56.73%)이 두 번째였으며 자가-운동치료 프로그램(56.54%)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Figure 1). 세부적으로 치료횟수는 5

회 이상(49.70%)이 가장 많았고 적절한 치료 기간은 3–6주(64.41%)

가 가장 많았다(Table 2). 비네트 환자를 위한 조언에 대한 응답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조언 내용은 ‘임신 중 자세 스트레스(74.81%)’, 

‘자가 운동치료 프로그램(71.73%)’, ‘통증을 경감하는 자세에 적응

(59.04%)’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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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ported treatment for the patient 
described in the Vignette. TENS, transcuta-
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able 2. Treatment details for the described Vignette patient with preg-
nancy related low back pain

Characteristics of care Number (%)

No. of times patient typically seen
      Once 7 (1.39)
      Twice 41 (8.12)
      Three or four 206 (40.79)
      Five times or more 251 (49.70)
Time period over which patient would typically 
   be treated
      1–2 weeks 71 (14.12)
      3–6 weeks 324 (64.41)
      7–10 weeks or more 10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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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 및 관심수준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이 일

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주관적 인지수준은 “귀하

는 지금까지 여성 건강 물리치료라는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

습니까?”에 대한 대상자의 응답을, 주관적 관심수준은 “여성 건강 물리

치료 전문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

답을 리커트형 5점 척도화한 것이다. 

주관적 인지수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5).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가 40대에서 가장 높은 인지수준이 나타났으며(p < 0.01), 학력이 높아

짐에 따라 인지수준도 높아져 박사 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높은 인지수

준이 나타났다. 전문학사와 학사의 경우 석사 이상의 응답자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인지수준을 나타났다(p < 0.05).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인

지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임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수

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Table 3).

주관적 관심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짐

에 따라 관심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석사학력에서 가장 높

은 관심수준이 나타났다. 기타 연령, 근무 기관의 유형, 임상 경력수준 

변수와 관심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다중응답 분석을 이용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 관련 허리

통증 비네트 환자의 물리치료 유형

여성 건강 물리치료에 대한 주관적 인지수준, 관심수준과 관련성이 

있었던 특성들을 기초로 하여 비네트 사례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방법

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다중응답 분석방법으로 조사하였고, 각 변수

별로 각 물리치료 방법을 선택한 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각 변수 간에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Table 4). Figure 1에 제시된 치료법의 유형을 운

동치료, 도수치료, 통증치료, 보조치료, 휴식으로 구분하여 해당 분류

에 대한 선택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통증치료의 범주에는 열치료, 전기

치료 등 통증경감을 위한 수동적 치료들이 분류되었고, 보조치료 범주

에는 골반지지 벨트와 골반지지 베개가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선택한 치료의 방법은 운동치료와 휴식을 제외한 모든 치

료 유형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남성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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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 60 Figure 2. Reported advice for the patient 
described in the Vignette.

Table 3. Self-reported recognition and interest level about women-health 
physical therap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520)

Variable
Recognition 

level
Interest

level

Gender
   Men 2.58 ± 0.93 3.62 ± 0.83
   Women 2.26 ± 0.91 4.07 ± 0.69
   t(p) 3.969 (0.039) -6.700 (0.000)
Age
   20s 2.27 ± 0.86 3.80 ± 0.80
   30s 2.47 ± 0.97 3.95 ± 0.78
   40s 2.68 ± 1.02a 3.93 ± 0.82
   ≥ 50s 2.61 ± 0.94 3.78 ± 0.67
   F(p) 4.561 (0.004) 1.484 (0.218)
Educational level
   College 2.24 ± 0.89b,c 3.71 ± 0.75b

   Bachelor 2.25 ± 0.89b,c 3.90 ± 0.82
   Master 2.81 ± 0.93c 4.12 ± 0.68
   Doctor 3.56 ± 0.75 3.96 ± 1.02
   F(p) 21.525 (0.000) 5.241 (0.001)
Work setting
   NHS 2.37 ± 0.91 3.82 ± 0.79
   Non NHS 2.72 ± 0.1.02 4.09 ± 0.74
   t(p) -2.712 (0.105) -2.397 (0.404)
Years of experience 
   ≤ 5 2.31 ± 0.85d 3.78 ± 0.79
   6–10 2.39 ± 1.00 3.99 ± 0.78
   11–20 2.50 ± 0.95 3.83 ± 0.83
   > 20 2.74 ± 1.03 3.89 ± 0.67
   F(p) 3.334 (0.019) 1.911 (0.12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HS, national health 
system. aSignificant different to 20s in age, bsignificant different to master 
in education, csignificant different to doctor in education, dsignificant dif-
ferent to 20s in years of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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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비해 도수치료를 선택한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으며(p < 0.05), 

통증치료(p < 0.05)와 보조치료(p < 0.05)의 경우에는 여성 치료사의 

선택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연령대와 치료 선택 간에 관련성은 도수

치료 항목에서만 나타났다(p < 0.01).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수치료

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수준은 통증치료 선택과 관련성이 있

었다(p < 0.01).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증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유

의하게 적었다. 임상경력이 증가할수록 도수치료를 선택하는 치료사의 

수가 더 많았다(p < 0.01). 

DISCUSSION

본 연구는 물리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비네트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물리치료사의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 치료에 대한 현황을 알아

보고자 실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Bishop 등[11]이 시행

한 영국의 단면 연구에서는 정확한 원자료(raw data)가 제시되지 않

았지만 비네트 환자의 물리치료 방법 중 가장 높은 중재방법은 자가운

동치료 프로그램(93%), 자세조절/안정화 운동(92%), 골반저근육 운동

(78%)의 순이었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흥미로

운 점은 한국의 온열치료의 시행 비율(57%)이 영국(35%)에 비해 압도

적으로 높다는 점과 두 번째는 영국의 보조치료, 구체적으로 골반지지 

벨트와 베개의 적용의 시행비율(56%, 42%)이 한국(21%, 16%)보다 훨

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이든지 운동치료의 적용

비율이 양국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온열치료의 고비중 현

상은 대다수의 한국의 물리치료실에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온열치

료 처방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전기치료의 경우 Keskin 등[18]은 경피신경전기

자극치료의 적용이 물리치료사의 자가운동프로그램 처방이나 진통제

의 투여보다 임산부의 허리통증경감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

며 다른 종류의 전기치료는 근거가 미약하였다. Galfat과 Mishra [19]

의 연구에서도 허리통증이 있는 임산부에게 운동치료, 진통제 투여, 경

피신경전기자극치료를 그룹을 나누어 적용한 결과 경피신경전기자극

치료를 받은 군에서 유의한 통증 감소가 있었으며 부작용 또한 관찰되

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보조치료와 운동치료에 대해서는 Gutke 

등[10]이 시행한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임신 중 요추-골반통에 대한 골

반 벨트의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운동(ex-

ercise in general)과 특정한 안정화 운동(specific stabilizing exer-

cise)에 대한 근거는 약했고 수중 운동(water gymnastics), 점진적 근

육 이완기법(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골반 경사 운동(pelvic 

tilt exercise), 정골의학 도수치료(Osteopathic manual therapy), 머

리엉치요법(Craniosacral therapy), 전기치료(electrotherapy) 및 요

가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하였다. 그러나 Kluge 등[20]은 허리 및 골

반이음구조의 통증을 지닌 26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10주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임신 중 허리통증 강도가 감소되었고 기능 능

력이 증대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Belogolovsky 등[21]은 메타 분석

을 통하여 운동치료를 적용한 5개 연구 중 4개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통증개선, 2개의 연구에서 기능개선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가

Table 4. Multiple response analysis for reported treatment types for Vignette patient with pregnancy-related low back pain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Treatment type

Exercise therapy Manual therapy Pain control Support devices Rest

Gender (n = 516)
   Men (n = 247) 234 (94.74) 166 (67.21) 108 (43.72) 58 (23.48) 36 (14.57)
   Women (n = 269) 250 (92.94) 153 (56.88) 142 (52.79) 89 (33.09) 57 (21.19)
   χ2(p) 0.717 (0.397) 5.821 (0.016) 4.235 (0.040) 5.830 (0.016) 3.813 (0.051)
Age (n = 517)
   20s (n = 256) 244 (95.31) 141 (55.08) 118 (46.09) 76 (29.69) 45 (17.58)
   30s (n = 156) 140 (89.74) 101 (64.74) 79 (50.64) 44 (28.21) 33 (21.15)
   40s (n = 74) 70 (94.59) 54 (72.97) 35 (47.30) 21 (28.38) 11 (14.86)
   ≥ 50s (n = 31) 31 (100.0) 23 (74.19) 19 (61.29) 6 (19.35) 4 (12.90)
   χ2(p) 7.562 (0.056) 11.389 (0.010) 2.952 (0.399) 1.458 (0.692) 2.122 (0.548)
Educational level (n = 505)
   College (n = 213) 195 (91.55) 120 (56.34) 120 (56.34) 58 (27.23) 41 (19.25)
   Bachelor (n = 199) 189 (94.97) 129 (64.82) 89 (44.72) 57 (28.64) 38 (19.10)
   Master (n = 68) 64 (94.12) 46 (67.65) 29 (42.65) 24 (35.29) 8 (11.76)
   Doctor (n = 25) 25 (100.0) 19 (76.00) 7 (28.00) 6 (24.00) 5 (20.00)
   χ2(p) 3.896 (0.273) 6.577 (0.087) 11.514 (0.009) 1.939 (0.585) 2.209 (0.530)
Years of experience (n = 520)
   ≤ 5 (n = 224) 212 (94.64) 117 (52.23) 107 (47.77) 66 (29.46) 38 (16.96)
   6–10 (n = 128) 116 (90.63) 87 (67.97) 56 (43.75) 39 (30.47) 23 (17.97)
   11–19 (n = 118) 110 (93.22) 79 (66.95) 65 (55.08) 28 (23.73) 24 (20.34)
   ≥ 20 (n = 50) 47 (94.00) 36 (72.00) 23 (46.00) 14 (28.00) 8 (16.00)
   χ2(p) 2.142 (0.543) 14.170 (0.003) 3.368 (0.338) 1.665 (0.645) 0.735 (0.865)

Values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people who chose the treatment typ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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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운동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물리치료사 감독하 10주간의 코어-중점

적 운동 그리고 요가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

에게 기능개선과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운동치료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운동을 적용하는 치료사의 목

표, 기간, 횟수 등의 적용방법뿐만이 아니라 근력, 지구력, 균형능력, 

임신 여부 등 대상자의 특성과 시간, 공간 등 환경적 특성을 포함한 다

양한 상황에 따라 그 적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영국의 경우 물리치

료사들이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 중 상위 3가지

가 모두 운동치료의 형태였으며, 한국 또한 상위 5가지 중 3가지가 운

동치료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 운동치료의 적용비중이 매우 높은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운

동 적용에 따른 효과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치료법으로 선택된 자세 조절 운동은 물리치

료사의 중재방법 중 중요한 치료방법이다.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에

게 자세 조절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임신 중 발견

되는 척추 경사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Bullock 등[22]은 임신 중 허

리통증을 호소한 여성의 대부분이 임신 5개월 전에 이미 허리통증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였고,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산전 조언을 받는 여

성에서 앞굽음증과 뒤굽음증을 예방하는 데 더 집중하여야 함을 시사

한 바 있다. Yousef 등[23]은 임신 중 등뼈부 뒤굽음증과 아래허리부 

앞굽음 각도 및 골반 경사각의 증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임

신 중 호르몬 수준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proges-

terone)과 에스트로겐(estrogen)은 결합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관절주

머니와 척추 분절(spinal segment)의 운동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체 

역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임신 전 뿐

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도 물리치료사가 척추의 자세 조절에 대한 조

언과 중재가 임신 관련 허리통증의 예방 및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

다.

도수치료의 경우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 임신 관련 허리통증 환자의 

통증 경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체계적 문헌 고

찰 연구[9]에서는 현재의 증거를 기반으로 치료로 권장할 수준이 아님

을 시사한 바 있다. Hall 등[25]이 시행한 고찰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도수치료의 적용에 대한 근거를 모색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

로 도수치료를 권고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두 저자 모두 공통적으로 일부의 실험 연구에서 도수치

료의 적용으로 통증감소에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을 위한 충분한 양질의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임신 관련 골반

이음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중재의 효과에 대한 고찰 연구에서는 포함

기준에 적합한 문헌 중 5.7%만이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였기 때문에 분

석에 어려움이 있었다[26].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신 관련 허리

통증에 대한 도수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

질의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영국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 중재방법으로써 보조치료로 분류된 골

반지지 벨트와 베개의 선택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rr [27]는 지지대(supportive binder)를 중재한 군에서 여가, 운동, 

수면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대한 평균 통증 점수 및 통증 수준의 영

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한 지지대의 사

용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

한 선행 체계적 고찰[10] 연구에서도 골반지지 벨트의 효과에 대한 강

력한 근거가 증명된 만큼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임신 관련 허리통증 치료에 대한 현행의 물리치료가 적절한지에 대

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한국에 근거한 자료는 더욱 제한적이

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혹은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근거에 기반한 치료

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내

의 환경에 맞도록 설계된 연구가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의 결과로 미루어볼 때 국내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중 

운동치료 및 보조치료,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의 경우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는 치료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치료들을 더

욱 세분화하여 어떤 적용방법, 시간, 기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

였을 때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건강 전문물리치료사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

은 국내의 임상 환경을 감안하여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관적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선택하는 치료 유형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임신 관련 허리통

증 환자를 한번이라도 치료한 경험이 있는 물리치료사는 67% (346명)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운동치료와 휴식을 제외한 모든 종

류의 물리치료방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주관

적 인지도에서는 남성이, 관심도에서는 여성이 앞서는 반면 실제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 경험비율은 남성(74.7%)이 여성(58.7%)에 비해 높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험 빈도에 있어서도 5점 척도로 비교하였을 

때 남성이 2.40 ± 1.22, 여성이 2.09 ± 1.24로 나타나 평균의 동일

성에 대한 t-검정에서 남성 치료사의 경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 = 

2.784, p = 0.006). 이러한 현상은 도수치료를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국내의 사정을 감안할 때, 

열이나 전기치료 등 침투적인 자극을 기피하는 임신 여성의 경우 도수

치료가 더 선호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에게 제공한 설문지에는 임신 관련 허리통증

을 가진 비네트 자료가 제시되었다. 비네트에 대한 대상자의 치료 의

지를 알아보고자 해당 비네트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적용할 것인가

를 설문한 결과 영국은 88%가, 한국은 78%가 ‘치료를 수행할 것(re-

sponsible)’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치료 의지’로 정의하고 점수화(5

점 척도)하여 요인분석으로 통해 생성한 척도(총분산 72.32%, KMO = 

0.75, Cronbach’s α = 0.87)인 ‘여성 건강 물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두 척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Spearman’s rho = 0.376, p < 0.001)가 있었다. 또한 여성 건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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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료에 대한 ‘인식도’와 ‘관심수준’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Spearman’s rho = 0.439, p < 0.001). 즉, 여성 건강 물리치

료에 인지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의 물리치료

에도 역할 인식을 높게 하며, 여성 건강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수준 또

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인지도의 비교에서 

교육수준 및 경력과 인지도가 비례하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

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 한국 물리치료 학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교육적 진흥을 통해 임신 관련 허리통

증에 대한 치료사의 역할 의지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상 환경에서 물리치료사가 임산부 환자를 치

료하는 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89.24% (456명)의 물리치료사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

였다. 그 내용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임산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

법이 적음’, ‘물리치료사의 경험 및 교육 부족’, ‘조산 및 유산 위험 우

려’를 합산하여 65.42%가 추산되는데, 이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험의 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

에 할애한 시간 부족’, ‘처방코드 및 수가 부적절’ 합산 21.37%의 요인

은 외부적 제도 개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 단면으로 생각된다. 또한 

10.69%의 의견으로 ‘임산부 환자의 산과 물리치료 인식 부족’의 경우 

언급된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설문 결과로는 ‘여성 건강 전문물

리치료 자격제도의 도입(19.50%)’, ‘여성 건강 관련 전문학회의 발전

과 진흥(18.30%)’, ‘물리치료사의 기술 개선(16.18%)’이 집계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진흥, 

학회의 진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여성 건강 물

리치료 전문가 과정을 담당할 교육기관으로는 ‘여성물리치료 분과학

회(35.96%)’, ‘근골격계 물리치료 분과학회(20.03%)’가 선택되었으며, 

여성 건강 물리치료와 관련된 학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에서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인식 점수로 환산한 결과 3.08점이 나타났

고, 백분율로는 30%만이 학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

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의 진흥과 더불어 관련 질환의 양질의 치료를 위

해서는 관련 학회와 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건강 물리치료 영역에

서 다루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라 할 수 있는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

해서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치료 및 조언들을 세부적

으로 조사함으로써 기존에 전무한 실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 영국의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여서도 더욱 

상세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러

나 이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

우, 본 연구와는 달리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한 번

이라도 있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더욱이 의뢰 및 처방권

의 유무 등 두 나라 간에 임상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비

교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같은 비네트 환자를 놓고 동일한 

치료 선택지를 기준으로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의 특성상 실제 물리치료 현황이 아닌 보고

된 자료로 현황을 유추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치료 실태와 비교하여 간

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례 보고 등과 비교하여 비네트를 사용한 

설문 정보는 임상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음[15]을 감안할 때 국내의 실태 파악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판

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국의 물리치료사 520명을 대상으로 비네트 기법을 활용

한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적용 실태에 대한 조사이

며 더불어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인지 및 관심 수준과 임상

적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

양한 조합의 물리치료 형태와 조언들이 임신 관련 허리통증환자 치료

에 선택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영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이

점이 있었고 그 중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치료방법으로 운동치료와 보

조치료 및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를 들 수 있었다. 또한 성별, 연령, 임

상경력, 학력수준에 따라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에 대한 인지수준 및 

관심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는 비네트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치료의지와 상관성이 있었다. 대다수(89.24%)의 물리치료사가 임산부

의 치료에 애로를 느끼는 현 상황에서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의 진흥

과 관련 질환의 양질의 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회 및 교육적 

인프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 물리치료사의 임신 관련 허리통증에 대한 임상적 의사결정

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고, 향후 이 연구 결과는 임산부의 물리치료

와 더 나아가 여성 건강 물리치료 분야의 연구 및 임상교육 계획의 수

립 시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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