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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ow back and neck pain are two of the most common medical problems in the 
adult population.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70% and 80% adults experience an episode of 
low back pain at least once during their lifetime. 

Object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various stretching exercises and muscle 
energy techniques used for treatment of iliopsoas, quadratus lumborum, and hamstrings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Methods: A total of 52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n = 17), the 
muscle energy technology group (METG, n = 19), and the stretching exercise group (SEG, n 
= 16).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wice a week for 4 weeks. Outcome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4 weeks of treatment in the three groups,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the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
naire (FABQ), the Finger to Floor test (FTF), the Modified-Modified Schober Test (MMS), and 
the Trunk Flexion Range of Motion test. 

Results: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pre-test and post-test KODI, VAS, 
and FABQ scores in all the three groups (p < 0.05). The KODI, VAS, FABQ and FTF assessed 
in this study showed interactions between the groups and the measurement time point (p < 
0.01). After intervention, the KODI, VAS, FABQ and FTF in the SEG and METG were signifi-
cantly higher (p < 0.05),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METG and SEG. MMS and 
HFROM tes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groups (p > 0.05).

Conclusion: KODI, VAS, FABQ and FTF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basic physi-
cal therapy, muscle energy technique, and stretching exercise intervention.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tervention effect between the muscle energy group and the 
stretching exercise group.

INTRODUCTION

허리 통증은 성인에서 흔한 의학적 문제 중 하나이다. 성인의 70%–

80%가 평생 한 번 이상 허리 통증 증상을 겪는다[1]. 허리 통증은 개인

과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이외에도, 사회적 생활, 개인의 일상

생활 활동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허리 통증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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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2].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허리통증의 원인

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5]. 업무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대부분 시

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있으며, 앉아 있는 자세는 서 있는 자세에 비해 

허리 굽힘과 골반 뒤 기울임을 동반한다고 보고되었다[6]. 허리 통증은 

허리뼈 근육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발생하는 모든 허리 

통증의 종류를 가리키는 통괄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

로 허리 통증은 자세 불량, 과도한 허리 굽힘 및 물건 들어 올리기 동작

과 같은 위험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상적인 척추 구조에 과도한 

부하와 같이 역학적으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으로는 부

하가 척추에 전달되는 자세, 신체 역학, 유연성 등 다양하게 영향을 받

는다[7]. 허리 근육의 약화는 허리 폄근 또는 허리 굽힘근들이 주로 약

화되며, 특히 허리 폄근들에 기능이 저하되면 만성 허리 통증이 발생한

다[8].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으로 허리네모근, 넙다리뒤

근, 엉덩허리근이 이전에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허리네모근(quadratus lumborum)은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고, 동시 수축 시 허리를 펴게 하고 두 개의 허리네모근은 척추

세움근의 하부 섬유가 약하거나 억제될 때, 느슨한 부분을 보조한다(일

반적으로 의자에 앉는 컴퓨터 사용 또는 의자 등받이 사용 시 나타나는 

자세) [9]. 이러한 허리네모근 단축 및 약화는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이

다[10]. 

넙다리뒤근에 단축이 현대인들에 좌식 생활과 장시간 앉아 있는 생

활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을 하는 직업일수록 넙다리뒤근이 단축이 된다. 또한, 앉아 있는 동

안 넙다리 후면 부위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며, 넙다리뒤근의 활동

성 저하, 골반 뒤 기울림과 무릎 굽힘으로 인해 넙다리뒤근이 짧은 길

이로 유지가 되고 넙다리뒤근에 압통점이 발생하며 긴장감을 초래할 

수 있다[11]. 넙다리뒤근에 단축은 허리의 앞 기울임증을 감소시킨다

[12,13]. 유연하지 않은 넙다리뒤근과 허리통증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

견하였다[14-16].

엉덩허리근(iliopsoas)에 단축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웅

크리며 자는 자세와 반복적인 엉덩관절 굽힘 운동을 동반한 유산소운

동 프로그램과 좌식 생활 방식이 허리근(psoas)에 단축에 원인이 되고, 

스포츠, 춤, 그리고 걷기를 포함한 일상적인 활동에서 대부분에 움직임

이 앞쪽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축된 허리근에 적

절한 휴식과 이완을 제공받지 못한다[17]. 엉덩허리근에 단축은 허리 

폄에 가동범위를 제한하고, 짧아진 엉덩허리근은 허리뼈에 같은 쪽 돌

림과 같은 쪽 가쪽 굽힘, 반대측 가쪽 굽힘을 제한을 동반하며, 허리뼈

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척추측만증을 유발한다고 제시하였다[18]. 

허리 통증에 중재를 위해 물리치료사들은 스트레칭 운동, 근력운동, 

척추 관절가동술, 마사지 또는 근막이완기법, 도수견인, 자세교정운동, 

간섭전류치료, 초음파, 열 치료, 냉 치료 등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 

대부분 물리치료사들이 이러한 중재 기법을 사용한다[19]. 

근에너지기법(muscle energy technique)은 안전하고 부드러우며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근에너지기법의 보편

화는 시술자와 환자의 치료적 이점을 제공해 준다[20]. 근에너지기법

은 단축된 근육의 신장, 제한된 관절가동범위 증가, 생리학적으로 약해

진 근육 강화, 국소화된 부종 및 수동적 충혈의 감소에 대해 제시되었

다[20]. 근에너지기법은 근골격계 치료 방법의 관련된 기술이다. 환자

의 근육 사용할 때 특정된 한 방향으로 조절된 위치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리고 환자의 근육은 치료사에 대항하여 힘을 가하였다. 

근에너지기법은 등척성 수축 후 잠시 동안 근육이나 근육 군에 톤을 감

소시키기 때문에 등척성 수축 후에 이완이 될 수 있다. 등척성 후 이완

(post-isometric relaxation) 기법은 길항근의 근방추 자극으로 인해

서 억제되는 골지 건 기관(Golgi tendon organ)의 수용적 입력 때문

에 중재가 된다[7]. 

스트레칭 운동은 일반적으로 워밍업 및 쿨 다운 방식, 근력 및 컨디

셔닝 훈련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 등에서 처방되었다. 스트레칭은 부

상 예방,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증가, 근육신장성 증가 등

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건강과 체력증진에서 오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21]. 건강증진 및 재활에 네 가지 주요 스트레칭 기술

(즉,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탄성 스트레칭,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이 적용된다. 특히 정적 스트레칭은 단일 관절 또는 다

중 관절의 관절가동범위 끝 범위에서 각각 동적으로 작용근을 수축하

거나 외부의 힘을 이용하여 중력, 보조자, 스트레칭 도구들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움직임을 조절하였고, 끝 범위에서, 개인이 일정 시간 동안 

근육을 신장하는 자세로 잡아서 유지한다[22]. 관절가동범위가 클수록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의해 입증이 되었고 움직임

에 대한 절약을 개선하였다[23]. 허리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에너지기

법과 근막이완기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다[20]. 그러나 허리통

증 환자들에게 흔히 근길이 단축을 일으키는 주요 하지 근육들의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에너지기법과 스트레칭 운동의 효과를 비교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임상에서 실

재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중재기법의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허리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성인의 엉덩허리

근, 허리네모근, 넙다리뒤근에 적용한 근에너지기법과 스트레칭 운동

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한 군(실험군 1)과 스트레칭 운동을 적

용한 군(실험군 2), 두 중재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군(대조군) 간에 중재 

전후의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재 전후에 세 군의 심리사회적 수준 그리고 체간 가동성 수준은 유의

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늘푸른연합의원에서 6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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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간 허리통증을 경험한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한

국판 오스웨스트리 기능장애 지수(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와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의 평가도구를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하여 KODI 10점 이상, VAS 

4점 이상 조건에 맞는 대상자 52명을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6주 이상 허리통증을 호소

하는 자. 둘째 통증 수준(VAS: 0–10점)이 4 이상인 자. 셋째 허리의 기

능장애 수준(허리기능장애지수)이 10점 이상인 자 넷째 통증 감소를 위

해 현재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자. 다섯째, 본 연구 목적을 이

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리뼈에 골절이 있는 자. 둘째, 하지 쪽에 신경학적, 정형의학적 

질환이 있는 자. 셋째, 현재 임신 중인 자. 넷째, 계통학적으로 암 등의 

대사성 질환으로 동반한 자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을 시행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실험

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No. 1040647-202104-HR-008-03).

2. 연구 절차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근에너지기법 적용군(실험군 

1)과 스트레칭 운동 적용군(실험군 2), 두 중재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군(대조군)에 중재 전후에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 등의 평가 결과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aly-

sis of variance)을 이용하고, 효과 크기는 0.25, 유의수준은 0.05, 검

정력은 0.8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전체 표본 최소 크기

는 42명이었다. 실제 연구 과정 중 탈락률 20%로 고려하여 총 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 중 최종 52명의 대상자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 대상자들

은 무작위 배정 사이트(https://www.randomizer.org)를 이용해 사

전에 작성한 무작위 배정표를 이용하여 실험군 1 (n = 19)과 실험군 2 

(n = 16), 대조군(n = 17)에 배정하였다. 중재 전후에 측정한 종속변

수로 허리 기능장애 수준(KODI), 통증 수준(VAS), 심리사회적 수준

(fear 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FABQ), 손바닥-닿기(finger 

to floor; FTF) 검사, 재수정된 쇼버(modified-modified Schober; 

MMS) 검사, 몸통 굽힘 가동범위(trunk flexion range of motion)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다

(Figure 1).

3. 중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실험군 1과 실험군 2, 대조군으로 분류하고 각

각 중재 전후의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 심리사회적 수준 그리고 체

간 가동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모든 군의 대상자들에게 기본적 물리치

료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실험군 1과 실험군 2, 그리고 대조군에 각

각 중재를 총 4주간 주 2회, 총 8회 제공하였다.

Control group
(n = 17)

Basic intervention
Low back control

(35 min) + exercise

Experiment group 1
(n = 19)

Basic intervention
Low back control

(35 min) + exercise
+ muscle energy

techniques

Experiment group 2
(n = 16)

Basic intervention
Low back control

(35 min) + exercise
+ stretching
techniques

Randomized (n = 52)

Pre-test: VAS, KODI, FABQ,
FTF, MMS, HFROM

Assessed for eligibility
(n = 52)

Excluded (n = 0)

Post-test: VAS, KODI, FABQ,
FTF, MMS, HFROM

Analysis

Figure 1.Figure 1. Study design. VAS, visual ana-
logue scale; KODI,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FABQ, fear avoid-
ance beliefs questionnaire; FTF, fingertip 
to floor test; MMS, modified-modified 
Schober test; HFROM, hip flexion range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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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물리치료

온열치료를 위해 온습포 또는 근위 적외선(INFRALUX-300; Dae-

kyung Co., Ltd., Pochen, Korea) 치료를 20분간 적용하였다. 통증 

치료를 위한 전기 자극 치료를 위해 간섭파 전류치료기(ProMed III, 

STI-500PLUS; StraTek,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15분간 통증 

부위에 적용하였다. 모든 치료는 기본적 물리치료법으로 세 군에게 모

두 적용하였다.

2) 운동치료

운동치료를 위해 플랭크 운동, 브릿지 운동, 버드독 운동, 컬-업 운동

을 1분씩 1세트 적용하였다. 모든 치료는 기본적 물리치료법으로 세 군

에게 모두 적용하였다.

3) 근에너지기법

근에너지기법은 넙다리뒤근, 허리네모근, 엉덩허리근에 적용하였

고, 이것은 실험군 1에 배정된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넙다리뒤근, 허

리네모근, 엉덩허리근을 실험자가 대상자에 근육에 끝범위까지 이완을 

시킨 후 대상자가 낼 수 있는 힘에 20% 힘으로 등척성 수축을 한 후 10

초간 유지 후 대상자는 힘을 빼도록 지시하였다. 각 근육 군에 총 10초

간 3번씩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실험자는 대상

자의 뒤에 위치한 다음 대상자의 다리를 엉덩관절을 10도 폄 시킨 후 

약간 45도 방향으로 놓은 뒤, 실험자는 적용할 대상자의 엉덩뼈 능선

을 잡고 난 뒤 실험자의 엉덩뼈 능선이 아래쪽 갈비뼈에서 떨어지게 하

였다. 그다음 허리네모근에 끝 범위 전까지 간다. 대상자의 최대 힘의 

20%만 사용하여 실험자의 저항에 대항해서 “골반을 끌어 올려보세요”

라고 지시하였다. 10초 정도의 수축 후에 이완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총 10초간 3번씩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험자는 

대상자에 아래 방향에 위치한 다음 대상자의 다리를 실험자에 어깨에 

올렸다. 그리고 실험자는 대상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대상자 

넙다리뒤근에 끝 범위 전까지 가게 하였다. 대상자의 최대 힘의 20%

만 사용하여 실험자의 저항에 대항해서 “무릎을 구부려보세요”라고 지

시하고 10초 정도의 수축 후에 이완시켰다. 총 10초간 3번씩 진행하였

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가 침상 끝에 오게 한 다음 대

상자는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다리의 무릎에 양손을 잡고 엉

덩관절 굽힘 방향으로 굽혔다. 그리고 실험자는 대상자에 반대쪽 다리

를 잡고 엉덩관절을 펴도록 하였다. 대상자에 엉덩허리근에 끝 범위 전

까지 이완을 시킨 다음 “다리를 들어올려 보세요”라고 지시하였다. 10

초간 수축을 한 후에 이완시켰다. 총 10초간 3번씩 진행하였다(Figure 

2) [24]. 

4) 스트레칭 운동

스트레칭 운동은 넙다리뒤근, 허리네모근, 엉덩허리근에 적용하였

고, 이것은 실험군 2에 배정된 대상자에게 적용하였다. 대상자에 근육

에 끝 범위까지 이완을 시킨 다음 30초간 유지하는 과정을 총 3번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칭 기법은 Pandey 등[25]이 허리네모

근 수동스트레칭을 위해 사용한 방법을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대상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실험자는 대상자의 뒤에 위치한 다

음 대상자의 다리를 엉덩관절 10도 폄 시킨 후 약간 45도 방향으로 놓

은 뒤 실험자의 한 손은 대상자의 몸통 옆쪽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스트

레칭을 적용할 무릎 쪽에 손을 올린 다음 대상자에 허리네모근에 끝 범

위까지 이완을 시킨 다음 30초간 유지하는 과정을 총 3번 실시하였다

[25].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험자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넙다리뒤근에 아래 방향에 위치한 다음, 대상자의 다리를 잡고 실

험자는 대상자에 종아리를 실험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실험

자는 대상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대상자 무릎관절 폄 방향으

로 스트레칭을 시켰다. 대상자에 넙다리뒤근에 끝 범위까지 이완을 시

킨 다음 30초간 유지하는 과정을 총 3번 실시하였다[26]. 대상자는 바

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가 침상 끝에 오게 한 다음 대상자는 양손으로 

적용하지 않는 다리의 무릎에 양손을 잡고 엉덩관절 굽힘 방향으로 굽

2
1 2

1

1

2

A B C

Figure 2.Figure 2. Muscle energy techniques. (A) Intevention for quadratus lumborum. (B) Intevention for hamstring. (C) Intevention for iliopoas. 1: Direction to the 
therapist’s force, 2: Direction to the patient’s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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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스트레칭을 적용하는 다리를 엉덩관절 폄 시켰다. 그리고 대상자

에 엉덩허리근에 끝 범위까지 이완을 시킨 다음 30초간 유지 총 3번 실

시하였다(Figure 3) [26]. 

4. 평가방법 및 측정도구 

1) 허리 통증의 기능장애 수준 

허리 통증의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허리 기능장애 

지수(KODI)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서 신체적 불편함을 정량화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한국 문화 특성을 고려하여 성생활 항목은 제외), 점수의 

단위는 0–5점으로 높을수록 장애가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총 45점

이 최고 점수이며, 총점을 항목 × 5를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

시하였다. 0%–20%는 경미한 장애 수준, 21%–40%는 중증도 장애 수

준, 41%–60% 심각한 장애 수준, 61%–80%는 불구 수준, 81%–100%

는, 환자가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거나,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수준이다. 한국어판 허리기능장애 평가표는 기존의 허리기능장애(Os-

westry Disability Index; ODI)의 10개 문항 중 8번째 항목(성생활)을 

빼고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5점에 점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수에서 획득한 점수를 나눈 뒤 백분율화하여 

허리기능장애 수준을 구별한다. 한국판 ODI 검사의 신뢰도는 0.92이

고 각 문항당 신뢰도는 0.7 이상이다[27].

2) 허리 통증 수준

허리 통증의 수준을 평가를 위한 시각적상사척도(VAS)를 사용하였

다. VAS는 통증의 강도를 10 cm의 선으로 구성되었으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0 mm (통증 없음)–100 mm (심한 통증) 선에 

표시하도록 한다. VAS의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9와 측정

자 간 신뢰도는 1.00이다[28]. 

3) 심리사회적 특성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포-회피 반응 평가지

(FABQ)를 이용하였다. FABQ 평가지는 두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활동에 관한 공포-회피 반응을 5개의 항목의 척도와 직업적인 

일에 관한 공포-회피 반응을 11개의 항목의 척도로 총 16개의 항목들 

중 5개의 문항(2, 8, 13, 14, 16)은 설문지 평가 후 합산하지 않는다. 

각 항목의 점수는 7점 척도(0–6점)로 되어 있다(0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6점: 확실히 그렇다). 한국판-FABQ 평가의 측정 신

뢰도는 0.95로 나타났다[29].

4) 몸통의 유연성 수준 평가

대상자의 몸통에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세부 항목

을 측정하였다.

(1) 손가락 바닥 닿기(FFT) 검사

몸통의 전체적인 굽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FT 검사를 실시하였

다. 실험자는 대상자에게 20 cm 높이의 상자에 서서 똑바로 서서 상자 

끝에 발끝을 맞추고 몸통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지시하였다. 실험자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손가락 끝과 의자 윗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

정하였다. 이 과정을 2회 반복 실시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기록하

였다. 손가락 바닥 닿기 검사의 측정 신뢰도는 0.99로 나타났다[30].

(2) 재수정된 쇼버(MMS) 검사

몸통 굽힘 각도 중 허리 부위에 움직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MMS 

검사를 하였다. 실험자는 대상자의 위뒤엉덩뼈가시(posterior supe-

rior iliac spine; PSIS)에 손을 대고 차이를 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올린다. 펜으로 PSIS에 허리뼈의 중간 수평으로 따라 그려서 표시하고

(아래쪽 표시), 대상자의 원래의 선보다 15 cm 위에 두 번째 선을 그

려서 표시하였다(위쪽 표시). 대상자에게 통증이 발현되지 않는 지점까

지 최대로 몸통 굽힘을 지시하였다. 낮은 쪽 표식과 높은 쪽 표식 사이

1
1

1

A B C

Figure 3.Figure 3. Stretching exercise. (A) Intevention for quadratus lumborum. (B) Intevention for hamstring. (C) Intevention for iliopoas. 1: Direction to the thera-
pist’s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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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cm)를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한 

다음, 중립 자세에서 피부에 표시한 지점 간에 거리의 차이를 측정하였

다. 이 과정을 2번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재수

정된 쇼버검사의 측정 신뢰도는 0.67로 나타났다[31].

(3)  엉덩관절 굽힘 가동범위(hip flexion range of motion; 

HFROM) 검사

몸통의 굽힘 시 엉덩관절에서 굽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HFROM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긴 나무봉을 잡고 대상자의 뒤통수에서 

척추, 엉치뼈의 중앙부에 대고 서게 하였다. 실험자는 대상자의 넙다리

뼈 머리를 촉진한 후 스티커로 표시한 다음, 대상자가 몸통을 굽히도

록 하였다. 대상자는 척추를 자연스럽게 중립 위치를 유지한 상태로 실

험자의 지시하에 몸통 굽힘을 하게 된다. 실험자는 삼각대 위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두 번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여 영상자료를 수입하

였다. 영상자료에 대상자의 귓구멍과 넙다리뼈 머리에 붙여 놓은 스티

커 부위를 기준으로 캡쳐 한 사진으로 가지고 ImageJ 영상 분석 프로

그램(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을 이용해 

엉덩관절 굽힘 각도를 측정하였다. 총 2회의 각도 분석 후 평균값을 이

용하였다[32].

5. 통계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sion 21.0 통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

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한 후,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해 기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 인원 수로 제시하였

다. 연구를 위해 측정된 변수들은 콜로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Kol-

mogorov-Smirnov test)을 시행하여 정규성 검정을 하였고, 정규분포

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변수들의 군 간 비교를 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을 군별로 중재 전후의 측정 변수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짝 비교 t-검정

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수의 군과 측정시점 간에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개체 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고, 군과 측정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사후 검정을 위해 본 페로니(Bonferroni 

correcrion)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통계분석에 유

의성 수준은 p < 0.05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남자가 36명, 여자는 16명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세 군 간에 성별 분포와 평균 연

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측정시점에 따른 세 군 간에 기능장애, 통증 수준과 심리사

회적 특성의 변화 양상 비교

중재 전후에 연구대상자의 허리 기능장애 지수와 통증 수준 그리고 

심리사회적 수준에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Table 2). 본 연구에서 중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ont (n = 17) EG1 (n = 19) EG2 (n = 16) F/χ2

Sex (male/female) 14/3 14/5 8/8 4.329
Age (y) 28.12 ± 3.35 25.47 ± 4.83 26.06 ± 3.26 1.761
Height (cm) 173.12 ± 9.76 171.44 ± 8.55 169.44 ± 7.15 0.759
Weight (kg) 75.88 ± 16.56 73.11 ± 13.68 69.13 ± 15.17 0.829
Body mass index (kg/m2) 25.02 ± 3.73 24.77 ± 3.76 23.99 ± 4.56 0.29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s or mean ± standard deviation. Cont, control group; EG1, muscle energy technique group; EG2, stretching technique 
group. 

Table 2.Table 2. Comparison of disability, pain level, and psychosocial status pre and post-test with the group

Variables Cont (n = 17) EG1 (n = 19) EG2 (n = 16) F F (group x time)

KODI Pre 11.24 ± 1.48 12.53 ± 2.22 13.19 ± 3.45 2.662 13.847**
Post 8.35 ± 2.21 5.68 ± 1.70a 6.13 ± 2.70a 7.291**
t 6.607** 10.24** 5.840**

VAS Pre 4.88 ± 0.86 4.95 ± 1.27 5.13 ± 1.31 0.191 6.410**
Post 3.82 ± 0.64 2.47 ± 1.26a 2.69 ± 1.08a 8.533**
t 4.518** 6.183** 5.975**

FABQ Pre 38.59 ± 4.36 39.32 ± 4.75 39.31 ± 8.08 0.087 17.659**
Post 34.41 ± 4.98 23.53 ± 7.75a 22.13 ± 6.83a 17.302**
t 4.128* 8.446** 5.76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ont, control group; EG1, muscle energy technique group; EG2, stretching technique group; KODI, 
Korean version of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VAS, visual analogue scale; FABQ, fear 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a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group.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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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전후에 측정한 허리 기능장애 척도와 통증 수준 그리고 공포회피

반응 검사 결과는 세 군 모두 중재 전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5). 또한 중재 전후의 허리 기능장애 지수, 통증 수준 그리고 공포회

피반응 점수는 모두 군과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1). 측정한 세 가지 변수 모두 중재 후에 실험군 1과 실험군 2가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p < 0.05), 실험군 1과 실험군 2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통증 수준과 공포회

피반응 점수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3. 측정시점에 따른 체간 유연성 관련 변수들의 변화 양상 비교 

대상자들의 체간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재 전후에 다음의 3가지 

세부 변수를 평가하였다. 손바닥-닿기 검사(FTF)와 재수정된 쇼버검

사(MMS), 엉덩관절 굽힘 가동범위 검사(HFROM)의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FTF 수준은 중재 전후에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

었다(p < 0.01). 그러나 MMS와 HFROM 변수는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

이지 않았다. FTF는 대조군을 제외한 실험군 1과 실험군 2에서 중재 

전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실험군 

1과 실험군 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MS와 HFROM은 모두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MMS는 실험군 2에서 

중재 전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두 군은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HFROM 변수는 세 군 모두에서 중재 전후에 유의한 변화

를 보였다(p < 0.05).

DISCUSSION

본 연구는 허리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 군으로 나누어 기본물리치

료 적용군, 근에너지기법 적용군, 스트레칭 운동 적용군으로 나누어 진

행하여 환자들의 허리 기능장애수준, 통증수준, 심리사회적 수준, 체간 

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 모두 허리기능장애 수준, 통증 수준, 심리사회적 수준, 체간 

운동성 결과값으로 중재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근에너지기법은 각각의 의료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단축

된 근육, 약화된 근육, 제한된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림프 순환의 개선

이나 치료를 위해 지지가 되어 왔다[33]. Oh [34]는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손가락-바닥 닿기 검사에 제한이 있는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근에너지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 전후로 집단 내, 집단 간 모두에서 

근에너지기법군이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허리 기능장애 수준, 통

증 수준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 < 0.01), 손가락-바닥 닿기 검사에

서도 근에너지기법군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Ellythy [20]

의 연구에서 40명의 만성 허리통증 환자에게 근에너지기법과 근막이

완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두 그룹 내에서 허리 기능장애수준, 통증 수준

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p < 0.01), 허리관절에서 측정한 가동범위

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지만(p < 0.01), 두 군 간에 허리기능장애 수

준, 통증 수준, 허리 관절가동범위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이는 두 군 모두 전기치료, 도수치료, 운동프로그램을 시행하였

기 때문에 허리기능장애 수준, 통증 수준, 허리관절가동범위에서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사료된다[20]. Lee 등[35]의 연구에서는 넙

다리뒤근이 단축된 성인 30명을 대상에게 근에너지기법과 도구를 이

용한 연부조직가동술을 적용하였을 때 근에너지기법과 도구를 이용한 

연부조직가동술 두 기법 모두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고(p < 0.05), 24시간 후 효과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p < 0.05), 초음파를 이용하여 넙다리뒤근의 근 두께를 두 그룹에 각

각 중재 전후, 24시간 후에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스트레칭에서 비롯되는 유연성 증가는 근육과 힘줄 부상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근육통을 최소화하고 완화하며,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6]. An [37]은 만성 허리통증환자를 대

상으로 기본 물리치료만 적용한 군보다 기본 물리치료와 뒤넙다리근에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한 집단에서 허리 굽힘 각도의 증가와 통증감소

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p < 0.01). Jung과 Park [38]은 허리통증 환

자를 대상으로 뒤넙다리근 수동신장방법과 능동신장방법을 각각 적용

한 두 군 모두에서 뒤넙다리근의 유연성과 골반 가동성이 유의하게 증

가가 있었다(p < 0.05).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FTF test, MMS test, TFROM test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s

Variables Cont (n = 17) EG1 (n = 19) EG2 (n = 16) F F (group x time)

FTF Pre –2.85 ± 17.26 –2.82 ± 14.26 –5.56 ± 8.54 0.212 10.289**
Post –3.56 ± 21.08 7.95 ± 8.64a 5.94 ± 9.57a 3.286*
t 0.240 –3.910** –5.343**

MMS Pre 20.69 ± 0.83 20.34 ± 1.46 20.09 ± 1.42 0.907 0.419
Post 21.45 ± 1.23 21.21 ± 1.85 21.27 ± 1.35 0.119
t –2.062 –1.728 3.027**

TFROM Pre 50.24 ± 5.35 50.03 ± 5.88 52.16 ± 6.47 0.661 0.862
Post 41.29 ± 6.86 35.47 ± 11.05 42.97 ± 9.92 3.064
t 3.732* 6.114** 3.3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Cont, control group; EG1, muscle energy technique group; EG2, stretching technique group; FTF, fin-
gertip to floor test; MMS, Modified-Modified Schober test; TFROM, trunk flexion range of motion. a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group.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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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기능장애지수, 통증 수준, 심리사회적수준은 중재 전 세 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후에 근에너지기법과 스트레칭 운동

이 중재 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고(p < 0.05), 근에너지기법과 스트

레칭 운동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손바닥-닿기 검사는 기본물리치료군

을 제외한 근에너지기법군과 스트레칭 운동 적용군에서 중재 전후 유

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근에너지기법군과 스트레칭 운

동 적용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수정된 쇼버검사는 스트레

칭 운동 적용군에서 중재 전후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두 군에

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엉덩관절 굽힘 가동범위검사 변수

는 세 군 모두에서 중재 전후 유의한 변화를 보였으나(p < 0.05),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고(p > 0.05), 세 군 간에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 > 0.05). 

Rabia 등[39]의 연구에서 넙다리뒤근이 짧은 남자, 여자 50명을 대

상으로 근에너지기법과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하여 비교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추가되어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지만, 선

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와 같이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 모두 

중재 전후 허리기능장애 수준, 통증 수준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1). 몸통 부위에 전체적인 굽힘 검사인 손가락 바닥 닿기 검사결

과 세 군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재수정된 쇼버검사와 엉덩

관절 굽힘 가동범위 검사 결과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세 군 간에 허리와 엉덩관절에 각각에 굽힘 각도는 차이가 없었

으나, 전체적인 몸통 굽힘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몸통의 굽힘 각도 측

정 시 본 연구처럼 전체 각도와 허리와 엉덩관절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를 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본 연구에서는 근에너지기법

과 스트레칭 운동 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임

상에서의 중재 기법 적용에 있어서 치료사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것

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20대, 30대로 한정되어 

있다. 둘째, 중재 기간이 주 2회 총 4주 총 8번에 시행하기에는 중재기

간이 짧았기 때문에 군 간에 효과를 알아보는데 제한이 있다. 셋째, 성

별에 따른 유연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런 요소들이 이 연구의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이런 제한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는 중재 시간과 기간 등을 

더 늘려서 수행할 것과, 근에너지기법과 스트레칭 운동 이외에 또 다른 

중재 기법을 이용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허리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허리통

증을 위한 기본 물리치료만을 적용한 대조군(n = 17)과 근에너지기법

을 추가 적용한 실험군 1 (n = 19), 스트레칭 운동을 추가 적용한 실험

군 2 (n = 16)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각 군에 중재는 4주간 실시하였고, 

각 군의 중재 전후에 모든 대상자에 통증 수준과 심리사회적 수준, 기

능장애 수준 그리고 몸통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

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세 군 모두에서 중재 전후에 허리 기능장애지수와 통증수준, 심리사

회적 수준의 변화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군 1과 실험군 

2는 대조군에 비해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두 군 간

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몸통의 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세 

가지 세부 검사법 중 손바닥-닿기 검사 결과는 대조군과 비교해 실험군 

1과 실험군 2가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군 1과 실험군 2 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허리통증 환자의 하지 근육에 적용한 근에너지기법

과 스트레칭 운동은 통증과 심리사회적 수준 그리고 기능장애 수준 그

리고 전체적인 몸통의 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두 기법 간에

는 유사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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