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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5년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지나간 시간이 참으로
길고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이 결실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노인에 대한 넓으신 식견으로 논문의 진행을 이끌어 주

시고,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경
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언제나 자상한 가르침으로 대학원 과정을 무
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정렬 교수님,지극히 사소하고 우매한 질문에
도 따뜻한 말씀과 명확한 해답으로 가르침을 주셨던 이태화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
다.학문적 가르침 뿐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저의 마음까지 돌봐주시는 이명하 교
수님,저의 도움 요청을 언제나 흔쾌히 들어주시고 모호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
다 해결의 실마리를 주셨던 김태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실천하는 삶의 모델이 되

어주시는 정영숙 교수님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전북대학교 간
호대학 교수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또한,논문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세
심한 조언을 해주신 김현옥 교수님과 문달주 선생님,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검
진에 협조해 주신 장기영 원장님,바쁜 학사일정에도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
려해 준 직장 동료 정경화,송은주,김희선,김미정 교수님,황순주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쓰는 기간 내내 건강을 염려해주고 격려해준 정남옥,김정희,문영희,양

경희,김미영 선배님과 사랑하는 친구 김현경,김지영,정민희,박진희,문인오,후
배 정석희,이민정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추운 겨울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자식 대하듯 인정을 베풀어 주신 어르신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일생을 살아오신 친정어머님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삶의 지혜로 함께 이겨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하기나 할지요.어머니,정말 감사합니다.
또한,공부하는 며느리를 멀리서 사랑으로 지켜봐주신 시부모님과,우리 아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준 언니,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은 형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하는 아내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후원해주고 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바쁜 엄마를 이해해주고 건강하게 자라
준 사랑하는 딸 선우,민지와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6년 7월

연구자 형희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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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만만만성성성요요요통통통 여여여성성성노노노인인인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요요요부부부강강강화화화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는 요부강화 프로그램이 만성요통 여성노인의 통증,기능장애,근력,근
지구력,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진행되었다.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으로 실
험군 16명,대조군 14명이었다.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요부안

정화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군에게 교육은 주1회,운동은 주 3회,총 8주
간 실시하였다.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시행되었으며,통증 측정은
Scott& Huskinsson(1979)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척도,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 측정
은 Fairbank 등(1980)이 개발하고 임현술 등(1998)이 번역․수정한 Oswestry
DisabilityIndex,요부 유연성 측정은 sit-and-reachtest, 근력과 근지구력의 측정
은 표면 근전도 검사,생활만족도 측정은 KozmaandStones(1980)의 도구를 윤
진(1982)이 수정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

증이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전굴,후굴,회전,좌측굴,우측굴 모두에서
실험군은 통증이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였으며,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전굴 U=61.50,p=.03,후굴 U=46.50,p=.01,회전 U=48.50,
p=.01,좌측굴 U=56.00,p=.02,우측굴 U=58.50,p=.03).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되
었다.
제 2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

능장애가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기능장애가 감소하였고 대조군
은 약간 증가하였는데,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60.50,
p=.01).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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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가설 :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
연성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좌전굴 유연성이 증
가하였으나 실험군의 유연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U=4.50,p=.00),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4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

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측정 자세와 부위에 따른 16개 실효치 진폭
값 중 11개 값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p<.05),
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5가설 :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

지구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측정 자세와 부위에 따른 16개 중앙주파
수 값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따라서 제 5가설은 기각되었다.
제 6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생

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대
조군은 감소하였는데,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U=14.00,
p=.00).따라서 제 6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에서 본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 노인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감소시키고 유연성,근력,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따라서 본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이 만성요통이 있는 여성노인을 대
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요부강화프로그램,여성노인,만성요통,기능장애,유연성,근력,
근지구력,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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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요통은 임상에서 상기도 감염 다음으로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및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실
제로 일생 동안 전 인구의 60~90%가 요통을 한번이상 경험하게 되고 매년 5% 인
구에서 요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강우,2002).즉,요통은 사람이 살아가
면서 한번쯤 경험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에 의한 것으
로 노화와 요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65세 이상 인구의 20% 정도가 요통을 경
험하고 있으며(Lavsky-Shulan,etal.,1985),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여성노인에
게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순자,1997;Bingefors,& Isacson,
2004; Edmond,& Felson,2003;Weiner,etal.,2003).여성노인에게 요통의 유병
률이 높은 이유는 근육량의 감소,골다공증의 증가,허리에 무리가 가는 가사노동
의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dmond,& Felson,2003;
Jacobs,Hammerman-Rozenberg,Cohen,&Stessman,2005).
만성요통은 요추부위의 근력과 근지구력의 감소,유연성의 소실 등의 신체적

이상을 초래하여 신체적 활동이 더욱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근력이 더욱 약화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또한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주어 불안과 우울증상을 야
기시키고 자기효능감,생활만족도,삶의 질 저하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유발과
도 연관이 있으며,이러한 문제는 통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의욕
을 떨어뜨려 요통관리를 더 어렵게 하고 요통이 만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다(김인자,1994;김정아,1989;최순영,2000;Barns,Smith,Gatchel,& Mayer,
1989;McCreary,Turner,& Dawson,1980;Strernbach,1977).
노인성 요통의 치료는 다른 연령층의 치료 지침처럼 급성요통 발생 시에는 적

극적인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한 후 어느 정도 통증이 사라지면 적극적인 운동요
법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는데(장일태,2005),만성요통 환자에게 운동을 실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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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감소,관절운동범위 증가,요부근육의 강화,유연성 증가 등의 신체적 문제
해소 뿐 아니라,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김민주,2004;김향숙,2000;신선희,2004;이은영,2003;정연우,2003).
요통환자에게 실시되는 운동요법으로는 체간부 굴곡을 강조하는 William's

exercise,체간부 신전을 강조하는 McKenzieexercise,요통체조 등의 신장운동(백
양희,2000),유산소 운동(신희수,1998),수중운동(이영란,이승희,김준홍,2004),
요가운동(이경혜,1998)등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운동방
법들은 단편적으로 허리의 유연성을 증진시킨다거나 굴곡근이나 신전근 등의 강
화 등에만 초점을 둔 운동방법들로 환자에 따라 오히려 근육을 손상시킬 수도 있
고,역학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체간의 근력과 지구력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윤은희,2003).따라서 만성요통 환자들의 효과적인 요통관리를 위해
서는 교육,유연성 증진,근력강화,협응력 증진,근지구력 훈련 등 다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이에 최근 의료선진국에서는 환자의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근육
과 움직임의 조절능력을 회복하여 요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요부안정화 운동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Becker,etal.,
1996).이와 같이 만성요통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부안정화 운동
은 국내에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그 임상효과에 관한 연구는 최근 2-3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를 살펴보면,병원을 방

문하는 요통환자의 치료에 대한 연구와,단순 요통환자라 할지라도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연구나 간호사,산업장 근로자 등 특정 직업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많지만(김이천,2004;박현숙,2003;유재현,2000;윤은정,2004;윤은희,2003;
장인숙,2003;전연진,2002),지역사회 노인의 요통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 요통의
경험에 대한 연구(김향숙,은영;1999)와 노인 요통의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
(김순자 등,2003)등의 서술․탐색적 연구를 비롯하여,노인을 대상으로 요통완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는 요통완화 프로그램이 노인 요통과 우울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향숙,2000)와 요통 예방 체조프로그램이 여성 고령자
요통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백양희,2000),노인을 위한 요통예방 운동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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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에 대한 연구(김순자 등,2003)등 소수에 불과하다.이들 노인 요통에 대한
중재 연구들은 통증이나 우울 등 환자들의 주관적인 지표만으로 효과를 측정하거
나 유연성이나 근력 등 단순한 신체적 계측만을 실시하였다.즉,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통완화 프로그램의 신체적,기능적,심리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요통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되는 운동요법뿐만 아니라 생

활 및 작업 자세 교정이나 환경관리,영양관리,스트레스 관리 등의 다각적인 접
근을 통해 일생생활 속에서 스스로 요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교육을 병행한 프로그램은 자가 요통관리에 대한 동기부여와 운동의 지
속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데,교육과 운동이 결합된 요통관리 프로그램들을 살펴
보면(김명애 등,2001;최순영,2000;Aberg,1984; Asspasia,Gerasimos,Agisilaos,
Dimitrios,& Poulou,1995;Frost,Moffett,Moser,& Fairbank,1995;Gill,
Sanford,Binkley,Stratford,& Finch,1994;Gundewall,Liljeqvist,& Hansson,
1993),대부분 특정 환자나 직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지역사회 여성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여,만성요통을

호소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 운동이 결합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신체적,기능적,정신심리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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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및및및 가가가설설설

1.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요부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된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통의 완화와 기능장애의 감소,유연성,근력,근지구력 및 생활만족도 증가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1)요부강화프로그램이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의 통증과 기능장애에 미치
는 효과를 파악한다.
2)요부강화프로그램이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의 유연성,근력 및 근지구력
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요부강화프로그램이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한다.

2.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과 실시

하지 않은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증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능장
애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3.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연성
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4.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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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것이다.
가설 5.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지구

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6.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생활만

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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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요부강화 프로그램
요부강화프로그램은 허리부위 강화를 통해 요통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

로,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요통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요추부위의
신경․근골격계 기능 향상을 위한 요부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된 8주간의 프로그램
을 의미한다.

2.통증
통증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동반되어 경험되거나 그런 손상의 견

지에서 표현되는 기분 나쁜 감각과 불쾌한 정서적 경험이다(Casey,1982).본 연구
에서는 허리부위에 경험하는 요통을 말하며,Scott& Huskisson(1979)의 시각적
상사 척도에 의해 측정된 값으로 값이 높을수록 허리부위의 통증 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3.기능장애
요통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능장애를 말하며,본 연구에서는

Fairbank,Couper,Cavies,andO'Brien(1980)이 개발한 Oswestry요통 기능장애
척도(Oswestry Disability Index,이하 ODI)를 임현술,정민근,김수근,이종민
(1998)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으로 인해 일
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기능장애가 많음을 의미한다.

4.유연성
유연성이란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관절이 적절한

가동범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전태원,1994),본 연구에서는 허리 유연성 검
사를 위하여 sit-and-reach test방법으로 좌전굴측정기(ST118,엑스퍼트,한국)를
이용하여 측정한 값으로,이 값이 클수록 허리의 유연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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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력
근력이란 어떤 근군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하여 최대한 수축력을 발휘할 수 있

는 능력으로(김성수,정일규,1995),본 연구에서는 허리부위의 굴곡근과 신전근에
서 근전도 신호를 수집한 후 실효치 진폭(rootmeansquare,이하 RMS)값을 산
출하고,산출된 실효치 진폭 값으로 체간부 근육의 수축력 변화를 반영한다.

6.근지구력
근지구력은 근력발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으로(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본 연구에서는 허리부위의 굴곡근과 신전근에서 근전도 신호를 수집한 후
중앙주파수(medianfrequency,이하 MDF)값을 산출하고,산출된 중앙주파수 값
으로 체간부 근육의 지구력 변화를 반영한다.

7.생활 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노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김선희,2005),본 연구에서는
Kozma and Stones(1980)가 만든 TheMemorialUniversity ofNewfoundland
ScaleofHappiness(MUNSH)척도를 우리나라 노인에 맞게 윤 진(1982)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서,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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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AAA...여여여성성성노노노인인인의의의 만만만성성성요요요통통통

요통은 전 인구의 60~90%가 일생 중 한번은 경험하게 되고 매년 5%의 인구에
서 요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러한 요통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데
급성요통을 경험하는 환자의 90%가 발생 후 2개월 내 호전을 보이고,회복된 환
자의 60%는 2년 내에 재발을 경험하게 되며 3년이 지나면서부터 재발의 빈도가
현격히 감소한다.결국 전 인구의 7~10%는 만성요통으로 고생하게 된다.또한,급
성요통환자에서 신경근 병변은 오직 1%정도로 추산되며,만성요통의 경우 그 비
율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이강우,2002).
요통발생의 위험요인을 보면 고도의 육체노동,물건 들기,밀기,끌기,비틀기,

장기간 앉기,지속되는 진동에 노출되는 것,자신의 직업에 대한 지루함 또는 불
만족 등의 직업적인 요인이 있으며 나이,60세 이상의 여성,고도의 척추 측만증,
흡연,생활자세,운동부족,잘못된 운동습관 등의 건강생활습관 요인과 스트레스,
불안,긴장,피로,우울 등의 정신심리적인 문제,과도한 비만,신장 등의 환자 요
인도 작용한다.또한,퇴행성 질환,염증성 질환,감염성 질환,대사성 질환,종양
성 질환,외상성 질환,근골격계 질환,내장기계 질환,혈관계질환 등의 각종 질환,
임신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명준,2004;문경미,2005;이강우,2002;
Bostman,1993).
노인의 만성요통은 심각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요통노인에 관한 대책은

희박하다(김향숙,은영,1999).그것은 노인의 통증은 노화의 자연스런 결과라고 잘
못 인식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통증은 노화의 필수적인 증
상이 아니다(Ferrell,& Ferrell,1990).대부분의 요통은 노화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척추의 변화,근력의 약화,골다공증 등의 요인과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리한 활동이나 좋지 못한 생활습관을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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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 요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노화의 진행이 빠른 노인인구 집단에서 요
통은 다른 인구집단보다 더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의 만성요통 유병율은 연령계층이나 요통의 정의,조사방법론에 따라 일치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7~49%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는데(Edmond,&
Felson,2000;Lavsky-Shulan,etal.,1985;March,etal.,1998),통증인지의 감소나
통증인내력의 증가 등의 환자들의 인지적 문제들이 요통의 보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여 이러한 요통유병율의 다양성에 기여하기도 한다(Bressler,Keyes,Rochon,&
Badley,1999).
생의 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전체의 요통 발생률에서는 차

이가 없으나 60세 이후의 인구에서는 여성에게서 요통의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김순자,1997;이강우,2002;Bingefors,& Isacson,2004;
Edmond,&Felson,2003;Lavsky-Shulan,1985;Weiner,etal.,2003).
여성들에게서 요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Jacobs등(2005)은

근육량 감소와 골다공증의 증가를 포함한 생리학적 차이와 사회적,문화적,경제
적인 요소들이 성별과 관련이 있으며,여성으로서의 전형적인 사회적 역할인 가사
업무 등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이강우(2002)는 60세 이후의 여성에서 요통의 발
생률이 더 높은 것은 골다공증의 발현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며,
Hartvigesn,Christensen,andFrederiksen(2004)는 노인 요통의 경우 남성들이 여
성들에 비해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
이 받는다고 하였다.이는 노인여성의 요통은 환경적인 영향으로 더 많이 발생하
며,생리학적 조건에서도 남성보다 요통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김
태열과 남철현(1993)의 가정주부의 요통 유병율과 관련요인 조사연구에서 여성은
주거 및 가사-작업 환경과 생리학적 특성 상 요통발생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하면서,작업공간의 설계 및 개선과 가사용품 개발이 필요하며 작
업 자세에 대한 교육이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만성요통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85세 이상 고령 노인의 경우 6.0~40%로,범위에 있어서는 65세~80세의 유병률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유병률의 양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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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Bressler,etal.,1999).Leveille등(1999)의 연구에서도
심한 요통을 가지고 있는 85세 이상 여성노인의 유병율은 10%로,65세~84세 여성
노인의 23%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만성요
통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고 유병율도 높아지지만,8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더 이상 빈도나 강도가 심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므로 노인요통의 경우
65세 이상 85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그 유병율과 요통의 강도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Ensrud등(1994)은 요통을 가진 노인들은 신체적 기능 특히 걷기,구부리기 등

의 신체적 수행과 집안일 수행 등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Leveille등
(1999)은 심한 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의 경우 가벼운 가사일이나 장보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기동성이 필요한 작업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만성요통은 기능적 손
상과 제한,장애에 기여한다는 복합적인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만성질환,건
강행위,성격,사회적,환경적 요소들과 복잡한 네트웍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장애를 진전시킨다고 하였다.EdmondandFelson(2003)은 노인을 대상으로 요통
과 기능적 활동 제한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15분간 한곳에 서있기,커다란 물
건을 밀거나 잡아당기기,1/2mile걷기 등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등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43%~63%가 통증으로 인한 활
동제한을 가지고 있었고 18%~34%가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이러한 등의 증상과 기능적 제한은 특히 여성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기능감소를 줄이려는 시도를 위해서는 요통의 예방과 강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
어야 한다고 하였다.이 연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요통증상과 기능적 제한
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즉,근력차이나 골다공증
차이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이러한 만성요통은 요천추부의 근력감퇴와 지구력
감소,유연성 소실,요추부 및 하지의 관절범위 제한 같은 구조적 이상을 초래하
므로 환자들은 신체활동을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차적인 체간근력이 더욱 약
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또한 만성요통은 정서상태에도 영향을 주어 우울증상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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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Reid,Williams,Concato,Tinetti,& Gill,2003),자기효능감,불안,생활만족도,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유발과도 연관이 있다.이러한 문
제는 통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요통을 치료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요통이
만성화되는데 영향을 준다(김인자,1994;김정아,1989;최순영,2000;Barns,etal.,
1989;McCreary,etal.,1980;Sternbach,1977).
이상에서 살펴보면,여성노인에게 있어 만성요통은 빈번한 건강문제로 볼 수

있으며,이로 인해 신체적 제한,기능 장애 등을 야기하고 정신심리적 문제까지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노인의 요통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 요통의 경험
에 대한 연구(김향숙,은영;1999)와 노인 요통의 관련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김순
자 등,2003)등의 서술․탐색적 연구를 비롯하여,노인을 대상으로 요통완화 프로
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는 요통완화 프로그램이 노인 요통과 우울 감소
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향숙,2000)와 요통 예방 체조프로그램이 여성 고령자 요통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백양희,2000)등 소수에 불과하다.또한,이들 노인 요
통에 대한 중재 연구들은 통증이나 우울 등 환자들의 주관적인 지표만으로 효과
를 측정하거나 유연성이나 근력 등 단순한 신체적 계측만을 실시하였다.즉,노인
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통완화 프로그램의 신체적,기능적,정신심리적 효과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BBB...만만만성성성요요요통통통 완완완화화화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중중중재재재 방방방법법법

일반적으로 요통은 외상이나 질환에 의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자세 및 근 불균형 등과 관련된 요통을 말하며,요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척추의 획득,무통성,가동성,안정성,지지성이 있는 요추를 재건하며
척주를 움직이는 복근,배근을 강화하고 근 조절능력을 가지는 일,그리고 신체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일,즉,바른 자세의 획득이 중요하다.이에 요구되는 것이 운
동을 통한 신체단련인데,운동은 이러한 신체적인 효과 뿐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
스 해소와 자신의 장해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동기부여 등의 심리적 효과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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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다(대한 산업보건협회,1988).
급성통증과 달리 만성통증인 경우에는 침상안정은 권유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

한 움직이도록 권유해야 한다(박정률,2001).만성요통 완화를 위한 대표적인 중재
인 운동요법은 통증을 경감시키고,약화된 근육의 근력을 회복시켜 운동성과 신체
적응도의 증가로 척추에 미치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환자의 정신건
강에 도움을 주며,구축된 근육을 회복시키고,과운동성을 가진 척추분절에 안정
성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강우,2002).요통완화에 널리 사용되는 운동요법
은 근력 및 근지구력 증가운동,유연성 증가운동,신체적응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유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통증이 완화되거나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운

동을 중단하게 되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Deyo,Walsch,Martin,Schoenfeld,&
Ramamurthy,1990;Dishman,1982).따라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
고 운동을 생활화하며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요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수
준에 적합한 교육을 운동요법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Attix,& Tate,
1979;Berquist-Ulman,& Larsson,1977;최순영,2000).따라서 만성요통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운동이 결합된 요통교실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요통교실과 만성요통의 대표적인 중재인 운동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1.요통교실
요통교실은 요통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도

록 스스로 동기화하며 교육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재활중재이다.그러므로
요통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이해하며,척추에 위험한 행동의 변화를 동기화하고,
자세를 몸에 익히며,운동을 행하는 능력들이 요구된다(Bonaiuti,& Fontanella,
1996).
대부분의 요통교실 프로그램에서는 허리와 신체의 역학,자세의 해부학과 생리

학에 대한 토의를 포함하며 일부 요통교실 프로그램에는 스트레스 관리,통증 대
처,이완운동,약물사용과 남용에 대한 교육,급성기 치료,역학,일상생활 동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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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언도 포함된다.강조되는 학습의 형태는 고전적 학습의 속성과 정신행
동적․정서적 경험,인지 학습 등이며 주어지는 교재는 소책자,시청각 교재,생동
감 있는 전문적 지도 등이 있다.척추자세,가정에서의 운동,생역학,통증경험의
정신적인 측면 등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며 학습의 정서적인 부분은 환자의 동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포함된다(임현술 등,1998).
처음으로 소개된 Swedishbackschool은 1969년 Zachrisson-Forsell에 의해 시

작되었는데,급성 또는 아급성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통교실 프로그램으로,
45분씩 4번의 프로그램을 2주 동안 실시하였으며,해부학,생역학,인간공학적 자
세 및 동작 교육,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Zachrisson-Forsell,1981),그
이후로 내용과 기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미국에서 실시한 California
BackSchool은 환자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 및 접근을 하였는데,90분의 교육 및
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소책자,슬라이드 및 녹음테이프,척추의 구조,가사 및
작업동작,개별화된 체조 및 운동을 이용하였다.특히 적절한 인간공학적 동작을
강조하고 환자의 신체역학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애물 코스를 두어
걷기,앉기,눕기,구부리기,물건집기,비틀기,물건을 밀거나 끌기,물건 들기 등
을 훈련하였다(Mattmiller,1980).CanadianBackEducationUnit는 주로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통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였
는데,90분의 교육을 1주 1회씩 4번 실시하고,6개월 후에 점검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를 실시하였다.교육내용은 척추의 해부,생리 및 병리기전에 대한 교육,기
본적인 신체역학 및 통증완화를 위한 방법,태도의 수정을 통한 장기적인 요통의
조절에 대한 교육,만성통증의 심리적 측면,심리적 긴장 및 감정과 근 긴장의 관
계,만성적 우울과 불안에 의한 통증의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이
완운동,요추굴곡운동,등척성운동,골반경사 운동 등을 실제적인 시범 및 훈련을
통해 실시하였다(Hall,& Iceton,1983).이 외에도 AustralianProgramme(Kennedy,
1980),NetherlandBackSchool(Keijers,Groenman, Gerards,vanOudheusden,
& Steenbakkers,1990)등의 요통교실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대부분의 요통교실은 척추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적 측면

(해부학,생리학,척추질환)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자세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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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들기 등과 같은 동작에 대한 인간공학적 원리들을 교육한다.물리치료와 운동
은 자세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고,요통대처에 도움을 주는 심리적
전략들이 내용에 포함된다.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요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및 원리들에 대한 교육과 요통완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한 요통교실의 형태
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들이 운동
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며 스스로 요통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요통완화 운동
요부의 근력약화는 요통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지구력 감소,유연성의

감소,허리의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을 준다(Fordyce,Brockway,Bergman,&
Spengler,1986Gill,Krag,& Johnson,1988).또한,만성요통환자들의 근력은 정상
인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요추는 더욱 긴장하게 되고 요통도
유발된다(Cassisi,Robinson,& O'Conner,1993;Hultman,Nordin,Saraste,&
Ohlsen,1993).
만성 요통환자의 대부분은 약물 및 보존적 치료에 별다른 호전 없이 요통을

호소하며 통증감소를 위해 신체활동을 회피하지만,운동저하로 인하여 이차적인
체간 근력약화를 초래하며 이것이 악순환 되어 체간의 근위축은 더욱 진행되고
통증은 증가하게 된다.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격을
띤 운동요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요통에 대한 운동요법은 대개 척추
와 주변조직의 유연성과 가동성을 증진시키고 자세를 개선하며 척추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를 감소시키며,복근과 배근 그리고 하지의 근육들의 근력과 근지구력
을 증가시켜 요추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윤은희,2003).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요통환자의 치료에서 운동은 허리근력을 강화하고 지구력
을 증가시켜 허리의 통증을 줄이고 기능적인 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요
통완화를 위한 운동은 크게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유연성 운동,유산소 운동으
로 나눌 수 있다.



- 15 -

1)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요부근력과 지구력이 낮은 사람이 요부상해를 유발한다

고 하였으며,소수의 연구는 상해 후에 요부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ACSM,1998).이러한 근력의 약화 및 불균형적 발달은 자세의 불안정을 초
래하여 요통 발생 및 유연성 결여를 가져오고,신체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운동부족은 비만,만성퇴행성 질환 등 신체의 병적 이상을 일으켜 요천추부
의 재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따라서 요통환자들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근력운
동은 필수적이다(진윤주,2005).
KrausandNagler(1983)는 요통의 80%이상이 근육의 결함으로 온다고 하였으

며 특히 복근발달의 결함은 가장 큰 요통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골반이 앞으
로 기울어져 있어 복근이 약하면 골반을 제 위치에 유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압
박을 가할 수 없게 되므로 앞으로 내려앉아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고,이로 인해
요추부위에 척추의 위치가 약간 이탈되어 관절돌기가 서로 다른 압박을 받게 됨
으로써 허리통증의 원인이 된다.이와 같은 이유로 요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
적으로 William'sexercise동작의 일부인 윗몸일으키기는 의료진들이 자주 권하는
운동처방이다.그러나 요통환자들 대부분이 근력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아 복직근
을 강화시키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동안 오히려 근육 손상을 일으켜 요통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Handa,Yamamoto,Tani,Kawakami,andTakemasa(2000)의 연구에 의하면 40

대 이상 환자들의 감소된 근력은 신전근육에 있어 신경학적 변화보다는 굴곡근과
신전근을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근육의 위축현상에 기인한다고 한다.따라서
체간부 강화 운동이 이런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전태원,김근수,정
영수(1999)는 요통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배근력과 슬관절 굴곡근을 강화시키
고 요부관절과 슬관절의 근력균형을 유지하는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동옥,김건도,한길수(1999)의 연구에서는 8주 동안의 요부신전 훈련 후
요추부 근력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이 외에도 요추신전 운동을 실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 있으나(권휘련,2005;유재현,1999;Graves,Pollock,
& Foster,1990;Nelson,etal.,1995;Risch,Novell,& Pollock,1993),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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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전운동은 추간판과 관련되어 발생시키는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만,척추후관절에 압박이 가해진다는 점과 일상생활 중에 흔히 취하는 자세가 아
니라는 단점이 있고,요추후방부의 구조물과 후관절에 역학적 스트레스를 증가시
키고 체간의 근력과 지구력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윤은희,
2003).또한,신전운동의 하나인 McKenzie운동은 NSAIDs,교육책자 제공,등마사
지,근력강화훈련,척추운동 등의 다른 요법들 보다 3개월 미만의 단기요통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다(Busanich,& Verscheure,2006).
1980년대 중반부터는 요통의 발생 원인이 부족한 체력에 있다고 믿고 체력보강에

기초를 둔 능동운동을 대부분의 치료에 적용시키고 있는 추세이며,Saal(1989)은
안정화의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요부질환에 있어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의 단련으
로 추간판이나 후방관절의 반복적인 미세손상을 방지하는 요부의 안정화를 통하
여 요추의 퇴행성 변화의 진전을 막는다는 개념이다(윤은희,2003).즉,운동감각신
경의 고유수용기 바이오피드백에 의한 근육신경계 통합시스템으로 척추의 정적,
동적 안정성과 고정성의 제공과 척추분절 간의 결합을 높이는 운동을 말한다.따
라서 척추 주위 근육은 물론 골반,복부 주위의 근육이 정상적인 고유수용기와 운
동감각신경의 통합에 의해 어떠한 동작과 행동을 할 때 균형을 유지시키고,안정
적인 힘을 발휘시켜 장기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근력과 지구력을 포함
한 근육신경계 통합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척추운동을 말한다(김명준,2004).이러한
안정성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조절하며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감각-운동 조절훈련
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요추부에 대한 최대이하 강도의 안정
화 운동은 역학적 원인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의 요통감소와 기능수준 향상을
얻을 수 있다.요부안정화 운동의 목적은 근력을 강화시키면서 근육과 움직임의
조절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현재는 요통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운동
이 되었다(양승훈,2003).또한,여러 가지 운동들이 요통완화에 보편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지만,20-55세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환자
군이 요추신전운동을 실시한 환자군보다 관절가동범위와 통증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고 보고한 윤은희(2003)의 연구와 요부안정화 운동이 다른 운동형태보다 요통
치료에 더 효과적임을 증명한 Yilmaz등(2003)의 연구에서 보듯,요부안정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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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증과 퇴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척추구조의 반복적인 미세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유연성,근력,조정력,지구력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면적인 프로
그램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Robison,1991).
이와 같이 만성요통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부안정화 운동은

국내에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그 임상효과에 관한 연구는 최근 2-3년 사이에 진행
되고 있다(김명준,2004;김재순,2005;김택연,2004;정연우,2003).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2)유연성 운동
사람의 유연성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관절의 운동범

위로 관절주변에 있는 조직을 변형시키기 위한 능력을 바탕으로 단일 관절에서
이용 가능한 운동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또 다른 하나는 근육의 유연성으로 단
일관절 또는 일련의 관절을 완전한 운동범위로 움직여 근육의 길이를 늘이는 능
력이다.따라서 전반적인 유연성 또는 이용 가능한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육의 유연성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Zachazewski,1990).
유연성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손상과 통증을 감소시킨다.반면,유

연성이 없는 짧은 근육은 신체가 힘을 발휘할 때 척추의 통증과 같은 근육통을
유발함은 물론 작업능력을 제한하기도 하며,유연성 감소는 척추의 과부하를 일으
켜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강재영,1999;전영남,2003).그러므로 유연성
의 감소는 염좌를 쉽게 일으킬 수 있으며 요통의 주 원인이 되므로 요통의 치료
와 예방을 위해서는 유연성 증진이 중요하다(신선희,2004).
척주의 유연성은 운동능력 또는 체력유지에 의존한다.일반적으로 손상을 입은

요부의 척주 유연성 운동은 척주가 안정성을 갖게 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
며,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이러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Jennifer(1983)
는 손상위험의 감소와 요부건강의 개선을 위해 요부유연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
였지만,실질적으로 굴곡과 신전,측방굴곡 또는 측방 회전에서 부하를 주는 운동
프로그램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으며,몇몇의 경우 과도한 척주의 움직임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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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Biering-Sorensen,1984;Burton,Tillotson,& Troup,
1989).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은 활발한 운동을 실시하기 전 준비운동에 포함되
며(장경태 등,2004),스트레칭 함으로써 유연성을 증진시킨다면 근 또는 건에서
일어나는 손상가능성이 감소 또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근육통이 완화되고 운동수
행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3)유산소운동
요통환자의 치료와 요부 손상을 감소시키는데 유산소운동의 역할은 아주 중요

하다(Cady,Bischoff,O'Connell,Thomas,& Allan,1979;Juker,McGill,& Kropf,
1998;McGill,1998).요통환자가 비만이라면 복근의 근력강화는 물론 체지방의 감
소를 위해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Charles,& Ruth,1994).
노화와 함께 진행된 퇴행성 요추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걷기를 싫

어하고 앉기를 좋아한다.이러한 신체적 비활동성의 결과 점차적으로 유산소성이
감소하고,근력이 약화되며,기능이 감소되고(Gerber,1990),사회적 역할기능이 위
태롭게 된다(Wagner,LaCroix,Buchner,& Larson,1992).이러한 노인들에게 유
산소 운동을 통한 지구력 운동은 많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기능소실,약화,감퇴의
순환을 전환할 수 있다.노인들은 운동을 통해 낙상의 위험을 감소하고,자존감을
강화하며,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Daltroy,Robb-Nicholson,Iversen,
Wright,& Liang,1995;Folkins,& Sime,1981;Kovar,etal.,1992;Lord,Ward,
Williams,& Strudwick,1995;Sforzo,McMainis,Black,Luniewski,& Scriber,
1995).그러나 퇴행성 요추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유산소 운동의 선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손상의 후유증으로부터 더욱 예민하다.예를 들어,대부분의 운동프
로그램들이 유산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걷기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데,이는 걷기
가 지속적인 요추의 신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퇴행성 요추 환자들은 지속하기가
곤란하다(Iversen,& Katz,2001;Johnsson,Rosen,& Uden,1992;Spengler,1987).
Iversen,Fossel,andKatz(2003)은 만성요통을 가진 노인환자들에게 걷기보다 상대
적으로 편안한 자세인 자전거 운동프로그램으로 신체적 기능,정신건강 향상,통
증의 감소 등의 기능적 향상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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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소성 운동 중 수중운동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심폐지구력의
증가,근지구력의 증가,최대산소섭취량의 증가,체중감소나 비만지수의 저하 등에
효과적이고 요통완화에 도움을 주며 근력의 증가,지구력 강화,약물사용감소,신
체활동 증가,삶의 만족도 증가,관절범위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김종임,1994;이
미라,1996;Ariyoshi,Sonoda,Mshima,& Zcnmy,1999;Jetter,& Kadlec,1985;
Tork,& Douglas,1989).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중운동은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접근성 면에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즉,수영장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수영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들고,요통으로 인
해 거동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은 수영장을 오가기가 어려워 지역사회 요통완화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CCC...요요요통통통완완완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의의의 효효효과과과 평평평가가가

전통적으로 요통완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위한 결과변수로 허리부위의 관절
가동범위,finger-floor distance,근력 같은 생리적인 측정 등이 사용되었다
(Schaufele,& Boden,2003).그러나 이러한 측정값들은 통증완화,기능향상,업무
복귀 상태,경제적 연관성 같은 사회적인 면에 연관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이
에,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요통완화 효과의 결과변수에 기능적인 면,일반적
건강상태,통증,업무장애,만족도 같은 영역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하고 있다(Bambardier,2000).
요통환자에서 통증과 이로 인한 장애는 환자의 가장 중요한 주 증상이며 치료

의 대상이다.또한 치료 후 이에 대한 판정은 치료결과와 치료방법의 효율성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Frymoyer,1988).
통증은 다차원적인 경험이고,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증상이어서 통증의 측정은

건강평가 수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측정이다.대부분의 통증 측정은 다음의 3가지
로 분류되는데,첫째,통증 설문지를 이용한 구술 또는 서면평가,둘째,통증으로
인해 생기는 관찰가능한 행위에 대한 평정척도로의 측정,셋째,자극에 대한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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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상사척도 등이 있다.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질문지는 시각적 상
사척도(VisualAnaloguePainRatingScales)이며,이 방법은 다양한 환경에서 쉽
게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급성통증 뿐 아니라 만성통증에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되어 왔다.이 척
도의 결점은 노인이나 교육을 적게 받은 환자들은 통증의 정도를 간단한 선에 표
현한다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그런 이유로 많은 대체방법들이 소개되었는
데,선에 부가적인 표시를 한다든지,서술적 용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들을 사용
하여 측정할 수 있다(Schaufele,& Boden,2003).
최근 20년 동안 요통의 평가의 연구에 있어서 근력이나 운동의 범위 같은 객

관적 지표보다도 환자 자신의 기능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Bouter,van
Tulder,& Koes,1998).이는 신체적 장해의 정도가 평가자의 검사만으로 환자의
기능제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Deyo,etal.,
1998).
요통과 관계된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ODI(Oswestry

Disability Index),RMDQ(Roland-MorrisDisability Questionnaire),TheMillion
Index,TheClinicalBackPainQuestionnaire,Low BackPainRatingScale,The
QuebecBackPainDisabilityScale,TheDallasPainQuestionnaire등이 있다(문
경미,2005).
요통과 관계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RMDQ와 ODQ는

Scale간에는 큰 차이는 없다.다만,심한 장애의 환자에서는 RMDQ가 최대값을
가질 때 ODQ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으며,심하지 않은 장애에서는 ODQ가 최저
값을 가질 때 RMDQ는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한 환자에게는
ODQ를 적용하며,상대적으로 경한 환자에게는 RMDQ를 적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윤유석,문상현,류한진,이종수,2003).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통증정도
가 다양하고 일상생활의 기능장애에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어 추후 다른 연구와
비교하는데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ODI를 사용하였다.
사람의 유연성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서 제시한 관절의 운

동범위로,단일 관절에서 이용 가능한 운동범위를 의미하는 것과 근육의 유연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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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일관절 또는 일련의 관절을 완전한 운동범위로 움직여 근육의 길이를 늘이
는 능력을 말한다.따라서 전반적인 유연성 또는 이용 가능한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육의 유연성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다(Zachazewski,1990).이러한
유연성은 남녀 모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걸쳐 최고수준에 도달한다.이후
는 급속하게 저하되고,30대에서는 저하속도가 감소해 가는 경향을 나타내며,40
대 후반부터 50대에 걸쳐서 저하 속도는 현저한 변화를 나타낸다(松浦義行,1982).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결여된 유연성은 요통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통
증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허리주변 근력의 약화 및 불균형 등으로 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Cailliet,1995),더욱 유연성이 감소되고 허리 및 하지 관절의 운동범위
의 제한을 나타내게 된다(이강우,1995).
요통완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에는 유연성이나 관절범위 운동

(RangeofMotion,ROM)을 측정한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박현숙,2003;백양희,
2004;양승훈,2003;윤은희,2003;전연진,2002;Jenkins,& Borenstein,1994),측
정방법으로는 길이로 나타내는 거리법,비율로 나타내는 지수법,각도로 나타내는
각도법 등이 있다(전연진,2002).본 연구에서는 측정이 간단하고 용이한 거리법으
로 실시하고자 하며 측정 자세는 근력이 약한 노인임을 고려하여 전굴 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인 좌전굴 측정으로 제한하였고,제작된 좌전굴 측정기를 사용하였
다.
요부의 척추는 강력한 근육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이는 척추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요추의 근육에는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는데 지근은 자극 역치
가 높지 않아 쉽게 활성화되지만 수축시간이 느리다.지근은 자세유지근이라고도
하여 주로 자세를 유지하는 동작에 관여하는데 피로가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
애가 일어나면 단축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통증 발생 시에는 자세성 고정 현상
이 일어난다.반면 속근은 자극역치가 높아 활성화시키기에 큰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속근에 장애가 발생할 때 근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근위축도 잘 일어난
다(김재순,2005).요통환자에서는 통증 또는 반사적 근 수축억제로 전체적인 활동
성이 감소한다.장기적인 비활동성과 불용으로 인해 근력의 저하 및 근위축이 오
게 되며 근위축이 다시 요통의 악화 및 이차적 척추손상을 초래하게 된다(Co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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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lairForbes,& Jayson,1992;Hultman,etal.,1993;Kader,Wardlaw,&
Smith,2000).체간 신전 근육의 피로는 요통의 원인 중 중요한 인자로 제시 되어
져 왔다(Biering-Sorensen,1984).요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과 비
교해 볼 때 체간 신전근의 지구력이 감소함을 보인다.즉,근지구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따라 근피로는 증가함을 보인다.이러한 지구력은 요통과 관련된 기능적 평
가에 중요한 평가 단위로 사용될 것이다.하지만 요통환자의 체간 신전근 지구력
평가에 있어서 피로와 관련되지 않는 공포나 통증 등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에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vanDieen,OudeVrielink,Housheer,Lotters,&
Toussaint,1993).
근육의 기능적 평가를 하는데 표면 전극을 이용한 근전도 방법은 비침습적이

고 부착이 간단하며 사지 근육뿐만 아니라 체간 근육의 활동을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표면 근전도 신호의 분석은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평가하는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근육이 수축하는 동안 표면 근전도는 신호의 진폭을 반
영한 실효치(RMS)진폭이나 주파수를 반영한 중앙주파수(MDF)등을 지표로 사용
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법(Basmajian,& DeLuca,1985;Bigland,& Lippold,
1991;Macaluso,DeVito,Felici,& Nimmo,2000)을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오고 있다.실효치 진폭은 timedomain의 관점에서 표면 근전도 신호의 진폭
(amplitude)을 반영하여 활성화된 운동단위의 수와 발화율(firingrate)을 반영한
것이며,중앙주파수는 frequencydomain의 관점에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법을
이용한 것으로 활동전위 전도속도(actionpotentialconductionvelocity),속근섬유
의 동원비와 비례한다(Anne,Genvevieve,& Joan,1998;Basmajian,& DeLuca,
1985;Kupa,Roy,Kandarian,& DeLuca,1995).즉,국소적 근피로가 발생함에
따라 근섬유 전도속도가 감소함으로써 속근섬유의 동원이 감소하고 지근섬유의
동원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Basmajian,& DeLuca,1985;Biedermann,Shanks,& Forrest,1991;Gerdle,&
Elert.,1994;Merletti,& Roy,1996).요통환자의 실효치 진폭과 중앙주파수에 대
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태임(1995)은 정상군에서는 체간의 굴곡 시 요추주위
근의 수축으로 실효치 진폭값이 증가되었다가,굴곡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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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체간의 완전 굴곡 시에는 요추주위근의 이완 현상을 보였고,신전 시에도
다시 실효치 진폭값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요통 환자군
중 56%에서 굴곡이완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간 운동 시에 좌,우 요추주위
근이 대칭적인 수축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남기석(1999)의 연구에서 근전도를 이
용하여 근피로도를 분석한 결과 만성 요통 환자는 정상군에 비하여 요부근육 뿐
만 아니라 복부근육 또한 피로를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통
환자의 근력이나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나 젖히기,Medx LumbarExtension
Machine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근육량이 감소한 여성
노인들에게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는 동작들이고,노인들은 운동 실시 후 근력의
변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 예측되므로 검사의 민감도가 높은 검사방법인 근전
도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노년기에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노화’의 삶

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생활만족지수(Life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이후로 그 개념이 일반화되었고,노년학 문헌에서 생활만족도의
조작적인 정의로 사기,행복,심리적 안녕,성공적인 노화의 적응 등의 상호교환적
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최성재,1986).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ton,Havighurst,& Tobin(1961)에 의하면 생활만족이란 매일의 생활을 구
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윤 진(1982)은 KozmaandStones(1980)가 만든 TheMemorialUniversityof
NewfoundlandScaleofHappiness(MUNSH)도구를 수정하여 감정적인 영역의 8
개 문항과 경험적인 영역의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우리문화에 적합한 생활만족도
척도를 제작하였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노인의 성

별,연령,건강,교육수준,직업이나 월 소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며,심리학
적으로는 노인의 성격이나 정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건강은 활동전역에 영향을 주며 그에 따른 생활만족도가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난숙,2005).또한,사회심리적 활동이론에 의하면 활동에 많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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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노령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특히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
된 역할활동을 대치할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무엇보
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건강은 운동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지각을
유지증진 시켜주며 운동을 통하여 정신적,사회적 생활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운동참여가 노인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황정희,2005).
그런데,요통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

적으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이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
을 주는 요통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필요한데,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요통이 완화되고 집단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사회활동이 증가되어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고,심리적 안녕상
태가 향상됨으로써 요통의 감소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므
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여성노인에게 빈번한 건강문제인 만성요통의 완화를 위
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에 대한 교육과 유연성,근력,조정력,지구력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는 다면적 프로그램인 요부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된 요부강화프
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또한,이러한 프로그램은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한 통
증평가,ODI를 이용한 기능장애 측정,sit-and-reachtest를 통한 유연성 검사,표
면 근전도 검사를 이용한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측정
하기 위한 생활만족도 조사 등으로 효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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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요
통발생의 위험요인을 보면 고도의 육체노동,물건 들기,밀기,끌기,비틀기,장기
간 앉기,지속되는 진동에 노출되는 것,자신의 직업에 대한 지루함 또는 불만족
등의 직업적인 요인이 있으며,나이,60세 이상의 여성,신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흡연,자세,운동부족,잘못된 운동습관 등의 건강생활습관 요인,불안,긴장,
우울 등의 정신심리적인 요인,과도한 비만,고도의 척추 측만증 및 각종 질환 등
의 질병요인들을 들 수 있다(김명준,2004;문경미,2005;이강우,2002).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요통의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간호학적 중재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 방
법에 대한 교육과 허리부위의 신경․근골격계 기능 향상을 위한 요부안정화 운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요통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요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대상자가 인식하도록 하고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최순영,2000;Attix,& Tate,1979;Berquist-Ulman &
Larsson,1977),요부안정화 운동은 척추 주위 근육은 물론 골반,복부 주위의 근
육이 정상적인 고유수용기와 운동감각신경의 통합에 의해 어떠한 동작과 행동을
할 때 균형을 유지시키고,안정적인 힘을 발휘시켜 장기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
게 하는 근력과 지구력을 포함한 근육신경계 통합시스템 향상을 위한 척추운동을
말한다(김명준,2004).또한,운동시작 전․후의 준비,정리운동은 부상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신장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만성요통 여성노인은 요부 유연성이

향상될 것이며,유연성의 향상은 근육의 상해와 통증을 감소시키고 운동수행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다(배윤정,이성윤,성봉주,최상배,김창규,1999;Anderson,&
Brukner,1991).또한,요부안정화 운동을 통해 요추 주위의 근력 강화와 움직임의
조절능력을 회복하여 요통완화 및 요통으로 인한 생활 속에서의 기능장애가 감소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운동수행을 통해 체간을 받쳐주는 근육의 지구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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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것이다(O'Sullivan,Phyty,Twomey,& Allison,1997;Sung,2003).또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로 예측할 수 있는 요통의 감소와 집단운동을 통한 사회활동
의 증가는 만성요통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로 기여할 것이
며(황정희,2005),역으로 생활만족도는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므로(최성재,
1986)생활만족도의 증가는 요통의 유발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림 1>개념적 틀

요부강화
프로그램

∙통증 감소
∙기능장애 감소
∙유연성 증가
∙근력 증가
∙근지구력 증가
∙생활만족도 증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상생활습관요인
∙직업적요인
∙정신심리적 요인
∙질병요인

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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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AAA...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만성요통이 있는 여성노인에게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연구이다<표 1>.실험처치로 실험
군에게 8주간 교육과 운동으로 구성된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실험처
치 전과 후에 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 및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표 1>연구설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Ye1 X Ye2

대조군 Yc1 Yc2

Ye1,Yc1:일반적 특성,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생활만족도
Ye2,Yc2: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생활만족도
X:요부강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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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1)요부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65세 이상 80세 미만 여성노인으로
2)3개월 이상 요통을 경험하고 현재 요통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3)대상자 선정 당시 체계적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4)정형외과 전문의의 이학적 검사와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요부의 의학적 병변
이 없다고 판명된 단순 요통 호소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먼저,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J시에 있는 5개 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을 만나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희망하는 여성노인이
30명 이상 있으며 마을 경로당 등의 운동할 만한 장소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위의 조건에 맞는 여성노인 20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고

대조군은 실험처치의 오염을 막기 위해 C시에 거주하는 20명의 여성노인을 선정
하였으나 부업과 가사일을 이유로 실험군 4명이 탈락하였고,대조군의 경우 다른
운동과 치료에 노출된 4명과 사후조사 시 근전도 검사를 거부한 2명 등이 탈락하
였다.따라서 연구대상자는 최종적으로 실험군 16명,대조군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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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1.연구자와 연구보조자 훈련
연구자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2005년 11월 12일~12월 4

일 동안 한국운동지도협회에서 운동처방에 대한 연수를 받은 후 일반운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요부안정화 운동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4주 동안 물리치료학과
교수와 운동전문가의 지도를 받았으며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대상 운동프로그램을 견학하였다.
간호대학원생 1명을 연구보조자로 선정하였는데,연구보조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실험처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부안정화 운동방법을 함께 훈련
받았다.

2.요부강화 프로그램 제공
본 연구의 실험처치인 요부강화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에서 요통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요부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되어있다.

1)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요통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은 본 연구자가 선행문헌의 고찰,물리치료학과 교

수,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기초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교육내용에는 요통
발생의 원인,진단 및 치료,요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자세와 앉는 자세,수
면 및 휴식 자세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올바른 자세,스트레스 관리,영양관리 등
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요통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은 일상생활 속에서 요
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운동을 동기화함으로써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
함이며,교육은 1주일에 1회 20분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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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회차 교육내용
1 요통 발생원인
2 허리병의 진단 및 치료
3 건강한 허리를 위한 운동의 중요성
4 건강한 허리를 위한 자세 1:서기,앉기,눕기,잠자기
5 건강한 허리를 위한 자세 2:물건 들어올리기,나르기,작업자세

6 건강한 허리를 위한 자세 3:목욕,세수하기,아이 안기,TV보기,
다림질하기

7 건강한 허리를 위한 영양섭취
8 건강한 허리를 위한 스트레스관리

2)요부안정화 운동
요부안정화 운동은 문헌고찰,물리치료학과 교수 1인과 운동전문가 1인의 자문

을 받아서 신경․근육계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요부안정화 원리를 중심으로 노
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다.총 8주의 운동기간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단계인 1단계는 신경근을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요부안정화 훈련을 실시
하며,요부조직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습득하는 단계이다.2단계는 기본단계를 습
득한 후 허리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자세와 공을 이용한 고급훈련 단계로
되어있는데,각 동작을 10초간 실시하고,동작을 취한 후 30초간의 휴식을 취하였
으며 이 동작을 3번 반복 실시하였다.부상을 방지하고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신장운동을 이용한 준비운동 10분과 정리
운동 15분을 시행하였다.구체적인 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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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요부안정화 운동

단계 운동 동작 한 동작 유지 시간 및 횟수

1단계

누운
자세

한쪽 무릎 잡고 가슴쪽으로 잡아당
기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두 무릎잡고 가슴쪽으로 잡아당기기 10초간,3회 반복

한팔 머리위로 올리기 10초간,양쪽 팔 교대로 3회
반복

한쪽 다리 올리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두 팔․두 다리 올리기 10초간,3회 반복

반대쪽 팔․다리 올리기 10초간,양쪽 팔․다리 교차하여
3회 반복

엎드린
자세
(배에
배게
깔기)

한 팔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팔 교대로 3회
반복

한 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반대쪽 팔․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팔․다리 교차하여
3회 반복

두 팔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3회 반복
두 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3회 반복
두 팔․두 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3회 반복

2단계

누운
자세

한쪽 무릎 잡고 가슴 쪽으로 잡아당
기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두 무릎잡고 가슴 쪽으로 잡아당
기기 10초간,3회 반복

한 다리 올리고 반대쪽 팔로 밀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두 다리 올리고 두 손으로 밀기 10초간,3회 반복

엎드린
자세
(네발
기기
자세,
공이용)

한팔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팔 교대로 3회
반복

한 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다리 교대로 3회
반복

반대쪽 팔․다리 수평으로 올리기 10초간,양쪽 팔․다리 교차하여
3회 반복

공위에 중립자세 취하며 앉아있기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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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2006년 1월 9일부
터 2006년 3월 3일까지 주 3회,8주 동안(:1단계 4주,2단계 4주)총 24회를 실시
하였다.즉,매주 월,수,금요일에 마을경로당으로 찾아가 오후 2시부터 1시간~1
시간 30분정도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였다.대상자들에게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운동시작 전에 ‘찾아가는 요통교실’이라는 제목 하에 입학식을 시
행하였고,운동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상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매 주 운동이 끝난 후마다 다과를 제공하고 환담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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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요부강화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
지구력 및 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1.통증
대상자의 요통정도를 사정하기 위해 ScottandHuskisson(1979)이 개발한 시각

적 상사척도를 사용하였는데,이는 요통을 유발하는 전굴,후굴,회전,좌측굴,우
측굴의 자세를 취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통정도를 0-10cm의 선에 표시하도록
하고 측정한 길이를 통증의 지표로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2.기능장애
요통의 기능적 평가를 위해 Fairbank등(1980)이 개발하고 임현술 등(1998)이

번역․수정한 OswestryDisability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 도구는 통증
정도,개인관리,옮기기,걷기,앉기,서기,수면방해,성생활,사회생활,바깥출입
등의 일상생활 동작과 관련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솔
직한 응답을 얻기 어려운 점과 남편이 없는 대상자를 고려하여 성생활 항목을 제
외한 9개 항목을 사용하였다.0~5점의 6점 Likert척도로 각 항목에 측정한 점수
를 합하고 항목의 총점인 45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기능장애 점수를 산출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도구의 신뢰도
는 요통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현술 등(199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r=.99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값은 .91이었다.

3.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요통회복의 지표인 허리유연성의 증가를 확인하기 위해 좌전굴

측정기(ST118,엑스퍼트,한국)를 이용하여,sit-and-reach방법으로 좌전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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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였다.좌전굴에서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리를 완전히 펴고 측정대
에 발바닥을 붙이고 지면에 앉은 후,손끝을 붙이고 앞으로 내밀도록 하고 발바닥
이 닿는 곳을 측정대에서 손가락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내밀어 마지막 자세를 2초
간 유지한 지점의 거리(cm)를 측정한다.길이의 수치가 클수록 허리의 유연성이
좋음을 의미한다.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연성은 2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
하였다.유연성 측정자세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좌전굴에서의 유연성 측정

4.근력과 근지구력
요부강화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체간부의 근력과 근지구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체간부 굴곡근인 복직근과 체간부 신전근인 척추기립근의 근전도 신호를 수
집한 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실효치 진폭(RMS)값과 중앙주파수(MDF)값을 산출
하였다.실효치 진폭값은 1초 동안 1000개의 신호를 대상으로 수집된 근전도 신호
로부터 산출하여 추정하는 것이며 그 값이 클수록 근수축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또한,근지구력은 중앙주파수(MDF)분석을 통해 저장된 근전도 신호를 대상으로
피로가 발생할 때까지의 신호 중 1초 동안 1000개의 신호를 대상으로 주파수 스
펙트럼을 얻은 후 분석변수로 window length는 1초,window overlap은 0.5초로
하여 FFT(Fastfouriertransformation)를 반복하여 얻은 것이다.근지구력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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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근육에 피로가 발생하는데,국소적 근피로가 발생하면 근섬유 전도속도가 감
소함으로써 속근 섬유의 동원이 감소하고 지근섬유의 동원은 증가하여 결과적으
로 중앙주파수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근전도기로 Bagnoli4-EMG system(DelsysInc.,USA)를

사용하였다.근전도 신호는 자세의 변화와 체간부 굴신운동에 따라 수집하였는데
각각의 측정방법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수집된 근전도 신호의 저장과 분석은
signalacquisitionandanalysissoftware(DelsysInc.,EMGwork3.0,USA)를 이용
하였다.

6.생활만족도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Kozmaand

Stones(1980)가 만든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MUNSH)척도를 우리나라 노인에 맞게 윤 진(1982)이 20문항으로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감정에 대한 8개 문항,경험에 대한 12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3점)’,‘그저 그렇다(2점)’,‘아니오(1점)의 3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도구의 신뢰도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윤 진(198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5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값은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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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1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요부강화프로그램이 실시
되기 전에 시행된 사전조사와 제공된 이후에 시행된 사후조사에서 수집되었는데,
설문지 조사와 생리적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는 2006년 1월 3일부터 1월 6일 동안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마을경

로당을 방문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일반적 특성,통증,기능장애,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연성,근력 및 근지구력에 대한 생리
적 측정을 실시하였다.연구자의 편중을 제거하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연구보조자에게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연구보조자가 대
상자로부터 자료 수집하는 과정을 지도․감독하였다.먼저,설문조사의 경우 응답
이 가능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고 한글을 모르거나 노안으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대상자는 설문내용을 차례로 천천히 읽어주고 응답한 내
용을 연구보조자가 체크하도록 하였다.설문조사의 응답시간은 약 15분~20분 정도
가 소요되었다.유연성 검사는 2회 실시하고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표면 근전
도 검사는 이동이 가능한 근전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는데 측정 소요시간
은 20~30분 정도이었다.대조군에게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위해 선물을
제공하고 근전도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8주 후 사후조사 예정일을 안내하
고 8주 동안 평상시대로 생활할 것을 당부하였다.
8주간의 요부강화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인 3월 4일~7일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게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절차는 사전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
며,실험군에게는 종료식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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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생
활만족도에 대한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Chi-squaretest와
Mann-whitneyU test를 이용하였다.
2)요부강화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Mann-whitneyU test를 이용하였다.
3)기능장애,생활만족도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α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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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과과과

AAA...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실험군 16명,대조군 14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나이,교육정도,종교,직업 등의 일반적 특성과 배우자 유

무,동거가족,총 임신횟수,자녀수 등의 가족 특성,질환유무,약물복용 등의 건강관
련 특성 등의 대상자 특성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나이는 실험군의 평균연령 69.13세,대조

군의 평균연령 69.79세로 나타났고,교육정도는 실험군의 경우 무학이 7명(43.8%),
대조군의 경우 6명(42.9%)으로 나타났으며 초등졸 이상의 경우 실험군 9명(56.3%),
대조군 8명(57.1%)로 비슷한 양상이었다.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더 많았
는데 실험군은 12명(75.0%),대조군은 9명(64.3%)로 나타났다.직업은 농업과 주부
가 대부분이었는데,실험군에서는 농업 8명(50.0%),주부 8명(50.0%)로 나타났고,대
조군의 경우 농업 4명(28.6%),주부 10명(71.4%)으로 주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나이,교
육정도,종교,직업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대상자의 가족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실험

군은 8명(50.0%),대조군은 7명(50.0%)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같은 양상을 띠었으
며,동거가족 형태는 실험군은 혼자 사는 경우가 8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대
조군은 부부만 사는 경우가 6명(42.9%)으로 가장 많았다.임신횟수의 평균은 실험
군이 경우 5.31번,대조군이 4.36번으로 실험군이 약간 많았다.자녀수의 평균은
실험군이 3.75명,대조군이 3.85명으로 비슷한 양상이었다.이들 가족적 특성에 대
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배우자유무,동거가족 형태,총 임
신횟수,자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건강과 관련된 특성으로 질환의 유무와 약물복용 여부를 조사하였다.요통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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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환으로 고혈압,당뇨병,관절염,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가 있었으나 이들은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조절이 되고 있으며 담당의사로부터 운동에 대한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약물복용은 주로 고혈압약,당뇨약,골다공증약,비타민제 등이며
요통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는 없었다.이러한 건강관련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

단으로 확인되었다.

<표 4>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30)

특성 구분
실험군(n=16) 대조군(n=14)

χ
2orU pM(±SD)or

빈도(%)
M(±SD)or
빈도(%)

나이 평균(세) 69.13(±4.41) 69.79(±5.04) 111.5 .98
교육정도 무학 7(43.8) 6(42.9) .00 .96

초등졸 이상 9(56.3) 8(57.1)
종교 있다 12(75.0) 9(64.3) .40 .69

없다 4(25.0) 5(35.7)
직업 농업 8(50.0) 4(28.6) 1.41 .69

주부 8(50.0) 10(71.4)
배우자유무 있다 8(50.0) 7(50.0) 1.00 1.00

없다 8(50.0) 7(50.0)
동거가족 혼자산다 8(50.0) 3(21.4) 2.66 .26

부부만 4(25.0) 6(42.9)
자식과 함께 4(25.0) 5(35.7)

총임신횟수 5.31(±2.18) 4.36(±1.78) 88.5 .32
자녀수 3.75(±1.43) 3.85(±1.61) 105.5 .78
질환유무 고혈압 있다 4(25.0) 4(28.6) .04 .82

없다 12(75.0) 10(71.4)
당뇨병 있다 1(6.3) 2(14.3)) .54 .59✝

없다 15(93.8) 12(85.7)
관절염 있다 1(6.3) 1(7.1) .01 1.00✝

없다 15(93.8) 13(92.9)
골다공증 있다 0(0.0) 1(7.1) 1.18 .47✝

없다 16(100) 13(92.9)
약물복용 한다 8(50.0) 9(64.3) .62 .43

안한다 8(50.0) 5(35.7)
✝ :Fisher'sExactTest(2-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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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통통통증증증,,,기기기능능능장장장애애애,,,유유유연연연성성성,,,근근근력력력,,,근근근지지지구구구력력력,,,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및및및 동동동질질질성성성 검검검증증증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허리부위 통증,요통으
로 인한 기능장애,유연성,생활만족도,근력과 근지구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효치
진폭,중앙주파수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표 6>,<표 7>과 같다.
통증을 유발하는 전굴,후굴,회전,좌측굴,우측굴의 자세를 취하고 통증의 정

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1.56~3.13점으로 통증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실험군에서는 후굴에서의 통증이,대조군에서는 좌측굴에서의 통
증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통증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요통으로 인해 나타난 기능장애는 100점 만점에 실험군이 24.72점(±16.53),대

조군이 30.00점(±18.48)으로 실험군보다 대조군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U=87.50,p=.31),유연성은 실험군이 3.94cm(±4.20),대조군이
5.41cm(±5.09)로 대조군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U=79.00,p=.17).생활만족도는 3점 만점에 실험군이 2.34점(±.38),대조군이 2.14
점(±.31)으로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U=96.00,p=.51).
근전도 상에서 근수축력을 반영하는 실효치 진폭(RMS)값을 선자세,굽힌 자

세,앉은 자세,굴곡자세,신전자세에서 측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굴곡자세
(실험군 Rt.복직근 60.51±18.31,Lt.복직근 64.01±15.45,대조군 Rt.복직근
63.82±23.15,Lt.복직근 62.43±22.92)에서 실효치 진폭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신전자세(실험군 Rt.척추기립근 50.63±28.70,Lt.척추기립근 51.93±31.89,
대조군 Rt.척추기립근 52.47±35.63,Lt.척추기립근 53.86±41.57),굽힌자세(실험군
35.17~40.39, 대조군 29.20~37.34), 앉은자세(실험군 18.82~23.31, 대조군
23.64~26.54),선자세(실험군 13.63~22.89,대조군 17.70~22.41)순이었다.이러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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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력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근지
구력을 반영하는 중앙주파수(MDF)값은 굴곡자세(실험군 Rt.복직근 116.03±17.84,
Lt.복직근 114.40±12.83,대조군 Rt.복직근 114.07±20.25,Lt.복직근 112.64±20.71)
와 신전자세(실험군 Rt.척추기립근 117.42±17.63,Lt.척추기립근 112.36±17.48,대조
군 Rt.척추기립근 117.16±8.91,Lt.척추기립근 113.44±12.73)에서 높게 나타났고,굽
힌자세(실험군 99.52~101.31,대조군 102.50~107.99),선자세(실험군 92.41~94.73,대조
군 94.63~99.02),앉은 자세(실험군 79.32~92.05,대조군 93.91~97.66)순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근지구력의 차이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5).

<표 5>통증,기능장애,유연성,생활만족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
(n=30)

변수 실험군(n=16) 대조군(n=14) U pM±SD M±SD
통증유발자세

전 굴 1.56±1.66 2.20±2.04 95.50 .49
후 굴 2.63±2.04 2.91±2.57 108.50 .88
회 전 1.86±1.71 2.99±3.02 96.00 .50
좌측굴 2.16±1.63 3.13±2.43 88.50 .33
우측굴 2.38±1.64 2.87±2.23 96.50 .52

기능장애 24.72±16.53 30.00±18.48 87.50 .31

유연성 3.94±4.20 5.41±5.09 79.00 .17

생활만족도 2.34±.38 2.14±.31 96.0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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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근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
(n=30)

측정자세 측정근육
RMS

실험군(n=16) 대조군(n=14) U pM±SD M±SD
선자세 Rt.복직근 14.04±4.68 18.63±9.37 82.00 .21

Lt.복직근 13.63±3.59 17.70±8.21 73.00 .11
Rt.척추기립근 17.61±10.11 22.41±12.07 80.50 .19
Lt.척추기립근 22.89±17.98 19.76±10.67 106.00 .80

굽힌자세 Rt.복직근 35.17±19.22 29.20±15.28 88.00 .32
Lt.복직근 39.55±18.22 31.10±20.70 68.00 .07
Rt.척추기립근 37.42±17.47 37.34±21.62 94.00 .45
Lt.척추기립근 40.39±17.87 36.99±22.74 86.00 .28

앉은자세 Rt.복직근 22.98±10.67 23.64±10.75 73.00 .11
Lt.복직근 23.31±12.42 25.66±15.79 75.00 .12
Rt.척추기립근 18.82±6.27 25.04±11.16 108.00 .87
Lt.척추기립근 19.39±7.00 26.54±14.99 107.00 .84

굴곡자세 Rt.복직근 60.51±18.31 63.82±23.15 104.00 .74
Lt.복직근 64.01±15.45 62.43±22.92 111.00 .97

신전자세 Rt.척추기립근 50.63±28.70 52.47±35.63 104.00 .74
Lt.척추기립근 51.93±31.89 53.86±41.57 110.0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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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근지구력에 대한 동질성 검증
(n=30)

측정자세 측정근육
MDF

실험군(n=16)대조군(n=14) U pM±SD M±SD
선자세 Rt.복직근 94.71±11.62 96.82±13.17 106.00 .80

Lt.복직근 92.41±12.46 94.63±13.65 94.00 .45
Rt.척추기립근 94.73±12.20 98.65±10.55 82.00 .21
Lt.척추기립근 92.46±15.45 99.02±7.61 64.00 .05

굽힌자세 Rt.복직근 100.30±12.93 102.50±12.11 96.00 .51
Lt.복직근 101.31±14.54 107.88±23.52 91.00 .38
Rt.척추기립근 100.87±14.85 107.99±17.45 88.00 .32
Lt.척추기립근 99.52±14.40 104.87±9.48 95.00 .48

앉은자세 Rt.복직근 90.27±16.33 93.91±9.18 68.00 .07
Lt.복직근 89.83±13.77 94.69±10.58 71.00 .09
Rt.척추기립근 79.32±15.09 97.66±13.31 64.00 .05
Lt.척추기립근 92.05±11.22 96.44±9.63 82.00 .21

굴곡자세 Rt.복직근 116.03±17.84 114.07±20.25 112.00 1.00
Lt.복직근 114.40±12.83 112.64±20.71 96.00 .51

신전자세 Rt.척추기립근 117.42±17.63 117.16±8.91 90.00 .36

Lt.척추기립근 112.36±17.48 113.44±12.73 109.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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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가가가설설설검검검증증증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 간에 통증,기능장
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1.제 1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증이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
군의 요통유발 자세에 따른 요통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군의 경우 전굴,후굴,회전,좌측굴,우측굴에서 실험전보다 후에 통증점

수가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실험전보다 통증점수가 증가하였다.이러한 실험
전․후 두 군간의 통증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굴(U=61.50,p=.03),후굴
(U=46.50,p=.01),회전(U=48.50,p=.01),좌측굴(U=56.00,p=.02),우측굴(U=58.50,
p=.03),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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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통증에 대한 차이분석
(n=30)

통증유발자세 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전 굴 실험군 1.56±1.66 1.13±1.28 -.42±.62 61.50 .03

대조군 2.20±2.04 2.28±2.17 .08±.42

후 굴 실험군 2.63±2.04 2.13±1.76 -.51±.60 46.50 .01
대조군 2.91±2.57 2.98±2.54 .06±.40

회 전 실험군 1.86±1.71 1.44±1.49 -.38±.30 48.50 .01
대조군 2.99±3.02 3.06±2.96 .08±.59

좌측굴 실험군 2.16±1.63 1.69±1.36 -.47±.53 56.00 .02
대조군 3.13±2.43 3.14±2.65 .01±.53

우측굴 실험군 2.38±1.64 1.88±1.38 -.49±.59 58.50 .03
대조군 2.87±2.23 2.94±2.16 .06±.54

2.제 2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능장애가 감

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기능장애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군의 경우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24.72점(±16.53)에서 23.61점(±16.23)

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30.00점(±18.48)에서 30.16점(±17.79)으로 약간 증가하였
으며 두 군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U=60.50,p=.01).따라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기능장애가 감소할 것이
라는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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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기능장애에 대한 차이분석
(n=30)

변수 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기능장애 실험군 24.72±16.53 23.61±16.23 -1.11±1.40 60.50 .01

대조군 30.00±18.48 30.16±17.79 .16±1.62

3.제 3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연성이 증가

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
조군 간의 좌전굴 유연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실험군의 경우 3.94cm(±4.20)
에서 7.09cm(±4.16)으로 증가하였고,대조군의 경우 5.41cm(±5.09)에서 5.64cm(±5.18)
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U=4.50,p=.00).따라서 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표 10>.

<표 10>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연성에 대한 차이분석
(n=30)

변수 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
M±SD M±SD M±SD

유연성 실험군 3.94±4.20 7.09±4.16 3.14±1.03 4.50 .00

대조군 5.41±5.09 5.64±5.18 .23±.97

4.제 4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
군의 요부주위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인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에서 근전도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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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실효치 진폭 값을 산출하였다.실효치 진폭 값이란 활성화된 운동단위
의 수와 발화율(firingrate)을 반영한 것으로 측정한 근육의 근수축력을 의미한다.
선자세 측정에서 실험군은 실효치 진폭값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오른쪽 복직근과 왼쪽 척추기립근을 제외한 근육에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t.복직근 U=77.00,p=.15,Lt.복직근 U=55.00,
p=.02,Rt.척추기립근 U=54.00,p=.02,Lt.척추기립근 U=77.00,p=.15).
굽힌자세 측정에서 실험군은 실효치 진폭 값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오른쪽

척추기립근을 제외한 근육에서 그 값이 감소하였다.이러한 차이는 오른쪽 복직
근과 왼쪽 복직근을 제외한 근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t.복직근
U=69.00,p=.07,Lt.복직근 U=99.00,p=.36,Rt.척추기립근 U=44.00,p=.00,Lt.
척추기립근 U=39.00,p=.00).
앉은 자세 측정에서 실험군은 실효치 진폭 값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감소하

였다.이러한 차이는 오른쪽 복직근을 제외한 근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Rt.복직근 U=79.00,p=.17,Lt.복직근 U=62.00,p=.04,Rt.척추기립근
U=33.00,p=.00,Lt.척추기립근 U=52.00,p=.01).
굴곡자세 측정에서 실험군은 오른쪽과 왼쪽 복직근 모두에서 실효치 진폭 값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대조군에서는 오른쪽은 증가,왼쪽은 감소하였다.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t.복직근 U=38.00,p=.00,Lt.
복직근 U=13.00,p=.00).
신전자세 측정에서 실험군 뿐 아니라 대조군에서도 실효치 진폭값이 증가하였

는데,두 군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t.척추기
립근 U=48.00,p=.01,Lt.척추기립근 U=48.00,p=.01).
즉,실험군의 경우 총 16개의 측정부위 모두에서 실효치 진폭 값이 증가하여

근수축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대조군의 경우 측정 자세에 따라 실효치 진
폭값의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두 군의 전․후 실효치 진폭 값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16개의 측정부위 중 11개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
로 실험군의 근력이 대조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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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근력에 대한 차이분석
(n=30)

측정
자세

측정부위
RMS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선자세 Rt.복직근 실험군 14.04±4.68 18.64±4.55 4.61±5.25 77.00 .15
대조군 18.63±9.37 16.85±5.79 -1.78±12.32

Lt.복직근 실험군 13.63±3.59 19.57±4.50 5.94±4.92 55.00 .02
대조군 17.70±8.21 15.85±4.58 -1.85±10.17

Rt.척추기립근 실험군 17.61±10.11 23.60±7.00 5.99±12.45 54.00 .02
대조군 22.41±12.07 19.63±4.06 -2.78±12.32

Lt.척추기립근 실험군 22.89±17.98 28.29±16.31 5.41±22.00 77.00 .15
대조군 19.76±10.67 18.70±3.98 -1.06±9.22

굽힌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35.17±19.22 47.40±25.74 12.23±33.98 69.00 .07
대조군 29.20±15.28 26.42±8.75 -2.78±19.45

Lt.복직근 실험군 39.55±18.22 43.81±30.61 4.26±34.42 99.00 .36
대조군 31.10±20.70 25.06±7.70 -6.04±22.32

Rt.척추기립근 실험군 37.42±17.47 46.90±26.71 9.48±13.00 44.00 .00
대조군 37.34±21.62 38.00±19.51 .66±3.91

Lt.척추기립근 실험군 40.39±17.87 48.43±21.34 8.04±12.25 39.00 .00
대조군 36.99±22.74 33.06±15.51 -3.93±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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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근력에 대한 차이분석(계속)
(n=30)

측정
자세

측정부위
RMS 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앉은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22.98±10.67 26.37±11.42 3.39±8.46 79.00 .17

대조군 23.64±10.75 21.54±6.41 -2.10±13.74

Lt.복직근 실험군 23.31±12.42 29.95±16.39 6.64±8.85 62.00 .04

대조군 25.66±15.79 22.24±6.24 -3.42±15.01

Rt.척추기립근 실험군 18.82±6.27 22.79±9.88 3.97±10.27 33.00 .00

대조군 25.04±11.16 14.01±4.03 -11.03±12.68

Lt.척추기립근 실험군 19.39±7.00 22.71±10.37 3.32±11.56 52.00 .01

대조군 26.54±14.99 16.44±5.23 -10.10±18.14

굴곡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60.51±18.31 81.23±22.06 20.72±20.88 38.00 .00

대조군 63.82±23.15 64.37±20.11 .55±11.52

Lt.복직근 실험군 64.01±15.45 88.21±20.12 24.19±17.50 13.00 .00

대조군 62.43±22.92 60.21±20.25 -2.22±8.13

신전
자세

Rt.척추기립근 실험군 50.63±28.70 66.31±30.65 15.68±26.75 48.00 .01

대조군 52.47±35.63 55.74±34.68 3.27±22.22

Lt.척추기립근 실험군 51.93±31.89 63.69±18.18 11.75±27.24 48.00 .01

대조군 53.86±41.57 55.96±38.84 2.10±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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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 5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지구력이 증

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부주위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인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에서 근전도 신
호를 수집하고 중앙주파수 값을 산출하였다.
실험군은 선자세,굽힌자세,앉은 자세,굴곡자세,신전자세 모두에서 중앙주파

수 값이 증가하였으며,대조군은 중앙주파수 값이 감소 또는 증가하였다. 두 군
간의 전․후 중앙주파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선자세(Rt.복직근 U=111.00,p=.97,
Lt.복직근 U=106.00,p=.80,Rt.척추기립근 U=81.00,p=.20,Lt.척추기립근
U=103.00,p=.71),굽힌자세(Rt.복직근 U=93.00,p=.43,Lt.복직근 U=86.00,
p=.28,Rt.척추기립근 U=88.00,p=.32,Lt.척추기립근 U=93.00,p=.43),앉은 자세
Rt.복직근 U=108.00,p=.87,Lt.복직근 U=110.00,p=.93,Rt.척추기립근
U=85.50,p=.27,Lt.척추기립근 U=101.00,p=.65),굴곡자세(Rt.복직근 U=90.00,
p=.36,Lt복직근 U=102.00,p=.68),신전자세(Rt.척추기립근 U=68.00,p=.07,Lt.
척추기립근 U=68.00,p=.07)의 모든 측정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 5가설은 기각되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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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근지구력에 대한 차이분석
(n=30)

측정
자세

측정부위
MDF

집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선자세 Rt.복직근 실험군 94.71±11.62 95.17±8.73 .46±14.71 111.00 .97

대조군 96.82±13.17 97.18±13.77 .37±20.28

Lt.복직근 실험군 92.41±12.46 94.48±10.35 2.07±15.02 106.00 .80

대조군 94.63±13.65 96.34±13.42 1.72±20.70

Rt.척추기립근 실험군 94.73±12.20 100.21±23.53 5.49±26.95 81.00 .20

대조군 98.65±10.55 95.21±20.04 -3.44±21.25

Lt.척추기립근 실험군 92.46±15.45 101.66±29.93 9.20±33.98 103.00 .71

대조군 99.02±7.61 103.88±26.03 4.86±23.48

굽힌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100.30±12.93105.11±13.98 4.82±17.55 93.00 .43

대조군 102.50±12.11100.72±20.57-1.78±23.89

Lt.복직근 실험군 101.31±14.54107.28±12.69 5.97±16.62 86.00 .28

대조군 107.88±23.52105.91±23.28-1.97±38.71

Rt.척추기립근 실험군 100.87±14.85106.40±20.47 5.53±25.43 88.00 .32

대조군 107.99±17.45103.33±20.75-4.66±30.53

Lt.척추기립근 실험군 99.52±14.40 106.97±24.20 7.44±28.82 93.00 .43

대조군 104.87±9.48 103.48±23.72-1.39±21.17



- 52 -

<표 12>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근지구력에 대한 차이분석(계속)
(n=30)

측정
자세

측정부위
MDF 집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앉은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90.27±16.33 92.50±17.26 2.23±26.18 108.00 .87

대조군 93.91±9.18 96.88±14.50 2.97±18.40

Lt.복직근 실험군 89.83±13.77 93.09±14.54 3.27±17.10 110.00 .93

대조군 94.69±10.58 95.98±10.53 1.29±14.11

Rt.척추기립근 실험군 89.32±15.09 99.30±20.42 9.99±25.66 85.50 .27

대조군 97.66±13.31 96.25±7.98 -1.41±16.90

Lt.척추기립근 실험군 92.05±11.22 103.33±28.4511.28±33.08101.00 .65

대조군 96.44±9.63 97.51±8.81 1.08±13.49

굴곡
자세

Rt.복직근 실험군 116.03±17.84119.34±41.66 3.30±39.48 90.00 .36

대조군 114.07±20.25114.56±16.75 .50±6.84

Lt.복직근 실험군 114.40±12.83120.13±39.14 5.72±34.23 102.00 .68

대조군 112.64±20.71116.64±20.32 4.00±18.91

신전
자세

Rt.척추기립근 실험군 117.42±17.63130.57±26.6413.15±15.62 68.00 .07

대조군 117.16±8.91 114.80±23.13-2.36±23.75

Lt.척추기립근 실험군 112.36±17.48134.61±28.0122.25±17.76 68.00 .07

대조군 113.44±12.73118.79±26.24 5.3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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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 6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
과 대조군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의 경우 2.34점(±.38)에서 2.72점
(±.23)으로 증가하였고,대조군의 경우 2.14점(±.31)에서 2.09점(±.26)으로 감소하였
다.두 군 간의 이러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U=14.00,
p=.00).즉,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생활만족도가 증가하였다.따라서 제 6가설
은 지지되었다<표 13>.

<표 13>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n=30)

변수 집 단
Pre Post Difference

U pM±SD M±SD M±SD
생활만족도 실험군 2.34±.38 2.72±.23 .38±.21 14.00 .00

대조군 2.14±.31 2.09±.2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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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요통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요부강화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통 중재연구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 연구가 중재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측정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노인을 대상으로 요통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체적,기능적,정
신심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AAA...요요요부부부강강강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통통통증증증과과과 기기기능능능장장장애애애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만성요통 여성노인은 받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부안정
화 운동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주 5회 4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이 척추강직과 척추 전방 전위증을 가진 환자의 통증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O'Sullivan등(1997)의 연구,안정화 원리를 이용한 스위스볼 운동과
슬링운동 프로그램이 만성요통환자의 통증의 감소를 보고한 김재순(2005)의 연구,
척추수술을 받은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재택운동을 제공한 대조군과 운동치료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
증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Yilmaz등(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만성요통 여성노인은 받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주 5
회 4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이 척추강직과 척추 전방 전위증을 가진 환자의
기능장애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O'Sullivan등(1997)의 연구,4주 동안의 안정
화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남,녀 성인요통환자 모두의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
되었다는 Sung(2003)의 연구,척추수술을 받은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을 제공받은 실험군이 재택운동을 제공한 대조군과 운동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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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능장애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Yilmaz등(2003)의
연구,성인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요부안정화운동을 제공한 집단이 기구를 이용한
집단에 비해 기능적 회복정도가 유의하게 좋았다는 정연우(2003)의 연구,성인요통
환자에게 8주간의 요부안정화 운동 실시 후 척추 기능상태와 동작 수행능력을 직
접적으로 제시해주는 functionality와 performance가 운동 실시 전에 비해 유의하
게 향상되었다는 양승훈(2003)의 연구 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여러 연구들에서 요부안정화 운동이 만성요통 환자들의 척추 근육과 신경

조직의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며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척추근육들을 강화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많은 부하로부터 척추를 보호함으로써 통증감소와 기능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본 연구를 통해서 만성요통이 있는 여성노인에게도
요부안정화 운동이 통증과 기능장애 감소에 효과가 있는 요통운동 프로그램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운동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통완화 프로그

램을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김향숙(2000)의 연구에서는 10주간의 요통완화프
로그램이 노인요통환자의 통증을 감소되었으며,Iversen등(2003)의 연구에서는 만
성요통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구력 훈련인 자전거 타기 운동을 12주 동안 실
시한 후 신체적 기능과 정신건강이 향상되었고,또한 Julie,Mark,and James
(2006)의 연구에서는 만성요통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신장운동,저항운동,지구
력 운동을 포함한 척추재활 프로그램을 1주일에 2번씩 6주간 실시한 결과 중재기
간 동안 통증과 기능장애를 감소를 가져왔고 2년 후 추후조사에서도 이 결과가
유지되고 운동 수행율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이들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만성요통을 가진 노인들의 요통을 완화시키고 기능장애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성인 요통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요법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고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그러나 노인요통환
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감소시키는데 어떤 운동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검증하
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 효과를 확인한 요부안정화 운동을 비롯하여 다른 운동요법들을 적용한 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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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법들 간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
요부안정화 운동 효과를 검증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4주나 8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여 통증과 기능장애의 감소 효과를 보았는데 이러한 연
구들 중에는 추후조사를 통해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연구들도 있
다. 본 연구에서는 8주 동안의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통증과 기
능장애에 대한 측정을 한번만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고 이후 통증과 기능장애
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요부안정화 운동을 8주
이상 제공하여 통증과 기능장애 감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과 그 변화양상을 파
악하기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BB...요요요부부부강강강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유유유연연연성성성,,,근근근력력력 및및및 근근근지지지구구구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연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이는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부
안정화 운동의 실시 후 유연성과 유사한 개념인 척추운동 시 관절가동범위가 증
가한 결과를 보인 양승훈(2003),정연우(2003),Kisnerand Colby(1989),Panjabi,
Albumi,DuranseauandOxland(1989)의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또한 노인
대상으로 한 김순자 등(2003)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요통예방운동프로그
램 적용 후 체간 유연성이 굴곡과 신전에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이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유연성은 근골격계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관절이 적절한

가동범위를 유지하는 것 뿐 아니라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건,관절낭 및 인
대의 신전성에 의해 결정되는데(윤재량,선상규,한상완,1999),이러한 유연성의
감소는 요통의 유발요인이 되기고 하고 유연성의 증가는 요통회복의 지표가 되기
도 한다.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부강화 운동은 요부신전과 굴곡 운동과 신장운동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부의 근육과 건 관절낭 및 인대의 신전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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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써 손상근육에 자극을 주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제공함으로
써 유연성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노화와 함께 진행된 뼈 조직의 감
소는 척추변형 혹은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척추관절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노인들은 체간굴곡과 신전이 제한되고 가동범위가 줄어들어 노인에게 통증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노인운동 프로그램 계획 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유연성 증진과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 속한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요부안정화 프로그램

의 적용 후 요통 감소와 유연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나,요통 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유연성과 통증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윤은희,2003;
이용희,2004;정영기;2005;최순영,2000)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유연성의 증가
로 인해 허리부위의 통증이 감소되었을 것이고 역으로 통증의 감소로 인하여 허
리 유연성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실험군에 속한 연구대상자의 수
를 충분히 확보하여 요부안정화 프로그램의 적용 후 요통 감소와 유연성간의 관
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력은 근육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근 수축능력을 의미하는데,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 실시 후 표면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실효치진폭(RMS)을 산출
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효치 진폭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실
효치 진폭은 timedomain의 관점에서 표면근전도 신호의 진폭(amplitude)을 반영
하여 활성화된 운동단위의 수와 발화율(firingrate)을 반영한 것이므로,실험군에
서 실효치 진폭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근수축력
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요통 병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안정화 운동
을 실시하고 굴근과 신근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Souza, Baker, and
Powers(2001)의 연구,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추부 미세디스크 절제수술을 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Yilmaz등(2003)의 연구,만성요통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
재순(2005)의 연구 등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이러한 결과는 척추부위의 근육
들의 근력의 향상이 요부의 안정성을 높여 통증의 감소에 효과적인 변수로 작용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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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요통체조프로그램 실시 후 근력의 변화가 없었다는
백양희(2000)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이는 운동프로그램의 구성내
용이 유연성 증진 동작이 대부분으로 근육의 수축력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
작이 적은데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러므로 노인 요통을 지속적으로 완화시
키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요부의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
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근지구력과 근피로도는 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근 피로도의
증가는 근지구력의 감소를 의미하고 근지구력의 향상은 근육의 피로도를 감소시
킨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근지구력을 근전도 검사를 통해 근전위 신호를
수집하고 중앙주파수 값을 산출하여 추정하였다.중앙주파수 값은 근육내의 속근
의 비율을 말하며 속근이란 근수축력은 좋으나 쉽게 피로를 느끼는 근섬유를 의
미한다.국소적 근피로가 발생함에 따라 근섬유 전도속도가 감소함으로써 속근섬
유의 동원이 감소하고 지근섬유의 동원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주파수는 저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Basmajian,& DeLuca,1985;Biedermann,etal.,
1991;Merletti,& Roy,1996).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 진행 전과 후에 중
앙주파수 값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중앙주파수에
변화가 없었다.즉,요부안정화 프로그램 제공 후 근지구력이 변화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 중재로서 제공한 8주간의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근수축력의 증가를 가져
오기는 하였으나 근지구력을 증진시키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Sung(2003)의 연
구에서 4주간의 요부안정화 운동을 제공한 후 근피로도를 측정한 결과 성인요통
환자 중 남성요통환자에게서만 유의하게 감소를 보였고 여성 요통환자에게서는
근피로도가 감소되지 않았는데,이는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여성의 경우 근육량 자체가 남성보다 적으며,근지구력의 향상이 남성
에게서 더욱 잘 나타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따라서 여성에게
요통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장기간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만이 근지구
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정영기(2005)의 연구에서는 요통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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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요통체조를 한 집단과 요통체조-저항성 운동
을 병행한 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프로그램 제공 후에 근지구력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또한 8주간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점진적 요통체조를
실시한 후 근지구력의 향상을 가져온 유승희,공성아,이만균(2004)의 연구와 40,
50대 남성에게 점진적 중량부하운동을 실시한 후 근지구력이 증가했다는 안용덕
(2003)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이는 근지구력 측정방법이
서로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여성노인의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요부안
정화 운동과 더불어 저항성 운동이나 Iversen등(2003)이 제시한 전반적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프로그램을 병행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8주
이상의 장기간 연구를 추후에 수행하여 근지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CC...요요요부부부강강강화화화 프프프로로로그그그램램램이이이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생활만족도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느끼는 삶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의
정도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이다(윤선로,1989;Dubos,
1976).또한 노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감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말한다(김선희,2005).본 연구에
서는 노인들의 집단 프로그램 참여가 전반적인 정신심리적 안녕상태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통중재를 실시하
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가 찾기 어려워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본 연구결과
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요통중재프로그램은 아니지만,본 연구결과는 운동의
참여가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황정희(2005)의 연구와 유사하였고,성인을
대상으로 운동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규
은,1998;홍차옥,1997)과도 유사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 속한 연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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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적어서 요부강화 프로그램의 적용 후 통증감소,유연성 증가,근력 증가
와 기능장애 감소가 생활만족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운동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이득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러므로 만성요
통을 가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제공 후에 얻게 되는 신체적 이득
인 통증감소,유연성 및 근력 증가와 기능장애 감소가 생활만족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제공하였을 때

와 집단에게 제공하였을 때의 생활만족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
인하지는 못하였으나,집단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대상자간의 상호작용이 증가
되었을 것이며 심리적 안녕상태를 향상시켜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생활만족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 결과가 간호의 실무,연구측면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1.연구측면에서의 의의
노화의 진행에 따른 척추와 근육의 변화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통증’을 유발한 병적인 노화이다.요통 및 관절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70%정
도에 해당하는 현실에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료비 절
감을 위해 요통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지만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중재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노인 요통중재 프로
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기간,강도,지속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며,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통 중재연
구가 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 연구가 중재의 효과를 단편적으로 측정한 제
한점을 가지고 있었다.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에 적합한 요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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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체적,기능적,정신심리적인 측
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실무측면에서의 의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익숙한 장소에서 ‘찾아가는 요통교

실’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마을로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접근
성 높은 프로그램이었고,자신의 삶 속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간호의 목표와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값비
싼 장비 없이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만성요통을 가진 노인에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또한,실무에서 노인요통 중재를 제공할 때 근거중심
간호(Evidence-BasedNursing)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EE...연연연구구구의의의 제제제한한한점점점

1.연구대상자의 거주 지역을 2개 중소 도시로 연구자가 임의 선정하였고 실험
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할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만성요통
여성노인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2.요통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은 12주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탈락률의 증가
를 막기 위해 중재를 8주 동안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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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AA...요요요약약약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요부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통증,기능장애,유연성,근력,근지구력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 진행되었다.연구기간은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내용의 선정 및 요부안정화 운동방법의 훈련 등 요부강화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2006년 1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프로그램 제공 전에 실시한 사전조사와 제공 후에 실시한 사후조사를 통
해 자료를 수집하였다.연구대상자는 C시와 J시에 거주하는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
노인으로 실험군 16명,대조군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요통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과 요부를

받쳐주는 신경․근골격계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요부안정화 운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육은 주 1회 8주간 총 8회,운동은 주 3회 8주간 총 24회를 실시하
였다.
연구도구는 요통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Scott& Huskisson(1979)의 시각적 상사

척도,요통으로 인한 생활 속의 기능장애 측정을 위한 Fairbank등(1980)이 개발하
고 임현술 등(1998)이 번역․수정한 OswestryDisabilityIndex,좌전굴 유연성 측
정을 위한 sit-and-reachtest,근력과 근지구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표면근전
도 검사,생활만족도 측정을 위한 Kozmaand Stones(1980)가 개발하고 윤 진
(1982)이 수정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Chi-squaretest,Mann-whitney
U test,Internalconsistencyreliability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통

증이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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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군과 대조군 간의 요통유발 자세에 따른 요통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실
험군에서는 전굴,후굴,회전,좌측굴,우측굴 모두에서 통증이 감소하였고,대조
군에서는 증가하였다.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전굴 U=61.50,
p=.03,후굴 U=46.50,p=.01,회전U=48.50,p=.01,좌측굴 U=56.00,p=.02,우측굴
U=58.50,p=.03)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2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

능장애가 감소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
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기능장애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실험군은 기능장
애가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약간 증가하였는데,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U=60.50,p=.01).따라서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3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

연성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좌전굴 유연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 유연성이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연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U=4.50,p=.00)제 3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4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

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의 실
험군과 대조군 간의 실효치 진폭(RMS)값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측정 자세
와 부위에 따른 16개 측정값 중 11개 값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실효
치 진폭(RMS)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p<.05),제 4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5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근

지구력이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
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중앙주파수(MDF)값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측정
자세와 부위에 따른 16개 측정값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실험 전․후에 근지구력에는 변화가 없었다(p>.05).따라서 제 5가설은 기각되
었다.
제 6가설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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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요부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실험군은 생
활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감소하였다.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나(U=14.00,p=.00)제 6가설은 지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본 요부강화 프로그램은 만성요통 여성노인의 통증 및 기능장애
를 감소시키고 유연성,근력,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중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결론적으로 간호사가 만성요통이 있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요통중재
를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간호중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BBB...제제제언언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요통 여성노인의 효과적인 요통중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본 요부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의 표본수를 확
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과 본 프로그램이 노인을 위해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므
로 남성노인에게도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2.요통 감소를 위해 허리부위 근지구력 향상이 필요하므로 본 프로그램을 만
성요통 여성노인에게 8주 이상 장기간 적용한 후 근지구력 향상이 미치는 효
과와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복합운동의 효과를 검증해 볼 것
을 제언한다.
3.종속변수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본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기간과 효과의 크기
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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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형희경입니다.
현재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허리통증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

로 ‘찾아가는 요통교실’을 개최하여 생활 속에서 요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
려드리고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통교실 실시 전․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쭙는 것
이며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오니 솔직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성함 :

전화번호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생 형희경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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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다다다음음음의의의 문문문항항항을을을 읽읽읽어어어보보보시시시고고고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번번번호호호의의의 □□□ 안안안에에에 ∨∨∨표표표를를를 하하하거거거나나나 직직직접접접
기기기록록록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1.당신의 나이는? 만 □세

2.교육정도는?
□1)무 학 □2)초등졸
□3)중등졸 □4)고등졸
□5)대졸이상

3.결혼상태는?
□1)미혼 □2)기혼
□3)이혼 □4)별거중
□5)사별

4.가족형태는?
□1)혼자산다
□2)남편과 둘이만 산다
□3)가족들과 함께 산다
□4)기타( )

5.총 임신횟수? ( )회

6.자녀수는?( )명

7.종교는?
□1)없다 □2)기독교
□3)천주교 □4)불교
□5)기 타

8.직업은?(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1)농업 □2)어업
□3)주부 □4)기타

9.의사로부터 아래 질환에 진단을 받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질 환 명 네 아니오

1)고혈압

2)심장질환

3)당뇨병

4)암,종양

5)기타(옆란에 기록)

10.현재 드시는 약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래에 적어주십시오.
( )

일일일 반반반 적적적 특특특 성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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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다다다음음음은은은 귀귀귀하하하가가가 요요요통통통으으으로로로 인인인해해해 생생생활활활능능능력력력에에에 어어어떤떤떤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받받받고고고 있있있는는는지지지 알알알아아아보보보
기기기 위위위한한한 문문문항항항입입입니니니다다다...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서서서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111개개개에에에 ∨∨∨표표표 해해해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통통통증증증의의의 정정정도도도>>>
□0.전혀 아프지 않다.
□1.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참을 만하다.
□2.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다.
□3.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꽤 없어진다.
□4.진통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조금 없어진다.
□5.진통제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다.

<<<개개개인인인관관관리리리>>>
□0.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
□1.거동에 불편함이 없지만 허리가 아플 때도 있다.
□2.거동에 불편함이 있다.
□3.거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한다.
□4.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동을 할 수 있다.
□5.전혀 거동을 할 수 없다.

<<<들들들기기기>>>
□0.아무리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어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
□1.무거운 물건을 들고나면 허리가 아플 때도 있다.
□2.들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물건은 들을 수 있지만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으면 허리가 아프다.
□3.통증 때문에 바닥에 있는 물건은 못 들고 들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무겁지

요요요통통통장장장애애애 설설설문문문지지지(((OOOssswwweeessstttrrr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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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물건만을 들 수 있다.
□4.아주 가벼운 물건만을 들 수 있다.
□5.아무것도 들 수 없다.

<<<걷걷걷기기기>>>
□0.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걸어도 전혀 허리가 아프지 않다.
□1.1.6km 이상을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2.800m이상을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3.400m이상을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4.지팡이나 목발이 있어야 걸을 수 있다.
□5.거의 누워지내고 화장실에 다니기도 힘들다

<<<앉앉앉기기기>>>
□0.어떤 의자에나 원하는 만큼 계속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
□1.내게 편안한 의자라면,원하는만큼 계속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
□2.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3.30분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4.10분이상 계속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5.통증 때문에 전혀 앉아 있을 수 없다.

<<<서서서기기기>>>
□0.원하는 만큼 아무리 오래 계속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
□1.원하는 만큼 오래 계속 서 있을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아프다.
□2.1시간 이상 계속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3.30분이상 계속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4.10분이상 계속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5.통증 때문에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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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면면면>>>
□0.잠을 자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1.약을 먹어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2.약을 먹어도 6시간 이상 잘 수 없다
□3.약을 먹어도 4시간 이상 잘 수 없다.
□4.약을 먹어도 2시간 이상 잘 수 없다.
□5.통증 때문에 전혀 잠을 잘 수 없다.

<<<사사사회회회생생생활활활>>>
□0.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 지장이 없다.
□1.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허리가 아프다.
□2.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만 심한 운동은 통증이 있어 할 수 없다.
□3.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다.
□4.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
□5.통증 때문에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

<<<바바바깥깥깥출출출입입입>>>
□0.어디를 가든지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다.
□1.어디든지 다닐 수는 있으나 허리가 약간 아프다.
□2.통증은 있으나 어느 정도의 바깥 출입은 할 수 있다.
□3.통증 때문에 1시간 이상의 바깥 출입은 무리이다.
□4.통증 때문에 30분 이상의 바깥 출입은 무리이다.
□5.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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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금금금 당당당신신신의의의 허허허리리리통통통증증증은은은 어어어느느느 정정정도도도입입입니니니까까까???선선선위위위에에에 그그그 정정정도도도를를를 ∨∨∨로로로 표표표시시시해해해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예예예))) ∨∨∨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111...전전전굴굴굴(((앞앞앞으으으로로로 굽굽굽히히히는는는 자자자세세세)))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222...후후후굴굴굴(((뒤뒤뒤로로로 젖젖젖히히히는는는 자자자세세세)))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시시시각각각적적적 통통통증증증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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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회회회전전전(((상상상체체체를를를 돌돌돌리리리는는는 자자자세세세)))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444...좌좌좌측측측굴굴굴(((옆옆옆구구구리리리를를를 왼왼왼쪽쪽쪽으으으로로로 굽굽굽히히히는는는 자자자세세세)))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555...우우우측측측굴굴굴(((옆옆옆구구구리리리를를를 오오오른른른쪽쪽쪽으으으로로로 굽굽굽히히히는는는 자자자세세세)))

0 10
전혀 아프지 않고 참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전혀 없다 몹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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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예 아니오 그저
그렇다

1.나는 요즘 살맛이 난다.
2.나는 일상생활에서 원기가 왕성하다.
3.나는 살아온 인생을 회고해 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4.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다.
5.나는 일상생활에서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

6.나는 요즘 고독하고 외롭다.
7.나는 요즘 매우 기분이 언짢다.
8.나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런 일이 많다.
9.나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행복하다.
10.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흥미롭고 재미있다.

11.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12.나는 현재 다른 사람에 비해 젊어 보인다.
13.나는 앞으로 희망이 있다.
14.나는 지금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5.나는 오래 살고 싶다.
16.나는 요즘 화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17.나는 요즘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
18.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19.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주 우울에 빠진다.
20.나는 여러 가지 근심,걱정이 많아서 가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생생생활활활만만만족족족도도도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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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표표표면면면 근근근전전전도도도 측측측정정정방방방법법법

1.자세에 따른 근전위 신호 수집
이 검사는 정적 자세유지 상태에서 등척성 수축력을 분석하여 자세유지에 따

른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2개의 전극을 양측 복직근(배
꼽에서 3cm 떨어진 부위에 부착)부위와 양측 척추기립근(L4-5수준에서 극돌기에
서 3cm 떨어진 부위)에 부착한다.
근전도 신호 수집을 위해 선 자세,굽힌 자세,앉은 자세를 취하고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측정 하는데 한 자세를 취한 후 다음 자세는 60초 휴식 후 측
정한다.
① 선자세:맨발로 평편한 바닥에서 턱을 당기고 허리를 곧바로 하고 선 자세
에서 2개의 전극으로 양측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을 측정 기록한다.

② 굽힌 자세:맨발로 평편한 바닥에서 허리를 약 15도 앞으로 구부린 자세(싱
크대에서 일하는 자세)에서 측정하는데,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체간부 측면
중심선과 대퇴골 측면의 중심선을 연결하여 관절각도계를 부착하고 15도를
굽히게 한 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2개의 전극으로 양측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을 측정 기록한다.

③ 앉은자세:등받이 없는 의자에 맨발로 평편한 바닥에서 턱을 당기고 허리를
곧바로 하고 앉은 자세에서 2개의 전극으로 양측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을 측정
기록한다.

<그림 3>자세별 근전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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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간부 굴신운동에 따른 근전도 신호 수집
이 검사는 동적 운동상태에서 등장성 수축력을 분석하여 굴신 운동에 따른 근

전도 신호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며,전극배치는 양측 복직근과 척추기립근에
부착한다.검사는 자세를 취하고 30초 기록한 후 2분정도 휴식 후 다음 동작을 측
정하도록 한다.전극배치와 부착부위는 자세에 따른 근전도 신호수집 시와 같다.
굴곡운동을 위해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정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

닥에 고정시킨 다음(이 때 한 사람이 발목을 눌러 고정-윗몸 일으키기 운동 자세
를 취하게 한다)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게 한 후 바닥에서 등(견갑골이)떨어
질 정도까지 체간부를 들어 올려 유지하도록 한다.2개의 전극으로 양측 복직근을
측정한다.
신전운동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배 아래에 10cm 두께로 접은 타월을 깔고

한 사람이 하지(대퇴부)를 고정한 다음 손은 체간부에 붙인 자세로 가슴이 바닥에
서 떨어질 정도까지 체간부를 들어 올려 유지하도록 한다.2개의 전극으로 양측
척추기립근에서의 근전도 신호를 수집한다.

<그림 4>굴신 운동 시 근전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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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this study was to identify effects ofa strengthening
program forthelowerbackinelderlywomenwithchroniclow backpain.It
washypothesizedthataprogram tostrengthenthelowerbackwouldresultin
decreasedpainanddisability,andincreasedflexibility,musclestrength,muscle
enduranceandlifesatisfaction.
Thedesignofthisstudywasanonequivalentcontrolgrouppretest-posttest

experiment.Theexperimentalgroup consisted of16elderlywomen and the
controlgroup,14elderlywomen,allofwhom hadexperiencedlow backpain
foratleast12weeks.Beforeandafterthestudy,allofthewomenweregiven
questionnaireson pain,disability,and lifesatisfaction,and weretested with
the sit-and-reach testfor flexibility and the surface electromyography for
musclestrengthandendurance.Thestrengtheningprogram forthelowerback
included education on pain management in daily living and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s.Foran 8weekperiod,exercisesweredone3daysa
weekandonedayeducationwasalso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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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studyareasfollows:

1.Pain and disability scores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comparedtothecontrolgroup(p<.05).
2. Flexibility, lumbar muscle strength, life satisfaction scor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p<.05).
3.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inmuscleendurancebetweenthetwo
groups(p>.05).

Inconclusion,low backpainanddisabilitycanberelieved,andflexibility,
musclestrength,andlifesatisfactionincreasedthroughaprogram tostrengthen
thelowerback.Itissuggestedthataprogram tostrengthenthelowerback
would beaneffectivenursingintervention fortheelderlywomen withlow
backpain.

Key word :strengthening program forthe lowerback,elderly women,
chroniclow backpain,disability,flexibility,musclestrength,
muscleendurance,life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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