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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호사는 직업성 만성요통 발생의 고위험군으로[1] 장시간 서서 일

하고 업무량이 과다하며 환자 들어올리기, 이동하기, 자세 변경과 같이 

허리에 물리적인 부담을 주는 간호 활동에 의해 요통을 경험한다[2,3]. 

허리는 해부학적으로 근골격계 통증이 가장 잘 유발되는 부위이고 물

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요추부에 분포하는 신경말단을 자극하고 통증 

신호는 척수를 통해 뇌에 전달되어 통증 반응이 나타난다[4]. 특히 중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요통장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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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발생률은 52.9-76.5%에 달하며 의식이 없고 기

동능력이 없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간호 활동과 관련된다[2,3,5]. 요통은 경미한 요통기능장

애부터 거동 불가능 상태까지 초래하는 건강 문제로 자가 관리, 들어

올리기, 걷기, 앉아 있기, 서있기, 잠자기, 사회생활, 여행과 이동 등의 일

상생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간호업무와 관련하여 

요통이 발생하면 업무 수행이 제약되며 병가와 이직으로 이어지므로 

간호사의 요통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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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역학이용은 안정된 자세와 신체의 무게중심 유지를 통해 신체

의 근육과 골격이 균형을 이루어 자세가 불안정할 때 힘을 조절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를 낮추는 기술로 요통 완화에 효과적이다

[1,2,9,10]. 반면 간호사들은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몸을 비트는 자세

로 간호를 수행하거나[5] 환자를 들어 올리고 이동할 때 무게 중심을 

평가하지 않고 허리와 고관절만을 굽히면 신체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나 장요근 등 고관절 굴곡근은 수축되고 신체 뒤쪽의 둔근, 대퇴이두

근의 요부골반근육은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요통이 지속된다

[11]. 선행 연구에서 직업성 만성 요통의 완화와 예방을 위해 기능적 자

세 유지, 균형 유지, 기저면을 낮춘 자세,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동

하기, 무릎 구부리기, 들기보다 굴리거나 밀기, 체중 이용하기를 포함한 

신체역학 원리에 대한 교육과 중재를 통해 직업성 근골격계 통증을 완

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 그러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역학이

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역학이용은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

어[3] 올바른 신체역학이용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1,3,7,9]. 

요부 안정화는 척추에 힘이 가해질 때 척추가 정상적인 중립위치를 

유지하려는 기능으로 강도 높은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간호 활

동은 복근과 요부골반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과 신전으로 요부 안정

화를 소실시켜 요통이 발생한다[11]. 요통이 지속되면 근력과 지구력이 

저하되고 근육의 신장성이 감소되어 허리와 팔다리의 관절가동범위

가 감소된다[11]. 따라서 요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심부근육인 다열

근, 복횡근, 내복사근과 표재성 근육인 척추 기립근, 복직근, 외복사근 

등의 운동 조절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11,12]. 규칙적인 운동

은 인대, 뼈, 건, 근육을 강화시키고 척추 디스크를 포함한 관절과 연골

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 운동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요

부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기능장애를 감소시킨다[13]. 요부안정화 운동

은 관절에서 크고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여 요천추의 중립자세를 유지

하도록 돕고 요부의 신전근과 굴곡근의 근력을 증진시키고 자세 균형

의 안정성 증진에 효과적이었다[14]. 멕켄지(Mckenzie) 신전운동은 척

추를 신전시켜 요추를 전만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요통 완화에 효과적

이었다[15]. 또한 요부안정화 운동은 요통에 의한 기능장애를 감소시

키고 배근력 증가와 균형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12]. 선행연구

에서 신체역학훈련은 간호사의 목, 어깨, 척추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었

고[1] 요추강화운동과 교육은 간호사의 만성 요통 감소와 환자를 수직

과 수평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의 정확성을 높였다[2]. 신체역학 훈련과 

교육, 안정화 운동으로 구성된 요통교실에 참여한 간호사는 적절한 신

체역학자세 증진과 요통이 완화되었다는 유용한 보고가 있었다[2,9]. 

그러나 직업성 만성 요통의 발생 위험이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

상으로 요통, 요통장애지수, 신체역학이용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나

[3] 요부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 국내 연

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역학이용 교육과 스트레칭, 요부안

정화 근력 조절 운동, 멕켄지 신전운동으로 구성된 요부안정화 운동프

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요통장애지수, 신체역학이용, 배근

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과 요통

장애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역학이

용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셋째,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배근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부안정화 교육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요

통장애지수, 신체역학수행, 배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과계 중환자

실과 신경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직접간호를 수행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표집 하였다. 내과계 중환자실과 신경외과계 중

환자실은 중환자 간호를 위한 작업 환경과 신체역학수행 유형이 유사

하여 본 연구의 근접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험효과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내과계 중환자실과 신경외과중환자실을 1:1 무작위로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Cohen의 검정력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요통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의 효과의 크기는 선

행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0.595이었다[16].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0.05, 효과의 크기(d = 0.5), 검정력(1-β = 0.80), 

자유도 μ =1로 산출한 연구대상자의 수는 그룹당 17명이었고 탈락률

을 고려하여 각 그룹당 20명씩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주 1회 이상 요통의 자각 증상이 있는 35세 이하인 간호사

(2) 급성 요통, 염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요부 질환이 없는 간호사

(3) 연구 시점에서 운동을 수행하지 않는 간호사

(4) 비뇨기계 질환이나 산부인과 질환이 없는 비임신 상태의 간호사

본 연구 종료 후 실험군에서 근무 중 팔 골절과 응급사직으로 2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은 사후 검사를 종료하지 못해 3명이 탈락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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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7명이었다.

연구도구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성별, 나이, 직위, 근무경력, 중환자실 근무경력, 중

등도 이상의 규칙적 운동 유무, 체중, 신장으로 구성하였다.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과 신장을 측정한 후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요통과 직무 관련 특성으로 요통지속 기

간, 요통 치료 유무, 요통예방 자세 인식 유무, 신체역학 인식 유무, 신

체역학 수행 유무, 요통에 의한 사직 의도를 조사하였다.

요통

본 연구에서 요통은 0-10 cm의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0점은 ‘통증 없음’이고 10점은 ‘극심한 

통증’으로 대상자가 지각하는 통증의 정도를 해당 부위에 직접 표시하

게 하였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요통장애지수 

요통장애지수(Modified Oswestry Low Back Pain Disability Ques-

tionnaire)는 도구사용 승인을 받은 후 9문항의 한국어판 오스웨스트

리 요통장애 도구로 측정하였다[6]. 도구의 문항은 허리통증, 자기관리

(목욕하기, 옷입기 등), 들어올리기, 걷기, 앉아 있기, 서 있기, 잠자기, 사

회생활, 여행/이동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0점에서 5점으로 측정하

였다. 측정점수 범위는 최소 0점부터 최대 45점으로 %지수로 환산하

였다. 0-20%는 경도 장애, 21-40%는 중등도 장애, 41-60%는 중증장애, 

61-80%는 불구 상태, 81% 이상은 거동 불가능 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0이었다. 

신체역학이용 설문지

신체역학이용은 기능적 자세, 균형상태유지, 기저면을 낮춘 자세, 물

체 가까이 다가감, 다리근육 사용, 체중 이용, 물건이동 방법의 7문항으

로 구성되었고 ‘실천 안함’ 1점, ‘가끔 실천’ 2점, ‘중간 정도 실천’ 3점, 

‘자주 실천’ 4점, ‘항상 실천’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7점에서 최

대 35점이었다[18]. 신체역학이용 설문지는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1개의 요인

에 적재하였다(고유값=3.96, 분산의 설명력=56.52%). 문항의 요인적재

량은 0.646-0.864이었고 모형적합도(KMO = 0.80, Bartlett 구형성 검정 

χ2 =116.00, p< 0.001)는 적절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0.84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배근력

배근력은 척추를 후굴시키는 근수축력의 강도로 배근력계(TKK-

5402, Take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배근력계 발 

디딤대에 양발을 15 cm 정도 벌린 자세로 서고 두 발 사이에 배근력계

의 줄이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두 팔의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손

잡이를 가까이 위치하여 잡고 손잡이의 길이가 손가락 끝에 닿을 정도

로 줄 높이를 조절하고 무릎관절과 가슴을 펴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 

손잡이를 단단히 쥐게 하였다. 윗몸의 경사각도 30도를 유지하는 자세

를 취한 후 천천히 허리를 펴면서 힘껏 끌어올렸을 때의 최대 근력값이

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근력값을 3회 측정한 후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연구진행 절차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요부안정화 교육프로그램은 신체역학수행, 요부안정화 운동 및 맥

켄지 신전운동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하였다[2,9,11,16,18-22]. 신

체역학수행 교육은 신체안정성 원리에 근거하여 서있기, 들어올리기, 

이동하기, 당기고 밀기 간호수행 자세에서 기능적 자세 유지하기, 균형

유지하기, 기저면을 낮춘 자세 유지하기,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동

하기, 무릎을 구부리기, 들기보다 굴리거나 밀기, 체중을 이용하기로 구

성하여 리플렛을 작성하였다[2,9,10,16,19] (Table 1). 요부안정화 운동과 

멕켄지 운동에 관한 교육용 리플렛을 작성하였고 준비운동, 요부안정

화 본운동, 멕켄지 신전운동으로 마무리운동을 구성하여[11,18,20,21] 

배경 음악을 삽입한 운동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요부안정화운동 프로

그램은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재활의학과 척수 질환 전공의 

부교수인 전문의 1인, 정형외과 척추질환 전공 교수인 전문의 1인, 재활

간호학회 간호학과 교수 1인, 10년 경력의 물리치료사 1인에게 내용 타

당도를 확인하였고(내용타당도 지수= 0.94) 1인의 간호사에게 예비조

사를 완료하였으며 1인의 간호사는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적용

신체역학이용과 요부안정화운동으로 구성된 요부안정화 운동프로

그램을 시작하기 전 실험군에게 리플렛을 이용하여 30분 동안 1회의 

집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운동 동영상을 실험군의 스마트폰에 탑재하

도록 제공하였다. 요부안정화 운동은 주 3회, 1회 30-50분, 요부안정화

운동은 4-8주 동안 신전운동 또는 스트레칭과 함께 수행했을 때 만성 

비특이적 요통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보고를 근거로[9,11,20,21] 본 연

구에서는 준비운동 5분, 본운동(스트레칭과 요부안정화 운동 20분), 

마무리운동(멕켄지 신전운동 5분)으로 구성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

다. 준비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으로 5분 동안 척추와 몸 전체 

긴장을 완화 시키는 운동(요부 편평하게 하기, 팔다리 늘이기, 팔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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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었

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간호부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부서장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진행과 자료수집 승인을 받

았다. 본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개인 정보의 익명성 보

장, 자발적 참여와 연구 중도 탈퇴 및 포기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사전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일반적 특성과 직무 및 요통 관련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연구자는 실험군과 대조

군에게 배근력 측정 시범을 보인 후 배근력계를 이용하여 실험전 배근

력을 3회 측정하였으며 실험 후 8주에 배근력을 3회 측정하였다. 실험

군의 운동 수행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운동 수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칭찬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고 매주 연구자가 운동 수행 이행을 

확인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 종료 후 

실험군에서 2명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은 3명이 탈락하여 최종 실험군 

18명과 대조군 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IRB No.: 

CHAMC 2020-08-039-002).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3.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 요통, 요통장애지수, 신체역학이용, 배근력은 백

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은 Kolmogorov-Smirnov 분석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

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특성 및 요통, 요통장애지수, 신체역학수행, 

배근력의 동질성은 카이제곱 검정, Fisher 정확 검정, 독립표본 t-검정으

로 분석하였다.

(3)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요통, 요통장애지수와 신체역학이용, 배근

력의 차이는 실험 전 요통장애지수를 공변수로 설정하여 공분산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특성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성별, 직위, 임상 경력 및 중환자실 근무 경

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등도 강도의 

규칙적 운동, 신체비만지수, 요통지속 기간, 요통 치료 유무, 요통예방 

자세 인식 유무, 신체역학 인식 유무, 신체역학 수행 유무, 요통에 의한 

사직 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리 들어올리기,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기기, 옆구리 회전)을 각각 좌우 

10초씩 3세트를 수행하였다. 본운동은 요추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요방형근, 대퇴직근, 장요근, 다열근, 복횡근, 복직근, 대둔근, 척추기립

근 강화를 위한 운동으로 구성하였다[10,12]. 요부 근육강화와 신전을 

돕는 운동으로는 척추 비틀기(좌우 20초씩 3세트), 요방형근 스트레칭

(좌우 10초씩 3세트), 요부 굽히고 펴기(20초씩 3세트), 허리들기 운동

(10초씩 3세트), 허리 들기 상태에서 한 다리 들어올리기(좌우 10초씩  

3세트), 엎드려서 교대로 다리 들기(좌우 10초씩 3세트), 다리근육 펴주

기 운동(이완, 수축 10초씩 3세트), 낙타 등 만들기(이완과 수축 20초씩 

3세트), 네발 자세로 다리 들기(이완 수축 10초씩 3세트), 무릎 세우고 

머리들기(이완과 수축 10초씩 3세트), 서서 벽타기 운동(10초씩 3세트)

으로 20분 동안 수행하였다. 정리운동은 멕켄지 신전운동으로 5분 동

안 고양이 기지개 펴기(10초씩 3세트), 양팔 위로 쭉 올리기(10초씩 3세

트), 허리 젖히기(10초씩 3세트), 이상근 스트레치(10초씩 3세트), 누워

서 이완하고 휴식하기(60초)를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주 3회 1회 30분

씩 8주간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운동 수행에 대한 수행 일지를 작성하

도록 하였고 매주 연구자가 확인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실험 종료 후 리

플렛과 운동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Table 1. Postures for maintaining proper body mechanics

Posture Body mechanics

Standing •  Loading bodyweight on legs equally.
•  Positioning head erect and midline.
•  Contacting soles of the feet on floor exactly.
•  Placing feet apart to broaden the base of support.

Lifting •  Positioning trunk and face turned toward the object to be 
moved. 

•  Coming close to the object to be moved.
•  Moves center of gravity closer to object.
•  Lowering the center of gravity to the object to be lifted by 

squatting.
•  Keeping the back straight while squatting.
•  Lifting the load toward the body’s center of gravity.

Carrying •  Holding the object close to body.
•  Holding the object close to head and under the shoulders.
•  Loading the weight on two sides equally.

Pulling 
Pushing

•  Positioning trunk and face to be turned toward the object 
to be moved.

•  Placing arms forward and at the level of the centre of the 
trunk.

•  Flexing knees, hips and ankles.
•  Placing one foot forward.
•  Putting the bodyweight on the forward foot.
•  Holding the object mid-line.
•  Flexing the body forward while pushing.
•  Flexing the body backward while pu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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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정규성 및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로 분석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요통, 요통장애지수, 신체역학 이용, 배근력은 유의확

률 p= 0.066-0.164의 범위를 보여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실험군과 대조

군간의 실험 전 종속변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의 요통장애지

수는 14.57±8.36%로 대조군의 9.02± 5.36%보다 높았다(t=2.35, p= 0.026) 

(Table 3). 

요부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실험 전 

요통장애지수를 공변수로 설정하여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요통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실험군의 요통은 -1.56 ±1.29 감소

되어 대조군의-0.24 ±1.20보다 유의하게 요통이 감소되었다(F = 4.79, 

p = 0.036).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요통감소에 13.0%의 설명력과 

중간 효과의 크기(f= 0.39)을 보였다(Table 3).

요통장애지수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실험군의 요통장애지수는 -6.42

± 5.95% 감소되어 대조군의 0.78 ± 4.71% 보다 유의하게 요통장애지수

가 감소되었다(F = 9.40, p= 0.004).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요통장

애지수 감소에 27.7%의 설명력과 큰 효과의 크기(f= 0.54)을 보였다(Ta-

ble 3). 

신체역학이용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실험군의 신체역학이용은 6.94 ±

5.62점 증가되어대조군의 1.76 ± 3.72보다 유의하게 신체역학이용이 증

가되었다(F =5.97, p = 0.020).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신체역학이

용 증진에 15.7%의 설명력과 큰 효과의 크기(f= 0.43)을 보였다(Table 3).

Table 2. Homogeneity for general and back pain-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

ries

Exercise 
group 

(n=18)

Control 
group 

(n=17) χ² or 
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Gender Male 2 (11.1) 4 (23.5) 0.95 0.4021

Female 16 (88.9) 13 (76.5)
Age (y) 25.33±2.28 27.12±3.64 -1.75 0.089

22-29 16 (88.9) 14 (82.4) 0.31 0.6581

30-35 2 (11.1) 3 (17.6)
Position Staff 14 (77.8) 11 (64.7) 0.73 0.4711

In-charge 4 (22.2) 6 (35.3)
Career (y) 2.21±1.73 3.75±3.69 -1.57 0.131
ICU career (y) 2.21±1.73 3.52±3.08 -1.54 0.137
Regular exercise Yes 5 (27.8) 6 (35.3) 0.23 0.7251

No 13 (72.2) 11 (64.7)
BMI (kg/m²) 20.35±2.80 22.02±3.34 -1.62 0.116
Backache duration 

(mon)
<3 7 (38.9) 2 (11.8) 3.37 0.1211

≥3 11 (61.1) 15 (88.2)
Medical treatment 

for backache
Yes 6 (33.3) 3 (17.6) 1.13 0.4431

No 12 (66.7) 14 (82.4)
Awareness of  

preventive position
Yes 3 (16.7) 6 (35.3) 1.59 0.2641

No 15 (83.3) 11 (64.7)
Awareness of body 

mechanics
Yes 10 (55.6) 10 (58.8) 0.04 0.845
No 8 (44.4) 7 (41.2)

Carrying out the 
body mechanics

Yes 2 (55.6) 5 (58.8) 1.83 0.2281

No 16 (44.4) 12 (41.2)
Turnover intention 

for backache
Yes 5 (27.8) 6 (35.3) 0.23 0.7251

No 13 (72.2) 11 (64.7)

SD, standard devi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BMI, body mass index.
1Fisher’s exact test.

Table 3. Changes in Oswestry Disability Index, use of body mechanics, and 
back strength (n=35)

Variables 

Exercise 
group 

(n=18)

Control 
group 

(n=17) t or F p η² f

Mean±SD Mean±SD

Back pain
Before 3.33±1.81 2.71±1.99 0.98 0.337
After 1.78±1.52 2.47±1.81 9.17 0.0051 0.223 0.54
Difference -1.56±1.29 -0.24±1.20 4.79 0.0361 0.130 0.39

Oswestry Disability Index (%)
Before 14.57±8.36 9.02±5.36 2.35 0.026
After 8.15±6.82 9.80±7.66 9.40 0.0041 0.227 0.54
Difference -6.42±5.95 0.78±4.71 9.40 0.0041 0.227 0.54

Use of body mechanics
Before 18.78±5.45 22.12±4.32 0.73 0.471
After 25.72±4.57 23.88±4.18 1.83 0.1861 0.054 0.24
Difference 6.94±5.62 1.76±3.72 5.97 0.0201 0.157 0.43

Back strength (kg)
Before 44.45±17.92 49.19±30.10 -0.56 0.579
After 59.69±29.02 54.44±29.65 1.18 0.2861 0.036 0.19
Difference 15.24±15.00 5.25±12.17 4.75 0.0371 0.129 0.38

SD, standard deviation.
F by analysis of covariance (adjusted by the baseline Oswestry Disability 
Index); f, effect size, f=0.10 (small), f=0.25 (medium), f=0.40 (large).
1By analysis of covariance (the baseline Oswestry Disabil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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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력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 수행 후 실험군의 배근력은 15.24 ±15.00 kg 

증가되어 대조군은 5.25 ±12.17 kg 보다 유의하게 배근력이 증가되었다

(F = 4.75, p = 0.037).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배근력 증진에 12.9%

의 설명력과 중간 효과의 크기(f= 0.38)을 보였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요

통장애지수, 신체역학수행, 배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통 발생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성별, 연령, 임상경력, 운동 유무, 신체비만지수는 유의한 차이 없이 동

질하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통 및 직무관련 특성인 요통 치료 

유무, 요통예방 자세 인식 유무, 신체역학 인식 유무, 신체역학 수행 유

무, 요통에 의한 사직 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하였다. 

만성 요통은 보통 12주 이상 지속되며 요추부 근육, 인대, 요추체 및 골

관절, 천장골 관절, 디스크, 척수경막 등에 외상 또는 퇴행에 의한 손

상이 치유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4]. 중환자실 간호사는 업무량 과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면서 요통발생 위험이 높아지고[3] 병결과 사직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1,11] 요통 완화를 위한 전략으로 신체역학이용과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2,3,9,11].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요통은 3.33점과 2.71점으

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3.48점보다[3] 다소 

낮았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전 신체역학

이용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18.78점과 22.1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85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고한 신체역학이용 점

수 19.64점과 유사하였다[3]. 배근력은 척추 기립근, 광배근, 승모근, 삼

각근, 대둔근, 슬굴곡근의 협동작용으로 형성되며[23] 허리를 보호하

고 인체의 중심이 되는 자세를 유지하며 요통 발생의 영향 요인이다

[24].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전 배근력은 각각 44.45 kg과 

49.19 kg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대생의 

배근력 48.21 kg과 유사하였고[25] 병원간호사 60명의 배근력 51.4 kg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1]. 낮은 요통기능장애라도 만성 요통은 일상생

활과 간호활동 제한의 원인이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8] 본 연구에

서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요통장애지수는 14.57%와 9.02%로 경도

장애의 범위이었으며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1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실험전 요통장애지수를 공변수로 설정하여 요부 안정화프로

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역학이용에 대한 리플렛을 작성하고 동영상을 이

용하여 실험군에게 1회의 교육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역학이용이 증진되었고 15.7%의 설명력과 큰 효과

의 크기(f= 0.43)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역학이용 교육은 환자를 

수평과 수직으로 이동할 때의 신체이용의 정확도를 높이고[2] 간호사

의 직업성 요통 발생위험을 감소시켜[1] 신체역학이용 교육을 통한 실

천은 직업성 요통 완화를 위한 우선적인 방법이라는 선행보고와 일치

하였다[2]. 또한 간호사를 위한 요통교실에서 집중적인 신체역학 교육

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의 요통이 완화되었고 요통장애지수가 감소되

어[16] 누워있는 환자를 이동하고 허리아래의 물체를 들어 올리며 몸

을 비트는 자세로 간호를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역학원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2,7,9,16].

본 연구에서 요부안정화 운동을 주 3회, 1회 30분, 8주 동안 수행하

였다. 요부안정화 운동과 근력 증진 운동은 만성 요통 환자의 요통기

능장애 감소와 요부 근력과 균형 능력 증가 보고와 같이[12] 본 연구에

서 실험군의 요통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요통감소에 13.0%의 

설명력과 중간 효과의 크기(f= 0.39)을 보였다. 또한 실험군은 대조군보

다 요통장애지수가 감소되었고 27.7%의 설명력과 큰 효과의 크기

(f= 0.54)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요부안정화 운동과 스트레칭은 골반

과 가슴을 이어주는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복직근, 복사근의 운동 조

절을 통해 신체에 가해지는 중력과 과중한 외적 부하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11,20] 멕켄지 신전운동은 척추 근육의 신전능력을 증

진시키고 척추를 압박하는 자세를 교정하여 요통 감소 역할을 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15,26]. 복횡근과 다열근의 운동 조절을 위한 동작은 

척추가 움직일 때 척추 분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척추 안정

화근의 근력을 증가시키는데[11,20]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배근력이 증가하였으며 12.9%의 설명력과 중간 효과의 크기(f= 0.38)을 

보였다. 또한 요부안정화운동은 간호사의 요통 감소[2], 만성 요통 환자

의 요통 감소 및 요부 굴곡근력과 신전근력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보고

와 일치하여[14] 본 연구 결과는 지지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 요부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과 요통기능장애, 신체역학이용 및 배근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직업성 요통과 요통기능장애 발

생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올바른 신체역학이용과 근력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 요통장애지수 동질성 검증 결과 차이를 보여 공분

산분석을 이용하여 통제하였으나 대상자 편중의 위험을 보였다. 또한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하며 다기관 연구 대상을 포함하

여 표본수를 확대한 추후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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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 요

통장애지수, 신체역학수행, 배근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신체역학이용 교

육과 준비운동-본운동(스트레칭과 요부안정화 운동)-마무리운동(멕

켄지 신전운동)으로 구성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후 1주에 3회(1회 30분) 

8주 동안 수행하였다. 요부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요통감소와 배근력 

증가에 중간 효과의 크기를 보였고 신체역학이용 증진과 요통장애지

수 감소에 큰 효과의 크기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신체역학이용을 높이고 요부의 운동 조절 및 근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

로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기관 

중환자실 간호사를 포함하여 표본수를 확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요통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체역

학이용과 요부안정화 운동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

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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