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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은 45세 미만의 성인들이 겪는 질환 중 감기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근육과 

뼈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도 흔하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허리통증의 원인은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옮길 때, 허리

를 앞으로 굽히며 비틀 때 발생되며, 이러한 통증은 ‘염

좌’라는 부상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어떤 특

정 동작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스

트레스로 인해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발전하

기도 합니다. 

허리 염좌 발생시 어떤 일정한 움직임이나 자세에

서 통증과 불안정성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비트는 동작에서 그 통증은 더 증가하게 됩

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 될 경우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의 손상의 위험도를 높이게 되므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치료 및 재활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림 1- 



 

 

 

 

 

허리 염좌는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게 되며, 1 단계는 다소 약한 통증인 경우로 

대부분이 자연 치유가 되지만 3 단계는 심각한 파열로써 치유되는데 몇 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1 참조) 

 

 

 

 

※ 치료 및 재활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일정 기간의 휴식,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없는 범위내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가벼운 활동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더욱 치유와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해 P-RICE(보호, 안정, 냉 찜질, 압박, 거상  홈페이지 응급처치 참고)를 실

시합니다. 초기의 통증이 완화되면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허리 및 복부의 근육을 강화 시키

기 위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통 안정화 훈련(표-2 참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러한 재활운동시 모든 동작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

이는 것이 허리 염좌가 재발될 확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 -1 손상 변형 특이사항 

I 단계 

 

척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유지됨. 또는 

인대가 늘어난 상태. 

신경이 눌리는 부위 없음. 눌렀을 때 아픈 부위에 중 정도의 통증이 

있고 경련을 동반함. 또한 앉았을 때 닿는 

엉덩이 주변의 감각이 둔해 지거나 

신경근 염이 발생할 수 있음. 

II 단계 

 

척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조금 좁아진 상태. 

인대가 부분 파열이 있는 

상태. 

몇몇 신경이 눌린 곳에 통증, 

신경장애, 근 위축이 존재함. 

무릎 주변의 감각이 둔해 지거나 신경근 

염이 발생할 수 있음. 

III 단계 

 

척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완전히 좁아진 

상태.  인대가 부분 파열 

및 완전 파열이 있는 상태. 

근 약화, 확연한 근 위축이 

존재함. 

모든 움직임에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발목, 

발 주변의 감각이 둔해 지거나 신경근 

염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 



 

 

 

 

 

급성기 (손상 직후부터 2~3일까지) 

 

 목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단계 

 

방법: 

 ž 운동 후 20분정도 아픈 부위에 냉 찜질을 실시 

   ž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을 허리, 대퇴, 복근에 가 

볍게 실시  

ž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 타기 

 

***모든 동작은 통증이 없는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합

니다. 2-3일 정도 하루에 3-4회 실시하며 가벼운 관

절 운동을 해 줍니다. 

 

 

 

아급성기 (손상 발생 2~3일 후/4~12일 간) 

 
 

 목표: 근력 강화 및 안정화 

 

방법:  

ž 허리 주변과 허벅지의 근육움직임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 

ž 50% 정도 허리를 뒤로 젖힐 수 있도록 복근을  

늘리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강화 

ž ※코어강화운동을 2-3회 실시 

 

*** 4-12일 소요될 수 있으며 통증 정도에 따른 개인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및 유산소 운동

은 1단계에서 실시한 강도보다 증가시켜 2단계 운동

에 포함하여 수행하면 됩니다. 

 

 

 

표-2 재활 방법 

1단계 허리 염좌 발생시 4주 재활과정 

 

 

 

※ 코어 강화 운동 

 

 
-다열근 운동-  

시작 자세: 양측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양측 팔꿈

치를 편 상태로 바닥에 엎드린다. 

동작: 한쪽 무릎은 지면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 무

릎을 들어올린다.  

 

 

 
-메디신 볼을 이용한 복사근 운동- 

시작 자세: 양측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불안정한 

지면(엑서사이즈 볼, 발란스 보드 등)에 지지한다. 

동작: 양손으로 볼을 잡고 좌측 머리 위에서 대각

선 아래 방향 우측 골반 옆으로 볼을 이동시킨다. 

좌/우 볼의 방향을 바꿔서 실시 할 수 있다. 

*메디신볼은 무게가 있는 물건으로 대체가능하다. 

예)물이 가득찬 물통 등 

 

 

-머리 위에 볼 들고 버티기

- 

시작 자세: 런지 자세를 취

하고 엑서사이즈 볼을 머리 

위에 놓아 잡는다. 

동작: 시작 자세를 유지하며 

버틴다. 좌/우 발을 바꿔 실

시 할 수 있다. 버티는 동작

이 온전히 가능하다면 엑서사이즈 볼을 이용한 복

사근 운동과 같은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볼없이 자세유지만으로도 가능하다. 



 

 

 

 

성숙기 (손상 발생 12~15일 후) 

 

 목표: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정상범위로 늘리고, 

근력의 회복 및 스포츠로의 복귀 

 

방법:  

ž 웨이트트레이닝과 종목 특성을 고려해 복귀를  

위한 운동 실시 

ž 부분적 훈련참여가능 

 

***재활에서 스포츠활동으로의 복귀 기준 

u 통증이 없을 때 

u 허벅지 뒷 근육, 허리 근육, 장요근의 움직임 

능력이 거의 정상일 때 

u 몸이 올바른 정렬 상태로 척추와 골반을 이용

하여 종목 특성에 맞는 동작을 수행 할 수 있

을 때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시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엑서사이즈 볼을 이용 한 

장요근(그림-3참고) 운동- 

시작 자세: 양측 발등을 엑서사이즈 볼 위에 올려 

무릎을 구부려 가슴에 닿을 정도로 끌어올린다. 양

팔은 팔꿈치를 편 상태를 유지하며 볼 위에서 균형

을 잡는다.  

동작: 시작자세에서 무릎을 펴서 볼을 발쪽 방향으

로 굴렸다가 다시 시작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한다. 

이때 골반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되며, 허리를 일

직선으로 유지하며 실시해야한다. 

 

 

 

 
-엑서사이즈 볼을 이용한 허리 후면/ 옆면 운동- 

시작 자세: 양 발을 엑서사이즈 볼 위에 올려 무릎

을 편 상태를 유지하고 몸을 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후면/ 전면 방향만 다르고 적용방법은 동

일). 

동작: 시작자세에서 양 발로 볼을 누르면서 몸을 

들어올린다. 이때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

이 되도록 유지하며 버틴다. 

 

-그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