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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TENS치료를 실시하고 그 후 도수교정 치료
를 하였을 때 다리의 체중지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 압력으로 그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20대와 30대 중심으로 13명(남자 5명,여자 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
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의 치료전, TENS 치료 후, 도수교정 치료 후에 각 발바닥 압력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왼쪽 발과 오른쪽 발 압력 차이에서는 치료전, TENS 치
료후, 도수교정 치료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발의 Fore foot과 Rere foot의 발압력
차이에서도 발압력 비대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다리길이 차이에 대한 TENS와 도
수교정 치료는 발압력 부분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좌우 발의 발압력 차이와 발의 Fore foot
과 Rere foot의 발압력 차이를 줄여주어 발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인간의 직립자세는 발에 의한 비교적 작은 기저면
위에서 높은 압력 중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불
안정하다[1]. 따라서, 균형적 측면에서 하지길이 차이
는 신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길이의 차이
는 전체 인구의 40~70%에서 많이 드러나는 문제이
다[2].
하지길이 차이로 인하여 자세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로 인해 운동이 제한받고 근육과 다른 연부조직들의
긴장을 야기하며[3],요통,고관절 통증 등[4]과 같은 여
러 가지 임상 증상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하지정렬은 체중 이동이 균형을 이루지만, 비정상적
인 정렬인 경우에는 체중 이동이 불균형을 이루어,

연부조직인 건, 근육, 뼈, 관절연골, 인대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5].
기능적 다리길이 편차(Functional leg length
inequality)평가는 보행 분석, 움직임 분석, 체중 부하
분석, 그리고 자세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게 사용된
다. 정형외과, 일반내과, 물리치료, 족부정형학, 산부
인과, 외과 그리고 다른 전공과들을 포함하는 많은
의료 전문 분야들에서 기능적인 다리길이 편차의 평
가가 사용되고 있다[6].
도수교정치료는 척추 운동성 변화, 관절의 정상가
동범위 유지, 추간판 돌출의 감소, 후관절 기능부전
의 교정, 신경근 압박의 감소, 반사 활동의 정상화,
근육의 이완을 유도한다[7-8]. 또한 도수교정치료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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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내의 관절수용기(recepter)를 자극하여 아탈구
(Subluxation)를 교정하고 척수 또는 고위중추 내에
있는 신경반사 중추를 활성화시킨다.[9] 관절의 경미
한 위치 변화는 관절주위의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통증의 원인이 된다[10]. 따라서 도수교정
치료가 이러한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위치변화를 줄
일 수 있다.
경피신경 전기자극치료(Tre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TENS)는 물리치료에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신경
병증에 의한 통증과 관절통, 근염 등에 효과적인 중
재방법이다[11]. 또한 8주간의 TENS 적용후, 동적균
형능력과 정적균형능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던 연구
도 보고되었다[12].
본 연구에서는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TENS치료를 실시하고 그 후 도수교정치료를
하였을 때 다리의 체중지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
압력으로 그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하였다.
도수교정치료는 톰슨 테크닉으로서(Thompson
Technicque) Dr. Clay Thomson에 의해 체계화 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골반과 척추의 변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골반, 척추에 낙차(drop)을 하게 되는데
Tompson table에서 도수교정을 실시하였다. 도수교
정치료는 다리길이의 불일치를 교정하기 위한 골반
교정,천골교정,고관절교정,척추변위에 대한 교정을 실
시하였으며, 근막과 근육의 긴장이 있는 부위에 대한
긴장이완요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0.0 (SPSS,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일반적 지표로 표기하였다. 실
험 전, 저주파 치료후, 도수교정 치료후에 대한 비교
를 위하여 일원배치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한 유의 수준은 ɑ=0.05로
설정하였다.
[표 1] 치료전, TENS치료후, 도수교정치료후에 비교

2. 연구 주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피신경자극치료와 도수교정치료를
치료전과 경피신경자극치료후 그리고 도수교정치료
후에 각각의 체중지지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발
압력으로 보았다. 연구 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리길이 차이를 가지
고 있는 대상자 13명(남자 5명, 여자 8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외상 및 선천적 질병, 외
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복합 병변이 없는 20대와 30
대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 27.61±5.59세, 평균 신장은 166.23±8.03cm,
몸무게는 60.15±15.56kg, 평균 신발사이즈는
248.07±21.26cm, 평균 다리길이 차이는 7.69±2.75mm
이였다.
본 연구에 대한 측정 데이터는 복와위자세(prone
position)에서 다리길이 측정을 하였고 그 후
Gaitview(알푸스,Korea)장비에서 체중지지에 의한 발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치료 전 위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경피신경전기자극 치
료 15분 후 같은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도수교
정치료 40분 후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경피신경자극치료(세익메디컬,Korea) 방법은 요방
형근(Quadratus Lumborum Muscle)에 오토3형
60~300Hz까지의 직류, 교류의 복합저주파파형을 적용

Region
Hallux
Toe 2~5
Metatars
al 1
Metatars
Foot al 2~4
pres Metatars
sure al 5
Middle
Foot
H e e l
Medial
H e e l
Lateral
Left foot –
Right foot
foot
pressure
variation
Fore foot –
Rear foot
foot
pressure
variation

Pre test

TENS
Post test

40.87±27.35

41.77±31.33

Manual
therapy
Post test
41.60±38.34

23.62±15.83

19.90±13.35

24.84±21.79

92.70±35.89

83.14±32.31

82.71±35.46

139.40±32.82 136.13±32.19 144.53±19.09
88.43±36.57

86.78±33.79

88.72±35.33

55.66±23.80

53.30±23.71

56.86±22.90

153.64±27.54 162.46±6.51

159.36±10.64

159.92±22.38 167.88±11.39 170.33±8.72
4.16±3.35

4.92±3.18

2.99±1.78

7.83±7.29

6.29±4.22

3.32±2.87

Mean±SD
3. 결과

본 연구는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
로 치료전에 발 압력변화를 측정하고 Tens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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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압력 변화를 측정, Manual therapy 후 발 압
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것과 같이, 다리길이 차이가 있는 사람의 치료
전, TENS 치료 후, Manual therapy 후에 각 발바
닥 압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왼쪽발과 오른쪽 발의 발압력 차이에서는 치료
전, TENS 치료후, Manual Therapy 후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발의 fore foot과 Rear
foot의 발압력 차이에서도 발압력 비대칭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유의수준에는 차이가 없
었다.(p>0.05).
4. 논의

하지길이 차이로 나타나는 우리몸의 불균형은 척
추 및 골반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나쁜자세, 구조적
불균형, 통증을 일으킨다[13-14]. 또한 기능적 하지길이
차이는 정적 족저압 분석에서 기능적 하지길이 차이
가 클수록 좌, 우의 체중 차이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
하고 하였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족저압을 이
용하여 치료전, TENS 치료 후, Manual therapy 후
에 대한 발 압력 변화를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발 압력에 대한 치
료전, TENS 치료 후, Manual therapy 후에 각 발
바닥 압력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왼쪽발과 오른쪽 발의 발압력 차이에서는 치료전,
TENS 치료후, Manual Therapy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발의 fore foot과 Rear foot
의 발압력 차이에서도 발압력 비대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발길이 차이에 대한 치료 후
에 발 압력 비대칭이 맞아가면서 발의 전후 좌우에
대한 균형이 맞아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Tens의 사용이 근방추를 자극하여 근수축을 유도
하여 자세의 안정에 효과를 주었다는 연구와 일치하
였고[17], 도수교정을 이용하여 골반의 정위치, 편측골
반의 교정, 척추 부정렬의 감소, 하지 부정렬의 감소
가 양측 체중지지의 변화, 올바른 자세 유지, 자세
안정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18].
경추에 대한 1회 카이로프라틱 도수교정 치료가
족압측정을 하였을 때 족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와, 4주간의 카이로프라틱 도수
교정 치료를 이용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족압측정
분포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는 연구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도 발 압력 각각에서는 치료후

에도 차이가 없었다[19-20] .
이 연구에서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번째로, 참가자
의 선택 과정 동안의 참가자들 사이의 기능적인 변
화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두번째로, 참가자들
의 수가 적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능적인 변화
들과 더 많은 샘플들과 함께 질적이고 완성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다리길이 차이에 대한 TENS와
manual therapy는 발압력 부분들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좌우발의 발압력 차이와 한발의
forefoot과 rearfoot의 발압력 차이를 줄여주어 발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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