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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pine-Exercise Program
o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Jeon, Dae Jung
Advisor : Prof. Park Jong,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12 weeks' spine-excercise
program which are not surgical procedures o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The
total of 34 adolescent subjects aged between 14 and 19 made up study population,
with idiopathic scoliosis and over 10° of cobb's angle, residing in Gwang-ju H
hospital scoliosis center.
Subjects were tested twice times; before and after the spine-excercise program.
The spine-excercise program was consisted of 3 times per week, 60 minutes in
each session and lasted 12 weeks. Significance level was established at ɑ=.0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v -

1. After the 12 weeks' spine-excercise program, the cobb's angle and the
change of Moire Topography was significance decreased(p<.001).

2. In the change of Moire Topography, the Moire-angle and the number of
contour lines have been a meaningful difference among all groups except
SMC(Right)(p<.001).

On the results above, it was found that the 12 weeks' spine-excercise program
including the stretching, muscle strength exercise has shown effect on cobb's
angle and Moire Topography, and it has helped the scoliosis students to improve
Flexibility, muscle strength around the spine and body balance.
To conclude, it reproved that a steady exercise may have positive effects to
scoliosis students.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apply a long term
of treatment as well as have to develop scientific and practical spine-excerci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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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연구의 필요성A.

인체가 지닌 자연적인 척추의 곡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바른

자세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자세로 신체에 무리를 가장 적게 주

는 자세를 말한다 김창규 이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신체적 정신( , 2003). ,
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건이며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 지를 수 있는 중요한 요, ,
인으로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기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행복하

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몸을 지탱하는 척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주상( , 2000).
척추는 두개골부터 골반까지 강한 인대와 근육으로 둘러 쌓여 신체를 지각하며 평

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성장 및 활동에 적응하도록 변화한 척추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해부학적으로 정중면에서 측방으로 만곡 혹은 편위되어 있는 것을 척추 측만증

이라 하며 등 이러한 척추측만은 비구조적 척추측만과 구조적 척추측(Deacon , 1984),
만으로 분류된다 김진호( , 1996).
비구조적 척추측만은 만곡이 가역적이며 만곡내의 추체회전이나 비대칭변화가 동

반되지 않아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원인 치료만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구조적 척추측.
만은 형태학적 이상으로 발생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적

방법까지도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조.
적 측만증은 대다수의 환자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특발성 측만증으로

분류된다 뉲수의숦의 측만 는 각이 이상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 Ter Linds (1987) Cobb 10°
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 하였으며 전체 측만증의 를 차지하는 특발성 측만증, 85%
은 근골격계의 성장이 빨리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다 대한 정형외과 학회( ,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발병률이 무려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1995). 4
문재호 특히 여자의 경우 월경의 시작이 곧 성장을 의미하므로 걔 이( , 1998), ( o, 1986),
이 기간은 척추 측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칮만증으(Bun ,

이러한 측만증은 분류각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되며1988). Cob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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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은 분류각이 도 미만을 말하고 개인에 따라 자세교정 프로그램을 권장하Cobb' 20
며 개월 간격으로 만곡의 정도를 관찰하여 평가한다 중등중은 분류각이, 3~4 . Cobb'

도를 말하며 보조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중증은 분류20~45 , Cobb'
각이 도 이상으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단계로 분류한다45 (Farady, 1983).
최근 식생활 습관과 영양개선으로 인해 체격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 장시간 컴퓨,
터 사용 체격을 무시한 책걸상의 높이 그리고 운동부족 등이 척추 측만증을 야기하, ,
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최승욱과 이소은( , 2009).
이러한 잘못된 자세 관리로 야기되어진 청소년 척추 측만증은 급격히 진행하면 수

술적 교정 유합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흉추부에 심한 척추 측만 변형으로 진행되면

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며 이에 따른 정신적 장애도 초래하고,
한영규와 이면종 신체활동 동안 통증과 경직을 초래함으로써 일상적인 활동( , 1998),
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며 임용택등 이에 따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 , 2003).
의를 요하는 질환이다 또한 성인기에는 요통의 원인이 되며 잦은((Hensinger, 1991).
피로감으로 인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Sim, 2000).

년에서 년까지 년간 서울 경기지역 초 중생 명을 대상으로 척추2000 2005 6 . . 894,594
측만증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정국진 은 척추가 도 이상 휘어진 학생이(2007) 10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000 1.66% 2005 3.08% .
특히 김종원 은 한국 중학생에서의 척추 측만증 유병률에 관한 연구에서(1999)

정도의 빈도로 청소년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 학급1.5~3% , 1
당 명 정도로 약 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1 1.28% .
이렇듯 급격하게 성장하는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결국 개인 및 사회적으로 고비용 소요를 초래하게 된다, .
구조적 이상으로 생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잠정적으로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술을 미연에 방

지하고 환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으며(Hensinger, 1991; Bunnell, 1987),
휘어진 척추의 교정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Gunnoe, 1990; Eden-kilgour & Gilson,
1990).
이러한 척추 측만증은 빨리 교정할수록 좋은데 현재의 교정방법은 보조기구 착용,
수술 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이 있다 보조기구의 착용은 답답함을 주어 생활에 불편함.
을 초래하고 수술 요법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정운동요법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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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김회원( , 2007).
운동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척추 측만증의 추가적인 악화 요인이 되는 근육의 불

균형을 교정하는데 있다 척추 측만증과 교정운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문형훈과 장경태 는 교정운동을 주 동안 실시하였을 경우 유연성과, (2007) 12
요부근력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강선영 은 교정체조. (2002)
를 주간 실시한 결과 유연성이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척추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보12
고 하였고 는 좌 우 대칭적이고 규칙적이며 율동적인 교정체조와 같은, Ociepka(1994) ·
신체활동은 자세를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켜 요추부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

며 요추부 주변 결합조직과 근육들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요추부 기능을 강화시키므,
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희복 은 척추 측만으로 인해 근력의 불균형과 빈약한 자세가 동반되어(2004)
견인치료와 더불어 보존적인 물리치료가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척추 측만증에 대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으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자세

교정운동 척추 스트레칭 운동 근육강화 운동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부분별 적용에, ,
따라서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강윤 최홍식 권형( , 2000; , 1999;
수, 1998).
최근 척추 측만증 개선을 위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유연성이나 근력 등을 위주로 한 단순운동을 실시한 반

면 유산소운동 스트레칭과 근력강화 그리고 견인치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측만,
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접근한 자료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정운동 프

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맞는 교정, ,
운동 프로그램은 척추 측만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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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B.

본 연구에서는 척추 측만증으로 판명된 각 이상인 청소년을 명을 대상Cobb 10° 34
으로 본 연구자가 체간의 균형과 근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척추 교정운동 프로그램

을 주간 실시하여 상의 과 상의 체형 변화12 X-ray Cobb's angle Moire Topography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청소년의 척추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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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Ⅱ

연구대상A.

본 연구 대상자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광주에 소재한 한 개 병원에서2009 9 2009 12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고 판독 결과 각이 이상으로 주 동안 교X-ray cobb 10° 12
정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중 고등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4 .

연구 방법B.
실험 설계1.

이 연구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 개선을 위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일 실험군의 실험 전 후 비교연구이다 그림· ( 1).
연구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실시하였다 대상자 명에게 매회2009 9 2009 12 . 34 60
분씩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적용기간은 주 동안 주 회 실시하였다, 12 3 .

그림 1 실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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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2.

각 측정 촬영a. Cobb's (X-ray )
현재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임성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변인은 각Cobb
에 의한 판정이다 이 방법은 척추 전장을 사진 촬영하여 만곡의 크기를 분석. X-ray
하여 각을 측정한다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후에 분간의 안정을 취하게 하고Cobb . 10 ,
가운으로 갈아입게 한 후 측정대위에 바로선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환자가 숨을 완전.
히 내쉬고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하였다 서승우 등( , 2001).
이때의 각은 만곡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부분의 위쪽과 아래쪽의 척추 뼈를Cobb
기준으로 선을 그룬 뒤 각 선에서 직각으로 선을 연장시켜 교차된 각을 구하며 그 각

을 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측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Cobb . ( 2).
서 있는 자세에서 척추 전신을 촬영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정한다1. .

촬영 시 검사 대상자의 몸 뒤에서 앞쪽으로 찍는다2. X-ray .
촬영에 의해 나타난 필름을 통해 척추의 휘어진 정도를 측정한다3. .
필름에 나타난 만곡 중에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위쪽과 아래쪽의 척추 뼈를4.

기준으로 하여 콥스각 을 측정한다(Cobb`s angle) .

그림 2 측만증을 측정하는 의 방법. Co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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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b. Moire Topography
는 차원 물체 형상을 등고선 패턴으로 표시하는 간편하고 정Moire Topography 3

확한 차원 계측법이다 는 식 촬영 장치라고 하며 구성은3 . Moire Topography Moire ,
격자와 발광부분이 직선인 할로겐램프 그리고 영상을 얻기 위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격자인데 주로 쓰이는 것은 투과식이며 투과도 분포는.
구형파가 대부분이고 투과 대 불투과분 비는 이 주종을 이룬다 박문수 등1:1 ( , 2006).
대상자의 상의를 탈의시킨 후 기기를 조절하여 배부 체형이 화면의 중앙에 위치했

을 때 측정하였다 목에서 둔부까지 노출되도록 하여 신발을 벗고 바닥에 부착된 발.
모양의 스티커에 서게 한 뒤 몸이 흔들리지 않게 초간 유지하게 하고 대상자는 전방5
을 주시하고 해부학적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측정하였다 그림( 3).

의 용어 및 정의는 표 과 같다Moire Topography < 1> .

그림 3 모아레 분석.
(Moire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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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 용어 약어 정의

견배부

견갑상부등고선 수평도 SSM 수평선과 견갑골 상부의 통합 등고선 중점 연결

선이 이루는 각

견갑하각 수평도 SIM 수평선과 견갑골 하각 연결선이 이루는 각

견갑골 등고선 개수 SMC 양측 견갑골 등고선 개수 좌 우( / )

요둔부

요부 등고선 수평도 LCM 수평선과 요부통합 등고선 중점연결선이 이루는

각

요부 등고선 개수 HMC 양측둔부 등고선 개수 좌 우( / )

표 1 의 용어 및 정의. Moire Topography

교정운동 프로그램 적용3.

프로그램 구성a.
교정운동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칭과 근력강화운동 견인치료를 척추 측만증세가 있,
는 피검자를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서 스트레칭을 통해 수축된 근육을 이완 및,
관절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근력운동을 통해 약해진 근육을 활성화시켜 골격을 바,
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견인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척추측만 부위에 간접적인,
교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지는 임상적 경험을 토

대로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만들어 졌다 김희복 김주상 전영남( , 2004; , 2000; , 2005;
권재한 강선영, 2002; , 2002; Creager, 1994; Mooney, Gulick & Pozos, 2000; Kisner &
Coby, 1985; Liebenson, 1991; Sim, 2000).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유연성이나 근력 등을 위주로 한 단순운동을 실시한 반면 본

프로그램은 유산소운동 스트레칭과 근력강화 그리고 견인치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측만증 치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정운동 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준비운동 본 운동 정리운동으로 나누어 시행 하, ,
였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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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강도 시간

준비 운동
올바른 운동 방법 교육

분15
런닝 머신 3Km/hour

본 운동

스트레칭 분10
분25

근력강화운동 40~60% RM* 분15

정리운동
견인 치료 체중의 1/3~1/4 분15

분20
바른 자세 유지 및 효과 교육 분5

표 2 교정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최대근력* (1RM)

최대근력 이란 회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무게 를 말한다(1RM) ? 1 (1Repetition Maximum) .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또는 최대근력은 운동 강도 및 운동 부하량 산정1RM(one repetition maximum), ,

의 기준이 된다 은 직접방법 또는 간접방법으로서 산출할 수 있는데 직접방법은 정확한 무게의 산정. 1RM , ,

이 가능하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초보자의 경우에 상해의 가능성이 있다 간접방법은 직접방법에 비.

해서 정확성은 다소 미흡하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간접방.

법을 주로 권장한다.

적용 방법b.
본 교정운동 프로그램은 주 회 일 분씩 주간 시행하여 척추 측만을 갖고 있3 1 60 12
는 청소년 명에게 적용하였다 준비운동은 러닝머신에서 보행훈련을 통해 바른 자34 .
세 유지와 운동숙지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였으며 본 운동은 불균형한 척추 주위 근,
육의 훈련을 위해 스트레칭과 근력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부하하여 실시하였고 이 단계에는 척추 주변 근육 특히 측만이 오목한 부분에 대해, ,
스트레칭과 볼록한 부분에 대해 약화된 근력 강화를 대상자의 척추측만의 방향에 따

라 개별 지도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스트레칭은 초 로 하고 동작 간 휴식시간은 초 실시하였다15~20 /2set , 8~10 .

각 동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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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내용 사진

무릎 감싸 안고 당기기1.

누워서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며

끌어당겨 줍니다.

허리로 지면 누르기2.

복부에 힘을 주어 등으로 지면을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이면서 허리를* “ , , , ”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령을 붙이면서* “ , , , ”

허리와 바닥을 밀착한다.

한 다리 옆으로 넘기기3.

한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 바닥으로

넘겨서 내립니다.
시선은 반대쪽을 향합니다.

척추 비틀기4.

무릎을 도로 세워 오른발을90
왼발위로 당기고 시선은 반대를

향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한다.

양팔 당기기5.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아래로

당겨줍니다.
좌 우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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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가슴 닿기6.

양다리를 접어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몸통 회선7.

오른쪽 팔꿈치로 왼 무릎을 누르듯이

하여 몸을 비틀어줍니다.
좌 우로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

옆구리 늘리기8.

무릎을 대고 엎드린 자세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양팔을 바닥에 짚고,
좌우로 손을 옮기면서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스트레칭 합니다.

고양이 등 만들기9.
복근에 힘을 주어 허리를 위쪽과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하여 유지하고

오목하게 하여 유지합니다.
허리를 위쪽으로 할 때는 시선은

아래를 향하게 하고 허리를 아래로,
할 때는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다리 벌려 옆으로 굽히기10.

다리를 벌려서 양손으로 한쪽 다리를

잡고 상체를 옆으로 굽혀줍니다.
좌 우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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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옆구리 늘리기11.

한쪽 무릎은 꿇고 다른 쪽 다리는

옆으로 곧게 폅니다.
꿇은 무릎 쪽 팔은 바닥을 짚고,
다른 팔은 위로 올리면서 상체를

구부립니다.
등허리 늘리기12.

어깨 너비로 서서 무릎을 살짝 구부

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배에 힘을 줍니다.
서서 옆구리 늘리기13.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오른팔을 위로 왼팔은 그대로 아래로,
내리고 상체를 왼쪽으로 구부려서

왼쪽 허리가 늘어나게 합니다.
좌 우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

윗몸 일으켜 정지하기14.

양손을 앞으로 모아 윗몸 일으켜

정지합니다.

비켜 윗몸 정지하기15.

어깨가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좌 우로 번갈아가며 실시합니다, .
누워서 허리 들기16.

누운 자세에서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딛고 무릎을 세우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허리를 한껏 위로 밀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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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그램 본 운동의 구성4.

운동 중에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하나,
둘 셋 소리를 내면서 숨이 멈추지 않도록 하였다 운동 중에 관절 통증을 느끼는 경, , .
우에는 운동을 멈추거나 통증이 오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게 하였으며 대상자의 피

로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을 주고 실시하였다 정리 운동으로는.
본 운동 단계에서 올 수 있는 과 신전된 근육과 관절을 정상상태로 되돌림으로써 근

육 부위의 통증을 방지하고 척추관절이 정상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견인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로 유지하도록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엎드려 팔다리 들기17.

엎드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줍니다.

팔 다리 교차 들기18.

팔다리를 교차로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좌 우 번갈아 가며 실시합니다, .



- 14 -

자료 분석C.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은 통계 프로그SPSS for Window(Version 12.0)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백분율로 구하였다 그리고 교정운동 프로그램 전후에 대한 각 부위별 각도의 변화. ․
와 에 나타나는 부위별 등고선 개수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Moire Topography
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고 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로 하였paired t-test =.05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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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A.

청소년 총 명중 남자는 명 여자 명이었다 나이는 세부터 세까지였으며34 11 , 23 . 14 19 ,
중학생 명과 고등학생 명으로 구성되었다 표20 14 < 3>.

N %

성별

남 11 32.4

여 23 67.6

나이 세( )

14 5 14.7

15 8 23.6

16 6 17.6

17 7 20.6

18 7 20.6

19 1 2.9

학력

중학생 20 58.8

고등학생 14 41.2

계 34 100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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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운동 프로그램 전 후의 각 부위별 각도의 변화B. ·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 전 후 각 부위별 각도의 변화는 다음 표 과 같다12 · < 4> .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전체 의 변화는 실험 전12 Cobb's angle

에서 실험 후 로 변화량이 로 나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25.37±10.52° 21.44±12.74° -3.93°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성별에 나타나는(p<.001), Cobb's

의 변화에 있어서도 남자가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angle 26.59±10.63° 21.86±12.81°
나타났고 여자도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24.78±10.66° 21.24±12.99° Cobb's

의 변화가 남여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들 중 중angle (p<.05).․
학생의 경우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23.98±11.15° 19.73±13.60° ,
은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27.36± 9.59° 23.89±11.43°
하게 감소하였다(p<.05).
체중에 있어서도 의 변화를 보면 미만의 체중을 가진 청소년들Cobb's angle , 49kg
에게서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20.28±11.32° 25.89±14.97°
의하지 않았고 의 체중을 가진 청소년들은 실험 전 에서(p>.05), 50-59kg 26.62± 8.85°
실험 후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22.27±10.37° (p<.05), 60kg
상의 체중을 가진 청소년들에게서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25.83±11.49° 22.08±14.00°
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장이 미, (p>.05). 159cm
만의 학생인 경우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났으며22.79±10.22° 28.61±13.74° ,

이상의 경우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통계학160cm 26.04±10.46° 21.75±11.72°
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05).
또한 이 를 가진 청소년들에게서는 실험 전 에서Cobb's angle 10-19° 14.81±2.44°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를 가진 청09.92±5.07° (p<.05), 20-29°
소년들도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22.29±2.03° 15.93±5.41°
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상의 경우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p<.05), 30° 36.71±4.30°

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34.89±5.5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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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s angle 실험 전 실험 후 변화량( )∆ p-value
전체 25.37±10.52 21.44±12.74 -3.93∆ .000
성별 남 26.59±10.63 21.86±12.81 -4.72∆ .005

여 24.78±10.66 21.24±12.99 -3.54∆ .001

학교 중학생 23.98±11.15 19.73±13.60 -4.25∆ .001
고등학생 27.36± 9.59 23.89±11.43 -3.46∆ .003

체중(kg) - 49 20.28±11.32 25.89±14.97 -4.38∆ .057
50 - 59 26.62± 8.85 22.27±10.37 -4.34∆ .002
60 - 25.83±11.49 22.08±14.00 -3.75∆ .109

신장(cm) -159 22.79±10.22 28.61±13.74 -4.17∆ .014
160- 26.04±10.46 21.75±11.72 -4.28∆ .001

콥스각 10-19 14.81± 2.44 09.92± 5.07 -4.88∆ .002
20-29 22.29± 2.03 15.93± 5.41 -6.35∆ .013
30- 36.71± 4.30 34.89± 5.58 -1.82∆ .053

표 교정운동 프로그램 전후의 각 부위별 각도의 변화 단위4 . ( : °)․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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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부위별 각도 및 등고C. Moire Topography
선 개수의 변화

에 나타나는 부위별 각도 및 등고선 개수의 변화는 다음 표Moire Topography < 5>
과 같다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에 나타나는. 12 Moire Topography
부위별 각도의 변화는 이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SSM 6.35±3.20° 4.29±2.49°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은 실험 전 에서 실(p<.001), SIM 14.21±3.75°
험 후 로 나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11.62±3.06°
소하였으며 의 변화는 실험 전 에서 실험 후 로 나(p<.001), LCM 9.85±2.92° 7.91±2.59°
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림(p<.001)(
5).
또한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에 나타나는12 Moire Topography
부위별 등고선 개수의 변화에서 좌측은 실험 전 개에서 실험 후SMC 1.88±0.72 2.56

개로 나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고±0.82
우측은 실험 전 개에서 실험 후 개로 나타났으나(p<.001), SMC 2.00±0.81 2.44±0.92 ,

실험 전 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좌측은 실험 전· (p>.05). HMC 2.06
개에서 실험 후 개로 나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매우 통계학적으±1.07 3.09±0.93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우측은 실험 전 개에서 실험 후(p<.001), HMC 2.32±0.87
개로 나타나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3.29±0.93

다 그림(p<.00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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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단위 실험 전 실험 후 p-value
1)SSM* ( °) 6.35±3.20 4.29±2.49 .000
2)SIM** 14.21±3.75 11.62±3.06 .000
3)LCM*** 9.85±2.92 7.91±2.59 .000
4) 좌SMC* (score) 1.88±0.72 2.56±0.82 .000

우SMC* 2.00±0.81 2.44±0.92 .340
5)

좌HMC** 2.06±1.07 3.09±0.93 .000
우HMC** 2.32±0.87 3.29±0.93 .000

표 에 나타나는 부위별 각도 및 등고선 개수의 변화5. Moire Topography

mean±SD
1)SSM: Scapular Superior Moire-Angle
2)SIM: Scapular Inferior Moire-Angle
3)LCM: Lumbar Contour Moire-Angle
4)SMC: Scapular Moire Contour
5)HMC: Hip Moire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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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Ⅳ
우리나라 청소년은 외형적인 체격은 발달하였으나 체질적으로는 허약하여 비만 당,
뇨 신체적 질환 척추장애 시력장애 물질 남용 등의 새로운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 , , ,
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질병이나 신체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

여 시정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박성희( , 2001).
측만증은 사춘기 이전에 빠르게 진행되어 체간부가 차원적으로 변형을 일으켜 체3
형을 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문에 계속적인 관찰과 진행의 여부의.
추적과 만곡 크기의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에서부터 발육이 완성되는 시기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청(Morrisy, 2000). 10
소년기 척추 변형의 주류를 이루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은(idiopathic scoliosis) 12-16
세 사이에 급속히 발전 된다고 하였다 권재한 특히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은( , 2002).
그 이상 유무를 일찍 발견할수록 자세 교정률이 높아지는데 경증인 상태를 방치해,
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교정하기 힘들게 되어 수술적 교정법이 필요할 수도 있으

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상태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교육 장수경 과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맞는 교정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 2000) ,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 명을 대상으로 주34 12 동

안 체계화된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개별 지도방법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는데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다.

교정운동프로그램이 에 미치는 효과1. Cobb's angle

등 은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 남 여 명을 대상으로 개월간 몸통Mooney (2000) · 12 4
회전 운동을 실시한 결과 비대칭인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측만각도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주상 과 문재호 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2000) (1998)
자세교정운동 척추 스트레칭운동 근육강화 운동 등의 수동 및 능동운동 실시가 척, ,
추 측만증에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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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숙희 등 은 운동요법으로 아직 발육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척추주위, (1999)
의 근육강화와 골반 근육 강화운동을 실시하여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고 척추 측만증

이 있을 때에도 발육하는 동안에는 운동에 의해서 진행을 정도는 각도를 호전할70%
수 있고 정도는 교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최승욱 은 성장기 척추 측, 50% . (2009)
만증 중학생의 주간 운동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서 운동 군의 경우 운동 전32

에서 운동 후 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21.1±11.0° 13.0±12.4° 38.4%
났다 고 보고하였다 조현준 은 주간 진행된 운동프로그램으로 최초(p<.001) . (2010) 12
분간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분간 세라 밴드 를 이10 , 22 (Thera-band)

용하여 본 운동을 실시한 후 정리운동을 분간 하여 총 분간 실시한 결과13 45 Cobb's
각이 실험 전 에 서 실험 후 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청소년의 바른15.7±1.1° 8.84±1.4°
자세 유지 및 척추측만 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정운동 프로그램이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흉추의 이 실험 전Cobb's angle Cobb‘s angle
에서 실험 후 로 나타나 교정운동 프로그램 후25.37±10.52° 21.44±12.74° Cobb's angle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p<.001)
다 이러한 결과는 척추 기립근 강화운동 등을 선별해서 적용하여 굳어진 관절의 유.
연성을 증가시키고 만곡 부위에 반대의 힘을 가해서 더 이상 만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돌출된 곡선 부위의 근력을 강화하고 견인 않를 추가하여 비뚤어진 척추측만,
부위가 간접적인 교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결과이며 함몰 부위의 연부조직 신장운,
동으로 척추 전체의 신장운동을 실시한 것이 측만증 않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생각된다 심재훈과 오덕원 척추 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정운동 프로( , 1996).
그램을 주 동안 적용하여 휘어진 척추가 정상적인 각도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12
속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적용한 척추.
측만증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은 척추 측만부의 대칭적 가동성을 획득하고 측만 오목

면의 근을 스트레칭 시키며 척추 기립근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

정확한 배열을 유지시키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요법에서 이 유의하게 호전된Cobb's angle
결과를 볼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증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경제적,
이고 수행이 용이한 운동요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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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근육 대칭의 변화2. Moire Topography

일반적으로 측만증의 진단에 있어 방사선 촬영을 이용한 측정법이cobb's angle
가장 신뢰성 높은 진단 방법으로 알려져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차원적 변형인 측만3
증을 오직 시상 면에서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관찰자에 따

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진행과정을 예측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다(Cassar-Pullicino
최근 들어 인체에 무해하고 경제적이며 방사선학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et al. 2002).

는 를 이용한 측정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척추Moire Topography
측만증의 차적인 진단을 위해 촬영 외에도 인체에 무해하고 입체 등고선을1 X-ray
이용하여 근육의 형태를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이 가능한 영상을 활용Moire
하여 교정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정량화하였다. Moire

가 방사선적 진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개별적인 만곡의 다양성Topography
을 정확히 측정하고 측만증 환자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D'Osualdo et al., 2002).
본 연구에서 검사결과 척추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 견봉의 높이 차이에 의해Moire
견갑상부 등고선 과 견갑하각 그리고 요부의 등고선 의 수평각이(SSM) (SIM) (LCM)
비대칭을 이루던 측만증 청소년들이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 시행 후 대칭을 이12
루었으며 높았던 등고선의 각이 유의하게 감소 하여 반대 측의 각과 균형이, (p<.001)
이루어졌다 또한 견갑골의 좌 우 등고선 개수 와 둔부의 좌 우 등고선 개수. · (SMC) ·

에서도 양쪽의 등고선이 개수의 차이를 보였으나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HMC) 12
을 통해 우측을 제외하고는 서로 비슷한 등고선 수가 형성되어 박기덕 등SMC

의 세 사이 척추 측만증 환자 명을 대상으로 한(2006) 16~19 16 주간의 기공치료와 수8
기요법 적용 후 각과 영상에 미치는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Cobb's Moire .
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관찰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각 측정법보cobb's
다는 에 의한 측정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Moire Topography
능성을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기에 있는 척추 측만증 환자에 대한 비

수술적 요법으로서 근력강화운동 및 스트레칭 등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하고 척추 측만증이 성인기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운동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척추.



- 25 -

로 인해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하며 교육적 지원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의 건강관리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성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교육적 차원에서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

한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급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또한 발병 이,
후의 치료보다는 그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실시와 청소년에게 맞는 운동프로그

램의 시행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광주에 소재한 한 개 병원에서 임의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

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적절히 통,
제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의 척추 측만증을 교정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의 특정 교정운동 프로그램으로 모든.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을 치료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는 좀 더 다양한 운동방법 및 적절한 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향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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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맞는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특발성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받은 청소년 중 고등( ·
학생 중 이 이상인 명을 대상으로 교정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Cobb`s Angle 10 34〫
증하는 단일 실험군 대상 전 후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
교정운동 프로그램은 주 회 회당 분씩 주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병원3 , 1 60 , 12
의 척추 측만증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 로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05 ,α

같다.
교정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후 각 부위별 각도는 운동 프로그램 시행 전에 비해1. ·

시행 후에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여 주간 교정운동프로그램의 효과가12
현저하였다(p<.001).

교정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 후 에 나타나는 부위별 각도 및2. · Moire Topography
등고선 개수의 변화는 우측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SMC
여 주간 교정운동프로그램의 효과가 현저하였다12 (p<.001).

위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꾸준한 운동이 과, Cobb's angle Moire Topography
상의 체형 변화를 가져와 척추 측만증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증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간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세를12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척추 측만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신체 유연성과 근력을 증진

시키고 자세관리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증,

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향후 척추 측만증의 정도 성별에 따른 교정, ,
운동의 효과 검증 연구 중증도에 따른 연구 대조군을 둔 유사실험 연구 교정운동, , ,
기간에 따른 여러 측정도구들의 효과 평가와 교정운동의 지속성을 검정할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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