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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acral Vertebra Reform

with Drop on Lumbar Curvature

Jeong Kwon-Sun

Advisor: Prof. Lim Kyung Joon,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It is accompanied with postural imbalance and lumbago caused by various

reasons.

Postural imbalance and lumbago have been caused by increased activities,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policies, an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such as driving.

Postural imbalance and lumbago are closely related to the sacral vertebras.

As a result, we observed the changes of the lumbar lordosis through

realignment of the sacral vertebra.

Chiropractic was founded by Daniel David Palmer and Drop treatment was

based on Newton’s first law and therapists have been able to treat patient

with less energy but effectively.

The study was conducted regardless of sex and both congenital

malformation and concurrent diseases were eliminated from this study.

To get the objectivity for the study, we determined the malposi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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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and the realignment of it for 4 weeks.

In the study results ,when the width of the sacral vertebra have been

changed to 0.09 cm and the height of it have been changed to 0.11 cm, which

results in the lordosis of the lumbar to be change to -1.34 degree.

As seen from these results, realignment using the Drop treatment reduces

the lordosis of the lumbar.

The lordosis of the lumbar shares a close association with somatotypes. As

realignment using the Drop treatment (the Thompson Table) influenced the

lordosis of the lumbar, it is presumed to influence somatotyp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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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세의 불균형과 요통 등을 동

반하게 된다.

첫째,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

고 또한 2000년도 이후 레저산업에 있어 빅뱅(big bang)으로 불리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레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4년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5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도 시행되면서 점

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정호권,2005). 그로 인해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게 되

었고 여가활동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상 또한 많게

되었고 근육을 편중 사용으로, 자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근육 또한 지

속적인 긴장으로 근육통 등을 동반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물질 만능주의와 학벌위주의 가치관에 따른 전

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의 체력저하와 각종 성인

병 유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충열,2004). 이처럼 운동량은 줄어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세의 불균형이 들어지고 그 불균형이 오

래 지속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요통, 측만증, 근육통 등)들을 동반 하게 되

었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컴퓨터의 보급 및 이동통신의 보급으로 전 국

민의 휴대폰 활용,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채널 등이 있다. 우리들은 대중교

통이나 집에서 있을 경우에 하는 행동들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게임, 문자메시지 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자세의 불균형이

거북목(turtle neck), 일자목(straight neck)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 대부분의 일은 컴퓨터를 이용한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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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세 또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넷째, 교통량의 증가와 자가용 시대가 열림에 의해 교통사고 증가로 신체

손상과 장애를 많이 입게 되었다. 그물망 같은 도로, 골목길까지도 빽빽하게

주차해 놓은 자동차 등 이렇게 많은 자동차로 인해서 가벼운 사고나 대형교

통사고 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통해 많은 질환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 몸도 내적인 인자에서도 병이 생기지만 이

처럼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자세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모든 결과로 볼 때, 우리 몸의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자세로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하는 데 많은 도움

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은 모든 질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올바른 자세의 근본이 되는 천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방 또는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램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X-ray영상 판독 시 천추 변위가 있고 척추가 후만인 환

자들을 대상으로 시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천추와 요추의 연관성을 규명하

고 요추의 정상 만곡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라

자세교정 효과와 그에 동반되는 통증 경감 등을 분석하여 향후 이 같은 경우

의 환자와 직면했을 경우, 임상 치료자들에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미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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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카이로프랙틱 요법의 역사

카이로프랙틱은 대이얼 팔머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1885년의 어느 날 환자

를 치료하는데 우연히 몸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평소에 잘 들리지 않았던 환

자의 청력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카이로프랙틱 종사자들은 이 사건을 카이로

프랙틱의 시초로 본다.

2. 카이로프랙틱 요법의 정의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은 그리스어인 Chiro(손을 통하여), Practic(이루

어지다, 치료하다) 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로서 이는 철학, 과학, 예술이

모인 자연의 법칙을 따른 요법으로 추골의 변위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 추골의 골 관절면을 기존 양방에서 시행하는 주사 약물 등의 치료에 의

존하지 않고, 순수한 맨손으로 조절, 불균형 상태에 있는 뼈를 정상위치로 되

돌려 신경압박을 제거하고, 뇌로부터 선천적 치유력을 100% 작용시켜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질병 치료 효과가 임상적으로 체계화된 학문이라는 측면과

손으로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탐구하

며 그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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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럽(탐슨 테이블)의 원리

탐슨 교정법에서는 개별적으로 낙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테이블(drop)

로 교정을 한다. 이것은 뉴턴 제1의 법칙인 중력의 힘, 자연의 힘을 이용한

교정법이다(마상렬, 2002). 탐슨 테이블은 치료사가 치료를 할 때 적은 힘으

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천추의 해부

천추는 5개의 척추로구성 되어있으며, 그리고 미골의 3∼6개의 미추로 갈

라지는데 성인이 됨에 따라 1개로 되어 천추와 미골로 된다. 천추의 위에 있

는 제5요추를 포함시키는 학자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천추는 쐐기의 형태를 하고 있어 마치 쐐기를 박는 모양으로 장골 사이

에 푹 끼어 있다. 그리고 이 천추와 장골을 이어주는 좌우 2개의 관절이 ‘천

장 관절’이다.

제5요추 위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척주는 천추와 골반을 연결하고 있는 천

장 관절도 둥근 凹형인 관절과 둥근 凸형인 관절에 의해서 튼튼하게 이어져

있는 보통 관절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천장 관절은 오히려 거의 평면에 가깝고 그 관절면이 귀 모양이어서 외륜

에 근소한 볼록 모양이 있어 평면으로 합쳐져 있을 뿐이다. 물론 귀 모양인

평평한 뼈가 합쳐져 있는 둘레에는 관절포가 있고 관절강 속에는 활액(滑液)

이 가득 차 있고 게다가 강력한 인대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쐐기형

이 천추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천추의 전면에 전천장인대 그 약간 위에 장요 인대 뒤에는 후천장인대 또

천추와 좌골극을 연결하는 천극인대나 천결절인대 등이 종횡으로 엮여 있다

(고미 마사요시(2005), 골반조정건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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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추와 요추의 역학적 관계

가. 천장관절과 요추관계

1) 천추의 움직임과 요추5번(L5)의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천추 전하방(AI)

라면 요추5번(L5)의 극돌기가 동축으로 천추 후상방(PS)라면 요추

5번(L5)의 극돌기는 대가선축으로 돌아간다.

a. 천추 전하방(AI)라면 요추2번(L2)부터 극돌기가 대각선축으로
돌아간다.

b. 왼쪽 천추 전하방(AI)라면 요추2,3번(L2,L3) 오른쪽 후하방(RPI)

c. 왼쪽 천추 후상방(PS)라면 요추2,3번(L2,L3) 왼쪽 후방(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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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성별 남 6 50

여 6 50

연령 20∼40세 4 33

50∼60세 8 67

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고자

한다.

1)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 만곡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자 한

다.

2) 천추 변위가 요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전라북도 J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S센터에 내원한 환자로 연구하였다.

내원한 환자 중 무작위로 60명을 선별하고 연구 제한에 결격 사유가 없는 환

자 12명을 대상으로 4주간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o=12)

X-ray영상 판독 시 천추 변위와 요추 후만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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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J시에 위치한 U방사선과의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한 X-ray 영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천추변위를 갖고 있으면서 요추부 후만증이 있는 환자를 연구대

상으로 구성하고 먼저 X-ray영상을 판독한 후 탐슨 테이블을 이용하여 교정

을 하게 된다. 교정을 실시한 후 천추 변위를 확인하면서 요추만곡을 비교

측정하게 된다.

1) 천추의 X-ray영상을 판독한다.

첫 번째, 판독방법은 양쪽 고관절 골두 정점을 연결한 선을 긋는다. 이 선

을 x축이라 가명명하고 천추 1번에 최상단에 점을 찍는다. 그 점과 x축과 수

직이 되도록 선을 긋는다. 이 선을 y축이라 가명명한다. 그 뒤에 왼쪽 천추

끝점을 찾는다. 찾은 뒤 y축과의 눈금자로 거리를 측정한다.(l, x)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측정한다.(r, x)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를 비교한다. 비교

시 넓은 쪽(lx, rx)축의 수치가 큰 쪽을 천추 변위로 본다.

두 번째, 교정방법을 선택한다. 선택하는 방법은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천추

의 최고점을 임의로 점을 찍는다. 그 뒤에 그 점과 x축과의 거리를 측정한

다.(l, y) 그 뒤에 오른쪽도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r, y)

세 번째, 천추 변위가 확정된 쪽을 P라 명한다. P가 정해지면 ly, ry를 비

교한다. 비교 시 P쪽이 오른쪽이라 하고 그때 ry가 ly보다 측정값이 작게 나

오면 천추를 위로 올리는 교정법을 하게 된다. 반대로 측정값이 크게 나왔을

경우, 천추를 내리는 교정법을 선택한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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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천추 X-ray 영상

2) 요추 전만각

요추전만각 측정 방법

ㄱ) 첫 번째 요추의 상연을 이은선과 다섯 번째 요추 하면을 이은 선이 이

루는 각이다(김태성, 1994, 박강목, 2008).

김태성(1994), 박강목(2008)에서 말 한 것과 같이 첫 번째 요추 상연을 잇

는 연장선과 다섯 번째 요추 하면을 잇는 연장선의 교차점의 각을 측정 한

다. <그림2>

x

rx lx

ry l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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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요추 전만각

3) 실험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 도구는 드럽(탐슨 테이블)을 이용하여 교정한다.

4) 시술 방법

교정 방법은 주 5회, 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시술 시에는 교정할 부위를 5∼10회 정도로 시행한다.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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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첫 번째, 연구대상을 천추의 변형이 있으면서 요추가 후만인 환자로 제한

한다.

두 번째, 연구대상을 선천적 기형을 가진 환자는 제한한다.

세 번째, 연구대상을 고관절 치환술, 류마토이드, 무균 괴사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한한다.

네 번째, 연구대상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제한한다.

다섯 번째, 연구대상을 20∼60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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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의 만곡 즉, 전만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통계는 MS office excel 그래프(세로막대형)를 사용하였다.

1) 드럽 교정 시 천추의 변화

드럽 교정 시 보는 것과 같이 좌측 천추의 넓이가 시술 전 62.67mm 시술

후 63.58mm 즉, 0.09mm의 변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 좌측 천추의 높이는 시

술 전 100.17mm 시술 후 100.17mm 즉, 0.00mm이므로 변화가 없다. <그림

3>

우측 천추의 넓이가 시술 전 63.33mm 시술 후 64.58mm 즉, 0.13mm의 변

화가 되었고 그에 따라 우측 높이는 시술 전 99.67mm 시술 후 98.58mm 즉,

0.11mm로 변화되었다.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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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천추의 변화표

2) 드럽 교정 시 요추 만곡(전만각) 변화

드럽 교정 시 보는 것과 같이 요추 만곡(전만각)이 시술 전 38.59°, 시술

후 37.25°로 1.34°로 줄어들었다. <그림4>

<그림4> 요추 만곡 변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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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현대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척추의 근골격 계통의 변형 및

통증을 유발한다.

컴퓨터를 통한 업무,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

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 자세의 불균형과 통증을 동반하게 되었

다.

또한, 척추건강의 필수적인 요소인 근육의 발달 등이 운동량의 부족으로

약해져 있어 그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인 요통 등을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척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수술을 제외한 방법 중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으

로 요추 전만각 변화를 줄 수 있는 카이이로프랙틱을 들 수 있다.

요추 전·만각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운동

치료에서는 멕켄지 신전운동(Mckenzi extension)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요

부 안정화 효과에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운동치료의 단점 또

한 많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치료하는 방

법을 찾게 되었으며 그 방법으로 카이로프랙틱을 선택하여 척추 전만각 변화

를 카이로프랙틱에서 찾고자 하였다.

카이로프랙틱은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학으로서 신경이 추간 공을 통과하

는 중에 관절의 위치이상으로 관절주변 조직이 압박되어 기능 이상을 일으키

고 있는 곳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줄 목적으로 300개의 관절 중 특히 척추

관절전위(Subluxation)를 일으키고 있는 특정부위를 잡고 빠른 속도와 낮은

진폭으로 자극을 가하는 기술이다. 전위를 일으킨 추골은 추간 공을 통과하

는 조직(신경혈관 림프 등)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되는데 특히 척수신경 또

는 자율신경의 기능을 저하시킨다(장재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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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구 부분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본 연구를 통해서 보충을 해보려 한

다.

카이로프랙틱에도 하는 방법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드럽(탐슨 테이블)을 이용한 교정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 전·만각 변화에 관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4주에 걸쳐 교정하였으며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천골의 좌측 넓이는 시술 전 62.67mm였고 시술 후에는 63.58mm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0.09mm 넓어졌으며 이때 우측 넓이는 시술 전 63.33mm 시술

후 64.58mm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0.13mm 넓어졌다. 좌측 높이는 시술 전

100.17mm였고 시술 후에는 100.17mm 즉 0.00mm로 변화는 없었다. 시술 전

우측높이 99.67mm였고 시술 후에는 98.58mm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1.19mm

낮아졌다. 이렇게 변할 때 요추 전만각은 시술 전 38.59° 시술 후 37.25° 즉

1.34° 줄어들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요추 전만각이 1.34° 감소한 것으로 보아 드럽(탐슨 테

이블)을 이용한 교정이 전만각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재선(2010)의 카이로프랙틱 단독처치집단결과는 43.57±1.13°에서 처치 2

주 후 44.42±1.13°, 처치 4주 후에는 44.1±0.95°, 처치 6주 후에는 45.42±0.97°,

8주 후에는 46.00±0.81°로 만곡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8주간 약2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선(2010)에서는 8주 후의 전만각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의 전만각 변화는 4주간 1.34° 변화하였다. 장재선(2010)에서는

전만각 증가를 본 연구는 감소로 나타났지만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연구를 비교해 보면 실험기간이 다르고

같은 카이로프랙틱이지만 시행한 요법이 다르므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우나 결

과로만 봤을 때에는 요추 전만각의 변화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전만각 감소 효과에는 탁월하다고는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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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만각 변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통은 요추 전만각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요추의 전

만각이 감소됨으로써 요통의 통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박강목,

2008)

박강목(2008)이 말한 것 처럼 요추의 전만각은 요통에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재선(2010)의 연구에서 보면 카이로프랙틱 교정 후 주관적 통증의 변화

를 알아본 결과 카이로프랙틱 단독처치 집단은 100.0±0.00에서 처치 2주 후

93.85±2.03, 처치 4주 후에는 64.00±3.46, 처치 6주 후에는 45.42±3.59, 8주 후

에는 29.28±6.72로 통증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장재선(2010)의 결과를 봤을 때 주관적 통증은 100.0∼29.28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정 후의 통증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카이로프랙틱 교정이

요통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통 통증에 대해서 연구한 봐가 없어 전만각의 변화

가 요통에 효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카이로프랙틱 교정 후 요추 전만각 변화가 1.34° 줄어든 것

으로 보아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의 전만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럽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 전만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다.

요추의 전만각은 체형과도 연관관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처럼 드

럽(탐슨 테이블)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 전만각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아 체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요통과 요추 전만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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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4주 동안 드럽(탐슨 테이블)을 통한 천추 교정을 실시하였으며 주 5회, 일

1회를 시행한 결과 천추의 좌측 넓이는 시술 전 62.67mm였고 시술 후에는

63.58mm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0.09mm 넓어졌을 때 천추의 우측 넓이는

시술 전 63.33mm 시술 후 64.58mm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0.13mm 넓어졌

다. 좌측 높이는 시술 전 100.17mm였고 시술 후에는 100.17mm 즉 0.00mm로

변화는 없었다. 우측높이 시술 전 99.67mm였고 시술 후에는 98.58mm의 변화

를 가져왔다. 즉, 1.19mm 낮아졌다.

이렇게 변할 때 요추 전만각은 시술 전 38.59° 시술 후 37.25°로 1.34° 줄어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추 전만각이 1.34° 줄어들었다. 그럼으로 드럽(탐슨 테이

블)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의 전만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통은 전만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으므로 전만각 감소는 요통

통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통의 통증이 감소

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요추의 전만각은 체형과도 연관관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처럼 드

럽(탐슨 테이블)을 이용한 천추 교정이 요추 전만각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

으로 보아 체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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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천추 교정은 X-ray 영상의 판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X-ray 기계에

따른 필름의 해상도나 X-ray 영상을 판독하는 숙련도에 따라 값의 오차가

많은 게 단점이다.

그러므로 판독 방법을 과학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따라 판독의 숙련도 또

한 배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카이로프랙틱에 제반적인 이론부족과 근거가 불충분한 점이 아

쉽다. 드럽(탐슨 테이블)에 대한 연구도 빈약한 편이다. 또 드럽(탐슨 테이블)

을 이용한 교정은 많은 수련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또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기대할 만큼의 교육 효과를

못 얻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천추와 요추 전만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얻었지만,

천추나 요추 또한 골반과 연결되어있으므로 골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골반을 무시한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요추 전

만각 변화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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