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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improvement of scoliosis, muscle function and VAS between the exer-

cise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fter conducting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with 20 female students diagnosed with scoli-

osis through PAPS in M middle school for 12 weeks. The conclusion was as follows. Cobb's angle in exercise group was changed

from 11.6°æ2.5°ý to 7.3°æ2.0°ý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However, the change in Cobb's angle was

not significant in control group, henc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limber back strength was changed from

45.9°æ8.7 kg to 51.6°æ14.9 kg and sit-up was changed from 13.7°æ5.1 times to 12.9°æ5.3 times in exercise group,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 group also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back strength and sit-up. The degree

of VAS was changed from 7.3°æ1.6 to 3.3°æ2.4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1) in exercise group. How-

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rol group. Consequently,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was con-

sidered to be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Cobb's angle and degree of VAS for middle school female students with scoliosis.

Therefore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can be recommended for youth scoliosis to improve and prevent the body imbal-

ance and ultimately for the health of the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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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원한

다. 외모와 건강은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기에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은 자칫 자아정체

감의 상실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 건강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Kwon, 2003). 장시간 책상에 앉아 생활하는 청소년

들의 경우 신체활동 감소와 자세의 불안정이 체형불균형

을 유발하여 요부의 통증(Kim, S. H., Kim, S. S., & Kim,

M. K., 2007) 및 척추측만증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

ment Service [HIRA], 2011)에 따르면 척추측만증으로 진

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가량인 46.4%가 10대 청소년인 것

으로 2010년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20%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척추측만증(scoliosis)은 해부

본 논문은 김의숙 (2012) 의 석사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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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정중선의 축으로부터 회전을 동반하며, 척추가 측방

으로 만곡 되거나 편위되는 관상면과 시상면상의 기형으

로 정의된다(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KOA],

1999). 일반적으로 Cobb's 각이 10o 이상인 경우 척추측만

증으로 정의하지만, 5o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KOA,

2006). 척추의 변형은 체간의 모양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

라, 신체 분절들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선 자세의 불

안정성을 유발하게 된다. 척추측만증의 85%를 차지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은 원인을 알 수 없

으며, 10세에서 골 성장이 멈추는 시기에 발병하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전체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Reamy & Slakey, 2001; Shin & Song, 2007).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

지 않은 성장기이므로 신체 불안정성 및 근력 불균형을 초

래할 수 있다(Kim et al., 2011). 따라서 이로 인해 요통

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으므로 신체와 근력의 균

형적인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요인,

척추 자체의 병변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근

골격계의 기능저하로 인한 생체역학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Graves et al., 1990; Kim, C. H., Kim, W. M.,

& Lee, 2012), 요통과 관련된 척추 질환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

방전위증, 척추 분리증, 척추 불안정증, 척추인대 골화증,

척추측만증 등이 있다(Kim, C. H., Kim, W. M., & Lee,

2012). 

허리부위(lumbar region)는 인간의 동작수행 시 파워를

생산하는 인체의 중심 부위이다. 모든 스포츠 활동에 있어

서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근수축에 의한 장력 발생

은 그 중심이 파워 존(power zone)인 허리부위의 근육이

가장 먼저 동원되면서 동작 수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원

활한 하지 동작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의 역할

이 아주 중요하다(O’ shea, 1983). 대부분의 만성요통환자

에 있어 지속적 약물치료와 보존적 치료는 별다른 치료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만성요통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신체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근위축에 따른 근력약화가 발

생한다(Kim, 2007). 

따라서 요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척추와 대퇴

사두근(quadriceps muscles)의 신전, 복근(abdominal muscles)

과 대퇴이두근(hamstring muscles)의 굴곡 동작을 발생시키

는 척추 주변근(paravertebral muscles)과 장요근(iliopsoas

muscles)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Youn, Sun, & Cho,

1996). 

요부안정화 운동은 척추의 안정성과 자세유지에 필요한

복부와 골반주위의 근육강화 및 운동조절 능력을 향상시

키는 운동으로 최근 가장 인기있는 운동 프로그램 중의 하

나이다(Barr, Griggs, & Cadby, 2005; Lee, Kim, Y. W.,

& Kim, T. S., 2012). 이 운동은 통증완화뿐 아니라 요통

환자의 기능회복과 관절의 가동범위 향상에 효과적이며 근

단면적 증가와 척추안정화를 위해 적합한 운동요법으로 알

려져 있으며(Ko et al., 2009), 요통환자 뿐만 아니라 운동

선수와 일반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운동이다. 매

트에서 실시하는 요부안정화운동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요

추에 가해지는 외력 또는 팔 다리의 움직임으로 주위 근

육들의 협응작용과 상호보완 작용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따라서 추간판, 척추 소관절, 척추 주변 조직들에 가해지

는 반복적인 손상을 예방하여 요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운동의 주요 효과이다(Kim, 2005). 요부안정화운동에는 척

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골반근육강화운동, 요추부의 안정성

을 증가시키는 양측성 운동, 척추교정에 효과가 있는 바

(barre)운동, 척추교정운동, 세라밴드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요부안정화 운동은 근기능 및 척추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Choi, Kwon, Yi, Jeon,

& Oh, 2005). 하지만 하지, 골반, 체간 및 상지 간 원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의 안정성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척추 교정운동과 관련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이다.

또한 요통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부안정

화 운동에 대한 연구는 발표되고 있으나 척추측만 여중생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요부안정화 운

동이 척추측만과 관련되어 심부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따

른 요통지수 변화 및 척추측만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많

으나 척추측만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 각도, 근기

능, 요통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신체능력검사, 즉 체력장을 수정

보완해 2010년부터 학생 건강체력평가시스템(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을 도입했다. 이는 학

생 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통해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

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개인별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함이다. PAPS

는 과학적으로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감소시키겠

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체형불균형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적절한 운동처방 프로

그램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체형불

균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동처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체형불균형이 심각한 척추측

만 청소년 중 여중생을 대상으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척추측만도, 근기능

및 요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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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통해 체형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병적 요

인의 개선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PAPS 진단 결과 척추측만으로 판정받은 학생들에게 바른

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재량활동 시간을 통

해 척추측만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M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290명 중 PAPS 측정장비로 자세평가를 실시하여 척추이

상으로 의심되는 여학생 중 척추 X-ray를 촬영하여 Cobb’s

각이 10o 이상의 체형불균형으로 진단된 2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운동군 희망자

10명을 선정하여 10명은 운동군, 10명은 통제군으로 분류

하였다.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운동군

과 통제군 그룹 간에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

방량, 제지방량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항목 및 분석방법

신체조성 측정, 척추측만 검사, 등속성 근기능 측정, 요

통지수 측정을 12주간 수행되는 운동프로그램 전후에 실

시하였고, 운동군은 주 2회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1) 신체조성 측정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율, 제지방량은 체성분 분

석기(Venes5.5 Plus, Korea)를 이용하여 <Table 1>과 같

은 항목을 측정하였다.

2) 척추측만 검사 

Cobb’s 각은 X-r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만곡의 오

목한 쪽으로 가장 기울어진 척추의 끝을 만곡의 상하단에

서 각각 결정한 후, 한 선은 상부 척추의 끝 상단에, 다른

한 선은 하부 척추의 끝 하단에 그은 뒤 각 선에서 직각

으로 선을 그어 교차된 각이다(Rence, 1975; Figure 2).

3) 근기능 검사

근력은 배근력계(T.K.K 5102, Japan)를 이용하여 <Figure 3>

과 같이 측정하였으며, 근지구력은 윗몸일으키기(sit-up)운

동을 통해 1분간의 수행회수를 측정하였다.

   

4) 요통지수 측정 

Huskisson (1974)의 주관적 통증지수(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우리나라 표현 방식에 맞도록 수정 개발한

Wang & Kim (1995)의 주관적 통증 평가표를 이용하였으

며, 통증의 정도는 검사자의 질문과 피검사자의 답변을 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Exercise(n=10)

(M±SD)
Control(n=10)

(M±SD)
t-value

Age (yrs) 15.2±1.0 15.0±0.0 .612

Height (cm) 159.0±3.7 156.9±5.5 1.007

Weight (kg) 50.1±4.6 47.8±6.8 .881

BMI (kg/m2) 19.8±1.9 19.5±2.8 .332

BF (%) 24.3±3.1 25.1±5.6 -.415

LBM (kg) 37.8±2.2 35.6±4.3 1.441

BMI: Body Mass Index, BF: Body Fat, LBM: Lean Body Mass Values

Figure 1. Body composition

Figure 2. Cobb’s ang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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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방법으로 <Figure 4>와 같이 통증지수를 구하였다. 

3.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은 동일한 운동 강도로 주 2회 60

분씩 12주간 실시되었다.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은 운동수

행자와 비수행자가 2인 1조로 짝을 맞춰 진행하였으며, 운

동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운동군과 대

조군간의 사전 값으로 동질성 검사를 한 후 기술통계분석

을 통하여 모든 변인들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과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

를 검정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

한 후 집단 변인들의 운동 전과 후의 검사 변화량을 토대

로 두 집단 간의 차이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개인용 PC

Window용 SPSS (ver.20.0, IBM, USA) Program을 이용

하여 처리하며, 모든 측정항목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

하였다.

III. 결 과 

1. 척추측만도의 변화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척추 측만도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Figure 3. Back strength measurement

Figure 4. Modified visual analogue scale (Wang & Kim, 1995)

Table 2.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information

Division Workout types Duration Remarks

Warming 
up

Stretching of major joint 
and muscle group

10 min.
performer, 
receiver

all conduct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1-6 weeks program

Hip joint ex.(20 times)
Pelvis ex.(10 sec) 
Sacrum ex.(3 min)
Shoulder joint ex.(3 

min)
Rib ex.(3 times) 

C-spine ex.(3 times)
T-spine ex.(3 times)
L-spine ex.(3 times)
Knee ex.(5 times)

40 min

·Alternately 
 conduct all   
kinds: 1 set

·Strength: 
 RPE 11-15

·Stretching 
 performed 

3  times after 
each action

7-12 weeks program

Hip joint ex.(40 times)
pelvis ex.(20 sec) 
Sacrum ex.(4 min)
Shoulder joint ex.

(6 min)
Rib ex.(5 times) 

C-spine ex.(3 times)
T-spine ex.(3 times)
L-spine ex.(3 times)
Knee ex.(10 times)

40 min

·Alternately 
 conduct all   
kinds: 1 set

·Strength: 
 RPE 11~15

·Stretching 
 performed 3  

times after   each 
action

Cool down 
exercise

Stretching of major joint 
and muscle group

10 min
performer, 
receiver

all conduct

Table 3. Scoliosis before and after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unit: deg)

Division
Before

(M±SD)
After

(M±SD)
t-value

rate of 
change (%)

Exercise 
(n=10)

11.6±2.5 7.4±2.0 5.845*** -36.6

Control 
(n=10)

13.0±3.2 12.8±4.0 .252 -1.2

t-value -1.075 -3.888***

Values are Mean±S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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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후 운동군에서 척추측만도는 실시 전 11.6±2.5o

에서 실시 후 7.4±2.0o로 척추측만도가 36.6% 감소하였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통제군에서

척추측만도는 실시 전 13.0±3.2o에서 실시 후 12.8±4.0o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의 비교에서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에는 운동군이 7.4±2.0o, 통제군 12.8±4.0o로 운동

군이 대조군에 비해 척추측만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1).

2. 요추부 근기능의 변화

1) 근력의 변화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전후 근력의 변화

는 <Tab;e 4>와 같다.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

시 전후 근력의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운동군에 있어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실시 전 45.90±8.69 kg에서

실시 후 51.55±14.86 kg으로 근력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제군에서는

근력이 운동 실시 전 40.76±6.78 kg에서 실시 후

41.24±7.46 k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의 비교에서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는 운동군이 51.55±14.86 kg, 통제군 41.24±

7.46 kg로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해 근력이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근지구력의 변화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전후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윗몸일으키기 1분간의 반복회수는

<Table 5>와 같다.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운동군에서 윗몸일으키기 실시 전 13.7±5.1회에서

실시 후 12.9±5.3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군에서 윗몸일으키기는 실시 전 12.4±5.8회에서 실시

후 12.2±6.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집단 간의 비교에서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

시한 후에는 운동군이 12.9±5.3회, 통제군 12.2±6.0회로

운동군이 통제군에 비해 근지구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요통지수의 변화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후 요통지수의 변

화는 <Table 6>과 같다.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운동군에서의 요통지수는 실시 전 7.3±1.6에서

실시 후 3.3±2.4로 요통지수가 54.8% 감소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차가 나타났다(p<.01). 통제군에서는 요통지수가 실

시 전 4.8±2.2에서 실시 후 4.7±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 의 

1. 척추측만도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11.6±2.5o

에서 실시 후 7.4±2.0o로 운동군의 척추측만도가 36.6%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제군에서 척추측만도

는 실시 전 13.0±3.2o에서 실시 후 12.8±4.0o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ee와 Kim (1999)의 연구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들은 척추 주위의 근육강화와 골반근육 강화운동을 통해

Table 4. Muscular strength before and after of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unit: kg)

Division Before (M±SD)
After

(M±SD)
t-value 

Exercise
(n=10)

45.90±8.69 51.55±14.86 -1.285

Control
(n=10)

40.76±6.78 41.24±7.46 -.263

t-value 1.476 1.961

Values are Mean±SD

Table 5. Muscle endurance before and after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unit: times)

Division Before (M±SD)
After

(M±SD)
t-value

Exercise
(n=10)

13.7±5.1 12.9±5.3 1.100

Control
(n=10)

12.4±5.8 12.2±6.0 .349

t-value .532 .276

Values are Mean±SD

Table 6. VAS index before and after the correct posture exercise
program

Division
Before 

(M±SD)
After  (M±SD) t-value 

rate of 
change (%)

Exercise
(n=10)

7.3±1.6 3.3±2.4 4.140** -54.79

Control
(n=10)

4.8±2.3 4.7±2.3 0.264 -2.08

t-value 2.841* -1.327

Values are Mean ± SD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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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성장

기 동안 운동을 통해 척추측만증을 70%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50% 정도는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Oh,

Yoon, Yoo와 Oh (1999)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

인 여가성 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편측성 운동군이 양측성

운동군보다 요추부의 전만도가 크게 나타나 요부의 안정

성을 높이고 역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편측성 운동보

다 양측성 운동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B광역시 일반계 N고등학교 1학년 여학

생 110명 중 척추측만 또는 척추측만증 의심(710o)으로 판

정된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바(barre)운동을 8주간, 주 3회,

1일 2630분간 실시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Jeon,

Yang, Kim, M. S., Park, & Kim, H. T., 2005). 

또한 G도 A시 소재 H정형외과에 내원하는 1018세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주간

의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선행연구결과(Lee, S. K.

& Lee, M. G., 2010)와 경기도 Y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

생 중 Cobb’s angle이 10o 이상인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

소년 37명을 대상으로 운동군 24명, 대조군 13명으로 구

분하여 주 3회, 12주 동안 세라밴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

한 선행연구결과(Cho & Jang, 2011)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척추측만도 개선

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주 2회로 제한되

어져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주 3회 실시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이 주 2회 실시만으로도 운동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요추부 근기능의 변화

본 연구에서 배근력은 운동군에서 실시 전 45.9±8.7 kg

에서 실시 후 51.6±14.9 kg으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군에서는 배근력

이 실시 전 40.8±6.8 kg에서 실시 후 41.2±7.5 kg으로 증

가하였으나 운동군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근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윗몸일으키기(sit-up)

는 운동군에서는 실시 전 13.7±5.1회에서 실시 후 12.9±5.3회

로 윗몸일으키기 횟수가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제군에서는 실시 전 12.4±5.8회에

서 실시 후 12.2±6.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Kim과 Yang (2003)은 4주간 스위스볼(swiss ball)운동과

척주교정운동을 실시한 결과 두 운동간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Byeon과 Park (2005)의 연구에

서 12주간의 재즈댄스 프로그램을 여중생에게 실시한 결

과 훈련 전후 윗몸 일으키기 평균횟수에서 통계적인 유의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추부 근기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Lee, Kim과 Choi (2007)는 B광역시 소재 M초등

학교 3학년(10세) 남학생 60명 중 체형불균형으로 진단된

학생 20명 중 운동군 10명, 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12주

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배근력은 운동군이

운동 전 39.2±5.7 kg에서 운동 후 42.0±6.0 kg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윗몸일으키기는 운동군이 운동

전 17.5±5.0회에서 운동 후 21.4±4.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Moon, So, & Han(2007)의 선행연구결과에서는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8주간 체조요법과 Medx 몸통회

전기로 체간의 몸통 회전운동요법을 실시한 연구결과와

Moon & Jang (2007)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주간 척

추교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결과 그리고 12주간 필

라테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결과 요추부 근기능 향상

도움을 주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추부 근기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은 주요인으로는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 주 2회 실시로 제한된 점이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이며, 연구대상의 식생활 및 일상생활을 통

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 또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 선행연구에서

는 성별, 종목이 스포츠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적동기, 외적

동기, 긍정적 운동정서, 수업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이 모두

낮고(Seo, 2009, Hong, Cha, & Lee, 2010), 여자는 사춘

기에 근육의 성장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의 작용이 남자

에 비해 적은 생리적 특징(Malina & Roche, 1983,

Choi, Kim, M. H., & Kim, K. B., 2010)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내

적동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정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내적동기부여를 통제하지 못한 점

과 개인차가 높았던 점 그리고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 수업으로 인해 주 2회 실시의 제한점 등이 결과에 영

향을 미쳐 척추측만도와 요통지수의 변화는 주 2회 실시

로 운동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근기능의 변화에서는 주 2

회의 운동으로는 운동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척추측만도에서 주 2회의 훈련 프로

그램이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연구결과

와 상반된 연구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

과에 대한 모순은 차기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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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통지수의 변화

Huskisson (1974)의 주관적 통증지수를 우리나라 표현

방식에 맞도록 수정 개발한 Wang 등 (1995)의 주관적 통

증 평가표를 이용하여 검사자의 질문과 피검사자의 답변

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통증의 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통지수의 변화는 운동군에서 요통지수는

실시 전 7.3±1.6에서 실시 후 3.3±2.4로 요통지수가 54.8%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

군에서 요통지수는 실시 전 4.8±2.3에서 실시 후 4.7±2.3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oon과 Kim (2003)은 병원에서 요통환자로 판정된 환

자 12명을 대상으로 요통체조집단 7명과 등속성운동과 요

통체조를 병행하는 집단 5명으로 구분하여 8주간 운동을

실시한 결과 집단, 기간간의 주관적 통증정도의 변화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ark, Lee, & Song

(2005)은 요통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환자 여성 34명을 대

상으로 요부안정화운동을 4주간 실시한 결과 통증지수는

운동전 5.5±0.5에서 운동후 1.7±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yong, Lee, & An (2009)

는 Y정형외과의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외래환자

48명으로 대상으로 2주간 요부안정화 운동과 도수치료를

실시한 결과 통증척도는 시술 전 6.2±1.0에서 시술 후

3.2±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Kim, C. H., Kim, W. M., & Lee (2012)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환자 19명

을 요부안정화 운동집단 9명, 비운동집단 10명으로 구분하

여 8주간 요부안정화 운동을 실시한 결과 통증도의 변화

는 요부안정화 운동 집단에서 운동전 7.8±0.7에서 운동후

1.7±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8주간 등속성운동과 요통체조, 4주간 요

부안정화운동, 2주간 요부안정화 운동과 도수치료, 8주간

요부안정화 운동 등을 적용한 운동요법과 같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냄으로써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주 2회 실시

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요통지수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운동역학적인 측면

에서 척추측만도와 근기능 그리고 요통지수를 측정하여 척

추측만증으로 판정된 여중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M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 중 PAPS 진단을

통해 척추이상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 X-

ray를 촬영하여 Cobb’s 각이 10o 이상인 체형불균형으로

진단된 20명 중 10명은 운동군, 10명은 통제군으로 분류하

여 12주간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척추측만도,

근기능 및 요통지수 변화를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척추 측만도의 변화

척추측만도 변화에서 운동군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11.6±±2.5o에서 실시 후 7.4±2.0o로 36.6% 감소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제군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13.0±3.2o

에서 실시 후 12.8±4.0o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2) 요추부 근기능의 변화

근력의 변화에서 운동군의 근력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

램실시 전 45.9±8.7 kg에서 실시 후 51.6±14.9 kg으로 증

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군

의 근력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40.8±6.8 kg에

서 실시 후 41.2±±7.5 k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근지구력의 변화에서 운동군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13.7±5.1회에서 실시 후 12.9±5.3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제군에서 근지구력은 바른체형운

동 프로그램 실시 전 12.4±5.8회에서 실시 후 12.2±6.0회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요통지수의 변화 

요통지수의 변화에서 운동군은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

실시 전 7.3±1.6에서 실시 후 3.3±2.4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54.8% 감소하였다.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척추측만증의 자표인 Cobb’s

각의 감소와 요통 통증지수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

다. 따라서 바른체형운동 프로그램이 운동역학적인 측면에

서 PAPS 진단 결과 체형불균형으로 판명된 청소년들의 척

추측만 개선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의 체형 및 근력 균

형을 통해 최대의 운동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청소년들의

척추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일반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기량향상 및 상해 예방과

관련하여 운동역학적인 측면에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

2회 운동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식생활 및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없는 제한점과 바른체

형운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검증이 되지 못한 상태

에서의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운동빈도와 운동강

도 그리고 연구대상자를 다양화한 연구를 통해 척추 건

강 및 요통 예방에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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