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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척추안정화 운동이 척추측만증 환자의 체간자세와 균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 

이 체간 자세와 정적 선 자세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강릉

시에 거주하는 척추측만증 소견을 보인 18명을 대상으로 불안정한 표면과 고정된 

표면 운동군으로 분류하여 1회 60분간, 주 3회, 4주 동안 총 12회의 척추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였다.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체간의 자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양측 견갑골 하각에

서 후상 장골극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에 균형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힘판 위에 선 상태에서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조건에서 자세 

동요거리를 측정하였다. 척추안정화 운동의 효과 비교를 위하여 불안정 표면 운동

군과 고정된 표면 운동군 간에 측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각 실험군에서 전·후 측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4주 동안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의 결과는 운동전과 비교할 때 불안

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군에서 오른쪽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의 거

리와 왼쪽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 거리의 차를 구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5).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군에서 좌우방향 동요거리의 

변화는 눈감은 상태와, 눈뜬 상태에서 모두 유의한 감소를 하였으며(p<0.0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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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방향 동요거리의 변화는 눈감은 상태와, 눈뜬 상태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훈련은 척추측만증 환

자의 체간을 대칭적으로 호전시켰고 선 자세에서의 정적 균형능력을 향상시켰음

을 알 수 있었다. 추후에 척추측만증 환자의 자세교정과 균형증진 운동 방법으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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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척추측만증은 Galen(AD 131-201)에 의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었으

며(David, and Bradford 1994),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척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

방으로 편위되거나 회전이 일어난 것으로 정의되며, Cobb 각이 10˚이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것을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정의하였다(Bunnell 1986).  

현대사회에서 최근에 자세이상과 통증, 척추변형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척추이상은 그 문제가 심각해지

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보건원 통계(1997)에 의하면 척추측만증이 과거

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에 비해서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재호 1998).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원인은 아직도 명백하지 않지만 어린이에서 가장 대표 

적인 비정상적 척추 만곡 질환이다(Barnes et al. 1995). 척추측만증 치료의 목 

표는 (1)만곡의 진행을 방지하고 (2)척추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3)만곡을 

방치하였을 경우 장차 생길 수 있는 요통을 예방하며 (4)외관(cosmesis)을 좋

게 하는 것이다(이춘성 1999). 

현재까지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방법이 있다(Focarile et al. 1991). 보존적 치료방법에는 보조기착 

용(Kehl, and Morrissy 1988; Nachemson, and Peterson 1995), Milwaukee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요법(Carman et al. 1985), Boston 보조기 착용 

(Olafsson et al. 1995), 전기자극치료(Axelgaard et al. 1983), 견인요법 

(Cotrel 1975), 운동요법(Blount 1958) 등이 있다. 

한편 척추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문재호 등 1991).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대체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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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an(1935)에 의하여 카이로프락틱 치료가 시작 되었으며(Mawhiney 1989), 

국내에서는 운동요법이 강조되었다(이숙희 등 1999).  

전반적으로 흉추는 상부, 중부, 하부 흉추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

반적으로 구조적 측만증의 변형은 측굴과 축회전이 관련되어 나타나는 고정된 

반대쪽 척추 결합 패턴(fixed contralateral spinal coupling pattern)을 보이게 

되며 침범된 척추의 극돌기들은 수평면 내에서 고정된 흉추만곡의 오목면쪽으로 

회전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전두면 만곡의 볼록면에서 “ 늑골 돌출(rib 

hump)”이 발생되고 늑골들은 흉추의 회전을 따라가게 된다. 흉곽에 가해지는  

강한 굴곡 토크에 의해 맨 위쪽의 상부 요추 영역은 과도한 과굴곡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어 골성 구조들의 골절이나 탈구를 초래하고 척수의 미측

(caudal) 말단부를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Neumann 2002). 척추측만증은 다

소간의 측만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관상면으로 보았

을 때 척추가 옆으로 비정상적으로 휜 상태를 말하며 그 형태에 따라 C형과 S

형이 있으며, 이 때 추체는 보통 볼록한 면(convexity side)을 향하며 극돌기는 

오목한 면(concavity side)을 향하여 회전되고, 학동기의 아이들인 14세 이전

에 빈발하며 여자에서 남자보다 3~5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성장기 아이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박래준 등 2001). 

비록 척추측만증은 청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이지만, 노인 인구의 

32~68%에서 척추측만증과 관련된 기능 부전이 나타나고 있다(Scawab et al. 

2005).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자세균형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Yamada et al. 

1969), 체중심의 동요면적, 좌우동요, 전후동요, 동요반경거리가 정상인보다 매

우 높다(Chen et al. 1998). 또한 척추측만증과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선 자세

의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 측만증 집단의 체중심(center of pressure)의 동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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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보다 44% 더 많았으며, 척추측만증 환자의 평균적인 전후 체중심이 정상

인보다 1.2㎝ 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선 자세의 불안정성(standing instabil-

ity)을 유발한다(Nault et al. 2002). 균형 손상(balance impairment)으로 인해 

척추측만 변형(scoliotic deformity)의 발전을 가져오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

니는 청소년에서 넘어짐과 손상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였다(Daniel et al. 

2006). 그러므로 요추－골반-고관절(lumbar-pelvic－hip)복합체에 대한 체간

의 심부 근력강화(core strengthening)가 신체균형(body balance)의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Carpes et al. 2008). 척추측만증에 자세평형반응의 결손이 존재

하며 침범되는 요인 중 하나가 고유수용기 기능이며, 근방추의 기능 검사인 카

펜티어 검사(Charpentier test)에서 유아적인 반응을 나타내며(Yekutiel et al. 

1981), 정상인 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체성감각 유발 전위는 체성감각 정보에 

의존하는 선 자세의 균형조절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Guo et al. 2006). 최근 

들어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대상으로 한 선 자세의 균형에 관한 보고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척추측만증 환자 13명과 나이, 체중, 그리고 신장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상인 27명을 대상으로 한 선 자세 균형 연구에서 시각을 허용한 

상태에서의 선 자세의 동요 검사에서 정상집단은 평균 258.65㎟의 동요면적을 

보인 반면 척추측만증 집단은 2134.38㎟ 동요면적을 보여 정상인과 비교할 때 

선 자세의 동요가 현저히 크다고 하였다(Shin and Woo 2006). 척추안정화 운

동은 척추의 안정성과 자세유지와 관련한 복부와 골반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척추측만증을 대상으로 요부안정화 운동을 3주간 시행한 연구에서 선 

자세의 동요속도, 동요거리가 감소로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신승섭, 2006). 요

통을 대상으로 요부안정화 운동을 7주간 적용한 연구에서도 신체 균형이 향상

되었고(Carpes et al. 2008), 정상인을 대상으로 3주간 시행한 요부안정화 운동

연구에서 또한 선 자세 균형능력의 향상이 있었다(공원태 등 2005).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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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측만증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안정화 운동을 적용하여 환자의 체

간 자세와 선 자세에서의 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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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의 참가에 동의한 

강릉시 B정형외과, J방사선과 의원에 내원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18명을 

대상으로 1회 60분간, 주3회, 4주 동안 총 12회의 척추안정화 운동을 실시하였

다. 연구 대상자는 아담스 전방 굴곡검사(Adams forward bending test)에서 

늑골 돌출고, 좌우 견갑골 높이의 차이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 전장 전

후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였다. 방사선 사진에서 만곡의 각도가 10°~ 25°인  

대상자 중 현재 척추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며 요통이 없는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척추안정화 운동은 무작위화(random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불안정

한 표면과 고정된 표면 운동군으로 분류하였다. 척추안정화 운동 기간 동안에는 

열, 전기치료 및 과도한 신체적 활동을 통제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17.1

세(범위 12~23세), 신장은 평균 160.2cm(범위 139㎝~172.6㎝), 체중은 평균 

54.3kg(범위 37.4~ 92.3㎏)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8)                             

 특  성 불안정한 표면 운동군 고정된 표면 운동군 

(남자/여자) 1/8 3/6 

연 령(세) 17.1± 3.95* 16.9± 3.48* 

신 장(㎝) 162.2± 7.86* 158.3±11.49* 

체 중(㎏)  52.5± 9.16* 56.1±15.91*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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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기기 및 도구 

 

2.2.1 체간 길이 측정도구 

체간 길이 측정도구로는 스티커(모닝글로리, 한국), 150cm 줄자(Hoechst-

mass, 독일)를 사용하였다. 스티커는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의 지점을 정확

히 표시하고자 사용하였고 150cm 줄자는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2.2.2 균형검사 측정도구 

균형검사의 측정도구로는 GAITIVEW PRO 1.0(알푸스, 한국)을 사용하였으

며 측정방법이 쉽고, 이동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1).  

 

 

 

 

 

 

 

                       

그림1. GAITVIEW PR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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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2.3.1 체간의 길이 측정 

이상적 측연 자세를 기준으로 체간의 대칭성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은 상태에서 별도로 준비된 발판 위에 서게 하였다. 

그리고 양 다리를 중립위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리게 

한 다음 시선을 전방 1m 벽의 약 15°아래 지점으로 향하게 하였다. 그런 다

음 검사자는 대상자의 견갑골 하각, 후상장골극을 촉진하여 그 정점 부위에 스

티커를 부착시켰다. 그 후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까지의 거리를 줄자로 측정

하였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인이 3회 측정한 후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2.3.2 동요거리측정 

동요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GAITVIEW PRO 1.0를 이용하여 맨발 상태에서 

먼저 시선을 전방 1m 벽의 약 15°아래지점을 향하게 하고 5초간 제자리걸음

을 한 후 10초 동안 눈뜬 상태로 정적 상태를 유지한 후에 자료를 기록하였다. 

눈감았을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측정하여 측정값을 평균으로 기록

하였다.  

 

2.3.3 실험 설계  

척추의 움직임의 범위에서 중립지대는 중간범위이면서 뼈-인대구조물의 저

항이 최소인 동작범위이며, 탄성지대(elastic zone)는 중립지대를 벗어나 점진

적으로 저항이 증가하여 제한되는 관절의 생리학적 한계까지의 동작범위이다

(Panjabi 1992). 

형태 폐쇄(form closure)는 관절의 구조, 정위성(localization) 형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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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정성에 기여 하며, 힘 폐쇄(force closure)는 요추와 골반 및 고관절 주위

에 부착된 근육과 근 막에 의해 생성되는 힘이 형태폐쇄에 적용되어 수동적 구

조의 장력과 관절면 사이의 마찰력을 증진시킨다. 운동조절은 근육의 수축 혹 

억제 시 타이밍이 적절해야 하며 미리 준비된 동작의 근수축과 예상치 못한 반

사적 근활성의 조절을 일컫는다(Lee and Vleeming 1998). 척추안정화 훈련의 

운동 모형은 분절 안정화 운동 모델(Richardson et al. 1999)과 중립관절 위치

조절과 안정성의 기능장애가 있는 방향에 대해 동적 조절 재훈련, 가동범위를 

통해 포괄적 안정성 근육의 능동신장 이완 및 재훈련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O'Sullivan 2000).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염력(torque)을 유발

하지 않는 운동으로 주동근과 길항근의 협력수축(cocontraction)이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Carter et al. 1993). 본 연구에서의 척추안정화 훈련의 적용은 아래

의 선행된 연구들의 운동방법을 재구성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공통적용 훈련 

 

국소적 안정근육의 단독 수축 인지 훈련 

호흡을 내쉬면서 배꼽을 집어넣는다. 동시에 요도부의 괄약근을 천천히 조

인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고관절 굴곡근 및 척추기립근의 이완을 위해 무릎

을 세워서 시행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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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소적 안정근육의 단독 수축 인지 훈련 

 

네발 기기 자세에서 국소근육 수축 인지 훈련 

네발기기자세에서는 골반을 최대 전방과 후방경사를 반복한 후 양 범위

의 중간범위에서 저항감이 없는 중립위치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때 체

간과 상지와 하지는 90도를 유지하고 시행하였다(그림 3). 

 

 

 

 

 

 

 

그림 3. 네발 기기 자세에서 국소근육 수축 인지 훈련 

 

둘째. 고정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훈련 

각 운동동작 시 3초유지 12회 3세트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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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지 분리운동 

바로 누운자세에서 복횡근과 괄약근의 수축을 유지하고 상지의 굴곡과 신

전을 반복한다. 이때 요골반부 위에서 요추의 신전과 굴곡이 발생되어선 안 되

며, 또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지의 수평외전과 수평내전을 반복한다. 주의해

야 할 것은 상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어깨와 골반의 과도한 회전을 유발

하지 않고 시행하였다. 

 

무릎 선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axial rotation) 운동 

무릎 선 자세에서 골반의 중립위치를 유지하고 양손을 교차로 어깨에 올리 

고 체간을 좌·우로 회전한다. 이때 양쪽 어깨가 수평이 되게 시행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운동 

고관절 및 슬관절이 90도 굴곡 된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교차로 어깨에 

올리고 체간을 좌우로 회전한다. 이때 양쪽 어깨가 수평이 되게 시행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안 골반의 중립위치를 유지한다.

한발을 지면에서 들어올려 지지하는 발의 균형 및 안정성을 증진한다. 이 때 골

반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행하였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상지 거상 교대운동 

네발기기자세에서 대각선의 상지를 교대로 들어 올린다. 이 때 체간 및 골

반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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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불안정한 표면에서 척추 안정화 운동 

  본 실험에서는 독일의 Togu사의 “ 다이나믹 에어쿠션”(TOGU Dynair-

ball cushion Senso)과 “멀티롤”(TOGU Multiroll Functional) 같은 불안정한 

면에서 척추안정화 운동 동작을 수행하였다. 각 운동동작 시 3초 동안 유지하기 

동작을 12회 3세트로 시행하였다(그림 4). 

 

 

그림 4. 멀티롤, 다이나믹 에어쿠션  

   

불안정한 표면에서 바로 누운 자세 상지 분리운동 

바로 누운자세에서 복횡근과 괄약근의 수축을 유지하고 상지의 굴곡과 신

전을 반복한다. 이때 요골반부 위에서 요추의 신전과 굴곡이 발생되어선 안 되

며, 또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지의 수평외전과 수평내전을 반복한다. 주의해

야 할 것은 상지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골반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시행하

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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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불안정한 표면에서 바로 누운 자세 상지 분리운동 

 

불안정한 표면에서 무릎 선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 운동 

무릎 선 자세에서 골반의 중립위치를 유지하고 양손을 교차로 어깨에 올리

고 체간을 좌·우로 회전한다. 이때 양쪽 어깨가 수평이 되게 시행하였다(그림 

6). 

 

 

 

 

 

 

 

 

       그림 6. 불안정한 표면에서 무릎 선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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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표면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운동 

고관절 및 슬관절이 90도 굴곡 된 앉은 자세에서 양손을 교차로 어깨에 

올리고 체간을 좌·우로 회전한다. 이때 양쪽 어깨가 수평이 되게 시행하였다

(그림 7). 

 

 

 

 

 

 

 

 

 

        그림 7. 불안정한 표면에 앉은 자세에서 체간 축 회전운동 

 

불안정한 표면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교각운동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안 골반의 중립위치를 유지한다. 

한발을 지면에서 들어 올려 지지하는 발의 균형 및 안정성을 증진한다. 이 때  

골반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행하였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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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불안정한 표면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교각운동 

 

  불안정한 표면에 네발 기기 자세에서 상지 거상 교대운동 

네발기기자세에서 대각선의 상지를 교대로 들어 올린다. 이 때 체간 및 

골반이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시행하였다(그림 9). 

 

 

 

 

 

 

 

 

 

그림 9. 불안정한 표면에 네발 기기 자세에서 상지 거상 교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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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 방법 

 

2.4.1 통계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version 18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불안정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1

과 고정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2 사이의 측정값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각 실험군에서 전후 측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적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 α=0.05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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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체간 길이 분석 

 

3.1.1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체간 길이 변화 비교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인 실험군 1과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인 실험군 2에서 척추안정화 운동을 시행한 후 오른쪽 견갑골 하각과 후

상장골극의 거리와 왼쪽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 거리의 차를 구한 결과 각각 

평균 2.64cm에서 0.66c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평균 2.54cm에

서 1.78c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표 2). 

 

표 2. 운동 전·후 오른쪽과 왼쪽 견갑골 하각과 후상장골극간의 거리 차이 비교                                               

(단위 : ㎝ ) 

 
검사 내용  운동 전 운동 후 t-값 p 

        실험군 1 a 오른쪽과 왼쪽 

견갑골하각과 

후상장골극간의  

거리 차이 

2.64±0.923* 0.66±0.61* 5.053 0.001 

실험군 2 b 2.54±0.689* 1.78±0.671* 4.882 0.001 

*평균±표준편차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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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 간 선 자세에서 동요거리비교 

 

3.2.1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좌우 동요거리비교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눈을 뜬 조건에서 좌우동요거리와 눈을 감은 조건에

서 좌우 동요거리의 평균을 내어 본 결과 불안정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1에

서의 눈뜨고 좌우동요거리는 평균 20.04mm에서 9.78m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p<0.05), 고정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2에서는 26.35mm에서 17.17mm

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눈감

고 좌우동요거리는 실험군 1에서는 35.16mm에서 14m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p<0.05), 실험군 2에서는 56.86mm에서 53.71mm로 감소하였지만 유의

하지는 않았다(p>0.05) (표 3). 

 

표 3.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좌우 동요거리 비교                (단위 : mm ) 

집  단 조 건 운동 전 운동 후 t-값 p 

      
실험군 1 a 

개안   20.04±13.44* 9.78±3.77* 3.181  0.013 

폐안 35.16±18.48* 14.00±7.49* 3.707  0.006 

실험군 2 b  
개안 26.35±27.21* 17.17±10.53* 1.568 0.156      

폐안 56.86±48.44* 53.71±51.39* 0.235  0.820 

      
*평균±표준편차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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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전후 동요거리 비교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눈을 뜬 조건에서 전후 동요거리와 눈을 감은 조건

에서 전후 동요거리의 평균을 내어 본 결과 불안정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1

에서 눈뜨고 전후 동요거리는 평균 30.62mm에서 13.11mm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p<0.05), 고정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2에서의 눈뜨고 전후 동요거

리는 23.78mm에서 19.32mm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p>0.05),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실험군 1에서 눈감고 전후 동요거리는 44.36mm에서 

23.31mm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실험군 2에서는 눈감고 전후 동

요거리는 61.0mm에서 40.48mm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표 4). 

 

 

표 4.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전후 동요거리 비교                (단위 : mm ) 

집  단 조  건 운동 전 운동 후 t-값 p 

      

실험군 1 a 
개안 30.62±19.73* 13.11±2.74* 2.621  0.031 

폐안 44.36±25.69*  23.31±14.25* 3.160  0.013 

실험군 2 b  
개안 23.78±19.95*  19.32±12.67* 0.589  0.572 

폐안 61.0 ±41.67*  40.48±38.48* 1.863  0.099 

      
*평균±표준편차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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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두 실험군 간 평균차이 비교 

 

3.3.1 두 실험군 간 체간 변화 비교 

척추안정화 운동을 시행하기 전후에 측정된 두 실험군간 견갑골 하각부터 

후상장골극간 거리의 차이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과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05)(표 5). 

 

표 5. 두 실험군 간 체간 변화 비교                                (단위 : cm ) 

구 분 실험군 1 a        실험군 2 b t-값 p 

전후 차   -1.97±1.17*     -0.75±0.46*  -2.913    0.010 

*평균±표준편차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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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두 실험군 간 선 자세에서 좌우 동요거리 비교 

척추안정화 운동을 시행하기 전·후에 측정된 두 실험군 간 눈뜨고 좌우동

요거리와 눈감고 좌우동요거리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시행한 결과 불

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과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표 6). 

 

표 6. 두 실험군 간 좌우 동요거리 비교                          (단위 : mm ) 

시각조건 
 

구  분 실험군 1 a 실험군 2 b 
 

t–값 p 

EO 

ML 전후 차 

- 11.25±10.61  -9.17±17.56 
 

-0.304 0.765 

EC - 21.16±17.12 -3.15±40.36 
 

-1.154 0.266 

EO=개안 상태, EC=폐안 상태, ML= 좌우 자세동요 거리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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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두 실험군 간 선 자세에서 전후 동요거리 비교 

척추안정화 운동을 시행하기 전후에 측정된 두 실험군간 눈뜨고 전후 동요

거리와 눈감고 전후 동요거리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시행한 결과 불안정한 표

면 척추안정화 운동과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표 7). 

 

표 7. 두 실험군간 전후 동요거리 비교                           (단위 : mm ) 

시각조건 
 

구  분 실험군 1 a 실험군 2 b 
 

t–값 p 

EO 

AP 전후 차 

- 17.51±20.04  -4.46±22.73 
 

-1.291 0.215 

EC - 21.05±19.98 -20.51±33.03 
 

-0.042 0.967 

EO=개안 상태, EC=폐안 상태, AP= 전후 자세동요 거리 

a 실험군 1: 불안정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b 실험군 2: 고정된 표면 척추안정화 운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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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체간의 자세와 심부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안정한 지면에서 척추안정화 운동을 적용함으로써 척추 안정

화 운동이 정적 선 자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에 착수하기 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 심리학적 요인, 

생리학적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균형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

을 연구 대상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  

척추측만증 1차 검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방법은 전방 굴곡검사

이며(Lonstein 1977; Rogala et al. 1978),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1

차 검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Laulund et al. 1982)에서는 10˚이상

의 척추측만도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전방굴곡검사의 민감도(sensitivity)는 

46%라고 보고하였고, 10˚이상 되는 척추측만증을 검진하기 위한 1차 검진의 

민감도와 특이도(specificity)가 각각 73.9%, 77.8%라고 보고하였다(Viviani et 

al. 1984). 1차 검진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척추측만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Cobb방법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Theologis et al.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방굴곡 검사를 통

하여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였으며 2차적으로 전장 전후 방사선 촬영을 통

하여 Cobb 각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석세일 등 1980)에서는 12세부터 18세 

사이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흉부 만곡이 43.9%로 가장 많았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없었지만 흉부, 흉·요부에서의 순서로 척추측만증이 많

이 발생하였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각 치료분야 별로 서로 상이하다. 측만 각도가 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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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측만증 환자만 치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Rogala et al. 1978), 10˚

이상 20˚미만의 척추측만증은 위험상태로 간주하여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고 하였고 20˚이상은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Kane 

1977), 운동요법 자체만으로는 척추측만증의 진전을 막거나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운동요법은 자세유지 및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성

을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청소년층에게는 건강한 느낌을 

주어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Cailliet 1975).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20명을 대상으로 한 선 자세 균형연구에서 요부 

안정화 운동을 주 3회 40분간 3주간 시행한 전후 비교에서 동요거리, 동요속도

의 감소로 균형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신승섭 2006), 20대 정상인을 대

상으로 한 선 자세 균형연구에서 요부안정화 운동을 주 3회 30분간 3주간 시행

한 결과 운동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공원

태 등 2005). 또한 슬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환자의 요부안정화 운동이 눈을 

뜬 상태와 눈을 감은 상태에서의 좌우 동요거리와 전후 동요거리가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박선희 2007).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

로 한 전정기관의 장애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좌·우 이석(otolith)의 불균형

을 측정하는 OVAR(off-vertical axis rotation) 검사를 시행한 결과, 척추측만

증 환자의 67%가 정상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불균형 값을 보

였으며 이석의 비대칭적인 정보가 전정기관에 비대칭적인 자극을 전달하며, 다

시 전정기관에서 전정척수로(vestibulospinal track)를 통하여 체간의 운동신경

에 비대칭적인 정보를 보내 체간근육을 비대칭적으로 수축시켜 척추측만증을 유

발한다(Wiener-Vacher and Mazda 1998). 본 연구에서 척추안정화 운동은 기

초 심부근 수축운동, 기초 심부근과 표면근 협응운동, 향상된 심부근과 표면근 

협응운동으로 진행하면서 적용하였으며 척추측만증의 균형유지를 위해 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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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근위부 근육인 복부와 골반과 고관절 근육군 강화를 통하여 근위부를 안

정시키고 상하지 움직임 전에 먼저 작용하는 요부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심부 근

육을 훈련시켜 측만증의 균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발란스 패드를 이

용하여 기저면을 최대한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성을 최대한 유도하려

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 안정화 운동이 자세유지 및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눈을 뜬 경우, 눈을 감

은 경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정적 선 자세 균형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

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척추측만증 환자의 

심부근력과 표면근력 증가에 대한 Cobb 각의 영향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

요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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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고정된 표면과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을 통해 대상자의 오른쪽과 왼쪽의 견갑골 하각에서부터 후상장

골극까지의 거리 차이 변화와 정적 선 자세에서의 동요거리를 비교하였다.  

불안정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1과 고정된 표면 운동군인 실험군 2간에 측

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각 집단에

서 전후 측정값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오른쪽과 왼쪽의 견갑골 하 

각에서부터 후상장골극까지의 거리 차이 변화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2.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좌우방향 총 동요거리는 눈 

뜨고, 눈감고 조건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3.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척추안정화 운동 전·후 전후 방향 총 동요거리는 

눈뜨고, 눈감고 조건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 환자의 비대칭 체간과 정적 선 자세 균형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불안정한 표면을 이용한 척추안정화 운동을 통하여 심부근 동시수

축과 표면근 협응 훈련을 통하여 체간의 비대칭성이 호전되었고, 정적 균형 능

력도 향상되었다. 앞으로 객관적인 측정도구에 의한 심부근육과 표면근력을 측 

정하여 Cobb각의 감소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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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 대칭 및 균형증진운동 방법으로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운동프로그램이 사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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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on Trunk Posture 

and Balance Ability in Patients With Scoliosis  

 

Woo-Jin  Lee 

Dept. of Ergonomic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at patients with scoliosis and looked into the 

effect of a lumber stabilization exercise on trunk posture and static 

standing balance ability on an unstable surfa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 patients who showed the symptom of scoliosis and lived in 

Gangneung-si. The study classified the patients into two experimental 

groups, one using an unstable surface and one a fixed surface, and the 

patients were required to do a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a total of 12 

times for 60 minutes per session, three times a week for four weeks. 

 

In order to discover any change in trunk posture before and after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he study measured the distance from 

scapula inferior angles on both sides to the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Also, with a view to finding the balance ability before and after the lu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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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exercise, the study measured posture sway distance under the 

condition in which the research subjects either opened or closed their eyes 

while standing on a force plate. For a comparison of the effect of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the study conducte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in order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measurement values 

between the exercise group on an unstable surface and the exercise group 

on a fixed surface. Then, the study carried out a paired comparison t-test 

so as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measurement values in each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Consequently, the results obtained for four weeks before and after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were as follows. In comparison with the 

condition before the exercise,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ance from the scapula inferior angle and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on the right and the scapula inferior angle and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on the left,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group doing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on an unstable surface (p<0.05).  

Regarding change in sway distance to the left and right directions in the 

group doing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on the unstable surface,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both the condition of closed eyes or open 

eyes (p<0.05). As for change in sway distance in forward-and-backward 

dire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condition of either closed 

eyes or open eyes (p<0.05). 

 



 

- 36 - 
 

From the above results,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on an unstable 

surface improved the trunk posture of patients with scoliosis 

symmetrically, and the static balance ability in a standing posture was 

discovered to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 lumbar stabilization exercise 

on an unstable surface may be used as a posture correction and balance 

increase exercise for patients with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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