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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2주간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척추형태와 염증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10년 이상의 태권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을 X-ray 촬영 후 척추변형을 보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각각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운동군(N=7)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통제군(N=7)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그 후 운동군을 대상으로 12주간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신체조성과 척추형태, 염증변인, 신체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척추형태 변화에서는 경추 전만각과 흉추 후만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추 전만각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척추 측만은 12주간 프로그램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염증변인인 CRP와 ESR
의 수준변화는 12주간의 프로그램 처치 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
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체균형검사(SD balance)는 12주간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프로그램 처치기간에 따라 좌/우의 균형성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론적으로 척추변형이 유도된 남자학생 14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자세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척추의 측만이 감소되고 좌/우 균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태권도를 하는 남
자학생의 척추 측만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흉
추와 요추의 전, 후만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척추변형과 부상과의
상관관계, 척추형태와 경기력과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자세교육, 척추변형, 염증, 경추, 흉추, 요추, 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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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척추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며 신체의 중심축을 이루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Kang, 2002). 척추는 신체 기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 발생하지 않던 정신적 스트레스,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체격을 무시한 책걸상의 높이, 무거운 책가방, 잘못된 운동습관 등으
로 인하여 척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도출 되고 있다(Chae, Shin,
Lee, Lee, Kim & Kim, 1990).
인구의 80%가 일생동안 한번은 허리통증을 경험하게 되며, 환자가 의사를 찾는 다
섯 번째로 많은 이유가 허리통증이다. 허리통증은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도하
며,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45세 이하에서 업
무관련 장애 중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한 허리 통증에 지출되는 비용이 2억 6천만
달러로 허리통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Jeffery, 2007).
실제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환자 중 외래로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
던 남자 1,042명, 여자가 1,46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요통 환자의 경우 40대가
23.1%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업(24.1%), 학생(11.4%)의 순이었다. 이러한 요통 환자군에서 증세
악화 요인으로는 무거운 물건 들기가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 손상, 장시간 운전, 갑작
스러운 체중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문재호, 2009).
척추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3차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
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행할 때 거기에 적합해 지도록 몸의 변형이 일어나
게 된다. 인간의 직립 자세에서 오는 척추의 중력 부담은 매우 크며(신재호, 1994),
주로 유전적, 환경적, 세균 감염, 직업적 요인, 영양상태, 여러 가지 사고, 그리고 생
활습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자세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은 바로 생활습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상에서의 바른 자세에 대한 생활습
관이 척추 건강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이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 약 52%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O'Donnell (1999)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바른 자세란 인체가 지닌 자연적인 척추의 곡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를 말한다. 또한 전·후·좌·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자
세는 신체에 무리를 가장 적게 주는 자세를 말한다(김창규, 2000). 즉 올바른 척추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신체골격의 균형적인 근육발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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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의해 적절한 부하가 근육에 고르게 가해지면 근육의 전반적인 활동성 비대
(active hypertrophy)가 나타나지만 편측 움직임을 주로 하면 한쪽 근육만 발달되어
좌, 우 근육의 불균형이 초래된다. 즉 편측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의 경우 편측 동작
의 누적과 잘못된 훈련자세에 의하여 체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김재필, 2008).
Bunnell(1988)은 척추 이상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게 되면 요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장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더욱이 발차기를 많이 하는 태권도를 전공한 학생들에
있어서 척추변형은 운동기술 발달 저해로 인한 경기력 저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상
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통증 및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질병으로 이완될 가능성
이 높게 된다.
특히 C-반응성 단백질(C-reactive protein: CRP)은 대표적인 염증성 지표로 심혈
관계 질환의 예후 인자일 뿐 아니라 만성 혹은 급성 통증 강도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다(Fransen 등, 2002; Heliovaara 등, 1991). Sturmer 등(2005)은 통증의 강도는
CRP와 연관되어 요부 주변 통증과 관련성이 있으며 통증지수(visual analogue scale:
VAS)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CRP가 양성이고 적혈구
침강속도(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ESR)가 증가하게 되면 척추와 관련된 염증
성 질환이 있음을 의미한다(허창룡, 박찬응, 홍재영, 손원영, 2005).
지금까지 운동과 척추 변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어 왔으며(Gauchard,
2003; Fatouros, 2002; Wolf, 1997; 권봉안, 2009; 김택연, 2005; 윤은희, 2003; 김양희,
2002; 김선엽과 권재학, 2001), 이들 연구 대부분이 척추변형을 개선시키는데 운동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척추의 변형은 생활습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이의 필요성에 관한 논문도 최근 보고되고 있다.
박미정과 박정숙(2003)은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총 12주간 주 2회 학교에서
자세교육을 실시하여 척추측만을 조사한 결과 자세관리 프로그램이 척추측만 정도와
자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어, 척추변형을 개선하는데 자세교
육 프로그램이 운동과 더불어 추천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초등학생, 일반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교육을 통한 척추 측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반면 순식간에 행하고 과도한 발차기를 많이 하는 태권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흉추와 요추의 전․후만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척추 변형이 발생한 태권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척추형태 변화와 염증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X-ray 촬영을 통해 척추 변형이 발생된 태권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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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2주간의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흉추와 요추의 형태변화와 통증지수(VAS), 혈중
CRP, ES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척추 변형 개선에 관한 운동프로그램을 제
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0년 이상의 태권도 운
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실험 전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다
음 X-ray를 이용하여 척추형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흉추와 요추의 평균 각도
에서 5°이상 벗어날 경우 정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Barge(2000)의
기준에 따라 흉추 후만 평균 각도(48.61°)에서 5°이상 그리고 요추 전만의 평균 각도
(41.8°)에서 5°이상 벗어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 착수하였다. 대상자들의 신
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집단
통제집단
(n=7)
운동집단
(n=7)
2.

연령(yr)

신장(cm)

체중(kg)

경력(yr)

22.37±0.85

172.36±4.75

67.57±5.72

10.18±0.95

23.16±0.93

171.84±4.85

66.27±4.27

10.24±0.92

운

동방법

1) 운동프로그램 적용방법
먼저 연구 대상자에게 면담을 통해 실험전반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실험참여에 대
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을 X-ray 촬영 후 척추변형을 보인 대상자를 선
별하여 자세교육을 실시하는 운동군(N=7)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통제군(N=7)으
로 무선 배정 하였다. 그 후 운동군을 대상으로 12주간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다.
실험 전 12시간 이상 공복상태에서 신체조성 검사와 통증검사 및 염증변인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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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혈액을 채취한 후 X-ray(full spine) 촬영을 통한 척추변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자세교육 프로그램
12주간 적용한 자세교육 프로그램은 문재호(2009)의 연구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세교육 프로그램
내 용

교육시간

왜 자기관리가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 교육
건강은 자세가 만든다. 건강문제의 80%는 자기관리를 통해서 유지하고 예방 할 수 (1주,1시간
5주, 9주)
있음을 자료를 통해 교육
정상 척추에 대한 이해와 기준 교육
척추 바른 자세의 기준이 되는 앞면의 일직 선과 옆면의 C커브의 작용원리의 중요
성. 신경의 중요성과 하는 일 그리고 작용.
척추가 틀어짐으로 인하여 신경의 눌림이나 압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
가 올 수 있는지 자료를 통해 교육

전화
상담
(주2회)

행동수정 내용과 방법 교육
잠자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일 하는 자세(공부하는 자세, 운동하는
자세) 모두 합하면 24시간이 되는데 자세에 대한 기준을 교육하고 반복 연습 하여
바른 자세가 습관이 되도록 한다.

매 운동시
상담

자세교육 프로그램은 첫 주 프로그램 적용 전 1시간 동안 생활 속 자세가 왜 중요
한가? 에서부터 척추의 정상자세에 대한 이해와 기준교육 및 행동수정 내용과 방법
을 교육하였다. 특히 행동수정에서 매우 중요한 잠자는 자세는 바로 누워 이마와 턱
이 수평이 되는 높이의 원형 베개를 목에 받쳐주고, 허리가 아플 경우 옆으로 누울
때도 목이 수평이 되게 하였다.
앉는 자세에서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엉덩이를 바짝 붙여 앉거나, 발을 무릎보
다 뒤에 놓아 역학적인 자세를 만들어 허리에 부담을 적게 하도록 교육 하였다. 바닥
에 앉을 때는 방석 등을 엉덩이에 받쳐주어 허리를 펴고 앉기에 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서 있을 때는 한발로 서지 않고 두발로 균형 있게 서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5주차와 9주차에 반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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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 운동 시에 상담을 통하여 자세수정 실행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운동 시 미숙련
된 자세가 발견되면 부분적 자세교육을 실시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1) 통증지수(VAS)검사
실험 전 자각적 통증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 기입식 통증 척도(VAS)에 대해 설명
하고 충분이 이해되었다면, 실험 전과 후에 측정을 실시하였다. VAS는 통증 정도에
따라 0부터 10cm사이의 등간 도안중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정한 번호에 표시
하는 방식으로 큰 숫자 일수록 통증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 1] 통증지수
2) 염증지표
혈액에서 염증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CRP와 ESR을 측정하였다. 12시간 이상 공
복상태를 유지한 연구 대상자의 전완정맥에서 약 10ml의 혈액을 채혈하여 염증지표
를 분석하였다.
CRP는 자동분석기(Hitachi 7020 analyzer, HITACHI Ltd. Japan)를 이용하여 라텍
스 응집비탁법(Latex Agglutination Turbidometric Assay)으로 분석하였으며, 적혈구
침강속도인 ESR은 Westergren pippette의 vacuum line까지 혈액을 채운 후
Sedimentation rack에 수직으로 세워 1시간 후 Westergren pipette이 맨 위 눈금에서
적혈구가 침강한 곳까지의 길이를 mm로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3) X-ray검사
X-ray 검사는 REGIUS MODEL 110(konica minolta medical & graphic, INC.
Japan) 방사선 기기를 이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촬영되었다.
먼저 대상자의 척추를 전체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가운을 갈아입고 측정대 위에
바로 선 다음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Full Spine의 X-ray를 전, 후면과 측면으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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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촬영하였다. 전, 후면 X-ray는 척추의 측만(scoliosis)정도를 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Cobb's-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려는 만곡의 오목한 쪽으로 가장 기울어
진 척추 만곡의 상, 하단을 결정하여 상부 추체 상단에 선을 긋고, 다른 한 선은 하
부 추체 하단면에 선을 그은 뒤 각 선에서 90°각의 선을 그어 교차된 각을 분석하였
다.
측면 X-ray는 흉추와 요추의 곡선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촬영하였다. 즉 흉추는
T1 추체 상면과 T12 하면에 선을 그어 각도를 분석하고, 요추는 L1 추체 상면과 L5
추체 하면에 선을 그어 각도를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의 처리는 WINDOW용 SPSS/PC(ver. 12.0)을 이용하였
다. 측정을 통해 산출된 자료는 각 항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고 평균차 검증
을 위하여 반복 측정을 통한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정
하였다.

Ⅲ

. 연구결과

1. 통증지수(visual analogue scale)

태권도 전공 학생들의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VAS의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통제집단의 VAS는 프로그램 전 3.32±1.24cm에서 4.07±2.82cm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의 VAS는 프로그램 전 2.72±1.26cm에서 4.60±2.76cm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VAS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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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X

2. 척추형

( -ray)의 변화

1) 경추 전만각(cervical lordotic angle)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경추 전만각의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통제집단
의 경추 전만각은 프로그램 전 28.89±10.67° 에서 26.76±10.05°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집단의 경추 전만각은 프로그램 전 33.98±11.09°에서 35.68±16.45°으로 나타났지만 집
단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경추 전만각의 변화
2) 흉추 후만각(thoresic kyphotic angle)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흉추 후만각의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통제집단
의 흉추 후만각은 프로그램 전 35.06±7.45°에서 30.89±6.89°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
의 흉추 후만각은 프로그램 전 30.65±10.97°에서 31.04±13.21°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흉추 후만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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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추 전만각(lumbar lordotic angle)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요추 전만각의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통제집단
의 요추 전만각은 프로그램 전 32.51±4.82°에서 30.73±5.68°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
의 요추 전만각은 프로그램 전 44.91±5.08°에서 42.92±11.14°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요추 전만각의 변화
4) 측만(scoliosis)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척추 측만각도의 변화는 [그림 8]과 같다. 통제집
단의 척추 측만각은 프로그램 전 4.14±4.16°에서 3.12±3.36°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
의 척추 측만각은 프로그램 전 7.94±8.91°에서 5.62±7.67°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12주간 프로그램 처치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측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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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

증지표의 변화

1) CRP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CRP의 변화는 [그림 9]과 같다. 통제집단의 CRP
는 프로그램 전 0.11±0.00mg/dL에서 0.11±0.00mg/dL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의 CRP
는 프로그램 전 0.11±0.00mg/dL에서 0.17±0.13mg/dL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
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9] CRP의 변화
2) ESR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ESR의 변화는 [그림 10]와 같다. 통제집단의 ESR
는 프로그램 전 4.23±1.98mm/hrs에서 5.49±2.74mm/hrs로 나타났으며, 운동집단의
ESR는 프로그램 전 4.47±4.66mm/hrs에서 6.37±4.89mm/hrs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처치기간 및 집단과 처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ESR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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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논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아름다움과 건강미를 표현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는 기본자세로써, 몸을 지탱하는 척추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함을 시사한다(김주상, 2000). 하지만 척추가 변형되면 척추 연부조직의 특성이 변
화되어 신체의 정상적인 자세 유지가 곤란해지고 기능 또한 저하되어 상해나 여러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박미정과 박정숙(2003)은 척추의 변형이 관절을 불균형하게
하며 이는 인대와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정상적인 운동이나 동작을 제한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X-ray 촬영을 통한 척추변형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척추안정화 운동을 병행한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척추형태, 염증변인을 살펴
보았다. 훈련 또는 시합 상황에서 근육이나 뼈, 관절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통증 현상
은 운동성 상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주로 과도한 훈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
다. 특히 태권도는 종목 특성상 상대방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 고난이도의 발차기와
빠른 앞돌려차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타격에 의한 상해와 완전 치료가 되지 않
은 상태에서 누적된 부상에서 오는 위험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권도 전공 학생들의 척추는 점차 변형되어 가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경기력 저
하로 연결되며 나아가 선수들의 건강상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12주간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척추변형이 발생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경
추 전만각과 흉추 후만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추 전만각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발견되었지만 사전 값의 차이로 실제적
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척추형태 개선을 위해 실시한 12
주간의 자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유무 측면보다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수행기간이 척추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즉, 10년 이상 태권도를 수행
한 운동경력에 반해 12주간의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변형된 척추를 개선시
키는데 시간적으로 짧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김영미(2008)는 무용을 전공하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총 72회에
걸친 장기간의 신체정렬을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형되어
진 척추, 골반, 무릎, 발의 자세가 교정되었으며, 더불어 무용의 움직임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신체에 대한 인지능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홍식(1999)의
연구에서도 척추변형을 진단받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주 4회
의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의 척추변형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하
였다.
이처럼 무용전공 고등학생 또는 척추변형을 진단받은 초등학생의 척추변형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소 5개월 이상의 운동 프로그램이 계획·수행되어야 하고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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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훈련 기간에 상응하는 운동 기간과 강도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척추 측만은 12주간 프로그램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유의하게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척추 측만은 일상생활의 잘못된 생활 및 운동습관 등
에 영향을 받는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세교육 프로그램
은 오히려 잘못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측만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형훈과 장경태(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척추교정 프로그램을 12주 동안 주 3회 하루 90분간 실시한 결과
척추측만의 개선과 더불어 요부 근력 및 유연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
혁상(1999)의 연구에서도 특발성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은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요법을 실시한 결과 척추의 높은 교정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미숙과 양점홍
(2003)의 연구에서는 스위스 볼을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세교정과 더불어 척추측만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충일과 박찬
길(2009)은 여자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진적 탄성 저항운동을 실시한 결과 통제군에 비
해 운동군에서 Cobb각도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요법과 더불어 자세교육은 척추측만을 개선·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사되고 있으며,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해 측만을 개선한 선행연구들의 결
과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염증지표는 척추의 감염이나 염증의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으로서, 임상적으로 척
추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는 척추체 골수염, 성인 및 청소년 자발성 추간판
염, 결핵성 척추염 그리고 수술 후 추간판염 등을 들 수 있다(정재근 등, 2008). 특히
이러한 척추관련 염증지표는 주로 CRP와 ESR이 많이 사용된다.
CRP는 만성 혹은 급성 통증강도의 예언자로서(Fransen 등, 2002), 요추 주변 통증
과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VAS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urmer 등, 2005).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통증지수인 VAS 역시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 VAS와 CRP는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적혈구 침강속도를 의미하는 ESR은 혈액 내에 있는 적혈구가 혈액내에서 빠져나
와 침강되는(가라앉는) 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병의 유무를 결정하거나, 이미 알
고 있는 질병의 진행 또는 호전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이다.
특히 염증이 있을 경우 ESR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상범
위가 다르다. Bottiger와 Svedberg(1967)는 50세 이하의 남자에서는 15mm/hr, 여자에
서는 20mm/hr이하를, 50세 이상의 남자에서는 20mm/hr, 여자에서는 30mm/hr이하를
정상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CRP와 ESR의 수준변화는 12주간의 프로그램 처치 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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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운동량에 비해 6주 후의 운동 프로그램 재구성에 있어서 운동량을 전체적으
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경향으로 판단되지만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
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소 운동을 통한 CRP 반응을 메타 분석한 결
과 유의한 감소가 없었다고 보고한 Kelley(2006)의 연구와 요추환자 360° 척추 고정
술 후의 저항성 트레이닝은 직접적으로 ESR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조지
훈(200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CRP와 ESR 수준이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척추변형이 발생된 태권도 전공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염증의 위
험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척추 변형이 발생된 남자 태권도 전공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자
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통증검사, 혈중 CRP, ESR 수준 검사, X-ray를 통한 척
추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증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척추형태의 변화에서 흉추 후만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지만, 요추 전만각과 척추 측만각은 처치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염증 지표인 CRP, ESR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태권도 전공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자세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한 결과 척추의 측만이 감소되고 좌/우 균형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세교육 프로그램이 남자 태권도 전공학생의
척추 측만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지만 추후 흉추와 요추의
전, 후만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척추변형과 부상과의 상관관계, 척
추형태와 경기력과의 상관관계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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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osture Education Programs on Taek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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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evaluated the effect of a 12 weeks posture education program on
vertebra deformities and inflammation markers in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 male Taekwondo practitioners who have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doing Taekwondo. After their X-rays were taken, the subjects with spinal deformity
were selected. The selected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participated in posture education programs (N = 7), and those who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N = 7). Those who were assigned for the program practiced the posture
education programs for 12 weeks, and measured the vertebra figures, inflammation
marks, and body balance.
Results were as follows: Changes in Lordosis of the cervical spine and Kyphosis of
the thoracic spin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Lordosis of the lumbar spine was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p<.05). The improvement of scolios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12 week program (p<.05). Although CRP and ESR
levels of inflammatory factors changed slightly increase after 12 weeks, thes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the 12 week posture educa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e body balance test (SD Balance) showed that the improvement of body bal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treatment (p<.05).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12 week posture education programs in the 14
athletes who have spinal deformity, showed that scoliosis of the spine reduced and
the body balance impro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d that the 12 weeks
posture education program was an effective program to improve scoliosis in the male
athletes. Therefore, further research of kyphosis of the thoracic spine and lordosis of
the lumbar spine will be need an improvement in program service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vertebra deformities and injuries or vertebral shape and
performance will be study.
Key words: posture education, Taekwondo vertebra deformities,
inflammation, lordosis, kyphosis, scoliosis, CRP, 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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