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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수직견인 요법이 청소년의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와
요통지수에 미치는 영향
김경태, 황현숙
제주한라대학교 물리치료과

Effects of Continuous Vertical Traction on Lumbosacral Curvatur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on
Adolescents
Kim, Kyoung-Tae · Hwang, Hyun-Sook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heju Halla University, Je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continuous vertical traction affects lumbosacral curvatur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for
adolescent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which applied continuous vertical traction with a sling exercise and Medx
exercise and a control group which applied a sling exercise and Medx exercise. Each group consisted of 9 people.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given
an X-ray on their lumbosacral curvature and an Oswestry dis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a 12-week experiment in which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intergroups about lumbosacral curvatur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This study showed continuous vertical traction with exercise did not affect
lumbosacral curvatur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so there is a need to furthermore study about vertical traction.
KEY WORDS: Lumbosacral curvature, Vertical traction, Oswestry disability index

서 론

별로 앞굽이와 뒤굽이가 교차하는 자연스런 곡선 형태로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바른 자세는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바램은 인간의 작은 소망 중에 하

있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무척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아름다

(박미정과 박정숙, 2003). 척추의 배열 이상이 자세의 변형 또는 기형

움과 건강미를 표현하고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몸

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된

을 지탱하는 척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김주상, 2000). 또한 인간

다(Stokes, 1997). 특히 허리엉치부위는 인간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 성장발달 단계로 보아 청소년의 시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왕성

부위로 상체의 무게가 이 부위를 통해 하지로 전달되고 하지에서 올

한 성장 발달기이지만(류광하 등, 2008),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일변도

라오는 지면 반발력이 골반을 경유하여 전달되는 부위이다. 이러한

의 학습활동으로 인해 운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박광혜와

과부하 및 기능이상으로 오는 요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

강혜영, 2007). 이러한 시기에 잘못된 자세관리로 유발된 척추의 변형

는 질병이며, 직업에 따른 과도한 업무,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운동

은 좋지 못한 외형뿐 아니라 통증과 경직을 동반하는 비유연성을 초

부족 등에 의한 척추의 질환은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요통환

래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장애를 일으키며(강선영, 2002),

자에서는 허리뼈 굽이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증가(이진우, 1981) 또는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허리엉치뼈부위 굽

감소(Jackson & McManus, 1994; Splithoff, 1953)가 되고, 급성요통 환자

이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척추는 우리 몸의 지주 역할을 하며 머리

에서는 등뼈 굽이가 증가되었다(Christie et al., 1995)는 보고와 함께 목

뼈에서 골반까지 연결하는 스프링 형태의 구조물로서, 강한 인대와

뼈, 등뼈, 허리뼈의 굽이 양상이 요통과 관계되고 있다. 이러한 척추

근육으로 인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옆에서 보면 허리엉치부위

질환의 하나로 생기는 요통은 오늘날 사회의 주요 건강문제인데, 이
로 인한 영향은 개인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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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
다(박윤기와 박지환, 1991). 청소년기의 요통의 치료는 우선 침상안정,
열치료, 전기치료, 견인, 보조기, 자세교정 그리고 운동 등의 보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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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시행한다(심재훈과 오덕원, 1996). 보존적 치료에 있어서 견인

(3) 골반경사각(Angle of pelvic inclination)

치료 적용을 선호하지만 최근 견인치료의 효율성에 관한 논쟁이 대

제1 엉치뼈몸통의 윗면을 연결하는 직선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을

두되고 있다(Macario & Pergolizzi, 2006). 현재 임상에서는 바로 누운

측정하였다.

자세에서 견인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사
용되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직적 견인방법이 허리엉치부위 굽이 및

2) 수직견인장치

요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속적 수직견인은 수직견인장치(Active Traction, 화성 메카트로닉

이에 본 연구는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 수직견인이 허리

스)를 이용하였다. 피실험자는 수직견인 장비 위에 바로 서고, 몸통

엉치부위 굽이 각도 및 요통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고정을 위해 겨드랑이 밑으로 몸통 고정용 스트랩을 몸에 밀착 착용

향후 수직견인을 동반한 요통치료프로그램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

하여 사용하였다. 견인력은 처음 체중의 1/4 (25%)에서 시작하여 매일

로 제공하고자 한다.

2.25 ㎏씩 일정비율로 증가시켰고, 실험군은 지속적 수직견인과 동시
에 트레드밀에서 워킹을 15분간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트레드밀 워

연구 방법

킹만 15분간 시행하였다. 만일 견인력의 증가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
면 견인력을 낮추어 주거나 유지시켰다. 그리고 6일째에 최대 견인력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위치한 W의원 부설 M 척추운동센터에 2012년 5월

은 체중의 1/4 (25%)+13.5 kg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견인치료의 빈도는 주 3회 실시하였다.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원한 환자로서 10대 18명을 대상으로, 실험군
(수직견인과 함께 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Medx 운동 시행)과 대조
군(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Medx 운동 시행) 각각 9명으로 하였다.
요통의 증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자로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오스웨스트리 요통장애 지수 검사(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오스웨스트리 요통장애 지수는 Fairbank, Couper, Davies, O’brien
(1980)에 의해 요통환자의 증상 완화와 악화를 운동 기능적으로 측
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설문지는 일상 생활동작 수행을 평

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마비나 장애를 가진 신경학

가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z다. 그러나 설문에 대한 한국의 문화

적 병변이 있는 자,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전위증이

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생활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Appen-

있는 자, 외과적 수술을 받은 자, 척추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

dix 1)으로 이루어진 한국어판 ODI 2.0 (전창훈 등, 2005)을 사용하여,

는 자, 척추에 악성종양 또는 대사성 질환이 있는 자, 주 3일 이상 운동

각 문항당 점수는 0점에서 5점으로 최대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총

을 하고 있는 자, 고혈압, 임신부, 정신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45점이다. 점수의 기록은 총 점수를 획득가능 점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기록하였다. 피험자의 총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생활동작 수

2. 실험방법

행 시 요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시기는 실험 시

1) 허리엉치부위 각도 측정

작 전과 실험 12주 후에 측정하였다.

동강의료기 X-ray (BL-50)에 필름 14× 36 inch를 이용하여 1 m 거리
에서 기립상태로 허리엉치부위의 측면 X-선 사진을 실험 시작 전과
실험 12주 후 촬영 시행하였다.

4) 운동프로그램

(1) 슬링을 이용한 허리운동
슬링을 이용한 허리운동 프로그램 진행은 Table 1과 같으며, 8개의

(1) 허리척주앞굽음각(Lumbar lordosis angle)

동작을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여 난이도는 슬링밴드의 위치 및 양쪽

제1 허리뼈몸통의 윗면을 연결하는 직선과 제1 엉치뼈의 윗면을 연

다리에서 한쪽 다리로 변화를 주면서 조절하였다.

결하는 직선을 서로 교차시켰을 때 형성되는 각을 측정하였다.

바로 누워서 슬링에 양쪽 허벅지를 걸고 허리 들기
바로 누워서 슬링에 양쪽 무릎을 걸고 허리 들기

(2) 허리엉치각(Lumbosacral angle)

바로 누워서 슬링에 양쪽 종아리를 걸고 허리 들기

제5 허리뼈몸통의 아랫면을 연결하는 직선과 제1 엉치뼈몸통의 윗

바로 누워서 슬링에 양쪽 발목을 걸고 허리 들기

면을 연결하는 직선을 서로 교차시켰을 때 형성되는 각을 측정하였다.

바로 누워서 슬링에 양쪽 발목을 걸고 허리 들어서 다리 벌렸다가
모으고 허리 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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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ling Program
Type
Sling (8 motion) 10 seconds hold
5 seconds rest each exercise

Week

Application

Exercise intensity

Exercise frequency

1-4 weeks

10 times each motion

RPE 12-14 (0-20)

3 times/week

4-8 weeks

12 times each motion

8-12 weeks

14 times each motion

Table 2. Medx Program
Type
Medx
5 motion :
Rotation
Abdominal
Hip extension
Leg extension
Torso flexion

Week

Application

Exercise intensity

Exercise frequency

1-4 weeks

Total 5 set,
10 times each motion

RPE 12-14 (0-20)

3 times/week

4-8 weeks

Total 7 set,
12 times each motion

8-12 weeks

Total 9 set,
14 times each motion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ge
(yr)

Group

Body weight
(kg)

Height
(cm)

Cases

Table 4. The Comparison of Lumbar Lordosis Angle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Inter Group (unit: deg)
Group

Before

After 12 weeks later

t

p

Experimental group

13.56± 1.19

44.67± 2.99

155.03± 2.40

9

Experimental group

52.77± 9.36

47.44± 6.87

4.938

0.0011)

Control group

17.44± 2.18

48.79± 1.94

156.29± 1.86

9

Control group

50.44± 9.47

47.55± 9.01

3.489

0.0031)

1)

p < 0.01.

바로 누워서 슬링에 한쪽 다리씩 교대로 허벅지를 걸고 허리 들기
바로 누워서 슬링에 한쪽 다리씩 교대로 무릎을 걸고 허리 들기

2. 척추각도 전후 비교

바로 누워서 슬링에 한쪽 다리씩 교대로 종아리를 걸고 허리 들기

1) 집단 내 허리척주앞굽음각 실험 전후 비교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내 실험 전· 실험 12주 후 허리척
(2) Medx 허리운동

주앞굽음각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 내, 실험군의 경우

Medx 허리운동 프로그램 진행은 Table 2와 같으며, 일반적인 허리

실험 전 52.77± 9.36도에서 실험 12주 후 47.44 ± 6.87도로 감소하여 통

폄근 강화운동은 Medx lumbar extension machine (Lumbar Extention,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01), 대조군은 실험 전

Medx, USA)을 사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고, 운동실행은 메덱스 프

50.44 ± 9.47도에서 실험 12주 후 47.55± 9.01도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로토콜에 따라 최대근력(1RM)의 80% 수준에서 주 3회 운동을 실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03).

하였다. 대상자 중 새롭게 극심한 요통이나 방사통을 호소하거나 실
험 시 요구되는 허리뼈 굽힘 각도 0°에서부터 72°까지 굽힘 운동에 제
한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시켰다.

2) 집단 내 허리엉치각 실험 전후 비교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내 실험 전· 실험 12주 후 허리엉
치각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단 내,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13.11± 3.01도에서 실험 12주 후 10.77± 4.05도로 감소하여 통계적으

5)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0.014), 대조군은 실험 전 12.77± 2.10

별 운동 전과 운동 12주 후에 허리엉치뼈부위 굽이 및 요통지수에 대

도에서 실험 12주 후 11.33± 3.18도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한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룹과 시기에 따른

이가 나타났다(p< 0.01).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3) 집단 내 골반경사각 실험 전후 비교

연구 결과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내 실험 전· 실험 12주 후 골반경
사각 비교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집단 내, 실험군의 경우 실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요통의 증세가 3개월 이상 지속된 10대 1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전 38.00 ± 6.96도에서 실험 12주 후 33.66 ± 6.57도로 감소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00), 대조군은 실험 전 37.22±
80.5도에서 실험 12주 후 32.88± 7.70도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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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mparison of Lumbosacral Angle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Intergroup (unit: deg)

Table 6. The Comparison of Angle of Pelvic inclination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Intergroup (unit: deg)

Group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

Before

After 12 weeks later

t

p

13.11± 3.01
12.77± 2.10

10.77± 4.05
11.33± 3.18

3.130
2.890

0.0141)
0.0101)

p < 0.05.

1)

Table 7. The Comparison of Angle of Pelvic Inclination Lumbosacral
Curvature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between group (unit: deg)
Type
Lumbar
lordotic angle

Lumbosacral
angle

Sacral inclintion
angle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Group

Before

After 12
weeks later

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52.77± 9.36

47.44± 6.87

6.06

50.44± 9.47
0.461
13.11± 3.01

47.55± 9.01
0.085
10.77± 4.05

-0.32

12.77± 2.10
0.331
38.00± 6.96

11.33± 3.18
0.641
33.66± 6.57

-0.391

37.22± 80.5
0.278

32.88± 7.70
0.313

0.259

0.247

한 차이가 나타났다(p< 0.000).

After 12 weeks later

t

p

33.66± 6.57
32.88± 7.70

9.827
5.650

0.0001)
0.0001)

p < 0.001.

Table 8. The Comparis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Intergroup (unit: deg)
Group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1)

0.336

Before
38.00± 6.96
37.22± 80.5

Before

After 12 weeks later

t

p

37.81± 4.70
38.24± 9.68

23.92± 3.73
29.91± 7.51

13.211
6.304

0.0001)
0.0001)

p < 0.001.

Table 9. The Comparison of Oswestry Disability Index before and after
Experiment on between group (unit: deg)
Type
Oswestry
disability
index

Group

Before

After 12
weeks later

t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p

37.81± 4.70

23.92± 3.73

-0.12

38.24± 9.68
0.08

29.91± 7.51
0.18

-2.14

2) 집단 간 오스웨스트리 실험 전후 비교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오스웨스트리 요통지수 비교 분석 결
4) 집단 간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의 실험 전후 비교

과는 Table 9와 같다. 집단 간 통계결과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실험 전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의 비교

37.81± 4.70에서 38.24 ± 9.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허리척주앞굽음각은 실험군과 대조군

았고(p < 0.08), 실험 12주 후에서도 23.92± 3.73과 29.91± 7.51로 유의한

모두 실험 전 52.77± 9.36도와 50.44 ± 9.47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18).

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 12주 후에도 47.44 ± 6.87도, 47.55± 9.01도

고 찰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허리엉치각은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 13.11± 3.01과 12.77± 2.10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 12주 후에도 10.77± 4.05, 11.33 ±

허리부위의 앞굽이(lordotic curve)가 엉치뼈의 뒤굽이(kyphotic

3.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골반경사각은 실

curve)로 연결되는 허리엉치부위는 해부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

험군과 대조군 모두 실험 전 38.00 ± 6.96과 37.22± 80.5로 통계적으로

위로 상체의 무게가 이 부위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실험 12주 후에도 33.66 ± 6.57, 32.88

창석 등, 1995). 견인은 당기는 힘을 이용해 연부조직을 신장시키고 관

± 7.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절면이나 골편을 분리시키는 기법이다(허기은, 2009). 또한 아픈 부위
에 체중부하를 줄임으로써 척추 사이 원반에 받는 압력을 줄이고

3.오스웨스트리 요통지수 실험 전후 비교

척추 사이 구멍을 넓게 하여 탈출된 속질핵을 원상 복귀시키고 신경

1) 집단 내 오스웨스트리 요통지수 실험 전후 비교

뿌리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으나, 실제로 이 효과

12주간의 프로그램 실시 전후 오스웨스트리 요통지수 변화는 Ta-

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견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환자에게 직접 적

ble 8과 같다. 집단 내, 실험군의 경우 실험 전 37.81± 4.70에서 실험 12

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견인이 척추굽이의 변형

주 후 23.92± 3.73점으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과 요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하게 연구해 오고 있으나 아

고(p < 0.000), 대조군의 경우에서도 실험 전 38.24 ± 9.68에서 실험 12

직까지도 견인치료의 효과나 방법적인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 후 29.91 ± 7.51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정이다.

(p< 0.000).

견인의 사용을 지지하는 연구들로는 지속적 허리견인(Two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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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정적 허리견인(Onel et al., 1989), 자가 견인(Tesio & Merli, 1993) 등

결 론

이 있다. 그러나 견인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들로는 급성 척추사이원
반 증후군에 대한 견인(Rattanatharn et al., 2004), 비특이성 요통에 전

본 연구는 수직견인 요법이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와 요통지수에 어

동견인(Beurskens et al., 1997), 연속적 허리견인(Pal et al., 1986)이 있으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직견인 요법과 운동프로

며, 최근 연구로는 견인치료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Macario & Per-

그램을 병행한 그룹과 운동프로그램만을 실시한 그룹으로 나누어

golizzi (2006)에 의해 논쟁이 되고 있다. Nachemson 등(1972)은 머리부

12주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허리엉치부위 굽이 및 요통지수를

위와 골반부에 지속적 척추 견인을 적용시키고 환자의 체중에 비례

측정,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하여 간헐적 견인(intermittent traction)을 매일 일정 시간 동안 적용한

1)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에서 허리척주앞굽음각, 허리엉치각, 골반

결과 이중 굽이뿐만 아니라 단순 굽이에서도 60% 이상의 교정을 얻

경사각 비교결과 두 집단 모두 그룹 내에서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

었다고 하였고, 척추 견인을 통한 교정은 환자의 나이와 굽이의 각도,

나,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변화의 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2) 12주간의 수직견인과 함께 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Medx 운동

서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견인의 연구는 많았지만 지속적 수직견인

실시 후 오스웨스트리 요통지수는 두 그룹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이 허리엉치부위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추전만각

의하게 통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유

(lumbar lordosis angle), 요천추각도(lumbosacral angle), 천추경사각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acral inclination angle) 3가지 굽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

위와 같은 결론을 종합해 볼 때, 허리엉치뼈부위 굽이의 감소에 수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수직 견인과 함께 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직견인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직견인을

Medx 운동을 시행한 실험군과 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Medx 운동

통해 척추구조물을 늘어나게 하여 신경뿌리의 자극이나 압박을 제

을 시행한 대조군 모두에서 허리엉치부위의 굽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통증 완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두 그룹 간에서는 지속적 견인이 허리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엉치부위 굽이 변화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그

그러나 허리엉치뼈부위 굽이 및 요통의 변화가 운동프로그램만

룹 모두에서 트레드밀 워킹, 슬링운동, Medx 운동의 효과로 인한 것

적용한 그룹에 비하여, 운동프로그램과 수직견인을 병행한 그룹에

으로 보인다. 차후 연구 기간 및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직견인에

서 만곡과 요통의 감소가 확연히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직견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이 상당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

척추의 통증은 성인의 15-20%가 요통을 가지며 50-80%는 평생 동
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한다. 또한 척추의 통증을 발생시키

구에서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평견인이 아닌 수직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는 위험요소는 다차원적으로 신체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일반 의
학적 건강과 심리적 상태, 직업 환경적 요소들이다(Rubin, 2007).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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