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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rate of idiopathic

scoliosis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exercise training on scoliotic angl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is study, two out of five elementary schools in

Seosan city were chosen by random sampling. Seven hundred sixty four students

(from four grade to the sixth grade student) were selected in two schools. Screening

tests were conducted to find idiopathic scoliosis. Among the 764 individuals, 139

subjects who showed positive sign in physical examination took whole spine

radiography. Thirty six subjects who had a curve of 10 or greater and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e exercise program were selected for the exercise program. The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four times a week for 5 month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One hundred thirty nine subjects showed positive

sign in the scoliosis screening test. 2) The overall prevalence of curve of 10˚or

greater in X-ray finding was 8.15%. The prevalencies of curve of 10˚or greater in

male and female were 7.1% and 9.2%, respectively. 3) Scoliosis curves were

observed at thoracic area (48.4%), at thoracolumbar area (27.4%) and at lumbar

area(24.4%). 4) Right side curve was 59.7%, and left side curve was 40.3%. 5) After

the 5 month exercise program for scoliosis, the Cobb's angl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6)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obb's angle change respect to

sex, grades, and scoliosis curve site.

Results shown here indicates that an early detection and early exercise for

scoliosis can result in decreased the Cobb's angl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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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척추 측만증은 Galen(AD 131∼201)에 의

해 처음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었으며(David

와 Bradford, 1994)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척

추가 옆으로 치우쳐 측방으로 편위되거나 회

전이 일어난 것으로 정의되어지며, Bunnell

(1986)은 Cobb 각이 10˚이상의 구조적 변화

가 있는 것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 정의

하였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은 아직도

명백하지 않지만 어린이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적 척추 만곡 질환이다(Barnes 등,

1995).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는 성장기

동안 골의 이상형성(Moe와 Kettleson, 1970),

근육의 비대칭적 약화(Zuk, 1962), 전정계

(vestibular system)나 고유수용성 체계

(proprioceptive system)의 장애로 인한 비정

상적인 자세조절(Farady, 1983; Jensen과

Wilson, 1979), 척추 주위근육에 비정상적인

근방추(muscle spindle)의 분포(Ford, 1988)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은 밝혀지지 않았다.

척추 측만증은 구조적 측만증과 비구조적

측만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구

조적 측만증은 형태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치료를 요하며, 비구조적 측만증도 교정을 하

지 않으면 악화되어 외관뿐만 아니라 호흡

및 소화작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대한정형

외과학회, 1985). 심각한 장애를 남기는 구조

적 측만증의 경우 70～80%가 특발성 측만증

으로 인한 것이며, 성장의 속도가 빠른 사춘

기 연령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문재호 등, 1996). 특발성 척추 측만

증은 성장기에 발생하여 골격 성장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강조되고 있다(Cailliet, 1990). Bunnell(1986)

은 측만 각이 50˚이하인 123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 한 결과 68%에서 5。이상 만곡이

진행되었고, 34%에서 10˚이상 만곡이 진행

된다고 보고하였다. 측만증의 조기 발견은 수

술을 줄일 수 있고,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

기 때문에 환자에게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McCarthy, 1987). Lonstein

등(1982)은 Minnesota 주에서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학교검진 제도를 장

기간 실시한 결과 척추수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효과적이

라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 조기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주

로 학교 검진(school screening)을 실시하고

있다(Lonstein 등, 1982). 학교검진을 통하여

척추변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척추 측만

증 검사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척추

측만증 1차 검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방법은 전방굴곡검사(forward bending

test)이고(Lonstein, 1977; Rogala 등, 1978),

외측 굴곡검사(lateral bending test) (Farady,

1983), Moiré Topography (Adair 등, 1977),

thermography (Carr 등, 1980), 늑골 돌출

(rib-hump) 측정(Ashworth, 1981) 방법이 있

으며, 최근에는 3차원으로 척추의 변형을 측

정할 수 있는 ISIS (integrated shape imaging

system) (Theologis 등, 1997) 방법이 개발되

었다. 1차 검진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척

추 측만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Cobb 방법

과, Risser-Ferguson 방법이 있지만, Cobb

방법이 신뢰도가 높아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다(Theologis 등, 1997).

척추 측만증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1차 검

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Laulund 등(1982)은 10˚이상의 척추 측만도

를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전방굴곡검사의 민

감도(sensitivity)는 46% 라고 보고하였다.

Viviani 등(1984)은 10˚이상 되는 척추 측만

증을 검진하기 위한 1차 검진의 민감도와 특

이도(specificity)가 각각 73.9%, 77.8% 라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치료 방법

으로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다(Focarile 등, 1991). 보존적 치료방

법에는 보조기착용(Kehl과 Morrissy,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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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emson과 Peterson, 1995), Milwaukee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요법(Carman

등, 1985), Boston 보조기 착용(Olafsson 등,

1995), 전기자극치료(Axelgaard 등, 1983),

견인요법(Cotrel, 1975), 운동요법(Blount,

1958) 등이 있다.

수술적 방법이 Cobb 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Willers 등, 1993), 수술적인 방

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고가의 의료비

와 수술 후 후유증이 높게 발생한다(Dickson

등, 1995; Liu와 Huang, 1996). 비록 최근에

는 현대적인 수술방법과 마취기법의 발달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했지만, 수술로 인

한 문제로는 마취에 대한 위험, 통증, 그리고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폐색전증이

있으며(Guay 등, 1994), 약 1～3%의 척수손

상의 위험이 있다(Kostuik, 1990). 또한 성장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수술적 치료는 척추

의 지속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Hsu

와 Upadhyay, 1994).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방법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다.

Janasson-Rajala 등(1984)은 척추 측만증 환

자에게 보조기를 착용한 결과 50～60%의 교

정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조

기 착용은 하루 중 23시간 착용 해야하기 때

문에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작용, 그리고 자아상(self-image)을 감소시

킬 수 있고(Focarile 등, 1991; Clayson 등,

1987; Wickers 등, 1977), 활동기에 있는 청

소년들이 보조기 착용을 응하지 않을 수 있

다(Kehl과 Morrissy, 1988). DiRaimondo와

Green(1988)은 보조기 착용에 잘 순응하는

환자는 15% 정도이고, 이들이 보조기를 착용

하는 시간은 권장 보조기 착용 시간의 65%

동안만 착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운동 요법은 척추 측만을 교정하거나 진행

을 예방하고, 보조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병행치료로 활용되어 왔다(Farady, 1983).

Dickson과 Leatherman(1978)은 보조기를 착

용하고 운동요법을 실시한 군이 견인 치료를

행한 군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

였다. Wiss(1991)는 입원한 척추 측만증 환

자 중 운동요법을 받은 환자군에서 폐활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고, Miyasaki(1980)는

Milwaukee 보조기를 착용한 척추 측만증 환

자에게 운동요법을 실시한 결과 흉추의 만곡

과 척추 회전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하

였다. 반면 운동 프로그램이 척추 측만증 치

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Stone 등,

1979).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한 운동요법은 오

래 전부터 제안되어왔고, 전형적으로 단축이

있는 근육은 신장시키고, 몸통근육을 강화시

켜 몸통의 안정성과 대칭적 발달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비록 운동요법이 중증

도나 심한 척추 측만증의 진행을 막거나 교

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보조기나 견인치

료와 병행했을 때는 효과가 있고, 또한 경증

도의 척추 측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Kisner와 Colby, 1990). 전통적으로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운동요법으로는 자세운동(postural exercise),

유연성 증진 훈련, 근력증진 훈련, 호흡훈련,

근력 불균형 교정훈련 등이 있다(Cailliet,

1983; Kisner와 Colby, 1990). Bennet(1961)는

조기 척추 측만증 치료로 국소적 가동화, 근

육 재교육, 척추보조, 행동제한 등을 이용한

운동요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척추 측만증의 발생 빈도 및 조기 발견에

대한 연구는 1947년 미국의 Minnesota 주에

서 최초로 학교 집단 검진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Lonstein, 1977), 그 후 국내외에서 보

고된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은 .3%～21.0%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복용 등,

1988; 문재호 등, 1996; 석세일 등, 1980; 조

정현 등, 1984; Brooks와 Azen, 1975; Kane,

1977; William과 Wilmington, 1984). 이처럼

연구자마다 척추 측만증에 대한 발생 빈도의

차이는 상이한 대상, 상이한 조사방법, 상이한

정의 그리고 진단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

이다(문재호 등, 1995; Kane, 1978). Brook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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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en(1975), Kane 등(1977), Lonstein(1977),

Rogala 등(1978), 은 5˚이상을 척추 측만증

이라 하였고, Shands와 Eisberg (1955)는 10

˚이상을 척추 측만증 이라 하였다. 우리 나

라에서는 석세일 등(1977)이 처음으로 남․녀

중학생의 검진에서 1.46%의 척추 측만증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서울시 교육청

(1999) 보고에 의하면 중․고교생의 척추 측

만증 발생 빈도가 1993년에는 .25%, 94년

.37%, 96년 .49%, 97년 .49%이었으나, 1998년

에는 .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1998년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

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1.5%에서 척추 측만증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시행한 척

추 측만증의 조사는 결핵검출을 위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한 간접적 검진 방법의 형

태로 이루어졌다(문재호 등, 1995). 흉부 방사

선 간접검진의 경우 촬영시 서는 자세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차가 많이 생

길 수 있다. 시진 또는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

이므로 경증일 경우 관찰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김복용 등, 1988).

문재호 등(1995)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컴

퓨터 골격분석 시스템(computerized skelet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일차검진 후 이

차적으로 방사선 척추검진을 실시한 결과

Cobb 각도가 10˚이상인 경우가 6.0%로 과

거의 보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Francis와 Bryce(1987)는 척추의 이상만

곡이 중․고등학교 학생보다 대학생에서 발

병률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그 이유는 어려서

발병한 척추이상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Rogala 등(1978)은 초기 검진

시, 척추 측만 각도가 10˚이상 되는 척추 측

만증을 가진 미성숙 여학생 중 15.4%가 척추

측만증이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측만증으로 완전히 진행되

기 전 까지는 부모나 어린이 스스로 발견하

기가 어렵다(Kane 등, 1978). 척추의 변형은

서서히 진행되며(Kostuik 등, 1989), 이차적

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심폐기관 기능저하

(DiRocco와 Vaccaro, 1988), 피로와 통증

(Dickson 등, 1995; Jackson 등, 1983;

Ramirze 등, 1997), 신경학적 합병증, 외모적

문제(Cailliet, 1990), 심리적인 문제(Payne 등,

1997) 그리고 수명의 단축까지 초래할 수 있

다(Hensinger, 1991). 이처럼 척추 측만증이

진행되면 이차적으로 많은 보건학적인 문제

가 유발되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석세일 등, 1980). Lonstein 등(1982)

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척추 측만증의 진행이나 수술적 치료를 감소

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척추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학교보

건 차원에서 학교정기 검진제도가 널리 보급

되어 21개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

고, 다른 국가에서도 척추 측만증의 조기발견

이 학교보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조기

치료 및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서

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학교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김복용 등,

1988), 척추 측만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조

기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문재호 등,

1991).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척추이상에

대한 학교 정기검진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및 조

기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

하여,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학생을 대

상으로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운동요법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구명함으로써 초등학생

에서 발생되는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치료

및 예방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

보건사업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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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기에 검진한 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훈련을 실시한

후, 척추 측만 교정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

으로써, 궁극적으로 초등학생에서 발생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학교보건사업과 국민보건 증

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별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한 척

추 측만 각도와 운동요법 실시 후에 측정한

척추 측만 각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셋째, 성별, 학년별, 측만 부위에 따른 측만

증 교정 효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서산시내로 선

정하였다. 서산시내에는 5개 초등학교가 있으

며, 4～6학년 학생은 3173명이 있다. 이 중

남학생은 1503명, 여학생은 1670명이 재학 중

에 있다(서산시교육청, 1999). 5개 초등학교

중 2개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추출된 2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전체 764명을 대상

으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한 조사는 2단계

로 실시한다. 1차 검진(screening test)은 선

정된 2개 학교로부터 척추 측만증 조사의 목

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척추 측만증 1

차 검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1차 검진은 학교

양호실에서 실시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별

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검진은 상의를 탈의시킨 후, 자세 검사

와 전방굴곡검사를 통하여 척추 측만 유무를

판별하였다. 검사 항목은 어깨 높이의 차이,

견갑골의 비대칭성, 골반의 높이를 관찰하였

고, 전방굴곡 검사를 통하여 만곡을 관찰하

고, 흉추부와 요추부의 배부 돌출고를 검사한

후 양성으로 판정 받은 학생을 선별하였다.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의 부모와 담임선생님

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2차 검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동의를 얻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서대

학교 재활병원을 방문하게 하여 방사선 촬영

을 실시하였다. 척추 전장을 촬영한 후 Cobb

각을 측정하여 척추 측만증의 정도를 측정하

였다.

3. 용어의 정의

가. 척추 측만증

해부학적 정의는 해부학적인 정중앙의 축

(axis)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만곡 또는

편위되어 있는 관상면상의 기형뿐만 아니라

추체의 회전 변형을 말한다(대한정형외과학

회, 1996). 조작적 정의는 척추 전장을 포함

한 기립 전후방 방사선 사진으로부터 측정한

Cobb각이 10˚이상의 측만각을 의미한다.

나. Cobb 각

측정하려는 만곡의 오목한 쪽으로 가장 기

울어진 척추를 만곡의 상․하단에서 각각 결

정한 후, 한 선은 상부 끝 척추의 상단에, 다

른 한 선은 하부 끝 척추의 하단에 그은 뒤,

각 선에서 직각으로 선을 그어 교차된 각을

의미한다(대한정형외과학회, 1996),(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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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선정 서산시 초등학교 재학중인 4～6학년 학생

↓

1차 검진 전방굴곡검사, 자세검사

↓

2차 검진
거사도구: 방사선 촬영

척추 측만도 검사

↓

척추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훈련실시
주 4회 5개월 운동훈련 실시

↓

운동훈련 후 측만도 재 측정
검사도구: 방사선 촬영

척추 측만도 검사(Cobb 각)

↓

운동훈련 전후 측만도 비교

그림 2. 연구의 틀

그림 1. Cobb 각도 측정 방법

4. 운동요법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Cobb 각을 측정한

결과 Cobb 각도가 10˚이상 되는 학생들만

을 대상으로 운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운동훈

련 실시 전 대상 학생의 부모에게 결과를 통

보하고, 척추 측만증에 대한 지식과 치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병원

에서 치료하는 것에 동의한 학생만을 대상으

로 매주 4회씩 5개월간 운동요법을 실시하였

다. 운동치료는 척추 측만증 치료에 경험과

능력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였다. 운동

치료는 단축이 있는 연부조직을 신장시키고

약증이 있는 근육의 근력증진, 몸통근의 안정

성과 대칭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호흡운동을 실시하였다. 치료는 30

분～40분간 실시하였으며, 치료 시 환자가 피

로를 느끼면 휴식을 한 후에 실시하였다(부

록). 5개월간의 운동 훈련이 끝나면 척추 전

장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Cobb 각을 측정하

여 운동요법 실시전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았다.

5. 연구의 틀

이 연구를 실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역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척추 측만증 유무에 대한 1차

검진을 실시한 후,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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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실시

하고, Cobb 각이 10이상 되는 대상자를 선별

한 후, 5개월 동안 운동훈련에 참여하겠다는

대상자를 주 4회 운동요법을 실시한 후, 운동

훈련이 종료된 직후 Cobb 각을 재 측정하여

조기 운동요법이 척추 측만증 교정에 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그림 2).

5. 분석방법

성별이나 학년별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

를 대상으로 5개월간 운동훈련을 실시한 후,

운동훈련 실시 전과 후의 척추 측만각의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짝비교 t-검정

(paird t-test)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운

동훈련 전후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

고, 척추 측만 부위별 그리고 학년별 운동 훈

련후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

서산 시내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중에서 2

개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척추 측만증에 대

한 1차 검진을 실시하였다. 2개 학교 4～6학

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789명이었다. 이

중에서 결석을 했거나 검사를 거부한 대상자

를 제외하고, 1차 검진을 실시 한 대상자 수

는 총 764명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4학년 남학생은 149명

(19.5%)이었고, 여학생은 129명(16.9%)으로

총 278명(36.4%)이었으며, 5학년 남학생은

127명(16.6%)이었고, 여학생은 120명(15.7%)

으로 총 247명(32.3%)이었다. 6학년 남학생은

118명(15.4%)이었고, 여학생은 121명(15.9%)

으로 총 239명(31.3%)이었다(표 1).

학년/성별 남(%) 여(%) 계

4학년 149(19.5) 129(16.9) 278( 36.4)

5학년 127(16.6) 120(15.7) 247( 32.3)

6학년 118(15.4) 121(15.9) 239( 31.3)

계 394(51.5) 370(48.5) 764(100.0)

표 1. 조사 대상자 (단위: 명)

2. 특발성 척추 측만증 조사를 위한 1차

검진 결과

특발성 척추 측만증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

여, 자세검사와 전방굴곡 검사를 이용하여 1

차 검진을 실시하였다. 1차 검진에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양성 판정을 받은 대

상자는 전체 764명 중 4학년 남학생이 21명

(2.8%), 여학생은 23명(3.0%)이었다. 또한 5

학년 남학생이 22명(2.9%), 여학생이 24명

(3.1%)이었고, 6학년 남학생은 26명(3.4%)이

었고 여학생은 23명(3.0%)으로 전체 양성판

정을 받은 대상자는 139명(18.2%)이었다(표

2).

학년 성별 인원수(%) 양성(%) 음성(%)

4학년
남

여

149(19.5)

129(16.9)

21( 2.8)

23( 3.0)

128(16.7)

106(13.9)

5학년
남

여

127(16.6)

120(15.7)

22( 2.9)

24( 3.1)

105(13.7)

96(12.6)

6학년
남

여

118(15.4)

121(15.9)

26( 3.4)

23( 3.0)

92(12.0)

98(12.9)

계 764(100.0) 139(18.2) 625(81.8)

표 2. 1차 검진 결과 (단위: 명)

3. 1차 검진에서 양성 이학적 소견 분포

검사 대상자 764명 중 이학적 검사를 통하

여 척추 측만증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139명이었다. 139명의 양성 이학적 소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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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성별 인원수(%)
Cobb 각

5～9
o
(%) 10～15

o
(%) 16～19(%)

4학년

남 　19(　15.1) 13(10.1) 6( 5.0) 0( .0)

여 　21(　16.5) 11( 8.7) 10( 7.8) 0( .0)

계 　40(　31.6) 24(18.8) 16(12.8) 0( .0)

5학년

남 　20(　15.7) 10( 7.8) 8( 6.3) 2(1.6)

여 　22(　17.3) 12( 9.4) 9( 7.1) 1( .8)

계 　42(　33.0) 22(17.2) 17(13.4) 3(2.4)

6학년

남 　24(　18.8) 12( 9.4) 10( 7.8) 2(1.6)

여 　21(　16.6) 7( 5.6) 12( 9.4) 2(1.6)

계 　45(　35.4) 19(15.0) 22(17.2) 4(3.2)

계 127(100.0) 65(51.0) 55(43.4) 7(5.6)

표 4. 2차 검진 결과 (단위: 명)

로는 배부 늑골 돌출고 소견을 보인 학생은

45명(32.4%)이었고, 배부 요추부 돌출고 소견

은 52명(37.4%), 견갑골 높이 차는 28명

(20.1%), 골반 경사는 14명(10.1%)이었다(표

3).

분류 인원수(%)

배부 늑골 돌출고 45( 32.4)

배부 요추부 돌출고 52( 37.4)

견갑골 높이 차 28( 20.1)

골반 경사 14( 10.1)

계 139(100.0)

표 3. 1차 검진에서 양성 이학적 소견 분포

(단위: 명)

4. 방사선 검사를 통한 2차 검진 결과

1차 검진에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 양성 판

정을 받은 139명 중 2차 검진에 동의하고 참

여한 대상자 수는 127명이었다. 방사선 촬영

검사 후 Cobb 각을 측정하였다. Cobb 각을

측정한 결과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4학년 남학생 중 Cobb 각이 10˚ 미만의 측

만도를 가진 학생은 13명(10.1%)이었고, 10～

15˚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6명(5.0%)

이었으며, 4학년 여학생 중 Cobb 각이 10˚

미만의 측만도를 가진 학생은 11명(8.7%)이

었고, 10～15˚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10명(7.8%)이었다.

5학년 남학생 중 Cobb 각이 10˚미만의 측

만도를 가진 학생은 10명(7.8%)이었고, 10～

15˚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8명(6.3%)

이었으며, 16˚이상 학생은 2명(1.6%)이었다.

5학년 여학생 중 Cobb 각이 10˚미만의 측만

도를 가진 학생은 12명(9.4%)이었고, 10～15

˚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9명(7.1%)이

었으며, 16˚이상은 1명(0.8%)이었다.

6학년 남학생 중 Cobb 각이 10˚미만의

측만도를 가진 학생은 12명(9.4%)이었고, 1

0～15˚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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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이었으며, 16˚이상은 2명(1.6%)이었

다. 6학년 여학생 중 Cobb 각이 10˚미만의

측만도를 가진 학생은 7명(5.6%)이었고, 10～

15˚의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12명(9.4%)

이었으며, 16˚이상은 2명(1.6%)이었다. 2차

검진을 받은 127명 중 10˚미만의 척추 측만

각도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은 65명(51.0%)이

었고, 10～15˚의 척추 측만도를 가지고 있었

던 학생은 55명(43.4%)이었으며, 16˚이상의

척추 측만 각도를 가진 학생은 7명(5.6%)이

었다(표 4).

5. 척추 측만 발생 부위 및 만곡 방향

Cobb 각 10˚이상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을 가지고 있는 62명 중 1차 만곡이 요부에

있는 학생은 15명(24.2%)이었고, 흉요부에 있

는 학생은 17명(27.4%)이었으며, 흉부는 30명

(48.4%)이었다. 요부에 측만증이 있는 15명

중 만곡 방향이 우측에 있는 경우는 9명

(14.5%), 좌측은 6명(9.7%)이었고, 흉요부에

측만증이 있는 17명 중 만곡 방향이 우측인

경우는 9명(14.5%), 좌측은 8명(12.9%)이었

다. 또한 흉부에 척추 측만증이 있는 30명 중

만곡 방향이 우측에 있는 경우는 19명

(30.7%), 좌측은 11명(17.7%)으로 전체 62명

중 우측 만곡은 37명(59.7%)이었고, 좌측 만

곡은 25명(40.3%)이었다(표 5).

부위 우측(%) 좌측(%) 계

요부 9(14.5) 6( 9.7) 15( 24.2)

흉요부 9(14.5) 8(12.9) 17( 27.4)

흉부 19(30.7) 11(17.7) 30( 48.4)

계 37(59.7) 25(40.3) 62(100.0)

표 5. 척추 측만 발생 부위 및 만곡 방향

(단위: 명)

6. 척추 측만증 학생들의 중요호소 증상

Cobb 각 10˚이상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을 가지고 있는 62명을 대상으로 평소에 느

끼는 불편함이나 증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요통이 3명(4.8%), 피로 5명(8.1%), 경부 통

증 1명(1.6%), 외모문제 1명(1.6%)이었고 아

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52명

(83.9%)이었다(표 6).

증상 인원수

요통 3(　 4.8)

피로감 5(　 8.1)

경부 통증 1(　 1.6)

외모 문제 1(　 1.6)

무증상 52(　83.9)

계 62(100.0)

표 6. 척추 측만증 학생들의 중요호소 증상

(단위: 명)

7. 학년과 성별에 따른 특발성 척추 측

만증 발생 비교

성별에 따른 Cobb 각 10˚이상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394명 중 28명(7.1%)에서 특

발성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였고, 여학생은

370명 중 34명(9.2%)이 발생하여 여자에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이 높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년별에 따른 Cobb 각 10˚이상의 특발

성 척추 측만증 발생을 비교한 결과 4학년

학생 278명 중 16명(5.8%), 5학년 학생 247명

중 20명(8.1%), 그리고 6학년 239명 중 26명

(10.9%)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생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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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분류 인원수 측만증 유(%) 측만증 무(%) χ2-값

성별 남 394 28( 7.1) 366(92.9) 1.10
*

여 278 34( 9.2) 336(90.8)

학년 4학년 278 16( 5.8) 262(94.2) 4.52
*

5학년 247 20( 8.1) 227(91.9)

6학년 239 26(10.9) 213(89.1)

*p>.05

표 7. 학년과 성별에 따른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 비교

8. 운동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Cobb 각이 10˚이상 되는 특발성 척추 측

만증이 있는 학생 62명 중 운동훈련에 참여

하겠다고 동의를 한 학생은 50명이었다. 50명

중 양쪽 다리 길이를 측정하여 2 ㎝이상 차

이가 나는 2명은 제외하고 48명에 대하여 운

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운동훈련을 시작한 48

명 중 5개월간 운동훈련을 마친 학생은 36명

이었다. 5개월간 운동훈련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학생은 분석자료에서 제외시켰다. 운동

훈련을 마친 학생 36명 중 남자는 19명

(52.8%)이었고, 여자는 17명(47.2%)이었다. 5

개월간의 운동 훈련을 마친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로는 4학년이 9명(25.0%), 5학년 13명

(36.1%), 6학년 14명(38.9%)이었다. 운동훈련

을 마친 학생들의 체중 분포로는 35 ㎏ 이하

가 9명(25.0%), 36～40 ㎏이 12명(33.3%), 41

㎏ 이상이 15명(41.7%)으로 평균체중은 37.56

㎏이었다. 신장별 분포로는 140 ㎝ 이하가 12

명(33.3%), 141～150 ㎝가 17명(47.3%), 151

㎝ 이상이 7명(19.4%)이었으며, 평균신장은

144.7 ㎝이었다.

운동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1차 측만 만

곡 부위별 분포로는 요부가 9명(25.0%), 흉부

가 16명(44.4%), 흉요부가 11명(30.6%)이었다

(표 8).

특성 분류 인원(%)

성별 남

여

19(　52.8)

17(　47.2)

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9(　25.0)

13(　36.1)

14(　38.9)

체중 35 ㎏ 이하

36～40 ㎏

41 ㎏ 이상

9(　25.0)

12(　33.3)

15(　41.7)

신장 140 ㎝ 이하

141～150 ㎝

151 ㎝ 이상

12(　33.3)

17(　47.3)

7(　19.4)

만곡 부위 요부

흉부

흉요부

9(　25.0)

16(　44.4)

11(　30.6)

계 36(100.0)

표 8. 운동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단위: 명)

9. 운동훈련 전후 척추 측만 각도 비교

운동훈련 전과 후에 척추 측만 각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운동훈련 전에 측

정한 척추 측만 각도는 13.00˚이었고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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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운동훈련 후 측정한 척추 측만 각도는

7.26˚로 운동훈련 실시 후의 척추 측만 각은

5.74˚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9).

운동 훈련
척추 측만 각도

t-값
평균±표준오차

전 13.00±1.71 19.02
*

후 7.26±2.19

표 9. 운동훈련 전후 척추 측만 각도 비교

(단위:。)

*
p<.001

10. 운동훈련 후 성별에 따른 척추 측만

교정 각도 비교

성별에 따른 운동훈련 전과 후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남

학생에서는 6.33˚의 척추 측만 각도가 운동

훈련 후 감소하였고, 여학생에서는 5.15˚감

소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운동훈련 후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10).

성별
척추 측만 각도*

t-값
운동전 운동후 교정각도

남 12.76±1.96 6.43±1.04 6.33±1.50 1.40**

여 14.24±1.93 9.09±2.45 5.15±2.19

표 10. 운동훈련 후 성별에 따른 척추 측만

교정 각도 비교 (단위:。)

*평균±표준오차
**p>.05

11. 학년별 척추 측만 교정 효과 비교

학년별에 따라 운동훈련 전과 후에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

과, 4학년은 5.47˚감소하였고, 5학년은 5.50

˚, 6학년은 6.20˚감소하였으나 학년별 운동

훈련 실시 전후 척추 측만 교정각도 변화에

는 집단내 평방합이 4.59˚, 평방평균이 2.29

˚이고 집단간의 평방합은 111.63˚, 평방평

균이 3.38˚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학년 평방합 평방평균 자유도 F-값

집단내 4.59 2.29 2 .68*

집단간 111.63 3.38 33

표 11. 학년별 척추 측만 교정 효과 비교

(단위:。)

*p>.05

12. 척추 측만 부위에 따른 척추 측만

교정 효과 비교

척추 측만 부위에 따른 운동훈련 전과 후

척추 측만 각도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척추 측만이 요부에 있는 학생에서

는 5.58˚가 운동훈련 후 감소하였고, 흉요부

에 있는 학생에서는 5.48˚가 감소하였으며,

흉추에 있는 경우에는 6.11˚의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측만 부위간 운동훈련 전후 척추

측만 교정각도 변화는 집단내 평방합이 4.11

˚, 평방평균은 2.06˚이고 집단간의 평방합

은 116.22˚, 평방평균은 3.39˚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2).

학년 평방합 평방평균 자유도 F-값

집단내 4.11 2.06 2 .61*

집단간 116.22 3.39 33

표 12. 척추 측만 부위에 따른 척추 측만

교정 효과 비교 (단위:。)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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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발성 척

추 측만증 발생을 조사하고, 특발성 척추 측

만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운동

요법을 실시하여 운동요법이 척추 측만증 교

정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

였다.

척추 측만증 1차 검진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방법은 전방굴곡검사이며(Lon-

stein, 1977; Rogala 등, 1978), 척추 측만증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1차 검진의 신뢰도를 알

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Laulund 등(1982)은

10˚이상의 척추 측만도를 발견하는데 사용

되는 전방굴곡검사의 민감도(sensitivity)는

46%라고 보고하였고, Viviani 등(1984)은 10

˚이상 되는 척추 측만증을 검진하기 위한 1

차 검진의 민감도와 특이도(specificity)가 각

각 73.9%, 77.8%라고 보고하였다. 1차 검진

후 방사선 촬영을 통하여 척추 측만도를 측

정하는 방법 중 Cobb 방법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된다(Theologis 등,

1997).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전방굴곡 검사를 통하여 1차 검진

을 실시하였고, 2차 검진에서는 전장 전후 방

사선 촬영을 통하여 Cobb 각을 측정하였다.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생 빈도는 연구자

마다 서로 다르며, 이러한 발생 빈도의 차이

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진단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Kane, 1977). 문재호 등

(1996)은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삼차

원 골격분석시스템(three dimentional skele-

t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조사한 연

구에서 측만각이 10˚이상 되는 경우는 여학

생에서 17.8%, 남학생에서 8.1%라고 보고하

였다. 석세일 등(1980)은 남자 중․고등학생

1,620명과 여자 중․고등학생 3,636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 Cobb 각이 10˚이상의 척

추 측만증 유병률을 남녀 평균 2.28%라고 보

고하였다. 조정현 등(1984)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폐 검출을 위한 흉부 간접촬영 필

름을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1.95%, 여학생에서는

2.16%로 보고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

추 측만증 유병률을 조사한 외국의 보고로는

Daruwalla 등(1985)이 3.12%로 보고하였고,

Nissinen 등(1993)은 9.2%로 보고하였다. 과

거의 연구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

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

과 11.5%에서 척추 측만증 증상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1999). 저

자들마다 척추 측만증으로 간주하는 각도는

서로 달라 Rogala 등(1978)과 Kane(1977)은

5˚이상을 척추 측만증으로 간주하였고,

Shands와 Eisberg(1955)는 10˚이상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0˚이상을 척추 측만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

년까지 조사한 이 연구에서는 Cobb 각이 10

˚이상 되는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은 남자에

서 7.1%, 여자에서 9.2%로 평균 8.15%이었다.

MacEwen(1982)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여

자에서 4:1의 비율로 높게 발생한다고 하였고,

Brooks와 Azen(1975)은 1.2:1, Kane (1977)는

5:1, Waynne-Davies(1968)는 7:1, Rogala 등

(1978)은 1.25:1, 석세일 등(1980)은 8.7:1로 여

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에서도 남자 394명 중 28명(7.1%), 여자 370

명 중 34명(9.2%)이 발생하여 여자에서 특발

성 척추 측만증이 더 많이 발생하였지만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rooks와 Azen(1975)은 흉요부 만곡이

75.1%, 요부 만곡이 15%, 흉부 만곡이 9.3%,

요천부 만곡이 .5%라고 보고하였고, 문재호

등(199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에서 여학생의 경우 33.3%가 흉부에 만곡이

있었고, 27.3%가 흉요부, 39.4%가 요부에 있

었으며, 남학생에서는 57.9%가 흉부, 15.8%

가 흉요부, 26.3%가 요부에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석세일 등(1980)도 12세부터 18세 사이

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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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만곡이 43.9%로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

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여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연구

에서도 흉부에 척추 측만증이 48.4%, 흉요부

에 27.4%, 요부에 24.2%로 흉부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하였다.

Shands와 Eisberg(1955)는 척추 측만증 환

자에서 만곡의 방향이 4:1로 우측이 많다고

하였고, Brooks와 Azen(1975)은 단순 만곡의

경우 만곡의 방향이 우측:좌측이 41.9:58.1이

라고 하였고, 이중 만곡의 경우 상부만곡은

우측:좌측이 60:40, 하부만곡은 우측:좌측이

40:60이라고 보고하였다. 문재호 등(1996)은

여자 고등학생에서 만곡 방향이 오른쪽에 있

는 경우는 57.6%, 왼쪽에 있는 경우는 42.4%

이었고, 남학생에서는 오른쪽이 52.6%, 왼쪽

이 47.4%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석세일 등

(1980)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에서 단순 만곡의 경우 만곡 방향이 우측

이 좌측보다 2.1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에서도 Shands와 Eisberg(1955)와

문재호 등(1996), 그리고 석세일 등(198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만곡의 방향이 우측에

59.7%로 높게 나타났다.

Renshaw(1988)는 초기 측만증에서는 통증

이나 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특발

성 척추 측만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10˚이상의 척추 측만증

이 있는 대상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알아

본 결과 요통을 호소한 경우는 3명(4.8%), 피

로감 5명(8.1%), 경부 통증 1명(1.6%), 외모

문제 1명(1.6%)으로 나머지 52명(83.9%)은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문재호 등(1991)은 초기 척추 측만 각도와

교정도와의 관계에서 초기 측만 각이 10˚이

하에서 교정도가 40.6%로 가장 높았으며, 초

기 척추 측만 각도가 낮을수록 교정도는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석세일 등(1980)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 측만을 조사한 결

과, 단순 만곡의 경우 Cobb 각이 5～19˚사

이가 94.5%를 차지하였고, 20˚이상은 단지

5.5%이었으며, 30˚이상은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 연구에서도 Cobb 각이 5～9˚가

51%로 가장 많았고, 10～15˚사이는 43.4%

이었으며, 16～19˚는 5.6%이었고, 20˚이상

은 없었다.

Stirling 등(1996)은 6세에서 14세 어린이를

15,799명을 대상으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사한 결과 6～8세에서는 .1%, 9～11세는

.3%, 12～14세는 1.2%의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이 발생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높

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4학년에

서는 5.8%, 5학년 8.1%, 6학년 10.9%로 학년

이 증가할수록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생이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문재호 등(1991)은 척추 측만증의 치료시

작 연령이 낮을수록 교정효과가 높았고,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교정효과는 낮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석세일 등(1985)도 조기 발견과 초

기 측만각도가 낮을수록 교정효과가 높았다

고 하였으며, Bennet(1961)도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저자들마다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Rogala 등(1978)은 측만 각도

가 30˚이상의 측만 환자만 치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Kane(1977)는 10˚이상 20˚미

만의 척추 측만증은 위험상태로 간주하여 주

기적인 관찰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20˚이상

은 보조기 착용이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Cailliet(1975)은 운동요법 자체만으로는

척추 측만증의 진전을 막거나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없고, 운동요법은 자세유지 및 유연성

을 증진시키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성을 유지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청

소년층에게는 건강감을 주어 심리적인 효과

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문재호 등(1991)은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4.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평균 4.6˚

의 교정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척추 측

만증을 발견하여 그 중 10～19˚의 측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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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조기 운동훈련을

실시한 결과 평균 5.74˚의 척추 측만 각이

감소되었다.

심재훈과 오덕원(1996)은 척추 측만증 환

자를 대상으로 견인치료를 실시한 결과 견인

치료가 척추 측만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하였

고, 성별과 만곡 부위에 따라서는 교정 효과

에 차이가 없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정 효

과가 컸다고 보고하였다. 석세일 등(1985)은

선천성 척추 측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보조기

치료를 실시한 결과 요천추부 만곡이 가장

높은 교정율을 보였고, 흉추부 만곡이 가장

낮은 교정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성별과 학년별, 만곡 부위에 따른 교

정효과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Theologis 등(1981)은 학교검진을 통하여

척추 측만 각도가 40˚에 도달하는 경우를

63%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Lonstein 등(1982)은 Minnesota 주에서 1975

년부터 1980년까지 실시한 학교검진 제도가

보조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숫자를

1000명당 14명에서 1000명당 4명으로 감소시

켰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발견하여 조기 운동요

법을 실시할 경우 척추 측만 각도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운동요

법의 장기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추적연

구가 필요하며, 학교보건 사업 측면에서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

는 학교 검진제도 도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특

발성 척추 측만증을 발견하여 조기에 운동요

법을 실시하였을 때 척추 측만을 교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

는 1999년 2월부터 동년 9월까지 충청남도

서산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가운데 2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764

명을 대상으로 이학적 검사를 통한 1차 검진

을 실시한 후,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

여 2차 검진을 실시하였다. 2차 검진의 결과

척추 측만 각(Cobb 각)이 10˚이상 되는 학

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주 4회 운동요법을

실시하여 조기 운동요법이 척추 측만각을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체 764명 중 139명(18.2%) 이었다.

2. 764명 중 Cobb 각이 10˚이상 되는 학

생은 62명으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은 8.15%이었다. 남학생에서의

유병률은 7.1%이었고, 여학생에서는

9.2%이었다.

3. 척추 측만 발생부위로는 흉부 30(48.4%)

명, 흉요부 17명(27.4%), 요부 15명

(24.2%)이었다.

4. 만곡 방향은 우측이 37명(59.7%)이었고,

좌측이 25명(40.3%)이었다.

5. 주 4회 5개월 동안 운동훈련 후 Cobb각

은 평균 13.00에서 7.26˚로 5.74˚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

6. 성별, 학년별, 척추 측만 부위에 따른 교

정효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에 운동요법을 실시하

면 척추 측만 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운동치료 할 수 있는 학교 검진 제도가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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