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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의 자세분석에 따른 추나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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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posture pattern of healthy
right-handed mal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una treatment.
Methods Twenty healthy right-handed male were selected in this study. Body posture
Ⓡ
was measured by Body Style . After that, subjects received Chuna treatment on lumbar
and pelvis area. Finally, the 2nd measurement was carried out.
Results In shoulder height, left shoulder was higher than right one. In pelvic height, right
iliac crest was higher than left, followed by longer right leg than left. In lower limb angle suggesting valgus or varus knee. In height of scapula inferior angle, right seemed higher than
left. After the Chuna treatment, shoulder height, pelvic height, and leg length differenc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ther variables showed improvement but it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ight-handed male have some characteristic
posture pattern because of their daily life habits, and Chuna treatment can be effective in
correcting bad posture. (J Korean Med Rehabil 2017;27(3):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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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해 척추의 배열에 이상이 생기는 등 자세의 변위가 나타
나기도 한다2).

오늘날 현대 산업을 이루게 한 산업화, 자동화 및 컴퓨

일반적으로 자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터 등의 발달과 편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작

나쁜 습관이다. 주로 오래 앉거나 서서 작업하는 사람들

업을 할 때도 단순한 움직임의 신체활동만을 하기도 하

에게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

고, 일상생활도 기계를 이용한 정적인 움직임만으로 대체

르지 못한 습관으로 야기된 근육의 불균형이나 근육 구축

1)

하게 되었다 . 많은 편리성에 대한 대가로 단순하고 반복

이 근육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균형을 깨고 자세에 영향을

적인 움직임, 불안정한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근육의 경직

주게 된다3). 설령 작업 중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할

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운동부족은 폐용성 근위

지라도 특정 작업이나 자세 유지에 있어서 반복적인 특정

축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자세나 습관의 지속으로 인

근육의 사용은 관련 근육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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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패턴의 자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사료

(2) 본 임상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한 자

된다.
4)

인구의 85∼90%가 오른손잡이라고 알려져 있다 . 본
연구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잡이의 특유의 습
관들이 근육들 간의 좌우 균형에 영향을 끼치고 자세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틀어진 자세 때문에 병원에 내
원하고 있는데, 박 등의 자세이상과 관련된 국내 연구동
5)

향 분석 에 따르면 현재 자세 이상의 관련 요인과 신체적
특성에 대한 연구, 혹은 운동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몇몇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 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 제외기준
(1) 고혈압을 진단받은 자 또는 진단받지 아니한 자 중
스크리닝 당일 3분 이상 휴식 후 좌위에서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혈압 ≥160 mmHg 또는 이완기혈압 ≥90 mmHg
인 자
(2) 고지혈증 환자(LDL-Cholesterol ≥160 mg/dL, 또
는 triglyceride ≥500 mg/dL)
(3) 심장질환(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 동맥성
심장병)이 있는 자 또는 전자기기 이식을 받은 자

한의학 분야에서는 자세 이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척추

(4) 호흡기질환 및 폐질환이 있는 자

측만증이나 협착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등 환자

(5) 체형의 변위를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근골격계 질

가 주로 많이 호소하는 임상적 증상들에 중점을 두어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을 대상으로 자세

환을 가진 자
(6)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자
(7) 신경근 질환(neuromuscular disease)이 있는 자

를 분석평가하고, 분석한 자세를 몇가지 패턴으로 나눈

(8) 최근 6개월 이내 척추의 골절, 수술력이 있는 자

후 그에 따른 추나치료가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는지 보

(9) 정신적 이상: 우울증, 불안신경증, 정신분열증, 알

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였고, 이에 오른손잡이 자세변
화의 특징과 추나치료의 효과에 대한 지견을 얻게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코올 중독, 식이장애, 지속적 약물복용 중인 자
(10) 1개월 이내 급성 통증으로 체형의 보상적 변위가
나타날 수 있는 자
(11) 피험자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자
(12) 임상시험 시작 90일 이내에 다른 임상연구에 참가

대상 및 방법»»»

하였거나 참가 중인 자

1. 실험 대상

구의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만 19세에서 39세의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모집 공고를 통해 2016년
8월 9일부터 2016년 8월 25일까지 모집하였고, 선정ㆍ제

(13) 기타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담당자가 본 임상연

2. 실험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자 배정

외기준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교육, 연구에

단일군 경향성 평가 및 조작 전후 비교 연구로 본 임상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자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는 동의서 서면 동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IRB 심의(WK IRB 16-6)를 거

의 순서에 따라 스크리닝 번호(Screening No.)를 부여 받

쳤다. 본 연구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KCT0002089)

는다.

등록을 마쳤다. 대상자 선정ㆍ제외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준
(1) 만 19에서 39세인 자로서 오른손잡이이며, 근골격
계 및 신경계 관련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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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 절차
(1) 스크리닝
① 스크리닝 방문 당일 내원한 대상자에게 해당 임상
연구에 대한 설명 제공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의 자세분석에 따른 추나치료의 효과

② 임상연구에 대한 설명서 설명 및 임상시험 참가자

③ 분류번호 및 등급: A64010.02, 2등급
④ 제조사, 제조국: ㈜엠젠서울지점, 대한민국.

동의서 작성
③ 대상자에 대해 스크리닝 번호 부여

⑤ 사용방법

④ 다음 항목 조사를 통해 선정 및 제외기준 확인

본 장치는 정해진 신체 부위에 마커를 부착한 후 싱글

￭ 인구학적 정보 조사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된 체형 및 자세의 이미지를 수치

￭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측정

화하여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어깨기울기,

￭ 병력ㆍ수술력 및 병용약물 조사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다리길이차이, 좌우신체균형, 척추

⑤ 대상자의 임상연구 참여여부 평가

휨, 발타입, 경추기울기, 상체기울기, 골반전후 기울기 등

⑥ 대상자의 임상연구 선정 고지 및 교육

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하려는 대상에 따라 부착하는 마

(2) 의료기기 측정

커의 위치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 식별번호 부여

(2) 마커 위치 설정(Fig. 1)

② 바디 스타일 분석을 위해 반바지 및 반팔 티셔츠로

① 앞면 마커 위치 설정

환복

Anterior Marker (이하 AM)#1 우측 견봉돌기(Rt. Acromion)

③ 바디 스타일 분석을 위한 마커(전면 8개, 측면 5개,
후면 2개) 부착

AM#2 좌측 견봉돌기(Lt. Acromion)
AM#3 우측 장골능(Rt. Iliac Crest - 골반 우측면 중 가

④ 바디 스타일 1차 측정

장 높이 솟은 지점)

⑤ 추나베드에서 추나요법 시행(복와위 장골 교정기법,
척추 굴곡신연 기법(회선 기법), 기기신연추나)
⑥ 2차 바디 스타일 측정

AM#4 좌측 장골능(Lt. Iliac Crest - 골반 좌측면 중 가
장 높이 솟은 지점)
AM#5 우측 슬개골(Rt. Patella - 우측 무릎뼈 정중앙

⑦ 2차 바디 스타일 측정 결과 분석

지점)

⑧ 모든 측정 완료 후 대상자에 대한 이상반응 평가

AM#6 좌측 슬개골(Lt. Patella - 좌측 무릎뼈 정중앙 지점)

⑨ 임상시험 종료

AM#7 우측 거골(Rt. Talus - 우측 거골 앞면 정중앙 지점)
AM#8 좌측 거골(Lt. Talus - 좌측 거골 앞면 정중앙 지점)

3) 기기 사용방법

② 옆면 마커 위치 설정

(1) Body Style

Lateral Marker (이하 LM)#1 유양돌기(Lt. Mastoid Process)
Ⓡ

① 품목명 및 모델명: Body Style

(Model.S-8.0)

② 품목허가번호: 제 3950호

LM#2 견봉돌기(Acromion)
LM#3 견갑골 하각(Scapular Inferior Angle)

Fig. 1. Marking positions of front, lateral and posterior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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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4 후상장골극(PSIS)

깨 넓이로 편안한 상태로 양발을 평행되게 발판에 올린

LM#5 전상장골극(ASIS)

다. 좌우측 어깨-장골능-슬개골-거골과 중앙 기준선을 바

③ 뒷면 마커 위치 설정

탕으로 다각형 넓이 계산하여 좌우측 다각형 넓이를 전체

Posterior Marker (이하 PM)#1 좌측 견갑골 하각(Lt.

100% 기준으로 백분율 처리한다.
결과값: [좌측:] [백분율(%)], [우측:] [백분율(%)]

Superior Inferior Angle)
PM#2 우측 견갑골 하각(Rt. Superior Inferior Angle)

⑥ 견갑골하각 기울기 측정: 뒷면 촬영에서 좌우측 견

(3) 자세 측정

갑골 하각(Scapular Inferior Angle)에 마커(PM#1, PM#2)

① 어깨 기울기 측정: 앞면 촬영에서 좌우측 견봉돌기

를 부착하여 좌우측 견갑골에 대한 높이차 및 경사도를

(Acromion)에 마커(AM#1, AM#2)를 부착 한 후 높이차

비교한다.
결과값: [좌상/우상] [경사각(o)]

및 경사도를 비교한다.
결과값: [좌상/우상] [경사각(o)]

⑦ 경추 기울기: 옆면촬영에서 유양돌기(Mastoid Process)

② 골반 기울기 촬영: 앞면 촬영에서 좌우측 장골능

에 마커(LM#1)를 부착하고 견봉돌기(Acromion)에 마커

(Iliac Crest)에 마커(AM#3, AM#4)를 부착 한 후 높이차

(LM#2)를 부착하여, 견봉돌기를 통과하는 시상면상의 가

및 경사도를 비교한다.

상선과 유양돌기를 잇는 연장선의 사이각 및 편차를 측정
o

결과값: [좌상/우상] [경사각( )]
③ 다리 굴곡 측정: 앞면 촬영에서 좌우측 슬개골

한다.
결과값: [전향/후향] [경사각(o)]

(Patella) 전면 중점에 마커(AM#5, AM#6)를 부착하고, 좌

⑧ 골반 전후 기울기 측정: 옆면 촬영에서 전상장골극

우측 거골(Talus) 전면 중점에도 마커(AM#7, AM#8)를 부

(ASIS)에 마커(LM#5)를 부착하고, 후상장골극(PSIS)에 마

착한다. 어깨 넓이로 편안한 상태로 양발을 평행하게 발

커(LM#4)를 부착하여 후상장골극의 평행선과 전상장골극

판에 올려 거골의 수선과 거골과 슬개골 연장선상의 사이

의 연장선 사이각을 측정한다.

각과 길이를 측정한다.
결과값:
왼다리: [O/X] [경사각(o)]

결과값: [전향/후향] [경사각(o)]
4) 추나치료

오른다리: [O/X] [경사각(o)]

(1) 추나치료 방법

측정방식: 외반슬(X형 다리), 내반슬(O형 다리)

복와위 장골 교정기법 → 척추 굴곡신연 기법(회선 기

④ 다리 길이 차이: 앞면 촬영에서 좌우측 장골능(Iliac

법) → 기기신연추나 순으로 시행한다. 추나 기법의 선정

Crest, 이하 IC)에 마커(AM#3, AM#4)를 부착, 좌우측 슬

은 추나 교과서를 참고하였다3).

개골(Patella) 전면 중점에 마커(AM#5, AM#6)를 부착, 좌

① 복와위 장골 교정기법

우측 거골(Talus) 전면 중점에도 마커(AM#7, AM#8)를 부

장골후방회전변위(후하방장골)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착한다.
어깨 넓이 정도 편안한 상태로 양발을 평행되게 발판
에 올린다. 장골능(IC)-슬개골(Patella)-거골(Talus) 간 거

본 시험에서는 장골의 후상장골극과 대측의 좌골결절을
압박하여 골반을 교정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좌ㆍ우측
8회씩 총 16회를 2번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리를 합산하여 좌우측 합산된 길이의 차이값으로 긴쪽 값

② 척추 굴곡신연 기법(회선 기법)

을 표시한다.

선택적 감압이 가능한 척추 굴곡신연기법으로, 척추 분

결과값: [좌장/우장] [+길이차(mm)]

절마다 손으로 압박을 하며 좌ㆍ우 측굴 기법과 굴곡 전

⑤ 좌우 신체 균형: 앞면 촬영에서 좌우측 견봉돌기

환 기법을 혼합한 형태의 추나치료이다. 요추 5번 분절부

(Acromion)에 마커(AM#1, AM#2)를 부착, 좌우측 장골능

터 요추 2번 분절까지 우측, 중앙, 좌측 각 1회씩 총 12회

(IC)에 마커(AM#3, AM#4)를 부착, 좌우측 슬개골(Patella)

를 2번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전면 중점에 마커(AM#5, AM#6)를 부착, 좌우측 거골

③ 기기신연추나

(Talus) 전면 중점에 마커(AM#7, AM#8)를 부착한다. 어

추나베드의 auto flexion 기능을 이용하여 척추를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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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굴곡신연운동 시켜준다. 본 시험에서는 요ㆍ천추부
에 최대 신전 위치에서 4초간 유지하도록 하여 25회 시행
하였다.

4) 다리 길이
좌측 다리가 길게 나타난 경우가 5명(25%), 우측 다리
가 길게 나타난 경우가 15명(75%)이었다. 평균적으로 우
측이 좌측보다 7.49±10.57(mm) 길게 나타났다.

3.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for Windows (v.20.0)를 이용하여 통

5) 좌우 균형

계처리 하였고, 각 변수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좌측 편향이 17명(85%), 좌우균형이 0명, 우측 편향이 3

deviation, S.D)로 표시하였다. 추나 전 체형 분석 결과는

명(15%)였다. 평균적으로 좌측이 우측보다 4.41±4.88(%)

좌ㆍ우측 편향 비율을 비교하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

크게 나타났다.

산하였고, 추나 전ㆍ후 결과값 차이 분석은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비모수검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시행하여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6) 견갑골하각 기울기
좌측 상방 변위가 4명(20%), 좌우 높이가 같은 경우가
6명(30%), 우측 상방 변위가 10명(50%)으로 나타났다.
평균 우측 상방 변위 1.08±1.86(o)로 나타났다.
7) 경추 기울기

결과»»»

전향 변위가 19명(95%), 수직인 경우가 0명, 후향 변위
o
가 1명(5%)이었다. 평균적으로 전방으로 17.09±12.45( )

1. 추나 전 자세 평가

변위되어 나타났다.

1) 어깨 기울기
어깨 기울기에 있어서는 좌측 상방 변위가 있는 경우

8) 골반 기울기

가 9명(45%), 좌우 높이가 같은 경우는 4명(20%), 우측

전방 회전이 15명(75%), 수평인 경우가 5명(25%), 후

상방 변위가 있는 경우가 7명(35%)이었다. 20명의 평균

방 회전이 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2.39±2.41(o) 전방 회

은 좌측 상방 변위 0.02±1.94(o)로 나타났다.

전되어 나타났다.

2) 골반 기울기

2. 추나 전후 자세 변화 비교

골반 기울기는 좌측 상방 변위가 2명(10%), 좌우 높이
가 같은 경우가 2명(10%), 우측 상방 변위가 16명(80%)
o

이 항목에서 통계는 각각 결과값의 절대값을 사용하여

였다. 20명의 평균은 우측 상방 변위 1.85±1.72( )로 나

분석하였다. 즉, 좌ㆍ우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이상

타났다.

적인 각도(0o)에서 결과값과의 차이에 절대값을 씌워 분

3) 다리 굴곡
좌측 다리의 경우에는 외반슬이 8명(40%), 일직선은 0
명, 내반슬이 12명(60%)이었고, 우측 다리는 외반슬이 10
명(50%), 일직선은 0명, 내반슬이 10명(50%)이었다. 평균
값은 좌측 다리는 내반슬 0.61±2.46(o), 우측다리는 외반
슬 0.43±1.90(o)로 나타났다.

석하였다. 좌ㆍ우 균형 신체 백분율은 양쪽의 차이값에
절대값을 씌워 분석하였다(Table I).
ex) 추나 전 어깨 기울기 좌상 2.0o → 추나 후 어깨
기울기 우상 0.6o일 경우 2.0 → 0.6으로 계산
1) 어깨기울기
어깨 기울기는 추나 전 평균 1.50±1.19에서 추나 후
0.92±0.96로 기울기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0.58±0.87로 나타났다. 20명 중 12명이 각도가 감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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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Comparison of Measurements Before and After Chuna Treatment
Before Chuna

After Chuna

Difference

1.50±1.19
2.01±1.52

0.92±0.96
0.64±0.75

0.58±0.87*
1.38±1.18*

2.03±1.45
1.64±0.98
10.72±7.06
5.77±3.04
1.59±1.43
17.18±12.31
2.39±2.41

1.74±1.40
1.80±1.27
4.43±3.55
5.03±3.01
0.95±1.06
14.08±10.26
1.82±2.85

o

Shoulder height ( )
Pelvic height (o)
Knee angle (o)
Lt.
Rt.
Leg length difference (mm)
Lt. & Rt. balance difference (%)
Scapula Inf. angle (o)
Angle of C-spine (o)
Pelvic inclination (o)

0.30±1.20
−0.16±0.75
6.29±6.46*
0.74±3.39
0.64±1.26
3.10±8.79
0.57±2.52

Values are Mean±S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Wilcoxon’s signed-ranks test (p＜0.05).

명이 각도가 증가, 4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z=−2.545, p＜0.05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 골반기울기

＜0.05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5) 좌우균형
신체 좌우 균형 백분율 차이는 추나 전 5.77±3.04에서

골반 기울기는 추나 전 평균 2.01±1.52에서 추나 후

추나 후 5.03±3.01로 양측 차이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

0.64±0.75로 기울기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는 0.74±3.39로 나타났다. 20명 중 13명이 차이가 감소

1.38±1.18로 나타났다. 20명 중 16명이 각도가 감소, 4

하였고, 6명은 차이가 증가, 1명은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

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z=−3.519, p＜0.05

났다. z=−0.825, p＞0.05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3) 다리굴곡

6) 견갑골기울기
견갑골 하각의 기울기는 추나 전 1.59±1.43에서 추

좌측의 경우에는 추나 전 2.03±1.45에서 추나 후

나 후 0.95±1.06로 기울기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

1.74±1.40로 굴곡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이는 0.64±1.26로 나타났다. 20명 중 11명이 각도가 감

0.30±1.20로 나타났다. 20명 중 10명이 각도가 감소, 8

소했고, 4명이 증가, 5명이 차이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명이 각도가 증가, 2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z=−1.933, p＞0.05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z=−1.094, p＞0.05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신뢰도를 90%로 낮춘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유의한 결과

우측의 경우에는 추나 전 1.64±0.98에서 추나 후
1.80±1.27로 굴곡 각도가 오히려 증가하였고, 평균 차이
는 0.16±0.75이었다. 20명 중 5명이 각도가 감소, 9명이
각도가 증가, 6명은 변화가 없이 나타났고, z=−0.951,
p＞0.05로 역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4) 다리길이
양측 다리길이 차이는 추나 전 10.72±7.06에서 추나
후 4.43±3.55로 양측 차이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6.29±6.46로 나타났다. 20명 중 17명이 차이가 감소하였
고, 3명은 차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z=−3.5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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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7) 경추기울기
경추기울기는 추나 전 17.18±12.31에서 추나 후
14.08±10.26로 기울기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3.10±8.79로 나타났다. 20명 중 12명이 각도가 감소했
고, 8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z=−1.101, p＞
0.05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8) 골반전후기울기
골반 전후 기울기는 추나 전 2.39±2.41에서 추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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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 Comparison of Chuna Treatment Effect according to Posture Pattern
Shoulder
Rt. Sup. (n=7)

Pelvis
Rt. Sup. (n=6)
Lt. Sup. (n=0)
Eq. (n=1)

Lt. Sup. (n=9)

Rt. Sup. (n=8)
Lt. Sup. (n=1)
Eq. (n=0)

Equal (n=4)

Rt. Sup. (n=2)
Lt. Sup. (n=1)
Eq. (n=1)

Variables

B/C

A/C

Difference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Shoulder
Pelvis

1.77±0.89
2.97±1.32
3.80
0
1.51±0.90
2.33±1.53
3.00
0.60
0
0.55±0.78
0
1.00
0
0

1.70±1.02
1.10±1.00
2.70
0
1.25±2.07
0.64±0.56
1.20
0
0
0.55±0.78
0.60
0.90
0
0

0.07±1.17
1.87±1.20*
1.10
0
0.26±1.69
1.69±1.26*
1.80
0.60
0
0
−0.60
0.10
0
0

Values are Mean±SD(o).
B/C: before Chuna treatment, A/C: after Chuna treatmen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Wilcoxon’s signed-ranks test (p＜0.05).

1.82±2.85로 기울기 각도가 감소하였고, 평균 차이는

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매우

0.57±2.52로 나타났다. 20명 중 11명이 각도가 감소, 5

중요하다. 최근 들어 자세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명은 증가, 4명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고, z=−1.319, p

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0.05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런 자세 이상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6).
이상적인 자세는 신체 각 분절들이 수직으로 정렬되고

3. 자세 변위 유형별 추나치료 효과 비교

무게 중심이 모든 관절들의 축을 통과하는 자세를 의미하
는데 후면에서 봤을 때 골격 구조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어깨와 골반 높이를 기준으로 자세를 몇 가지 유형으

좌우 양쪽이 기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좌우 양쪽은 정확

로 나누어 추나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어깨 우측 상방

하게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측면으로 보았을 때 기준선

변위에 골반 우측 상방변위를 겸한 경우와 어깨 좌측 상

은 신체 무게를 앞면 뒷면으로 정확하게 양분한다는 것을

방변위에 어깨 우측 상방변위를 겸한 경우 두 가지 유형

가정하여 외측 복사뼈의 약간 앞, 무릎관절 축의 약간 앞,

에서 골반 기울기 각도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어깨

고관절 축의 약간 뒤, 요추의 추체, 견관절, 경추의 추체,

기울기는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외이도, 관상봉합 정점의 약간 뒤를 통과하여야 한다. 좌ㆍ

았다. 그 외의 유형에서는 n수의 부족으로 비교가 불가능

우 어깨와 골반, 견갑골 등은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

하였다(Table II).

고, 골반은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이 대략 동일 수평면
에 위치하여야 한다. 양측 다리 길이는 같아야 하고, 발
목 중앙과 슬개골의 중심은 동일 수직선 사이에 위치한

고찰»»»
개인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다. 측면의 기준선은 견관절을 지나 귓볼과 일치하고, 목
은 전방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흉추는 완만한 후만,
요추는 완만한 전만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자세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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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세에서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근력만
8)

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측정 대상에게 부담도

이 필요하고, 각 관절에 가해지는 긴장이 최소가 된다 .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의 분석도 쉽고 간편하지만

즉, 올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영위하

3D 영상의 분석을 이용하는 모아레에 비해 일반촬영을

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인체의 구조

통해 2D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밀함은 조금 떨어진다는

와 기능들이 최고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점도 있다.본 연구에서 관찰한 추나 치료 전 오른손잡

7)

이 젊은 남성의 체형 패턴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오

가진다는 의미이다 .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외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른손잡이는 평균적으로 어깨는 좌측 상방 변위, 골반은

이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통증과 더불어 기능의

우측 상방 변위되어 있고, 우측 하지가 좌측보다 길게 나

9)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 장시간 앉거나 서서 반복적인

타났다. 다리 굴곡은 좌측 다리는 평균적으로 내반슬인

동작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세의 이상은 작업의 불

것에 비해 우측 다리는 외반슬에 가깝게 나타났다. 좌우

편함을 야기하며 일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잘못된

균형은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견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동작은 더 심각한 자세의 이상을 야

갑골 하각은 평균적으로 우측으로 상방 변위되어 나타났

기하는 악순환이 된다.

다. 경추는 전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골반도 전방으로

부적절한 인체 각 부분의 정렬은 선천적인 경우가 아
9)

회전되어 나타났다.

니라면 노화, 약화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 , 생활 습관 등

추가적으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

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직업군에서는 일정한 고정

는데, 골반과 어깨 높이의 관계에서 우측 골반 상방 변위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을 위해 인체의 일부 관절이나 근

16명 중 좌측 어깨 상방 변위가 겸해진 경우는 8명, 우측

육, 인대 등만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어깨 상방 변위가 겸해진 경우는 6명, 양측 어깨가 평행

조직들은 피로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강화되는 반면, 이용

인 경우는 2명으로 나타났다. 좌측 골반 상방 변위 2명

되지 않는 조직들은 약화되어 상대적인 불균형이 심화되

중 어깨 좌측 상방 변위와 양측 어깨가 평행한 경우는 각

어진다. 근력의 불균형이 잘못된 자세를 오래 지속하게

각 1명이었다. 골반높이와 하지 길이차이를 분석해 보았

되면 관련 근육과 관절의 비정상 긴장 및 단축을 초래하

을 때, 우측 골반 상방 변위 16명 중 15명이 우측 하지가

게 되고, 이는 유연성의 감소와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이

길게 나타났고, 1명만 좌측 하지가 길게 나타났다. 좌측

10)

어져 연부조직과 뼈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극단적
11)

12)

골반 상방 변위인 2명은 모두 좌측 하지가 길게 나타났

인 경우로 택시기사 와 편측 운동종목 선수 의 신체 정

다. 마지막으로 어깨와 견갑골 하각의 높이를 비교하면

렬상태를 비교한 연구들을 볼 수 있었다.

우측 어깨 상방 변위 7명 중 우측 견갑골하각 상방 변위

Ⓡ

본 연구에서는 Body Style 이란 장비를 통해 자세를

가 나타난 경우는 4명, 평행인 경우는 2명, 좌측 상방 변

관찰 분석하였다. 본 장치는 정해진 신체 부위에 마커를

위가 나타난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났고, 좌측 어깨 상방

부착한 후 싱글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된 체형 및 자세

변위 9명 중 견갑골 하각이 평행인 경우는 4명, 좌측이

의 이미지를 수치화하여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높은 경우가 3명, 우측이 높은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났다.

으로 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다리길이차이,

Kendall의 설명에 의하면 오른손잡이의 측만 패턴은

좌우신체균형, 척추휨, 발타입, 경추기울기, 상체기울기,

좌측 골반 하위, 이로 인한 보상으로 요추 좌측 만곡 및

골반전후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하려는 대상

흉추 우측 만곡, 좌측견갑대의 상방 변위를 나타내고, 왼

에 따라 부착하는 마커의 위치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손잡이인 경우는 이와 반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13). 시험

본 연구에서는 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다리굴곡, 다리길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80%가 우측 골반이 높게 나타났

이차이, 좌우신체균형, 경추기울기, 골반전후 기울기 등만

고, 어깨 높이는 골반만큼 좌측 상방 변위의 비율이 크진

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않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을 볼 수 있었다. 우측

이전에 모아레를 통한 자세 분석 연구는 종종 있었는
데, 모아레는 측정을 위해서는 옷을 탈의해야 하는 반면,
본 장치를 통한 자세 측정은 간편한 의상을 착용한 상태
132 J Korean Med Rehabil 2017;27(3):125-136

골반 상방 변위 16명 중에서도 좌측 어깨 상방 변위를 겸
한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리 길이는 일반적으로 골반 기울기 높이에 따라 기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의 자세분석에 따른 추나치료의 효과

능적 길이에 차이가 나는데, 우측 골반이 높은 경우는 우

다16,17). 오른손잡이가 책상에 앉아 글씨를 쓸 때, 종이를

측 하지가 길고, 좌측 골반이 높은 경우에는 좌측 하지가

비스듬히 돌려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서 상체는 시

길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피험자가 그러했지만 우측 골반

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고 우측 팔을 책상 위에 지탱하는

이 높으면서 좌측 하지가 길게 나타난 경우가 한명 있었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이 위와 같은 결

는데, 골반 높이 기울기나 하지 길이차가 크지 않았기 때

과를 초래할 수 있다7).

문에 측정 상에서 작은 오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혹

경추기울기의 경우에는 경추가 후방으로 기울어진 경

은 다리의 좌우 굴곡 각도 차이 때문에 하지 길이의 차이

우는 1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전방으로 기울어져

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9번 피험자

있었다. 일반적으로 반듯이 선 상태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의 경우 우측 골반이 좌측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선은 견관절과 귓불을 통과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목

o

좌측 무릎이 오른쪽보다 1.0 굴곡 각도가 크게 나타났으

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

며 다리 길이는 왼쪽이 1.8 mm 길게 나타났다.

시간 앉아있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정된

다리 굴곡의 경우에는 좌측 다리는 내반슬로 평균 O형

자세로 서 있을 때 두부의 위치는 최소한의 근육활동에

o

의해 유지되는데, 앉아 있을 때는 머리와 목을 지지하는

o

0.43±1.90 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였

근육의 피로로 지지력이 감소하며 머리와 목이 서서히 앞

을 걸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을 때 우측 다리

으로 나오게 된다18).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책을

가 위로 가도록 꼬는 자세를 많이 하거나 혹은 바닥에 앉

보거나 필기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심한 불균형

을 때 좌측 다리는 양반다리로 우측 다리는 수직으로 세

이 나타날 것이다. 조 등의 연구19)에서 대학생 132명을

워 몸에 가깝게 앉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좌측 대퇴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대상자 50% 이상의 경우에서 경추

는 외회전 되고, 우측 대퇴는 내회전 되기 때문에 이 결

의 전만이 감소된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경추 전만의

과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은 내반슬, 우측은 외반슬로 나

감소도 경추의 전방 경사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0.61±2.46 로 나타난 반면, 우측다리는 외반슬로 X형

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반 기울기에 있어서는 전방회전이 15명, 수평인 경우

좌우 균형은 좌측 편향이 85%이고 우측 편향이 15%로

가 5명이었는데 골반의 전방 회전은 고관절 굴곡근에 의

대부분이 좌측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는데, 오른손잡이가

한 강력한 골반의 전방 회전을 상쇄할 수 있는 복직근 힘

평소에 물건을 오른손으로 드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

의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20). 복근은 운동이 부족한 현

다. 개인마다 습관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른손으로 물건을

대인들에게 쉽게 약화가 나타나는 근육이다. 또한 의자에

들고 서있거나 걷는다고 생각하면 좌측 대퇴근막장근이

앉을 때 상체를 꼿꼿이 앞으로 뺀 채 앉는 자세를 바른 자

나 중둔근, 소둔근 같은 좌측 고관절 외전근육에 수축이

세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요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이 오래 되면 근육의 단축이

추의 과전만과 함께 골반의 전방회전이 심해질 수 있다7).

일어나면서 좌우측 골반 높이와 하지 길이에 차이가 발생

본 연구에서는 체형 변위의 정형을 목적으로 요천추

하게 되고, 무게중심이 좌측 다리에 더 쏠리게 된다. 여

및 장골부위에 복와위 장골 교정기법 및 척추 굴곡신연

기에 보상작용으로 요추가 좌측으로 굴곡 변위되면서 좌

기법(회선기법), 기기신연추나 등을 시행하였다. 골반의

14,15)

우 균형이 왼쪽으로 더 편향될 것으로 보인다

.

변위가 만성적인 자세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21) 골반

어깨높이는 좌측 상방 변위가 많은 반면 견갑골 하각

불균형은 대퇴 골두의 높이의 변화로 이어져 하지 길이차

의 높이는 우측 상방 변위가 더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를 유발하며, 골반과 함께 척추의 불균형 상태가 동반되

견갑골의 회선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측 견갑

면 운동능력을 제한하며 근육 등의 연부조직을 긴장시켜

대에서 견쇄관절(AC joint)을 축으로 견갑골의 회선이 나

인체에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2). 예로 장골이 전방

타날 수가 있는데, 견봉의 높이는 척추의 보상작용에 의

회전변위가 되면 고관절 굴곡현상이 발생하며, 요추의 전

해 좌측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견갑골의 하각의 높이는 우

만이 더 심해진다. 반대로 장골이 후방회전변위가 되면

측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견갑골의 상방 회전에는 상ㆍ

고관절이 신전되며, 요추의 전만이 감소된다. 좌ㆍ우 골

하부 승모근과 전거근이 짝힘을 형성하며 작용을 하게 된

반경사에서는 한쪽 고관절이 다른 쪽보다 더 높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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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척추는 골반이 낮은 쪽이 볼록해지도록 휘게 되고,

변화를 볼 수 있었고 p값 또한 훨씬 작게 나타났

고관절이 높은 쪽의 어깨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적

다.(p=0.28＜p=1.00) 표본수가 늘어나면 더 뚜렷한 차이

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좌ㆍ우 골반경사

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Kendall

7)

를 교정하면 어깨도 교정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

이 말한 오른손잡이의 전형적인 체형에서 요추부 및 골반

척추 굴곡신연기법(회선기법) 및 기기신연추나는 척추

교정 추나요법으로 어깨 높이 교정이 더 잘 이루어지며,

의 굴곡신연기법을 이용하였고, 복와위 장골 교정기법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깨 높이 교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서는 장골 후방회전변위(후하방장골) 교정법을 이용하였

다른 추나요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골반 좌ㆍ우 경사와 요추부의 교정이 다리 길이 및

본 연구는 표본수가 20명으로 많지 않고, 자세 측정이

어깨와 견갑골의 높이 뿐 아니라 전체적인 좌우균형이나

수동적으로 마커를 부착해 외형 관찰로만 이루어지는 것

골반 경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이에 따라 경추부

이기 때문에 오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상

만곡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치료방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나 치료 전 후 자세 변화는 호전도 비교를 위해 측정

개개인의 체형 특성에 맞춘 추나치료를 시행할 수 없었고

치의 방향에 상관없이 절대값을 취하였고, 정규분포를 따

1회 추나치료의 단기 효과밖에 볼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

르지 않아 t-test가 아닌 Wilcoxon’s signed-ranks test를

진다. 하지만 이번 예비연구를 통해 오른손잡이의 특징적

시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리굴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

자세와 추나치료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자세

든 변수에서 호전을 보였지만 어깨기울기, 골반기울기,

패턴에 따라 추나치료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다리길이차이에서만 p＜0.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추

얻을 수 있었다.

및 골반부에 시행한 상기 추나치료가 골반 교정에는 직접

향후 더 많은 표본과 설문지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

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 변화가 어깨기울기와 다리길이에

로 연구가 진행되어 자세이상의 원인 및 패턴별 효과적인

도 교정의 효과를 보일만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외의

추나치료 방법 등이 정립이 된다면 환자가 자세의 변위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단과 교정치료에 큰 도움이 될

본수가 20명으로 적고 1회 추나치료로만 효과를 비교했

것이라고 본다.

었기 때문에 아쉽다. 표본수를 늘리고 꾸준한 추나치료
후 비교를 하였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무릎의 굴곡은 골반과 대퇴골 사이의 고관절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관절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
정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2016년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2주일간 원광대

또한 어깨 좌ㆍ우 상방변위와 골반 좌ㆍ우 상방변위에

학교 광주 한방병원에서 만 19∼39세 오른손잡이 남성

따라 패턴을 몇 가지로 나눈 후 패턴별 추나치료의 효과

20명을 대상으로, Body Style 검사상 어깨 기울기, 골반

에 대해 분석하였다. 어깨 우측 상방변위에 골반 우측 상

기울기, 다리 굴곡, 다리 길이, 좌우 균형, 견갑골 하각

방변위를 겸한 경우, 어깨 좌측 상방변위에 골반 우측 상

기울기, 경추 기울기,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시험 과

방변위를 겸한 경우, 어깨 평형에 골반 우측 상방변위를

정 중 1회의 추나치료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

겸한 경우 세 가지 패턴이 n≥2를 만족했으나, 어깨 평형

은 결과를 얻었다.

에 골반 우측 상방변위를 겸한 경우는 각각 추나 전후 평
균 및 표준편차가 같았으므로 배제하고 두 가지 패턴만

1. 어깨 기울기는 평균적으로 좌측이 우측보다 0.02±
1.94o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할 수 있었다. 두 가지 패턴 모두 골반 기울기에서는

2. 골반 기울기 및 견갑골 하각의 평균적인 기울기는

각도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나 어깨 기울기에서는 유효

우측이 좌측보다 각각 1.85±1.72o, 1.08±1.86o 높은 것

하지 못했다. 다만 어깨 우측 상방변위에 골반 우측 상방

으로 나타났다.

변위를 겸한 패턴에 비해 어깨 좌측 상방변위에 골반 우
측 상방변위를 겸한 패턴이 어깨기울기에 있어서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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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리 길이는 평균적으로 우측이 좌측보다 7.49±
10.57 mm 길게 나타났다.

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의 자세분석에 따른 추나치료의 효과

4. 신체 좌우 균형은 평균적으로 좌측 편향이었으며 좌
측이 우측보다 4.41±4.88% 크게 나타났다.
5. 다리 굴곡은 좌측 다리는 O형 다리가 더 많아 평균
O형 0.61±2.46o로 나타났고, 우측 다리는 O형과 X형이
동률이었으나 평균 X형 0.43±1.90o로 나타났다.
6. 경추 기울기 및 골반 전후 기울기는 대부분 전향 변
위 혹은 전방 회전되어 있었으며 평균 각도는 각각
17.09±12.45o와 2.39±2.41o로 나타났다.
7. 골반 및 요추부 추나 치료 후 어깨 기울기, 골반 기
울기, 다리 길이에 있어서 유효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
었다(p＜0.05).
8. 오른손잡이의 전형적인 체형(좌측 어깨 상방변위에
우측 골반 상방변위를 겸한 경우)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깨 기울기가 요추 및 골반부 교정 추나요법에 더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오른손잡이의 특유의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좌ㆍ우 자세의 불균형에 좌ㆍ우 골반경사를 교정하면 어
깨도 교정된다는 이론에 따라 요추 및 장골부에 추나 치
료를 시행하였고, 골반 기울기 각도의 유의한 감소와 오
른손잡이의 전형적인 체형에서의 어깨 기울기 감소를 볼
수 있었다. 환자의 자세 변위에 추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개인의 체형 특성에
따른 진단과 추나 치료 시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
다. 보다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보다 더 많은 표본의 연
구와 오른손잡이의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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