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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biomechanical variables of the lumbar 
spine for women who enjoy recreational exercises regularly,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se variables. These variables were determined by the X -ray 
pictures of the lumbar area of 80 housewives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t the Y Hospital from October 1997 to March 1998.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the sacrohorizontal angle, the lumbosacral joint angle, and the lumbar lordotic 
angle were analysed. The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p<O.Ol) , the sacrohorizontal angle (p<0.05) and the lumbar lordotic 
angle (p<0.05) between the bilateral and the unilateral exercise group. 2) With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the sacrohorizontal angle, the lumbosacral joint angle and the 
lumbar lordotic angl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and 
the sacrohorizontal angle (p<O.Ol),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and the lumbosacral joint 
angle (p<0.05) ,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and the lumbar lordotic angle (p<0.05)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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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crohorizontal angle and the lumbosacral joint angle (p<O.Oll. 3) In the bilateral 
exercise group,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correlated with age (p<O.Oll. The 
sacrohorizontal angle correlated with age (p<O:01) and exercìse time (p<o.on The 
lumbar lordotic angle correlated with age (p<O.05) and exercise duration (p<O.05). In the 
unilateral exercise group, the sacral inclination angle correlated with age (p<O.Ol), while 
the sacrohorizontal angle correlated with age (p<O.01) and exercise duration (p<O.05). 
The lumbar lordotic angle correlated with age (p<O.05) 

Key Words: Recreational exercise: Lumbar spine: Biomechanics: X-ray. 

1 . 서론 

1. 연구의 펼요성 및 연구의 목적 

기계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인간생활에 

있어 긴장감으로 인한 무력감은 날로 증가하 

는 반면， 운동이나 신체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동부족에서 오는 신체적인 

부작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충이 아닐 수 

없다(한재진 등， 1987) 이에 따라 신체적인 

퇴행현상을 방지하고 신체 전반의 건강상태 

를 증진시키기 위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운 

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운동의 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운동 

을 일사 적으로 한두번 수행하는 것보다는 오 

랜 기간 꾸준히， 규칙적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운동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운동수행에 적합한 조건으로 인체능력이 형 

성되는데， 이것플 인체가 갖는 운동에 대한 

적응성이라고 한다. 적응이라 함은 생체가 새 

로운 환경에 빈응하는 생리적 현상을 뜻하며， 

여기에눈 일시적인 적응과 영구적인 적응이 

있다(Morris와 Hardmar, 1997). 운동을 하였 
올 때 맥박수가 증가되고 척추주변의 근육， 

인대와 같은 연부조직뜰이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생리적 현상은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 

인 적응현상이다. 한편， 오랜 기간 반복적으 

로 운동을 시행하면 처음보다 맥박수가 다소 

안정화되고， 척추부 근육들의 근력과 근지구 

력이 증가하여 움직임이 유연해지는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운동을 규칙 적으로 

오랜 기간 시행하여야만 기대할 수 있는 현 

상으로， 이를 영구적 적응현상이라고 한다 

(Steinhaus, 1933). 따라서 반복 적 이 고 규 칙 적 

인 여가성 운동은 선체의 적응능력을 이용하 

여 계획적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 

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동의 

효과는 인체의 영구적 적응현상을 의미한다 

(김성수와 권양기， 1986). 

여가성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 서로 다 

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Kuprian (1981)은 

대부분의 운통이 좌 • 우 대칭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요추부의 기능 향상과 움직임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나 Dwyer 

(1987)는 전방굴곡과 섬한 후굴모양으로 행해 

지는 여가성 운동은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를 유발하여 요추부의 이상이 초래될 수 있 

다고 하였다. 반면에 Nutter(1988l는 여 가성 

운동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척추에 무리를 

가져 올 만큼 높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으며， 

운동자체가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사키는 

동작이 많으므로 요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균 

등하게 조절되어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고 하였다. 또한 왕진만(1986)은 수영， 달리 

기， 조깅， 자전거타기， 스키 등의 운동은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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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장완화에 효과적이어서 척추에 가해지 

는 부하를 김해주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여가성 운동파 트레 

이닝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체지 

방율， 심혈관 능력， 폐활량 등 생리학적인 기 

능과 심폐기능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즉， 성인병의 예방을 위해 비만도를 낮추거 

나， 혹은 전반적인 신체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 

다. 그러나 체간을 형성하고 움직임을 조절하 

는 측면에서， 여가성 운동이 근골격계에 미치 

는 영향이라둔가， 흑은 척추에 주어지는 역학 

적 변화에 중점음 두고 시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규칙적인 

여가성 운동이， 신체를 지탱하고 신체의 전반 

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요추부의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뜰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이룹 토대로 여가성 운동의 당위 

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신체와 바람직한 신체 

적성을 위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천추경사각(sacral inclination): 천추경 

사각은 사상변에서 천추(sacrum)가 수 

직면과 어떠 한 관계로 놓여져 있는 

가를 나타낸다 

나. 요천관점각Oumbosacral angle): 요천관 

전각은 다섯 번째 요추체와 첫번째 천 

추체의 전 후축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다. 천추수평각(sacrohorizontal angle): 천 

추수평 각은 첫 번째 천추 추체 (sacral 

body)의 상 연이 수평면과 어떤 관계 

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천추각 

이라고도 볼린다. 

라. 요추 전 만각Oumbar lordotic angle): 요 
추전만각은 첫 번째 요추의 상연과 다 

섯 번째 요 추의 상연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도로 시상변에서의 요추 만곡 

도륜 나타낸다. 

마. 여가성 운동: 여가성 운동은 규칙적으 

로， 꾸준히 시행되어 온， 산책， 등산， 조 

깅， 배드민턴， 테니스 등 여가적인 의 

미로 행해지는 비부하성 유산소운동으 

로 정의한다. 산책， 등산， 조깅， 줄넘기 

등과 같이 신체가 좌 • 우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양측성 운동이라 할 

것이며，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골프 

등과 같이 신체의 한쪽만을 주로 사용 

하는 운동을 편측성 운동이라 할 것이 

다. 

n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서울의 Y병원 재활의 학과에 외 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20대， 30대， 40대， 50대 

주부 각각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요추부에 영향음 줄만한 선체적 원인흘 

가진 사람， 혹은 요추만곡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포함 

시키지 않았으며， 연령에 의한 요추부의 퇴행 

성 변화가 올 수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5세에서 59세까지로 평균 연령 

은 41.8세이었다 운동형태별로는 양측성 운 

동군 40명， 편측성 운동군 40명이었고， 운동 

시간은 한번 운동시 1시간 이내가 16명 

(20.0%) , 1-2시간이 41명 (51.3%)， 2시간 이 

상이 23명 (28.7%)이었다‘ 운동빈도는 주당 

2-3회 가 18명 (22.5%), 4-5회 가 37명 

(46.2%), 6-7회가 25명 (31.3%)이였으며， 운 

동기간은 3년 이하가 24명 (30.0%) ， 3-6년이 

23명 (28.8%) ， 6년 이상이 33명 (41.2%)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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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바 」져 「 트 기서 。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운동시간 1시간/회 이내 

1-2 시간/회 

2시간/회 이상 

운동빈도 2-3 회/주 

4-5 회/주 

6-7 회/주 
운동기간 3년 이하 

3-6년 

6년 이상 

계 

2. 연구도구 

연령， 운동형태，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 

기간 등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는 외래 진료기록지른 참고하여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요추부의 역학적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기를 이용 

하여 요추부의 측면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 

다. 방사선 촬영은 연구대상자들을 다리와 몸 

통이 직선 상태가 되도록 기립시키고， 상지를 

직각으로 거상시켜 전방의 고정봉에 휴식상 

태로 놓고， 시 션은 전방을 향하게 한 상태에 

서 X 선관음 카세트에서 1.5 m 거리에 두고 

촬영하였다. 촬영된 방사선 필름을 이용하여 

전추경사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 등은 

Wiltse와 Winter0983l의 방법 으로， 요추수평 

각은 Ferguson(949)의 방법 으로， 컴 퓨터 프 

(N = 80) 

대상자수(명) 백분율(%) 

20 25.0 

20 25.0 

20 25.0 

20 25.0 

16 20.0 

41 51.3 

23 28.7 

18 22.5 

37 46.2 

25 31.3 

24 30.0 
23 28.8 
33 41.2 

80 100.0 

로그램화된 전자각도계<EV AL Solo System 

TM)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측정방법 

가. 천추경사각(sacral inc1ination) 
천추경사각은 기 립시 골반경사를 나타내 

는 각도로서， 첫 번째 천추의 후연을 따라 

그은 션과 수직션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 

였다(그림 1). 

나. 요천관절각Oumbosacral angle) 

요천관절각은 다섯 번째 요추의 하연을 

따라 그은 선과 첫 번째 전추의 상연을 따 

라 그은 선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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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추경사각 

다. 천추수평 각 (sacrohorizontal angle) 

천추수평 각은 첫 번째 천추 추체 (sacral 

body)의 상연을 따라 그은 션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였다.(그림 3). 

라 요추전만각Oumbar lordotic angle) 
첫 번째 요추의 상연음 따라 션을 그은 

수평선 

그렴 3. 천추수평각 

- 27 -

그렴 2. 요천관절각 

다음， 이 선에 수직이 되는 션을 긋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추의 상연을 따라 션 

을 그은 다음， 이선에 수직이 되는 션을 긋 

는다. 요추전만각은 이 두 수직선이 이루 

는 각도로 측정하였다(그림 4). 

、ζ고 

그렴 4. 요추전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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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볍 

양측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군 사이에 천 

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 

각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이들 평균차에 대해 r검정을 사용하였다. 

연령，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사이의 

관련성과 천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 

각， 요추전만각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하기 위 

하여 피어슨 적률 상관볍을 이용한 분석을 

하였다. 운동형태별 연령， 운동시간， 운동빈 

도， 운동기간과 천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 

관절각， 요추전만각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하 

기 워하여 피어슨 적률 상관법을 이용한 분 

석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 분석은 

SPSS/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ersonal computer +)통 계 처 리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0.05로 하 

였다 

m. 결과 

1. 운동형태별 요추부 각도의 변화 

운동형태에 따른 요추부 각도플 비교한 결 

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각도는 

천추경사각， 천추수평 각， 요추전만각으로 편 

측성 운동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추경사각 

은 양측성 운동꾼이 37.07 :t 4.45 0 

, 편측성 운 

동군이 41.07 :t 4.64。 으며， 천추수평 각은 양측 

성 운동군이 33.70 :t 4.42
0 

, 편측성 운동군이 

36.55 :t 5.37。 로 양측성 운동군에서 보다 편 

측성 운동군에서 약간 크게 나타났다. 요추전 

만각은 양측성 운동군에 서 32.45 :t 4.85 。 ’ 편 

측성 운동군에서 35.13 :t 4.83 。 로 편측성 운 

동군에서 크게 나타났다. 요천관절각은 양측 

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군의 각도가 18.31 :t 

5.68 0 

, 17.00 :t 6.24。 로 양측성 운동군에서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표 2). 

2. 천추경사각， 천추수명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 사이의 상관관계 

천추경사각과 천추수평각 사이의 상관계수 

는 0.67로 높은 상관성 을 보였다(p<O.Ou. 천 

추경사각과 요천관절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두 변인간에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추경사각과 요추전만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0.23으로 두 변인간에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천추수평각과 

요천관절각 사이 의 상관계수는 0.44로 두 변 

인간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 

추수평각과 요추전만각 사이의 상관계수는 

0.14로 두 변인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천관절각과 요추전만각 사이의 상 

관계수는 ←0.14로 두 변인간에 상관성이 없 

었다(표 3). 

표 2. 운동형태에 따른 요추부 각도의 관련성 비교 

요추부 각도 

천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 

"p< 0.05 '-,* p< 0.01 

운동형태 

양측성 

37.07 :t 4.45 

33.70 :t4.42 

18.13 :t 5.68 

32.45 :t 4.85 

- 28 

편측성 
t 값 

41.07 :t 4.64 3.94*‘ 

36.55 :t 5.37 2.59* 

17.00 :t6.24 -0.84 

35.13 :t4.8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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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천추정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 사이의 관련성 비교 

구분 천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 

천추경사각 1.00 0.67** 0.23‘ 0.23* 
천추수평각 0.67"* 1.00 0.44** 0.14 
요천관절각 0.23 0.44’* 1.00 0.l4 
요추전만각 0.23 0.14 -0.14 1.00 

’ p<0.05' p<O.01 

3. 운동형태별 요추부 각도에 관련된 요언 

가. 양측성 운동군 

연령과 요추부 각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각이 0.44로 상관성을 보였으며 (p 

<0.01), 또한 천추수평 각이 0.45로 상관성 

을 보였다(p<O.01). 요천관절각과의 상관계 

수는 0.1 1로 상관성 이 없었으나， 요추전만 

각은 0.33으로 상판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운동시 깐과 요추부 각도 사 

이 의 상관계수는 천추경 사각이 0.06으로 

상관성이 없였으며， 천추수평각이 0.32로 

상관성이 있었다(p<0.05). 요천관절각과의 

상관계수는 0.04, 요추전만각과의 상관계수 

는 0.10으보 상관성 이 없었다. 운동빈도와 

요추부 각도와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각이 

• 0.03, 천추수평 각이 0.10, 요천관절각이 

-0.06, 요추전만각이 -0.04로 운동빈도와 

상관성이 있는 변인은 없었다. 운동기간과 

요추부 각도와 상관계수는 천추정사각이 

-0.02, 전추수평각이 0.14, 요천관절각이 

0.05로 상관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추전만각과의 상관계수는 0.32로 요추 

전만각만이 운동기간과 상관성을 보였다 

(p<0:05)(표 4). 

나. 편측성 운동군 

연령과 요추부 각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각과 천추수평각이 각각 0.56, 

0.45로 상관성을 보였다(p<O.01). 요천관절 

각과의 상관계수는 0.21로 상관성이 없었 

으나， 요추 전만각은 0.37으로 상관성 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운동시 간과 

요추부 각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 

각이 0.19, 천추수평각이 0.03, 요천관절각 

이 0.20, 요추전만각이 0.11로 운동시간과 

상관성 이 있는 변인은 없었다. 운동빈도와 

요추부 각도와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각이 

-0.26, 천추수평각이 0.07, 요천관절각이 

-0.09, 요추전만각이 -0.10으로 운동빈도와 

상관성 이 있는 변인은 없었다. 운동기 간과 

요추부 각도와의 상관계수는 천추경사각이 

0.29로 상관성이 없었으나， 천추수평각이 

0.34로 약한 상관성 이 있었다(p<0.05). 요 

천관절각과의 상관계수는 0.03, 요추전만각 

과의 상관계수는 0.07로 운동기 간과 상관 

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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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과 요추부 각도와의 관계 

연령 운동시간 운동반도 운동기간 
0.44석 0.06 -0.03 -0.02 
0.45'''' -0.32* 0.10 0.14 
0.11 0.04 -0.06 0.05 
0.33 0.10 -0.0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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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편측성 운동군의 연령，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과 요추부 각도와의 상관관계 

구분 연령 운동시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천추경사각 0.56 0.19 -0.26 0.29 
천추수평 각 0.45** -0.03 0.07 0.34" 
요전관절각 0.21 0.20 -0.09 0.03 
요추 전 만각 0.37* 0.11 -0.10 0.07 

p<0.05 ’ p<O.Ol 

N. 고찰 

척추만곡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 

난다. 척추만곡은 호흡 및 소화기능의 정상적 

인 수행에도 필수적이다. 만곡의 변화정도가 

정미한 경우 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 

곡도가 증가되면 요통， 호흡 및 소화기능의 

장애가 발생되며， 상체의 무게가 비정상적으 

로 배분되면서 역학적 문제가 발생하여 신체 

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정덕환 등， 

1997l. 

양측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꾼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천추경사 

각(p<O.0 1)， 천추수평 각(p<O.05l ， 요추전만각 

(p<O.05)으로， 편측성 운동군에서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전추경 사각은 양측성 운동군이 

37.07 :t 4.45' , 편측성 운동군이 41.07 :t 4.64。

였으며， 천추수평각은 양측성 운동군이 33.70 
:t 4.42' , 편측성 운동군이 36.55 土 5.37。 였다. 

이 결과뜰은 유동명 등(981)， Fernand와 

Fox(985)가 제시한 천추경사각과 천추수평 

각의 정상범위안에 모두 포함되었다. 하철수 

(1997)뉴 양측성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에 

비 해 편측성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에 서 천 

추수평 각이 유의 하게 높았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 서 도 양측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군 

의 각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편측성 운동자체가 아래 요추부 

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천추부에 변형 

이 발생되어， 편측성 운동군이 양측성 운동군 

보다 각도가 커진 것으로 보여진다. 요추전만 

각은 양측성 운동군에 서 32.45 :t 4.85。 ’ 편측 

성 운동군에 서 35.13 :t 4.83 。 로 Farfan 등 

(972) , Stagnara 등(1982) ， Robert와 Daniel 

(1985)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상범위에 

포함되었다.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가 나는 것 (p<0.05)은 규칙적으로 수 

행되어지는 운동의 형태에 따라 요추부의 유 

연성과 연부조직의 활성정도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사료된다 즉， 신체의 어느 한쪽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은 한쪽 근육군의 

수축이 요구되므로， 척추의 양측에 위치하는 

척추 주위근육의 힘이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 근육이 계속 긴장을 유지하게 되어 척 

추의 변형이 잘 발생한다(이혜희， 1992l. 요천 

관절각은 양측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군의 

각도가 18.31 :t 5.68' , 17.00 :t 6.24 。 로 양측성 

운동군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Wiltse와 Winter 
(983)는 요천관절각이 요추부의 퇴 행성 변화 

가 있을 때 10。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고 하 

였는데， 이 연구에서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의 형 태가 요추부 

의 퇴 행성 변화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천추경사각과 천추수평각은 매우 높은 상 

관성을 보였는데 (p<O.Ol) ， 이는 천추의 형태 

상 수직선상의 위치와 수평선상의 위치가 높 

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천추경사각과 요천관절각(p<O.05) ， 그리 고 

천추경사각과 요추전만각(p<O.05) 이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추부의 상 

- 30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6권 저11호 

KAUTPT Vo1. 6 No , 1 1999 

태가 요추부의 연부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요추부에 변형이 초래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천추수평각과 요천관절각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O，01) ， 천추수평각 

과 요추전만각은 상관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요천관철각과 요추전만각도 상관 

성이 없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규칙적으로 지속되는 선체활동으로 인해， 척 

주의 가장 아래 부분인， 천추부에 변형이 발 

생하고， 이에 대한 신체의 보상작용으로 요추 

부의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재윤 

등(1994)은 양측성 운동을 계속하여 온 사람 

들보다 편측성 운동을 계속하여 온 사람들이 

운동의 특성상 적주의 병적 증서}가 더 많이 

나타나므로 근육의 충분한 발달을 가져올 수 

었는 선체훈련이 필요하며， 일정한 자세와 움 

직임을 너무 오래 지속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여야 편측성 운 

동으로 인한 척추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측성 운동군에서， 연령은 천추경사각 

(p<O,01) , 천추수평 각(p<O，Oll ， 요추전만각 

(p<O，05)과 상관성이 있었다. 운동시간은 천 

추수평각과 상관성이 었었으나(p<O， 05 )， 운동 

빈도와 상관성 이 있는 변인은 없었다. 운동기 

간은 요추전반각과 상관성을 보였다(p<O ，05)' 

편측성 운동꾼에서， 연령은 천추경사각 

(p<O,01), 천추수평 각(p<O，Oll ， 요추전만각 

(p<O，05)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요천관절각과 

는 상관성 이 없었다. 운동시 간과 운동빈도는 

상관성이 있는F 변인이 없었으나， 운동기간은 

천추수평각과 상관성이 있었다(p<O，05) ， 

Mellin( 1987)과 Pope 등(1985)은 연령 이 요추 

부 만곡변화와 관계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연령이 요추부 각도에 가장 관계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요추부 

각도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 쳐 요추만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시간이나 

운동빈도보다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 

동의 기 간이 요추부 만곡변화와 더 많은 관 

계가 었는 것으포 사료된다. 

요추전만은 주로 요추부의 결합조직과 근 

육들의 작용으로 유지 된다. 복부와 등쪽의 결 

합조직과 근육들이 약해지면 요추의 역학적 

상태가 변화되어 자세 이상이 나타난다 요추 

부에 전만증이 있으면 신체의 무게중심이 앞 

으로 이동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흉추 

부 후만곡이 증가하게 된다. 요추부 전만이 

지속됨에 따라 척추주위끈의 견장도가 높아 

져 요부손상의 우려가 높아진다(나영무 등， 

1996), 요추의 전만도가 증가되면 요추부에 

많은 부하가 초래되기 때문에 요통은 전만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추전만각이 증가되 

면 추간판과 후관절에 전단력 이 증가되 고， 하 

요추부에 회전력이 증가되며， 관절낭과 인대 

에 유연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요추부의 역학 

적 상태가- 변화되고 주어지는 부하가 증가되 

므로 요통이 유발된다(Mellin， 1987) , 특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과도 

한 허리 운동， 즉 척추의 과신전 및 굴전시에 

가해지는 급작스런 회전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요추부에 피로골절이 발생하여 요 

추부 통증이 나타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과 

학연구소， 1983; 하권익 등， 1983) 

요추부 자세이상은 일상생활중에 높은 부 

하를 초래하여 요추부 손상을 가져올 수 있 

으므로 신체의 협응과 자세를 조절하여 교정 

할 수 있는 운동프로램이 필요하다 

(Magnusson 등， 1996). 지 속적 인 운동으로 

인한 척추 변형상태는 척주의 통증과 멸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생활습관과 오래동안 

계속된 운동형태로 인한 것이므로 척주교정 

및 치료가 가능하다(하철수， 1997). 좌우대 칭 

적이고 규칙적이며 율동적인 신체활동은 자 

세를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켜 요추부 

의 균형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양측성 운동은 신체 

를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고， 요추부 주변 결합 

조직과 관육들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자세를 

향상시키며， 요추부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김 상국 등， 1995; W iIliford 등， 1986). 요추 전 

만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적 운동과 바른 

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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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교육을 통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요통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안방환 등 

1995).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수행함에 있 

어서 적어도 9개월 정도 지속하여야만 운동 

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DiNubile， 1997). 

운동시간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포함해서 

30-40분 가량이 적당하며， 일주엘에 3-5회 

정도하는 것이 좋다(A. C. S. M. , 1978). 그 

러나 요추부를 포함한 근골격계의 기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운동정도， 즉 운동강도， 운동 

시간‘ 운동빈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만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펼요할 것이다. 그리고 요추의 해부 및 생체 

역학적 관점에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여가성 운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요추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증진시 

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동작에서 오는 신체이상을 예측하 

여 신체부상을 예방하고， 신체를 보호하여 최 

상의 건강상태룹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펼요 

할 것이다. 

v. 결론 

2. 천추경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 
추전만각 사이에는 천추경사각과 천추수 

평각(p<O.Ol)， 천추경사각과 요천관절각 

(p<O.05), 천추경사각과 요추전만각 

(p<O.05) , 천추수평각과 요천관절각 

(p<O.Oll이 상관관계 가 있었다. 

3. 양측성 운동군에서， 천추경사각은 연령 
과 상관관계가 있었고(p<O.Ol)， 천추수평 

각은 연령 (p<O.Oll ， 운동시간(p<0.05)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추전만각은 연 

령 (p<O.05l ， 운동기간(p<O.05l과 상관관 

계가 있었다. 편측성 운동군에서， 천추경 

사각은 연령 (p<O.Oll과 상관관계가 있었 

고， 천추수평각은 연령 (p<O.OU ， 운동기 

간(p<0.05l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추 

전만각은 연령 (p<0.05l과 상관관계가 있 

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규칙적이고 지 

속적인 여가성 운동을 시행함에 있어 편측성 

운동군이 양측성 운동군보다 요추부의 전만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추부 

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역학적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편측성 운동보다 양측성 운 

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끈곧 

격계의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여가성 운동 

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 

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 및 운동정도 등에 관계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가성 운동의 형태와 

운동의 정도에 따른 요추부의 역학적 변화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언 

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운동형태 

에 따른 요추부 각도의 차이와 연령 운동시 인용문헌 
간， 운동빈도， 운동기간 등의 요인이 천추경 

사각， 천추수평각， 요천관절각， 요추전만각에 김상국， 김시덕， 김영수 등. 운동과 건강. 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미디어， 1995. 

1. 운동형 태에 따른 요추부 각도를 비교한 김성수， 권양기. 트레이닝 효과에 관한 스포 

결과 양측성 운동군과 편측성 운동군은 츠 의학적 연구. 대한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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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전만각(p<0.05l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영무， 강성웅， 배하석 둥. 요통환자의 척추 

있었다. 만곡의 분석. 대한재활의학회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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