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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유연성 운동이 척추측반증 환자의 예활량파 흉곽 

확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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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Þ;tives ct 띠s study were to investigate tæ elfects 01 tlMacic &l xi찌@ 

exer이se 00 cæst luoction 이>d mol::ility 잉>d to ]Xovicle thι information 01 ]llysical 
tæraw Icr reb mts with 여b~σric scolio히， ，α ty female subÞ;ts wi>o W3re 
d 總 with scoliæis 어rticiret엉 m ，야 study a여 W3re divided into the 
'"∞rirænt피 a여 control gj이Jj::6， 1•c>l exrenπC>lntal gj얘 쩌sted ct 20 ιB.tlents wi>o 
、i'i"ere treated with tlMacic lle씨ility exercise ]XOgjam during tæ actnissioo (1 0 days) 
and ooe παth after dischar~ε Tæ contrcl. gj씨p cctlS isted ct 20 ιB.tients 、"，1>0 W3re 
oot treat엉 、Rith thoraιic flexitility exerιlS e ]XOgjam 이tal ca jl\city W3S π.，asured 

lliι19 a reswo lYleter , Tæ cæst eX jl\nsioo W3re calω빼d using diftereoces ct cæst 
이I때ereoce l::etW38n rraximum ins]iration and maximum ex]iration π&이엉 under 
"mμts ， at tæ juoctioo l::etw앤， iliι sternum and xYJlrid ]X∞εs ， and at thι waist 
M 의Jbiects 、'i"8re lYleasured two tiπ1eS: l::elore tæ adrrissioo and at cre m::tι， ，fuι 

discharge , D3.ta W3re ∞mpHed by gjOU j::6 using inæpmænt t-test 이에 "00이tyan셔 
chest ex어nslOO v꾀æs (tæ 잉πl]it ， cæst 잉>d waist val•æs) W3re signifbmtly highar 
Icr tæ exrerirrant꾀 g이Jp cCtn]Wed to those ct tæ cootrcl. gjOUp (p<떠)， Tæ 
lindings ct this st여y 야-.ow that thorocic flexi l::i.lity exer이se ]XOgjam can lead to an 
iocrease in vit꾀 caj:B.city and cæst ex어nsioo and has a ]Xιsitive eft‘lCts in rellevν、g
sym]tcms and rεtoring thcracic n-.ol::tlity 

K "l' Word!;:: a.,.\ mobility; P써 theraw &olic<;‘ Tmrocic fuEi • 

b 띠.y .~"rc""， 이미 CJ.1'"öty 

l 서혼 

적추 ‘’인증 (sccl.iosis )응 적추" 정중앙의 

‘§으호'" ‘§탕으호 연쩌되고 외선 이 밀어 

'"늠 연얻으호서 근i걱1의 성장이 *리 진 

앤되는 정소연?에 기장 잉이 나타냥다 

(Skaggs2( Bassett, 1997) 이는 외형상의 기 

영훈인 아니라 심의기능의 장대 잉 R톰 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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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염증& 응“) 우 잎이 주쩌의 장기 

‘ 선쩌시키거나 U>!，>tl에 기능장애‘ 초해 

에고 우영. B싹시잉 우도 있다(c잉 llial 

1983) 

적추의 ‘§앙 인은응 용깅피 의의 성장 장 

매와 호응근의 약~. 초애" 에 심의기능& 

치 tl;이키으호 o정 잉 호응 치효는 ‘“*~으 

호 사엠되어이 안대Loostein 퉁 ，~‘ ν""" 
오j ‘세illiam ， 2001), 적추‘§인증 핀지i의 호 

응 염때는 적추의 ‘§탕 으}은~ 외선 연영& 

흥?씨키고 용역의 기용성& 이용 j‘ ~!AI키 

으호(ι，óm。앙。lι 1969) 적추‘§인흥 펀지의 

관리에 있어서 용꽉 ~강 호응과 핑걱얀 호 

용의 영뻐' 0정에끄 용역의 ?똥성& 흥기 

시키는 것이 예g에 중R'κ:f(H8llS， 1991 

Mlrcia와 Sus3n, 1!l'li) ιι어，，.，과 H ιmó 

통 (1 998)응 적추‘§인증외 에팅과 치S에 있어 

서 용꽉 ?똥성& 외i‘시키는 것이 매우 중 

융에다고 에영다 

페의 영칭잉 ιF‘§응 용강의 용적 연외에 

의8에 이1어지고 용역의 용적 연i니는 i걱 

의 틴i생 용꽉 주쩌에 .드긴응 조직의 연 

익성 그리고 호응 .. 응용시키는 근육의 잉 

에 의8써 강정핀대"，엉 ]엄n 적추 ‘~~J 

인은응 에용적의 강H 초씨에끄 이호 인애 

서 의기능이 치에판Q(Yoong2( Cr∞~， 

1976) 그긴으호 적추 ‘’인증 펀지외 에기능& 

힘상시키기 쩌애서는 의잉핀의 HIJI역성 슨 

상이 ‘f'Jj tl기 전에 용역의 연염피 응연 성 

치에호 인안 에심길의 잉~i- 셰거" 에 i 
ιF 있도‘ 연영판 용견잉 o 정 치E 잉 용. 

응연성 증진 응용. 시엠 " 에이 안다 

H잉 s (1 99 1)는 심의기능의 힘상& 쩌애 응용 
치효‘ 적극 권장에고 이으여 용역의 기용성 

‘ i 흥기시키기 쩌" 에 적추 ‘§임 인은외 교 

정과 적추의 음연성 음지훈인 애리 약셋딩 

셰간 근육& 강~시키는 것이 대Btl 중융에 

다고에영다 

이전의 적삭으연 치E는 연형외 정도와 

진앵 유도에 의애 주호 응정되어. 훈 심의 '1 

능외 교 영에 애애 서는 크1 견심. 강지 않~ 

다 또안 o정 치<4 용꽉기용성 응용의 음 

익성에 애애서 잉응 연구기 진엠되었응에도 

앙구에고 구셰적인 치E 잉 셰"~인 응용 양 
강 .. 셰사에고 있지 %서 잉상에서 심. 

적으호 적용에기기 어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적추 ‘’뻗 펀지에서 용. 응연성 응용이 페 

.，，~ 용경 ~장에 미치는 영힘& “1보고 

적추‘~~흥 펀지의 치E 잉 관Eν4 “g안 심 
길적인 기초자효‘ 셰응에끄자 에영다 

l 연구방영 

1 연구얘상 
이 연구는 우‘ 용추 ‘§인증(right νκπ<， 

""ιsis)으 호 진B' 받응 .w밑 긴의 잉 

원치E‘ 받응 에지 펀지 ‘0영& 대상으호 

8냉다 연구 예상자는 우각쩌적 팅엉 으호 각 

각 "영적 심영긍과 예조긍으호 .. 되었다 
적추 인은 각도기 애· 이상인 펀지 적추얀 

흥 이외의 다튼 정형외~적 응셰기 있는 펀 

지 정추. 잉 R추.에 신정증이 있는 펀지 

심의길판을 잉고 있거나 잉앙연 ~거익이 있 

는 펀지 그리고 심안 톰흥. 호소에는 펀지 

i응 이 연구서에서 셰외되어디 

2 실영잉 흑정앙엄 

기 ‘§정양강 

연구 대섣자의 인은 각도는 비호 신 71Àl 
에서 얻안 펀지의 X←신 경 .. 이용" 에 
Cobb( 1948)의 팅강 으호 ‘§정에영다 의g링의 

‘§정응 음링적 호응::1 (Wri야" Rι，~에 .. , 

Th;ιli ， FffiRAIS)‘ 사용8냉으여 비효 성 
1씨에서 각각 3외 인i“§정 • 최대값& 

씬잊1’1영다 
용꽉 ~장(cæst eX]:mJSioo)의 영응 i지 

(tare lDlasure 서교상λ”‘ 사용얘 ，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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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고용 

적추 ‘§으연응 ‘“인적으호 10 ~ 16세 사이 
에 잉이 ‘{-'Jj t뼈 냥지보다 에째1서 ，~ 

w써 정도 잉이 나E 냥다 이긴안 적추안흥 

의 진엠& 역셰 " 고 다튼 염증& 에생}기 

쩌애서는 신세 적 연아기 잉이 i애나는 정소 

연 시껴 ~.안 관리기 이1어져이 안다 

'Goμ00" 퉁 ι101 ), 
적추‘§인증으호 인안 적추 i걱의 연영응 

용꽉 영칭의 셰안피 핑걱익 응용의 ."영& 

초에안다 용추 연형외 정도기 심안 정우 핀 

기에는 픈 운셰기 없는 것으호 "허져 있으 

나 강고 잉응 호용이 ’‘낌되여 페기능 경사 

상 호응우기 흥기에고 페음연 성이 강소" . 
‘~q(μnstein 퉁 ]앵) 용경외 융직잉응 적 

추 1와 늑i의 융직잉인으호 이1어지는 것 

이 아니라 주연의 에히 관n이 이와 원연 

띤다 이긴안 관섣의 융직잉이 같용이 진앤 핑 

에 띠버 써 강소" . 되으호 선인적인 i 
걱1의 융직잉& ‘진 시키는 것과 이.어 용 

꽉 ?탬성‘i 증진λ데는 응용 i- ~ ~Jj tN는 것 

이 웅대깅진호 19'36) 그잉기 에운에 이 연 

구에서 시앵판 용. 응연성 응용에는 용관 

응용과 이.어 세간. 싱장시키고 BB애진 

구조의 음연 성& 흥기λ'" 는 응동 지애 조. 
과 세간의 안정 성& 쩌애 엄R안 셰긴의 근 
! 강회에 쩌안 응용 그리고 •• 안 용추 • 

용의 근육 .. 강아시키기 쩌안 응용& 포잉 

에고 이다， .. 상꾀 적추 응연성 응용응 

‘§앙 인은외 교정훈인 。μ잉 외1 우용기와 

고응 강각기‘ 지굿에여 호용 해힌‘' 0정에 

는'. 도융이 판다 이긴안 응용i응 율비튼 

호응 팅강피 길이 시앤되어이 효과‘ • 우 

있으으호ιηætein 퉁 1994; Mlr여'4 SUS811 

19 95 ) 용. 응연성 응용에 적추의 ‘§임 인은 

‘ i 증진시키고 외선 연영& 초해8이 되는 

적추‘’인증의 호응영뻐. 0 잉에기 쩌"에 
호응시 의식적으호 세간& 조긍 외전시키연 

서 적추의 •• 안 .쩌의 근육 .. 우옥에도 

• 응도잉으호써 1유적으호 용강의 오옥안 

.;ti- 이용8에 호응. 시엠에는 잉 ; ‘ i 포 
잉사섯다 

이 연구에서는 심영긍이 대조긍에 비애 의 

g항피 '4쩌 용애 i‘쩌에서 톰1인석으호 

응의안 ’}이기 있는 것으호 나Q~다ψ< ，~ ) 

이 경괴바i 응 H811s (1 99 j)와 W힌잉(1 991입 q 
.，，~ 용꽉 ~장에 예안 연구의 깅~오1\“ 

치안다 이는 유직적인 용. 응연성 응용& 

톰애 i걱의 연얻으호 셰안딩 용꽉 영칭과 

핑걱익 응용에 영힘. 주어 용역의 음연성과 

호응근이 • ‘g엣기 때운이라고 인g되이 

.', 액쩌와 용쩌보다 i‘쩌에서 이 른 증 

가g 보인 것응 용역의 구조적인 !성~ 핑 

걱익 응용의 “호 인안 것으호 에겨진다 

이 연구에서 용. 응연성 응용& 사앤안 

적추‘;.~흥 펀지i의 페‘'"응 니씨와 톰1 
인석으호 음의안 관1기 있는 것으호 나타나 

지는 않~:지인 나이기 ~i-*~ 의g탕이 강 

소되는 정잉)이 있었다(그영 1), ~'4쩌4 용 

쩌 호선.응 나이와 음의안 관1에 있지 않 

~으나 i‘쩌 호선율응 '1<"와 톰-"~적으호 

응의안 관"" 이어，，'이， ，씨기 작i-*~ 

이 른 힘상& 보영대그링 " 늑u 연경되 

어 있는 .. 인 역와쩌와 용쩌는 i‘쩌에 비 

애 상대적으호 정직되어 이기 때운에 비교적 

응연안 i‘쩌에서의 호선율이 나이기 ~i-* 

- 이 농응 것으호 인g판다 이 경피는 적추 
‘§인증 펀지의 견리에 있어서 기능안 조기에 

치E에는 것이 잉덤흥. 최소아시키고 증상 

‘ i 관리 tN는에 중R" 다는 것& 의이안다 
적추‘§인증에서 호응.선피 심의기능 장예 

는 GNc의 각도" 표 이에인 정우에 두드 

긴씨 나타냥〔繼 Voccaro , 1!ß3 

C=hæ c 퉁 ]땐) 이 연구에서 GNc의 각 

도오， "~링의 힘상 정도‘ 비교안 깅~ 톰 

1인적으호 응의안 관"" 이어(κ ~) Cobb 
의 각도기 각H' 이 잉응 호선& 보여으 

• r;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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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ro의 각도，，.ιF“ 힘상되는 양상 

‘ i 보영대그힘 " ‘§탕 으먹이 흥기여 띠 
~ • • 항응 강소되이(Bjure 퉁 1963) 의g 

힘이 강스". 심장 기능에 잉응 .당이 

‘생판다(아ister， I!ß O) 그긴으호 의g형& 

힘상시키연 선ιν석인 심의기능& 증진시잉 

우 있다 이 연구의 경괴R는 인은이 "'1 진엠 
되기 앙4 치E‘ 시엠" 는 것이 전인적인 
심의기능. 흥샌키는 에에도 도융이 판다 

는 의이안다 그리고 G Nc 잉 각도와 용쩌의 

호선율에 관1기 있에V，~ ) Cobb의 각도기 

각H' 호선율이 이 영다 GNc의 각도는 

i‘쩌 호선.과 톰1인적으호 음의안 핀 .. 

기Z 지 는 않앙지인 각도기 농‘iι，. 호선율 

이 정시 강소되는 정염 보여다(그영 ‘) 이 

경괴R는 C야.의 각도기 ~i-*~ 용추 잉 용 

강의 음연성이 웅기 에릉에 용. 응연성 응 

용 • 톰애 이 픈 .괴'" 웅 것으호 사.띤다 

이 연구의 경피에서 의g항 잉 용꽉 ~장 

정도에 심엉긍과 대조긍 사이에 톰1인적으 

찌 이1어져이안다 

V 경흔 

이 연구의 옥적응 적추‘’인증 펀지의 ‘i리 

치E에 엄융안 기초 지효‘ 셰응에기 쩌"에 

용# 응gν」 응용이 • • 힘과 용꽉 ?탬성에 

미치는 영잉낼 ‘;0)보는 에 있다 연구는 용 

• 응연성 응용. 시엠안 심영긍과 시’~ t)지 

잉응 대조긍으호 각각 "영적 구성8에 진엠 

되었다 연구‘ 시앤안 경피 심영긍과 예조 

긍의 페.양 잉 용꽉 ~장 정도(역외써 용 

애 i‘쩌)에 음의안 ’}이기 있는 것으호 나타 

닝다 또안 어‘".쩌의 호선율이 이 농 
응 것으호 나타낮으이 'cro의 각도기 ~i
우. 페g링과 용쩌의 호선"1 이 농응 것 

으호 나타3다 그긴으호 적추‘§인증 펀지에 

있어서 길판이 잉이 진앤되기 전에 조기에 

용. 응연성 응용& 사’~ t~는 것이 펀지의 

호응 능잊. 증진시키고 신이 기능.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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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고허애 • 때 보다 잉응 적추‘§인증 펀지 

.. 예상으호 '"거 장JR! -"유적으호 용. 
음영 응용& 사엠안다연 심영긍~ 얘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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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척추측만중 환자를 위한 흉부 유연생 운동 

(1) 잉구리 신장시7IJ1( 1)(그링 1 ) 

@ 영덤이를 알위풍지때 율이고 엉엉이가 뒤풍치에서 일어지지 않도록 하여 앙 손을 

바닥에 붙이연서 앞으호 최대안 믿어 준다 

@ 띠아노를 지듯이 손가획을 우축으호 움직이연서 영구리가 구부려지도륙 한다 이때 

엉덩이가 튀웅치에서 띨어지지 않도룩 한다 

@1O초간 유지인! 후 반내록으로 이틀 반복얀다 

그림 1 영구리 신징시키기(J) 그림 z 영구21 신징시키기(IT) 

(2) 옆구리 신장시키기( n )(그림 z) 
Q) 우용(척추가 잉이 휘어 있는 역) 영구리 아래에 두꺼운 에깨를 놓고 옆으토 풍는다 

@ 이 지세를 5 ̂ ' 10분 용안 유지안다 

(3) 잉구리 강확 운동(그딩 3) 

Q) 징대의 모서리에서 영으로 누운 후 상혜가 인으호 기도륙 한다 

@ 좌용(척추가 많이 휘어있는 혹의 인뼈) 영구리 이해에 두터운 빼깨 Z~3개를 농은 

후 영으호 룹는다 

@ 우육 영구리에 임을 추어 상채툴 영으로 롤어올린다 

@ 이 자에를 10초간 유지한 후 이완한다 

그림 3 잉구리경외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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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hroth 응용(션 X써)(그팅 4) 
비로 선 지애에서 요콘 혹 디리즐 의지쩌 을딘 후 져간의 직잉& 휴지하기 위히여 톨 
륙안 }위(투약)의 근육을 수측힘으토써 호용해딘율 과정히고 오혹한 .위를 확강한다 

(5) Schroth 응용(앙응 자셰X그힘 5) 

앙은 자세에서 우륙 영영이툴 샅찍 를어을리연서 용륙인! ￥위(우싹잉l 근육융 .. 싹잉 

으툰써 호용 해런을 교정하고 오혹안 ￥쩌을 확장힌!다 

그림 ‘ &h，여h 운홍(션 치에) 그럼 5. Schr어h 은흥(앉은 지".1 ) 

(6) 척추 유연성 운동(예 링기기 자새) 

(D 네 힐기기 Ã/세에서 고잉이기 기지개3r= 것쳐힘 동융 휘로 톨혹하게 8뼈 10초긴 

유지힌디(시선은 지연융 ￡언I다)(그팅 6) 
@ 네 S기기 자세에서 를율 아래토 오옥하게 하여 10초간 유지한다{시선응 정연을 잉 

안다U그팅 7) 

‘.‘. “‘ t ““ “““ ‘ t •.• “ i “‘ ’ ‘ -“‘ " 

그염 ‘ 석쭈 유연성 운용( [) 그딩 ’ 적추 유연성 운용(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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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일예↓리 교치 운동(에앙기기 지，\.1 ) (그링 81 

Ql 네S기기 지세에서 힐다리를 교차되게 롤어올틴다 
010초간 유지인r 후 일디권즐 비'i'-어 반대혹 얄디리를 교치되게 툴어율힌다 

그링 l 일디리 교차 흔용(내잉기기 자새) 

(81 알디리 교차 운동(영드틴 자새)(그딩 9) 

@ 엉드린 지세에서 머리와 어끼를 톨고 월디리를 파시되게 톨어을린다 

@ 약 10초간 유치한 후 힐다리를 바꾸어 안애쪽 힐디리를 과치되게 를어올린다 

(9 ) 온용 펴기 운동(그엄 101 
@ 엉드틴 자새에서 머리와 어찌를 를연서 일디리노 앙꺼 섣논다 

@ 약 10초긴 휴지인 후 이왼한다 

그링 9 훌’디리 교지 운옹(잉드던 X써) 그염 1D 흔를찍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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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헤기능 항상을 위안 싱효용 운용 

양 손으토 를l1 <1단을 상학 누프면서 슐을 최대한 내연다(그링 111 양 손에 힘을 떼 
고 용꽉 .，강~ 느끼연서 웅~ 회대안 .이 이쉰다 이떼 용릉i- ~옥원 .위의 인대 

앙양으토 잉전 시 킨다(그힘 121 용기보다는 호기톨 길게 애용다(용기 호기"1 :2) 

.. . 
그힘 11 찍기능 잉상 은용〈효기시) 그딩 1< 찍기능 잉상 은용〈용7μD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