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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n previous studies, changes in postural alignment were found when the slope was

changed during walking. Downhill walking straightens the trunk by shifting the line of gravity backward.

Obje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downhill treadmill walking exercise (DTWE) on

thoracic angle and thoracic erector spinae (TES) activation in subjects with thoracic kyphosis.

Methods: A total of 20 subjects with thoracic kyphosi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ll the subjects

performed the DTWE for 30 minutes. A surface EMG and 3D motion capture system were used to

measure TES activation and thoracic angle before and after the DTWE. Paired t-tests were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DTWE (p<.05).

Results: Both the thoracic angle and TES activation had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DTWE

compared to the baseline (p<.05). An increase in the thoracic angle indicates a decrease in kyphosis.

Conclusion: The DTWE is effective for thoracic kyphosis patients as it decreases their kyphotic

posture and increases the TES activation. Future longitudinal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the DTWE.

Key Words: Downhill treadmill walking exercise; Thoracic angle; Thoracic erector spinae;

Thoracic kyphosis.

Ⅰ. 서론

정상적인 위치의 척추는 몸통을 바로 세우고, 중력에

대항하여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Ball 등, 2009). 성인의 척추는 경추 앞굽음, 흉추 뒤

굽음, 요추 앞굽음 이러한 3가지의 정상적인 척추곡선으

로 이루어져 있다(Ball 등, 2009). 흉추뒤굽음증(thoracic

kyphosis)은 시상면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흉추의 굴

곡을 의미한다(Azadinia 등, 2014). Neumann(2010)은 정

상적인 흉추의 뒤굽음 각도는 40˚라고 보고하였고, 4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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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ge (year) 23.6±2.7a

Height (㎝) 175.9±4.5

Weight (㎏) 77.9±1.7

BMIb (㎏/㎡) 24.9±3.1

Inclinometer (˚) 46.3±3.2
a
mean±standard deviation,

b
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20)

다 큰 경우 흉추뒤굽음증으로 정의한다(Eum 등, 2013).

흉추뒤굽음증이 악화된다면 통증 및 움직임 패턴의 변화

와 같은 척추의 생체역학적 변화를 초래한다(Sangtarash

등, 2015). 예를 들어, 흉추뒤굽음증이 있는 사람의 중력

중심선은 정상인보다 앞으로 이동해 있는데, 이는 흉추에

큰 굽힘 토크를 유발한다(Jang 등, 2017; Neumann,

2010). 이러한 역학적 변화는 균형을 악화시키며 심한 경

우 낙상을 유발하기도 한다(Eum 등, 2013; Mirafzal 등,

2011). 흉추뒤굽음증으로 인해 앞으로 이동된 중력중심선

이 지속되면 흉추세움근은 더 약화되고, 늘어난다(Park

등, 2015).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에 따른 흉추뒤굽음증과 거북목(forward head posture),

둥근어깨(round shoulder) 등의 자세 관련 질환이 증가되

고 있는 추세이다(Szeto 등, 2002). 또한 흉추뒤굽음증은

골다공증이나 파킨슨병이 진행함에 따라 증가된다

(Doherty 등, 2011; Sinaki 등, 2005).

흉추뒤굽음증의 예방과 교정을 위해 여러가지 중재들

이 시도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흉추세움근의 강화는

흉추뒤굽음증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Ball 등,

2009; Hart 등, 2010; Park 등, 201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몸통을 폄 하는 방법으

로 흉추세움근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Alain Leroux 등

(2002)은 내리막 경사로를 걸을 경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통과 골반을 이용하여 신체 중심을 앞, 뒤로

조절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파킨슨 환자의 흉추뒤굽음증

을 치료하기 위해 내리막 경사로 걷기 중재를 적용하여

흉추뒤굽음증이 개선된 연구도 있었다(Yang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내리막

경사로를 걸을 때, 대상자는 앞으로 쏠린 신체 중심을

뒤로 보내기 위해 몸통을 곧게 펴고 걸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후 흉추뒤굽음

증 완화와 흉추세움근의 증가된 활성도가 관찰될 것이

라는 가설을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흉추뒤굽

음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를 적용하기 전과 중재를 적용한 후의 흉추 각도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를 비교하여 내리막 경사로 걷기

중재가 흉추뒤굽음증의 개선을 위한 중재법으로써의 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원주시에 거주 중이며 흉추뒤굽음 스크리

닝 각도가 40도 이상인 성인남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Table 1). 변수측정 시 상의 탈의가 필요하여 남성대

상자만 모집하였다. 흉추뒤굽음증 외의 근 골격, 신경계

문제가 있는 자, 척추 관절의 수술 이력 혹은 외상이 있

는 자, 독립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 3개월 이내에 척추

관절에 심한 통증을 경험한 자, 하지에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염증이 있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

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을 한 후, 자발적인 실험 참여 동의가 된 대상자만 실험

에 참여시켰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심의

윤리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1849-201812-

BM-124-01).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중재 전-중재 후 설계로 진행

되었다. 내리막 경사로 걷기 중재를 수행하기 전에 평

지 트레드밀에서 자신이 평소에 걷는 속도로 3분간 걷

는 동안 흉추 각도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이 후 바로 30분간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를 수행하였고, 중재 후 평가는 중재 전 평가와 같

은 방법으로 중재가 끝나자마자 진행되었다.

3. 측정도구 및 방법

가. 듀얼 디지털 경사계

본 실험 전 연구대상자가 선정 조건 여부에 부합되

는지 스크리닝 하기 위해 모든 지원자들의 흉추뒤굽음

스크리닝 각도를 듀얼 디지털 경사계(Acumar dual

digital inclinometer, Lafayette instrument, I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ure 1). 듀얼 디지털 경사계를

사용하여 흉추뒤굽음 스크리닝 각도의 검사-재검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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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oracic angle using markers at
T1, T6, T12.

Figure 1. Use of the dual digital inclinometer
to measure angle of thoracic kyphosis
screening.

Figure 2. Treadmill with downhill of
20 degrees.

뢰도는 .92의 상관 계수 값을 나태내고 있다(Barrett E

등, 2013). 측정은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하였으며, 흉추

뒤굽음 스크리닝 각도의 측정 절차는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였다(Livingston과 Livingston, 1992).

나.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를 위해 GOLDONE

100(GOLDONE, Seoul, Korea) 트레드밀을 이용하였으며,

트레드밀 뒷면 지지대 아래 5.5 ㎝ 높이의 벽돌 5장을 놓

고 고정하여, 경사도를 20도로 설정하였다(Figure 2). 트

레드밀 중재 시 속도는 개인의 보행 보폭이 각기 다르기

에 대상자가 평소에 걷는 속도(1 ㎞∼2 ㎞/h)로 설정하여

걸었다. 대상자는 30분간 1회 트레드밀 중재를 실시하였

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트레드밀과 대상자의 신체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트레드밀이 정지되는 안전클립을 부

착하였으며, 손잡이는 가볍게 쥐게 하였다.

다. 흉추 각도 측정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전, 후 흉추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자가 편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1번,

6번, 12번 흉추의 가시돌기에 적외선 반사마커(reflexive

marker)를 부착하였다(Edmondston 등, 2011)(Figure

3). 흉추 각도는 1번, 6번, 12번 적외선 반사마커가 이

루는 각을 의미하며, 각이 커질수록 흉추뒤굽음증의 완

화를 의미한다. 반사마커를 부착 한 뒤, 중재 전과 중재

후 3분간 평지 트레드밀 보행을 하면서 6대의 VICON

MX system camera(Oxford Metrics Ltd., Oxford, UK)

로 반사마커를 촬영하였고, 3분 평균의 좌표값을 활용

하였다. 촬영된 반사마커의 X, Y, Z 좌표값은 VICON

motion capture syste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하였

고, 반사마커의 좌표값은 엑셀 함수를 이용하여 각도

값으로 변환하였다.

라. 근전도 측정

흉추세움근의 표면근전도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Noraxon TeleMyo 2400T DTS 근전도(electromyogram;

EMG)기기(Noraxon Inc., Scottsdalem, AZ, USA)와 염

화은(Ag, AgCI)재질의 일회용 표면근전도 전극을 사용

하였다. 피부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면도기로 측정

부위의 털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피부각질층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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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of TES EMG between
pre, post (TES: thoracic erector spinae,
EMG: electromyogram MVIC: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Figure 4. Comparison of thoracic angle
between pre, post.

기 위해 가는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알코올 솜으로

피부표면을 닦은 후, 근육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흉추세

움근의 활성전극은 12번 흉추의 가시돌기로부터 3 ㎝

떨어진 부분에 평행하게 위치시켰다(Cram, 1998). 근전

도 신호처리는 Noraxon MR3.10.64 소프트웨어로 분석

하였다. 표본추출률(sampling data)은 1500 ㎐로 설정

하였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은 20∼450 ㎐를 이

용하고, 60 ㎐ 노이즈 제거를 위해 노치필터(notch fil-

ter)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근전도 신호를 실효평

균값(root mean square; RMS) 처리하였고, 근육의 수

집된 신호는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에 대한 백분율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

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 흉추세움근의 MVIC

측정자세는 대상자가 검사대 위에 엎드린 자세에서 젖

꼭지가 검사대에서 떨어지는 위치까지 몸통을 폄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몸통을 폄 하는 동안 검사자는

어깨부분을 아래방향으로 눌러 저항을 주었다(Florence

등, 1992). 근육의 MVIC는 5초 동안 실시하고 처음과

마지막 1초를 제외한 3초동안 총 2번 측정하여 그 평균

값을 사용하였으며, 근육의 피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 동작 간에 최소 30초 쉬는 시간을 주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ver.

25(IBM Corp., Armork, NY, USA)을 이용하였다. 콜모

그로프-스미르노프 Z-검정은 분포의 정규성을 계산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측정된 모든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내리막 경

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적용 전, 후 간에 흉추 각도

의 변화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

계분석 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1.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적용 전, 

후에 따른 흉추 각도 비교

흉추 각도의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은 154.7도에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 후 159도로 중재를 적용

한 후에 4.3도의 증가를 보였다(Table 2)(Figure 4). 내

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를 적용한 후에 흉추 각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9).

2.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적용 전, 

후에 따른 흉추세움근의 활성도 비교

흉추세움근의 MVIC는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 9.7%

에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 후 10.9%로 중재를

적용한 후에 1.2%의 증가를 보였다(Table 2)(Figure 5).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를 적용한 후에 흉추세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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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 Post t p

Thoracic angle(˚) 154.7±3.5
a

159±4.3 -2.894 .009*

TESb EMGc activation (%MVICd) 9.7±2.8 10.9±3.7 -8.246 <.001*
amean±standard deviation, bthoracic erector spinae, celectromyography, d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p<.05.

Table 2. Comparison of means in pre and post

의 활성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흉추뒤굽음증이 있는 성인남자를 대상

으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후에 흉추 각

도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내리막 트레드밀 걷기 중

재를 적용하였을 때, 대상자는 내리막경사로를 걷는 동

안 앞으로 치우친 무게중심에 대하여 몸통의 균형을 유

지하기 위해 몸통의 폄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흉추 각도의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은 154.7도에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 후 159도로 중재를 적용

한 후에 4.3도의 증가를 보였고, 흉추세움근의 MVIC는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 9.7%에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

드밀 중재 후 10.9%로 중재를 적용한 후에 1.2%의 증

가를 보였다. 이 결과는 내리막 경사로를 걸을 경우,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통과 골반을 이용하여 신체 중심

을 앞, 뒤로 조절한다고 보고한 Alain Leroux 등(2002)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상자는 내리막 경사로 트레

드밀 걷기 중재 동안 몸통을 바로 세우며 걸었기 때문

에 등의 폄을 담당하는 흉추세움근의 활성도 또한 증가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흉추세움근의 활성도 증가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흉추뒤굽음증 교정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Ball 등, 2009; Hart 등, 2010; Park 등, 2015).

Yang 등(2010)은 파킨슨 환자에게 흉추뒤굽음증 완

화를 위해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를 적용하

였으며, 중재 후 흉추뒤굽음증 완화와 하지의 근력을 향

상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파킨슨

환자들은 아니었지만, 흉추 각도가 증가된 유사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Park 등(2015)은 흉추뒤굽음증이

있는 대상자는 흉추세움근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고하였

고, 흉추세움근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척추의 정렬을 유

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흉추세움근의 강화를 위하여 대

상자에게 엎드려 누운자세에서 몸통을 들어 올리며 실

시하는 prone trunk extension 중재를 적용하였다. Hart

등(2010)은 흉추뒤굽음증의 중재로 수술적 요법과 비수

술적 요법으로 분류하였다. 비수술적 요법에는 등의 폄

운동과 보조기 중재가 있으며, 등의 폄 운동 중 anterior

shoulder stretching은 흉추뒤굽음증 완화의 중요한 부

분이라고 보고하였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흉추뒤

굽음증 완화를 위한 중재로 정적인 환경에서의 폄 운동

을 중요시 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에 의하면 내리막 경

사로 걷기 중재는 흉추 각도의 증가뿐만 아니라 흉추세

움근의 활성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간단한 등산이나 산책 시 평소 흔히 접하게 되는

내리막 경사로를 걷는 것 또한 흉추세움근의 강화를 기

대할 수 있는 적합한 중재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내리막 경사로 걷기 중재

는 통증 혹은 근력의 부족으로 인해 엎드린 자세에서

중력에 대항한 몸통 폄 운동을 실시하기 힘든 대상자에

게 효과적인 중재법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흉추뒤굽음

증이 있는 대상자가 평소 걷는 내리막 경사로를 30분만

걸어도 흉추뒤굽음증 완화에 효과적이란 것을 알 수 있

다. 흉추뒤굽음증의 중재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흉추세

움근 강화 운동과 함께 내리막 경사로 걷기 중재를 결

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중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는 20대의 젊은 남성 대

상자들만 참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과

여성 대상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된다. 둘째

는 중재 기간이 짧은 단면적 연구이기에 장기적인 중재

의 효과는 알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과 성별을 고려하고, 중재의 기간을 길게 설정하여 상

기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흉추뒤굽음증이 있는 성인남자 20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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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걷기 중재 전과 중재

후에 흉추 각도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의 변화를 비교

하였다. 흉추 각도의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은 154.7도

에서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밀 중재 후 159도로 중재를

적용한 후에 4.3도의 증가를 보였고, 흉추세움근의

MVIC는 중재 적용 전 집단 평균 9.7%에서 내리막 경

사로 트레드밀 중재 후 10.9%로 중재를 적용한 후에

1.2%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내리막 경사로 트레

드밀 걷기 중재는 흉추 각도와 흉추세움근의 활성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리막 경사로 트레드

밀 걷기는 흉추뒤굽음증 치료를 위한 중재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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