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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효과

1) 기타 증상별 생리학적 효과 

그림 19. 기타 증상별 생리학적 효과



▷ 통증완화 및 교정치료 효과 외에 <그림 19>와 같은 기타 효과도 보고됨.

▷ 참여자들이 호소한 기타 증상으로는 불면증, 팔다리저림, 안면비대칭, 무월경증(혹
은 불규칙한 생리주기) 등이 나타남.

▷ 불면증을 호소한 14명의 참여자 중 78%(11명)가 증상 완화 효과를 경험해 가장 
높은 효과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무월경증 66%(6명 중 4명), 팔다리저림 증상 
57.3%(19명 중 11명), 안면비대칭 36.4%(11명 중 4명) 순으로 높은 효과율을 보
임. 

▷ 안면비대칭 증상의 완화는 턱관절 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사례 수와 그 
효과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판단됨.

▷ 생리통 증상 완화 효과와 더불어 무월경증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들의 
SNPE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과 일맥상통함. 

2) 증상별 생리학적 효과 사례 

① 불면증

ID : 7****
제목 : 내 일상의 기적 
작성일 : 2017.12.31.
https://cafe.naver.com/snpe/8990

지독했던 불면증이 사라지고 머리만 데면 잠이 들었고 편두통과 만성 피로도 급감했으며 삐끗거렸던 허리도 
조금씩 나아기지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내가 조금 게을러지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와 
배운 데로 열심히 운동했을 때의 나는 천지차이였다. 

ID : 강****
제목 :감사합니다 snpe!! 
작성일 : 2018.08.21.
https://cafe.naver.com/snpe/15718

저는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 스틸녹스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었습니다. 수련 후 한 달 정도부터 약
을 안 먹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전에 약부터 찾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약 먹는 것도 잊
고 "꿀잠" 잔 것 같습니다.

표 44. 불면증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사례



② 무월경증

ID :  자****
제목 : 좋은 임상사례 소식...SNPE바른자세& 체형교정요가
작성일 : 2006.04.05.
http://cafe.daum.net/chiroup/8iE8/416

30대 중반의 나이에 국내 유명 병원에서 폐경기 진단을 받고 6개 월간 무월경이 계속되어 한약과 물리치료
를 계속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던 여성분의 이야기 입니다....(중략)...무월경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우
울증 증세까지 발전하여 괴로워하던 여성분이 우리의 체형교정 요가와 SNPE 테크닉을 통해서 6회 만에 생
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ID : 동****
제목 : 27년간의 무월경, 전신통증을 5개월만에 전부 날려준 snpe!! 그 이후!!
작성일 : 2018.08.30.
https://cafe.naver.com/snpe/16024

27년간 무월경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4개월간의 무월경이 큰 걱정이였습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
고 snpe의 위력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중략)... 이번에도 약물 없이 다시 무월경을 해결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교수님에게 감사합니다.

ID : m****

표 45. 무월경증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사례

ID : 나****
제목 : SNPE척추교정운동으로 산후우울증 극복사례
작성일 : 2016.06.06.
http://cafe.daum.net/chiroup/Gbc0/848

수면제 와 한약과 침 등을 맞아야 겨우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SNPE 운동 두 달 동안 거의 매일매일 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병이 심할 때는 어떤 미래도 어떤 계획도 꿈꿀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니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개발의 욕구를 느낍니다.

ID : 상****
제목 : SNPE 두달째...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해방되고있습니다.(대전센터 배정현)
작성일 : 2014.07.20.
http://cafe.daum.net/chiroup/Gbc0/707

몸을 힘들게 하면 우울증과 불면증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주변 분들 말을 듣고 등산도 해보았지만 몸만 더 
피곤하고 도통 차도를 보이지 않고 더욱 증세가 나빠지기만 했습니다....(중략)...  운동 두달째 역시 SNPE운
동의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굽었던 몸과 등이 아직.획기적으로 바뀌진.않았지만 지긋지긋한 우울증과 불면증
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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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팔다리저림

제목 : 27년간의 무월경, 전신통증을 5개월만에 전부 날려준 snpe!!
작성일 : 2018.05.04.
https://cafe.naver.com/snpe/11831

저는 snpe로 통증이 해결된 것도 놀라웠는데 무월경까지 고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에 무
척 당황스럽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4~5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호르몬제나 어떤 약도 복
용하지 않은 채로 정상생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D : 금****
제목 : ♥ 다낭성난소증후군, SNPE로 극복하다 ! ♥ 
작성일 :  2018.11.09.
https://cafe.naver.com/snpe/18587

생리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월중행사였고, '요번달은 안하나? 다음달은 하려나? 이러다 혹시무월경?' 이렇게 
막연히 불안하기만 했던 20대..,(중략)...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생리가 한달에 한번씩 찾아오게 된 것이
었다. 
참 신기한게 초경부터 20대까지 1년에 4~5번, 많게는 6번을했었던 생리가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다.

ID : 애****
제목 : SNPE!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되다~
작성일 : 2016.06.09.
http://cafe.daum.net/chiroup/Gbc0/906

SNPE운동과 수면시 코르크베게 사용, 나무손 사용후 편두통은 사라지고,자다가 오른쪽 팔저림과 아침에 깰
때 종아리가 심하게 쥐나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팔저림은 자다말고 20~30분은 주물러 줘야지만 잠을 청할 
수 있었고,종아리는 근육이 끊어질 듯 한 고통을 느낄만큼 뭉쳤습니다....(중략)... 구르기를 통해 예전에 다쳤
던 허리부분도 드러나고, 맨바닥에서 1000번 수련 후 월수금 1시간 지하철 타고 수련센터, 화목토 2시간 전
철타고 서울을 왕복해도 피곤하지 않을 만큼 체력이 좋아집니다.

ID : S****
제목 :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노하우" 책을 읽고 팔 저림 증세를 스스로 치료하신 분의 사례
작성일 : 2007.04.25.
http://cafe.daum.net/chiroup/Gbc0/52

40대 후반의 남성 분으로 늘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저림 증세가 심해서 물리 치료와 한약,침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업무차 저희 학회 사무실을 방문한 기회에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노하우" 책을 구입하여 
읽은 후에 자신의 팔저림 원인을 깨닫고 경추 베게를 사용하고  운동를 실시하여 현재는 목과 어깨 통증은 

표 46. 팔다리저림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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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장지방

물론 팔저림 증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ID : h****
제목 : snpe 5개월의 수련 !~~
작성일 : 2014.01.24.
http://cafe.daum.net/chiroup/Gbc0/657

제가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왼쪽 다리가 너무 저려 걷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을 정도로 다리 저림이 심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4 개월 만에 이렇게 말끔히 증상이 없어지다니...

ID : 튼****
제목 : 2%모자람을 찾았다!
작성일 : 2012.12.27.
http://cafe.daum.net/chiroup/Gbc0/534

항상 일상생활에 제한적 요소인 다리 저림은 심리적불안감과 압박으로 내 자신을 괴롭혀오는 중에 강릉대체
육과 권호준 교수로부터 ‘척추를 바로잡아야 건강이 보인다’라는 책을 선물 받고서, 아~~!이것이다~~! 그동안 
2% 부족한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일 년간  최중기 교수님으로 부터의 많은 배움은  나이가 들
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자신감이 생겼다

ID : g****
제목 : 체험사례
작성일 : 2011.05.31.
http://cafe.daum.net/chiroup/Gbc0/308

지난 3월 달 종합정기 검진에선 갑상선수치가 정상으로 되어 약 먹지 않아도 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예
전에 높았던 복부내장 지방. 체지방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날씬해져서  몸이 많이 축소되어 보인다
는 소리를 주변서 많이 듣는 답니다. 

ID : 한****
제목 : 테니스운동 효과적이다.
작성일 : 2009.12.29.
http://cafe.daum.net/chiroup/Gbc0/234

유산소운동을 해야만 내장지방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구르기를 많이 하다보니 내장지방이 많이 감소하고 복
근도 많이 생기듯 해요. 복부비만에도 구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ID : s****
제목 : 누구나 해야 하는 인생 운동, SNPE!!! 

표 47. 내장지방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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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역력

작성일 : 2018.12.27.
https://cafe.naver.com/snpe/20275

학기 중 진행된 인바디 검사에서 내장지방이 4에서 2 로 감소하였습니다. 내장 지방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데,
사실 내장지방 4도 거의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는데..

ID : 통****
제목 : 다시 걸을수있게 만들어준 snpe~♡♡♡
작성일 : 2018.11.11.
https://cafe.naver.com/snpe/18627

내장지방은 13에서9로 내려갔으며 체지방은27.4에서19.7로 내려갔다 ㆍ본인스스로도 너무 놀랐고 snpe동작
중 구르기 외에 다른 동작자체가 안되었었다 도구사용으로 하는 엘무브는 조금 진행할 수 있었지만 다리와 
발등 발바닥통증땜에 서서 버티거나 무릎을 들어올리는 건 정말 꿈도 꾸지못했다. 

ID : 일****
제목 : SNPE는 내안에 잠자고 있는 최고의 명의를 깨워주는 혁신적인 운동
작성일 : 2018.04.30.
https://cafe.naver.com/snpe/11643

이명증과 포진이 건강식품을 안 먹는데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끊
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끊자마자 이명증이랑 포진이랑 올라와서 아 다시 먹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조금 참아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 몸의 면역력이 상승해서 그런지 건강식품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명증이나 포진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ID : 8****
제목 : SNPE를 아는 순간, 해답을 찾다 
작성일 : 2018.12.29.
https://cafe.naver.com/snpe/20348

면역력이 높아져 목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절기 때마다 항상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조금
이라도 목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편이어서 약을 항상 달고 살았었습니다....(중략)... SNPE를 알게되고 
3월부터 운동을 하다가 한동안 못하면서 C무브운동, 베개를 베고 자고 어깨 풀어주는 거 외엔 운동을 못했는

표 48. 면역력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사례



데도 올해는 한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ID : 샌****
제목 : 살기위해 snpe 수련하다.. 
작성일 : 2018.07.28.
https://cafe.naver.com/snpe/14941

몸의 면역력이 완전 떨어져서 손발이 넘 차갑고 속이 냉해서 한여름에도 수면양말을 신고 자야했고 족욕을 
해야했고 에어컨바람 쐬지도 못했어요. 수면양말을 벗고 에어컨바람을 쐬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얼음물을 
못 먹었는데. 이제 얼음물 먹어도 몸이 괜찮아요.

ID : S****
제목 : SNPE~!! 너는 내 운명
작성일 : 2018.05.29.
https://cafe.naver.com/snpe/12974

운동의 효과로 면역력이 강해져서 늘 감기를 달고 살던 저에게 이제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어번의 감기증세로 코막힘이 있었으나 웨이브 베개와 다나손을 이용하여 후두골견인
과 목 주변 전체를 신경써서 이완시켜 주고 전신 근막이완 운동을 가볍게 해준 후 숙면을 취해주니 이틀정도 
지나 마법 같은 자연치유를 경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