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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자세운동(SNPE) 효과 검증을 위한 
체험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

연구기간 2018.12.01. ~ 2019.02.28.

SNPE 참여자 분석 결과

▷ SNPE 참여자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의 70%는 척추 또는 경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SNPE에 참여하며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참여자가 극소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SNPE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함.  

▷ 대부분의 치료 방법들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국한된 반면, SNPE는 통증의 근본
적인 원인을 찾아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원리에 입각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참여자
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SNPE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여자들의 67%가 증상이 발현된 가장 큰 원인으로 ‘바르지 못한 자세’를 꼽은 것
은 ‘바른 자세 척추운동’이라는 명칭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평소 자세가 신체의 
건강과 부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임. 

▷ 목과 허리의 통증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고질병임을 고려할 때, SNPE가 현대인
의 필수운동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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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참여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 SNPE를 통해 통증 완화 및 교정 치료 효과를 경험한 사례가 70% 이상으로 집계
되어 SNPE의 탁월한 효과가 입증됨. 

▷ 척추 측만 및 전만(202명), 라운드숄더(94명), 거북목 및 일자목(86명), 휜 다리(75
명) 등의 증상에 탁월한 교정 치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바른자세벨트, 웨이브 베개 등의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교정 치료 
효과를 거둔 것은 다른 운동 치료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참여자들은 SNPE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매일 하고 싶은 운동’으
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복과 지속이 교정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일 하고 싶은 
운동’은 SNPE의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참여자들의 운동지속의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SNPE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무료 체험 이벤트 등)를 확대하여 새로운 참여자의 유입을 모색해야 함. 

▷ 통증 부위의 치료와 체형 교정을 통해 몸매개선(191명), 근력강화(140명), 혈액순
환(136명), 피로개선(130명), 체중조절(126명), 피부개선(121명) 등의 긍정적 변화
가 보고됨.

▷ SNPE를 통해 교정된 바른 자세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간접적인 긍정적 효과의 예로 두통, 불면증, 팔다리저림, 안면비대칭, 무월경증 등
의 증상 완화를 들 수 있음.

▷ 심리적, 생리적 변화들은 생활만족도 및 자기존중감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SNPE를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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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심리 변화 분석 결과

▷ 행복감 증가(493명), 생활만족도 증가(441명), 긍정적사고(398명), SNPE 참여동기 
증가(383명), 자신감 향상(264명), 자기존중감 향상(211명), 우울감 감소(61명), 대
인관계 개선(49명) 등의 심리적 효과가 보고됨. 

▷ 심리적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이들 간의 
영향 관계 속에서 SNPE를 지속하려는 운동참여동기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
축됨.

▷ SNPE가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