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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1. 과업필요성 및 목적

【국내·외 만성통증 현황】

m 만성통증(chronic pain)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함(Payne &

Norfleet, 1986). 일반적으로 만성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만성통증 환

자는 사회 경제적(socioeconomical)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Scascighini, Toma,

Dober-Spielmann, & Sprott, 2008).

m 세계적으로 19억 명의 사람이 만성통증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고 있으며 점점 증가고 있음

(Vos et al., 2017).

◼ <그림 1>1)을 보면, 만성통증을 겪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인구의 약 

39.92%(약, 5억 1백만 명), 인도(13%, 1억 7천 4백만 명) 그리고 미국(30%, 1억에서 1억 1천 

6백만 명) 순으로 나타났음.

◼ Dahlhamer과 동료들은(2018)은 만성통증은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건강 문제라고 하였음.

m 만성통증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킴.

◼ 만성통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5,600억에서 6,350억 달러로 이는 1인당 2,000

달러 수준임(Pizzo et al., 2011).

◼ 만성통증으로 직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은 3,600만 명으로 이를 비

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2,990억에서 3,250억 달러에 이름(Gaskin & Richard, 2012).

m 국내 만성통증 현황은 조사자료는 노인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 

자료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에 시작하여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지

만, 2008년 이후로 만성통증에 관한 측정문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무릎관절통, 엉덩이관절통, 요통의 특정 부위로 제한된 통증 여부만

을 묻고 있어 만성통증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증 관련해서는 만 40세 또

1) 자료 출처는 https://www.pathways.health/global-chronic-pain-statistics-2018-infographic/임.

https://www.pathways.health/global-chronic-pain-statistics-2018-inf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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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 40대 미만의 연령에 대한 통증 파악은 어려움.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동일한 인구를 추적하여 통증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음. 그러나 통증 기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성통증 여부를 판

단하기가 어렵고, 전체 연령에 대한 통증파악 또한 불가능함.

◼ 이와 같이 국내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통계자료에서는 만성통증 인구에 대한 정확한 확

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2011년 대한통증학회에서 국내 만성통증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임상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만성통증환자는 성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250 만 명으로 추정됨.

그림 1. 국가별 만성통증 인구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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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과 운동치료】

m 만성통증 치료를 대표적인 방법은 수술이나 약물치료법이 있으나 이는 통증감소에만 목적

을 둔 것으로 내성, 변비, 중독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높아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함(An, Jang, & Jang, 2007; Turk, Swanson, & Tunks, 2008).

◼ 오히려 약물이 통증을 경감시켜 줄 때조차도 만성통증 환자는 다른 부작용이 유발될 두

려움을 지니고 있음(Brannon & Feist, 2007).

◼ 만성 통증치료를 위한 여러 약물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에 대한 의

문이 존재함(Häuser, Wolfe, Tölle, Üçeyler, & Sommer, 2012; Nüesch, Häuser,

Bernardy, Barth, & Jüni, 2013).

m 비약물 치료법(non-pharmacological therapies)은 만성통증 관리에 있어 점점 중요한 방

법으로 각광받고 있음(Ambrose & Golightly, 2015).

◼ 그 중하나는 인지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al therapy)으로 통증과 피로감 감소에 도

움을 주고, 전반적인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향상을 도모하는 고전적(classic) 방법

임(Bushc et al., 2011; Hassett, Williams, 2011). 뿐만 아니라 요가, 침술

(acupuncture), 명상 등의 대안적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음(Langhorst, Klose, Dobos,

Bernardy, & Häuser, 2013).

◼ 지금까지 진행된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

면, 만성통증 감소와 함께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수면(sleep)의 질 그리고 인지기

능(cognitive function) 향상을 위한 유익한 방법은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음(Busch et

al., 2013; Hagen et al., 2012; Kayo, Peccin, Sanches, & Trevisani, 2012).

◼ 운동치료법(exercise therapy)은 다른 통증 치료법(예: 마사지, 침술, 약물치료 등(Flelix,

2014))보다 치료 중 고통이 적고, 치료 후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음(Daene, Varkey, Kellmann, & Nijs, 2015; Haahr,

et al., 2005; Hagberg, Harms-Ringdahl, Nisell, & Hjelm, 2000; Landmark,

Romundstad, Borchgrevink, Kaasa, & Dale, 2011).

m 기존 통증완화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요가(Posadzki, Ernst, Terry, & Lee,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와 필라테스(Ekiciet al.,

2017)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 활동, 걷기 등) (Landmark et al., 2011)임. 그러나 

몇몇 운동치료법은 시설(facilities), 장비(equipment) 및 지도자 지도가 필요하여 일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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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도 함(Juhakoski et al., 2011; Van Den Hout et al., 2005). 따

라서 효율적인 운동치료법은 자기 주도적 운동(self-directed exercise)이 가능해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임.

m 뿐만 아니라 고강도가 아닌 중강도 운동과 유연성 중심이 운동치료법의 효과를 높이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중강도 운동(low-to moderate intensity exercise)과 유연성 운동

이 통증감소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유연성 운동은 관절 운동범위를 개선하고 근력의 뻣뻣함(stiffness)을 줄여줌.

◼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대심박수 50에서 60%인 중강도 운동에서(low-to moderate

intensity exercise defined as 50~60% of maximum hear rate (maxHR)) 만성통증 증

상 약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그 이상의 운동에서는(moderate-to high-intensity

exercise defined as 60~80% of maxHR) 통증감소 보다는 신체능력이 좋아졌음(Jones,

Adams, Winters-Stone, & Burckhardt, 2006; Nelson et al., 2007).

◼ Gavi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유연성 운동 (flexibility training)에서만 통증감소효과

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m 유산소(예: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와 근력 운동이 통증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근력운

동이 여러 부위에 대한 만성통증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Baillet,

Vaillant, Guinot, Juvin, & Gaudin, 2012; Hooten et al., 2012).

m Jones, Adams, Winter-Stone과 Burckhardt(2006)은 46편의 만성통증과 운동치료 관련 연구

들을 분석한 결과 35편이 4주 동안 주 2~3일 중강도 이하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였음.

◼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주일에 2~3회, 중강도 근력운동이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감소 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음(Jones et al., 2006).

◼ 운동치료는 다른 통증치료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함 치료법임.

m 사전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 통증치료 운동은 중/저강도에서 유연성 기반 운동으로 

근력운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지도자의 도움 없이도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나아가 1주일에 2~3회를 규칙적으로 참여할 때 통증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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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전문운동치료 SNPE】

m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Yoon, Choi, & Shin,

2019a)은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한 운동으로 골반과 관절에 벨트(예: 다리에 착용하는 바른

자세 벨트, 골반에 착용하는 고관절·골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운동을 실시함

◼ 기타 도구들을(예: 다나손, 웨이브베개 등) 사용하여 척추 주변의 굳어진 속근육을 자극

하고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4개의 벨트사용 동작(SNPE 1번, 2번, 3번,

4번)과 4개의 도구사용 동작(C무브, T무브, L무브, SC무브), 총 8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음(Yoon et al., 2019a).

◼ SNPE는 휴대가 가능한 벨트와 도구만 있으면 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고강도 운동이 아닌 저/중 강도로 유연성 기반으로 근격 강화 운동까지 포함하

고 있으므로 통증전문 운동치료법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SNPE는 자기주도적 운동으로 시설, 장비 및 강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 경제적 비

용 부담 또한 낮으며, 저/중강도의 유연성과 근력기반 운동으로 만성통증 치료에 이상적

인 운동치료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생물심리사회모델과 통증】

m <그림 2>와 같이 통증을 고려한 생물심리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감각, 인지/감정 

그리고 상호작용 요인의 평가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 통증 경험은 환자의 삶의 여러 측면을 방해하며, 일상활동, 신체/정신 건강, 가족/대인관

계/직장 생활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만성통증은 결국 건강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생산성 손실로 이어져 만성통증 환

자에게는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

m 통증에 대한 생물심리사회모델은 통증은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Dueñas, Ojeda, Salazar,

Mico, & Failde, 2016). 

◼ 생물학적 요인 중 하나는 유전적 원인에 의한 경우를 들 수 있음. 또한 뇌의 구조적 이

상과 결합과 같은 신경해부학적 요인, 신경 전달물질 및 내분비 계통의 이상으로 유발되

는 신경생리학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이 밖에도 질병이나 감염, 약물 등 모든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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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포함함.

◼ 심리적 요인은 부적응적 인지 도식, 부정적 사고, 인지적 편향을 포함하고, 행동적/동기

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영역 또한 포괄함.

◼ 사회적 요인은 가족구조, 직업, 거주 지역 등과 같은 개인 환경적 요인을 의미함.

m <그림 2>의 통증에 대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통해 통증치료를 통한 효과는 단순히 신경생

리적 요인인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포괄하고 있음.

m 따라서 만성통증에 대한 운동치료법 효과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일차원의 단편적

인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통증감소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그림 2. 통증에 대한 생물심리사회모델과 삶의 질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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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목적】

m SNPE는 통증감소와 바른자세 형성에 효과적인 운동이지만, 기존 효과 검증은 개인의 사례

에 근거하여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학술논문에 투구된 경우는 부족하였음.

m 본 연구에서는 생물심리사회모델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다차원 접근을 통해 

SNPE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증명하였음.

m 이를 위해 SNPE 참여 후, 참여자의 안굽이 무릎의 변화와 향상된 자세 조절 능력이 존재하

는지를 살펴보았음.

m SNPE참여가 통증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신체상과 신체적 자기개념 등 심리

적, 사회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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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추진 과정

【STOM 철학】

m 본 연구 과업의 목적과 목표를 총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S-T-O-M 철학을 기반으로 

접근함<그림 3>.

m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과학적으로 SNPE 효과 검증(Sports science).

m 기존 제시된 이론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SNPE 효과 검증(Theoretical).

m 다른 통증치료 운동프로그램과 차별화된 SNPE 만의 독창성을 강조함(Originality)

m SNPE의 효과를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운동학적 영역에서 살펴봄(Multidimensional)

【과업목적과 목표】

m SNPE 관련 연구기반 확대를 통한 연구 생태계 구축.

m SNPE 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연구 방법을 개발하여 학문적 토대 형성.

m SNPE 효과를 검증한 후, KCI 또는 SSCI 논문에 게재함.

【과업추진 절차】

m 과업추진은 관련 이론적 근거와 연구를 정리하는 자료수집 단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연구실행 단계, 마지막으로 세부연구 결과를 KCI 또는 SSCI

에 게재하는 논문투고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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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목적과 목표 >

1. SNPE 연구 생태계 구축
2. SNPE 학문적 토대 형성

3. SNPE 효과에 대한 학술논문 투고

철  학 내      용

Sports science

(스포츠 과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적용함

Theoretical

(이론적 접근)
기존 이론과 연구결과에 근거

Originality
(독창성 확보)

SNPE만이 지닌 독창성을 강조

Multidimensional
(다차원 접근)

심리적, 사회적, 운동학적 관점에서 SNPE효과 검증

그림 3. 과업추진 철학, 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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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결과

연구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이 안굽이 무릎의 정상화와 자세제어능

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1 요약】

m 12주간의 SNPE 운동은 안굽이 무릎의 정상화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자세 조절 능력의 향상

으로 이어졌음.

m 본 연구에서는 Romberg standing 시 연구 대상자들의 다양한 관절(발목, 무릎, 어깨, 몸통,

목 등)과 근육들을 상세하게 관찰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대상자들의 안굽이 무릎의 변화와 

향상된 자세 조절 능력으로 미루어 보아 12주간의 SNPE 운동은 신체의 골반과 고관절, 무

릎, 목 등 다양한 관절들과, 척추주변의 인대와 근육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정상적인 신체

의 근골격계를 유지하거나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음.

m 다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두 명으로 제한되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됨.

m 향후 충분한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여 통계적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다

면 학술적인 연구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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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Self Nature Posture Exercise (SNPE) 운동은 최근 약 10년 동안 추간판 탈출증 (lumbar

herniated intervertegral disc), 휜 다리 (genu varum & genu valgum), 척추 측만증 

(Scoliosis)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균형적인 자세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통증을 치료하는 운

동으로 많은 환자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음.

m 그러나 그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 된 사례가 없는 바 본 연구를 통해 SNPE 운동의 효과

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함.

m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굽이 무릎(genu varum)를 지니고 있는 자발적 대상자들을 모

집하여 12주간의 SNPE 운동이 안굽이 무릎의 정상화와 안굽이 무릎으로 인해 생겨난 불안

정한 자세 조절(postural control)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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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본 연구에는 총 2명의 연구대상자들이 실험에 참여하였음.

◼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안굽이 무릎을 지니고 있었으며, 12주간 SNPE 운동의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20대 여성 참가자로 선정하였음.

◼ 연구대상자 모두 실험과제와 12주간의 SNPE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질환이나

(neurological disease)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 장애가 없었음.

◼ 또한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기관 심의위원회의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얻었

으며 실험 전 모든 참가자들의 서면 동의서를 구하였음.

2) 실험도구

◼ 연구대상자들의 안굽이 무릎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8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포함한 동

작분석 시스템(Vicon: Vicon Inc., Oxford, UK)를 사용하였으며, 두 대의 지면 반력기

(Bertec Corp., Columbus, OH, USA)를 통해 참가자들의 자세 조절 능력을 관찰하였음.

◼ 동작분석 시스템과 지면반력기는 동기화(synchronized) 되었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샘

플링 비율(sampling rate)은 100Hz로 설정하였음.

◼ 측정된 원자료(raw data) 자료 처리에 앞서 5Hz의 차단 추파수(cut-off frequency)와 4차 

버터워스 저역 필터(4th order double pass Butterworth filter)로 필터링 하였음.

3) 실험 과제 및 절차

m 사전검사

◼ 안굽이 무릎 :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안굽이 무릎 정도를 동작분석 시스템을 통해 관찰하

였음

- 이를 위해 참가자의 양쪽 하지의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midpoint of

patella, tibial tubercle에 passive marker를 부착하였음.

- 그 후 양발을 모은 후 편안히 선 자세를 유지한 채 10초 동안 8대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안굽이 무릎의 정도를 관찰하였음<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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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대상자의 안굽이 무릎 촬영 장면

◼ 자세 조절 : 안굽이 무릎 측정 후 연구대상자의 자세 조절(postural control)을 측정하였

음.

-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는 먼저 맨발로 두 대의 지면 반력기 위에 각각의 발을 놓으며 

편안한 상태로 올라섰음.

- 이때 양발의 간격에 의한 자세조절의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Romberg standing 자세

를 취하였음<그림 1-1>.

- 그 후 연구자의 시작 신호와 동시에 30초 동안 연구대상자는 최대한 몸이 흔들리지 않

게 자세 발란스(balance)를 유지하였음.

m SNPE 운동

◼ 사전검사 종료 후 연구대상자들은 12주간의 SNPE 운동을 실시하였음.

◼ SNPE 운동은 한국바른자세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과 <그림 1-2> SNPE 동

작들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최중기와 윤지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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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NPE 운동에 사용되는 도구 

m 사후검사

◼ 12주간의 SNPE 운동이 종료된 후 연구대상자들은 사전검사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굽

이 무릎의 정도와 자세조절 능력을 측정함.

4) 자료처리

m Quadriceps angle (Q-angle)

◼ 연구대상자의 안굽이 무릎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Q-angle 값을 사용하였음.

◼ Q-angle은 ASIS와 patella의 중앙점을 연결한 직선과 patella의 중앙점과 tibial

tubercle을 연결한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그림 1-3 참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15~18

도 사이의 값이 정상으로 고려되어 지고 있음(Horton & Ha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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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Q-angle과 관련
마커(marker)들의 위치 

m 압력중심(center of pressure : COP)

◼ Romberg standing과제 동안 발생한 참가자의 자세 조절을 나타내는 압력중심을 구하기 

위해 먼저 오른발과 왼발의 압력중심을 각각의 지면 반력기로부터 구한 후 전체 압력중

심 값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Winter, Prince, Stergiou, & Powell, 1993).

  















(수식 1)

◼ 이때 COPL과 COPR은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중심이며, FzL과 FzR은 왼발과 오른발에서 발

생된 수직방향의 지면 반력(ground reaction force)값을 의미함.

◼ 또한 모든 압력중심 값은 좌-우(Medio-Lateral: ML)와 앞-뒤(Anterior-Posteiror: AP)방향

에서 산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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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세조절의 가변성(variability)

◼ 자세조절은 자세유지를 위한 필수적 감각기관인 시각계(visual system), 전정계(vestibular

system), 자기수용계(somato system)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통합하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와 신체를 지지하는 근육과 뼈로 형성된 근골격계의 유기적인 과정을 통

하여 이루어짐.

◼ 전통적으로 자세조절 연구에서는 자세조절 능력을 개인(organism), 과제(task), 환경

(environment)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압력중심의 길이, 영역, 속도, 표준편차 등과 

같은 다양한 선형적(linear) 변인들을 사용하여 자세조절의 특성을 분석하며(Le Clair &

Riach, 1996) 변인들의 증가 및 감소는 조건에 따라 변화된 중추신경계의 자세조절 전략 

정도를 나타내줌.

◼ 본 연구에는 자세조절의 가변성, 즉 특정한 서기 과제 시 발생한 자세의 흔들림 정도를 

압력중심의 표준편차와 타원 영역을 통해 산출하였음.

① 압력중심의 표준편차

- 30초 동안의 Romberg standing 동작 시 발생한 연구자의 자세 흔들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압력중심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좌-우, 앞-뒤 방향에서 산출하였음

(Newell et al., 1997; Paulus, Strube, & Brandt, 1984).

- 본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제시되었던 Romberg standing 조건에 따르면 압력중심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즉, 낮은 가변성을 나타낼수록 높은 자세조절의 안정성을 의미함.

②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

- 30초 동안의 Romberg standing 과제 동안 발생한 연구자의 자세 흔들림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을 계산하였음.

- 타원 영역은 2차원 공간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85.35%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써 서로 다

른 공간(AP/ML)에서 발생한 움직임의 가변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Prieto, Myklebust, Hoffmann, Lovett, & Myklebust, 1996) <그림 1-4>.

- 타원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변인(예: COPAP, COPML)의 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을 통해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값(eigenvalue)을 산출함.

- 그 후 고유값 행렬을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시켜 두 개의 축(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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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한 후 두 축들의 곱과 원주율을 통해 타원 영역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수식 2)

- 이때, π는 원주율이며, Π은 produce function, svd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function, val는 eigenvalue matrix임.

- 본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제시되었던 Romberg standing 조건에 따르면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의 값이 작을수록 낮은 자세조절의 가변성을 나타내며 이는 높은 자세조절의 안정성

을 의미함.

그림 1-4.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의 예

m 자세조절의 복잡성(complexity)

◼ 자세조절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비선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형성

되는 압력중심은 비정상성(non-stationary)을 나타냄으로(Carroll & Freedman, 1993;

Harris, Reidel, Matesi, & Smith, 1993; Newell, Slobounov, Slobounova, & Molenaar,

1997) 선형적인 분석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COP의 다이내믹컬한 속성(time

evolutionary properties), 즉 구조 또는 복잡성(complexity)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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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Newell & Molenaar, 1998).

◼ 복잡성은 엔트로피(entropy), 무질서(randomness),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과 관련된 

물리학과 생물학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나(Gell-Mann, 1995; Grassberger

& Procaccia, 1987) 일반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적인 요소들의 수와 그들의 상

호관계로 정의되며(Vaillancourt & Newell, 2002) 시계열상 시스템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deterministic) 과정과 확률(stochastic)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시스템의 복잡성은 가변성(variability)과 다른 개념이며 표준편차와 같은 선형적 분석 방

법으로 측정되지 않음.

◼ 또한 복잡성은 시간 영역(time domain)과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분석도구로는 비선형

(non-linear) 분석기법인 근사 엔트로피(approximate entropy: ApEn), 상관 차원

(correlation dimension), 탈경향변동분석(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등이 있고 주파

수 영역에서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스펙트럼 DOF 또는 스펙트럼 기울기가 이용되고 

있음(Pincus et al., 1993; Vaillancourt & Newell, 2003).

◼ 본 연구에서는 자세조절 시 발생하는 압력중심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파수 영역

에서 압력중심의 스펙트럼 기울기를 계산하였고, 시간 영역에서 다중스케일 엔트로피

(multi-scale entropy: MSE)와 탈경향변동분석(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DFA)를 산

출하였음.

① 스펙트럼 기울기

- 스펙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시간 영역(time

domain)에 있는 압력중심을 고속푸리에변환(FFT) 시켜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

로 나타냄.

- 그 후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파워의 변화를 선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주파수와 파워 

양쪽에 로그 함수를 적용시킴.

- 이를 통해 나타난 압력중심의 파워 스펙트럼은 아래와 같음.

   (수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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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a는 y축 절편이며, b는 스펙트럼의 기울기임.

- 그 후 최소제곱법(least square)을 사용해 파워 스펙트럼의 1차 선형 회귀선(regression

line)을 구하면 회귀선의 기울기 즉,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음(Gilden,

Thornton, & Mallon, 1995) <그림 1-5>.

-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질수록 백색 가우스 잡음(white noise)에 가까워져 높은 복잡성을 

의미한 반면, 기울기가 0보다 작아지면 낮은 복잡성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 참가자에게 제시되었던 Romberg standing 조건에 따르면 스펙트럼의 기

울기가 0에 가까울수록 즉, 높은 복잡성을 나타낼수록 높은 자세조절의 안정성을 의미함.

그림 1-5. 압력중심의 스펙트럼 기울기의 예

② 다중스케일 엔트로피(MSE)

- 초기 복잡성 연구에 많이 사용 되었던 Approximate entropy(ApEn)과 Sample

Entropy(SampEn)는 하나의 time-scale 만을 고려하여 복잡성을 계산하였음.

- 그러나 인간의 움직임은 다양한 time-scale에 크게 의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ApEn

과 SampEn은 time-scale의 변화에 따라 그 값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 MSE는 기존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다양한 time-scale을 통해 복잡성

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다양한 인간의 움직임 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음(Costa, Peng, Glodberger & Hausdorf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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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E를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 데이터(raw data)로부터 

coarse-grained 데이터를 생성함.

- Coarse-grained 데이터는 연구자에 의해 정해진 time-scale 지수(τ)만큼 비 중첩 윈도

(non-overlapping windows)에서 평균을 내어 구할 수 있음<그림 1-6>.

- 본 연구에서는 1에서 20까지의 time-scale 지수를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총 20개의 

coarse-grained 데이터를 통해 MSE를 계산하였음.

- 그 후 각각의 coarse-grained 데이터의 SampEn 값을 아래의 수식을 통해 산출하였

음.

    ln





(수식 4)

- 이때, m은 repetition vector의 길이, r은 similarity criterion, N은 데이터의 길이,

 은 correlation sum을 나타냄.

- 본 연구에서는 m과 r값을 각각 2와 0.2로 설정할 것임.

- 그 이유는 SampEn의 계산 시 위의 값으로 설정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타당

성을 보여주기 때문임(Groome, Mooney, Holland, Smith, Atterbury & Loizou, 1999).

- 그 후 x축을 20개의 time-scale 지수로, y축을  각각의 time-scale 지수에 해당하는 

SampEn으로 하는 MSE 곡선을 그림.

- 마지막으로 복잡성을 나타내는 변인인 MSE 영역을 구하기 위해 MSE 곡선 아랫부분을 

적분하여 그 영역을 계산하며, 이는 아래의 수식으로 구해짐.

  
 



 (수식 5)

- 이때, a는 time-scale 지수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 높은 MSEarea의 값은 압력중심의 높은 복잡성을, 낮은 MSEarea의 값은 

낮은 복잡성을 의미하며(Ko & Newell, 2016), MSEarea 값이 높을수록 보다 더 안정된 

자세조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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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ime-scale 지수가 2와 3일 때
Coarse-graining 절차를 보여주는 도식

③ 탈경향변동분석(DFA)

- 또 하나의 비선형 분석 알고리즘인 DFA는 압력중심과 같이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을 띠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복잡성을 나타내는 DFA-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영 평균(zero mean)

시킨 후 적분하고 그 후 다시 디트렌드(detrend)하여 장기간 상관관계(long-term

correlation)를 제거함.

- 그 후 여러 개의 time-scale로 적분된 데이터와 디트렌드 된 데이터를 각각 쪼개고 그 

차이를 통해 제곱평균(root mean square: RMS)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수식 6)

- 이때, 는 특정한 time-scale에서의 RMS,  는 적분된 압력중심,  는 

디트렌드 된 압력중심을 나타냄.

- DFA-지수 측정 시 time-scale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4부터 데이터의 길이/4 까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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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Peng et al., 1994). 는 time-scale의 증가에 따라 멱법칙(power-law)을 보임으

로 복잡성을 대변하는 DFA-지수는 time-scale과  로그변환(log)을 시킨 후 변환

된 두 변인의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분석을 통해 계산되는 기울기로 측정됨.

- DFA-지수 값이 0.5에 가까워질수록 데이터는 백색잡음(white-noise) 형태를 보이게 되

며, DFA-지수 값이 1.0 과 1.5에 가까워질수록 각각 1/f와 갈색잡음(Brownian-noise)의 형

태를 지니게 됨.

- 다시 말해 DFA-지수가 증가할수록 복잡성은 낮아지며, 반대로 DFA-지수가 감소할수록 

복잡성은 증가함.

- 본 연구에서 낮은 DFA-지수의 값을 나타낼수록 보다 더 안정된 자세조절을 의미함.

m 지면 반력 비율  

◼ Romberg standing 과제 동안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발생한 하중(load)의 차이를 관찰하

기 위해 양쪽 다리의 수직 방향의 지면 반력 값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음.

 


(수식 7)

◼ 이때, L은 왼쪽, R은 오른쪽, z는 수직방향을 의미함.

◼ 위의 수식에 따라 체중이 양 다리에 균등하게 분배 되었을 경우 Fz ratio 값은 1을 나타

내며, 왼쪽 다리에 더 분배 될 경우 1보다 큰 값은, 오른쪽 다리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

졌을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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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연구 대상자 #1

m 안굽이 무릎

◼ <그림 1-7>은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1의 좌/우 하지에서 측정된 

Q-angle 값을 보여줌.

◼ 오른쪽 하지의 Q-angle 값은 사전 검사에서 9.21°, 사후 검사에서 15.34°로 나타났으며 왼

쪽 하지의 Q-angle 값은 사전 검사에서 10.96°, 사후 검사에서 15.10°로 좌/우 하지 모두 

사후 검사에서 정상 범위 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그림 1-7.  연구 대상자1의 Q-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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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OP trajectory in the ML & AP direction

◼ <그림 1-8>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 trajectory를 좌우(ML), 앞뒤(AP) 방향을 보여줌.

그림 1-8.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대상자1의 COP trajectory  

◼ <그림 1-9>는 사전(좌) 검사 및 사후(우)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대상자1의 COP trajectory를 2D 평면에서 보여줌.

그림 1-9. COP trajectory in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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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세조절의 가변성(variability)

① 압력중심의 표준편차

◼ <그림 1-10>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 표준편차(SD)를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COP의 표준편차는 사전 검사에서 5.27 cm, 사후 검사에서 3.17 cm를 나

타났으며,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4.45 cm, 사후 검사에서 3.87 cm로  양방향 모

두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존재하였음.

그림 1-10. Standard deviation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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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력중심의 타원영역

◼ <그림 1-11>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 타원영역을 보여줌.

◼ 2차원 공간에서 발생한 COP 움직임의 85.35%를 포함하는 영역인 타원 영역은 사전 검사

에서 264.67 , 사후 검사에서 147.33 로 크게 줄어들었음.

그림 1-11. COP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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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세조절의 복잡성(complexity)

① 스펙트럼 기울기

◼ <그림 1-12>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 파워 스펙트럼을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시간 영역(time domain)의 COP를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로 변환 시킨 파워 

스펙트럼은 저주파 구간에서 높은 파워를 나타내며 고주파로 갈수록 낮은 파워를 나타내

는 형태로 감소하였으며 그림에서 표시된 빨간색 실선 부분은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의미함.

◼ <그림 1-13>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

대상자1의 COP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기울기 값은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COP 스펙트럼의 기울기는 사전 검사에서 –3.36, 사후 검사에서 –2.84를 나

타내어 상승한 반면,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2.43, 사후 검사에서 –2.49로  사전

과 사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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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Power spectrum of COP and slope

그림 1-13. Spectral slope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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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스케일 엔트로피(MSE)

◼ <그림 1-14>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에 대한 MSE 영역을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MSE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14.33, 사후 검사에서 19.47로 나타났으며, 앞

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11.56, 사후 검사에서 14.68로  양방향 모두 사후 검사에서 

MSE 영역 값이 증가하였음.

그림 1-14. Multi-scale entropy area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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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탈경향변동분석(DFA)

◼ <그림 1-15>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COP에 대한 DFA-지수를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DFA-지수는 사전 검사에서 1.53, 사후 검사에서 1.28로 나타났으며,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1.59, 사후 검사에서 1.15로  양방향 모두 사후 검사에서 DFA-

지수 값이 감소하였음.

그림 1-15. DFA()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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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면 반력 비율

◼ <그림 1-16>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1의 Fz ratio 값을 보여줌.

◼ 과제 수행 동안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발생한 하중(load)의 차이를 나타내는 Fz ratio 값

은 사전 검사에서 1.35, 사후 검사에서 0.92로 사후 검사에서 1에 더 가깝게 나타났음.

그림 1-16. Trajectory of Fz ratio (up) and the average of 
Fz rati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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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 #2

m 안굽이 무릎

◼ <그림 1-17>은 사전 및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연구 대상자2의 좌/우 하지에서 측정된 

Q-angle 값을 보여줌.

◼ 오른쪽 하지의 Q-angle 값은 사전 검사에서 6.52°, 사후 검사에서 15.45°로 나타났으며 왼

쪽 하지의 Q-angle 값은 사전 검사에서 5.47°, 사후 검사에서 15.94°로 좌/우 하지 모두 

사후 검사에서 정상 범위 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그림 1-17.  연구 대상자2의 Q-angle



- 35 -

m COP trajectory in the ML & AP direction

◼ <그림 1-18>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COP trajectory를 좌우(ML), 앞뒤(AP) 방향을 나타냄.

그림 1-18.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대상자2의 COP trajectory  

◼ <그림 1-19>는 사전(좌) 검사 및 사후(우)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대상자1의 COP trajectory를 2D 평면에서 보여줌.

그림 1-19. COP trajectory in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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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세조절의 가변성(variability)

① 압력중심의 표준편차

◼ <그림 1-20>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COP 표준편차(SD)를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COP의 표준편차는 사전 검사에서 6.46 cm, 사후 검사에서 4.25 cm를 나

타내었고,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7.69 cm, 사후 검사에서 4.32 cm로  양방향 모

두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음.

그림 1-20. Standard deviation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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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력중심의 타원영역

◼ <그림 1-21>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대상자2의 COP 타원영역을 보여줌.

◼ 2차원 공간에서 발생한 COP 움직임의 85.35%를 포함하는 영역인 타원 영역은 사전 검사

에서 592.24 , 사후 검사에서 221.15 로 크게 줄어들었음.

그림 1-21. COP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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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세조절의 복잡성(complexity)

① 스펙트럼 기울기

◼ <그림 1-22>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COP 파워 스펙트럼을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시간 영역(time domain)의 COP를 주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으로 변환 시킨 파워 스

펙트럼은 저주파 구간에서 높은 파워를 나타내며 고주파로 갈수록 낮은 파워를 나타내는 

형태로 감소하였으며 그림에서 표시된 빨간색 실선 부분은 스펙트럼의 기울기를 의미함.

◼ <그림 1-23>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구

대상자2의 COP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기울기 값은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COP 스펙트럼의 기울기는 사전 검사에서 –3.77, 사후 검사에서 –2.67를 

나타내어 상승한 반면,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3.08, 사후 검사에서 –2.23로  

사전과 사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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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Power spectrum of COP and 
slope 

그림 1-23. Spectral slope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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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스케일 엔트로피(MSE)

◼ <그림 1-24>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COP에 대한 MSE 영역을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MSE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8.95, 사후 검사에서 12.21로 나타났으며,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14.69, 사후 검사에서 18.90로  양방향 모두 사후 검사에서 

MSE 영역 값이 증가하였음.

그림 1-24. Multi-scale entropy area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 41 -

③ 탈경향변동분석(DFA)

◼ <그림 1-25>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COP에 대한 DFA-지수를 좌우(ML), 앞뒤(AP) 방향에서 보여줌.

◼ 좌우 방향에서 DFA-지수는 사전 검사에서 1.53, 사후 검사에서 1.28로 나타났으며,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1.59, 사후 검사에서 1.15로  양방향 모두 사후 검사에서 DFA-

지수 값이 감소하였음.

그림 1-25. DFA() of COP in the ML & AP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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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면 반력 비율

◼ <그림 1-26>은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실시한 30초간의 Romberg standing 시 발생한 연

구대상자2의 Fz ratio 값을 보여줌.

◼ 과제 수행 동안 왼쪽과 오른쪽 다리에 발생한 하중(load)의 차이를 나타내는 Fz ratio 값

은 사전 검사에서 0.71, 사후 검사에서 1.04로 사후 검사에서 1에 더 가깝게 나타났음.

그림 1-26. Trajectory of Fz ratio (up) and the average of Fz 
ratio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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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12주간의 SNPE 운동이 안굽이 무릎의 정상화와 안굽이 무릎으로 인해 생겨난 불

안정한 자세 조절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m 안굽이 무릎

◼ 안굽이 무릎의 정도는 좌/우측 하지 모두에서 ASIS와 patella의 중앙점을 연결한 직선과 

patella의 중앙점과 tibial tubercle을 연결한 직선이 이루는 각인 Q-angle (그림 1-3 참

고)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전 연구(Horton & Hall, 1989)를 바탕으로 15~18°를 건강한 

여성의 정상 범위로 설정하였음.

◼ 연구에 참가한 두 명의 연구 대상자 모두 12주간의 SNPE 운동 후 안굽이 무릎이 정상인

의 범위로 조정되었음.

◼ 연구 대상자1의 경우 SNPE 운동 전에는 좌/우측 하지 각각 10.96°와 9.21°의 Q-angle 값

을 보였으나 운동 후에는 좌/우측 하지 각각 15.10°와 15.34°으로 개선되었음.

◼ 연구대상자2의 경우에는 운동 전 Q-angle 측정에서 좌/우측 하지 각각 5.47°와 6.52°로 

연구대상자1에 비해 안굽이 무릎의 정도가 더 심하였으나 SNPE 운동 후 좌/우측 하지 

각각 15.94°와 15.45°로 약 10°이상의 Q-angle 증가를 나타내며 SNPE 운동의 효과를 입증

해 주었음.

◼ 흔히 오다리 혹은 오자다리라고도 불리는 안굽이 무릎의 원인은 다양하게 소개 되고 있음.

◼ 유전적 요인부터 좌식생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의 환경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들

에 의해 안굽이 무릎이 발생하고 이는 골반과 고관절, 척추주변의 인대와 근육의 불균형

을 야기하여 정상적 근골격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여 인체의 바른 자세를 저해하게 됨.

◼ 안굽이 무릎을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 치료법들이 많이 소개 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부분 일시적인 정상화를 불러일으키는 단순한 몇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정도

이며 또한 과학적이고 정밀화 되지 않은 측정 방법을 통해 타당성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

고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적용된 SNPE 운동은 기존의 안굽이 무릎 치료를 위해 소개된 운동법들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차별점이 있음.

◼ SNPE 기본동작 네 가지를 비롯하여 20가지의 코어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 및 15가

지의 자체개발(한국바른자세연구원) 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 C, T, L, SC-MOVE 운동 

등은 안굽이 무릎의 치료 효과를 넘어 신체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으로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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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운동 치료법이라 사료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카메라 8대를 사용한 동작 분석 시스템(motion capture

system)을 사용하여 각도기나 카메라 어플리게이션 등을 통해 측정된 Q-angle 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 되어졌다는 점이 기존의 안굽이 무릎과 관련된 다양한 보고들과 비교

하여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m 자세조절

◼ 안굽이 무릎과 자세 조절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들은 두 대의 지면 반력

기(force plate) 위에서 30초 동안 Romberg standing 자세를 취하였음<그림 1-1>.

◼ 자세 조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형적 분석법(linear analysis)인 압력중심(COP)의 표준편

차와 타원 영역을 통해 가변성(variability)을 측정하였고 비선형적 분석법(non-linear

analysis)인 압력중심의 스펙트럼 기울기, 다중스케일 엔트로피(MSE), 그리고 탈경향변동

분석(DFA)를 통해 복잡성을 측정하였음.

◼ 압력중심의 가변성과 관련하여 두 연구 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향상된 결과가 나타남.

◼ 압력 중심의 표준편차는 좌/우, 앞/뒤 방향 모두에서 12주간의 SNPE 운동 후 줄어들었

으며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 역시 SNPE 운동 후 줄어든 결과가 나타남.

◼ 특히 연구대상자2의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 

대상자의 안굽이 무릎의 정도가 연구 대상자1 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으나 SNPE 운동 후 

안굽이 무릎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 사후 검사에서 연구 대상자2는 연구 대상자1 보다 여전히 높은 압력중심의 가변성을 보

였으나 압력중심의 타원 영역의 경우 연구 대상자1은 약 45%의 개선을 보인 반면 연구 

대상자2는 무려 62.5%의 향상을 나타냄으로써 자세 조절의 가변성에 관하여 연구 대상자

2가 더 높은 SNPE 운동의 효과를 봤다고 판단됨.

◼ 압력중심의 복잡성 역시 두 연구 대상자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음.

◼ 좌/우, 앞/뒤 방향 모두에서 MSE 영역은 12주간의 SNPE 운동 후 증가하였고 DFA-지수

는 감소하였음.

◼ 이는 압력 중심의 복잡성이 운동 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임.

◼ 스펙트럼의 기울기는 좌/우 방향에서는 두 연구대상자 모두 증가하여 SNPE 운동 후 높

은 압력중심의 복잡성을 나타내었으나 앞/뒤 방향에서는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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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음.

◼ Romberg standing과 같은 Quiet standing은 과제 차원(task dimension)이 0인 서기 과제임.

◼ 과제 차원이 0인 경우에서는 높은 복잡성을 보일 경우 안정된 자세 조절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자세 조절 시스템에 방해 작용(perturbation)이 일어났을 경우 더 빨리 이전의 안정

된 자세 조절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자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됨(Williams, 1997).

◼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모두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높은 복잡

성을 나타내어 향상된 자세 안정성을 보여 주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안굽이 

무릎이 정상화되어 하지 관절이 과제 수행 시 인체에 미치는 외력 즉, 중력을 통제하여 

높은 자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였다고 해석됨.

m 지면 반력 비율

◼ Romberg standing 과제 동안 좌/우측 하지에 발생한 하중(load)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양쪽 다리의 수직 방향에 대한 지면 반력 값의 비율인 Fz ratio 값을 계산하였음.

◼ Fz ratio 값이 1일 경우 양쪽 하지에 체중이 50:50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다고 할 수 있

으며 값이 1보다 클 경우와 작을 경우 각각 왼쪽 하지와 오른쪽 하지로 체중이 더 분배 

되었다고 해석됨.

◼ 두 연구 대상자 모두 12주간의 SNPE 운동 후 Fz ratio 값은 1에 가까워졌음.

◼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1은 사전 검사에서는 Fz ratio 값이 1.35로 과제 수행 동안 왼쪽으

로 체중이 더 많이 실려 있었으나 SNPE 운동 후에는 0.92 값을 보이며 좌우 균형이 

50:50에 근접한 결과가 나타났음.

◼ 연구대상자2는 사전 검사에서는 0.71로 오른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려 있었으나 운동 후

에는 1.04로 좌우 균형이 거의 동등하게 발전되었음.

◼ 자세 조절에서 좌/우 균형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로 간주되고 있음.

◼ 두 연구 대상자 모두 SNPE 운동 전 보여준 좌/우 불균형은 안굽이 무릎의 영향으로 사

료됨.

◼ 이는 안굽이 무릎의 특성상 무릎이 바깥으로 곡선을 이루는 형태를 이루므로 대상자들의 

몸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그러나 SNPE 운동 후 정상 범위의 안굽이 무릎은 바른 자세로 서서 자세 조절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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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만들어 좌/우 균형이 거의 일치하게 신체 시스템을 정렬시킴으로써 자세 조절의 향

상을 이끌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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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부위별 통증에 따른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

개로 만성통증 감소에 미치는 영향

【연구 2 요약】

m 본 연구의 목적은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인지된 통증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증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임.

m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10개 SNPE 센터에 등록한 여성회원 중 허리, 어깨, 목, 골반,

고관절, 허벅지, 무릎 부위 중, 통증이 6개월 이상인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음.

m 그 결과 SNPE 2번과 3번 동작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수행력이 좋아져 인지된 통증 

감소효과가 어깨 부위 통증 보다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부위에서 더 높았다. 따라서 

SNPE 2번과 3번 동작은 허리, 하체(예: 골반, 고관절, 무릎 부위 )통증 개선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m 통증 완화를 위한 기존 운동치료법은 요가와 필라테스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 활

동, 걷기 등)로 구분할 수 있지만, 부위별 통증에 따라 특화된 동작이나 운동방법이 존재하

지는 못하였음.

m 본 연구를 통해 SNPE 동작에 따라 부위별 통증 감소효과가 증명되었으므로  SNPE는 기존 

통증치료와 달리 통증치료에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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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SNPE는 전문 통증운동치료법으로 각 동작에 따라 통증 부위별 치료 효과는 달라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최중기, 2014; 최중기, 윤지유, 2017).

◼ 예컨대, 목, 어깨와 등 통증해소를 위해서는 T무브, C무브가 도움이 되며, 허리는 SNPE

2번, SNPE 3번, SNPE 4번과 L무브 그리고 골반은 SNPE 1번과 SNPE 3번이 통증해소

에 도움을 주는 동작임.

◼ 기존 통증운동치료법(예: 필라테스, 요가 등)은 부위별 통증완화를 위한 동작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종목을 만성통증 참여자에게 적용하여 통증감소 효과

를 살펴보았음.

◼ SNPE가 기존 통증운동치료법과 차별화 되는 것 중 하나는 동작에 따라 통증부위 별 통

증감소효과가 존재하는 것이지만, 기존 SNPE관련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음

m SNPE에서는 벨트사용 동작과 도구사용 동작이 잘 수행될수록 통증감소효과는 증대되는 것

으로 보고 있임(최중기, 2014; 최중기, 윤지유, 2012).

◼ 이를 근거해 볼 때, SNPE 동작에 대한 수행력이 높은 참여자는 통증감소 효과가 강화되

고 이런 영향력은 통증부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

◼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직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어 지며 수행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

(Bandura, 1997).

◼ 여러 연구를 통해 운동 수행력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미리, 박영환, 최옥진, 2018; Moritz, Feltz, Fahrbach, & Mack, 2000). 따라서 <그림 

1-1>과 같이 수행력을 매개로 SNPE 자기효능감이 통증감소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증 

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예상되므로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

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SNPE 동작에 따라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증부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임.

◼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첫째, SNPE 자기효능감이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행력을 

매개로 이루어 질 것임. 둘째,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통증감소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증부위에 따라 달라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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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절된 매개모형 



- 52 -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서울/경기 지역 10개 SNPE 센터에 등록한 여성회원 중 허리, 어깨, 목, 골반, 고관절,

허벅지, 무릎 부위 중 통증이 가장 심한 한 부위에 대한 통증이 6개월 이상인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음.

◼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3명을 제외하고 175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고, 참여자의 

기초배경정보는 <표 2-1>과 같으며 평균 SNPE 수련기간은 17.77개월(SD=24.91)임

2) 측정도구

m SNPE 자기효능감

◼ 참여자의 SNPE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지유, 최중기 및 신명진(2019)이 개발

한 SNPE 자기효능감 질문지를 사용하였음.

◼ SNPE 자기효능감 척도는 Bandura(2006)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반영하여 0

점에서 100점의 응답척도와 SNPE 동작에 대한 6개요인 총 34문항(SNPE 1번(6문항),

SNPE 2번(5문항), SNPE 3번(5문항), SNPE 4번(6문항), L무브(6문항), T무브(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512)=1129.8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적합도 지

수(TLI=.874, CFI=.880, RMSEA=.083)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음.

◼ 내적합치도(α)는 SNPE 1번(.89), SNPE 2번(.94), SNPE 3번(.89), SNPE 4번(.90), T무브(.88),

L무브(.91)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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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통증부위(n) 평균(표준편차)

연령

허리 (n=70) 51.06(12.57)

목, 어깨 (n=66) 49.38(12.22)

골반, 고관절, 무릎 (n=39) 48.94(14.23)

전체 (N=175) 49.94(12.78)

통증기간
(개월)

허리 (n=70) 75.64(75.23)

목, 어깨 (n=66) 54.43(55.46)

골반, 고관절, 무릎(n=39) 67.61(95.11)

전체 (N=175) 65.85(73.88)

표 2-1. 참여자 기초배경 정보

m SNPE 수행력

◼ 참여자의 SNPE 수행력은 지도자 평정점수를 사용하였음.

◼ SNPE 센터 10명의 지도자로부터 지도 회원에 대해서 SNPE 동작별(1번, 2번, 3번, 4번,

T무브, L무브) 수행력을(기술, 자세, 유연성, 근력, 지구력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점수

임) 11점 척도(0점: 매우 낮음(SNPE 초보자 수준)에서 매우 높음(SNPE 지도자 수준)로 

평정하도록 하였음.

m 인지된 통증

◼ 참여자의 인지된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Huskisson(1974)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 척도

(VAS: Visual Analogure Scale)를 사용하였음.

◼ VAS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통증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11점 리커트 척도임. 통증

이 없는 상태를 0으로 기준으로 통증 정도에 따라 숫자가 높아지며 10이 통증 최로 높은 

것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를 하나만 선택 한 후, 그 부위에 대한 

통증 정도를 측정하였음.

3) 연구절차

◼ 설문을 실시하기 전 10개 SNPE 센터 지도자에게 먼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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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를 요청하였음.

◼ 지도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연구보조원이 방문하였음. 연구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연

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참여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보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소정의 참가상품을 지급하였음.

4) 분석방법

◼ 기초통계분석, 신뢰도 분석과 조절된 매개효과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

◼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통해 실시하였고, 무작위 배치확인을 위해서 분산분석

을 사용하였음.

◼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의 모델 

16을 사용하였음.

◼ PROCESS는 기존 회귀분석에서는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통제변수(covariate)를 모형에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PROCESS는 회귀분석 시 표준화된회귀계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투입된 변수를 표준점

수로 변환하였음.

◼ 통증부위는 대비코딩(contrast coding)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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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기초통계분석

◼ <표 2-2>에서는 투입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분석을 제시하였음.

◼ 그 결과 통증기간과 통증 간 정적 관련성이 존재하였지만, SNPE 자기효능감과 수행력은 

통증 간 관련성은 T무브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음.

◼ SNPE 동작에 대한 수행력 평정 점수 간 높은 상관성을 보였지만,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에서는 SNPE 동작 별 수행력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음.

◼ 따라서 최종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간 상관성은 높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

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무작위 배치 확인

◼ 3개 집단으로 구분한 통증 부위에 따라 참여자의 통증세기, 수련경력, 통증기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통증세기(F(2, 172)=0.35, p=.702), 수련경력(F(2, 172)=0.11, p=.891), 통증기간

(F(2,172)=1.42, p=.244)로 모두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았음.

◼ 따라서 <표 2-2>에서 3개 집단으로 통증 부위를 구분한 참여자의 통증세기, 수련경력, 통

증기간은 통계적으로 동일하였으므로 집단 간 무작위 배치가 충족되었음

3) 조절된 매개효과

◼ PROCESS에서 모델 16을 사용하여 <그림 2-1>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음.

◼ <표 2-3>과 같이 연령과 통증기간을 통제 한 후, SNPE 2번 자기효능감이 SNPE 2번 수

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델 1의 설명량(R2)은 .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음(F(3, 171)=33.65, p<.001).

◼ SNPE 2번 자기효능감은 SNPE 2번 수행력에 통계적으로 정적 영향력이 존재하였음(β

=.60, t=9.96, p<.001).

◼ 모델 2에서 SNPE 2번 수행력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

지만(β=-.05, t=0.47, p=.637), 통증부위(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vs 목, 어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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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2번 수행력이 통증에 영향력(a × c)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β=-.10, t=1.85,

p<.10).

◼ 조절변수(CC1)인 통증부위에 따른 SNPE 2번 수행력이 통증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

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기울기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목과 어깨 부위에서는 SNPE 2번 수행력이 좋아질수록 통증은 정적 영향력이 존

재한 반면(β=.15),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에서는 부적 영향력이 나타났음(β=-.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01 1

3 -.01 .17* 1

4 .22** .07 -.14 1

5 .00 .03 -.06 .49*** 1

6 .17* .01 -.02 .69*** .60*** 1

7 .26** -.03 .02 .70*** .53*** .62*** 1

8 .16* .06 -.18* .62*** .49*** .52*** .64*** 1

9 .25** .02 -.00 .68*** .41*** .54*** .74*** .73*** 1

10 .02 .07 .01 .55*** .51*** .46*** .55*** .48*** .50*** 1

11 -.03 .07 -.04 .46*** .60*** .46*** .52*** .41*** .41*** .76*** 1

12 .04 .04 -.08 .54*** .53*** .57*** .55*** .44*** .45*** .85*** .80*** 1

13 .09 .10 .00 .56*** .52*** .52*** .67*** .47*** .53*** .84*** .79*** .85*** 1

14 .07 .04 -.02 .61** .51*** .49*** .67*** .59*** .58*** .82*** .74*** .78*** .85*** 1

15 .20** .01 -.05 .57*** .47*** .51*** .65*** .51*** .58*** .83*** .69*** .83*** .86*** .86*** 1

M
(SD)

49.94
(12.78)

65.85
(73.88)

5.65
(1.89)

73.92
(19.60)

65.26
(28.43)

67.15
(24.81)

77.28
(23.38)

64.39
(25.38)

77.16
(22.79)

7.62
(1.80)

7.10
(2.72)

7.24
(2.31)

7.84
(2.09)

7.36
(2.39)

7.54
(2.23)

주. 1=연령, 2=통증기간, 3=통증, 4=SNPE 1번 자기효능감, 5=SNPE 2번 자기효능감, 6=SNPE 3번 자기효능감, 7=SNPE 4번 자기효능감, 
8=T무브 자기효능감, 9=L무브 자기효능감, 10=SNPE 1번 수행력, 11=SNPE 2번 수행력, 12=SNPE 3번 수행력, 13=SNPE 4번 수행력, 14=L
무브 수행력, 15=T무브 수행력
*p<.05, **p<.01, ***p<.001

표 2-2. 투입변수에 대한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 SNPE 3번 자기효능감이 SNPE 3번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델 3의 설

명량(R2)은 .3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 171)=27.94, p<.001), SNPE 3번 자기효능감

은 SNPE 3번 수행력에 통계적으로 정적 영향력이 존재하였음(β=.58, t=9.10, p<.001).

◼ 모델 4에서 SNPE 3번 수행력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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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β=-.12, t=1.28, p=.201), 통증부위(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vs 목, 어깨)에 따라 

SNPE 3번 수행력이 통증에 영향력(b × c)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β=-.10, t=2.02,

p<.05).

◼ 조절변수(CC2)인 통증부위에 따른 SNPE 3번 수행력이 통증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

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단순기울기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 탐색(probing an

interaction)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목과 어깨 부위에서는 SNPE 3번 수행력이 좋아질수록 통증은 정적 영향력이 존

재한 반면(β=.09),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에서는 부적 영향력이 나타났음(β=-.22).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종속변수
SNPE 2번 

수행력
통증

SNPE 3번 
수행력

통증

β β β β

통제변수
연령 -.03 .02 -.05 .01

통증기간 .05 .19** .03 .19**

독립변수

SNPE 2번 자기효능감 .60*** -.03

SNPE 3번 자기효능감 .58*** .05

SNPE 2번 수행력a -.05

SNPE 3번 수행력b -.12

CC 1c -.01 -.01

CC 2d -.10 -.10

조절변수

a × c -.10†

a × d -.02

b × c -.11*

b × d -.07

R2 .37*** .05 .33*** .07

∆R2 .02†(a × c) .03*(b × c)

주. CC1=contrast coding 1(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vs 목, 어깨); CC2=contrast coding 2(허리 vs 골반, 고관절, 무릎)
†p<.10, *p<.05, **p<.01, ***p<.001

표 2-3. 조절된 매개효과

4) 간접효과 검증

◼ 연구결과 3에서 SNPE 2번과 3번 수행력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증부위에 따라 달

라졌으므로 통증부위 별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통증에 미치는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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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을 검증하였음.

◼ PROCESS를 통해 부트스트랩기법으로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SNPE 3번 자기

효능감이 SNPE 3번 수행력을 매개로 통증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표 2-4>.

통증부위 간접효과 [95% CI] 직접효과

목, 어깨
.05

[-.09, .21]
.04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13

[-.25, -.02]

표 2-4. 통증부위에 따른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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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m 만성통증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는 운동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음(Busch et al., 2013; Hagen et al., 2012; Kayo, Peccin, Sanches, &

Trevisani, 2012).

◼ 대부분의 운동치료법이 기존 운동 종목(예: 요가, 필라테스 등)을 만성통증환자에 적용하

여 진행되었다면, SNPE는 통증해소를 위해 개발된 전문 통증치료운동으로 SNPE 동작에 

따라 통증부위별 효과가 다른 특징이 존재함(최중기, 2014; 최중기, 윤지유, 2017).

◼ 본 연구에서는 SNPE 동작에 따라 통증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m 그 결과 SNPE 2번과 3번 동작에 대한 수행력이 좋아질수록 목과 어깨 부위 통증 보다 허

리, 골반, 고관절, 무릎 부위의 통증 개선에 더 효과가 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중기 및 윤지유(2017)에 따르면, SNPE 2번 동작은 배곧은근, 넙다리네갈래근, 엉덩허

리근의 경직을 이완시켜 상·하체와 골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허리의 곡선을C자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허리와 골반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 SNPE 3번 동작 또한 허리곡선을 C자형을 유지하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골반 균

형 또한 바로잡아줌.

◼ 따라서 본 연구결과 SNPE 2번과 3번 동작이 허리와 하체(골반, 고관절, 무릎) 통증감소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존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m 기존 운동치료법 관련 연구들은(Busch et al., 2013; Hagen et al., 2012; Kayo, Peccin,

Sanches, & Trevisani, 2012) 동작의 완성도와 수행력에 따른 통증감소 효과를 살펴본 것

이 아니라 운동참여 정도, 운동강도, 운동종류(예: 유연성 중심 또는 근력강화 중심)에 따른 

효과만을 살펴보았을 뿐, 운동 및 동작 수행력과 통증감소의 관계를 살펴보지는 못하였음.

◼ 사전 연구들은 기존 운동을 만성통증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관련연구들이 대부분 진

행되어 운동치료법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못함.

◼ 하지만, SNPE는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하여 벨트동작과 도구이용 동작을 통해 통증유발 

원인을 제거하여 통증 감소에 도움을 주므로(최중기, 2014; 최중기, 윤지유, 2017) 동작 

완성도에 대한 수행력이 통증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

◼ 본 연구를 통해 SNPE 수행력과 통증완화의 관계가 증명된 부분은 기존 운동치료법에서

는 도출되지 않은 결과이며, 이를 통해 기존 운동치료법 보다 SNPE가 통증전문운동으로 

적합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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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통증 완화를 위한 기존 운동치료법은 요가(Posadzki, Ernst, Terry, & Lee,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와 필라테스(Ekiciet

al., 2017)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 활동, 걷기 등) (Landmark et al., 2011)로 

구분할 수 있지만, 통증부위에 따른 특화된 동작이나 운동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이와 달리 SNPE는 통증 부위별 운동동작이 존재하며 통증감소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명

되었으므로 SNPE가 통증치료에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m 본 연구에서는 측정원의 분리를 통해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

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Podsakoff et al. (2003)에 따르면, 질문지 측정 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편향들이 존

재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 중 하나는 측정원의 분리라고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SNPE 동작에 대한 수행력은 지도자에 의해서 측정하였고, 통증

과 자기효능감은 참여자로부터 평정하여 측정원이 분리되었음.

◼ 만약, 동일한 측정원으로부터 여러 변수들을 측정할 경우 암묵이론(implicit theories),

일관성 유지동기(consistency motif) 등으로 인하여 편향이 유발될 수 있지만, 측정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음(Podsakoff et al., 2003).

◼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수는 지도자와 참여자로부터 각각 측정되어 측정과정에서 유발

되는 편향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개선에 도움이 되었음.

m 자기효능감은 수행력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이며(박미리, 박영환, 최옥진, 2018;

Moritz, Feltz, Fahrbach, & Mack, 2000), 본 연구에서도 하체부위에서 SNPE 3번 자기효

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통증감소에 미치는 간접효과 통증부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이런 결과는 SNPE 3번 자기효능감이 통증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SNPE 3번 동작에 대한 수행력 향상이 도모 될 때 통증감소가 이루어짐을 의미함.

◼ 그리고 SNPE 지도자 관점에서 보면, 참여자에게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

도법이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여 수행력 향상으로 이어져 통증감소에도 긍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

◼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대리경험과 언어적 설득이므로

(Bandura, 1997), 참여자와 비슷한 연령대와 수행수준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SNPE 동작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SNPE 동작 수행시 유발되는 통증을 견디



- 61 -

면서 동작 완성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긍정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임.

m 그러나 예상과 달리 SNPE 1번, SNPE 4번, T무브 그리고 C무브에서는 통증부위에 따른 통

증감소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음.

◼ 그 원인 중 하나는 연구 참여자가 각 동작에 대한 수행력 수준이 높아 초래된 결과로 예

상됨.

◼ <표 2-2>에서 SNPE 2번과 SNPE 3번 동작에 대한 수행력 평균 점수가 다른 동작들 보다 

낮음.

◼ SNPE의 각 동작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통증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미 참여자들

이 SNPE 2번과 SNPE 3번 동작을 제외한 다른 동작의 완성도가 높아 SNPE 수행력이 

통증감소에 미치는 통계적 영향력이 감소하여 초래된 결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SNPE 동작에 대한 수행력 수준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SNPE 동작에 따라 통증 부위 

별 통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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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여성들의 SNPE 참여가 만성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곡선모형 활용

【연구 3 요약】

m 본 연구의 목적은 통증 전문 운동치료인 SNPE가 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곡선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임.

m 6개월 이상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여성참여자 7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SNPE 수련을 실

시하였고, 4주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변화되는 통증과 스트레스를 측정하였음.

m 그 결과 12주 동안 SNPE참여로 인하여 통증과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이 

존재하였음. 또한, 초기 통증이 높은 참여일수록 스트레스 감소 경향성이 강화되었으며, 12

주 SNPE 수련으로 인하여 통증감소 기울기가 큰 참여자 일수록 스트레스 감소 속도 또한 

높았음.

m 기존 연구에서는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통증감소로 유발되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검증

이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잠재곡선모형 분석을 통해 통증감소가 스트레스 감

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었음.

m 향후연구에서는 운동치료와 통증감소 연구방향은 단순히 통증감소 효과만을 살펴보는 연구

가 아니라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에게 통증감소로 인하여 유발되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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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만성통증(chronic pain)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의미하며(Payne

& Norfleet, 1986), 만성통증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만성통증 환자가 사회 경제적

(socioeconomical) 문제에 직면하게 됨(Scascighini, Toma, Dober-Spielmann, & Sprott,

2008).

◼ 일반적으로 만성통증은 수면 방해, 우울감 증가, 삶의 질과 신체기능 저하, 정서상태 변

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ee & Moon, 2015; Gatchel, Bernstein, Stowell, & Pransky,

2008).

m 만성통증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수술이나 약물치료법이 있으나 이는 통증감소에만 

목적을 둔 것으로 내성, 변비, 중독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An, Jang, & Jang, 2007; Turk, Swanson, & Tunks, 2008).

◼ 오히려 약물이 통증을 경감시켜 줄 때조차도 다른 부작용 유발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게 

됨(Brannon & Feist, 2007).

◼ 이와 달리 운동치료법(exercise therapy)은 다른 통증치료방법(예: 마사지, 침술

(acupuncture), 약물치료 등(Flelix, 2014)보다 치료 중 고통이 적고, 치료 후 인체에 일

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음(Daene,

Varkey, Kellmann, & Nijs, 2015; Haahr, et al., 2005; Hagberg, Harms-Ringdahl,

Nisell, & Hjelm, 2000; Landmark, Romundstad, Borchgrevink, Kaasa, & Dale,

2011).

◼ 하지만 기존 통증완화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통증 전문 치료 운동으로 보기 힘든 

요가(Posadzki, Ernst, Terry, & Lee,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와 필라테스(Ekiciet al., 2017)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활동, 걷기 등) 또한 운동치료방법(Landmark et al., 2011)으로 간주되고 있음.

m 대표적인 전문 통증치료 운동은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임(Choi, 2014; Choi & Yoon, 2017).

◼ SNPE는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한 운동으로 골반과 관절에 벨트(예: 다리에 착용하는 바

른자세 벨트, 골반에 착용하는 고관절·골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큰 특징임.

◼ 뿐만 아니라 기타 도구들을(예: 다나손, 웨이브베개 등) 사용하여 척추 주변의 굳어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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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자극하고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8개의 동작(벨트사용 동작:

SNPE 1번, 2번, 3번, 4번; 도구사용 동작: C무브, T무브, L무브, SC무브)으로 구분됨

(Choi, 2014; Choi & Yoon, 2017).

◼ Kwon et al.(2019)이 실시한 질적자료 분석을 통해 SNPE가 통증감소 뿐만 아니라 심리

적, 생리적 요인에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들의 연구는 10년 동안 축척된 방대한 체험 사례를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

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음. 하지만, 실험실 기반의 실증적 연구를 통한 효과 검증은 이루

어지지는 못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전문 통증치료 운동인 SNPE가 통증감소와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m 감정역동모델(Dynamic Model of Affect: DMA)에서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음(Zautra, Berkhof, & Nicolson, 2002; Zautra, Potter, &

Reich, 1997; Zautra, Reich, Davis, Nicolson, & Potter, 2000).

◼ 만성통증을 겪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통증은 환경적 맥락의 스트레스원이며 이로 인하여 

불안정적인 정서와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됨(Zautra, Smith, Affleck, & Tennen, 2001).

◼ 여러 실증적 연구에서도 만성통증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적절한 인지사

고를 보이며(Turner, Jensen, & Romano, 2000), 그들의 우울, 불안 등은 정서차원의 정

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McCracken, Zayfert, & Gross, 1992).

m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에게 운동치료를 통한 통증감소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하지만 사전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또는 운동참여는 만성통증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만 살펴보았을 뿐(Andersen et al., 2008; Landmark et al., 2011), 통증 감소로 인하

여 유발되는 정서와 감정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음.

◼ 그 원인 중 하나는 통계분석 방법의 한계 때문이다. 운동치료가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혼합설계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

음(Daene et al., 2015; Shiri, 2017).

◼ 분산분석은 범주변인만 독립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연속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선택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Ployhart & Vanderberg, 2010), 중재전략(예: 운동치료)으로 감소

된 통증(연속변인)이 정서 또는 감정(연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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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통증감소를 위한 대부분의 운동치료법은 기존 종목(예: 필라테스, 요가 등) 또는 일반 운동

참여(예: 스포츠활동, 걷기 등) 위주로 진행되어 통증전문 운동치료인 SNPE의 효과에 대해

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음.

◼ 그리고 DMA에 근거할 때 만성통증 참여자에게 통증은 스트레스원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통증감소가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할 것임.

◼ 하지만, 기존연구에 사용된 분산분석방법으로는 운동치료로 감소된 통증이 스트레스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로 유발되는 통증감소 변화과정이 스트레스감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곡선모형을 통해 살펴보았고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음.

◼ 연구가설 1. SNPE는 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실험 참여 전 통증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SNPE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 연구가설 3. SNPE참여로 인하여 통증감소가 높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감소 경향 또한 강

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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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서울 소재 2개의 SNPE 수련센터에서 만성통증을 겪고 있고, 자발적 참여의사를 보인 여

성 참여자 중 신규 회원 65명과 수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존 회원 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 총 131명(시점 1)이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통증기간이 6개월 미만인 참여자 36명은 연구

에서 제외하였고, 95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3회(4주, 8주, 12주) 통증과 스트레스 

측정을 진행하였음.

◼ 12주 동안 SNPE참여 중 중도탈락자 19명을 제외하고 7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고, 연구 참여자의 기초배경 정보는 <표 3-1>과 같다.

변수 기간 명(%)

통증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29(38.1)

1년 이상 2년 미만 8(10.5)

2년 이상 5년 미만 13(17.1)

5년 이상 26(34.2)

전체 76(100)

표 3-1. 연구 2 참여자 기초배경 정보

2) 측정 질문지

m 인지된 통증

◼ 참여자의 통증 측정을 위해서 Huskisson(1974)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 척도(VAS: Visual

Analogure Scale)를 사용하였음.

◼ VAS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통증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11점 리커트 척도임.

◼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으로 기준으로 통증 정도에 따라 숫자가 높아지며 10이 통증 최로 

높은 것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통증 부위에 대한 지각된 통증정도를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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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지된 스트레스

◼ 참여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 (2005)가 번안한 인지된 스트레스 척도

(Cohen & Williamson, Spacapan, & Oskamp, 1988)를 사용하였음.

◼ 측정 질문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으

며, 특정 집단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 성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 10문항, 5

점 척도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강운동 심리학자 박사와 심리 측정도구 전문가와 협의를 걸쳐 여성들의 

일반 스트레스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전문가 협의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총 5문항(1.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화가 난

다. 2.나의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3.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

슬 받았다. 4.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났다. 5.힘든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꼈다.)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음.

◼ 5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131명(1시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최대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한 결과 χ2(5)=20.93로 영가설이 기각되었고(p<.01), 적합도 지수 또한 적절하

지 못하였다(TLI=.868, CFI=.934, RMSEA=.157). 문항 1과 5번 오차항 간 수정지수를 사

용 한 후,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χ2(4)=6.17로 영가설을 채택하였고(p=.187), 적합도 지수 또한 우수하였다

(TLI=.991, CFI=.977, RMSEA=.065). 인지된 스트레스 질문지의 구성타당도는 충족되었으

며, 문항 간 일관성(α)은 .83으로 나타났음.

3) 연구 절차

◼ 본 실험은 피험자내 설계로 각 피험자는 <표 3-2>에 제시된 SNPE 프로그램을 주 3회,

12주 동안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통증과 스트레스를 총 4회에 걸쳐 측정하였음.

◼ 실험 시작 전에(1시점) 기초선 (base line) 측정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후 4주(2시

점), 8주(3시점), 12주(4시점)에 걸쳐 사후 측정을 진행하였음.

◼ 4명의 SNPE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섭외한 후, <표 3-2>의 SNPE 운동프로그램을 

실험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청하였음.

◼ 4명의 강사에게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음. 그 이유

는 연구 목적을 강사가 인지함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측정편향 상황(예: 수강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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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유도하는 할 수 있는 언행)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리고 수련기간 중 형성된 강사와 수강생 간 친밀감 또는 강사 권위에 따른 측정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연구자가 방문하여 직접 측정하였음. 참여자의 핸드폰번호 뒤 4자리를 

식별번호로 사용하였음.

설명 운동유형 빈도(분)

준비운동 웨이브 베개를 사용한 근육이완 및 스트레칭 5분

메인운동
50분

SNPE No. 4 100–200회

SNPE No. 1 30회씩 5세트

SNPE No. 3 20회씩 5세트

SNPE L-move 50–100회

SNPE T-move 50–100회

SNPE No. 2: 1–5분

정리운동
15분

SNPE C-move, SC-move 10분

휴식 (SNPE ceramic tool) 5분

표 3-2. 연구에 사용된 SNPE 프로그램

4) 분석방법

◼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내 설계(within-subject design)를 바탕으로 잠재곡선모형(latent

curve model)을 통해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검증하였음.

◼ 잠재곡선모형은 시간에 따른 측정 변수의 변화과정(예: 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의 변화과

정)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속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잠재곡선모형을 통해 운동 참여로 감소되는 통증이 스트레스 변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 본 연구결과의 기초통계량인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상관계수와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SPSS 18.0을 사용하였음.

◼ SNPE 프로그램 참여자의 통증과 스트레스 변화를 분석하는 잠재곡선모형 분석과 측정질

문지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AMOS 18.0을 사용하였음.

◼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음.



- 73 -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3-3>에 제시하였음.

◼ 통증과 스트레스 평균은 측정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각 측정변수 간 높은 상관

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았음. 그리고 각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

가 ±2이하였으므로 정상성이 확보되었음(Curran, West, & Finch, 1996).

1 2 3 4 5 6 7 8

1. 통증 T1 -

2. 통증 T2 .590*** -

3. 통증 T3 .521*** .632*** -

4. 통증 T4 .389** .514*** .580*** -

5. 스트레스 T1 -.024 -.114 .093 -.067 -

6. 스트레스 T2 .094 .075 .149 .337** .416*** -

7. 스트레스 T3 .074 .036 .213 .241* .339** .546*** -

8. 스트레스 T4 .201 .209 .233* .354** .062 .503*** .448*** -

평균 4.72 4.29 3.82 3.00 2.51 2.36 2.30 2.26

표준편차 2.24 2.27 2.21 2.36 0.66 0.62 0.58 0.61

왜도 -0.29 -0.29 0.26 0.50 0.57 0.83 -0.11 0.28

첨도 -0.22 -0.85 -0.34 -0.56 0.70 0.96 -0.43 -0.17

*p < .05, **p < .01, ***p < .001

표 3-3.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2) 무조건모형

m 통증의 변화형태 분석

◼ <표 3-3>과 같이 통증 평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

었음. 이런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곡선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음.

◼ 그 결과 선형 변화를 고려한 잠재곡선모형은 χ2(5)=2.74로 영가설을 채택하여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었으며(p=.741), 다른 적합도(TLI, CFI, RMSEA)수치도 우수하였음(표 3-4).

◼ 초기치의 평균은 4.8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1), <표 2-3>에서 통증(시점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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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점수인 4.72와 유사하였음.

◼ 기울기 평균은 -.56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으므로(p<.001) SNPE 수련을 지속할

수록 지각된 통증은 감소되었다(연구가설 1지지).

◼ <표 3-4>에서 통증 절편과 기울기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p=.224) 초

기 통증과 통증감소 기울기 간 관련성은 낮았음. 절편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p<.001), 기울기 분산은 통계적 유의성(p=.082)이 존재하지 않았음.

◼ 따라서 통증 초기치는 참여자 개인마다 달랐지만, 감소 기울기는 모든 참여자가 동일하

였음.

통증의 선형변화 스트레스의 선형변화

절편
평균 4.80*** 3.05***

분산 3.30*** .23***

기울기
평균 -.56*** -.08*

분산 .24 .03*

상관계수 -.37 -.59

적합도

χ2(df) 2.74(5) 10.33(5)

TLI 1.00 .91

CFI 1.02 .92

RMSEA .00 .12

*p<.05,  ***p<.001

표 3-4. 비조건모형 분석결과

m 스트레스의 변화형태 분석

◼ <표 3-3> 같이 스트레스 평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

되었음. 이런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재곡선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음.

◼ 그 결과 선형 변화를 고려한 잠재곡선모형은 χ2(5)=10.33로 영가설을 채택하여 적합한 모

형이었으며(p=.067), TLI와 CFI의 적합도 수치는 우수하였음.

◼ RMSEA 수치는 .12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가설 검증 결과 영가설(RMSEA가 .05이하이다)

을 채택하였으므로(p=.120), RMSEA=.12는 통계적으로는 .05이하였음.

◼ 절편 평균은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1), <표 3-3>에서 통증 (시점1)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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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인 3.00과 유사하였음.

◼ 기울기 평균은 -.08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으므로(p<.05), SNPE 수련이 계속될수록 

지각된 스트레스는 감소하였음(연구가설 1지지).

◼ <표 3-4>에서 스트레스 절편과 기울기 간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p=.053), 초기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감소 기울기 간 관련성은 낮았음.

◼ 하지만, 절편(p<.001)과 기울기(p<.05) 분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음. 이는 스트레

스 초기치와 기울기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다른 변수에 의해서 개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조건모형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함.

3) 조건모형

◼ 비조건모형에서 스트레스 기울기와 절편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SNPE 참

여로 감소된 통증감소가 스트레스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3-1>과 같

이 조건모형분석을 실시하였음.

그림 3-1. 조건모형

◼ 그 결과 χ2(23)=29.34로 영가설을 채택하여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이며(p=.169), 다른 적

합도(TLI=.957, CFI=.965, RMSEA=.061) 또한 우수하였음.

◼ 통증 절편과 기울기는 각각 스트레스 기울기에 통계적으로 정적 영향(γ=.39, p<.05; γ

=.44, p<.05)을 미치고 있었음.

◼ 따라서 SNPE 참여 전 초기 통증이 높았던 참여자는 SNPE 참여하는 12주 동안 스트레스 

감소 경향이 더 강화되었음(연구가설 2지지). 또한, 12주 동안 SNPE참여로 인한 통증 감

소 기울기가 큰 참여자일수록 스트레스 감소 폭 또한 높았음(연구가설 3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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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m 본 연구에서는 통증 전문 운동치료법인 SNPE가 단순히 감각적 차원의 통증감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종단적 측정을 통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하였음.

◼ 그 결과 만성통증 참여자가 12동안 SNPE 수련을 진행 할수록 통증 감소현상이 존재하였

음.

◼ 이런 결과는 운동치료가 통증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전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임(Daene et al., 2015; Ekiciet et al., 2017; Haahr et al., 2005; Hagberg et al., 2000;

Landmark et al., 2011; Tekur et al., 2012; Posadzki et al., 2011).

m 통증 초기치와 기울기 간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이는 SNPE 수련을 시작 할 때 참여자의 통증이 높거나 낮은 것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통증감소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함.

◼ 통증 절편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기울기 분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통증 초기치는 개인의 다양한 환경 또는 심리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기울기는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통계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음.

◼ 이런 결과는 12주 동안 지속적으로 SNPE 수련을 참여하면, 참여자의 기초배경 요인(예:

연령, 통증기간, SNPE 수행력 수준 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

개념 등)에 상관없이 통증감소 현상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정도로 존재함을 의미함.

m 무조건 모형에서 스트레스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감소하였고, 기울기와 절편 분산 또한 통계

적 유의성이 존재하였음.

◼ 이는 스트레스 감소경향성(기울기)과 초기값(절편)은 참여자 개인마다 다르며, 통계적으로

는 개인차가 발생한 원인을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연구에서는 DMA에 근거하여 통증이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간

주하여 <그림 3-1>의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인지된 통증 초기치(절편)가 높은 참여자와 SNPE를 수련하는 12주 동안 통증감

소 경향(기울기)이 강한 참여잘 일수록 스트레스 감소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DMA에 근거한 사전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음((Zautra et al., 2002; Zautra et al., 1997;

Zautra et al., 2000).

◼ 만성통증 참여자에게 통증은 환경적 맥락의 스트레스 원이다. SNPE 참여로 스트레스 원

인 통증이 감소되었으므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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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만성통증을 호소하는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고, 유해자극에 대한 민감도 실험에서도 

통증장애에 대한 위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Fillingim, 2000; Landmark et al., 2011).

◼ 본 연구를 통해 SNPE는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본 연구는 남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SNPE가 남성 

참여자에게도 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향후 연구에서는 만성 통증을 겪는 남성참여자를 대상으로 SNPE가 통증감소와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m 몇몇 연구에 따르면, 통증 예방에 있어 운동치료  효능에 대한 상충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었으며(Linton & van Tulder, 2001; Van Poppel, Hooftman, & Koes, 2004), 여가 시간의 신

체 활동과 통증 유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 또한 제한적인 경우도 존재하였음(Chen,

Liu, Cook, Bass, & Lo, 2009).

◼ 이와 같이 운동치료와 통증감소 관련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전

문통증 운동치료가 아닌 여가활동에서의 스포츠 참여와 신체활동량으로 관련연구가 진행

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연구를 통해 사전연구에서 제시된 운동치료법(예: 요가, 필라테스, 스포츠참여와 신

체활동량 등)과 전문통증 운동치료법인 SNPE 참여 간 효과검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통증감소과 운동치료법 간의 상충된 결과로 유발된 낮은 일관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m 본 연구에서는 만성통증 참여자의 통증감소가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

펴보았음.

◼ 평생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을 겪는 참여자에게 통증이 사라졌다면,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전 연구들의 대부분은 운동치

료를 통한 통증감소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들이 진행되었을 뿐, 본 연구와 같이 통증감소

로 유발될 수 있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음.

◼ 추후 연구를 통해 운동치료법이 통증감소로 인하여 참여자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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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 SNPE 참여자의 신체상 차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신

체적 자기개념의 조절효과

【연구 4 요약】

m 본 연구에서는 통증전문 운동치료인 SNPE(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참여 후, 통증과 

우울감소에 미치는 직접영향력과 신체상 자기차이와 신체적 자기개념의 상호작용이 우울정

서 경험에 미치는 간접영향력을 함께 검증하였음.

m 반복측정실험설계를 통해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 104명(여자=93명)을 대상으로 12주

간 SNPE 프로그램 참여 전/후 통증, 우울, 신체상과 신체적 자기개념을 측정하였음.

m 그 결과 SNPE 참여 전과 비교했을 때, 통증과 우울은 감소하였고, 더 마른 체형을 원하는 

갈망 또한 줄어들었으며, 신체적 자기개념은 좋아졌다. SNPE 참여 전 통증과 우울의 상관

성은 SNPE 참여 후 보다 낮아져 SNPE 참여 후 통증 감소가 우울 감소에 직접영향이 존재

하는 것으로 예상됨.

m 그리고 참여자의 체지방 감소를 통해 신체상 자기차이가 우울정서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간

접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m 이런 결과는 SNPE와 같은 운동치료법은 통증감소 효과와 더불어 신체상 자기치이에 의해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 통제 또한 가능하므로 운동치료법의 장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m 본 연구결과로 현장에 실용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향

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도 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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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 노출되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잘 변별하지 못하게 되

고, 부정적 감정이 우선 처리됨(Qian, Yarnal, & Almeida, 2014; Zautra, Berkhof, &

Nicolson, 2002; Zautra, Affeleck, Tennen, Reich, & Davis, 2005).

◼ 주요 스트레스 원인 만성통증(chronic pain)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Zautra, Potter, & Reich, 1997).

◼ 실증적 연구에서도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우

울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Descalzi et al., 2017; Ganasegeran, Abdulrahman,

Al-Dubai, Wan, Sangaran, & Perumal, 2019).

m 결국,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증감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임.

◼ 통증감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수술 또는 약물치료가 있지만, 약물에 대한 내성, 변

비, 중독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통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힘듬

(Turk, Swanson, & Tunks, 2008).

◼ 이와 달리 임상적 부작용이 낮고 통증감소에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치료법임

(Daene,Varkey, Kellmann, & Nijs, 2015; Haahr, et al., 2005; Hagberg, Harms-Ringdahl,

Nisell, & Hjelm, 2000; Landmark, Romundstad, Borchgrevink, Kaasa, & Dale, 2011).

◼ 통증완화를 위한 운동치료법(예: 요가, 필라테스, 신체활동 등)의 효과는 일관되게 증명되

었음(Ekici, Unal, Akbayrak, Vardar-Yagli, Yakut, & Karabulut, 2017; Landmark et al.,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

◼ 최근에는 전문 통증운동치료법인 SNPE(Self Natural Posture Exercise)가 통증감소와 스

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명진, 고지현, 윤지유, 2019),

SNPE 동작에 따른 통증부위별 효과도 증명되었음(최중기, 윤지유, 신명진, 2019).

m 운동은 통증감소뿐만 아니라 우울감 저하에도 도움이 됨.

◼ Gauffin, Hankama, Hannonen, Kautiainen, Pohjolainen과 Haanpää(2013)의 연구에서는 

운동통증관리 프로그램이 만성통증환자의 우울정서경험을 줄여주었고, 유산소 운동

(Harden et al., 2012; Kaleth, Saha, Jensen, Slaven, & Ang, 2013)과 근력 운동(Gavi et

al., 2014)에 참여한 만성통증 환자들의 우울감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운동은 우울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며(O‘n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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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n, & Martinsen, 2000) 실험연구와 메타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음(남일성,

염소림, 2013; 김재구, 2013; Blumenthal et al., 2007).

m 그러나 운동이 우울정저 감소와 관련성이 낮은 연구결과도 존재함.

◼ 질적분석연구를 통해 운동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였

고(Rethorst, Wipfli, & Landers, 2009), Krogh, Nordentoft, Sterne과 Lawlor(2010)은 운동

참여가 우울증 감소에 단기적 효과만이 존재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음.

◼ 여러 실험기반 연구에서도 운동이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Burgener, Yang, Gibert, & Marsh-Yant, 2008; Haboush, Floyd, Caron, LaSota, &

Alvarez, 2006).

m 이처럼 운동과 우울정서 경험 간의 낮은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존재하는 원인 중 하나는 대

부분의 관련 연구가 단순히 운동 참여 전/후의 우울변화만을 관찰한 것으로 보고 있음(신

명진, 심윤식, 2016).

◼ 신명진과 심윤식(2016)은 노인들의 운동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 

운동과 우울 사이에 생략된 변수(예: 주관적 건강, 신체기능, 생활만족)를 통해 운동과 우

울 간의 심리적 관계를 살펴보았음.

◼ 그들은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였지만, 생략된 변수의 증가 또는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

면, 결국 우울정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실험설계에 따른 운동이 우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본 것이 

아닌 횡당자료로 통계에 의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음.

◼ 또한, 심리적 이론에 근거한 운동과 우울 간의 매개모형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연

구결과를 단순 나열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존재함.

m 본 연구에서는 만성통증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참여가 참여자의 우울정서경험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자기차이이론(SDT: Self Discrepancy Theory)(Higgins, 1987)과 반복측정 실

험설계를 통해 살펴보았음.

◼ SDT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는 실제자기(actual self), 이상자기(ideal self) 그리고 당위자기

(ought self)와 같이 3개의 자기가 존재함.

◼ 실제자기는 현재 자신의 속성 또는 특성이며, 이상자기는 개인이 가지고 싶거나 바라는 

속성(예: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당위자기는 스스로 소유해야할 의무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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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다고 믿는 속성(예: 부모님은 내가 변호사가 되기를 바란다.)을 의미함.

◼ SDT에서는 실제자기와 이상자기 속성 간 차이는 낙담정서인 우울 정서경험을 하며, 실제

자기와 당위자기 속성 간 차이는 초조관련 정서인 불안관련 정서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

고 있음.

m 건강운동영역에서는 신체상(body image)을 통해 SDT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Ahadzadeh, Sharif, & Ong, 2017; Brechan, & Kvalem, 2015; Vartanian, 2012).

◼ Berchan과 Kvalem(2015)의 연구에서는 실제자신의 신체상과 자신이 원하는 신체상(이상)

의 차이가 클수록 우울정서 경험이 높아졌으며, 이상과 실제의 신체상의 불일치가 높을

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Vartanian, 2012).

◼ Vartanian(2012)은 지금까지 진행된 신체상과 SDT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개인이 자신

의 신체상을 평가할 때, 신체와 관련된 구체적 속성(예: 근육, 체중, 유연성 등)을 바탕으

로 실제의 자기와 이상의 자기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자기개념이 신체상에 대한 

자기차이 속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음.

◼ 따라서 신체상 자기차이는 신체적 자기개념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예상됨.

m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운동은 통증을 치료하는 효율적인 도구이며(Daene, et al., 2015;

Hagberg, et al., 2000; Landmark, et al., 2011), 뿐만 아니라 우울정서를 감소시키는데도 유

용한 수단임(Gavi et al., 2014; Gauffin et al., 2013; Harden et al., 2012; Kaleth, et al.,

2013).

◼ 즉, 운동치료법은 통증감소가 우울감 감소로 이어어지는 직접효과와 더불어 신체상 자기

차이와 신체적 자기개념의 상호작용에 의한 낮은 우울정서 경험을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함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에 따른 통증감소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영향력과 SDT에 근거

하여 SNPE 참여를 통해 변화된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라 신체상 차이가 우울감소에 미치

는 간접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음.

◼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설은 첫째, SNPE 참여 전 통증과 우울의 상관성이 SNPE 참여 

후 통증과 우울의 관련성 보다 클 것임.

◼ 둘째, SNPE 참여 전/후 참여자의 통증과 우울은 감소되고, 신체적 자기개념은 향상될 

것임.

◼ 셋째, SNPE 참여 후 신체상 자기차이는 SNPE 참여 전 보다 감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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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그림 4-1>과 같이 SNPE 참여 후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라 SNPE 참여 전 신체상 

자기차이가 SNPE 참여 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임.

그림 4-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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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 SNPE 수련센터에 등록한 회원 중 허리, 상체(어깨, 목, 팔 등), 하체(무릎, 허벅지, 고관절 

등) 부위에 대한 통증이 6개월 이상인 참여자 1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중 중도탈락자 17명을 제외한 104명(여=9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3.46세(SD=8.63), 평균 통증기간은 69.17개월(SD=74.48)임.

◼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의

사를 보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음료쿠폰을 지급함.

2) 측정도구

m 지각된 통증

◼ 참여자의 지각된 통증은 시각적 상사 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Huskisson,

1974)를 통해 측정하였음.

◼ VAS는 11점 척도로 개인이 느끼는 통증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함.

◼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으로 기준으로 숫자가 높아지면 통증 강도 또한 높아지며, 10점이 

최고 높은 통증임.

◼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를 하나 선택하게 한 후, 그 부위에 대

한 통증을 측정하도록 하였음.

m 지각된 우울

◼ 참여자의 우울은 이영호(1999)가 개발한 한국판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측정하였음.

◼ 이 척도는 우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21개와 긍정적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11개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척도의 점수는 체크된 우울 형용사 개수에다 체크되지 않은 긍정 형용사 개수를 더하여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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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신체상 자기차이

◼ 신체상 자기차이는 Steiger, Fraenkel과 Leichner(198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음.

◼ 이 척도는 남녀별로 각각 매우 마른 체형(1점)에서 매우 뚱뚱한 체형(9점)까지 아홉 가지 

체형에 대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임.

◼ 참여자는 제시된 신체상 질문지에서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체형(이상자기)과 현재 자신의 

체형(실제자기)에 대해 선택하여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번호를 적도록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실제자기에서 이상자기를 뺀 점수를 신체상 자기차이로 사용하였음.

◼ 따라서 신체상 자기차이 점수가 (+)인 경우는 더 마른 체형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이며, (0)

인 경우는 실제와 이상이 동일하고, (-)인 경우에는 더 살찐 체형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를 

의미함.

m 신체적 자기개념

◼ 신체적 자기개념은 Marsh, Richards, Johnson, Roche와 Tremayne(1994)가 개발한 PSDQ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진 한국판 질문

지를 사용하였음(김병준, 2001).

◼ 한국어판 PSDQ는 총 10개요인 4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 SNPE는 유연성 기반의 통증전문 치료 운동이므로 관련성이 낮은 5개요인(스포츠유능감,

신체활동, 근력, 자기존중감, 지구력)을 제외한 외모, 유연성, 체지방, 건강, 신체전반 요인 

20문항(각 요인별 4문항)을 사용하였음.

◼ 외모, 유연성, 신체전반과 달리 체지방과 건강요인은 점수가 낮을수록 체지방이 적고, 더 

건강함을 의미함.

◼ SNPE 참여 후 104명의 측정자료를 최대우도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χ

2=256.66, df=1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p<.001), 다른 적합도 수치는 기준치를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CFI=.944, TLI=.934, RMSEA=.079), 모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40이상이었음.

◼ 신뢰도는 외모(α사전=.93, α사후=.95), 유연성(α사전=.95, α사후=.94), 체지방(α사전=.94, α사후=.92), 건

강(α사전=.90, α사후=.82) 그리고 신체전반(α사전=.86, α사후=.89)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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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 본 연구는 집단내설계(within-subject design)로 SNPE 프로그램 사전/사후의 지각된 통증

과 우울, 신체상 자기차이 그리고 신체적 자기개념을 각각 측정하였음.

◼ SNPE 프로그램은 주 3회, 70분, 12주 동안 실시하였다. 4명의 SNPE 자격증을 소지한 전

문강사를 섭외한 후, 동일한 SNPE프로그램을 참여자에게 제공하였음.

◼ 4명의 강사에게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음.

◼ 그 이유는 연구 목적을 강사가 인지함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측정편향 상황(예: 수강

생에게 암묵적으로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유도하는 할 수 있는 언

행)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리고 수련기간 중 형성된 강사와 수강생 간 친밀감 또는 강사 권위에 따른 측정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연구자가 방문하여 설문지 측정을 실시하였음.

◼ 참여자의 핸드폰번호 뒤 4자리를 식별번호로 사용하였음.

4) 분석방법

◼ 기초통계분석, 상관분석, 대응표본 t-검정, 신뢰도 분석은 SPSS 18.0통계 프로그램,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사용하였음.

◼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른 신체상차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조절효과 검정은 

Hayes(2017)가 개발한 PROCESS의 모델 1을 사용하였음.

◼ PROCESS는 회귀분석 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투입된 변수를 표준점

수로 변환하였음.

◼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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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 SNPE 참여 전과 후에 따라 통증, 신체상 자기차이, 신체적 자기개념 간 상관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

◼ 요약정리하면, <표 4-1>과 같이 신체상 자기차이는 신체적 자기개념 중 체지방과 정적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r=.70 또는 r=.63).

◼ 신체적 자기개념과 통증 간의 상관성은 -.01<r<.40이었고, 건강요인과 관련성이 가장 높음.

◼ 우울과 신체적 자기개념 간에는 -.58<r<.25관련성, 우울과 신체상 자기차이 간에는 

.15<r<.20의 관련성을 보였음.

◼ 우울사전과 통증사전간의 관련성(r=.30, p<.01)은 우울사후과 통증사후간의 관련성((r=.16,

p>.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연구가설 1지지).

◼ 따라서 SNPE 참여 전 통증이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한 정도는 SNPE 참여 후 약해진 것

으로 볼 수 있음.

◼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2이하를 보여 정규성은 충족되었다.

2) SNPE 참여 전/후에 따른 통증, 우울, 신체상 자기차이, 신체적 자기개념 대응표본 t-검증

◼ SNPE 참여 전과 후에 따른 통증, 우울, 신체상 자기차이와 신체적 자기개념의 변화를 살

펴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통증(M사전=5.58(SD사전=1.92) vs. M사후=3.12(SD사후=2.10), t(98)=9.90, p<.001, d=1.22)과 

우울(M사전=11.72(SD사전=7.67) vs. M사후=7.34(SD사후=5.91), t(98)=3.93, p<.001, d=0.64)은 

SNPE 참여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연구가설 2지지).

◼ 신체적 자기개념 또한 SNPE 참여 후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개선되었음(외모(M사전

=3.64(SD사전=0.86) vs. M사후=3.93(SD사후=0.93), t(98)=4.56, p<.001, d=0.32), 유연성(M사전=3.24(SD사전=1.32)

vs. M사후=3.78(SD사후=1.25), t(98)=6.05, p<.001, d=0.42), 체지방(M사전=2.67(SD사전=1.44 vs. M사후=2.36(SD

사후=1.24), t(98)=3.29, p<.01, d=0.23), 건강(M사전=2.83(SD사전=1.37) vs. M사후=2.23(SD사후=0.92), t(98)=4.89,

p<.001, d=0.51), 신체전반(M사전=3.40(SD사전=1.02) vs. M사후=3.76(SD사후=1.03), t(98)=3.57, p<.01,

d=0.35)(연구가설 2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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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신체상 자기차이는 SNPE 참여 전에는 평균 1.16(SD=1.39)에서 참여 후에는 평

균 0.84(SD=1.03) 통계적으로 감소하였음(t(98)=3.93, p<.001, d=0.26)(연구가설 3지지).

◼ 따라서 SNPE참여 전에는 참여자들이 마른 체형을 선호한 정도가 SNPE참여 후에는 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25** 1

3 .24** .04 1

4 .14 .01 .81** 1

5 -.14 -.01 -.16 -.13 1

6 -.18* -.13 -.21* -.24* .76** 1

7 -.17* -.07 -.03 -.03 .34** .30** 1

8 -.15 -.08 .04 .00 .30** .36** .77** 1

9 .26** -.02 .70** .63** -.14 -.20* .01 .02 1

10 .22** .06 .63** .63** -.23* -.29** .06 -.01 .76** 1

11 .41** .24* .06 .12 -.07 -.12 -.29** -.15 .16 .03 1

12 .33** .26** .14 .26** -.28** -.25* -.22* -.27** .17* .27** .49** 1

13 -.29** -.01 -.09 -.06 .40** .34** .41** .33** -.18* -.03 -.43** -.24* 1

14 -.21* -.19 -.22* -.25* .42** .56** .27** .38** -.20* -.25* -.30** -.36** .51** 1

15 .30** .02 .17* .18* -.42** -.38** -.27** -.23* .17* .10 .44** .19* -.50** -.40** 1

16 .03 .16 .15 .20* -.53** -.58** -.12 -.20* .15 .25* .10 .22* -.23* -.52** .37** 1

M 5.58 3.12 1.16 0.84 3.64 3.93 3.24 3.78 2.67 2.36 2.83 2.23 3.40 3.76 11.72 7.34

SD 1.92 2.10 1.39 1.03 0.86 0.93 1.32 1.25 1.44 1.24 1.37 0.92 1.02 1.03 7.67 5.91

왜도 -0.23 0.88 0.10 -0.24 -0.46 -0.58 0.09 -0.13 0.62 0.90 0.50 0.63 -0.16 -0.37 0.53 1.21

첨도 -0.36 0.15 1.02 1.13 0.64 0.67 -0.63 -0.52 -0.71 0.04 -0.58 0.09 -0.51 0.06 -0.42 1.90

주. 1=통증사전; 2=통증사후; 3=신체상 자기차이사전; 4=신체상 자기차이사후; 5=외모사전; 6=외모사후; 7=유연성사전; 8=유연성사후; 9=체지방사전; 10=체지방사후; 11=건강사전; 12=건
강사후; 13=신체전반사전; 14=신체전반사후; 15=우울사전; 16=우울사후

*상관성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단방검증). **상관성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단방검증)

표 4-1. SNPE 참여 전/후에 따른 통증, 신체상 자기차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우울 간 
상관분석과 기술통계

3) SNPE 참여 후 체지방에 따라 신체상 자기차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표 4-2>와 같이 신체상 자기차이사전가 우울사후에 미치는 영향력이 체지방사후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우울사후을 설명하는 총 분산 중 32%(R2=.32)는 투입된 모든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F(10, 88)=4.14, p<.001).

◼ 신체상 자기차이사전 × 체지방사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β=.28, t=3.15,

p<.01), 이를 해석하기 위해 체지방사후 고집단(평균+1SD)과 저집단(평균-1SD)의 간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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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지방사후 고집단에서 신체상 자기차이사전가 우울사후에 미치는 단순기울기(β)는 .20인 반면, 체

지방사후 저집단에서 신체상 자기차이사전가 우울사후에 미치는 단순기울기(β)는 -.36으로 나타

났음.

◼ 따라서 SNPE참여 전 더 마른 몸이 되기를 희망했던 참여자들이 SNPE 참여 후 체지방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우울감은 증가함을 의미함(연구가설 4지지).

◼ 하지만, 체지방을 제외한 다른 신체적 자기개념사후 하위요인에서는 신체상 자기차이사전가 

우울사후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음.

종속변수 우울사후

독립변수 β t

통제변수

연령 .02 0.26

성별 .023 0.27

우울사전 .31 3.12**

체지방사전 -.09 0.58
신체상 자기차이사후 .15 0.93
통증사전 -.17 1.69
통증사후 .21 2.33*

조절변수 체지방사후 .12 0.75

독립변수 신체상 자기차이사전 -.08 0.48

상호작용 변수 신체상 자기차이사전 × 체지방사후 .28 3.15**

R2(∆R2) .32***(.08**)

F(10, 88) 4.14

주. 성별은 남=0, 여=1로 코딩함.
**p<.01, ***p<.001

표 4-2. 체지방사후에 따른 신체상 자기차이사전가 우울사후에 미치는 
조절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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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m 본 연구에서는 운동치료법인 SNPE가 참여자의 통증감소와 우울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우울 

정서 경험에 미치는 심리적 과정을 SDT를 근거하여 살펴보았음.

◼ SDT에 따르면, 이상과 실제의 자기 차이는 낙담정서인 우울정서가 유발되고(Higgins,

1987), 개인의 신체상에 대한 평가는 신체의 구체적 속성인 신체적 자기개념에 큰 영향을 

받음(Vartanian, 201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PE참여 전/후 통증, 신체상 자기차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우울 

변화를 살펴본 후, 신체상 자기차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음.

m SNPE는 통증감소를 위한 전문 운동치료법으로 사전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신

명진 등, 2019; 최중기 등, 2019; Yoon, Choi, & Shin, 2019).

◼ 본 연구에서도 SNPE참여 후 참여자의 통증은 통계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연구결과를 지지하였음.

◼ 뿐만 아니라 <표 4-1>에서 통증사전과 우울사전의 상관관계가(r=.30) 통증사후과 우울사

후의 상관관계(r=.16)보다 더 높아 통증감소에 따른 우울정서 경험은 낮아졌음.

◼ 만성통증은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임을 고려해볼 때(Descalzi et al., 2017;

Ganasegera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감소 효과는 SNPE 참여로 인한 통증

감소의 직접효과 때문으로 판단됨.

m 12주 동안 SNPE 참여는 신체상 자기차이와 신체적 자기개념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SNPE참여 후 신체상 자기차이는 참여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SNPE참여 전 참여자는 

자신의 몸이 더 마르기를 원했던 반면, SNPE 참여 후에는 마른 몸에 대한 갈망이 줄어

들었음을 의미함.

◼ Vartaiian(2012)은 개인의 신체상에 대한 평가는 신체의 구체적 속성인 신체적 자기개념

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음.

◼ SNPE 참여 후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 또한 긍정적 변화(즉, 외모, 유연성, 건강, 신체

전반은 좋아지고, 체지방은 감소)가 나타났으므로 SNPE 참여 후 신체적 자기개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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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상 자기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m <표 4-1>에서 SNPE 참여 전/후의 신체상 자기차이가 모두 (+)인 이유는 연구 참여자의 대

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임.

◼ Lodewyk, Gamage와 Sullivan(2009)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체형크기(body

size)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은 실제 자신의 체형보다 아담한 체형을 선호하고, 남

학생은 더 큰 체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김혜영, 홍준희와 김경원(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84.4%가 이상적으로 더 마른 몸을 

가지기를 원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58.4%로 여성보다 낮았다. 실제보다 더 살찐 체형

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남성은 33.3%인 반면, 여성은 1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므로 남성보다는 더 마른 체형을 원하기 때문

에 신체상 자기차이가 (+)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신체상 자기차이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불일치의 방향성이 아니라 절대값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여성의 

연구는 불일치 방향성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임(Vartanian, 2012).

m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 후, 참여자의 통증과 우울은 감소되었고, 신체적 자기개념은 좋

아졌음.

◼ 따라서 <그림 4-1>의 연구모형은 SNPE 참여 전 신체상 자기차이가 SNPE 참여 후 감소

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SNPE 참여 후 개선된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라 달라지는 조

절효과를 의미함.

◼ 조절효과는 언제(when)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임(Hayes, 2017).

◼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 후 체지방이 높을 때, SNPE 참여 전에 더 마르기를 원하던 

참여자들이 SNPE 참여 후 우울감은 더 높아졌음.

◼ 본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 여성이므로 마른신체를 원하는 신체상에 대한 욕구는 늘 존재

하며, SDT에 의해서 우울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Higgins, 1987).

◼ 이런 상황에서 신체상 자기차이에 의해 유발되는 우울감이 감소되는 경우가 체지방이 낮

을 때, 가능하다는 것임.

◼ 즉, 운동치료법이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지방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동치료법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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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했다면, 우울 정서 경험은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통증치료운동을 통해 여성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감소할 

수 있는 전략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m 본 연구를 통해 SNPE 참여는 통증감소가 우울정서 감소에 직접적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음.

◼ 그리고 참여자의 체지방 감소를 통해 신체상 자기차이가 우울정서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간접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통증치료법(예: 약물, 침 등) 또한 통증감소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상 자기차이에 

따른 우울감소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듬.

◼ 이와 달리 SNPE와 같은 운동치료법은 통증감소 효과와 더불어 신체상 자가치이에 의해 유

발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므로 운동치료법의 장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m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에 따라 신체상 자기차이와 우울정서 관계가 달라지는 조절효과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시도하였음.

◼ 첫째, 반복측정실험 설계를 통해 변수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고려한 후, SNPE참여에 따

른 변화되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음.

◼ SNPE 참여 전 신체상 자기차이가 SNPE 참여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SNPE 참여 

후 새롭게 형성된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모형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잘 

대변하고 있으므로 횡단적 연구설계 보다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인과과계를 더 잘 예

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둘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들을 통계적으로 고려하였음.

◼ <표 3-1>과 같이 통증은 우울과 관련성이 존재하며, SNPE 참여 후의 우울은 참여 전의 

우울에도 영향을 받음.

◼ SNPE 참여 후 개선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표 4-2>에서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조절효과가 존재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음.

m 본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성별에 대한 신체상 자기차이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신체상 자기차이 그리고 우울과 신체

적 자기개념의 간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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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연구에 따르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며(Landmark, Romundstad,

Borchgrevink, Kaasa, & Dale, 2011), 신체상 자기치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Vartanian, 2012), 성별에 따라 통증감소와 신체상 자기 우울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본 연구와 같이 신체상 자기차이 연구의 대부분은 실제와 이상의 차이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음(Vartanian, 2012).

◼ 하지만, SDT에서 실제와 당위의 자기차이는 초조관련 정서인 불안관련 정서경험이 유발됨.

◼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와 당위의 차이를 살펴보는 신체상 연구를 통해 건강운동 영에서 

SDT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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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5: DMA에서 SNPE 참여자의 통증감소가 감정변화에 미치

는 영향: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연구 5 요약】

m 본 연구에서는 DMA(Dynamic Model of Affect)에 근거하여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

를 대상으로 운동치료(Exercise therapy)프로그램 (예: 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참여 후 통증감소와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 감정적 복잡성(affective complexity)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m 6개월 이상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주 3회 70분씩 SNPE

수련을 실시하였음.

m 그 결과 첫째, SNPE 참여 후 참여자의 통증과 스트레스는 감소되었고, 생활만족도는 높아

졌음.

m 둘째, SNPE 참여 전 PA와 NA의 부적(-) 상관은 SNPE 참여 후 감소되어 SNPE 참여는 높

은 감정적 복잡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m 셋째, SNPE 참여에 대한 자기조절믿음(self-regulation efficacy)이 높고, 통증감소가 큰 참여

자는 높은 감정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PA와 NA의 감정적 공간(affective space)이 회복되어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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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m ‘단순한 것이 좋은 것(the simple is the best)’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단순

하지 않음.

◼ 여러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한개의 사건과 상황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처

리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개별 감정을 잘 분류하고, 모

든 감정을 함께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만성통증(chronic pain)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복잡한 상황에서 다

양한 감정에 대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떤 심리적 요인이 복잡한 상황에서 효

율적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만성통증을 겪

고 있는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DMA (the dynamic model of affect) (Zautra, Berkhof,

& Nicolson, 2002; Zautra, Potter, & Reich, 1997; Zautra, Reich, Davis, Nicolson, &

Potter, 2000)에 근거하여 통증감소가 그들의 감정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그리고 운동참여에 대한 자기조절믿음(self-regulation efficacy)에 따라 긍정적 감정(PA:

positive affect)과 부정적 감정(NA: negative affect)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조사하

였음.

m 감정적 복잡성(affective complexity)은 DMA의 중요한 핵심 개념임(Zautra, Affleck, Tennen,

Reich, & Davis, 2005).

◼ 복잡성은 변별(differentiation)과 통합(integration)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변별은 주어진 상

황에서 구분해 낼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수를 의미하고, 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의 정보

들을 복합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임(Porter & Suedfeld, 1981).

◼ 따라서 감정적 복잡성은 PA와 NA을 잘 변별할 수 있고, 동시(simultaneously)에 여러 감

정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Carstensen, Pasupathi, Mayr, & Nesselroade,

2000; Ong, Bergeman, & Bisconti, 2004).

◼ 일반적으로 높은 감정적 복잡성(high affective complexity)에서는 PA와 NA가 독립적이

고(예: PA와 NA 간 상관성이 낮음), 낮은 감정적 복잡성(low affective complexity)은 PA

와 NA 간 높은 역의 관계(예: PA와 NA 간 부적(-) 관련성이 높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Qian, Yarnal, & Almeid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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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Zautra et al.,(1997)은 DMA을 제안할 때,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s) (예: 스트레스 경

험(stressful experiences))을 강조하였음.

◼ 스트레스프리 상황에서는 높은 감정적 복잡성을 보여 PA와 NA 반응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PA와 NA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됨(Qian, et al., 2014).

◼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주의가 좁아지고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응답하도록 

강요받아 PA를 희생하여 부정적 정보(예: NA)를 처리하고(Qian et al., 2014), PA와 NA

는 서로 하나가 되어 단순한 양극차원(bipolar dimension)으로 전환됨(Davis, Zautra, &

Smith, 2004).

◼ 즉, 스트레스 프리상황(또는 감정적 복잡성이 높은 상황)에서 PA와 NA가 독립적 차원으

로 구분되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또는 감정적 복잡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하나차원으로 

전환되어 어떤 개인이 PA가 높으면 NA는 낮아지는 (또는 PA가 낮아지면 NA는 높아짐)

전환적 관계(inverse relationship)를 보이게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은 낮은 감정적 복잡성을 유도하여 정보처리능력(예: 정보의 변별과 

통합의 능력)을 약화시켜 PA와 NA간 높은 부적(-)관계가 존재함.

m 만성통증환자에게 통증은 심각한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통증과 DMA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음.

◼ Zautra, Smith, Affleck과 Tennens (2001)는 175명의 rheumatoid arthritis (RA)와 

osteoarthritis (OA)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통증, PA와 NA를 각

각 측정하였음(study 1).

◼ 연구결과 매주 통증이 증가할수록 PA와 NA의 부적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들의 두 번째 연구에서는 fibromyalgia (FM)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통증과 감정을 30일

동안 매일 3번씩 측정한 결과 연구 1과 동일하게 통증이 증가 될 수록 PA와 NA의 부적 

관련성이 증가하였음(Zautra et al., 2001, Study 2).

◼ Finan, Zautra와 Davis (2009)는 3가지 통증유형(집단 1=OA, 집단 2=FM, 집단 3=이중진

단(OA와 FM 둘다))에 따라 PA와 NA의 관계를 260명 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음.

◼ 그 결과 PA가 증가할수록 NA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FM과 OA/FM(이중진단)집단이 OA

보다 더 강화되었음.

◼ 일반적으로 FM은 OA보다 통증 예측이 힘들고, 통증유발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FM환자

가 OA환자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상황에 노출되므로(Davis, et al., 2004), PA와 NA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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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련성이 FM과 OA/FM(이중진단) 집단이 OA집단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진행된 통증과 DMA관련 연구를 리뷰한 Ong, Zautra와 Finan(2017)에서도 만성통

증은 통증이 거의 정체(rarely static)되지 않고, 다양한 통증강도와 지속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DMA에 의해 예측되는 감정적 영향을 관찰 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은 맥락

(informative context)이라고 강조하였음.

m 수술이나 약물치료법은 만성통증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이는 참여자의 통증감

소에만 목적을 둔 것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 변비, 중독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

아 만성통증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못함(Turk, Swanson, & Tunks,

2008).

◼ 오히려 약물이 통증을 경감시켜 줄 때조차도 만성통증 환자는 다른 부작용이 유발될 두

려움을 지니고 있음(Brannon & Feist, 2007).

◼ 그리고 만성 통증치료를 위한 여러 약물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과

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Häuser, Wolfe, Tölle, Üçeyler, & Sommer, 2012; Nüesch, Häuser,

Bernardy, Barth, & Jüni, 2013).

m 비약물 치료법(non-pharmacological therapies)은 만성통증 관리에 있어 점점 중요한 방법으

로 각광받고 있음(Ambrose & Golightly, 2015).

◼ 지금까지 진행된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만성통증 감소와 함께 신체기능(physical function), 수면(sleep)의 질 그리고 인지기능

(cognitive function) 향상을 위한 유익한 방법은 운동인 것으로 나타났음(Hagen et al.,

2012; Kayo, Peccin, Sanches, & Trevisani, 2012).

◼ 또한, 운동치료법(exercise therapy)은 다른 통증 치료법(예: 마사지, 침술, 약물치료 등)보

다 치료 중 고통이 적고, 치료 후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음(Daene, Varkey, Kellmann, & Nijs, 2015; Haahr, et al.,

2005; Hagberg, Harms-Ringdahl, Nisell, & Hjelm, 2000; Landmark, Romundstad,

Borchgrevink, Kaasa, & Dale, 2011).

m 기존 통증완화를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요가(Posadzki, Ernst, Terry, & Lee,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와 필라테스(Ekici, Unal,

Akbayrak, Vardar-Yagli, Yakut, & Karabulut, 2017)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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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등) (Landmark et al., 2011)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몇몇 운동치료법은 시설(facilities), 장비(equipment) 및 지도자 지도가 필요하여 

일부 환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도 함(Juhakoski, Tenhonen, Malmivaara, Kiviniemi,

Anttonen, & Arokoski, 2011).

◼ 따라서 효율적인 운동치료법은 자기 주도적 운동(self-directed exercise)이 가능해야 하며,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임.

m 뿐만 아니라 고강도가 아닌 중강도 운동과 유연성 중심이 운동치료법의 효과를 높이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임.

◼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low-to moderate intensity exercise)로 

유연성 중심의 운동이 통증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최대심박수(maxHR)의 50~60%의 운동에서 만성통증 증상 약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최대

심박수 60~80%이상인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에서는 통증감소 보다는 신체능력이 좋아졌

음(Jones, Adams, Winters-Stone, & Burckhardt, 2006; Nelson et al., 2007).

◼ Gavi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다른 근력운동 보다 유연성 운동 (flexibility training)에

서 통증감소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m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Yoon, Choi, & Shin, 2019)

은 치아교정 원리를 적용한 운동으로 골반과 다리에 벨트(예: 다리에 착용하는 바른자세 벨

트, 골반에 착용하는 고관절·골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운동을 실시함.

◼ 그리고 기타 도구들을(예: 다나손, 웨이브베개 등) 사용하여 척추 주변의 굳어진 속근육을 

이완하고, 변형된 척추를 점진적으로 바로 잡아서 스스로 체형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

◼ SNPE 주요동작은 SNPE 1번, 2번, 3번, 4번의 벨트를 사용한 4가지 동작과 C무브

(Cervical movement), T무브(Thoracic movement), L무브(Lumbar movement), SC무브

(Sacrum-coccygeal movement)의 도구를 사용한 4가지 동작으로 총 8개의 동작으로 구성

되어 있음(Yoon et al., 2019).

◼ SNPE는 휴대가 가능한 벨트와 도구만 있으면 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통증전문 운동치료법임.

◼ 따라서 SNPE는 자기주도적 운동으로 시설, 장비면에서 경제적 비용 부담 또한 낮으며,

고강도 운동이 아닌 저/중강도의 유연성 기반의 근력 운동으로 만성통증 치료에 이상적

인 운동치료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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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존 감정적 복잡성(affective complexity)관련 연구는 참여자가 노출된 다양한 스트레스 환

경에서 감정처리 과정을 DMA에 근거하여 살펴보았고, 두 가지 연구접근으로 연구들이 진

행되었음.

◼ 첫 번째는 다양한 환경적 맥락(예: 스트레스 상황)에서 NA와 PA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연구임.

◼ 여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Potter, Zautra, & Reich., 2000, Study

1; Zautra et al., 1997) 매주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부정적 사건의 총합으로 스트레스 원을 

계산 한 후, PA와 NA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음.

◼ 그리고 Zautra et al., (2001)는 통증을 스트레스원으로 간주 한 후, RA와 OA 환자를 대

상으로 통증 사건(episode)에서 DMA에서 제기한 PA와 NA 부적 관계가 통증이 증가할 

수록 강화되는지 확인하였음.

◼ 두 번째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자원(coping resource)이 감정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는 연구임.

◼ 기존연구들을 정리해보면(Zautra, Affleck, Davis, Tennen, & Fasman, 2007; Zautra et al.,

2005),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처전력(예: 친구와 함께 스포츠 참

여, 즐겁게 쇼핑하기 등)이 감정적 복잡성 회복(restoring)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진행된 Qian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여가 참여가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효

율적 자원이라는 것이 DMA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밝혀졌음.

m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DMA관련 연구의 대부분 참여자는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 중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 통증

일 것임.

◼ DMA에 근거해 볼 때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만성통증 참여자들은 높은 감정적 복잡

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기존 연구는 만성통증환자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인 통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참여자의 감정적 복잡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운동치료법(예: SNPE)을 통해 통증감소

에 따른 감정적 복잡성 회복을 DMA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음.

◼ 나아가 운동참여와 지속에 중요한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자기조절이 감정적 복잡성 회

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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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감소를 위해 운동치료법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SNPE 참여와 지속에 대한 자기조

절이 높은 참여자일 것임.

◼ 따라서 자기조절이 높은 참여자는 SNPE에 의한 통증감소효과가 향상되어 감정적 복잡성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만성통증 참여자는 SNPE참여 후 부정적 정서(emotion)는 낮아 것임.

- 둘째, 만성통증 참여자는 SNPE 수련 후, 통증이 감소될 것임.

- 셋째, SNPE 참여 전 PA와 NA의 부정적 관련성이 SNPE 참여 후 약화될 것임.

- 넷째, 자기조절이 높고, SNPE참여후 통증감소가 큰 참여자일 수록 PA가 NA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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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 SNPE 수련센터에 등록한 여성 회원 중 허리, 상체(어깨, 목, 팔 등), 하체(무릎, 허벅지, 고

관절 등) 부위에 대한 통증이 6개월 이상인 참여자 10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 이중 중도탈락자 6명을 제외하고 101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음.

◼ 참여자의 평균 통증기간은 75.08개월(SD=75.82)이었고, 평균연령은 33.06세(SD=8.64)이었음.

◼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보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음.

2) 측정도구

m 인지된 통증

◼ 참여자의 인지된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Huskisson(1974)이 개발한 시각적 상사 척도

(VAS: Visual Analogue Scale)를 사용하였음.

◼ VAS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통증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11점 리커트 척도임.

◼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으로 기준으로 통증 정도에 따라 숫자가 높아지며 10이 통증 최고로 

높은 것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를 하나만 선택 한 후, 그 부위에 대한 

통증 정도를 측정하였음.

m 긍정적과 부정적 감정

◼ 참여자의 긍정적 감정(PA)과 부정적 감정(NA)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 우울 형용사 

체크리스를 사용하였음(Lee, 1999).

◼ 우울 형용사 체크리스트는 부정적 감정상태를 나태는 형용사 21개 (예: 맥빠진다. 우울하

다. 막막하다 등), 긍정적 감정에 대한 형용사 11개 (예: 따뜻하다. 가뿐하다. 뿌듯하다.

등)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각 형용사를 선택할 경우를 1점을 부여하여 부정적 감정은 최고 점수는 

21점, 긍정적 감정은 최고점수는 11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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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NPE 자기조절

◼ 12주 동안 참여자의 SNPE참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은 Bandura(2006)의 Self-efficacy to

regulate exercise 질문지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 SNPE 자기조절효능감은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문항은 SNPE참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SNPE를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0%에

서 100% 응답척도에서 측정함.

◼ SNPE 자기조절효능감 질문지 신뢰도는 SNPE 참여 전 αpre=.895, SNPE 참여 후 αpost =

.801이었음.

m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가 개발한 한국판 질문지를 사용하였음.

◼ SWLS는 총 5문항(1.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2.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5.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처럼 살

아갈 것이다.) 7첨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함.

◼ SWLS의 신뢰도는 SNPE 참여 전 αpre=.886, SNPE 참여 후 αpost=.905이었음.

m 지각된 스트레스

◼ 지각된 스트레스(PSS: perceived stress scale)는 Cohen과 Williamson(1988)이 개발한 한국

판을 사용하였음.

◼ PSS는 부정적 지각에 관한 5문항(1. 지난 한달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이 나

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2. 지난 한달동안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

은 얼마나 있었나요? 3.지난 한달 동안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얼마

나 있나요? 4. 지난 한 달 동안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5. 지난 한 달 동안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에 대해 5점척도(1점: ‘전혀 없었다’ ~ 5점: ‘매우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함.

◼ 따라서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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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는 SNPE 참여 전 αpre = .851, SNPE 참여 후 αpost = .889이었음.

3) 연구절차

◼ 본 연구는 within-subject design로 <표 3-2>에 제시된 SNPE 프로그램을 주 3회, 12주 동

안 참여하였음.

◼ 참여자는 SNPE 참여 전 인지된 통증, 감정(affect), Self-efficacy to regulate SNPE,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를 사전 측정하였음.

◼ 그리고 12주간 SNPE 수련이 끝난 후 동일한 문항으로 사후 측정하였음.

◼ 4명의 SNPE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섭외한 후, <표 3-2>의 SNPE 운동프로그램을 

실험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청하였음.

◼ 4명의 강사에게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이유

는 연구 목적을 강사가 인지함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측정편향 상황(예: 수강생에게 

암묵적으로 연구결과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유도하는 할 수 있는 언행)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리고 수련기간 중 형성된 강사와 수강생 간 친밀감 또는 강사 권위에 따른 측정편향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연구자가 방문하여 설문지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핸드폰번

호 뒤 4자리를 식별번호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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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SNPE 참여 전/후 통증, 삶의만족,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

◼ 대응표본t검증(paired sample t-test)을 통해 SNPE 참여에 따른 통증, 심리적 변수와 감정

차이를 검증하였음.

◼ 그 결과 SNPE 참여 전 참여자의 VAS는 5.68(SD =1 .96)에서 참여 후 3.12(SD = 2.16)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t(100)=9.67, p<.001).

◼ 그리고 SNPE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참여자의 삶의 만족(Mpre=4.25, SDpre=1.20 vs.

Mpost=4.80, SDpost=1.15, t(100)=5.55, p<.001)과 PA(Mpre=4.81, SDpre=3.18 vs. Mpost=7.29,

SDpost=2.94, t(100)=7.33,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스트레스

(Mpre=2.92, SDpre=0.95 vs. Mpost=2.62, SDpost=0.86, t(100)=3.83, p< .001)은 NA (Mpre=6.14,

SDpre=5.61 vs. Mpost= 4.12, SDpost=4.59, t(100)=3.7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음.

◼ 하지만, 자기조절믿음(Mpre=65.80, SDpre=19.24 vs. Mpost=69.42, SDpost=20.24, t(100)=1.55,

p=.126)은 SNPE참여 전/후에 따른 통계적으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음(연구가설 1과 2

지지).

2) SNPE 참여 전/후 PA와 NA의 상관관계 차이

◼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SNPE 참여 전/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 SNPE참여 전 PA와 NA의 상관관계는 rpre=-.541 (p<.001)이었고, 참여 후에는 rpost=-.379

(p<.001)로 감소하였음.

◼ Fisher’s z-test를 통해 SNPE 참여 전/후의 상관계수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marginally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z=1.45, p<.10).

◼ 따라서 SNPE 참여 전 보다 참여 후 PA와 NA의 부적 관련성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

음(연구가설 3지지).

3) 조절된 조절효과

◼ PA와 자기조절믿음(primary moderator)의 상호작용이 NA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통증

감소(pain reduction)2)(secondary moderator)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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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ed moderation effect)를 검증하였음.

◼ 그 결과 <표 5-1>과 같이 종속변수인 NApost의 총분산은 투입된 CV, IV, PMV, SMV에 

의해 47%(R2=.47) 설명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F(12, 88)=6.38, p<.001). PApost는 

NApost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β=-.34, t=3.71, p<.001), 자기조절믿음pre 

(β=-.07, t=0.78, p=.432)와 통증감소 (β=-.04, t=0.42, p=.676)가 NApost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삼원상호작용 변수(three-way interaction variable)의 기울기 (β=-.18, t=2.39, p<.05)와 ∆R2

(F(1, 88)=5.73, p<.05)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조절된 조절효과는 존재하였음.

◼ 조절된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post-hoc simp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하였음.

◼ 먼저, 자기조절믿음과 PApost의 상호작용이 NApost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기조절

믿음이 낮은 참여자들(자기조절믿음 평균 – 1SD)과 높은 참여자들(자기조절믿음 평균 +

1SD)은 모두 PApost가 NApost에 부정적(-) 영향 (β = -.34)을 미치고 있었음.

◼ 그러나 자기조절믿음과 PApost의 상호작용이 NApost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는 통증감소에 

따라 달랐음.

◼ 통증감소가 높고, 자기조절믿음이 높은 참여자는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기울기(β)는 

-.03(t=0.16, p=.87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연구가설 4지지).

◼ 이와 달리 통증감소가 높고, 자기조절믿음이 낮은 참여자는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기

울기(β)는 -.43 (t=2.65,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 마지막으로 SNPE 참여 전보다 통증이 증가한 참여자에서는 자기조절믿음이 낮은 참여자

(β=-.31, t=2.05, p<.05)와 높은 참여자(β=-.62, t=3.80, p<.001) 모두 PApost가 NApost에 부적

(-)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2) 통증감소는 VASpost에서 VASpre를 뺀값을 사용하였음. 따라서 수치가 낮을 수록 통증감소효과가 높음을 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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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NApost

β R2

(∆R2 for a × b × c)

CV

나이 .02

.47***(.03*)

스트레스pre .15

삶의만족pre .02

PApre .36**

NApre .58***

IV PApost
a -.35***

PMV 자기조절믿음pre
b -.07

SMV 통증감소c .04

IT

a × b .022

a × c -.12

b × c .13

a × b × c -.18*

주. DV = dependent variable; CV = covariate variable; IV = independent 
variable; PMV = primary moderator variable; SMV = secondary moderator 
variable; IT = interaction term.
*p<.05, **p<.01, ***p<.001

표 5-1. 조절된 조절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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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m 본 연구를 통해 운동치료법인 SNPE가 만성통증 참여자의 통증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런 결과는 운동치료가 통증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전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임(Daene et al., 2015; Ekiciet et al., 2017; Haahr et al., 2005; Hagberg et al., 2000;

Landmark et al., 2011; Tekur et al., 2012).

◼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관련연구들은 요가(Posadzki et al., 2011; Tekur et al., 2012)와 

필라테스(Ekiciet et al., 2017) 그리고 일반 운동참여(예: 스포츠 활동, 걷기 등) (Landmark

et al., 2011) 등으로 진행되어 SNPE가 통증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점은 존재함.

m 사전연구에 따르면, 통증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운동치료법의 조건으로 근력운동보다 유연성 

운동(flexibility training)(Gavi et al., 2014)이며,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운동(low-to

moderate intensity exercise)이 이라고 하였음(Jones et al., 2006; Nelson et al., 2007).

◼ SNPE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Yoon et al., (2019)에서도 통증감소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결과와 사전 연구에서 제시한 통증감소 운동치료법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SNPE 또한 통증감소에 도움을 주는 운동치료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m 본 연구에서 만성통증 참여자들이 SNPE 참여 후, 통증, 스트레스와 NA는 감소되었고, 삶의 

만족과 PA는 높아졌음.

◼ 이런 결과는 DMA에 제시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의 해소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만성통증을 겪고있는 참여자는 언제 통증해소가 될지 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됨.

◼ DMA에서는 스트레스와 불학실성(uncertainty) 존재하는 경우 신속한 정보처리에 대한 

욕구는 자극 차이를 평가하는 것 보다 우선된다고 하였음(Davis et al., 2004).

◼ 이 말은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더 이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처리(예: 여러개의 자극차이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며 오히

려 자신의 행복감(well-being)에 위협하는 정보에 신속하고, narrow하게 집중하여 부정적 

감정에 대한 응답이 강화됨을 의미함(Davis et al. 2004; Reich, Zautra, & Potter, 2001).

◼ 따라서 SNPE 참여 전 참여자는 삶의 만족도는 낮고,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통증해소에 

대한 불확실성 상황은 높아 NA에 대한 정보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여 NA는 높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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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는 낮아 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같은 맥락에서 SNPE 참여 이후에는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통증은 감소되고, 불확실성

과 스트레스 또한 해소되어 NA는 감소한 반면, PA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m 본 연구에서는 SNPE 참여 전 NA와 PA의 부적 관련성이 SNPE 참여 후, 더 약화되었고,

이런 결과는 DMA에서 제시한 감정적 복잡성과 감정적 공간 붕괴로 해석이 가능함.

◼ DMA에서는 통증이나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또는 감정적 복잡성이 낮은 경우)에 노출되

면 PA와 NA 사이의 감정적 공간이 감소되어 두 감정간 bipolar관계(즉, PA와 NA간 부

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음(Finan et al., 2009; Zautra et al., 2001).

◼ 다시 말해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또는 감정적 복잡성이 높은 경우)에서는 PA

와 NA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또

는 감정적 복잡성이 낮은 경우)에서는 PA와 NA 차원이 붕괴되어 더 이상 독립적 관계

가 아닌 bipolar관계로 전환 된다는 것임.

m SNPE 참여 전 참여자는 통증해소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트레스가 높아 감정에 대한 변별과 

통합능력이 낮아(또는 낮은 감정적 복잡성)져 PA와 NA간 감정적 공간의 간격 또한 축소되

었음.

◼ 이로 인하여 PA와 NA의 감정 차원의 독립성이 무너져 PA와 NA는 bipolar관계로 전환

되었고, PA와 NA간 부적(-) 관련성이 높아지게 된 것임.

◼ SNPE 참여 후에는 통증감소가 이루어지고 스트레스 또한 낮아져 감정적 복잡성은 높아

지고, 붕괴된 감정적 공간은 회복되었다. PA와 NA의 bipolar의 관계가 독립적 관계로 전

환됨으로 인하여 PA와 NA의 부적관련성이 SNPE 참여 전 보다 감소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함.

m DMA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 주의는 좁아지고, 스트레스원에 대한 즉각적인 요

구에 집중하도록 강요 받게되며, PA를 희생하면서 NA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PA에 의해 높은 수준의 NA가 동반된다고 하였음(Ong et al., 2017; Qian et al., 2014).

◼ DMA근거한 사전연구들(Finan et al., 2009; Qian et al., 2014)은 종단적 접근으로 PA(독

립변수)가 NA(종석변수)에 미치는 관계를 가정한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감정적 복

잡성과 감정적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본 연구에서도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회귀모형을 토대로 자기조절믿음과 통증감소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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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본 연구결과 PA와 NA의 부적(-)관련성이 SNPE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는 어느 정도 감소

하였지만, PA와 NA의 부적(-)관련성은 여전히 존재하였음.

◼ <표 5-2>에서도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부적(-)영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12주 동안 

SNPE 참여로 통증감소는 있었지만, 감정적 복잡성을 완벽히 회복하거나 감정적 공간을 

충분히 확장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표 5-2>에서 Moderated moderation effect가 존재하였고, 이를 해석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post-hoc simple regression 분석 결과 통증감소가 크고,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참여자는 

PApost가 NApost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통증감소가 크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PApost가 NApost에 통계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SNPE 참여로 통증이 많이 감소되고, SNPE 참여 전 자기조절믿음이 높은 참여자

는 SNPE 참여 후, 높은 감정적 복잡성과 감정적 공간 또한 충분히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m 하지만, 통증감소가 높고, 자기조절믿음은 낮은 집단에서도 여전히 PApost가 NApost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왜 통증감소가 높았지만, PApost가 NApost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믿음이 SNPE 수련에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도움 준 것이 아

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감정적 복잡성과 감정적 공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임.

◼ 그 해답 중 하나로는 자기조절믿음이 참여자의 cognitive processing style과 관련성이 존

재하는 것으로 예상됨.

m Davis et al., (2004)에 따르면 cognitive processing style이 감정 간의 관계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처리가 단순화 될 수록 PA와 NA의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였음.

◼ 사회인지모델에서 자기조절이 높은 참여자는 운동참여와 같은 행동을 시작(initiation)하기 

전에 목표와 결과에 대해 상당한 계획(considerable planning)과 숙고(deliberation)가 잘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Chatzisarantis & Hagger, 2009; Hagger et al., 2002), 자기조

절믿음이 높은 참여자는 낮은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cognitive processing style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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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고 예상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자기조절믿음이 낮은 참여자는 SNPE에 열심히 참여하여 통증감소효과가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처리과정이 단순화되지 못하여 PApost와 NApost간 부정관계가 존재

하는 것임.

m 지금까지 진행된 DMA관련 여러 연구 중 만성통증을 해소하여 DMA이론적 틀에서 유발된 

현상을 설명한 경우는 부족하였음.

◼ 많은 연구들이 만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감소가 아닌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원에 대

한 대처자원(coping resource)을 제공한 후, 감정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Zautra et al., 2007; Zautra et al., 2005).

◼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실험연구를 통해 참여자의 통증감소를 위한 운동치료법

(예: SNPE)를 적용 한 후, DMA의 핵심개념인 감정적 복잡성과 감정적 공간 붕괴에 대한 

현상을 증명하였으므로 DMA의 이론적 타당성을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재검증 하였음.

m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본 연구는 통증감소와 감정적 복잡성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

하였음.

◼  Qian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높아질 수록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 

복잡성이 감소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통증 민감도(pain sensitivity)는  높은 것으로 밝

혀졌음(Fillingim, King, Ribeiro-Dasilva, Rahim- Williams, & Riley III, 2009).

◼ 사전 연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결과를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남성으로까

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증감소와 감정적 복잡성의 관련성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m 본 연구 참여자는 의학적 진단으로 확진을 받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원인이 불명확한 통증

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는 일반여성임.

◼ 기존 연구들(Davis et al., 2004; Finan et al, 2009; Zautra et al, 2001)의 참여자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서로 다른 만성통증 유형(예: OA, FM, RA 등)의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통증 유형에 따른 감정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음.

◼ 실제 현실에서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만성통증 환자뿐만 아니라 의학적 진단은 받지 않

았지만, 만성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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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로 CMA 이론을 살펴본 연구 또한 연구대상

자를 확장하고,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운동치료법 참여 후, 만성통증 유형에 따른 통증감소가 감정적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관련연구가 진

행될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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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성과 및 요약

1. 과업성과

【KCI 논문 게재】

m 연구 2는 “부위별 통증에 따라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만성통증 감소에 미치

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스포츠학회 2019년 17권 4호 661-671쪽에 게제됨.

◼ 한국스포츠학회는 IF는 0.95이며, 이는 예술체육학 분야 총 135편 학회지 중 17위에 해

당되는 우수학회지임.

◼ 해당 논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한국스포츠학회 홈페이지(http://www.ks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m 연구 3은 “여성들의 SNPE 참여가 만성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곡선모형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체육학회지 2019년 58권 4호 165-174쪽에 게제됨.

◼ 한국체육회지는 IF는 1.43으로, 이는 예술체육학 분야 총 135편 학회지 중 5위에 해당되

는 우수학회지임.

◼ 해당 논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한국체육학회지 홈페이지 

(http://www.kahperd.or.kr/journal/thesis.asp)에서 확인할 수 있음.

【SSCI 논문 게재】

m 연구 5는 “Effect of Pain Reduction by Self-Natural Posture Exercise on Affective

Complexity in Wome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Frontiers in Psychology, 2020년 6월 26일에 게재됨.

◼ Frontiers in Psychology는 IF는 2.129로, PSYCHOLOGY, MULTIDISCIPLINARY분야 총 

137개 논문 중 40위에 해당하는 저명한 저널임.

◼ 해당 논문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 

(https://doi.org/10.3389/fpsyg.2020.01317)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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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m 본 연구는 운동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을 통해 SNPE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

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m 먼저, 연구 1에서 SNPE의 운동학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SNPE는 안굽이 무릎의 변화를 유

도하여 참여자들의 자세제어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음.

◼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Q-angle이 SNPE 참여 후 정상범위로 내로 증가하였고, 안정된 

자세조절 능력을 보였음.

◼ 참여자 모두 SNPE 참여 전에는 양쪽 다리의 수직 방향에 대한 지변 반력이 좌/우 불균

형이었지만, SNPE 참여 후에는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m 연구 2, 3, 4, 5를 통해서 SNPE 참여가 통증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증명되었음.

m 연구 2에서는 만성통증 감소는 SNPE 수행 동작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참여자는 SNPE

수행력이 향상되어 통증감소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증명되었음

m 연구 3을 통해서는 SNPE 참여는 만성통증 감소를 유도하여 참여자의 스트레스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m 연구 4에서는 마른 몸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에서 SNPE참여 후, 참여자는 체지방이 감소

로 인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마른 체형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요한 점은 SNPE 참여로 인한 체지방 감소가 신체상 자기차이가 우울정서에 미치는 영

향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음.

◼ 따라서 SNPE 참여는 통증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체지방 감소를 유도하여 우울

정서 감소에도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m 연구 5에서는 SNPE 참여는 통증감소를 통한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하여 개인의 감정적 복

잡성 능력을 높여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잘 구분하는데 도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