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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the exercise programs for improving the function and structure by applying 
the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exercise method and electrical therapy method to the scoliosis patient.
 METHODS : The subjects were 18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scoliosi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either to a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exercise group (n=11) that received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exercise program 
or to a electrical therapy group (n=7). Flexibility, static balance, dynamic balance, and spinal angles were measured by using 
one leg standing with closed eyes, functional reach test, and Cobb’s angle, respectively. The chest expansion were calculated 
using differences of chest circumference between maximum inspiration and maximum expiration.
 RESULT :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group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tatic 
balance, spine angle(p<.05).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group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flexibility, static balance, spine angle, chest expansion (p<.05).
 CONCLUSION : These results revealed that 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 exercise program improved flexibility, static 
standing balance, spine angle, used as scoliosis management and intervention. Therefore,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method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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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

사결정자료 내용으로 척추측만증의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3천명에서 2010년 11만6천명으로 5년간 약 1만3천

명이 증가(12.2%)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나타

났다. 총 진료비는 2006년 109억원에서 2010년 154억원

으로 5년간 약 45억원이 증가(40.3%)하였고, 연평균 증

가율은 8.9%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측방으로 

편위되고 회전이 일어나는 변형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의 

장애 및 요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고, 주위의 장기를 

전위시키거나 압박하여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Cailliet, 1983). 이러한 척추의 측방으

로의 만곡은 흉곽과 폐의 발달을 방해하고 호흡근의 약

화를 초래하여 심폐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교정 및 호흡

치료는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한다(Lonstein, 1995). 

구조성 측만증은 비구조성 측만증과는 달리 형태학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크게 특발성 측만증, 선천성 측만

증, 신경근육성 측만증, 말판증후군, 신경섬유종증, 희귀

질환에 등에 동반되는 측만증으로 구분된다(박문수 등, 

2006). 그 중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직접적인 발생 원인

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근육학적, 호르몬, 

결합조직, 미로(Labyrinth), 멜라토닌 또는 세로토닌 이

상(Melatonin or serotonin abnormalities), 유전적 소인으

로 추측한다. 하지만 행위적 특성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 물건을 매는 방향이 늘 한 곳일 경우, 

좋지 않은 자세, 운동부족 등이 요통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척추가 휘는 원인은 될 수 없다(이춘성, 1999).

척추측만증을 정의하면 미국측만증연구학회(The 

Scoliosis Research Society)에서는 척추측만증을 10˚ 이상

의 Cobb‘s 각도로 정의하고 있지만(Kane, 1977) 5° 이상

으로 정의하기도 한다(Brooks 등, 1975; Rogala 등, 

1978). 허리 회전하기, 옆구리 스트레칭 등 스트레칭운

동을 꾸준한 기간(12주 이상)을 두고 반복한다면 척추

의 만곡을 감소할 수 있고 유연성도 증가 될 수 있다(이

승범, 2011). PNF의 어깨팬턴과 골반패턴, 상호교  운

동은 어깨관절과 엉덩관절의 정형외과적 문제 그리고 

척추의 문제, 통증, 근불균형, 운동장애를 해결하고 상

지와 척추의 기능과 비정상적인 만곡을 줄이는 것에 영

향을 미친다(구봉오, 2000).

일반적인 물리치료인 전기 자극치료와 온습포, 초음

파 치료와 PNF기법을 이용한 요부안정화운동을 비교한 

선행 논문에서 시각상사척도 수치와 배가로근, 뭇갈래

근의 두께 변화와 오스웨스트리 장애 설문지(Oswestry 

Disability Questionnaire, ODQ), 롤란드와 모리스 장애 설

문지(Roland & Morris Disability Questionnalire, RMDQ)

의 비교에서 PNF 기법을 이용한 치료방법에서 유의하

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김기도 등, 2012). 스위스 

볼을 이용한 운동으로 몸통의 유연성 증가와 Cobb's 각

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척추세움근 근력강화로 측만증 

예방이 가능하다(김경 등, 2007).

전기자극으로 특발성 척주옆굽음증(idiopathic 

scoliosis)과 같은 구축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할 수 있다. 

몸통 근육에 경피적으로 전기자극하여 치료한 이래 측

부 표면전기자극(lateral electrical surface stimulation, 

LESS)이 척주옆굽음증의 치료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발성 척주옆굽음증에 효과적이었다(Axelgaard  등, 

1977). 미국의 경우 학교보건차원에서 척추측만증의 정

기검진제도가 널리 보급되어 개주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효과로 학교검진을 통하여 

척추측만 각도가 40˚에 도달하는 경우를 63%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다(Torell 등, 1981). 성장기의 조기중재의 

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 성

장기의 조기중재 시기를 지난 20  남여를 상으로 척

추측만증 개선 운동프로그램과 신경근 전기자극인 

NMES(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의 효과 각각

을 비교하는 것이고 측만증 개선 운동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특발성 측만으로 Major Cobb's 각도가 5˚ 이상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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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척추에 신경학적 및 내외과적 진단을 받았거나 

Cobb's 각도가 25°를 넘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사전에 

상자들에게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운동치료군과 전기

치료군 중 선택하게 했다(표 1).

그룹 나이 키 몸무게

실험자

(n=18)
21.22±1.89 167.72±9.41 61.61±12.54

운동치료군

(n=11)
21±1.84 166.27±9.25 60.27±12.88

전기치료군

(n=7)
21.57±2.07 170±9.91 63.71±12.67

표 1. 일반적 특성 

2. 평가방법 및 도구

1) 유연성

(1) 다트 피쉬(Dart fish), 가쪽복사뼈

관절가동범위 측정으로 어깨봉우리, 가쪽복사뼈

(Lateral malleolus)에 스티커를 부착한 후 몸통 굽힘 시 

각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고정자는 외복사뼈, 축은 큰

돌기, 가동자는 어깨봉우리로 하였다(양회송, 정찬주, 

유영  등 2014)(그림 1).

그림 1. 다트 피쉬

(2) 가쪽 굽힘

서 있는 자세에서 가쪽으로 굽힘하여 지면과 손끝과

의 거리를 측정한다(그림 2).

그림 2. 가쪽 굽힘

2) 균형능력

(1) 팔 Y 균형검사

동적 균형검사로 엎드려서 검사하는 쪽 한 팔로 지지

한 자세에서 균형을 잡고 다른 팔로 중심에서부터 최

한 멀리 밀어내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Westrick 

등, 2012)(그림 3).

그림 3. Y 균형검사

(2) 눈 감고 한 발 서기 검사법

정적균형검사로서 바닥에 맨발로 서서 양손은 허리에 

고, 한 발은 엉덩관절 90˚ 굽힘, 무릎관절 90˚ 굽힘하

여 바닥에서 띄고 연구자가 시작이라고 지시하면 눈을 

감고 그 자세를 유지한다. 측정 중에 눈을 뜨거나 발의 

움직임이 있을 때, 몸통이 크게 움직이는 순간까지 걸

리는 시간(초)을 초시계로 3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

값을 구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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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눈 감고 한 발 서기 검사

(3) 양 하지 체중부하 검사

제 자리 걸음을 10회 한 후 양쪽의 체중계위로 올라

가 양 쪽 체중부하를 측정한다(그림 5).

그림 5. 양 하지 체중부하 검사

3) Cobb's 각도

Cobb's 각도는 X-ray(innovision-DX CS60, Dongkang, 

Korea)검사 결과로 측정하였다. X-ray검사는 기립자세에

서 전후면(AP projection) 척주사진을 촬영하였다 Cobb's 

각도는 측정하려는 만곡의 오목한 방향으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상,하부 척추를 결정한 후, 상부 끝 척추의 상

단과 하부 끝 척추의 하단에 그은 뒤 각 선에서 직각으

로 선을 그어 교차된 각을 구하여 측정하였다(Ardran 

등, 1980;  Deacon 등, 1984).

ㅣ
그림 6. Cobb’s 각도

4) 가슴우리 확장 검사

운동중재 전후에 모든 상자의 가슴우리 확장 상태

를 비교하기 위해 가슴우리 확장 수준과 가슴우리 확장

능력을 평가하였다. 가슴우리 확장 수준의 의미는 가슴

우리의 흉부(chest) 부위에서 최  호흡 시에 최  흡기 

시의 가슴우리 둘레 길이로 정하였고, 그 길이를 줄자

로 측정하였다(Shim 등, 2002). 흉위에서의 측정방법은 

칼돌기와 흉골체의 연접부를 줄자가 수평으로 지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최  흡기 시에 각각의 측정을 2회 반

복 측정하여 그 중 최 값을 측정값(cm)으로 기록하였

다(그림 7).

그림 7. 가슴우리 확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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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 방법

1) MUSP 운동치료

준비운동은 매트운동과 폼 롤러, 본운동은 PNF기법

인 어깨뼈 패턴, 골반 패턴 운동과 상호교 운동(구봉

오, 2000), 마무리운동은 슈로스 기법의 reverse curve를 

이용한 스위스 볼 운동이고 운동 간에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며 운동하는 것으로 주 3회, 3주 동안 실시한다

(부록첨부).

2) 전기치료

전기치료는 NMES(CEFAR REHAB 4 PRO, DJO 

Nordic AB, Sweden)를 사용한다. 전극은 볼록한 만곡첨

(Convex)을 중심으로, 몸통 옆면의 위아래에 부착하고 

반드시 만곡부 안에 전극을 위치시켜야한다(그림 8). 주

파수는 20-50Hz 주파수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치료 강도

는 환자마다 달랐지만 평균 10-15mA의 강도를 적용하

였다(Doucet 등, 2012). 단일만곡의 경우에는 한 채널을 

사용하나 이중만곡의 경우에는 두 채널을 사용한다. 주 

3회, 3주를 실시한다.

그림 8. 전기치료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USP(Masan University scoliosis program)를 

이용한 운동치료군과 NMES(Neuromuscular electrical 

stimulation)를 이용한 전기치료군의 전후 비교를 위해 

응표본 t검정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ɑ=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MUSP 운동치료 전·후 Cobb's 각도 비교

MUSP 중재 결과 흉추의 Cobb's 각도는 유의한 감소

를 보였으나 요추의 Cobb's 각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전․후 비교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Cobb's T 22.85±9.66 15.07±6.06 3.58 .03

Cobb's L 12.68±5.31 11.05±5.92 1.74 .11

표 2. Cobb's 각도 전․후 비교

Cobb's T: cobb's angle of thoracic vertebrae 
Cobb's L: cobb's angle of lumbar vertebrae

2. MUSP 운동치료 전·후 양 발 체중지지 비교

두 개의 체중계를 이용해 실험자의 양 발 체중지지 

균형을 검사한 결과 실험 전 29.77±6.53에서 실험 후 

29.86±6.52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

다. 

3. MUSP 운동치료 전후 최대 흡기 후 가슴우리 둘레비교

실험자가 최  흡기 후 줄자를 이용하여 가슴우리 둘

레를 측정한 결과 실험 전 84.72±10.05에서 실험 후 

86.00±9.80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4. MUSP 운동치료 전·후 가쪽굽힘 비교

실험자가 가쪽굽힘 시 줄자를 이용하여 길이측정 결

과 오른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왼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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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전․후 비교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오른쪽 

가쪽굽힘
47.63±7.63 43.09±6.50 2.06 0.06

왼쪽 

가쪽굽힘
45.63±8.06 42.09±7.34 1.48 0.16

표 3. 가쪽굽힘 전․후 비교

5. MUSP 운동치료 전·후 앞쪽굽힘 비교

실험자가 앞쪽굽힘 시 Dart fish를 이용해 각을 측정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전․후 비교결과

는 표 4와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앞쪽굽힘 70.68±16.64 65.28±14.34 1.87 0.09

표 4. 앞쪽굽힘 전․후 비교

6. MUSP 운동치료 전․후 정적균형 검사 비교

눈을 안 로 가리고 한 발 서기를 이용한 정적검사 

결과 오른쪽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왼쪽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전․후 비교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오른쪽 10.18±6.14 12.45±7.29 -.76 0.46
왼쪽 7.63±7.71 13.81±6.07 -2.76 0.02

표 5. 정적 균형검사 전․후 비교

7. MUSP 운동치료 전․후 Y-균형검사 비교

실험자는 Y-균형검사를 이용한 동적 균형검사의 모

든 동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전․후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동적 Med R 51.45±12.34 67.90±11.52 -5.46 0.00
동적 Med L 50.36±10.23 63.00±12.74 -6.14 0.00
동적 InfM R 38.36±11.46 54.54±11.23 -6.42 0.00
동적 InfM L 36.54±10.98 50.81±9.23 -5.89 0.00
동적 SupM R 24.72±6.85 36.81±11.42 -5.22 0.00
동적 SupM L 23.09±7.34 35.45±9.69 -7.68 0.00

표 6. Y-균형검사 전․후 비교

Med: medial reach, InfM: Informedial reach, SupM: Superomedial 
reach

8. NMES 전기치료 전․후 Cobb's 각도 비교

NMES를 이용하여 전기치료 후 흉추의 Cobb's 각도는 

실험 전 7.50±2.35, 실험 후 6.55±.91로 약간 감소하였으

며 요추의 Cobb's 각도는 실험 전 8.61±1.50, 실험 후 

5.82±1.4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9. NMES 전기치료 전․후 양 발 체중지지 비교

두 개의 체중계를 이용해 실험자의 양 발 체중지지 

균형을 검사한 결과 실험 전 31.14±5.64, 실험 후 

31.07±5.43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0. NMES 전기치료 전․후 최대 흡기 후 가슴우리 둘레 

비교

실험자가 최  흡기 후 줄자를 이용하여 가슴우리 둘

레를 측정한 결과 실험 전 84.57±9.64, 실험 후 

86.57±9.18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1. NMES 전기치료 전․후 가쪽굽힘 비교

실험자가 가쪽굽힘 시 줄자를 이용하여 길이측정 결

과 오른쪽에서는 실험 전 46.71±4.15, 실험 후 

45.57±4.31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왼쪽에서는 실험 전 

47.14±4.63, 실험 후 47.57±4.61로 나타나 양 쪽 모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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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MES 전기치료 전․후  Forward bending 비교

실험자가  앞쪽굽힘 시 Dartfish를 이용해 각을 측정

한 결과 실험 전 75.65±18.57, 실험 후 75.62±13.25로 나

타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3. NMES를 이용한 전․후 정적검사 비교

눈을 안 로 가리고 한 발 서기를 이용한 정적검사 

결과 오른쪽에서는 실험 전 9.28±5.79, 실험 후 

14.85±10.49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왼쪽에서는 실험 전 

14.14±10.79, 실험 후 13.28±5.58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양 쪽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4. NMES를 이용한 전․후 Y-균형검사 비교

실험자는 Y-균형검사를 이용한 동적 균형검사의 모

든 동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전․후 비교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 전 실험 후 t p
동적 Med R 52.42±7.87 70.71±6.65 -5.37 0.00
동적 Med L 51.85±13.42 69.00±7.32 -4.01 0.00
동적 InfM R 40.00±5.41 52.71±12.56 -2.78 0.00
동적 InfM L 38.85±9.15 53.14±8.39 -3.45 0.00
동적 SupM R 27.85±5.20 39.28±10.68 -4.86 0.00
동적 SupM L 23.57±6.07 37.71±9.28 -4.09 0.00

표 7. Y-균형검사 전․후 비교

Ⅳ. 고 찰

척추변형의 문제는 책상에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

간 앉아있거나 상 적으로 운동이 부족하여 척추를 지

지하는 근육들의 약화로 나타나거나 또는 성장기에 근

골격계가 급성장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여 키가 크는 

동안 허리도 같이 휘게 되는 등(Moon, 1998)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비구조적 측만증은 굽이가 가역적이며 굽이 내 척추

뼈 몸통의 회전이나 비 칭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로서 개 요부의 통증, 일시적인 자세불량, 또는 

양하지 길이의 차이에 따른 골반경사 등에 의하여 발생

한다(석세일, 1997).

발생원인을 알 수 없는 척추측만증이 특발성으로 심

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만 부분 비수술 치료방

법인 운동요법, 전기자극요법, 보조기사용, 견인치료, 도

수치료(Kim, 2008) 슈로스운동(Kim, 2010) 등이 고려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측만 중 특발성 측만으

로 전기치료와 MUSP 운동치료가 미치는 효과에 해 

알아보기 위해 전기치료와 MUSP 운동치료군을 각각 

두어 훈련을 했으며 MUSP 운동치료는 PNF와 슈로스 

운동의 기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이전의 연구(전혜진과 이문환, 2009)은 PNF의 저항운

동을 통해 정적, 동적균형 능력을 향상 시킨 것을 바탕

으로(이채우 등, 2012) 본 연구에서도 MUSP운동치료군

에 정적균형 능력과 동적균형 능력이 향상되어 균형능

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훈련을 하는 시간 이후는 두 그룹 모두 Klapp's home 

exercise를 실시하였고 전기치료와 MUSP 운동치료 모두 

주 3회 3주 동안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Cobb’s 각도, 가

슴우리 확장, 균형능력, 유연성의 변화를 평가하고 비교

해 보았다. 선행연구(양회송 등, 2014)에 의하면 Klapp's 

운동프로그램은 척추의 볼록한 부분은 신장시켜주고 오

목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임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일반

적인 중재방법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척추측만증 환자

를 상으로 Klapps‘s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척추측

만의 개선에 유의한 차이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전의 연구(이상길과 임승길, 2013)에서는 슈로스 운

동법이 척추 측만증 환자에게 Cobb’s 각도를 줄여줄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슈로스를 기반으

로 한 MUSP 운동치료를 적용했고 운동 전과 후의 

Cobb’s 각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슈로스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측정한(Kim, 2010) 연

구에서 유연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앞쪽굽힘과 가쪽굽힘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얻지 못했다.

가슴우리 확장은 흉부유연성 운동과 호흡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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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s 각도의 각이 작을수록 더 많은 호전을 보였으며 

Cobb's 각도의 각이 클수록 덜 향상되는 양상을 보여서 

만곡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척추

측만증에 더 효과적으로 보였기에(심재훈 등, 2012) 본 

연구에서 호흡을 조절한 MUSP 운동치료군은 가슴우리 

확장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5) 약간의 

확장된 값을 볼 수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된다면 

유의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슴우리의 움직임은 척추뼈와 갈비뼈의 움직임만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관절들이 질환

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므로(김진호, 1996) 호흡

법을 병행한 MUSP 운동치료한 결과에서는 가슴우리 

확장에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가슴우리 둘레 

측정에서는 상자들이 척추뿌리(Pedicle)가 돌아가

(rotation) 가슴우리의 찌그러짐으로 인한 봉우리(hump)

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 변형이 없으므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운동프로그램 안에 심폐운동이나 

호흡법에 한 측면이 부족했고, 짧은 치료 기간에 척추

측만에 한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또한 적은 표

본수와 임상 환경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연구의 내적 타

당도 및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짧은 치료기간이지만 전기치료군과 

MUSP 운동치료군 모두 척추측만증 상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상으로 3주 동안 

슈로스 기법과 PNF 기법을 이용한 상호 교 운동인 

MUSP 운동치료와 NMES를 이용한 신경근 전기자극이 

척추측만증 상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기치료군 보다 MUSP 운동치료군에서 Cobb's 각

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2. 전기치료군 보다 MUSP 운동치료군에서 정적 균형

능력과 동적 균형능력이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3. 가슴우리의 둘레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앞서 척추측만증 개선 프로그램이 나왔지

만 아직 부족한 척추측만증 개선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로 기여되길 바란다. 또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NMES를 이용한 신경근 전기자극과 PNF 기법과 슈

로스 기법을 이용한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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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준비운동



MUSP 운동치료와 전기치료가 척추측만증환자의 Cobb's angle, 유연성, 균형능력 및 흉곽확장에 미치는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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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운동

3. 마무리 운동

※ 빨간색 화살표 : 상자의 능동 움직임 방향

파란색 화살표 : 치료사의 저항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