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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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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 전공 SNPE 트랙

이 효 진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

깨 통증 개선 및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핵심 주요어를 파악하고 주요 토픽과 토픽별 네트워크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공식 카페에서 작성된 2012년 12월부

터 2020년 12월까지 819명의 체험사례를 대상으로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적

용하여 552명을 제외한 267명의 체험사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첫 단계로 명사 단어를 추출하였고, 사용자 사전을 구축하여 동일어, 유사어,

삭제어, 지정어를 정의하였다.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응집구조)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Cyram 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후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및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

석 시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체험사례의 핵심 주요어 추출 후 동시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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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생성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핵심 주요어는 빈도와 중

심성 분석에서 모두 높게 나온 ‘통증’, ‘개선’, ‘몸’, ‘어깨’ 등이었다. ‘통증’, ‘개

선’, ‘몸’, ‘어깨’는 SNPE 100일 수련 전 논의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였으며,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를 구성하는 핵심 주요어라 할 수 있다.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의 핵심 주요어는 빈도와 중심성 분석에서

모두 높게 나온 ‘동작’, ‘통증’, ‘어깨’ 등이었다. ‘동작’, ‘통증’, ‘어깨’는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이자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SNPE 100일 수련 전 토픽모델링 결과, Topic 1은 ‘개선’, ‘통증’, ‘병원’,

‘요추’, ‘물리치료’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통증 치료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키

워드로 어깨 통증 치료 경험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다. Topic 2는 ‘통증’, ‘어

깨’, ‘경추’, ‘일’, ‘왼쪽’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주요 키워드는 어깨 통증이

주로 발생한 부위와 함께 나타난 증상에 관한 키워드로 어깨 통증 원인 및 증

상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다. Topic 3은 ‘1번’, ‘2번’, ‘동작’, ‘다리’, ‘4번’이 주

요 키워드로 나타나 SNPE 입문 시 어렵고 힘들었던 동작들이 언급되어있는

키워드들로 이루어져 있어 SNPE 입문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다. Topic 4는

‘몸’, ‘학생’, ‘증상’, ‘지인’, ‘일상생활’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SNPE를 알게

되어 입문하게 된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SNPE 유입경로로 범주화되었다.

Topic 5는 ‘지도자과정’, ‘강사’, ‘동작’, ‘요가’, ‘100일’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SNPE 지도자과정을 거치면서 SNPE 강사가 되

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SNPE 강사로 직업 전향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

다.

SNPE 100일 수련 후 토픽모델링 결과, Topic 1은 ‘동작’, ‘1번’, ‘4번’, ‘2

번’, ‘3번’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어깨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동작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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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SNPE 어깨 통증 완화 동작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다. Topic 2는 ‘개선’, ‘요추’, ‘다리’, ‘학생’, ‘경추’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SNPE를 통해 어깨 통증과 더불어 불편함을 느낀 부위들의 개선을 의

미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SNPE 어깨 통증 개선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

다. Topic 3은 ‘몸’, ‘증상’, ‘지인’, ‘3번’, ‘흉추’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지인의

소개로 SNPE를 시작하고 본인도 통증이 개선된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SNPE를 추천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SNPE 홍보 효과로 토픽이 범주

화되었다. Topic 4는 ‘통증’, ‘경추’, ‘근육’, ‘베개’, ‘웨이브’가 주요 키워드로 나

타나 웨이브베개를 통한 어깨 통증 완화 효과와 관련된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

어서 SNPE 도구 효과로 토픽이 범주화되었다. Topic 5는 ‘100일’, ‘지도자과

정’, ‘대표’, ‘강사’, ‘어깨’가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100일 수련이 끝나고 어깨

통증 개선이 된 체험사례자들이 수련 과정 동안 도움을 준 대상들에 대한 감사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 어깨 통증 개선 감사 인사로 토

픽이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체험사례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SNPE 운동은 벨트 운동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SNPE 벨트 운동의

통증 개선 원리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한 대상자들

에게 더 효과적인 운동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SNPE 체험사례 분석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

한 SNPE의 이론적 근거 확립과 효과검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질적연구, 트리거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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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의 발달 및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하면서 현대인들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작업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인들의 좌식 시간을 증가시켰다. 적극적

인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최소의 신체활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사

망률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전 세계 인구

중 60%가 운동 부족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서구민, 2003; 최종인, 2000;

WHO, 2011).

산업의 발달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져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

지만 사회의 다양화와 환경의 변화는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증가시켜 질병의 추

이를 변하게 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다(김석희,

전영훈, & 박진웅, 2002; 김태홍, 2008; 채덕희, 김수희, & 이정열, 2013;

통계청, 2001).

근골격계 질환은 인체 구조물(근육, 힘줄, 신경 및 디스크)에 손상이 있는 질

환으로 정의한다(Putz-Anderson, Bernard, Burt, Cole, Fairfield-Estill,

Fine, & Nelson, 1997). 근골격계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근육

약화, 척추 질환 및 골절 등 다양하다. 근골격계 질환의 공통적인 증상은 암을

제외한 가장 흔한 만성통증이다. 만성통증의 주요한 원인은 인대와 건의 약화

로 외상, 염좌, 좌상 및 근육의 무리한 사용이 원인이 된다. 특히, 부자연스러

운 자세 유지는 근골격계 손상을 유발하고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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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근골격계 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미국은 연간 약 650

억 달러의 의료 보상비와 약 500억 달러의 노동 손실 시간이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김석희, 박진웅, & 전영훈, 2002; 김윤정, 장지훈, 조요한, 정

진형, 정하영, & 이상식, 2020; 박세진, 김우섭, 장태동, 2020;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 1996).

근골격계 질환은 근로의욕 저하,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사회적으

로 큰 손실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의료비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되어 치료 및 재활 등에 필요한 사

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앞으

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

환으로 인식하고 있다(김태홍, 20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6).

산재보험 사업연보(2021)에서 2020년 우리나라 근골격계 질환은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순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주요 발생 부위는 목과 어깨, 허리, 상지와 하지

의 신경 및 근육, 그 주변의 신체조직 등에 나타난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증감률은 50.2%로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김윤정 등, 20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한국인에게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에 나타나는

요통이다(보건복지부, 2002). 어깨 통증은 요통 다음 근골격계 통증의 일반적

인 부위이다(Tekavec, Jöud, Rittner, Mikoczy, Nordander, Petersson, &

Englund, 2012).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로 되어 있는 어깨 관절은 큰 저항이 없이 모든 방향으

로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할 정도로 운동성이 크다. 하지만 운동성이 큰 만큼

불안정성 또한 높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 관절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는

관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누적되어 어깨 관절의 조직 손상과 상해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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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통증과 병변을 유발한다(이건영, 조희근, 설재욱, & 김신애, 2018; 이

은상, 2020; 조강희, 2013; Kapandji, 1998; Youn, & Moon, 2007;

Whittle, & Buchbinder, 2015).

어깨 병변(M75) 질환은 전 인구의 20~40%가 평생 한 번 이상은 겪게 되

는 근골격계 질환이다(김희현, & 김동호, 2020). 어깨 병변(M75) 환자는

50대가 29.3%(70만 4,231명), 60대가 4.6%(59만 1,262명)로 50대와 60

대 환자가 전 연령에서 5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어깨 병변(M75)는 오십견, 어깨관절 주위염, 어깨석회화건염 등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지만 어깨 병변(M75)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200만 4,550명에서 2019년 236만 2,145명으로 4년간 약 36만 명

으로 전 연령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대중

화로 기기의 사용 시간이 많아진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따라서 외래환자의 어깨 관련 의료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0; 통계청, 2018).

국가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초래한다.

건강보험의 당기수지의 적자는 지속해서 진행됐고 2023년부터는 누적 준비금

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윤희, 2020).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가장 많이 시도되는 방법은 약물치료와 물

리치료이다(박슭, & 권소희, 2018). 이러한 통증 관리 방법은 통증의 사후

조치를 위한 의료 정책으로 국가로 하여금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시키지만

계속되는 통증의 재발로 인한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로 만성적 재정 적자의 늪

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미래의 의료 산업과 정책은 예방 의학의 관점으

로 기존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통증을 사

전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최중

기,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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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전 관리 방법으로 스스로 하는 운동 처치를 통해 통증을 회복할 수 있

는 SNPE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깨 통증 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수술이나 약물적인 치료법은 대표

적인 만성통증 치료법이지만 만성통증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

합하지 않다(An, Jang, & Jang, 2007; Turk, Swanson, & Tunks,

2008). 따라서 최근에는 비약리적인 처치 방법으로 보존적인 처치 방법을 우

선 고려하고 있으며, 약리적인 처치 방법을 선택할 경우는 비약리적인 방법도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 해결을 위해 비약리적인 처치

방법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운동 처치이지만 운동의 단독 처치가 아닌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인에 의한 처치 방법과 병행하는 복합처치

방법이 권고되고 있다. 복합처치는 스스로 하는 운동 처치와 타인에 의한 처치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처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 큰 효과를 보인다

(강윤규, 2003; 김영환, & 길재호, 2010; 이희진, 윤지유, 최중기, 윤소미,

황재구, 이윤빈, & 이대택, 2020; Skelly, et al., 2020).

타인에 의한 처치 방법으로는 지압, 마사지, 도수치료, 추나요법, 카이로프랙

틱 등 타인의 손을 이용한 수기 요법으로 물리적 압박과 마찰을 이용해 근골격

계의 통증을 개선한다(정건, & 김지현, 2011; Palmer, 1910; Goats,

1994). 스스로 하는 운동 처치와 타인에 의한 처치 방법을 병행하는 복합처치

를 하나의 처치 방법으로 두 가지 처치의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성 근골격계 통증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효용성이 높을 것이

다(이희진, 2020).

최근에 기존의 복합 처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 만성 근골격계 통증 해결에

도움이 되는 운동 치료법이 지닌 여러 장점이 있는 운동으로 SNPE가 알려지

고 있으며(최중기, & 윤지유, 2018; 윤지유, & 신명진, 2020), 복합 처치

(타인에 의한 처치+스스로 하는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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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SNPE를 제시하고 있다(이희진, 2021). 사전 연구 결과에 의하면

SNPE 프로그램은 통증 치료에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운동으로써 만성 근골격

계(경추, 어깨) 통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윤지유 외, 2019). 최근에

는 효과적인 통증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동 원리의 체계적인 정리와

SNPE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경험

적 사례를 바탕으로 SNPE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해결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

로 알려지고 있다(이희진, 2021; 최중기, & 윤지유, 2017).

SNPE는 비전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효과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SNPE

통증 개선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특히, SNPE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진 운동인 만큼 체험사례 분석

을 통한 통증 개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경향, 인지 영역의 연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험사례 분석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원리를 파악

하고 어깨 통증의 사전 관리 방법으로 SNPE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깨 통증이

개선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 SNPE

통증 개선 원리의 패턴을 도출하여 경향, 인지 영역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

SNPE 통증 개선 운동 전략을 수립하고 통증 개선 원리의 패턴 도출을 통한

경향, 인지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키워드

간 관련 강도 측정 후 통증 개선의 패턴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마케팅 전략 수집 시 활용되는 방법이다. 월드컵 응

원, 촛불집회와 같은 요동현상, AIDS 전파와 같은 확산 현상, 고속도로 체증

등과 같은 나비 효과 현상은 기존의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해 이러한 특정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된

다(이수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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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운동 또한 어깨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는 있지만,

통증 개선 원리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PE 운동을 통해 어깨 통증이 개선되는 현상들에 대해 네트워크 과학의 관

점에서 분석 후 해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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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목적]

첫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통증

개선 및 효과와 관련된 주요 주제어의 중심성과 응집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어깨통증

관련 키워드를 비교한다.

셋째,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개선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네트워크 패턴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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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적 정의

3.1. SNPE 프로그램

12주간 진행되는 SNPE 지도자과정을 의미한다.

3.2. 어깨 통증 체험사례

6개월 이상 어깨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 체험사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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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운동과 어깨 통증

1.1. 어깨 병변(M75)

어깨 병변(M75)의 종류에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회전근개

증후군(M75.1), 이두근 힘줄염(M75.2),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M75.3),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어깨의 윤활낭염(M75.5), 기타 어깨 병변

(M75.8),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M75.9)로 분류된다(KCD질병코드).

어깨 병변 중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3가지 병변은 석회화건염,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회전근개파열이 있다. 석회화건염의 원인은 어깨

인대 속 칼륨의 침착이다. 증상은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석회화건염으로 인

해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 치료법은 관절 내시경, 체외충격파가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 완화만 신경 써주면 된다. 유착

성 관절낭염은 주로 오십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원인

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잘못된 자세 등이 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은 옷을 입거나 머리 빗기와 같은 일상생활 속 동작에서도 통증이 발생

하며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법으로는 신경차단치료, 스트

레칭 등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다(신범수, 2012).

회전근개손상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 갑작스러운 운동, 과도한 사용, 노

화 등이 있다. 회전근개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팔을 위로 올리거나 회전시키

면 또는 운동 후에 통증이 발생하며 유착성 관절낭염의 증상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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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통증이 악화된다. 이러한 경우 관절내시경으로 인대 봉합, 약물치료,

냉찜질과 같은 치료법을 많이 시행한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은

회전근개파열과 유착성관절낭염(오십견)이다.(신범수, 2012; 우은이, &

김정구, 2013).

어깨 통증은 다양한 구조들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목디스크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목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의 1차 증상은

목 부위에 뻐근하고 불쾌감이 느껴지며 2차 증상으로 어깨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목디스크로 인한 어깨 통증은 목에 움직임이 있을 때 뻐근한 느낌이

오면서 어깨로 통증이 내려온다. 어깨 질환으로 인한 통증은 어깨를 움직일

때 또는 팔을 위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어깨 통증은 장기(심장, 폐 등)의 질환으로 연관통으로도

발생한다(김형태, 장인수, 한상지, 이준학, & 권영은, 2007; 신범수,

2012; 이호준, 2014).

1.2. 어깨 통증 측정 도구

어깨 질환의 통증 및 기능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 중 대표적으로 사용

되는 측정 방법은 8가지이다. 8가지 측정 방법은 사용이 간편하고, 타당도

와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어 있으며 해외에서 연구 시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 측정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Numerical Rating Scale(NRS)

NRS는 비슷한 측정도구인 VAS보다 측정이 더욱 간편하고 반응성이

뛰어나다. VAS는 통증 측정도구로써 사용이 간편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충분히 입증된 도구이다. 하지만, 시각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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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인지 장애 환자이거나 노인의 경우와 같이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측정된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고 NRS에 비해 반응성이 떨어진

다(Farrar, Troxel, Stott, Duncombe, & Jensen, 2008).

1.2.2.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SF-MPQ)

McGill Pain Questionnaire의 간소화된 버전이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SF-MPQ)이다. 통증 감각 설문(11가

지), 감정 설문(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통증의 경도, 중등도, 중증에 대

한 증상을 보다 환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증에 대한 단순한

강도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을 반영한다. 상지의 방사통 또는 이상 감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어깨 통증과 같은 증상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Main, 2016).

1.2.3. Brief Pain Inventory(BPI)

Brief Pain Inventory(BPI)는 다면적 통증 측정도구로 삶의 질, 업무,

보행, 기분, 활동 등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여러 활동 제한 또는 심리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근골

격계 질환 또는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 시 측정도구로 활용하기 좋다(Song, et al., 2016).

1.2.4. Multidimensional Pain Inventory(MPI)

Multidimensional Pain Inventory(MPI)는 주로 만성통증을 측정

하는 도구이다. 3가지 항목(일상 활동 장애, 통증 정도, 주변 구성원의

지지)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적인 항목인 주변 구성원 지지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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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다면적 요인으로 측정할 때 사

용이 가능하다(Verra, et al., 2012).

1.2.5.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ore(DASH)

Disabilities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ore(DASH)는

24가지의 신체, 사회적 기능 관련 항목, 6가지 증상 관련 항목으로 이루

어져 있다. DASH를 간소화한 도구가 QuickDASH로 신뢰도와 타당도

가 검증되어 있고 DASH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 상지 전체의 증상(손

과 팔꿈치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어깨 통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측정

가능한 도구이다(Ochi, et al., 2015).

1.2.6.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SPADI)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SPADI) 8가지 기능 항목과

5가지 통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깨 통증과 기능을 측정할 때 사용

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쉽고, 짧아 반응성이 높은 도구이다. 간편한 분석

과 연구에 유용해 어깨 질환 모두에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Breckenridge,

& McAuley, 2011).

1.2.7. Oxford Shoulder Score(OSS)

Oxford Shoulder Score(OSS)는 8가지 일상 기능 항목, 4가지의 통

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짧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성이

높다. OSS는 어깨 수술 이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로 관절와순 손

상 또는 회전근개 질환으로 수술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Younis,

Sultan, Dix, & Hugh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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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tandardized

Shoulder assessment form(ASES)

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standardized Shoulder

assessment form(ASES)는 환자와 관련해 통증, 불안정성, 일상 활동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불안정성, 근력, 징후, 관절의 가동범위와

같은 검사자와 관련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검사자 관련

항목 구성으로 검사자의 객관적인 항목 측정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구성

타당도, 신뢰도, 반응성이 나타나 범용성 있게 사용 가능하다(Kocher,

et al., 2005; 이건영, 조희근, 설재욱, & 김신애, 2018).

2. SNPE

2.1. SNPE 정의

SNPE는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의 약자로 Self 스스로,

Natural Posture 인간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Exercise 운동을 의미한

다(최중기, 2007; 최중기, & 윤지유, 2017). SNPE는 요가의 유연성과

심신안정, 필라테스의 체형교정 및 코어 강화, 피트니스의 근력 강화와 다

이어트, 카이로프랙틱, 추나요법, 수기 치료의 통증 완화와 척추 교정의 장

점을 종합해 운동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셀프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을 연구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통증 치료 방법 및 자세 교정 방

법은 타인의 처치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SNPE는 통증을 느끼고 있

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인체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비뚤어진 자세

교정과 척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 회복

운동인 신개념 자연치유 운동 테라피이다(최중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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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NPE 창안배경

최중기 교수는 SNPE 창안자로 20대에 허리 통증의 반복되는 재발로 준

비하던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 시술과 자연치유 방법들을 경

험하고 통증이 낫지 않아 산 속에 들어가 수련까지 하였다. 다양한 치료 방

법들을 경험하면서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했으나 근원적인 해결법

을 찾지 못하고 통증이 재발하는 등 많은 통증 완화를 위한 노력이 반복적

으로 실패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반복되는 실패로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타인에 의한 치료 방법이었음을

깨닫고 타인에 의존한 치료 방법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증이 재발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타인에 의존한 치료는 근원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에 통증 재발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 후

통증의 재발을 해결할 방법은 통증이 있는 본인 스스로 몸을 움직여 통증이

없는 인체 본래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통증의 재발을 해결할 수 있는 근

원적 방법이라 생각하여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된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본인 스스로 통증 완화를 위해 실험과 연구를 하던 중 창안자 최중기 교

수는 우연히 심한 덧니를 교정하는 치아교정 시술을 치과에서 받게 된다.

고르지 못한 치아가 철사와 작은 스프링을 통한 교정치료를 통해 가지런하

게 교정이 되는 과정을 겪으며 체형 교정에 철사와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

는 벨트와 도구를 사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철사와 스프링

과 같은 외력을 이용해 부정렬의 치아를 교정했듯이 탄력성 벨트와 비탄력

성 벨트 그리고 각종 도구를 활용해 척추와 골반의 변형의 교정을 위해 다

양한 임상 사례에 적용하게 되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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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와 골반교정 운동을 위해 치아교정의 원리를 적용해 다리에 착용하는

바른자세 벨트, 고관절과 골반 교정 밴드를 사용하여 척추 주변에 굳어진

속근육을 자극해 스스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척추 운동을 할 수 있

는 도구들을 개발하게 되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3. SNPE 원리

2.3.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약 100년 전부터 시행된 척추지압요법인 카이로프랙틱은 운동 역학적

기능을 하는 척추와 골반을 위주로 치료하는 자연치유법으로 서구의 도수

치료이다. 카이로프랙틱은 ‘카이로(chiro:손)+프랙틱스(praxis:치료)’의

합성어로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다. 자연치유 방법을 추구하는 카이로프

랙틱은 인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아 병의 증상 치료에 몰두하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신경, 근육, 골격을 복합적으로 연

구하는 학문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와 병의 예방에 중심을 두는 보존

적 치료요법이다(구효정, 2020; 서우수, 2020; 어보람, 2010; 오춘수,

1998; 이동률, 2014; 이은선, 2011; 장재호, & 김정렬, 2006; 홍승

표, & 김재희, 2017; Dishman, Ball, Burke, 2002; Ito, 1971;

Keating, & Rehm, 1993).

카이로프랙틱을 창안한 Palmer는 여러 병은 척추 신경 압축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압축된 척추의 신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질병을 회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이로프랙틱은 수기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병의 원인

인 신경을 압박하는 요인의 제거로 효율적으로 근골격계의 기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하여 인체의 다른 계통의 기능도 원활히 하는 치료방법이다(구

효정, 2020; 서우수, 2020; 어보람, 2010; 오춘수, 1998; 이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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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이은선, 2012; 장재호, & 김정렬, 2006; 홍승표, 2017;

Dishman et al., 2002; Ito, 1971; Keating, & Rehm, 1993).

카이로프랙틱은 뼈와 관절을 중심으로 숙련된 사람의 손기술을 사용하

는 수기치료를 통해 바르지 못한 척추를 교정하고 눌린 신경을 풀어 통증

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척추의 교정으로 운동성을 변화시키고 인체 스스

로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구효정, 2020; 서

우수, 2020; 어보람, 2010; 오춘수, 1998; 이동률, 2014; 이은선,

2012; 장재호, & 김정렬, 2006; 홍승표, 2017; Dishman et al.,

2002; Ito, 1971; Keating, & Rehm, 1993).

2.3.2. 치아교정의 원리

치아교정치료는 1728년 프랑스의 치과의학자 P. 포샤르가 부정교합을

기계적 장치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의 Joseph Fox

가 1803년 치아의 부정교합 수정하는 방향을 명백히 제시했고 1890년대

Edward H.Angle을 거쳐 현재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박은미,

2012).

치아교정은 오정렬 치아를 교정해 치아 건강을 개선한다. 치아교정을

위해서 브라켓과 와이어가 교정에 사용된다. 와이어는 치아를 견인하는

데 사용이 된다. 와이어의 밀착 및 견인하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이 장기적으로 변형을 일으킨다. 교정 시 치아의 형상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브라켓 중에서 치아의 형상과 맞는 브라켓을 사용하게

된다(정윤재, Ranjit, 김원태, & 박찬, 2014; Rues, Panchaphongsaphak,

Gieschke, Paul, & Lapatki, 2011; Melenka, Nobes, Major, &

Care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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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입안 등의 골격 또는 부정교합 상태 등 교정 장치로 정상적인 상

태로 만들어주는 치료법이 치아교정이다. 교정을 위한 재료는 아치와이어

루프(Archwire Loops), 교정용 고무줄, 코일 스프링(Coilspring), 브

라켓, 와이어, 미니스크류, 형상기억합금 등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장치를 이용한 치아 교정은 교정치료 기간이 1-2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며 치아 교정 효과의 유지를 위해 유지장치를 장시간 지

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환자의 협조에 의해 치료결과가 좌우된다. 고정

식 교정 장치로 치아교정 치료를 받을 경우 교정 초반에 치아배열의 문제

는 크게 개선되지만 교정장치 착용 시 특히, 고무줄의 경우 잘못된 착용

을 하거나 미착용 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아 이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일

어난다(송현옥, 2013; 정민호, 2006; 치과교정학, 1998; Taloumis,

Moles, & Hopkins, 1995; Wong, 1976).

교정 장치로 치아가 이동하는 원리는 교정생역학(biomechanics)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세포 활동으로 발생하는 치조골 흡

수는 신경계 또는 면역계와 분리된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은 면역계나 신경계의 개별 세포들이 각기 다른 세포에 대

한 자극 혹은 억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한다. 새로운 위치로 움직인

치아의 치료 후 적응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세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치아 이동은 세포의 대사 산물의 합성, 분리, 증식. 운동능력이 생기

면서 반응이 시작된다(박영국, 1996).

치아에 교정력이 가해지면 치아 뿌리와 잇몸 사이의 결합 조직인 치근

막 안쪽과 바깥쪽에 1차적 압박과 신장이 일어나 흐름이 멈춰 있던 조직

액에 움직임이 발생하여 치근막의 치조골의 골모세포와 섬유모세포 및 세

포 간질을 변형시키며 이때 원래의 모양을 지키려는 힘과 외부의 힘의 작

용으로 응력이 발생해 위치의 변화가 생기며 발생한 세포의 전류가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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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응해 세포막의 위치를 변경시켜 세포 내에 2차 전달 물질이 증가하

면서 운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말초 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이나 감각신경의 일부 말단이 왜곡되어 신경 전달 물질

이 따로 떨어지게 된다. 따로 떨어진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하여 치아 이동

초기에 압박감과 동통을 경험하게 된다. 세포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치료술식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위치에 치아 이동을

위해서 힘의 체계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효율

적인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약한 교정력으로 지속적인 힘을 주는 것이 좋

다(김경철, 1998; 박영국, 1996; 최강철, 김경호, & 박영철, 1999;

Burstone, Baldwin, & Lawless, 1961; Burstone,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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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SNPE 8가지 동작

SNPE의 1, 2, 3, 4번 동작은 신개념 자연치유 SNPE 바른자세 척추

운동의 주요 동작이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속근육을 풀어주고 척추

에 움직임을 주어 바른 자세로 회복하는 셀프자연치유 운동이 SNPE 도

구 운동 4가지이다. SNPE는 총 8가지 기본 동작이 있고, 8가지 동작은

아래 그림 1과 같다(최중기, 윤지유, 2017).

그림 1. SNPE 8가지 기본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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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SNPE 연구동향

SNPE 전공이 Pacific Intercontinental College(PIC) 체육교육학

과에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2015년에 개설되어 학문적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는 틀이 갖추어졌다. 3년 뒤인 2018년에는 SNPE를 주제로

두 명의 졸업생이 첫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SNPE 효과검

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SNPE 프로그램이 경추와 어깨의 만성근골격계 통증 및 관절 가동범

위에 미치는 영향’, ‘바른자세운동(SNPE) 참여자의 신체상 차이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자기개념의 조절’, ‘사회인지 이론에 근거한

SNPE 자기효능감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검증’, ‘부위별 통증에 따라

SNPE 자기효능감이 수행력을 매개로 만성통증 감소에 미치는 영향’,

‘SNPE 프로그램이 전방머리자세 여성의 자세교정과 경부통 완화에 미치

는 영향’, ‘여성들의 SNPE 참여가 만성통증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DMA에서 SNPE 참여자의 통증 감소가 감정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를 통해 2018년은 SNPE가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에

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된 해이다.

2019년에는 SNPE 연구의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었고 통증 감소와

관련된 ‘SNPE를 통한 만성통증 감소의 효과’, ‘부위별 통증 감소 효과’,

‘통증 감소가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SNPE 인증강사의 전문성이

회원의 수업 만족과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SNPE 인증강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SNPE 운동프로그램이 척추질환자의 통증 요인

에 미치는 영향’, ‘SNPE 다나손을 이용한 C-MOVE 운동이 사무직 근로

자의 두통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검증 질적과 양적 분석의 통합’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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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마이닝

3.1. 텍스트 마이닝 정의

텍스트의 단어와 표현들을 근거로 글의 의도를 파악한다. 텍스트 마이닝

은 대규모 비정형 형태의 텍스트가 내포한 지식을 탐색한다. 사람들은 자신

이 생각, 감정, 주제, 의견 등을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 문헌 또는 문서

를 텍스트 형태로 표현한다(이수상, 2016a).

텍스트 마이닝은 소셜 데이터(SNS, 블로그, 이메일, 인터넷 포털, 전자

신문 등)와 사적 데이터(일기, 상담 텍스트, 면담 텍스트, 개인 기록 등),

공적 데이터(업무보고서, 정책 보고서, 법령, 사건 보고서), 학술 데이터(판

례, 특허, 학위논문, 학술 논문 등)와 같은 디지털 텍스트들의 기하급수적

인 증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이수상, 2016b).

3.2.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은 모레노(J. L. Moreno)가 1930년대 사회적 관계 측

정을 위한 방법으로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창시한 것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이다(오정심, 2019). 사회

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의 정보를 흐름에 따라 특징을 도출하여 해당 네트

워크의 관계 특성 분석 또는 연결망 구성단위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다. 네트워크 구성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관계별 패턴을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사회연결망 분석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관

계 패턴을 구조(Structure)라고 표현하고, 분석을 위한 다양한 개념 및 방

법을 제시한다(곽기영, 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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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트워크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로 이루어져 있다. 노드 간

의 관계는 접촉, 교류,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 사회연결망 자료는 노드

간의 관계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노드들의 집합은 적어도 한 개의 구조

적 변수로 이뤄진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통신기

술의 발달로 개인과 조직 및 기업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교류와 소통은 모두 관계로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부터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사이람, 2018; 사이

람, 2019).

기존 통계 자료 분석 방법에서 사용하는 코딩 값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분

석 방법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

정과는 반대로 사회연결망 분석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분석이 이

루어지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김성국, 2013).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 노드, 관계 수준 세 가지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체계 및 한 조직에서 각각 위치를 연결

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현실 세계를 이루는

복잡한 연결망의 분석을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박준석, 김창

식, & 곽기영, 2016; 김성국, 2015).

네트워크 데이터는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소시오매트릭스는 정방형의

형태로 행렬이 동일 개수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소시오매트릭스는 수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기본 형태가 테이블 형태의 매트릭스이다. 소시오매

트릭스를 로 표현하면 개의 노드 관계 정보는 2개의 셀에 담겨 있다.

개의 행과 개의 열을 갖는 소시오매트릭스 (, )는 표 1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곽기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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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매트릭스의 대각선 셀 값 (A,A), (B,B), (C,C), (D,D)은 관계

가 본인 스스로 관계를 맺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사회연결망 분석에서 실질

적 의미가 없어 이런 경우 대각선의 셀은 북선에서 제외가 된다. 즉, 개의
노드를 가진 소시오매트릭스에서는 유효한 셀의 수는 2-=((-1))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곽기영, 2017).

이진 매트릭스(Binary Matrix)는 연결의 존재 유무를 0과 1로만 표현

한다. 관계가 없으면 0, 관계가 있으면 1이 된다. 표 1의 행렬 (, )은
4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행의 노드와 열의 노드 간의 관계가 각 행렬

간의 값을 나타낸다(이수상, 2012).

매트릭스의 값은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진형 매트릭스는 관계 값이 존재

하는 것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 소시오매트릭스

(, )의 시각화 그래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A B C D

A 0 1 1 0

B 0 0 0 0

C 0 1 0 1

D 0 1 0 0

표 1. 소시오매트릭스 (이진 매트릭스:Binar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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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중의 하나인 언

어로 구성된 질적 자료이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기법이 있다. 텍스트에는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가

존재한다.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 간

의 연결된 패턴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의미와 숨겨진 의미의

내용 구조 도출이 가능하다(박치성, & 정지원, 2013; 이수상, 2013;

Roberts, 1997).

또한 네트워크 형태로 텍스트를 시각화하여 주요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장점은 첫째, 언

어구조를 공간적으로 표시해 준다. 둘째, 중심성(Centrality)이 높은 개념

을 찾아 전체 텍스트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박치성, & 정지원,

2013; 이수상, 2013; Paranyushkin, 2010). 네트워크 중심성

(Network Centrality)이 높게 나타난 개념은 전체 텍스트의 의미와 의도

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중심성(Centrality)이 높게 나온 개념

은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

이 될 것이다(박치성, & 정지원, 2013: Myers, & O’Brien, 1998;

Paranyushkin, 2010). 셋째, 텍스트를 해체하고 조합 할 수 있다는 것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큰 장점이다. 텍스트 해체와 조합을 통해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의 행간을 파악할 수 있다(박치성, & 정지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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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은 문헌 각각의 주제(Topic)의 확률적 혼합체로 표

현하면서 텍스트에 잠재되어있는 정보들의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 고안된 통

계적 추론 기법이다(Blei, Ng, & Jordan, 2003.).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은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알고리즘으로서 성능과 편의성이 높아 토픽모델링 분석에

서 표준적 방법론으로 인식된다. LDA 알고리즘의 장점은 데이터 축소 유

용성과 단순성 그리고 의미상으로 일관성 있는 주제의 생산 등이 있다. 많

은 문서와 텍스트 안에 잠재되어있는 의미 있는 토픽을 찾기 위한 확률적

생성 모델이 토픽모델링 분석이다(Mimno, & McCallum, 2008; Weng,

Lim, Jiang, & He, 2010).

문서의 특정 토픽에 단어가 포함될 확률을 계산해 여러 토픽에 의해서 문

서들은 확률적으로 표현이 된다(이상연, 이건명, 2014; Weng, et al.,

2010). 소수의 단어 혼합물로 각 문서에 주제가 구성돼 있고, 문서의 주제

에 의해 각 단어의 출현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한

다(Blei, et al., 2003).

즉,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은 단어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문서의 텍스트

는 특정 주제들의 집합으로 구성돼 있다는 가정(Dirichlet Distribution)

에 기초하여 단어 생성 조건에 따라서 확률적 계산을 통해 사후확률을 추론

한다. 추론 후 결과의 값을 토픽 주제어들의 집합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다(Ble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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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모델링 연구동향

연구주제와 연구영역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분석은 대부분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내용분석 시

연구의 범주가 연구자 임의로 작성하게 되므로 주관성이 개입되고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박수정, 2014;

신세인, 이준기, 하민수, 이태영, & 정영희. 2015; 이성용, & 김진호,

2017).

초기 산업계에서 온라인 사용자 리뷰 분석을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정

치학, 지리학 등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곽기영, 2017;

Jelodar, Wang, Yuan, Feng, Jiang, Li, & Zhao, 201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오지향, & 신혜경(2017)의 연구에서 중학교 예

비 음악 교사들의 수업 능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남아란, & 박경열

(2020)의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지에서 거점 공간과 주변 관광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상과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다. 유재호, 전의찬, & 김하나(2017)의 연구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

행하는 주요 과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연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적응대책

차이점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용국, & 박재현(2017)의 연구에

서는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적용 및 활

용 가능성의 탐색을 통한 연구 경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장익영, & 이원미(2019)는 1993년 이후 발간된 한국스

포츠사회학회지 국내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동향 파악하였다. 이처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국내 연구에서는 음악교육 연구, 관광레저연구, 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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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총, 체육측정평가학회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 및 활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계량서지학 분석(Li, & Lei, 2019)의 최근 토픽모델링 연

구를 비롯해,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통신연구(Maier, et al., 2018),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모델링을 적용한 마케팅 연구(Moro, Pires, &

Cortez, 2019) 등에서 토픽모델링 분석이 활용되었다.

체육 분야를 포함한 여러 국내 학문 분야에서 내용분석의 한계를 보완하

고 학문의 지적 구조를 밝히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

크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김태중, 정태린, & 원도연, 2016; 윤지

운, & 박재현, 2015; 정경환, 원영신, & 구송광, 2015; 조재인, 2011;

최창환, & 이재봉, 2017; 장익영, & 이원미, 2019).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분석은 네트워크 분석의 단점을 보완해 연

구동향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으로 산업 공학이나 문헌정보

학 등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강범일, 송민, & 조화순, 2013; 김상겸,

& 장성용, 2016; 박자현, & 송민, 2013; 장익영, & 이원미, 2019).

학술 분야에서 각종 문헌을 분석하는 도구가 토픽모델링 분석이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텍스트 내 단어를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해준다(Wang,

Blei, & Heckerman, 2012; Steyver, & Griffiths, 2007; 장익영, &

이원미, 2019).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LDA)은 문서 내 숨겨져 있

는 주제들을 찾아내는데 효율적인 확률 토픽 모델이다(Blei, & Jordan,

2003).

토픽모델링 분석 방법의 장점은 의미상 일관적인 주제 생산이 가능하며

문서별 주제와 주제별 단어의 분포를 모두 추정해 낼 수 있다. 주제 분포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해 학문 분야의 연구동향 파악에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장익영, & 이원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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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연구 범위

SNPE 바른자세 운동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

안 SNPE 8가지 기본 동작과 걷기 운동을 100일 동안 수련 후 대표적인 변

화에 관해 체험사례를 작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NPE 운동 후 대표적인 변화로 ‘어깨 통증’을 언급한 체험

사례를 중심으로 SNPE 운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SNPE 네이버 공식 카

페(https://cafe.naver.com/snpe)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작성된 SNPE ‘어깨’ 체험사례를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어깨 통증’의 변화 체험사례를 수집을 위해 ‘어깨’를 키워드로 검색을 시행

하여 총 819명의 체험사례가 검색되었다. 검색된 체험사례 중에서 표 2의 포

함기준과 표 3의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552명의 체험사례를 배제하였고, 총

267명의 체험사례를 자료 분석에 선정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분 내용

포함

기준

-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SNPE를 아니까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고 표현(진정,

통증 다스릴 수 있음 등)한 것.

-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의 적은 분량으로 언급되어있더라도 어깨 통증이 SNPE를

통해서 개선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사례.

- 어깨 통증과 어깨 결림이 함께 언급된 경우.

-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목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통증이 어깨 통증과

같이 언급된 경우.

표 2. 체험사례 포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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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외

기준

- 강사나 타인이 작성한 후기. (단, 타인이 올린 경우라도 수업 홍보 없이 자필로 쓴

편지나 메시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는 사례로 인정)

- SNPE 시작 이유가 어깨 통증/고민/문제가 아닌 경우.

(사례 작성 시 기본 사항에 언급되어 있어야 함)

- SNPE 운동 목적이 어깨 통증 완화가 아닌 경우.

- SNPE 운동 전에 어깨 불편함/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

- SNPE 운동을 하다가 흙탕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경우.

- SNPE 운동 목적이 어깨 통증이 아니지만, 운동하다 보니 어깨 통증을 발견한

경우.

- SNPE 운동 목적이 어깨 통증 완화가 아니지만, 운동하다 보니 어깨 라인이

예뻐진 경우.

- SNPE 운동 목적이 어깨 통증 완화였지만 운동 후 어깨 통증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제목과 내용에 어깨 통증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홍보/광고 성격의 작성 글인 경우.

(예) 작성 글에 본인의 SNS계정 또는 수업 홍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 운동 전과 후의 후기가 텍스트 없이 사진으로만 제시된 경우.

- 어깨 통증보다 어깨 담에 관련해서 작성한 경우.

- 어깨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어깨 이외에 승모근 통증이라고 언급한 경우.

- 어깨 통증이 만성통증이 아닌 경우.

- 어깨가 좋아지면 팔저림 증상도 나아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 통증이

나았다는 표현 없이 팔저림 증상만 나았다고 썼으면 제외.

- 어깨 결림이라고만 언급했으면 제외.

표 3. 체험사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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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방법

SNPE 카페에 작성된 ‘어깨 통증’ 관련 체험사례의 분석을 위해 SNPE 체

험사례 게시판 검색창에 ‘어깨’ 키워드를 입력해 출력되는 게시물을 수집하였

다. 자료수집 시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화된 방법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체험사례 자료수집 시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SNPE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직접 체험사례 카테고리에 접속한 뒤 ‘어깨’

를 검색어로 입력하였다. 키워드로 검색된 체험사례 원문을 Windows 메모장

에 옮긴 후 체험사례 내 이미지를 제외하고 텍스트만 추출될 수 있도록 파일

형식을 텍스트 문서(*.txt)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절차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SNPE 카페 접속

↓

SNPE 체험사례 게시판 접속

↓

체험사례 게시판 검색창에 ‘어깨’ 입력

↓

‘어깨’를 키워드로 한 체험사례 작성글 출력

↓

체험사례 원문 Windows 메모장에 복사

↓

체험사례 내 이미지 제거 후 텍스트만 추출

↓

파일 형식 텍스트 문서(*.txt)로 저장

그림 2. 체험사례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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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정리와 분석 절차

3.1. 자료정제와 단어사전 정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의 정제

과정의 역할은 중요하다(이수상, 2012). 자료 정리 및 분석 절차는 그림 3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례의 토픽은 품사를 고려해 명사만 추출했다. 필요한 경우에 유사어 또는

동일어, 지정어, 제외어로 단어 사전에 단어를 정제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가 명사화된 경우 또는 유사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 가능할 경우 유의어로

지정했다. 예를 들면, 해결, 개선, 완화, 치료, 결과는 유사한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단어는 ‘개선’으로 유의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다음

으로 목과 경추, 등과 흉추, 허리와 요추는 각각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가

있으므로 ‘경추’, ‘흉추’, ‘요추’로 통일하여 동일어 사전에 등록하였다.

한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경우, 단어 사전에 미리 정의

를 내렸다. 예를 들어서 거북, 목이 분리되어 2개의 단어로 인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분석 전에 ‘거북’, ‘목’을 미리 단어 사전에 정의를 내려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게 한 후 “거북목”은 복합어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체험사례,

100일 수련, 지도자과정, 속근육과 같은 복합어가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때 단어 사전에 정의를 추가하였다. 반면, 사례의 토픽으로서 의미가 약한

단어는 제외 단어로 지정해 제외어 단어 사전에 추가하였다. 끝, 부분, 사

진, 시간과 같은 단어는 사례의 토픽으로 대표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 제외

어 단어 사전에 등록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띄어쓰기, 약어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사전을 정의하였고, Netminer 4.0의

Filter와 Dictionary(Cyram, Korea) 기능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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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료 검색 및 수집

기간 : 2012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검색 채널: SNPE 네이버 공식 카페 (https://cafe.naver.com/snpe)

검색 키워드: 어깨

-검색 키워드로 관련 체험사례 추출

[2단계] 코딩

-1차 코딩

원본 파일 Microsoft Word 형식으로 정리

-2차 코딩

Microsoft Word에서 이미지 제외하고 *.txt 파일 형식으로 저장

[3단계] 데이터 전처리

-기초정제 및 분석 데이터 추출

체험사례 작성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제외 후 체험사례 내용만을 분석에 활용

-자연어처리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1. 형태소 추출: 명사(noun) 추출

2. 사용자 사전 구축: 동일어, 유의어, 복합어, 제외어 정제 및 단어 사전 등록

-단어와 문서 간의 2모드 네트워크를 단어와 단어 사이의 1모드 네트워크로 변환

[4단계] 빈도분석

-체험사례 키워드 문서 등장 빈도분석

-Netminer 4.0의 Filter와 Dictionary(Cyram, Korea)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5단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연결 중심성, 위세중심성, 응집구조분석)

[6단계]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으로 토픽 도출

-LDA 기법 사용

[7단계] 결과

-데이터 시각화

-워드 클라우드

그림 3. 자료정리 및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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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행렬처리

체험사례 내용이 추출되면 각 체험사례(document)에 해당하는 토픽

(word)는 2-모드 형태의 행렬 자료로 구성된다. 2-모드로 구성된 체험사

례는 토픽이 동시에 출현하는 동시출현빈도(Co-occurence)를 계산한다.

계산 후 각 주제어 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1-모드로 변환을 진행하

였다(사이람, 2019).

단어 사이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2-모드(문서×단어)를 1-모드(단어×단

어)로 변환할 때, Ochiai, Salton 계수를 산출 후,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생성된 Self-loop는 제거하였다. 한편, Ochiai 계수는 0과 1사이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함께 등장하는 유사한 단어 중 연관성이 높은 단어 간의

계수를 계산해 높은 가중치의 관계만 남을 수 있도록 축약 가능한 네트워크

를 생성하였다(사이람, 2018; Scott, 2011).

4. 자료 분석

4.1. 중심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토픽 상위 1~1.5% dp 해당하는 단어만 추출한

후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근

접중심성 등 다양한 중심성 분석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와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를 계산하였

다(이수상, 2012; 사이람, 2019).

연결중심성은 사례의 토픽과 직접 연결된 노드(node)의 수로 측정하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연결중심성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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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수식 1과 같으며 자신을 제외한 전체 노드와 연결이 되었을 때 최댓

값을 가지게 된다. 연결중심성 계수는 값이 커질수록 큰 영향력을 가지며

0~1의 범위를 포함한다. 위세중심성 계산은 수식 2와 같고 연결중심성의

확장된 개념이다. 따라서 노드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

성이 높은 노드와 연결돼 있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이수상, 2012).

4.2. 응집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분석과 함께 체험사례 토픽의 하위구조

(sub-group)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집구조를 분석하였다. 응집구조 분석

시 하위구조가 몇 개의 군집(cluster)로 나누어지는지, 하위 군집 사이가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분석은 Hard Clustering

방법의 Greedy Heuristic 알고리즘을 근거로 하여 Modularity 0~1계수

를 계산해 하위의 그룹을 결정하였다. 0에 가까울수록 서로 얽혀 있어 하위

구조의 구분이 어렵고, 1에 가까울수록 명확하게 하위구조를 구분할 수 있

다. 즉, Modularity의 값이 크면 하위구조 내의 연결링크 밀도가 높지만,

Modularity의 값이 작으면 연결링크 밀도가 낮아 Modularity 값과 하위

구조 내의 연결링크 밀도는 정적상관관계를 가진다(이수상, 2012; 사이람,

2019; Clauset, et al., 2004).

DegreeCentrality   


 수식 1 

   



  



  수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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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픽모델링

연구자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선행 연구에 의해 LDA 알고리즘은 α와 η는

규정되어 설정된다(Griffiths & Steyvers, 2004). k번째 토픽에 해당하

는 벡터는 βk 이고, η의 영향을 받는다. d번째 문서가 가진 토픽의 비중은

벡터 θd로 나타내고, 하이퍼 파라미터 α의 영향을 받는다. d번째 문서 n

번째 단어가 어떤 토픽에 해당하는지 할당하는 파라미터는 Ζd,n이다.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를 할당하는 역할은 Ｗd,n이 한다. α와 η은 하이퍼 파라미터

이고, 관찰 가능한 Ｗd,n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는 미지수이다. LDA 모델의

목표는 p(z, β, θ|w)의 값을 최대로 만드는 z, β, θ 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lei, 2012).

모든 단어에 대해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여 단어의 확률 분포를 파악을 위

해 Gibbs sampling 기법으로 반복적인 샘플링을 함으로써 문서에서의 토

픽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이게 된다. LDA분석 결과 전체 문

서의 주제 및 분포와 각 주제와 연관돼 있는 핵심 단어의 분포를 알아낼 수

있다(Chaney, & Blei, 2012).

토픽의 수 및 LDA 파라미터가 이용되는 것이 LDA 알고리즘을 통한 토

픽모델링 분석이다(Grant, Cordy, & Skillicorn, 2013). 해석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토픽의 수를 판단하여야 하며, 토픽의 수 결

정에 silhouette 계수 값이 활용되고 있다. silhouette 계수 값은

K-means clustering을 이용한 클러스터링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되고 있

다(신선영, 2020). 클러스터링의 품질을 정량적인 데이터로 계산하여 지표

로 나타내는 것이 Silhouette 계수이다. 범위는 -1에서 +1까지 표시되며

클러스터의 개수가 최적화되어있음을 의미하는 값은 +1에 가까운 값이다

(Mehta, Caceres, & Cart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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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어깨 통증 관리 및 개선 사례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체험사례 중 가장 최초에 작성된 어깨 통증 관련 게시물은 2012년

12월 18일에 게시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게시물은 2020년 12월

17일에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체험사례에서 이미지를 제외하고 텍스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어깨’

를 키워드로 한 검색에서 총 819명의 체험사례 중에서 포함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552명의 체험사례가 제외되었고 총 267명의 체험사례만이 분석대상

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총 267명의 체험사례를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1. 상위 키워드 분석

2.1.1. SNPE 100일 수련 전 핵심 키워드 빈도수

267명의 체험사례의 SNPE 100일 수련 전 텍스트로부터 추출하여 정

제되어 추출된 단어는 총 5,497개이다. 추출된 단어 중 핵심 단어를 분

석한 결과 등장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통증(1,665회), 개선(1,286

회), 몸(1,165회), 동작(850회), 어깨(754회)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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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1 통증 1665 30 왼쪽 230

2 개선 1286 31 근육 221

3 몸 1165 32 무릎 215

4 동작 850 33 오른쪽 206

5 어깨 754 34 대표 199

6 학생 702 35 디스크 185

7 경추 671 36 수면 182

8 지도자과정 655 37 수술 178

9 1번 652 38 공부 176

10 병원 629 39 체험사례 174

11 요추 629 40 센터 172

12 증상 615 41 스스로 169

13 2번 557 42 마사지 168

14 3번 534 43 지도 166

15 강사 534 44 손 153

16 지인 448 45 필라테스 145

17 일 407 46 침 140

18 다리 400 47 한의원 136

19 물리치료 398 48 소리 130

20 흉추 396 49 반복 127

21 일상생활 363 50 책 124

22 4번 358 51 눈 111

23 척추 319 52 방법 110

24 요가 306 53 아침 108

25 100일 297 54 등록 106

26 마음 292 55 신경 104

27 건강 281 56 무지외반증 103

28 골반 231 57 머리 100

29 집 230 58 도움 86

표 4. SNPE 100일 수련 전 핵심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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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SNPE 100일 수련 전 워드 클라우드

빈도분석에서는 체험사례 내에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를 단어의 순

서로 나타내고, 의미 있는 주제일수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

서 수집한 총 267명의 게시물에서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

에 따른 상위 50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는 ‘어깨’를 키워드로 한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에 등장

한 주요 단어 5,497개 중 등장 빈도가 많은 상위 단어 500개를 워드 클

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단어의 빈도 또는 중요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시각화하는 기법이 워드 클라우드이다. 워드 클라우드 이

미지의 단어 내 인접성이 가지는 의미는 없지만, 단어의 크기는 크게 나

타날수록 등장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집된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 빈도분석을 한 결과, 전체 문

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통증’, ‘개선’, ‘몸’, ‘동작’, ‘어깨’, ‘학생’,

‘경추’, ‘지도자과정’, ‘1번’, ‘병원’, ‘요추’, ‘증상’ 순이다.

그림 4. SNPE 100일 수련 전 상위 등장 단어(500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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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SNPE 100일 수련 후 핵심 키워드 빈도수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체험사례의 SNPE 100일 수련 후 텍스트

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의 등장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개선(2,292회),

동작(2,129회), 통증(2,058회), 몸(1,290회), 1번(1,252회), 100일

(1,192회) 등으로 나타났다.

순위 단어 빈도수 순위 단어 빈도수

1 개선 2292 27 T 329

2 동작 2129 28 마음 314

3 통증 2058 29 골반 309

4 몸 1290 30 벨트 308

5 1번 1252 31 체험사례 299

6 100일 1192 32 건강 284

7 어깨 1087 33 수면 277

8 경추 945 34 왼쪽 276

9 4번 921 35 스스로 271

10 3번 911 36 일 271

11 2번 822 37 지도 269

12 지도자과정 782 38 사용 262

13 요추 780 39 병원 240

14 대표 774 40 오른쪽 236

15 강사 745 41 C 235

16 척추 658 42 라인 231

17 증상 629 43 힘 231

18 다리 573 44 다이어트 223

19 흉추 548 45 일상생활 223

20 지인 510 46 디스크 218

21 근육 481 47 집중 193

22 베개 479 48 얼굴 189

23 물리치료 468 49 경험 181

24 웨이브 446 50 족궁 181

25 학생 424 51 집 173

26 무릎 341 52 노력 145

표 5. SNPE 100일 수련 후 핵심 키워드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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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SNPE 100일 수련 후 워드 클라우드

수집된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 빈도분석을 한 결과, 전체 문

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개선’, ‘동작’, ‘통증’, ‘몸’, ‘1번’, ‘100일’,

‘어깨’, ‘경추’, ‘4번’, ‘3번’, ‘2번’, ‘지도자과정’ 순이다. 빈도분석에 따른

상위 50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SNPE 100일 수련 후 상위 등장 단어(500개) 워드 클라우드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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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결중심성 분석

2.2.1. SNPE 100일 수련 전 연결 키워드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주제어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어의

연결망을 그렸다.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간 동시출현빈도분

석을 통해 생성된 행렬을 활용해 주제어 사이의 연결 정도에 따라 네트워

크 분석을 수행했다.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중심성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중

심성은 평균 0.034이었고, 집중도는 27.318%이었다. SNPE 운동 참여

전 체험사례에서 중심 주제어 확인을 위하여 연결중심성 분석을 하였다.

연결중심성 분석에서 중심 주제어는 연결중심성 지수의 상위 1% 주제어

이다.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연결중심성은 ‘통증’, ‘몸’, ‘개선’, ‘어

깨’, ‘지도자과정’, ‘1번’ 6개가 추출되었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

드는 통증(0.29)이었으며, 이어서 몸(0.14), 개선(0.12), 어깨(0.10),

지도자과정(0.08), 1번(0.07)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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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측정값 순위 키워드 측정값

1 통증 0.298246 30 마사지 0.017544

2 몸 0.140351 31 마음 0.017544

3 개선 0.122807 32 머리 0.017544

4 어깨 0.105263 33 무릎 0.017544

5 지도자과정 0.087719 34 무지외반증 0.017544

6 1번 0.070175 35 물리치료 0.017544

7 2번 0.052632 36 반복 0.017544

8 동작 0.052632 37 방법 0.017544

9 병원 0.052632 38 센터 0.017544

10 3번 0.035088 39 소리 0.017544

11 건강 0.035088 40 손 0.017544

12 경추 0.035088 41 수술 0.017544

13 다리 0.035088 42 스스로 0.017544

14 수면 0.035088 43 신경 0.017544

15 요가 0.035088 44 아침 0.017544

16 요추 0.035088 45 오른쪽 0.017544

17 척추 0.035088 46 왼쪽 0.017544

18 한의원 0.035088 47 일 0.017544

19 100일 0.017544 48 일상생활 0.017544

20 4번 0.017544 49 증상 0.017544

21 강사 0.017544 50 지도 0.017544

22 골반 0.017544 51 지인 0.017544

23 공부 0.017544 52 집 0.017544

24 근육 0.017544 53 책 0.017544

25 눈 0.017544 54 체험사례 0.017544

26 대표 0.017544 55 침 0.017544

27 도움 0.017544 56 필라테스 0.017544

28 등록 0.017544 57 학생 0.017544

29 디스크 0.017544 58 흉추 0.017544

표 6. SNPE 100일 수련 전 연결 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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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NPE 100일 수련 전 응집그룹 분석

링크가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패턴을 통해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주요 키워드를 알

아보기 위해서 핵심어들의 연결망을 그렸다. 그림 6, 그림 7의 SNPE 운

동 참여 전과 후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통증을 중심으로 그룹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497개의 단어 중에서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에 등장한 1%

의 핵심어 58개를 추출한 스프링형 네트워크 맵(PFNet Spring Map)

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보듯이 체험사례 내 SNPE 100일 수련

전 핵심어는 크게 ‘통증’, ‘몸’, ‘개선’, ‘어깨’, ‘지도자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심성 값이 큰 단어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심

성 값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체험사례 내에서 SNPE

100일 수련 전 핵심 키워드별로 각 주제는 ‘어깨 통증’, ‘통증 개선’, ‘몸

통증’, ‘몸 통증 개선’, ‘지도자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키워드별 주제는

‘어깨 통증’ 부분에서 어깨 통증으로 어깨에서 소리 발생, 어깨와 경추가

아침에 불편함, 어깨에서 소리가 남, 오른쪽 어깨가 불편함 등이 있다.

‘통증 개선’과 ‘몸 통증 개선’ ‘지도자과정’ 부분에서는 통증의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물리치료, 수기 마사지, 지인의 SNPE 추천, 체험사례 읽음,

집에서 SNPE 1, 2, 3, 4번 동작 수행, 지도자과정 등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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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PE 100일 수련 전 핵심어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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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SNPE 100일 수련 후 연결 키워드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관련 체험사례의 주제어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어의 연결망을 그렸다. 주제어 간의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간 동시출

현빈도분석을 통해 생성된 행렬(Matrix)를 활용해 주제어 사이의 연결

정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했다.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의 중심성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연결중

심성은 평균 0.038이었고, 집중도는 27.51%이었다. SNPE 운동 참여

후 체험사례에서 중심 주제어 확인을 위하여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결중심성 분석에서 중심 주제어는 연결중심성 지수의 상위 1% 주

제어이다.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의 연결중심성은 ‘동작’, ‘통증’, ‘몸’, ‘어

깨’, ‘개선’, ‘1번’ 6개가 추출되었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동

작(0.25)이었으며, 이어서 통증(0.19), 몸(0.11), 어깨(0.11), 개선

(0.09), 1번(0.05)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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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측정값 순위 키워드 측정값

1 동작 0.254902 27 노력 0.019608

2 통증 0.196078 28 대표 0.019608

3 몸 0.117647 29 디스크 0.019608

4 어깨 0.117647 30 라인 0.019608

5 개선 0.098039 31 마음 0.019608

6 1번 0.058824 32 무릎 0.019608

7 3번 0.058824 33 벨트 0.019608

8 4번 0.039216 34 병원 0.019608

9 강사 0.039216 35 사용 0.019608

10 경추 0.039216 36 수면 0.019608

11 다리 0.039216 37 스스로 0.019608

12 다이어트 0.039216 38 얼굴 0.019608

13 물리치료 0.039216 39 오른쪽 0.019608

14 베개 0.039216 40 왼쪽 0.019608

15 요추 0.039216 41 일 0.019608

16 웨이브 0.039216 42 일상생활 0.019608

17 지도자과정 0.039216 43 족궁 0.019608

18 척추 0.039216 44 증상 0.019608

19 100일 0.019608 45 지도 0.019608

20 2번 0.019608 46 지인 0.019608

21 C 0.019608 47 집 0.019608

22 T 0.019608 48 집중 0.019608

23 건강 0.019608 49 체험사례 0.019608

24 경험 0.019608 50 학생 0.019608

25 골반 0.019608 51 흉추 0.019608

26 근육 0.019608 52 힘 0.019608

표 7. SNPE 100일 수련 후 연결 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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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SNPE 100일 수련 후 응집그룹 분석

5,154개의 단어 중에서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에 등장한 1%

의 핵심어 52개를 추출한 스프링형 네트워크 맵(PFNet Spring Map)

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보듯이 체험사례 내 SNPE 100일 수련

후 핵심어는 크게 ‘동작’, ‘통증’, ‘몸’, ‘어깨’,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중심성 값이 큰 단어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심성 값

에 따라서 노드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체험사례 내에서 SNPE 100

일 수련 후 핵심 키워드별로 각 주제는 ‘어깨 통증’, ‘통증과 동작’, ‘어깨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키워드별 주제는 ‘어깨 통증’ 부분에서 ‘1번’, ‘2번’, ‘근육’, ‘3번’, ‘무릎’,

‘왼쪽’, ‘골반’이 있다. ‘통증과 동작’에서는 ‘벨트’, ‘노력’, ‘스스로’를 통해

통증 개선을 위한 SNPE 동작 수행 등이 있다. ‘통증과 동작’ 부분에서

‘경험과 체험사례’, ‘대표’, ‘강사’, ‘지도’ 등이 도출되어 SNPE 동작을 통

해 통증이 개선되는 경험 및 체험사례 작성, 대표와 강사님의 지도에 대

한 감사 등이 있다.

SNPE 100일 수련 후 연결망의 핵심어가 SNPE 100일 수련 전과 비

슷하게 도출되었지만, 하위 노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SNPE 100일 수

련 전 하위 노드들이 SNPE를 알기 전에 경험한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한

방법들이었다면 SNPE 100일 수련 후 연결망에서 핵심어의 하위 노드들

은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한 SNPE를 통한 경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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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NPE 100일 수련 후 핵심어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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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세중심성 분석

주제어 자체의 출현과 함께 다른 주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위세중심성이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특정한 노드가 갖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수의

연결로 인해 가지게 되는 영향력의 정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별 노드의

영향력뿐 아니라 연결된 다른 노드의 영향력까지 포함돼 측정한다는 측면에

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SNPE 운동에 있어 어깨 통증에 효과적인

요인을 도출할 수 있기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2.3.1. SNPE 100일 수련 전 위세중심성 분석

SNPE 100일 수련 전 연결중심성 분석의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 통증(0.29)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몸(0.14), 개선(0.12), 어깨(0.10), 지도자과정(0.08), 1번(0.05), 2

번(0.05), 동작(0.05) 순으로 나타났다. SNPE 100일 수련 전 위세중

심성 분석의 결과도 연결중심성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증(0.65)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개선(0.32), 어깨(0.23), 동작(0.20)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수는 통증(1,665회), 개선(1,286회), 몸(1,165

회) 순으로 나타났다. ‘통증’, ‘개선’, ‘몸’은 빈도수, 중심성 분석, 위세중

심성 분석 모두 높게 나타나 SNPE 100일 수련 전 논의에 중심이 되는

키워드였으며,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를 구성하는 필수 영역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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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순위 단어 측정값 순위 단어 측정값 순위 단어 측정값

1 통증 1665 1 통증 0.298246 1 통증 0.65299

2 개선 1286 2 몸 0.140351 2 개선 0.324826

3 몸 1165 3 개선 0.122807 3 어깨 0.233789

4 동작 850 4 어깨 0.105263 4 동작 0.201546

5 어깨 754 5 지도자과정 0.087719 5 요추 0.172224

6 학생 702 6 1번 0.070175 6 학생 0.171821

7 경추 671 7 2번 0.052632 7 증상 0.171188

8 지도자과정 655 8 동작 0.052632 8 흉추 0.161069

9 1번 652 9 병원 0.052632 9 다리 0.158321

10 병원 629 10 3번 0.035088 10 일 0.154955

11 요추 629 11 건강 0.035088 11 몸 0.147883

12 증상 615 12 경추 0.035088 12 근육 0.130307

13 2번 557 13 다리 0.035088 13 수면 0.129619

14 3번 534 14 수면 0.035088 14 왼쪽 0.129325

15 강사 534 15 요가 0.035088 15 센터 0.128881

16 지인 448 16 요추 0.035088 16 한의원 0.124483

17 일 407 17 척추 0.035088 17 스스로 0.121945

18 다리 400 18 한의원 0.035088 18 반복 0.118083

19 물리치료 398 19 100일 0.017544 19 눈 0.113189

20 흉추 396 20 4번 0.017544 20 1번 0.102076

21 일상생활 363 21 강사 0.017544 21 병원 0.091027

22 4번 358 22 골반 0.017544 22 물리치료 0.082126

23 척추 319 23 공부 0.017544 23 체험사례 0.065531

24 요가 306 24 근육 0.017544 24 경추 0.064607

25 100일 297 25 눈 0.017544 25 신경 0.054473

26 마음 292 26 대표 0.017544 26 지도자과정 0.048981

27 건강 281 27 도움 0.017544 27 척추 0.046699

28 골반 231 28 등록 0.017544 28 오른쪽 0.045565

29 집 230 29 디스크 0.017544 29 소리 0.043938

(다음쪽에서 계속)

표 8. SNPE 100일 수련 전 위세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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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30 왼쪽 230 30 마사지 0.017544 30 무지외반증 0.041327

31 근육 221 31 마음 0.017544 31 요가 0.04076

32 무릎 215 32 머리 0.017544 32 도움 0.039145

33 오른쪽 206 33 무릎 0.017544 33 지인 0.038307

34 대표 199 34 무지외반증 0.017544 34 골반 0.035986

35 디스크 185 35 물리치료 0.017544 35 일상생활 0.035752

36 수면 182 36 반복 0.017544 36 마음 0.034839

37 수술 178 37 방법 0.017544 37 건강 0.033382

38 공부 176 38 센터 0.017544 38 2번 0.030777

39 체험사례 174 39 소리 0.017544 39 무릎 0.028041

40 센터 172 40 손 0.017544 40 손 0.026569

41 스스로 169 41 수술 0.017544 41 마사지 0.026309

42 마사지 168 42 스스로 0.017544 42 침 0.024762

43 지도 166 43 신경 0.017544 43 머리 0.022571

44 손 153 44 아침 0.017544 44 집 0.021512

45 필라테스 145 45 오른쪽 0.017544 45 방법 0.018059

46 침 140 46 왼쪽 0.017544 46 디스크 0.017494

47 한의원 136 47 일 0.017544 47 수술 0.017016

48 소리 130 48 일상생활 0.017544 48 강사 0.01286

49 반복 127 49 증상 0.017544 49 아침 0.011211

50 책 124 50 지도 0.017544 50 100일 0.009729

51 눈 111 51 지인 0.017544 51 지도 0.009304

52 방법 110 52 집 0.017544 52 3번 0.008746

53 아침 108 53 책 0.017544 53 대표 0.008706

54 등록 106 54 체험사례 0.017544 54 등록 0.008318

55 신경 104 55 침 0.017544 55 필라테스 0.007429

56 무지외반증 103 56 필라테스 0.017544 56 책 0.006078

57 머리 100 57 학생 0.017544 57 공부 0.005162

58 도움 86 58 흉추 0.017544 58 4번 0.002152

표 8. SNPE 100일 수련 전 위세중심성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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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SNPE 100일 수련 후 위세중심성 분석

SNPE 100일 수련 후 연결중심성 분석의 결과는 표 9에서 제시된 바

와 같다. 동작(0.25)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통증(0.19), 몸

(0.11), 어깨(0.11), 개선(0.09), 1번(0.05), 3번(0.05) 순으로 나타

났다. SNPE 100일 수련 후 위세중심성 분석의 결과도 연결중심성 결과

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작(0.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통

증(0.47), 어깨(0.25)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수는 개선(2,292회)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동작(2,129회), 통증(2,058회), 몸(1,290

회), 1번(1,252회) 100일(1,192회), 어깨(1,087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도수와 연결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이 높은 ‘동작’, ‘통증’, ‘어

깨’는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이자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빈도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순위 단어 측정값 순위 단어 측정값 순위 단어 측정값

1 개선 2292 1 동작 0.254902 1 동작 0.558409

2 동작 2129 2 통증 0.196078 2 통증 0.473565

3 통증 2058 3 몸 0.117647 3 어깨 0.254545

4 몸 1290 4 어깨 0.117647 4 다리 0.170250

5 1번 1252 5 개선 0.098039 5 4번 0.168134

6 100일 1192 6 1번 0.058824 6 경추 0.166826

7 어깨 1087 7 3번 0.058824 7 지도자과정 0.158064

8 경추 945 8 4번 0.039216 8 강사 0.153024

9 4번 921 9 강사 0.039216 9 대표 0.146293

10 3번 911 10 경추 0.039216 10 요추 0.130514

11 2번 822 11 다리 0.039216 11 체험사례 0.130330

12 지도자과정 782 12 다이어트 0.039216 12 베개 0.127102

13 요추 780 13 물리치료 0.039216 13 스스로 0.123979

14 대표 774 14 베개 0.039216 14 물리치료 0.123676

15 강사 745 15 요추 0.039216 15 증상 0.123638

16 척추 658 16 웨이브 0.039216 16 벨트 0.120956

(다음쪽에서 계속)

표 9. SNPE 100일 수련 후 위세중심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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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17 증상 629 17 지도자과정 0.039216 17 개선 0.115343

18 다리 573 18 척추 0.039216 18 집중 0.115231

19 흉추 548 19 100일 0.019608 19 학생 0.114881

20 지인 510 20 2번 0.019608 20 T 0.111421

21 근육 481 21 C 0.019608 21 경험 0.108075

22 베개 479 22 T 0.019608 22 노력 0.106949

23 물리치료 468 23 건강 0.019608 23 힘 0.102916

24 웨이브 446 24 경험 0.019608 24 수면 0.099917

25 학생 424 25 골반 0.019608 25 1번 0.088093

26 무릎 341 26 근육 0.019608 26 3번 0.081746

27 T 329 27 노력 0.019608 27 일 0.057269

28 마음 314 28 대표 0.019608 28 골반 0.053185

29 골반 309 29 디스크 0.019608 29 척추 0.051039

30 벨트 308 30 라인 0.019608 30 몸 0.044759

31 체험사례 299 31 마음 0.019608 31 웨이브 0.039596

32 건강 284 32 무릎 0.019608 32 C 0.035667

33 수면 277 33 벨트 0.019608 33 100일 0.032634

34 왼쪽 276 34 병원 0.019608 34 지도 0.032096

35 스스로 271 35 사용 0.019608 35 집 0.031833

36 일 271 36 수면 0.019608 36 얼굴 0.031434

37 지도 269 37 스스로 0.019608 37 흉추 0.029630

38 사용 262 38 얼굴 0.019608 38 지인 0.029362

39 병원 240 39 오른쪽 0.019608 39 사용 0.026808

40 오른쪽 236 40 왼쪽 0.019608 40 라인 0.025883

41 C 235 41 일 0.019608 41 2번 0.025124

42 라인 231 42 일상생활 0.019608 42 근육 0.021036

43 힘 231 43 족궁 0.019608 43 왼쪽 0.016905

44 다이어트 223 44 증상 0.019608 44 무릎 0.016550

45 일상생활 223 45 지도 0.019608 45 다이어트 0.014190

46 디스크 218 46 지인 0.019608 46 마음 0.010605

47 집중 193 47 집 0.019608 47 건강 0.009880

48 얼굴 189 48 집중 0.019608 48 일상생활 0.009318

49 경험 181 49 체험사례 0.019608 49 오른쪽 0.008954

50 족궁 181 50 학생 0.019608 50 병원 0.008673

51 집 173 51 흉추 0.019608 51 족궁 0.007906

52 노력 145 52 힘 0.019608 52 디스크 0.003845

표 9. SNPE 100일 수련 후 위세중심성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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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중도 맵 분석

연결중심성은 하나의 노드가 얼마나 많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망

의 중심 노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값이 큰 노드는 연

결중심성 분석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과

그림 9는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의 직관적인 파악을 위해 집중도 맵

(Concentric map)으로 표현한 것이다.

2.4.1. SNPE 100일 수련 전 집중도 맵 분석

그림 8의 SNPE 100일 수련 전 집중도 맵에서 중심부에 위치하는 단

어는 통증이다. SNPE 100일 수련 전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치료 경험을 했지만, 통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SNPE

100일 수련 전에도 관심사는 오로지 통증이었을 것이다. 또한 관심사가

통증이었기 때문에 통증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SNPE 100일 수련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4.2. SNPE 100일 수련 후 집중도 맵 분석

그림 9의 SNPE 100일 수련 후 집중도 맵에서 동작이 중심부에 자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및 관리에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동작임을 알 수 있다. 동작 다음으로

통증이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통증이 동작을 통해 개선되어

SNPE 100일 수련 전에는 수련 참여자의 관심사가 통증이었다면 SNPE

100일 수련 후에는 동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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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NPE 100일 수련 전 집중도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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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SNPE 100일 수련 후 집중도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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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심성 분석 결과 요약

2.5.1. SNPE 100일 수련 전 연구주제어 중심성 분석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어깨 통증 관련 연구주제어의 연

결중심성은 통증(0.298), 몸(0.140), 개선(0.122), 어깨(0.105), 지

도자과정(0.087), 1번(0.070), 2번(0.052), 동작(0.052), 병원

(0.052)이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위세중심성은 통증(0.652), 개선

(0.324), 어깨(0.233), 동작(0.201), 요추(0.172), 학생(0.171), 증

상(0.171)순으로 나타났다.

응집구조분석 결과(Modularity=0.702), 7개의 군집(G1-G7)으로 분

류되었다. G1의 경우 지도자과정 등록, G2는 SNPE 입문, G3은 어깨

통증, G4는 몸, G5는 SNPE 운동, G6은 치료 경험, G7은 통증으로 분

류되었다.

2.5.2. SNPE 100일 수련 후 연구주제어 중심성 분석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어깨 통증 관련 연구주제어의 연

결중심성은 동작(0.254), 통증(0.196), 몸(0.117), 어깨(0.117),

개선(0.098), 1번(0.058), 3번(0.058), 4번(0.039)가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위세중심성은 동작(0.558), 통증(0.473), 어깨

(0.254), 다리(0.170), 4번(0.168), 경추(0.168), 지도자과정

(0.158) 순으로 나타났다.

응집구조분석 결과(Modularity=0.687), 5개의 군집(G1-G5)으로 분

류되었다. G1의 경우 통증이 주를 이루었고, G2는 몸으로 구성되었다.

G3은 동작, G4는 어깨, G5 운동 효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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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픽모델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키워드를 알

아보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의 연결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시각화에 용이하다. 하지만, 전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된 267명의 SNPE 100일 수련

참여 전과 후의 체험사례 내용의 주제 파악 및 토픽 도출을 위해 연구자는

토픽수 0개부터 토픽수 15개까지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행하였다.

2.6.1. SNPE 100일 수련 전 토픽모델링

토픽별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핵심 주요어는 표 10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토픽 1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개선’ 0.238, ‘통증’ 0.149,

‘병원’ 0.139, ‘요추’ 0.102, ‘물리치료’ 0.057 순이었다. 토픽 2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통증’ 0.227, ‘어깨’ 0.176, ‘경추’ 0.147,

‘일’ 0.070, ‘왼쪽’ 0.050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3의 상위 5개 주요어

는 확률 순으로 ‘1번’, 0.143, ‘2번’ 0.126, ‘3번’ 0.116, ‘동작’, 0.079,

‘다리’ 0.078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4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

로 ‘몸’ 0.244, ‘학생’ 0.127, ‘증상’ 0.096, ‘지인’ 0.081, ‘일상생활’

0.067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5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지

도자과정’ 0.160, ‘강사’ 0.131, ‘동작’ 0.124, ‘요가’ 0.075, ‘100일’

0.073 순으로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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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픽 5개의 상위 확률 분포를 차지하는 핵심 주요어를 바탕으로

토픽 그룹을 명명하였다. 주요 SNPE 100일 수련 전 토픽 5개의 그룹명

은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Topic 1은 어깨 통증 치료 경험으로 명명되었다. 어깨 ‘통증’ 환자는

어깨만 아픈 게 아닌 ‘요추’ 또한 불편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통증’의 ‘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Topic 1의 경우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험들로 볼 수

있으므로 치료 경험으로 범주화되었다.

Topic 2는 어깨 통증 원인 및 증상으로 명명되었다. ‘어깨’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일’을 통한 작업으로 인해 ‘왼쪽’에 주로 나타났으

며, ‘어깨’의 ‘통증’이 나타나면 ‘경추’의 ‘통증’ 또한 함께 호소하여 어깨통

증이 발생하는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으로 범주화되었다.

Topic 3은 SNPE 입문으로 명명되었다. SNPE 운동에는 바른 자세

벨트를 ‘다리’에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4가지 대표 동작이 있다.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 키워드이므로 SNPE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들

이 다리에 벨트를 묶고 운동을 하는 4가지 벨트 동작 중에서 특히 ‘1번’,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Topic 1
개선 통증 병원 요추 물리치료
0.238 0.149 0.139 0.102 0.057

Topic 2
통증 어깨 경추 일 왼쪽
0.227 0.176 0.147 0.070 0.050

Topic 3
1번 2번 동작 다리 4번
0.143 0.126 0.116 0.079 0.078

Topic 4
몸 학생 증상 지인 일상생활

0.244 0.127 0.096 0.081 0.067

Topic 5
지도자과정 강사 동작 요가 100일

0.160 0.131 0.124 0.075 0.073

표 10. SNPE 100일 수련 전 토픽과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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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3번’의 ‘동작’이 어려워서 체험사례에 언급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

로 SNPE 입문으로 범주화되었다.

Topic 4는 SNPE 유입경로로 명명되었다. SNPE에 유입되는 경로는

대부분이 ‘지인’ 소개이다. 몸, 학생, 증상, 지인, 일상생활을 키워드로 등

장한 것을 통해 SNPE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생’ 때부터 ‘몸’

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픈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양한

치료를 경험하고 ‘지인’의 소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Topic 4는 SNPE 유입경로로 범주화되었다.

Topic 5는 SNPE 강사로 직업 전향으로 명명되었다. SNPE를 시작하

고 몸이 좋지 않던 사람들의 경우는 SNPE ‘강사’로 직업을 전향하는 경

우가 많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 SNPE ‘지도자과정’을 지원하고 ‘100일’

수련을 하면서 SNPE의 8가지 ‘동작’을 선택, 집중, 반복적으로 수련해

SNPE 강사가 된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SNPE를 시작하기 전에 ‘요가’

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 SNPE는 요가 강사가 직업을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SNPE 강사의 과거 요가 강사 시절 함께한 회원들

이 강사를 따라 SNPE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Topic 5는 SNPE

강사로 직업 전향으로 범주화되었다.

Category　 Topic group

Topic 1 어깨 통증 치료 경험

Topic 2 어깨 통증 원인 및 증상

Topic 3 SNPE 입문

Topic 4 SNPE 유입경로

Topic 5 SNPE 강사로 직업 전향

표 11. SNPE 100일 수련 전 토픽 그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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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SNPE 100일 수련 후 토픽모델링

토픽별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의 핵심 주요어는 표 12에 제

시된 바와 같다. 토픽 1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동작’ 0.335,

‘1번’ 0.138, ‘4번’ 0.102, ‘2번’ 0.099, ‘3번’ 0.052 순이었다. 토픽 2

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개선’ 0.311, ‘요추’ 0.102, ‘다리’

0.064, ‘학생’ 0.052, ‘경추’ 0.049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3의 상위 5

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몸’, 0.210, ‘증상’ 0.086, ‘지인’ 0.083, ‘3번’,

0.079, ‘흉추’ 0.060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4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으로 ‘통증’ 0.240, ‘경추’ 0.091, ‘근육’ 0.076, ‘베개’ 0.074,

‘웨이브’ 0.068 순으로 출현하였다. 토픽 5의 상위 5개 주요어는 확률 순

으로 ‘100일’ 0.206, ‘지도자과정’ 0.135, ‘대표’ 0.134, ‘강사’ 0.132,

‘어깨’ 0.078 순으로 출현하였다.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Topic 1
동작 1번 4번 2번 3번
0.335 0.138 0.102 0.099 0.052

Topic 2
개선 요추 다리 학생 경추
0.311 0.102 0.064 0.052 0.049

Topic 3
몸 증상 지인 3번 흉추

0.210 0.086 0.083 0.079 0.060

Topic 4
통증 경추 근육 베개 웨이브
0.240 0.091 0.076 0.074 0.068

Topic 5
100일 지도자과정 대표 강사 어깨
0.206 0.135 0.134 0.132 0.078

표 12. SNPE 100일 수련 후 토픽과 주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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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픽 5개의 상위 확률 분포를 차지하는 핵심 주요어를 바탕으로

토픽 그룹을 명명하였다. 주요 SNPE 100일 수련 후 토픽 5개의 그룹명

은 표 13 제시된 바와 같다.

Topic 1은 SNPE 어깨 통증 완화 동작으로 명명되었다. ‘동작’, ‘1번’,

‘4번’, ‘2번’, ‘3번’의 키워드를 통하여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었던 동작들

이 SNPE 벨트 운동 4가지 동작임을 알 수 있다. SNPE 1번 동작은 ‘손

뒤로 깍지 끼고 의자 자세’로 손 뒤로 깍지를 끼는 동작을 할 때 팔을 크

게 돌려 손을 깍지를 끼게 되는데 팔을 돌릴 때 굳은 어깨에 움직임을 주

게 된다. 동시에 팔을 뒤로 잡으면 가슴이 확장하며 등을 최대한 모아주

기 때문에 굽은 어깨가 펴진다.

1번 동작 수행 시 시선과 턱은 상방 45도를 보게 되면서 목에 C자 곡

선을 만들어 바른 척추 정렬의 형태로 잡아준다. 이러한 자세들을 통해

굽은 어깨와 바르지 못한 척추 정렬로 인한 어깨 통증이 바른 정렬로 만

들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번 동작의 경우 ‘척추

자극주며 구르기’라는 동작은 복부의 힘과 유연성이 필요한 동작이다. 동

작을 수행하기 위해 복부의 힘과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꾸준히 반복

하면 유연성과 복부의 힘이 길러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연성

이 없는 사람들도 후면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복부의 근력이 강화된다.

어깨 통증의 경우 복부에 힘이 생기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

굳어진 후면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어깨 주변 근육의 경직이 이완되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로 등장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번 동작은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동작으로 가로막 이완에

도움이 된다. 가로막이 이완되면 복부의 근력 강화 시 더욱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3번 동작은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동작으로 허리 힘을 강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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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허리의 곡선을 C자형으로 만들어주면서 골반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동작으로 앞서 SNPE 참여 전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요추의 통증이

있다고 한 토픽이 있듯이 3번 동작으로 허리의 힘을 길러주면 어깨 통증

이 완화가 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Topic 1은 SNPE 어깨

통증 완화 동작으로 범주화 되었다.

Topic 2는 어깨 통증 개선으로 명명되었다. Topic 2에 출현한 ‘개선’,

‘요추’, ‘다리’, ‘학생’, ‘경추’의 키워드로 보아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해서 시

작한 SNPE 운동을 통해 어깨 통증으로 인해 학생 때부터 불편했던 요추

와 경추 또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NPE

는 치아교정의 원리로 다리에 바른자세벨트를 착용하여 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로 다리 모양의 개선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

되므로 Topic는 SNPE 운동 효과로 범주화 되었다.

Topic 3은 SNPE 홍보 효과로 명명되었다. 어깨 통증이 개선되면서

‘몸’의 ‘증상’이 완화되어 SNPE를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했을 것으로

해석이 된다. SNPE는 유입경로가 ‘지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해보았을 때

본인의 몸이 SNPE로 개선되었을 때 자신이 지인에게 SNPE를 추천받은

것처럼 주변 지인들에게 SNPE 운동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깨

통증에 효과를 본 동작 중 ‘3번’ 동작은 척추의 기립근을 강화해주는 동작

으로 요추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어 ‘흉추’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SNPE 운동 및 홍보 효과로 범주화되었다.

Topic 4는 SNPE 도구 효과이다. Topic 4에 도출된 키워드를 통해

‘웨이브’, ‘베개’로 ‘근육’의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통증’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수면 시 웨이브베개를 사용하여 취침하는 경

우 ‘경추’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경추’의 ‘통증’ 완화로

인해 어깨 ‘통증’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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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Topic 4는 SNPE 도구 효과로 범주화되었다.

Topic 5는 어깨 통증 개선 감사 인사로 명명되었다. ‘지도자과정’ ‘100

일’ 동안 수련으로 어깨 통증이 많이 개선된 체험사례이므로 지도자과정

동안 통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SNPE ‘대표’ 최중기 교수님과 윤지유

교수님 그리고 지도자과정 동안 수련에 도움을 준 ‘강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100일이라는 지도자과정 또한 12주간 교수님들

과 선배 강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기 때문에 SNPE 100일 수

련이 끝난 후 어깨 통증의 개선과 수련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준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범주화되었다.

Category　 Topic group

Topic 1 SNPE 어깨 통증 완화 동작

Topic 2 어깨 통증 개선

Topic 3 SNPE 운동 및 홍보 효과

Topic 4 SNPE 도구 효과

Topic 5 어깨 통증 개선 감사 인사

표 13. SNPE 100일 수련 후 토픽 그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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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작성된 SNPE ‘어깨’ 체험

사례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여 핵심 주요어를 추출하고 네

트워크의 연결구조 및 특성을 확인하였다. SNPE는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진 운동으로 SNPE 효과검증을 위해 중요한 데이터 자료이다. 본 연구에

서는 그동안 작성되어 온 SNPE 100일 수련 체험사례 중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와 관련된 주제어를 파악하고, 체험사례를 100일 수련 전과 후로 나누어

어깨 통증 관련 키워드들을 비교하여 각 키워드를 토픽별로 분류 후 네트워크

패턴을 도출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의 텍스트 네트워크 및 토픽모델링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는 크게 3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주요 주제어가 비슷하

게 도출되었다. 2) 주제어가 비슷한 이유는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모두

어깨 통증 변화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일 수련 전에 경험한

치료들은 타인에 의한 처치이고 SNPE 100일 수련은 스스로 하는 운동 처치

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통증 재발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3) 어깨 통증에는

SNPE 4가지 벨트 운동이 효과적이다.

도출된 주제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주제어 중

100일 수련 전 상위 주제어는 ‘통증’, ‘몸’, ‘개선’, ‘어깨’, ‘지도자과정’이고 수련

후는 ‘동작’, ‘통증’, ‘몸’, ‘어깨’, ‘개선’이다. 수련 전과 후의 상위 주제어가 비슷

하게 도출되었지만, 하위 노드들을 통해서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차이

를 알 수 있다. ‘통증’의 경우 100일 수련 전에는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통증을 개선 시키고 싶다는 의미에서의 ‘통증’이 사용되었다. SNPE는 호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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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대한 통증완화 효과율이 최소 54.2%에서 최대 82.1%로 나타나

SNPE의 치료 효과(권성호, 2019)에 대한 보고를 통해 100일 수련 후의 ‘통

증’은 ‘통증’이 개선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 최근

까지 한방 및 양방 치료 그리고 대체의학 등 다양한 요법들로 치료와 관리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되고 있다(윤지유 외, 2019, 이은경 외, 2014).

SNPE 체험사례 연구 보고서(권성호, 2019)에 따르면 SNPE 참여 전에 받

은 치료 방법으로는 주로 침 시술, 물리치료, 약물복용, 주사와 카이로프랙틱

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에서 SNPE

참여 전 통증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험한 치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 ‘통증’, ‘개

선’, ‘몸’, ‘어깨’로 확인되었다.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에서 빈도와 중심성 분석에서 모두 높은 상

위 단어로 등장하는 핵심 주요어는 ‘동작’, ‘통증’, ‘어깨’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에서는 기존의 치료를 통해 통증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골격

계 통증은 치료를 오랜 시간 받더라도 재발이 쉽게 되는 만성질환으로서 통증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강윤규, 2003;

정건, & 김지현, 2011). SNPE 효과 검증 보고서(권성호, 2019)에 따르면

SNPE 참여 전 여러 치료 방법으로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SNPE 참여 후 다

른 치료 방법을 병행하는 참여자가 극소수로 나타났다. 이는 SNPE에 대한 참

여자의 의존도가 높고, SNPE는 다른 치료와 다르게 통증 재발이 적음을 시사

한다. SNPE 100일 수련 후를 대표하는 단어들은 통증이 개선된 후 작성되었

다는 것을 통해 SNPE 동작을 통해 어깨 통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통증의 재발로 인해 SNPE를 시작하고 SNPE를 통해 통증이 개선되는 사

람들이 체험사례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 SNPE 운동을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적

용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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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100일 수련 전과 후 모두 5개의 토픽을 산

출하였다. 토픽모델링 이전에 키워드 분석을 하여 결과해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픽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SNPE 100일 수련 전 Topic 1의 주요 키워드는 ‘개선’, ‘통증’, ‘병원’, ‘요

추’, ‘물리치료’로 나타났다. 바른자세운동(SNPE) 효과 검증을 위한 체험사례

분석 보고서(2019)에 따르면 SNPE 참여자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의 70%는

척추 또는 경추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

로 볼 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경우 이미 척추 또는 경추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권성호(2019)의 SNPE

참여 전 치료 방법 분석을 통해 SNPE를 체험하기 전에 통증 치료를 위해 여

러 치료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NPE 전에는 통증 개선을 위

해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같은 타인에 의한 처치를 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Topic 2의 주요 키워드는 ‘통증’, ‘어깨’, ‘경추’, ‘일’, ‘왼쪽’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과 직업인들에

게 목, 어깨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Mekhora, Liston, Nanthavanij & Cole, 2000). 김돈규, 조수현, 한태

륜, 권호장, 하미나, & 백남종(1998)의 연구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어깨 통증과 관련되는 근육인 경추 주변의 근육, 승모근뿐만 아

니라 극상근, 극하근과 상부 배부의 근육인 방형근 등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심미정, 손인아, 홍성기(2009)는 어깨 통증과 상부 배부의 근

육들의 문제는 목과 어깨의 전이통과 방사통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권성호

(2019)의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67%가 증상이 발현된 가장 큰 원인으로

‘바르지 못한 자세’를 꼽았다. 이는 평소 자세가 신체의 건강과 부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깨’와 ‘경추’가 동반되어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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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깨 통증 호소자의 경우 경추 또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음을 의

미한다. (Hecaen, & Sauguet, 1971)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대부

분의 다수는 오른손잡이이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만이 왼손잡이이다. 또한 주로

쓰는 근육은 근력이 우세해지고 반대쪽 근육은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통증은 주로 근력이 약해지는 곳에 발생한다(김유신, 2019). 따라서 기존 연

구를 통해 우세 손의 반대편인 ‘왼쪽’에 통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왼쪽’의 의미를 뒷받침한다.

Topic 3의 주요 키워드는 ‘1번’, ‘2번’, ‘3번’, ‘동작’, ‘다리’로 나타났다.

SNPE는 스프링과 보철에 의해서 비뚤어진 치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치아교

정의 원리를 착안하여 만든 자세 회복 운동으로 다리에 체형 교정 벨트를 착용

해 불균형한 신체를 본래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최중기,

2007). 치아 교정 시 치아의 움직임에 의한 통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통증은

교정 환자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연구되었다(이주

희, 이상민, 박인영, 2012; Haynes, 1974). 치아교정의 원리를 적용한 운동

인 SNPE에서도 치아교정과 마찬가지로 벨트를 착용하고 운동을 수행할 경우

통증이 발생한다. SNPE 벨트 운동수행 시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 선행 연구

들과 분석한 체험사례의 내용을 통해 ‘1번’, ‘2번’, ‘3번’, ‘동작’, ‘다리’ 키워드는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에서 도출된 단어임을 고려했을 때 처음

SNPE를 시작했을 때 시도한 동작들의 어려움 또는 벨트 착용 시 발생한 통증

에 대한 키워드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Topic 4의 주요 키워드는 ‘몸’, ‘학생’, ‘지인’, ‘일상생활’이다. 권성호(2019)

의 SNPE 유입경로 분석에 따르면 지인 소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

로 지인의 소개를 받는 경우는 학생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어려

운 경우가 많고, 다양한 치료를 경험하다가 지인의 추천과 권유를 통해 운동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정건, & 김지현(201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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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보완대체요법은 주변 지인의 권유를 통해 알게 되어 이용하는 경우

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Topic 5은 ‘지도자과정’, ‘강사’, ‘동작’, ‘요가’, ‘100일’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

났다. SNPE 효과 검증을 위한 체험사례 분석 보고서(권성호, 2019)에 따르

면 운동 참여 경험을 밝힌 281명의 사례 중 요가 참여가 67%(188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치료법으로는 대표

적으로 요가, 필라테스, 운동 참여(예: 걷기, 스포츠 활동 등)로 구분할 수 있

다. 하지만, 기존의 통증 완화 운동은 통증 부위에 따른 특화된 운동 방법 또

는 동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최중기, 윤지유, & 신명진, 2019; Ekiciet et

al., 2017; Landmark et al., 2011; Tekur, Nagarathna, Chametcha,

Hankey, & Nagendra, 2012).

반면, SNPE는 최중기, 윤지유, & 신명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운

동치료법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운동 동작에 따른 부위별 통증 감소 효과가

부분적으로 증명이 되어 SNPE가 통증 치료에 전문적이면서 최적화된 운동이

라고 할 수 있다. SNPE가 기존 운동치료법 보다 통증전문운동으로 적합하다

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이전에 몸이 아팠던 사

람들의 경우 대부분 SNPE를 경험하기 전 회원으로 ‘요가’를 경험했거나 통증

을 개선하기 위해 ‘요가 강사’가 되었지만, 통증의 재발로 SNPE를 알게 된 후

지도자과정을 등록해 SNPE의 기본 동작 8가지로 100일 수련을 시작하게 되

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권성호(2019)의 보고에 따르면 SNPE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중

다수가 이전에 요가 강사였거나 현재에도 요가 강사로 활동하면서 SNPE를 지

도 및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

된다.

SNPE 100일 수련 후 Topic 1의 주요 키워드는 ‘동작’, ‘1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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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키워드들을 통해 어깨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SNPE 벨트 운동 4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윤지유 등(2019) 연구에 따르면 SNPE가 경추와 어깨

통증 감소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SNPE 벨트 운동 4

가지 동작인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통해 경추와 어깨의 전면과 후면 근

육을 균형적으로 이완시키고, 등척성 수축을 통한 바른 자세 정렬을 도와준다

고 보고하였다. 권성호(2019)의 SNPE 도구와 동작별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에 활용한 사례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큰 효과를 경험한 운동 동작은 1번

동작, 뒤를 이어 4번 동작(구르기), 2번 동작, 3번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키워드 또한 SNPE 도구와 동작별 효과 보고서와 일치하게 도출되

었다.

Topic 2는 ‘개선’, ‘요추’, ‘다리’, ‘학생’, ‘경추’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인

체에서 관절의 한 부위의 운동성이 감소하면 다른 이웃 관절에 과도한 스트레

스를 주거나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어깨뼈의 위치와 안정성은 어깨 부위에 국

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경추와 흉추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척추의 근골격계 기능장애는 요부안정화의 장애를 일으킨다(Edmondston,

Singer, 1997; Kuukkanen, & Malkia, 2000). SNPE 참여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권성호, 2019)에 따르면 신체 부위별 증상은 일반적으로 단

일 부위만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동시

에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부위별 증상에서 SNPE를 통해

통증 완화 및 교정 치료 효과를 경험한 사례가 70% 이상으로 나타나 SNPE

의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SNPE를 통해 교정된 바른

자세는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

사한 바 있다. 따라서 어깨 통증 개선을 위해서 시작한 SNPE 운동을 통해 학

생 때부터 불편했던 요추와 경추의 불편함도 개선이 되고 다리에 착용하는

SNPE바른 자세 벨트를 통해 다리의 교정 효과 또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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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3의 주요 키워드는 ‘몸’, ‘증상’, ‘지인’, ‘3번’, ‘흉추’이다. 즉, ‘지인’에

게 소개를 받아 시작한 SNPE를 통해 ‘몸’의 ‘증상’이 개선되어 주변 지인들에

게 본인 또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의 추

천과 권유가 운동 참여에 큰 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권성호, 2019). 또한

SNPE 3번 동작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해주는 동작으로 요추의 안정화에 도움

이 된다. 요추 안정화는 ‘흉추’의 운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모민상, 정호발, 우지혜, & 고태성, 2014).

Topic 4의 주요 키워드 ‘통증’, ‘경추’, ‘근육’, ‘베개’, ‘웨이브’이다. 윤지유 등

(2019)의 연구에 따르면 SNPE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경추와 어깨의 통증

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SNPE 프로그램은 도구를 활

용한 스스로하는 근막이완을 통해 마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권

성호(2019)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구별 SNPE 효과 분석에서 웨이브베개가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통증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웨이브베개는 SNPE의 기본 도구 중 하나이다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에서는 수면 시 웨이브베개를 경추에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고 근육의 근막 이완을 위해서도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웨이

브베개 사용이 어깨 통증 완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Topic 5는 ‘100일’, ‘지도자과정’, ‘대표’, ‘강사’, ‘어깨’가 주요 키워드이다.

SNPE는 효과검증을 위한 체험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통증 완화 및 교정 치료

에 탁월한 교정 치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중기, 윤지유, 2017; 권

성호, 2019). 뿐만 아니라 SNPE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Topic 5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통해 유추해 볼

때 SNPE 지도자과정 동안 진행되는 100일 수련을 통해 어깨 통증이 개선된

사람들의 경우 SNPE를 창안한 최중기 교수님, 실습을 진행해주신 윤지유 교

수님과 수석강사님, 지도자과정 동안 수련에 도움을 준 멘토 강사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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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체험사례를 통해 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키워드들이 도출

되었음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

된 결과는 SNPE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작성된 체험사례를 자료로 활용해 분석

하였으므로 강도 높은 SNPE 수련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3개월을

기준으로 SNPE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화를 위해서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검증 또한 필요하다. 둘째, 비정량적인

자료를 정량적 자료로 변환해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량의 자료들이 생

성되는 현실에서 내용분석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지만 토픽모

델링도 통계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서의 주제를 도출하는데 절대적인 연

구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 주제어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정의된 단어 사전은

단어의 정의와 유사어 및 동의어 지정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

되어 있어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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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네트워크 및 토픽모델링 분석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SNPE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NPE ‘어

깨’ 체험사례를 100일 수련 전과 후로 나누어 변화를 비교하였다. SNPE 수련

전과 후의 주요 키워드를 비교하고, 주제어와 응집구조를 분석한 후 키워드들

의 주제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SNPE 100일 수련 전 체험사례의 주요 주제어는 ‘통증’, ‘몸’, ‘개

선’, ‘어깨’, ‘지도자과정’으로 나타났다. SNPE 100일 수련 후 체험사례의

주요 주제어는 ‘동작’, ‘통증’, ‘몸’, ‘어깨’, ‘개선’으로 나타났다. SNPE 100

일 수련 전과 후 체험사례의 중심성과 응집구조는 모두 ‘통증’, ‘몸’, ‘개선’,

‘어깨’로 같은 주제어들이 도출되었다.

둘째,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체험사례에서 주요 주제어는 ‘통증’,

‘몸’, ‘개선’, ‘어깨’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지만 단어들 간의 중요도에서 차이

가 나타났다. SNPE 100일 수련 전 주요 주제어는 몸(0.14), 개선(0.12),

어깨(0.10), 지도자과정(0.08), 1번(0.07)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SNPE

100일 수련 후 주요 주제어는 동작(0.254), 통증(0.196), 몸(0.117), 어

깨(0.117), 개선(0.098)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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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SNPE 100일 수련을 통한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는 SNPE 벨트 운동(1번, 2번, 3번, 4번)

이다.

2. 제언

향후 진행하게 될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것이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단어 사전 작성 당시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체험사례에 등장하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정의하였다.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 체험사례 분석을 위한 후속 연구를 한다면 단어 사전 정의 시 수련

전과 후의 단어를 구분해서 정의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주제어 간의 비교를 통해 공통으로 출현한 주요

주제어들의 의미를 비교했다. 후속 연구에서 체험사례 내용을 추가하여 단어

들만이 아닌 문장을 비교한다면 SNPE 100일 수련 전과 후의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에 대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연구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SNPE가 어깨 통증 개선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SNPE 벨

트 운동으로 나타났다. SNPE 벨트 운동을 통해 어깨 통증이 개선되는 원

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어깨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SNPE 근거 기반의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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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Shoulder Pains after 100 Day’s SNPE
Practices

: Utilizing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by Lee, Hyo-Jin

Majoring in Exercise Prescription and Health Exercis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ports Industry of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ynthesize and scrutinize the effects 

of shoulder pain release SNPE 100 day’s practices of participants by 

utilizing social theory.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diaries of 

instructor education programs between 2012 and 2020.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267 experience cases, excluding 552, 

were selected based on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among 819 

experience cases written on the official website. 

As the first step of the analysis, only noun words were extracted, and 

the user dictionary was constructed to define the similar words, deleted 

words, and designated words.

Frequency analysis and centrality analysis (degree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 clustering) were calculated by participating to cyra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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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of experience cases before and after SNPE 100-day practices 

were extracted and a Co-occurrence network was created. Network 

connection structure and centrality analysis were conducted, and major 

topics were confirmed through topic model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keywords of the experience cases before 

the 100-day SNPE practices were “pain”, “improvement”, “body”, and 

“shoulder”, which were high in both frequency and centrality analysis. 

“Pain”, “improvement”, “body”, and “shoulder” were keywords centered 

on discussions before the 100-day SNPE practices and can be said to be 

essential areas that make up the experience case before the 100-day 

SNPE practices.

The keywords of the SNPE 100-day practices experience case were 

“motion”, “pain”, and “shoulder”, which were high in both frequency and 

centrality analysis. “Motion”, “pain”, and “shoulder” can be said to be 

words that are central to the experience case after 100 days of SNPE 

training and have an important influence within the text.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before SNPE 100-day practices, Topic 1 

was categorized as a topic related to efforts to treat pain, with 

"improvement", "pain", "hospital", "lumbar spine", and "physical therapy" as 

the main keywords. Topic 2 has major keywords such as "pain", 

"shoulder", "cervical spine", "work", and "left". This was categorized as the 

cause and symptoms of shoulder pain as a topic of symptoms that 

appeared mainly along with the area where shoulder pain occurred. 

Topic 3 is a topic that mentions difficult movements when entering 

SNPE, with major keywords such as "No. 1", "No. 2", "Motion", “Leg”, "No. 

4", categorizing the topic into the introductory SNPE. Topic 4 consisted 

of the main keywords “body”, “student”, “symptom”, “acquainta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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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and was categorized as an inflow route of SNPE because it 

consisted of topic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knowing and entering 

SNPE. Topic 5 consisted of major keywords such as “leader process”, 

“instructor”, “motion”, “yoga”, and “100 days”. This consists of the topic 

in which people with different jobs become SNPE instructors through the 

SNPE leadership process, with "leader process", "instructor", "motion", 

"yoga", and "100 days" appearing as the main keywords.

 As a result of topic modeling after 100 days of SNPE training, Topic 1 

was categorized as a SNPE shoulder pain relief moves because "motion", 

"No. 4", "No. 2", and "No. 3" were the main keywords and topics that 

were effective in relieving shoulder pain. Topic 2 consisted of 

"improvement," "lumbar spine", "leg", "student", and "cervical spine", and 

consists of keywords that mean improvement of shoulder pain and 

uncomfortable areas through SNPE, so Topic was categorized as 

improving shoulder pain through SNPE. Topic 3 showed "body", 

"symptom", "acquaintance", "No. 3", and "thymus" as the main keywords. 

This topic was categorized as an effect of promoting SNPE as it consists 

of keywords in which people start SNPE with the introduction of 

acquaintances and recommend SNPE to acquaintances after the pain has 

improved. Topic 4 was categorized as an SNPE tool effect because it 

consisted of topics related to the effect of relieving shoulder pain 

through wave pillows, with "pillow", "cervical spine", "muscle", "pillow", and 

"wave" as the main keywords. Topic 5 was categorized as keywords to 

express gratitude for the subjects who helped during the practicing 

process after 100 days of practicing, with "100 Days", "leader course", 

"representative", "instructor", and "shoulder".

Through this study, the SNPE exercise, which was helpful to thos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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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ed of shoulder pain, was confirmed as belt exercise. Based on 

this, if research on the principle of improving pain in SNPE belt exercise 

is also conducted, it is believed that more effective exercise prescription 

will be possible for pain complainants to improve shoulder pain.

 The analysis of SNPE experience cases conduc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basis and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SNPE, which has grown based on empirical cases.

Keywords: Big Data, Social Network, Text Analysis, Experience of

Qualitative Research, Experience Cases, Research Trigger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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