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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운동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과민성방광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 전공

신 연 화

본 연구는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경험이 배뇨장

애 증상 및 삶의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살펴보

고, SNPE 운동이 여성들의 배뇨장애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운동 중

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SNPE 네이버 카페에서

빈뇨, 잦은 배뇨, 야간뇨, 야뇨증, 야간 빈뇨, 배뇨장애, 과민성방광, 요실금

등의 단어로 검색하여 SNPE 운동으로 배뇨장애를 극복한 여성을 이론적 표본

추출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 총 8명을 선정하였다. 그 후 6월 16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심층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전사한 면접 자료와 SNPE 네이

버 카페에 기록되어 있는 수련일지, 체험사례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한 자료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을 통하여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과 관련하여 개

념 123개, 하위 범주 13개, 범주 6개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는 ‘SNPE 입문 동

기’, ‘외부의 영향’,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로 나

타났다.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에 관한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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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맥락적 조건은

‘지인의 권유’,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으로 중재적 조건은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으로 나타났다. 상호 작용 전략은 ‘선택,

집중, 반복’,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으로 결과는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핵심 범주는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났다. 즉,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빈번한 요의 걱정 없

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여

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의 과정 분석은

‘SNPE 입문 단계’, ‘효과 인식 단계’,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 ‘평가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운동에 입문하고 수련을

통하여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개선 효과를 인식한 후 더욱 수련에 정진하였다.

그 결과 배뇨장애 증상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뇨장애로 인한 불편

함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단계를 거친다.

주제어: 배뇨장애, 빈뇨, 야간뇨, 요실금, 과민성방광, SNPE 운동,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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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에너

지 보충을 위해 밥을 먹고, 배뇨 배변을 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잔다. 이러한 생

리 현상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통상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도 놓이게 된다. 업무 또는 회의 중에 자주 요의를

느껴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

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또한 여가 생활을 즐

기는 가운데 빈번한 요의로 원하는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올 때 느끼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Bø,

2004). 이렇듯 생리 현상은 우리 삶의 곳곳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이다.

통상 하루 평균 배뇨 간격은 3~4시간마다 1회 하루 8회 미만이며 취침 시

1회 정도이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그러나 배뇨 간격이 1~2시간

으로 짧아지고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고 취침 시 2회 이상 요의를 느껴 잠

에서 깨어난다면 배뇨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또한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

의 요의를 느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소변이 새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배뇨장애는 성인 10명 중 1명이 해당한다고 한다(국민건강보험,

2017;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의 보고에 의

하면 국내 성인 유병률은 12.2%이고 성별에 따른 유병률은 남성 10.0%, 여

성 14.3%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다(국민건강보험, 2017). 외국의 경우도 다

르지 않은데, 미국 남성 16.0%, 여성 16.9%로 조사되었고 유럽 6개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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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유병률은 16.6%로 나타났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 12.4%, 대만 20.9%의

유병률을 나타낸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배뇨장애는 젊은 층에서

도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김욱현 등, 2003; Jungsoo Chae, Eun-hee

Yoo, Yeonseong Jeong, Seungyeon Pyeon, Donguk Kim, 2018) 요실

금과 더불어 연령 증가에 따라서 유병률도 증가하기 때문에(하혜진, 우상준,

양은진, 2020; Corcos J et al., 2017)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더

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배뇨장애는 일상생활, 수면, 여가 활동, 성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하혜진

등, 2020; Corcos J et al., 2017; Mikolaj Przydacz et al., 2021). 제

시간에 화장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

고, 야간뇨는 수면 장애를 유발하여 낮 동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업무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하혜진 등, 2020; Corcos J et al., 2017). 산

업화 사회에서 삶의 질은 스포츠, 취미, 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배뇨장애를 경험하는 여성은 스포츠 활동

에 제약을 받거나 이전에 즐겼던 여가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어 삶의 질

에 영향을 받는다(Corcos J et al., 2017). 성생활에도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요실금 환자는 요실금이 아닌 환자보다 성기능 장애의 유병률이 상당

히 높다고 한다. 성관계 중 소변 누출 경험으로 인한 당혹감과 두려움이 성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비위생적

인 생활, 생식기 피부염, 노령층의 경우 요절박으로 인한 낙상, 골절 등에 노

출될 수 있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안인숙, 김동일,

최민선, 2013; Corcos J et al., 2017; Mikolaj Przydacz et al.,

2021). 배뇨장애 증상은 중년 여성들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복압성 요실금

보다 더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기도 하고(Van der Vaart, De Leeuw,

Roovers, & Heintz, 2002), 증상만으로도 피로, 불안, 우울감 등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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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문제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Corcos

J et al., 2017; Stewart et al., 2003). 이처럼 배뇨장애는 여성의 생활

전반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치므로 배뇨장애 증상 치료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명재, 배상욱, 김세광, 2008).

배뇨장애의 증상 완화 방법엔 의학적 치료와 비약물적 중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학적 치료는 약물요법, 수술 등이 있고 방광훈련, 골반저운동, 생

활 습관 교정 등의 행동치료가 비약물적 중재 방법에 속한다(박주연, 김나현,

2020). 의학적 치료 방법인 약물요법의 경우 입 마름, 변비,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이 처방되는 모든 약제에서 발생하고 노인 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

작용 발생의 빈도나 심각도가 높다고 한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박

주연, 김나현, 2020; 양예슬, 김영상, 2020). 행동치료의 경우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카페인, 술, 탄산음료 등을 피하게 한다. 또

방광 용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15~30분 간격으로 주 단위로 배뇨 간격을 늘려

2~3시간마다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Burgio, 2009).

방광훈련과 더불어 케겔운동으로 알려진 골반저운동도 행동치료에 포함되는

데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해야 그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흥미성이 낮아

지속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김명기, 이성기, 이해림, 2020; 전명재 등,

2008). 배뇨장애의 일차적 치료인 행동치료, 약물요법 등으로도 호전되지 않

는 경우 신경 조정술과 수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치료 후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김세웅, 2011;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병원 치료를 시도했지만 앞서 설명한 단점들과 부작용 등으로 망설이게 되

고, 치료 효과가 없어서, 시간 부족, 수술, 의료 비용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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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꺼리거나 중단하기도 한다(안인숙 등, 2013). 이러한 이유로 의학적 치

료나 약물 치료보다는 요가, 필라테스, 골반저운동 등의 운동을 통하여 증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김명기 등, 2020; 박은경, 이한준, 2006; 임

은정, 서혜욱, 배윤정, 구현정, 이대택, 2005).

케겔 운동이나 요가 수련은 항문괄약근,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

로써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강위달, 이거룡 2016; Burgio, 2009), 필라테

스는 골반저근 및 심부 근육, 코어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김명기 등, 2020).

또한, 이해현, 이승원, 송창호(2009)는 골반저근 운동프로그램을 8주간 실시

하고 최대 질 수축압, 골반저근 활성도를 측정하여 긴장성 요실금, 하부 요로

증상, 요실금이 호전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배뇨장애의 운동

중재 방법은 골반저근과 항문괄약근 강화가 그 주를 이루고 있고, 이외에 복부

근육, 하지근력 운동 등의 효과도 검증되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전문가의 지

도가 필요하고 흥미성이 떨어져 지속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

의 경우 동작 습득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이고 호흡 방법을 익히

기 어려워 적응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김재은, 노미라, 윤필규, 2020; 홍서

현, 김미혜, 2020). 따라서 좀 더 배우기 쉽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재 방법이 필요하다.

SNPE 운동은 통증 치료와 체형교정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 요인

에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운동이다(신명진, 고지현, 윤지유 2019; 윤지유

등, 2019; 이희진 등, 2020). 비교적 배우기 쉽고, 몸에 무리가 가거나 격렬

한 동작이 아니어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가능한 운동이고 작은 공간에서 실행

가능한 운동이다(최중기, 윤지유, 신명진, 2019).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

교육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어 SNPE 운동 참여자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

이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운동의 인터넷 카페에는 SNPE 운

동 후 빈뇨, 야간뇨, 요실금 등 배뇨장애 개선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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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운동 후 증상이 좋아지거나 사라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운동 중재 방법을 통하여 빈뇨나 야간

뇨 등이 호전된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골반저운동이나 복부 근력, 하지근력

단련으로 요실금이 개선된 사례(김명기 등, 2020; 박은경, 이한준, 2006; 임

은정 등, 2005)나 배뇨장애로 인한 증상 심각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삶의 질

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하혜진 등, 2020; Corcos J et al., 2017). 그

렇기에 본 연구를 통하여 SNPE 운동을 통한 배뇨장애 증상 호전 사례의 효과

가 검증된다면 배뇨장애 증상의 새로운 운동 중재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듯

하다.

그래서 SNPE 네이버 카페에 수록된 체험사례 중 배뇨장애가 개선된 사례

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질적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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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경험이 배뇨장

애 증상 및 삶의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살펴보

고, SNPE 운동이 여성들의 배뇨장애 증상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운동 중

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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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으로서 SNPE 운동 참여 경험은 어떠하였는

가?

둘째, SNPE 운동 참여 이후 배뇨장애 증상과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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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바른자세척추운동이라고도 알려진 SNPE 운동은 치아교정의 원리를 적용한

운동으로 벨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척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교정

운동법이다. 골반에 고관절⦁골반교정용 탄력 밴드와 다리 관절에 ‘바른 자세

벨트’라고 하는 비탄력 벨트를 착용하고 시행하는 4종류의 ‘벨트 운동’이 있다.

그리고 인체 구조에 맞게 고안된 도구를 사용하여 척추 주변 속 근육을 자극하

여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고 변위 된 척추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종류의 ‘도구 운동’이 있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은 만성통증, 관절 가동범위, 심리적, 생리적 요인에서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전문 통증 치료 운동이다(신명진 등, 2019; 윤지

유 등, 2019).

2) 배뇨장애

이론적 정의: 방광에 모인 소변이 요도를 통하여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것을 ‘배뇨장애’라고 한다. 국제요실금학회의 정의에 의하면, 주간 빈뇨(이하

빈뇨), 야간뇨, 요절박, 요실금 등의 하부 요로 증상과 요역동학검사 소견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배뇨 후에도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며 요속이 낮고

잔뇨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배뇨장애란 빈뇨, 야간뇨, 요절박, 잔뇨감, 요실금

등의 증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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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배뇨장애 (Voiding dysfunction)

하부요로는 상부요로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저장되었다 적절하게 배출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저장과 배뇨 작용은 방광과 요도뿐 아니라 중추신경계

와 말초신경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기전이 작용하며 이러한 기전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이상이 발생한다면 배뇨장애가 발생한다.

하부 요로 증상은 저장증상, 배뇨증상, 배뇨 후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배뇨장애는 저장증상에서의 이상을 말한다. 하루 중 소변을 8회 이상 보는 증

상인 빈뇨(urinary frequency), 갑작스러운 요의와 함께 소변을 참기 어려워

화장실을 찾게 하는 증상인 요절박(urgency), 소변을 참기 어렵고 빈뇨와 함

께 방광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소변이 누출되는 절박성 요실금(urge

urinary incontinence), 수면 중 1회 이상 잠에서 깨어나 배뇨하는 야간뇨

(nocturia) 등이 저장증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광에 소변이 모이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방광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빈뇨, 절박뇨, 야간뇨, 절박성 요실

금 증상이 동반되는 증상을 과민성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이라고

한다. 국제요실금학회(ICS;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에서는 과

민성방광의 정의를 요로감염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절박성 요실금을 동

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절박뇨를 말하며 야간뇨나 빈뇨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객관적 검사소견 없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증

상 증후군이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Brubaker, Chapple, Coyne

& Kopp, 2006).



- 10 -

2. 신경인성 방광(Neurogenic bladder)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과 요도를 지배하는 여러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배뇨장애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의 이

상으로 인한 배뇨 기능 장애는 중요한 의학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도 야

기하고 있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가장 흔한 원인은 교통사고나

외상으로 인한 척수의 손상 때문이다.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이나 종

양,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척수나 척수 신경의 눌림 같은 신체적인 문제도 주요

원인이다. 그 외에 직장암 수술, 자궁경부암의 근치적 자궁절제술 등의 수술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배뇨장애 증상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27~92%에서 나

타난다. 그리고 위 질환의 치료와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이 회복되면 배뇨장애

증상이 회복되지만 신경손상이 심한 경우나 영구히 손상된 경우는 증상이 지속

적으로 나타난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3. 배뇨장애와 운동과의 관계

배뇨장애 측면에서의 운동은 골반저근육 운동이 대표적이다. 바른 정렬이 무

너진 인체의 불균형, 임신과 출산, 성관계, 노화로 인하여 골반기저근들이 약

해지면 골반 내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져 여러 가지 배뇨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미국의 산부인과의(産婦人科醫) 아놀드 케겔이 골반기저근인 항문거근을 수축

시켜 강화시키는 질 회음 운동법을 개발해서 1948년 보급하였다. 이 운동법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발기부전과 조루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강위달,

이거룡, 2016). 골반 근육은 type 1(slow twitched muscle) 근섬유와

type 2 (fast twitched muscle)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type 1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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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지근섬유라고도 하는데 골반기저근의 전면에 70%의 비율을 차지하고 오

랜 시간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 type 2 섬유의 피로 후 수축을 유지하는 역할

을 한다. 반면 type 2 섬유는 속근섬유라고 하고 골반기저근의 후면에 30%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복압 상승 시 단시간 내에 강하게 수축하여 복압성요실금

을 방지하지만, 피로도가 높다(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2003). 요가 동

작에서 근육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문괄약근,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강위달, 이거룡, 2016; Burgio,

2009).

복부 골반강의 바닥을 형성하는 골반기저근은 복횡근(transversus

abdominis), 복직근(rectus abdominis), 내복사근(internal oblique

abdominis), 외복사근(external oblique abdominis)을 포함하는 복합 근육

으로 심부에 있는 척추 내재근들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한다(Hodges,

Eriksson, Shirley & Gandevia, 2005). 따라서 골반기저근과 복부의 근육

약화는 자세 조절, 복부의 압력, 배설 조절 능력을 감소시킨다(Sapsford,

Richardson, Maher & Hodges, 2008). 또한, 복부비만은 복부 압력의 증

가로 골반 기저에 장기적 스트레스를 주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Subak et

al., 2009). 따라서 복부 근육의 강화와 복부비만을 감소시키는 것이 배뇨장

애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예방할 수 있다. 이외의 운동으로 필라테스는 골반저

근 및 심부 근육, 코어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김명기 등, 2020).

4. SNPE의 효과

SNPE 운동은 비뚤어진 치아가 스프링과 여러 가지 보철로 교정이 되듯이

비뚤어진 척추도 벨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자세

회복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인체 구조에 맞게 고안된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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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또 교정용 벨트를 정해진 곳에 묶고 운동을 시행하

면 불균형한 신체를 원래의 구조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와 더불어 만성적인 근

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의 회복을 돕는다(최중기, 윤지유, 2017).

통증 전문 운동 치료법인 SNPE 운동은 여러 논문에 효과가 검증된 운동프

로그램이다. 신명진 등(2019)은 만성통증을 가진 여성 131명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실험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SNPE 운동을 진행할수록 통증이 감소하

였다. 통증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통증이 감소하였다고 한

다. 또 이 실험에서 통증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는데, 통증이 감소

하는 정도만큼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만성통증과 함께

나타난 스트레스가 통증이 사라지면서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비

슷한 연구로 허리, 목, 어깨, 골반, 고관절, 무릎 등의 만성통증과 스트레스 해

소에 효과가 검증되었으며(신명진 등, 2019; 최중기 등, 2019), SNPE 운동

으로 인한 만성통증 감소가 우울 정서 해소에도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윤

지유, 신명진,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SNPE 운동이 통증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경추와 어깨

관절 가동범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만성근골격계 통증을 지닌 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추와 어깨의 관절 가동범위에 SNPE 운동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경추와 어깨의 관절 가동범위의 개선에 도움

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윤지유 등, 2019). 그 외 여러 연구에서 경부통, 요

통, 두통 완화 등의 효과와 전방 머리 자세 등 자세 정렬에도 효과가 검증되었

다(노수연, 경지혜, 신명진, 2021; 윤지유 등, 2019; 이희진, 2021).

5. 근거이론

근거이론 방법은 1967년 미국의 글레이저 (Glaser)와 스트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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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에 의해 개발된 질적연구 방법이다. 기존의 양적 접근방법에 의문을

품고 새롭게 질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양적연구의 기반인 실증주

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다. 두 사람은 실증주의와 상호작용이론을 결합하

여 간호학에 처음 적용하였다. 이들은 당시의 가설 검증을 중시하는 사회 과학

적 연구에 비판적이었는데, 사회의 구조나 체계, 역사, 제도와 같이 거시적 요

인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인 ‘거대이론(Grand Theory)’과 대비시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이라고 이름 지었다(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근거이론은 특정 사회 현상에 관하여 밝혀진 바가 거의 없거나, 새로운 해석

을 얻어내기 위하여 실제적인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이다. 양

적연구 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특정한 집단, 특정 분야의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유용하며, 실제 조사를 통하여 연구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접근

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양적연구와는 달리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하였

다. 여기에서 이론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자료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작은 이론’으로 ‘실질 이론’이라고 명명하였다. 근거이론이 상대적으로

질적연구 방법 중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료를 단순히 기술만 하

지 않고 그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 ‘실질 이론’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글레이저와 의견 차이로 갈라선 스트라우스는 코빈과 협업하면서 ‘근거이론

의 이해’라는 이론서를 펴냈다. 이 책은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

를 제시하고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실질 이론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여 쉽게 설명하였다. 스트라우스와 코

빈의 방법은 자료 해석의 과정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들의 연구

과정의 중심에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방법이 있다. 자료 분석 과정을 ‘코딩’이

라고 하는데,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코딩 작업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졌

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코딩 과정을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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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설명한다. 개방 코딩은 연구자가 가장 먼저 하는 코딩으로 “자료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는 분석과정”(Strauss &

Corbin, 1990)을 말한다. 즉 개방 코딩이란 원래의 자료에서 조금 더 추상화

된 개념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자료에서 도출한 추상화된

범주를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가 개방 코딩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비교, 대조

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축 코딩이라고 한

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은 축 코딩을 설명하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축 코딩 과정에서 제시된 연구의 틀로 개방 코딩 범주의 관계

를 설명한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한 범주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고 그 맥락은 무엇인지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패러다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

게 이야기의 틀로서 기능하는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심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 등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Strauss & Corbin, 1990). 개방 코딩으로 도출한 범주들의 관계를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패러다임 모형은

효과적인 연구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 모형 틀에 자신이 도출한 범

주들을 대입하여 보면 범주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서 선택 코딩은 코딩의 최종 단계로 범주들을 최대한 통합하여 새

로운 속성이나 차원이 없도록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

한 점은 핵심 범주의 형성이다. 연구의 중심 주제를 표현하는 핵심 범주를 중

심으로 범주 간에 나타나는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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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근거이론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근거로 개념적 가설과 이론을 도출하

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새로이 검증이 요구되는 연구에서 근거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Strauss & Corbin, 2001). 근거이론은 자료를 수집, 분석하

는 과정에서 ‘실질 이론’을 형성해 간다. 자료를 근거로 비교, 분석하고 코딩

(cording)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론을 구성한다. 연구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기 마음대로 분석할 가능성이 줄

어들고 질적연구가 처음인 사람도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경험

을 심층 분석하고, 그 분석을 근거로 SNPE 운동이 배뇨장애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을 적

용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근거이론 방법에서 ‘이론적 표본추출’이란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현상을 경험

한 사람 중에서 이론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선발하

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그래서 본 연구는 SNPE 네이버 카

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에서 배뇨장애 증상을 경험한 여성 중 SNPE 운

동으로 배뇨장애를 극복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론적 표본추출에 근거하여 총 8

명을 선정하였다. 빈뇨, 잦은 배뇨, 야간뇨, 야뇨증, 야간 빈뇨, 배뇨장애, 과

민성방광, 요실금 등의 단어로 검색하였으며 본 연구와 부합되는 대상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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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나 질환 여부, 병원 치료 여부, 생활 습관 등은 면접 전 사전 기본 질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동의하에 가명 사용.

이채린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야간뇨, 잔뇨감] SNPE 지도자 과정 전에

보건소에서 무료 강좌로 한, 두 달 정도 체험하였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SNPE 운동 전 요가, 헬스, 밸리댄스 등을 경험하였고 스포츠 활동 전,

활동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불편을 느꼈다고 한다. 무엇인가 하기

전, 외출하기 전 화장실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고, 낮 동안 화장실에 자주 가서

불편하긴 하였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없었고 밤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야뇨증이

있었다. 출산 횟수는 1회로 출산 후 공황장애, 산후 우울증, 불안감, 우울감

등의 증상과 사람 만나기를 꺼릴 정도로 몸이 아파서 SNPE 운동을 시작하였

이름 나이 병력 흡연 음주 카페인 SNPE 수련 기간

이채린 40세 X X X X 2년 이상

윤미르 45세 X X X O 3년 이상

정하리 51세 직장암 수술 O X O 1년 이상

도은수 44세 X X O O 2년 이상

손예은 38세 X X O O 2년 이상

이루리 53세 자궁적출술 X O X 3년 이상

김해나 48세 X X X O 2년 이상

신서린 46세 X X X O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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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미르 [배뇨장애 주 증상: 야간뇨, 잔뇨감, 요실금(심하지 않았음)] 방송 댄

스 강사로 춤출 때 각성효과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한다. 42세 때 근

골격계 통증으로 몸이 너무 아팠는데 같은 센터에서 일하는 SNPE 지도자의

권유로 SNPE 운동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3년 정도 수련하였고 출산 횟수는

2회이다. 등 근육의 유착이 심해서 신경 주사를 맞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생하기도 하였다. 잘 체해

서 바늘을 가지고 다니며 손이나 발을 따기도 하였다고 한다. 허리에도 신경

주사를 맞는 등 몸 전체적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SNPE 운동 권유를 받았

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SNPE 지도자 과정에 등록하였다고 한다. 잔뇨감은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에 집중이 깨질까 50분 수업마다 일부러 화장실에 들렀

다고 한다. 야간뇨 때문에 잠을 푹 못 자고 다음 날까지 피곤이 과중 돼 이동

중에 쪽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하리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야간뇨]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 좋을 때 지

인과 체육센터에서 SNPE 관련 홍보물을 보고 SNPE 운동을 시작하였다. 출

산 경험은 없고, 2019년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배뇨장애가 생기지

는 않았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 하기 전에 꼭 화장실에 먼저 가는 것

이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고 한다. 손, 발이 차고 추울 때는 증상이 더 심

해져 날씨가 추워지는 봄, 겨울엔 토익 시험(2시간 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

았다고 한다. 커피를 물처럼 마셨고, 빈뇨는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아 불편함

을 못 느꼈으나,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생긴 야간뇨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 자

늘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발이 시리면 요의가

느껴져 여름에도 겨울용 타이츠에 수면 양말까지 착용하였고, 전체적으로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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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고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꼬리뼈 부위 한곳이 튀어나와 일

정 시간이 지나면 속옷이 닳아 구멍이 났는데, SNPE 운동 후 구멍이 나지 않

는다고 한다. SNPE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5개월에 10kg의 체중을 감량하였

고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

도은수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야간뇨, 잔뇨감, 절박뇨, 요실금] 무리한 다

이어트와 스트레칭으로 경추 근육을 다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한의사

의 권유로 구르기를 알아보다 SNPE 운동을 시작하였다. SNPE 지도자 과정

등록 전에 SNPE 본원에서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몸이 너무 굳어 있어 벨트를

묶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외출 시 꼭 화장실을 먼저 가고, 가능하면 멀리 외출

은 삼가고, 물이나 차 등 수분 종류를 마시지 않았다. 스포츠 활동 시, 영화

관람 시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 교통이

정체되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야간뇨로 ‘스트레스

지수 80%’로 표현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은수야! 너 맥주를 마시는 데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어!” 이렇

게 얘기를 해 줘서 빈뇨 증상이 좋아진 것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출산 횟수는

1회이다.

손예은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야간뇨] 운동 강사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 **

대 평생교육원에서 일하던 오빠의 권유로 SNPE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2년 정도 수련하였고 출산 횟수는 1회이다. 운동 강사 자격증 취득

이 목적이었지만, SNPE 운동 입문 전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골반 전방 전위, 요추 4, 5번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여

서 늘 허리가 아팠다. 놀이공원, 영화관, 차 안 등 화장실을 바로바로 갈 수

없는 곳에서의 압박감이 상당했고 그쪽으로 신경이 다 쏠려 있는 상태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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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여행 시 차 안에 ‘휴대용 변기’를 가지고 다닐 정도의 빈뇨가 있었다

고 한다. 성격이 긍정적인 편이라 큰 스트레스는 없었으나 야간뇨는 “잠자기

전 최대한 소변을 비워내고 잔다.” 표현할 정도로 불편을 느꼈다. 영화 예매 시

늘 통로 쪽에 예매를 하였으나 SNPE 운동 후에는 중앙 자리에 예매할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한다.

이루리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절박뇨, 야간뇨] SNPE 지도자 과정 전에

방송 댄스,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던 중 SNPE 운동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출산 횟수는 2회로 출

산 후 허리가 아프고 전방 전위증 진단을 받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꼬리뼈가

골절됐었고, 2008년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는데 배뇨장애 증상 시작 시기가 이

때부터 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변에서 “화장실을 왜 그

렇게 자주 가느냐?” 들을 정도로 빈뇨 증상이 심하였다.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

시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였고, 지하철 이동 시 일부러 내려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한다. 영화관 예매 시 통로 자리 예매는 당연하고 여행 가는 것,

특히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고속버스 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한다. 밤에도 2~3

회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는데 체질이라 여기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

다고 한다.

김해나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야간뇨] 출산 횟수는 1회로 출산 후 체중이

늘어 고민하던 중 SNPE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언니의 권유로 SNPE 지도

자 과정에 참여하였다. 손, 발이 차고 임신이 어려웠고 허리통증이 있었다. 결

혼 전부터 주변에서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능하면 물을 마

시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장거리 이동 시엔 한 시간 전부터 물 종류를 아예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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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린 [배뇨장애 주 증상: 빈뇨, 절박뇨, 야간뇨, 복압성 요실금] 기존에 다

니던 요가원에서 우연히 SNPE 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5년 수련하였다.

SNPE 운동으로 효과를 보고 병원에서도 낫지 않던 증상이 왜 좋아졌는지 궁

금해하던 중 SNPE 지도자의 권유로 SNPE 지도자 과정을 등록하였다. 허리

통증이 심했고,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고, 저리고, 약간 끌고 다닐 정도로 심

하였다. 한의원에서 50세 이후에는 걷지 못할 거라고 할 정도였고, “너무 아파

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이야기했었다고 한다. 빈뇨 때문에 식사 시 국물을

안 마실 정도로 물 종류를 안 마셨고, 수면 중 2회 이상 화장실에 갔다고 한

다. 물소리를 들으면 요의를 느꼈고 요실금 때문에 뛰는 동작이 어려웠고 스포

츠 활동 시 불편하였다고 한다. 캠핑 시 요의가 없어도 화장실에 들르고, 화장

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안했다고 한다. 출산 횟수는 2회로 출산 후

모든 증상이 생겼는데, 요실금이 가장 심하였다고 한다.

2. 자료 수집 방법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경험과 변화 과정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로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를 위한 기초 질문 문

항은 한글판 KHQ(King's Health Questionnaire)에서 본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 수정 보완하고 SNPE 운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한편

SNPE 운동 참여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SNPE 운동 전, 후 증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주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미리

선정한 연구 참여자에게 대면 면접 전에 e-mail을 통하여 기본 질문지를 전달

하고 면접 전에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면접 일정을 조율한 후 면

접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며, 면접 전 연구 전반적인 과정과 면접 내용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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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보장, 면접 방식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 전 과정

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하였으며,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부연 설명 후 면

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모순된 답변엔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였다. 연

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비구조화된 질문이 추가되었고, 사전 기본 질문지 답

변 내용이나 면접 시 답변이 미비한 경우 연구자가 다시 질문하여 재확인하였

으며 면접 중간중간 연구자가 필요한 사항은 노트에 메모하였다. 면접 시간은

1~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시간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이루어

졌다. 차후 자료수집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화 면접을 통하여 2

차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은 6월 16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그 이후 수집된 자료

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료에는 연구자가 면접 당시 기록한 노트, SNPE 네이버 카페 안 연구 참여자

의 수련일지와 체험수기 등도 포함하였고 좀 더 전문적인 면접과 자료 분석을

위하여 배뇨장애 관련 전문 서적, 논문, 기타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자료

도 포함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의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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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 분석 절차 모식도

우선, 녹음한 면접 내용을 전사하고 연구자가 관찰, 메모한 내용을 첨삭하였

다. 전사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읽으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개념을 찾아 그 개

념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하여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개방 코딩으로 도출된 범주에서 중심현상을 주축으로 범주들이 어떠한 인과적

조건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찾아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여 축 코딩을 진행하

였다. 마지막 분석단계인 선택 코딩은 축 코딩을 통하여 구성된 범주에서 이론

적 포화를 이루어 핵심 범주를 생성하였다. 그 핵심 범주를 가운데 두고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찾아낸 범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서술하고 범주 간의 관

련성을 파악하여 하나의 이론을 생성하였다.

4. 신뢰도와 타당도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자가 자료 해석의 도구가 되는 질적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는 중요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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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지식이나 주관적 관점에 따라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각도로 검사한 결과가 하나의 주제를 가리킨다면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료, 연구자, 이론, 방법론적 삼각화로 분석하고

재검토한 결과는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인다(Denzin, 1978). 본 연구에서 시

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 자료에 연구 참여자의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구자의 선입견이 들어간 부분과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삭제하였

다. 이후 수정을 반복한 후 최종 완성본 작성 전 다시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았다.

둘째, 이론, 방법, 자료 분석 시 선행연구나 관련 문헌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지도교수와 전문가 등 권위 있는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연구

내용을 검토받았다.

넷째, 수집된 자료를 여러 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려 노

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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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개방 코딩 결과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개념들을 찾아내고, 찾아낸 개념들을 유사한 개

념끼리 묶어 하위 범주로 이름 붙인다. 여러 하위 범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

상적이고 공통적인 용어를 명명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이 개방 코딩이다

(Strauss & Corbin, 2001). 이에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단

계로 나누어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별로 면접 내용을 전

사 작업하고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위로 분리 작업을 하였다. 둘째, 코딩된

자료의 전체적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하위 범주를 생성하였다. 셋째, 생성된

하위 범주들을 유사한 속성끼리 모아 범주로 포함하였다. 그 결과 개념 123

개, 하위 범주 13개, 범주 6개를 도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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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 참여 과정에 관한 개방 코딩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전신 근육 통증, 찌릿한 통증, 다리 저림, 

통증 치료의 한계, 의지할 곳 없음, 병원 가

도 낫지 않음,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 지속

적인 통증, 악순환, 원인 모를 만성질환, 긴장

되고 단축된 근육, 통증 해소, 통증 치료, 어

깨⦁허리⦁천골 통증 해소 목적, 족저근막염 

해소 목적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SNPE운동 입문 

동기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 인기 강좌, 직업 전

환, 재취업, 지도자 과정, 운동 강사 
자격증 취득 목적

SNPE 지도자의 권유, 가족의 권유, 

SNPE 추천

지인의 권유

외부의 영향
전단지, 만물상, TV 프로그램, 유튜브, SNPE 

네이버 카페 체험사례, 인터넷 검색 
대중 매체의 영향

1⦁2⦁3⦁4번 동작 수련, C⦁T⦁L⦁SC 

move 수련, 전체적으로 꾸준히, 골고루, 거의 

매일, SNPE 기본 운동, 정석만 수련, 수련일

지, 랜덤으로 수련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통증 극복을 위

한 노력T move⦁L move 100개씩 매일, 구르기 집

중적, 천골 자극, 다나손 사용, 집중적, 골반

기저근에 힘, 신경계 쪽 관련, 예민한 부분 

완화, 골반 자극, 허리 자극, 매일 꾸준히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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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 참여 과정에 관한 개방 코딩

개념 하위 범주 범주

구르기 힘듦, 벨트 묶기도 힘듦, 숨차고 힘듦, 

근육 통증, 구르기 상처, 없던 통증, 흙탕물, 

양파 껍질 같은 통증 

수련의 어려움과 흙

탕물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

흉추⦁허리⦁무릎 통증 완화, 근육통 완화, 

천골⦁꼬리뼈 교정, 족저근막염 개선, 경직된 

근육의 이완, 다리저림 완화, 멀미 안 함, 자

는 도중 화장실 덜 감, 주간 화장실 가는 횟

수 줄어듦, 호흡 개선⦁만성 체기 사라짐, 생

리증후군⦁생리주기⦁생리통 개선, 안구건조

증⦁불면증 해소, 두통 해소, 체온 상승, 공황

장애 개선, 비염⦁입 마름 개선 

만성통증, 만성질환 

호전

1000개씩 2000개씩, SCR, 구르기 1,000개, 

T move 1,000개, L move 1,000개, 1번동작 

한 시간, 3번동작 한 시간, 맨몸 구르기, 맨바

닥 구르기, 명상처럼 구르기, 수련하는 기분

선택⦁집중⦁반복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근육 이완, 골반⦁엉덩이⦁고관절 이완, 매일 

도구 여러 가지 사용, 다나손 사용, 5시간 누

워서 이완, 도구를 항상 옆에 둠, 안 아플 때

까지 이완, 기립근 매듭 풀기, sc move 1시

간, 경추 1번부터 꼬리뼈까지 이완, 척추 샤

워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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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 참여 과정에 관한 개방 코딩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즐거움, 삶의 질, 두려움 없음, 편안함, 생활

의 여유, 마음의 여유, 기분 좋음, 신경 안 

씀, 잘 자니까 좋음, 숙면 

심리적 안정⦁숙면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

옛날엔 못 마심, 하루 1L 이상, 자기 전에 물, 

예전보다 물 섭취량 증가, 물 마시는 것에 대

한 불안감이 사라짐 

충분한 수분 섭취

기초체력 향상, 더 강한 운동 가능, 줄넘기 

가능, 뛰어도 괜찮음, 운동할 때 편함, 춤 가

동범위 커짐, 스트레칭 더 잘됨, 영화관에서 

화장실 안 감, 안쪽 좌석 예매, 놀이공원⦁영

화관에서 즐김, 고속도로에서 불안하지 않음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 28 -

1) SNPE 운동 입문 동기

‘SNPE 운동 입문 동기’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계기로 SNPE 운동을 알

게 되고 입문하게 되었는가를 의미한다. ‘SNPE 운동 입문 동기’의 하위 범주

로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과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1)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만성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 병원 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지만 받을 때 뿐이었고, 약물

복용,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몸이 너무 아파 사

람 만나기를 꺼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정서적 불안

감을 느낀 참여자도 있었다. 장기간 통증이 해소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SNPE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시

작하게 되었다.

“체험사례 보면서 그때 제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웃으며) 병원 가도 안 낫고 하

니까 (목소리 약간 떨림) 이거라도 해야겠다! (다짐하듯이)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

아요. 이거 하고 낫다는 체험사례가 많잖아요? 그거 보고 나두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약간 이런. (잠시 침묵)”

“근육통 있었고 온몸에, 머리가 좀 멍~ 했고 그때, 우울하고 불안하고…어~ 전반

적으로 그냥 안 좋았어요. 몸에 열도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런 증상들이 한꺼

번에 다 왔었던 거 같아요.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도수치료도 받았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아가지고, SNPE…”

-이채린-

“제 몸이 굳어 있고 너무 힘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솔직히 그런 증상(배뇨장애)보다

는 몸이 아팠던 게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걸 치료하려고 SNPE

를 선택을 했던 거죠.”

-도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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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증 취득 목적

연구 참여자들의 또 다른 입문 동기는 자격증 취득 목적이었다. 체형교정,

통증 해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자 시작한 경우, 평소 운동을 즐겨

하고 좋아해서 운동 강사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SNPE 운동을 알게 되어

입문한 경우이다. 자격증 취득 후 직업을 전환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SNPE는 인제 제가 17년도에 땄잖아요? 그 전부터도 좀 항상 생각에 척추를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삐뚤은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동작이 잘 안되는 사람들 보면 저게 왜 안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게 전문적으로 배워서 수업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전에 16년도에 수업을 하기 전에도 백화점

문화센터에 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한번 해 봤어요. 그때는 별루 모르겠더라구

요. 벨트랑 사 가지고 와서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저긴가? 그걸 잘 몰랐으니

까. 거기서 한 번 받고 3개월인가? 하고서는 제대로 안 나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제 그런 데 관심은 계속 있었는데 그게 딱 있더라구요. 모르고 있었어요. SNPE가 있

는지. 강좌가 있는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한번 해 보자.” 그렇

게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강사 교육을. (중간 생략) 그때 당시에 되게 안 좋았었거든

요? 근데 아파서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뭘 배워 보려고 해서 한 건데, 하

긴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안 좋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거

죠.”

-이루리-

“당연히 그렇고. SNPE 자체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그게... 이제 강사 과정 밟게

된 것도 “여태 내가 병원 다녀도 안 나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나았지?”라고 생각해서

강사 과정을 밟은 건데… SNPE 하고 나서 저 직장 간 거거든요? (웃음)”

-신서린-

“네. 저 원래 직업은 ***에요. (크게 웃음) ***과 나와서 그래서 ***일 13년 했어

요. 그리고 애기 낳고 나서도 복직을 할려고 했는 찰나인데 이걸 먼저 본 거예요. (웃

으며) 되게 특이한 case. 갑자기 바꾼 case.”

-손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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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의 영향

‘외부의 영향’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경로로 SNPE 운동을 알게 돼서 입

문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외부의 영향’의 하위 범주로는 ‘지인의 권유’와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구성하였다.

(1) 지인의 권유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의 권유로 SNPE 운동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SNPE 운동을 통하여 근골격계 통증의 효과를 본 사람들이나 SNPE 지도자

의 추천으로 SNPE 운동을 시작하였다.

“아~ SNPE는 사실은 알게 된 계기가 되게 쌩뚱맞아요. (중간 생략)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요가나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려고 “오빠 나 **대 거기 필라테스 다닐

래.” 그랬더니 “SNPE가 요새 hot 하다!” “많이들 지원하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인터

넷으로 그냥 오빠가 알려줘서 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왠종일 검색을 했죠. 그랬더

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이.(중간 생략) 그것도 왠지 다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겠다. 해서 딱 뭐 맞은 것처럼 “뚜두둥”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SNPE를 선택한 거는 2박 3일밖에 안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막 운동을 해

보고 하잖아요? 저는 SNPE 운동을 한~번도 안 해 보고 **대에 갔어요. 근데 너~

무 좋아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뭐 직업을 바꿔서 본업으로 하고.”

-손예은-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저번에 수업을 갈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내 앞

타임에 SNPE 선생님이 계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힘없으니까 “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아파!” “어디 아파?” “나 여기 이렇게 아

파!” “쌤, SNPE 한번 해봐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SNPE를 추천했다니까.”

“그래서 진~짜 두말없이 SNPE 그냥 연관 검색어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등록

했어요.”

(연구자) 근데 그 상황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강사 교육을 딱 하진 않거든요?

“그쵸.”

(연구자) 이유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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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아팠어요.”

-윤미르-

(2) 대중 매체의 영향

또 다른 SNPE 운동 접근 경로는 대중 매체를 통한 접근이다. SNPE 운동

관련 옥외 광고, 광고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SNPE 운동을 보고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이다. 검색을 통하여 ‘SNPE 네이버 카페’

의 체험사례를 읽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게 이제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거의 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널부러져 있었어요. 정신도 안 좋고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

로도 완~전히 이제 바닥이죠. 바닥과 일체 생활을 하다가 그때 무슨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저와 비슷한 어떤류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이 있었는

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센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전단지가 있더라구요. “어

머 이거 옛날에 ‘만물상’에서 본 건데?” (웃음) ‘만물상’에서 자주 나왔잖아요?”

-정하리-

“(혼잣말)SNPE 어떻게 하게 됐더라… 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홈플러스 장 보

다가 거기에 써 있는 것 보고 “어! 저거 괜찮다.” 그냥 설명만 보고 괜찮다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그렇게 저 혼자 알게 된 거죠.“

-이채린-

3)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란 SNPE 운동을 시작한 연구 참여자들이 통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 어떠한 방법으로 운동하였는지를 의미한다. ‘통

증 극복을 위한 노력’의 하위 범주로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과 ‘통증 부위

에 대한 수련 집중’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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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SNPE 운동은 4종류의 벨트 운동과 4종류의 도구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8가지 기본 동작’을 골고루 하였다고 한다. 지도자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은 ‘수련일지’ 과제의 영향도 있었지만, 매일 꾸준히 운동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한 듯하다. 일반인 연구 참여자도 8

가지 동작을 골고루 매일 하였는데, 센터 수업이 있는 날에도 집에서 운동하였

다고 한다.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했어요. 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어… 1번하고 구르기를

사실 제일 많이 했고 3번 2번은 사실 잘 안 돼서 못했고, T move도 나중엔 많이 했

어요. 근데 1번하고 구르기를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다나손으로 척추 샤워하고.”

-손예은-

“네. 다 했어요. 거기는. 1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서 뭐죠? 경락 마사

지하듯이 스틱이나 아니면 도구 이용해서 그것까지 다 했으니까. 1시간 반에 걸쳐서

했으니까.”

-신서린-

“L move 골반 이렇게 하는 거(SNPE 도구 놓고 좌우로 골반 주위를 풀어주는 동

작) 항상 그거 먼저 하고 허리 풀고 먼저 1번 2번 하기 전에 그런 거 먼저 하고. 1번

2번 3번 4번 하고 나서 T move 같은 거 하고. 하여간 다 섞어서 했어요.”

-정하리-

(2)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

연구 참여자들은 허리통증과 골반 통증, 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L

move, T move, 구르기를 즐겨 하였고, 자신의 통증 부위 관련 운동을 조금

더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운동 전 웨이브 베개(도구)를 이용하여 등이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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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골반, 천골 등의 근육을 먼저 이완한 후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전 생략) 그냥 L move 정도만 되게 다나손으로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부터 기저근에 힘이 들어가고 방광 안쪽에 있는 이런 그… 골반 안쪽

에 있는 근육들이 뭔가 조금 편안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제 약간 좀 밤에

잠잘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그때부터 줄은 거 같아요. 그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줄어

든 이유가 없어. 내가 한 거라곤 그거밖에 없거든요.”

-윤미르-

“T move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L move, T move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L

move는 너무 골반이 아프니까 T move보다 L move를 더 많이 했을 것도 같아요.”

“음.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전방 전위증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구르기를 많이

했어요. 구르기를 많이 하는데, 구르기를 많이 하고서 조금 허리 아픈 게 조금 완화가

되더라구요.”

-이루리-

“구르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했었구요. 그나마 다른 거보다는. 하루에 한 300개 정

도는 했던 것 같아요. 2, 300백개? 2, 300백 개 거의 매일 빼먹은 적도 있지만 거

의 매일 꾸준히 했고 1번 동작도 1분 10회. 그때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1분 10회

꾸준히 했었고. 그리고 T move랑 근육 푸는 것 위주로도 또 많이 했었어요. 근육이

워낙 그때 심하게 뭉쳐 있었어 가지고 T move, C move 이런 것들.”

-이채린-

4)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이란 SNPE 운동을 시작한 이후 수련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몸에서 느껴진 변화를 의미한다.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들’의 하위 범주로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과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으로

구성하였다.

(1)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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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SNPE 운동을 수련하면서 근육 경직이 심하여 도구

운동 시 통증을 느꼈고, 심한 경우 도구를 몸에 대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몸

전체가 굳어 있어 벨트 묶기도 힘들고 동작 수행 시 통증을 느끼기도 하였다.

구르기 동작이 쉽지 않았고 척추의 변위 된 부위에 상처가 나는 등 운동에 집

중하기 어려움을 느꼈다. 또 운동을 진행할수록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예전에

아팠던 부위에 다시 통증이 생기는 등 숨어있던 통증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이것을 ‘흙탕물’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전 생략)T move를 하는데 난 10개도 못하고 울었어. 옆에 사람은 너무 시원

하게 하는 거야. 난 도대체 뭐지? 난 왜 아픈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때 T move를

거짓말 아니고 내가 이걸 못 이기면 난 진짜 못 벗어나겠다. 왜냐하면 계속 체하거든

요. 이 등 통증이 심하니까 계속 체해. 뭐 그냥 집에 가스 활명수랑 집에 약통 열면

다 위랑 관련된 것 들이구요. 소화제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따는 거 있잖아요? 갖

고 다녔어요.”

-윤미르-

“일단은 몸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벨트를 묶는 자체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

에.” “네. 3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그 정도의 벨트는 매긴 하죠. 근데 이제 교수님은

벨트 운동 한 시간씩 하라고 하잖아요. (웃음) 근데 그 정도로는 못했던 거죠. 왜냐하

면 몸이 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벨트 운동이 저는 좀 숨차고 힘들어 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좋아졌죠. 에~~ 아예 몸이 굳어 있었어

요.”

-도은수-

“c무브의 강한 통증은 충격적이다. 경추 1번만 5분 하다 통증 때문에 중단. 1번 10

초 3회, 2번 실패, 3번 실패, 4번 10회 후 통증 때문에 중단. c무브 좌우 50회 정도

왔다 갔다 (심한 통증 때문에 5분 이상 못함), t무브 10회 (역시 통증 때문에 5분

이상 못함), 투웨이 골반 밴드 1시간 착용”

“어제 2번을 좀 무리했는지. 오늘은 더 아파서 제대로 못했다. 허리는 안

아팠는데… 이번엔 허리가 아프다. 동작을 하면 할수록 아픈 곳이 계속 생긴다.”

-손예은 수련일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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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 수련 후 기존에 갖고 있던 만성통증, 만성질환

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허리, 어깨, 등, 골반, 천골, 꼬리뼈 등 근골격계 통증

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었고, 그 외에도 불면증, 안구건조증, 빈뇨, 야간뇨, 공황

장애 등도 호전되면서 더욱 운동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 밤에 다나손의 체험에 이어 두 번째 신기한 경험을 했다.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 도중 1번을 틈틈이 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겁더니 술 마신 듯 볼이 빨개졌다.

그러고 양치하다가 또 1번 자세했는데 갑자기 흉추 6, 7. 8, 9쯤에서 크게

‘우두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와… 그리고 계속 쫓아다녔던 흉추 통증 사라지며

5분 후 트림 길게 나왔다. 지금도 몸이 뜨겁고 발까지 뜨겁다. 신기방기 정말

신기!!”

-손예은 수련일지 中-

“(이전 생략) 그쪽으로 바꾸고 SNPE 처음 접해 가지고 한 일주일을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고 당시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손가락이

안 펴져. 손가락도 안 펴지고 눈 당연히 안 떠지고 그래서 항상 인공눈물 옆에 놨다가

눈에다가 넣고 워밍업하고 일어났었거든. 근데 일주일을 했는데(약간 놀란 듯) 눈이

너무 부드럽게 떠지는 거야. (웃음) 그게 우선은 계기였어요. 가장 첫 번째 계기.”

“예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나도 정신상태가 좋지 못해 가지고 불면증이 심했거든.

그래서 잠을 못 잤는데, 뭐 다른 운동할 때도 피곤해서 자긴 잤지만 그렇게 효과는 없

었는데, 이게 구르기 하면서 이완 효과가 되게 많이 나타났나 봐요. 의외로. 하여튼

운동 한 날은 되게 잠을 잘 잤거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그 잠자는 거랑 눈 떠지는

거. 안구건조증이 우선 완화가 되더라구. 기본으로.”

-신서린-

5)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이란 연구 참여자들이 수련 초기 힘들었던 상황에

적응하고 만성통증이나 만성질환이 해소됨을 느낀 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련에

임하게 됨을 말한다. 동시에 이론 교육에서 배웠던 지식을 수련에 적용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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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올라오는 흙탕물에 대처해 간다.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의 하위 범

주로는 ‘선택, 집중, 반복’과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으로 구분하였

다.

(1) 선택⦁집중⦁반복

연구 참여자들은 증상이 호전됨을 느낀 후 운동 강도를 높이고 한 동작을

오랜 시간 수련함으로써 ‘도전’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증상이 호전된 이유

를 알고자 노력하였고 이론 수업의 도움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지도자 과정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경우 SNPE 운동에 관한 책을 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강사의 이론 교육을 주의 깊게 듣는 등 운동뿐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수업은 내 몸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된 시간이었다. 2008년 자궁 수술

과 2012년 꼬리뼈 골절로 인해 오래 앉아 있거나 피곤하면 꼬리뼈가 묵직하게 통증

이 오고, 요실금은 없지만 잦은 빈뇨로 잠을 자면서도 두세 번은 일어나야 했다. 소화

가 잘 안돼서 병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아 먹고, 엉덩이부터 발바닥까지 저려서 허리

에 인대 강화 주사를 여러 대 맞고 도수치료도 7번쯤? 물리치료도 받을 때뿐이라 정

형외과에서 약만 받아다가 통증이 심할 때마다 먹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런저런 몸의 통증이 척추만 바로 세우면 해결이 된다는 걸 알았고, 단순하지만 깊게

빠져드는 시간이었다.”

-이루리 수련일지 中-

“맞아요. 구르기 할 때 불 다~ 꺼 놓고 맨몸으로 구르기 할 때요. 하~ 이건 진짜

어떤 느낌… 이건 명상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련하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수련하는 느낌으로 우리가 수련

이라는 말을 말씀하시잖아. ‘난 이게 왜 수련이야?’ 했거든요? 정말 척추가 ‘두두둑 두

두둑’ 하는 느낌도 나고 ‘아! 오늘은 이쪽 뼈가 더 많이 아프네. 오늘은 이쪽 뼈가 괜

찮네.’ 뭐 이런 것들을 ‘두두둑 두두둑’ 느껴지니까. ‘아~ 여기가 좋아졌네. 안 좋아졌

네’ 이런 걸 느끼니까 아~. 새벽에 하는 구르기는 좋더라구요. 벗고 하는 구르기.”

-윤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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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ove S.C.R 2,000회. 흉추에 곰 두 마리가 또 붙음. 양파 껍질 같은 숨은 내

통증이 다 벗겨내지는 그날까지…!! 무한 S.C.R ♡ 하면 할수록 너무 시원하다.

그런데 T move를 하고 났는데 목까지 부드러워진 느낌이다. 신기하다. 요새

척추에서 소리가 악기처럼 난다. ‘두득, 우드득, 딱, 드륵’ 기분 좋은 소리. 풀려가고

있단 증거겠지!!??“

-손예은 수련일지 中-

(2)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

연구 참여자들은 전체 근육들이 굳어 있어 도구를 이용한 근막이완도 실시하

였는데, 다나손을 이용하여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내려오면서 자극을 주는 일명

‘척추 샤워’와 허리, 골반, 천골 이완을 가장 많이 시행하였다. 근육통이 심한

참여자의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풀었어요. 심각해 가지고. 목부터 해서 그때 제일 심각했던 데가 등 이어 가지

고 등이 많이 굳어서 등쪽을 제일 많이 풀고, 그리고 골반이 좀 많이 안 좋다고 그때

최중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골반 쪽이랑 엉덩이 쪽도 많이 풀었어요. 고관절

쪽이랑.”

-이채린-

“목 통증, 승모근 통증, 등 통증이잖아요. 여기 다나손으로 누를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5시간을 누워서 그냥 풀었어요. 얘(도구)를 그냥 옆에다 두고 살았어. 옆에

두고 얘를 놓지를 않았어. 잘 때. 새벽에 자다 가도 내가 안 했으면 새벽에 눈 뜨고

다시 또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다나손으로 눌렀을 때 안 아플 때까지 해야겠다. 그

래야 나는 풀리니까. (이후 생략)”

“근육만 열심히 풀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 경직이니까. “풀고 보자 우선은! 풀고 보

자.” 였어요.”

-윤미르-

6)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은 SNPE 운동 수련 후 만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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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개선되면서 뜻하지 않게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된 결과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야간뇨가 개선된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였고 주간에도 화장실 가

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기쁨과 동시에 신기함을 느꼈다고 한다.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의 하위 범주로는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로 구성하였다.

(1)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연구 참여자들은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

되면서 그로 인하여 나타나던 긴장, 불안, 불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면서 점차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야간뇨 개선으로 수면

중에 깨어나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 생략)그리고 SNPE 하면서도 저는 이게 좋아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

는데 후기에도 써서 아시겠지만, 그냥 좋아진 거 중에 찾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새

벽에 화장실 안 가네?’ 그래서 제가 쓴 거거든요? 전 이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전 오로지 어깨 통증하고 허리통증 족저근막염 이거 때문에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진거라 병원을 더더욱 갈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막 극심하게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

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생활의 여유는 있는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촉박한 마

음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적 여유는 확실히 생긴 거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화장실 가는 거. 잠 그냥 푹 자는 거! (후

략)”

-손예은-

“야간뇨도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가요.”

“그것도 줄어들었죠. 오전에도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화장

실 가고. 가서(직장) 커피를 마셨으니까 커피가... 이뇨 작용하니까 이제 커피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한 번 가고. 그러고 오후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가요. 그러니

까 그건(빈뇨) 되게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죠. 요실금만이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요실금보다

허리 아픈 게 더 불편해서 받았는데(SNPE 수업) 결론은 뭐 다 괜찮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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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린-

(2) 충분한 수분 섭취

연구 참여자들은 빈번한 요의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았는

데, 배뇨장애 증상이 좋아지면서 수분 섭취량이 늘었고,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불안도 없어졌다고 한다.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나 옥수수 수염차

등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 요즘도 강의 전에 물 절제하시나요?

“먹으면서 해요. 네.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연구자) 수업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시거나 그러지 않나요?

“응. 안 가죠. (당연하다는 듯이)”

(연구자) 그럼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쵸. 네~”

-김해나-

“선생님 제가 전에는 안 마셨는데, 지금은 내가 물은... 한 1L? 1L 마시는 것 같아

요. 1L 이상은 마셔. 왜냐하면 회사에서 물을 두 번? 두 번은 꼭 떠다 마시거든요?

많이 마실 때는 세 번. 근데 이제 그 컵이 500ml 짜리니까…”

“거기다 이제 커피는 또 따로 마시니까. 그러니까 물은 아니죠. 커피는 또.”

-신서린-

(3)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연구 참여자들은 빈번한 요의 때문에 영화관 관람 시 화장실 출입이 자유로

운 곳으로 좌석을 선택하거나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영화

를 관람하였는데, 배뇨장애 증상이 좋아진 이후로는 불안한 마음 없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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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고 가운데 자리를 예매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스포츠 활동

이나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웃으며) 애기 키우다 보니까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이

렇게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워터파크. 워터파크 자주 갔었나? 아무튼 놀이공원, 영화

관,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데 갈 때 굳이 불안증 안 생겨도 되는 거. 그런 정도?”

-손예은-

“(전략)내가 몸이 좋아져야지 춤 수업을 할 수 있겠다. 나 솔직히 춤 열심히 잘 추

고 싶어서 SNPE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안 아플라고. 그래야 춤을 더 잘 추니까. 근데

SNPE 수업을 하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내 춤의 가동범위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몸이 늘어나는 스트레칭이 훨씬 더 잘 돼요.”

-윤미르-

(연구자) 배뇨장애가 좋아지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운동할 때 편하니까.”

(연구자) 운동할 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줄넘기도 가능하니까. 줄넘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웃음)”

(연구자) 줄넘기... 아... 그거 힘들어. (웃음)

“네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하지만 어찌 됐든 못할 때는 ‘이것 때문에 못하지.’라고 생

각을 하잖아요.”

-신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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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 코딩 결과

개방 코딩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중심현상을 축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고 각 범주를 연결하여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 되고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축 코딩이다(Strauss & Corbin, 2001). 개

방 코딩으로 도출된 범주들을 중심현상을 축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결과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패러다임 모형을 만들었다.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이 SNPE 참여로 인

하여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되는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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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 참여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조건

<SNPE 운동 입문 동기>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자격증 취득 목적

상호 작용 전략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선택, 집중, 반복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

결과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맥락적 조건

<외부의 영향>

지인의 권유

대중 매체의 영향

중재적 조건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

중심현상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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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조건

을 의미한다. 즉 현상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왜 그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

에서 인과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현상으로 이끌어 준 동기를 탐구하였

다.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는 인과적 상황은

‘SNPE 운동 입문 동기’였다. ‘SNPE 운동 입문 동기’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SNPE 운동에 입문한 동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자격증 취득 목적’이라는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으로 SNPE 운동에 입문하였다. 이러한 점

에서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과 ‘자격증 취득 목적’의 속성은 ‘강도’로, 차

원은 ‘강함, 약함’으로 구분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

다.

표 3.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

는 구조적 조건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맥락

적 조건은 중심현상인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친 조건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SNPE 운동 입문 

동기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강도 강함-약함

자격증 취득 목적 강도 강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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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외부의 영향’이라는 범주를 생성하고 ‘지인의 권유’,

‘대중 매체의 영향’ 두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인의 권

유’의 속성은 ‘강도’로, 차원은 ‘강함, 약함’으로 ‘대중 매체의 영향’의 속성은 ‘정

도’로, 차원은 ‘많음,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표 4.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중심 생각이나 사건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이다. ‘여

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상호 작용으로 반복적으로 조절

되는 중심 생각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현상으로 두고 ‘8가지 기본 동작 반

복 수련’, ‘통증 부위에 대한 집중 수련’ 두 가지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이러

한 점에서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의 속성은 ‘수행 여부’, 차원은 ‘하다, 안

하다’로 ‘통증 부위에 대한 집중 수련’의 속성은 ‘강도’, 차원은 ‘강함, 약함’으로

구분하였다.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외부의 영향
지인의 권유 강도 강함-약함

대중 매체의 영향 정도 많음-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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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변화시키거나 매개하는 조건으로 상호작용을 촉

진 또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조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의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운동에 더욱 집

중하게 된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이라는

범주와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의 속성은 ‘존재 유무’로,

차원은 ‘있음, 없음’으로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의 속성은 ‘존재 유무’로,

차원은 ‘있음,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수행 여부 하다-안하다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
강도 강함-약함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들

수련의 어려움과 흙탕물 존재 유무 있음-없음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
존재 유무 있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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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작용 전략

상호 작용 전략은 현상이나 문제 등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이라는 범주가 중심현

상인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

택, 집중, 반복’,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

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선택, 집중, 반복’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

동’의 속성은 모두 ‘강도’, 차원은 ‘강함, 약함’으로 구분하였다. 상호 작용 전략

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표 7. 상호 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6) 결과

결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는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결과에서의 범주는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로 하위 범주

는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적 안정 및 숙면’의 속성은 ‘상태’로,

차원은 ‘중함, 경함’으로 구분하였다. ‘충분한 수분 섭취’의 속성은 ‘정도’로, 차

원은 ‘많음,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의 속성은 ‘정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선택, 집중, 반복 강도 강함-약함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
강도 강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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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차원은 ‘많음,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8>과 같

다.

표 8. 결과의 속성과 차원

3. 선택 코딩 결과

선택 코딩은 개방 코딩, 축 코딩에서 도출한 결과를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 범주를 형성하고, 이 핵심 범주를 축으로 다른 범주들과 관련 지어

이야기 윤곽을 드러내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2001).

1) 핵심 범주

핵심 범주는 연구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중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

하여 핵심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이에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 범주로 표현하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근골격계 통증’을 갖고 있었고, 지인의 소개나 관

련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대중 매체에 접근하여 SNPE 운동에 관하여 알

게 되었다. 그 후 SNPE 운동에 참여하여 운동 과정 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범주 하위 범주 속성 차원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상태 중함-경함

충분한 수분 섭취 정도 많음-적음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정도 많음-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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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과 만성질환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였고, 그 경험을 계기로 더욱

SNPE 운동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만성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배뇨장애 증

상도 개선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뇨장애 증상으로 인한 불안

한 심리가 안정되었고, 불편한 생활이 개선되는 등 소소하게 불편을 느낀 만성

질환이 호전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끼게 되었다.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은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통합하여 ‘여기에

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전개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이에 본 연구의 이야기 전개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목, 어깨, 등, 허리, 골반, 천골, 꼬리뼈 통증 등 여러 가지

만성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려 왔다. 특히 근육의 긴장과 경직이 심한 참여자들

은 그로 인한 두통, 소화기 문제, 호흡 곤란, 불면증 등의 증상도 동반돼서 많

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만성근골격계 통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로 약

복용을 하거나 병원에서 침, 부항,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의 대체요법을 받았

고, 자주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요법의 효과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픈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 수시로 복용하는 약으로 인하

여 소화기 질환이 뒤따르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였다. 그러던 중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SNPE 운동을 알게 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검색

후 SNPE 운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운동 강사 자격증 취득

을 목적으로 정보를 찾던 중 SNPE 운동을 알게 되어 입문하였고, SNPE 운

동을 미리 접한 한 참여자는 병원 치료로도 해결하지 못한 만성근골격계 통증

이 개선된 이유가 궁금하여 SNPE 지도자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외에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SNPE 운동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 유튜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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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SNPE 운동에 입문하게 된다.

대부분 ‘SNPE 지도자 과정’에 등록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련 일지’를 기록해

야 하는 과제가 있어 거의 매일 수련을 한다. SNPE 운동의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행을 시작으로 자신의 통증 부위 해소를 위하여 수련에 집중하게 된

다. 허리, 등 통증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L, T move, 구르기를 조금 더 많

이 수행하였다. 등 근육 경직이 심한 참여자 중 몇몇은 L, T move 시 통증이

심하여 운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척추 변위가 있는 몇몇은 구르기 시 상

처가 나기도 하였다. 운동을 진행하면 할수록 예전에 아팠던 부분의 통증이 다

시 생기거나 없었던 통증이 드러나는 등 수련의 어려움과 드러나는 통증(흙

탕물)에 당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동에 적응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만성근골격계 통증이나 만성질환이 없어지

거나 경감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허리, 등, 어깨 등의 통증이 경감되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했던 안구건조증이 없어지거나 불면증이 개선되고 수면 중

화장실을 다니느라 3~4회씩 잠에서 깨던 증상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 신호를 계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수련에 더욱 집중

하게 된다. ‘SNPE 학회’에서 강조하는 ‘S⦁C⦁R’ 은 ‘Selection,

Concentration, Repetition’의 약자로 몸에 이로운 운동을 ‘선택⦁집중⦁반

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지도자 과정에서

‘SNPE 집중 운동’의 의미로 ‘T move SCR 1,000번-T move 1,000번 하기’

등을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동에 탄력을 받은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

한 SCR 운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근육의 긴장과 경직이 심한 연구 참여자

들은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굳어 있

는 근육을 ‘마른 쇠고기가 찍~늘어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한 참여자는 도구

를 이용한 이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등 근육이 풀리면서 잘 체하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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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추 1번부터 꼬리뼈까지 다나손

을 이용한 자극을 거의 매일 수행하였다. 또 허리통증이 있는 참여자들은 구르

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론 습득에도 힘을 기울여 이

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으로 구르기와 L, T move를 통하여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하고, 벨트를 이용한 운동으로 코어 강화와 인체의 정상 curve를 만들려

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병원 치료로도 해결되지 않던 만성통증, 만성 질환들

이 해소되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놀란 것 중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의 개선과 변화들이다. 그

결과 배뇨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

이나 야간뇨로 인하여 잠을 푹 못 자는 증상이 호전되면서 심리적 안정과 숙

면을 취하게 되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번거로움으로 물이나 이뇨 작용이 있

는 수분 섭취를 꺼렸던 연구 참여자들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간다.’는 불안

감 없이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빈뇨 때문에 운동,

영화관, 놀이공원, 캠핑, 등산 등의 활동 시 스트레스, 불편, 불안을 겪던 연구

참여자들은 증상이 좋아지면서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향유 하게 되었

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을 시작하면서 배뇨장애가 개선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까닭에 증상이 좋아진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지

인이나 가족이 알려줘서 알아차리거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인지하

게 되었다. 오래된 만성질환과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되면서 생활의 편안함, 심

리적 안정을 찾으며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연구 참

여자들은 SNPE 운동이 배뇨장애 측면에서 좋은 운동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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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연결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

타내어 단계들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2001).

이에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경험에 관한 과정 분석

은 ‘SNPE 운동 입문 단계’, ‘효과 인식 단계’,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 ‘평

가 단계’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 배뇨장애 증상 여성의 SNPE 참여 과정에 관한 과정 분석

효과 인식 단계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자격증 취득

외부의 영향

정보 

수집

&

방법 

모색

통증 극복 위한 노력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

화들

이론 적용한 집중 수련

→→

SNPE 운동 입문 단계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

예상하지 

못한 배뇨

장애 증상 

개선과 변

화들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

평가 단계

만성통증, 만성질환 개선

배뇨장애 증상 개선

→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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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PE 운동 입문 단계: 정보 수집⦁방법 모색

SNPE 운동 입문 단계는 본격적으로 통증 해결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오랜 기간 지속된 만성

근골격계 통증으로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병원

치료로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근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정보

를 찾던 중 지인이나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SNPE 운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지도자 과정을 선택한 배경에는 SNPE 네이버 카페

체험사례의 영향과 통증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SNPE 운동에 입문하고 보니 근육의 긴장과 경직이 심하여 수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4번 동작인 구르기로 인한 상처는 수련의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그러

한 어려움과 더불어 평소 괜찮았던 부위나 예전에 아팠던 부위에 통증이 올라

오는 흙탕물로 인하여 혼란을 겪지만 이론 교육의 영향으로 당황하지 않고 수

련에 집중할 수 있었다.

“평소에도 후상장골극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건 알았는데 경추나 흉추가 나와 있는

줄은 몰랐다. 아마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아닐런지?? 매트 깔 때는 몰랐는데,

맨바닥을 구르면서 그 부분이 너무 아팠다. 그래도 열심히 할 생각에 집에 와서도 백

번쯤 구르는데, 이번엔 꼬리뼈 쪽에 강한 통증이 와 골절됐던 부분이 다시 골절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 거기까지만 했다... 한 방향으로 구르긴 하는데 위로 자꾸 올

라가고 허리 부분에서 쿵쿵거린다. 지금은 척추가 쓰리고 아프면서 가볍다.”

-2016년 10월 1일 이루리 수련일지-

“엉덩이에 뾰루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ㅠㅠ 지금까지 엉덩이에 뾰루지 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흙탕물이란 참 신기하다.”

-2019년 9월 24일 이채린 수련일지 中-

2) 효과 인식 단계: 내 몸에 대한 탐구 & 집중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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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식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수련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흙탕물에 대

처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인식하고 SNPE 운동 수련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단

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 기본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증이 경감되거나 흙탕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만성질환이 좋아지

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수련에 집중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증상이 호전되

는 것에 신기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유를 알고자 노력하였다. SNPE

지도자 과정에서 이론 수업의 도움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도자

과정이 아닌 연구 참여자의 경우 SNPE 운동에 관한 책을 읽거나 수업 시간에

강사의 이론 교육을 주의 깊게 듣는 등 운동뿐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을 쌓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몸 상태와 내 몸이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와 집중 수련을 겸하며 SNPE 운동에 조금 더 집중

하였다. 운동 빈도를 보면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매일 운동하였고, 운동

시간은 기본 1시간부터 추가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 참여자마다 상

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추가로 집중한 운동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집중 수련한 SNPE 동작

“그런데 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계속 안 되던 3번 자세가 무릎 통증 없이 한

번에 올라갔다. 무릎 통증이 100이었다면 약 10 정도의 통증만 있었다. 갑자기 기립

근과 햄스트링에 없던 힘이 붙은 건 도대체 무엇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좋다. 이동 중

3시간씩 다나손으로 척추를 마구 쑤셔서 그런 것일까? 그래도 어깨, 흉추 흙탕물은

그대로다. 이제 다시 흙탕물 씻으러 더 힘내야겠다.”

SNPE 동작 이름 인원수(명)

구르기(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5명

L move, SC move 5명

T move 2명

도구 이용한 근막 이완 

부위

허리, 골반, 엉덩이 8명

천골 8명

흉추 11, 12번 부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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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손예은 수련일지 中-

“sc무브를 못함. 왼쪽 볼기근 통증으로 누르듯 마사지 정도로만 풀기로 함. 아직 도

구로 굴리지 못하겠음. 왼쪽 대퇴근막이랑 상전 신경 시원하게 풀고 싶다. 요즘 다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넙다리네갈래근에 붙어있는 무릎인대 위주로 풀어주었더니 통

증이 덜한 거 같다. 종아리 전경골근, 장비골근 앞쪽으로 풀어 줌(스틱 사용). (중략)

오른쪽 골반이 살짝 올라가서 왼쪽 바지가 항상 긴 듯했다. 근데 어깨는 왼쪽이 높았

었다. 엑스레이상에서 척추는 양호해 보였으나 육안상이나 촉진으로 보면 요추 구조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엑스레이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 몸에 생긴 혹들은

동기쌤들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척추 변위보단 근육의 경직이 대다수로 보여진다. 무

리하게 몸을 쓰고 풀지 못한 죄!! 요즘 근육이 원 자리로 배치되어 가는 것을 눈바디

로 느끼고 있다.”

-2018년 5월 28일 윤미르 수련일지 中-

3)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 예상하지 못한 결과와 변화들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에서는 SNPE 운동에 집중한 연구 참여자들이 배

뇨장애 증상이 개선된 것을 인지한 후 그와 동반한 심리적인 문제가 개선되고,

평소와는 달리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 스포츠 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은 자신을 보며 놀라움을 느끼는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빈번한 요의로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생활 시 불편함을 느끼

고 밤에 취침 시 요의를 느껴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증상이 있었다. 스포츠 활

동 시 요의를 느껴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거나 등산이나 캠핑 시 화장

실 위치를 모르는 장소일 경우엔 활동을 꺼리거나 화장실이 보일 때마다 요의

가 없어도 화장실에 들르는 등의 생활을 하였다. 또 빈번한 요의로 인하여 외

출 시엔 늘 긴장하고 화장실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등의 심리

상태를 겪고 있었다. 또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간다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 평상시에도 물을 잘 마시지 않았고, 외출 시엔 아예 수분 섭취를 하지 않

는 것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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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배뇨장애 관련 행동들을 하지 않거

나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다. 낮에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거나 밤

에 요의를 느껴 수시로 깨던 증상이 없어지고 아침에 바로 눈을 뜨게 된 것이

다. 스스로 인지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인이나 가족의 언급으로 알아차린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 시작 후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된 것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아

래 <표 10>과 같다.

표 10. 배뇨장애 증상 호전 인지 시점

“(이전 생략) 의자에 6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다. 방광이 민감해 자다가 자주

깨는데 자는 도중 화장실 덜 감.”

-2018년 4월 28일 윤미르 수련일지 中-

“(이전 생략) 그리고 전엔 잠자는 중간중간 깨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안 깨고 푹

잠을 잔다. 움직임은 더 많은데 덜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2016년 9월 25일 이루리 수련일지 中-

4) 평가 단계: 삶의 질 향상

평가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여러 증상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삶의 질

호전 인지 시점 인원수(명)

수련 후 1개월 1명

수련 후 1개월 반 2명

수련 후 3개월 2명

그 이상 3명



- 56 -

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SNPE 운동 참여 경험을

통하여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되면서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

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SNPE 운동 입문 계기인 만성근골격계 통증,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도 개선되었다. 운동 전 느꼈던 여러 통증으로 인하여 상

당한 의료비 지출이 있었으나 SNPE 운동 참여 후에는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또 SNPE 운동 참여 경험 후에는 몸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면 언제든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SNPE 운동이 모

든 운동 전에 하여야 할 기본 운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경험을 하였고, SNPE 운

동 후 다른 운동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지속된 통증이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불편감이 해소된 연구 참여

자들은 생활의 편안함과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

은 SNPE 운동은 기본으로, 평생 놓을 수 없는 운동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의

삶과 함께할 운동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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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경험을

파악하고, SNPE 운동 참여가 배뇨장애 증상 및 삶의 전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SNPE 운동이

여성들의 배뇨장애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운동 중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NPE 네이버 카페에서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 중 SNPE 운동으로 증상이 개선된 수련자를 선별하여 심층 면접 자

료와 SNPE 네이버 카페에 수록된 수련일지, 체험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만성근골격계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만성통증(chronic pain)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

을 말한다(Payne & Norfleet, 1986).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은 경제적 부

담은 물론이고 신체 기능 저하, 정서 변화, 우울감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Gatchel, Bernstein, Stowell, & Pransky, 2008; Lee & Moon,

2015).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며 생활

하고 있었다. 목 통증부터 천골, 꼬리뼈까지 만성적인 척추 질환이 대부분이었

다. 심한 통증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긴 참여자가 있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오

래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참여자도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통증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지인의 소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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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를 통하여 통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SNPE 운동에 입문하게

된다. SNPE 운동의 통증 개선 효과는 1,000여 건 이상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권성호 등, 2019). SNPE 네이버 카페의 체험사례에는 병원

에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 허리통증자가 SNPE 운동으로 통증이 사라지

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 외에도 목 디스크, 어깨통

증,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근골격계 통증이 해소된 사례들이 있는데(최중기,

윤지유, 2017), 이러한 사례들을 읽고 연구 참여자들은 희망을 얻은 듯하다.

체험사례들을 언급하며 자신들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고 한

다. 몇몇 참여자들은 이게 마지막 방법이라고도 표현하였다.

통증 해소를 위한 운동 중재 방법은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하여 치료 중 고

통이 적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없으며 치료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Daene, Varkey, Kellmann, & Nijs, 2015). 이를 종합하여 유추하

여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를 위하여 정보 수집에 힘썼

고 운동 중재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SNPE 운동에 입문하였다.

2.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집중 수련

SNPE 운동에 입문한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8가지 동작을 조금씩이

라도 매일 수련하였고, 벨트 운동 4가지 중 1번과 3번 동작 시 괄약근을 수축

하거나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 자신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운동을 추가로 하였고 구르기와 L

move(SC move 포함)가 가장 많았다. 근막 이완도 병행하였는데 허리, 골반

(엉덩이 포함), 천골 부위는 거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신경 쓴 부위였다. 그

외에도 등과 어깨 통증이 심하던 연구 참여자 몇몇은 T move와 등 근육 이

완, 흉추 자극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운동 시간은 기본 1시간부터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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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 참여자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각 운동의 기대효과는 아래 <표 11>

과 같다.

표 11. SNPE 동작 별 기대효과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최중기, 윤지유 지음 (2017)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어깨, 등, 허리 등의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하여 근

동작 이름 기대효과

구르기(척추 

자극 주며 

구르기)

통증 예방 및 완화(목, 어깨, 등, 허리통증, 골반 통증, 근육통 예방 및 완화, 

만성피로, 근막통증 증후군, 척추 후관절 증후군, 척추측만증 해결에 도움, 소화

불량, 변비, 생리통 해소)

혈액순환(수족냉증 완화, 얼굴 혈색이 맑아짐)

바른 자세로 교정(좌, 우 어깨 높낮이 교정, 등 불균형 해소)

복부 근육 강화 (다이어트에 효과적)

L move

일자 허리 교정(C자형 곡선 형성)

허리, 골반 통증, 허리디스크 완화

허리의 경직된 속 근육 이완

복부 심부 근육 강화, 척추 안정화

허리, 복부 군살 제거

SC move

골반교정, 골반 통증 완화

꼬리뼈 주변 경직된 속 근육 이완

허리통증, 엉치뼈, 꼬리뼈 통증, 고관절 통증 완화

부교감신경 활성화

T move

굽은 등, 굽은 어깨 예방과 자세 교정

오십견, 회전근개 이상에 도움

거북목, 일자목, 목 디스크 증상, 척추측만증 예방 및 완화

자율신경 평형에 도움

혈액순환 장애, 소화불량, 호흡 곤란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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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이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통증 유발점은 만성근골격계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사지 등의 수기 치료는 물리적 자극으로 통

증 유발점을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통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

시되고 있다(Garvey, Marks & Wiesel, 1989; Hanten, Olson, Butts

& Nowicki, 2000).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SNPE 도구 운동은 타인이 행하

는 수기 치료와는 달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재 방법이다. 인체 구조에

맞게 고안된 고유의 도구로 체중을 이용하여 스스로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나

변위 된 척추에 직접 작용하여 회복을 도울 수 있다(이희진, 2020; 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에서 지향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굳어진 속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면 혈관이나 신경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통

증이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된다는 것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부드러운

재질의 폼롤러나 공 등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속 근육을 이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SNPE 도구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단단한 재질과 용도에 맞

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도구로 깊은 층의 근육과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통증

유발점을 없앨 수 있다는 원리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그러나 SNPE 운동을 시작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초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SNPE 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유발점을 없애려 노력하였지만, 근육의 긴

장과 경직으로 인하여 도구 운동 시 통증을 느꼈고, 몇몇 참여자들은 도구를

몸에 대는 것조차 힘들어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다. 척추 주변의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의 ‘구르기’ 동작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겐 힘

들게 다가왔고, 동작 시 ‘쿵쿵’ 소리가 나거나 변위가 있는 척추 부위에 상처가

나기도 하였다. SNPE 핵심 이론인 ‘구르기 사운드 이론’은 건강한 신체는 구

르기 시 척추뼈가 한 마디씩 부드럽게 바닥에 닿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데

굳어진 척추와 근육은 한 덩어리처럼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쿵’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또 구르기 시 척추의 후방 변위 된 부위나 휘어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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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직이 심한 부위에서 상처나 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구르기 자국 이

론’이라고 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이러한 수련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더

불어 평소 통증이 없던 곳에 새로운 통증이 생기거나 예전에 없어졌던 증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끼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흙탕물’을 떠올린다.

SNPE 핵심 이론 중 하나인 ‘흙탕물 이론’은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하였던

부위에서 SNPE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평소에 통

증을 느끼지 못하였던 부위에서 특별한 운동을 하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맑은 물 아래에 가라앉은 진흙을 통증으로 가정하고 유리컵 아래의 진

흙이 언제든 흙탕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통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하면 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연구 참여자들은 수련을 거듭할수록 여

러 부위에서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등, 허리, 골반뿐만 아니라 없던

치통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에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여러 SNPE 운동 수련자의 수련일지를 분석해 보면 흙탕물의 양상은 처음

드러난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없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호전, 악화, 없어

지는 시기는 개인마다 달랐으며, 흙탕물 해소를 위한 운동량의 경우 지도자 과

정의 수련자들인 관계로 많은 편이었다. 아래 <표 12>에서 흉추, 요추, 고관절

흙탕물의 변화를 한 수련자의 수련일지에서 발췌하여 예시로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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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흙탕물 변화 예시

수련 일 수련 일지 내용

3/17
4번 동작 시 흉추 끝부터 요추 4번 정도까지 “우드득” 하며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 꼬리뼈에서도 갈리는 소리 들림. T move 시도 못 함. 

3/26

오늘 자기 전에 다나손으로 풀어주는데 흉추 3, 4번 위치에서 우측에 “우드

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느낌이 가벼워 견갑골 통증 있는 곳을 눌러보

고 쑤셔보았는데 통증이 사라졌다. 다나손으로 다 뒤져도 통증 부위가 없어

졌다. 아주 미묘한 그 어딘가였는데 다나손으로 누름과 동시에 찌릿하더니 

가벼워진 느낌.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다. 

4/5
구르기는 300회씩 두 번 나누어서 함. 처음에는 요추 부분이 아팠는데 지금

은 흉추 끝부분으로 통증이 올라왔다.

4/9

오늘 구르는데 요추 부분이 “드르륵”하는 느낌이 들었다. 전혀 아프진 않고 

뭔가 굴러가는 느낌이랄까? 시원했다. 그런데 대추(경추 7번) 통증이 약했었

는데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흉추 윗부분도. 굴러도 시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가로 티무브 무한 시행함.

4/10
T무브와 L무브는 할수록 복근에 힘이 붙어 가는 게 느껴지고 있다.

흉추 5, 6, 7부분이 무거운 돌덩이가 붙어있는 것 같다.

4/14

T무브시 승모근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전체적으로 등이 말랑말랑해진 기분

이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안 사실. 손목 통증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그냥 가만있어도 손목이 시큰거렸는데 알게 모르게 없어졌다. 

4/22

그런데 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계속 안 되던 3번 자세가 무릎 통증 없

이 한 번에 올라갔다. 무릎 통증이 100이었다면 약 10 정도의 통증만 있었

다. 갑자기 기립근과 햄스트링에 없던 힘이 붙은 건 도대체 무엇인지. 신기하

기도 하고 좋다. 이동 중 3시간씩 다나손으로 척추를 마구 쑤셔서 그런 것일

까. 그래도 어깨, 흉추 흙탕물은 그대로다. 

4/26
L move 600개 이상 넘어갈 때부터 왼쪽 좌골 통증이 심해졌다. 평소 고관절

과 같이 소리 나던 곳인데 통증은 없었음. 숨어있던 통증 올라오는 중…

4/30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10개 남짓하던 T move를 1000개 돌파했다. 그만큼 

등이 많이 부드러워졌겠지! ^^ 능형근은 거의 풀린 것 같은데 어깨 쪽 승모

근과 흉추 12번 쪽에 통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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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은 수련일지 일부 발췌

여러 곳에서 흙탕물이 올라와도 연구 참여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수련을 이

어갔다. 짧은 시간에 흙탕물이 사라지는 부위도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

는 부위도 있었지만, 흙탕물이 올라오는 이유를 이론 교육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통증 유발점과 흙탕물로 인하여 운동 시 힘든 시간을 보냈

지만, 곧 적응해 갈 수 있었고 허리통증, 어깨통증, 좌골신경통 등의 만성근골

격계 통증이 경감되거나 없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와 더불어 안구건조증, 불

면증, 두통, 비염, 빈뇨, 야간뇨 등 오래된 만성질환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수

련일지를 분석하여 보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론 교육의 영향으로 자신

이 과거에 아팠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좋아진 이유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자

5/6

오늘 밤에 다나손의 체험에 이어 두 번째 신기한 경험을 했다. 여느 때와 같

이 집안일 도중 1번을 틈틈이 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겁더니 술 마신 듯 볼이 

빨개졌다. 그러고 양치하다가 또 1번 자세를 했는데 갑자기 흉추 6, 7, 8, 9

쯤에서 크게 “우두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다. 와… 그리고 계속 쫓아다녔던 

흉추 통증 사라지며 5분 후 트림 길게 나왔다. 지금도 몸이 뜨겁고 발까지 

뜨겁다. 신기방기 정말 신기 !!

5/15

모처럼 여러 가지로 집중한 것 같다. 구르기 시 요추 1번 혹 올라옴. L move 

시 고관절, 좌골 통증 사라졌다. 2번 자세가 너무 시원하다~. 흉추뚫림(?) 이

후로 손발이 계속 따뜻하다. 너무 신기… 아직도…

5/16

어제 본관 수업 때 집중했던 느낌으로! 중반 이후부터는 흉추 2번에서 딱딱 

소리가 들림. 혹 난 곳이 처음에 고통스러웠는데 점점 무뎌짐. 요추 3, 4, 5

정도에서는 도르륵 하며 굴려지는 매끄러운 느낌 받음. 

5/20

수련 후 자정쯤 4구 롤러로 흉추 풀고 있는데 “딱, 따닥” 소리와 함께 또 몸

이 뜨거워짐. (대략 T3, 4번) 특히, 발이 계속 뜨거워지고 피로 쏟아짐 (흉추 

2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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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오래된 증상이 좋아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련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

다.

3.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

SNPE 운동에 참여한 후 만성질환의 호전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예상

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이 좋아진 것을 인지하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의 SNPE 운동 시작 계기가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였기 때문에 비뇨계 계

통인 빈뇨, 야간뇨, 요절박, 요실금 등이 좋아지리라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야

간뇨의 호전을 가장 먼저 느꼈는데 수면 중 여러 번 잠에서 깨어나 늘 피곤함

을 느꼈던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대하여 신기함을 느꼈고, ‘푹 잘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과반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수련 시작 후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증상이 개선됐

다고 답변하였다. 빈뇨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외출 전 또는 무언

가를 하기 전에 화장실을 먼저 가는 습관이 자리를 잡아 좋아진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중 한, 두 번씩 화장실을 가던 행

동이 없어졌다거나, 맥주, 커피 등 이뇨 작용을 하는 수분 섭취 후 화장실을

덜 간다거나 해서 알아차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줄넘기와 같이 뛰는 동작

을 할 때 요실금이 발생하였는데, 뛰거나 기침을 하여도 소변이 세지 않는 것

을 느끼고 요실금이 개선된 것을 알아차렸다. 배뇨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화장

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 참여자가 대부분이었

다. 심지어 외출 시엔 목이 말라도 수분 섭취를 금지하거나 밥을 먹을 때 국물

을 마시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수분이 부족할 정도로 마시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배뇨장애 증상이 좋아진 후 평소보다는 물을 더 마시고

무엇보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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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컸다.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된 후 긴장되고 불안했던 정서도 점점 안정되

어감을 느끼게 되었고 수분 섭취에 거리낌이 없어지고, 스포츠, 여가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별 이전 증상과 개선 증상에 관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이전 증상과 개선 증상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이 좋아지면서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굳어 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허리통증, 골반통증,

천골⦁꼬리뼈 통증이 해소되었고, 척추 및 골반 비대칭이 개선되면서 관련 신

경 전달이 원활해졌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일자였던 허리에 curve가 생기기

도 하였고 병원에서 흉추가 곧아졌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다. 다리 길이의 차

이가 같아졌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키가 커졌다는 참여자도 있었

다.

인체의 척추에는 몸 곳곳으로 감각을 느끼고 전달하는 신경이 존재한다. 그

신경들이 어떠한 이유로 차단되거나 눌리면 관련된 부분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

이름 이전 증상 개선 증상

이채린 빈뇨, 야간뇨, 잔뇨감 야간뇨, 잔뇨감

윤미르 야간뇨, 잔뇨감, 경미한 요실금 야간뇨, 잔뇨감, 요실금

정하리 빈뇨, 야간뇨 야간뇨

도은수
빈뇨, 야간뇨, 잔뇨감, 절박뇨, 

요실금

빈뇨, 야간뇨, 잔뇨감, 절박뇨, 

요실금

손예은 빈뇨, 야간뇨 빈뇨, 야간뇨

이루리 빈뇨, 절박뇨, 야간뇨 빈뇨, 절박뇨, 야간뇨

김해나 빈뇨, 야간뇨 빈뇨, 야간뇨

신서린 빈뇨, 야간뇨, 절박뇨, 복압성요실금 빈뇨, 야간뇨, 절박뇨, 복압성요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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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통증을 느끼거나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관련 장기의 이상을 초래하기

도 한다. 방광의 저장과 배출은 교감, 부교감신경, 체 신경의 상호 작용과 중

추 신경(대뇌 피질)의 조정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방광에 소변이 차게 되면 구

심성 신경전달에 의하여 배뇨 반사 중추인 천수배뇨중추(S2-S4)에 전달되고

다시 원심성 부교감신경을 통하여 방광이 수축하고 배뇨가 이루어진다(대한배

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배뇨 후 소변량이 적어지면 방광에서 구심성 신경을 통하여 척수로 전달되

어 저장 반사가 일어난다. 천수(S1-S4)에 위치한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 배뇨

근 수축이 억제된다. 흉요수(T11-L2)에 위치한 교감 신경이 자극되면 내요도

괄약근이 수축되고 방광의 이완이 촉진되어 저장 기능이 이루어진다. 이때 체

성신경인 음부신경이 자극받아 외요도 괄약근이 수축되고 요실금이 예방되는

것이다(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이호선, 박민수, 2016). 이와같이 교

감, 부교감신경의 원활한 작용은 우리 인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배

뇨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련 과정에서 T move,

SC move를 많이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운동의 효과 중 하나인 교감,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최중기, 윤지유, 2017)로 인하여 자율신경 작용이 원활해져 배

뇨장애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배뇨장애의 여러 원인 중 방광과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나타

나는 배뇨장애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에 척수나 척수 신경의

눌림,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 질환의 치료와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이 회복되면 배뇨장애 증상이 회복된다고 하였다(대한배

뇨장애요실금학회, 2021). 연구 참여자들의 허리통증 증상이나 병원에서 진단

받은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척수 신경의 눌림에 의한 증상이 SNPE

운동으로 인하여 허리나 골반 부위 증상이 호전되면서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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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의 배뇨장애 증상이 개선된 또 하나의 이유를 유추해 보면 골

반저근 운동을 떠올릴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SNPE 운동 방법을 분석해

보면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작

수행 중 골반저근의 수축과 이완을 감지하며 운동을 하고,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골반저근의 수축뿐 아니라 이완

도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골반저근육의 조절 운동, 즉 배뇨근의 자발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은 절박뇨,

복압성요실금, 과민성방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Nassau, Gerber &

Weiss, 2014). 골반저근육의 훈련으로 근력과 조절 능력을 높이고 운동 능력

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누운 자세,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훈련을 하여 어떠한 자세에서도 근육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골반저 근육의 훈련은 모든 연령대에서 효과적

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Burgio, 2009). SNPE 운동의 운동 방법을 살펴보

면 1번 동작은 서 있는 자세로 시행하고, 그 외의 동작들은 엎드리거나 누워서

시행하고, SC move 같은 경우는 앉아서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체위로

운동하며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고 각 동작 수행 시 골반저근

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행동이 연구 참여자들의 배뇨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4. 삶의 질 향상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전

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만성근골격계 통증

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올라간 상태였고 그 외에도 만성질환에 시달려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적극적인 자세로 만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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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계 통증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뜻하지 않게 배뇨장애, 만성

질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배뇨장애 증상이 호

전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력을 얻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고 연구 참여자 대부분의 삶

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배뇨장애 증상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긴장,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경

험했다는 국내, 외 연구 결과는 상당하다. 증상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 자신

감 상실 등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킨다. 또한 야간뇨로 인한

수면 부족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업무 생산성 및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

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하혜진 등, 2020;

Corcos J et al., 2017; Mikolaj Przydacz et al., 2021).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운동 참여 경험 후 가장 우선으로 손꼽은 장점은

자기 돌봄(Selfcare)이었다. SNPE 운동 참여 경험 전에는 통증이나 불편감

이 생기면 병원부터 찾았는데, 경험 후엔 스스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했는데, 스스

로 신체를 돌봄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20년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 통계 지표’를 보면 진료비 상위

질병에 근골격계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등 통증을 시작으로

요추, 경추, 근육, 골반, 흉곽, 견갑대 등 신체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자리

하고 있다. ‘양, 한방 전체 외래 진료비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등 통증이 6번

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어깨, 무릎, 요추 등의 질환이 차지

해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함을 예측할 수 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21).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통증 해소, 자기 돌봄, 의료비

절감, 배뇨장애 증상 개선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 등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개

선되었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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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SNPE 운동 참여 과정과 경험은 통증 해소를 위하여 수련과 이

론 습득에 노력을 기울였고 흙탕물 현상과 같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발생 원인

과 원리를 이해하고 집중 수련을 통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격 취득과 통증

개선뿐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배뇨장애 증상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맞이

하게 되었다. 따라서 운동 참여 과정 중 발생한 흙탕물 현상과 같은 어려움 극

복 방안과 운동 방법 등을 보완한다면 배뇨장애 증상 개선을 위한 운동 중재

방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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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에

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론

첫째,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과 관련하여 개

념 123개, 하위 범주 13개, 범주 6개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는 ‘SNPE 운동 입

문 동기’, ‘외부의 영향’,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들’, ‘이론을 적용한 집중 수련’, ‘예상하지 못한 배뇨장애 증상 개선과 변화들’

로 나타났다.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에 관한 인

과적 조건은 ‘만성근골격계 통증 해소 목적’,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맥락적 조

건은 ‘지인의 권유’,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은 ‘8가지 기본

동작 반복 수련’, ‘통증 부위에 대한 수련 집중’으로 중재적 조건은 ‘수련의 어

려움과 흙탕물’,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호전’으로 나타났다. 상호 작용 전략은

‘선택, 집중, 반복’,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한 도구 운동’으로 결과는 ‘심리적

안정 및 숙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스포츠 활동, 여가 생활 향유’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 범주는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났다. 즉, 배뇨장애 증상이 개

선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안정과 숙면을 취할 수 있었고, 빈번한 요의

걱정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스포츠 활동이나 여가 생

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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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의 과정 분석은

‘SNPE 입문 단계’, ‘효과 인식 단계’, ‘배뇨장애 증상 개선 단계’, ‘평가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SNPE 운동에 입문하고 수련을

통하여 만성통증, 만성질환의 개선 효과를 인식한 후 더욱 수련에 정진하였다.

그 결과 배뇨장애 증상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뇨장애로 인한 불편

함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단계를 거친다.

2. 제언

본 연구는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SNPE 운동 참여 과정을 근거이

론 방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어 좀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

란다. 또한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흙탕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

침서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많은 SNPE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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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NPE Exercise

in Women with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Focusing on Overactive Bladder-

by Shin, yeon-hwa

Major in Exercise Prescription and Health Exercis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ports Industry, Kook-m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how women with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experienced SNPE exercise participation and how SNPE exercise

participation brought about changes in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and overall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SNPE exercise can be used as an

exercise intervention method that can self-manage the women of

voiding dysfunction symptoms. Accordingly, we searched for urinary

frequency, nocturia, voiding disorder, overactive bladder, and

urinary incontinence in the ‘SNPE naver cafe’. A total of 8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theoretical sampling of women

who overcame voiding disorder through SNPE exercise. After that,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16 to

September 6, and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interview data,

training diaries recorded in the ‘SNPE Naver Cafe’, and experience

cas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open coding,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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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g, and selective coding us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23 concepts, 13 sub-categories, and 6 categories were

derived in relation to the SNPE exercise participation process of

women with voiding dysfunction symptoms. The categories were

appeared ‘motivation for SNPE introduction’, ‘external influence’,

‘efforts to overcome pain’, ‘changes that appeared in the training

process’, ‘intensive training with theory applied’, ‘unexpected

improvement and changes in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Causal conditions regarding the SNPE exercise participation

process of women with voiding dysfunction symptoms were ‘relief of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and ‘purpose of obtaining

certification’, and contextual conditions were ‘recommendation from

acquaintances’ and ‘influence of mass media’. The central

phenomenon was ‘repetition of eight basic movements’ and

‘concentration of training on the painful area’, and the

interventional conditions were ‘difficulty of training and to appear

potential pain’, and ‘improvement of chronic pain and chronic

diseases’. The interaction strategy was ‘selection, concentration,

repetition’ and ‘tool exercise for relieving trigger points’, and the

results wer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und sleep’, ‘sufficient

water intake’, and ‘sports activities, enjoyment of leisure life’.

Lastly, the key category w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as the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improved, the

study participants were able to get psychological stability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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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ight's sleep, and to drink enough water without worrying

about frequent urin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y felt

that their quality of life improved as they were able to enjoy

sports activities and leisure activities at a leisurely pace.

Secon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SNPE

exercise by women with voiding dysfunction symptoms showed

that, ‘SNPE introductory stage’, ‘effect recognition stage’, ‘urination

disorder symptom improvement stage’ and ‘evaluation stage’ were

progressed. That is, after the study participants started SNPE

exercise and recognized the improvement effect of chronic pain and

chronic disease through the training,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training mor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ymptoms of voiding dysfunction were also improved, and the

quality of life was evaluated as improved.

Keywords: voiding dysfunction, dysuria, urination disturbance

symptoms, frequency of urination, nocturia, urinary

incontinence, overactive bladder, SNPE exercise,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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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기본 질문지]

* 다음 사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V 표를 해주시거나, ________

에 간단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명 ______________ 2.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3. 연 령 _______세 4. 직업 ____________________

5. 신 장 ___________cm 6. 체 중 __________kg

7. 결혼 유, 무(O,X) _______ 8. 출산 횟수 ____ 회

* 운동 관련 질문입니다.

1. SNPE운동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번 문항으로 이동)

2. SNPE운동 기간은?

① 6개월 이상 ② 1년 이상 ③ 2년 이상 ④ 3년 이상

⑤______년

3. SNPE운동 (1회 평균 30분 이상) 횟수는?

① 주 1~2회 ② 주 3회 ③ 주 4회 ④ 주 5회 이상

⑤ 기타______

4. SNPE운동 시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 SNPE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SNPE운동 이외에 3개월 이상 다른 운동 경험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1 있다면 어떤 종목의 운동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질환 및 수술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1.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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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있다면 질환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질환 관련 시술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있다면 어떤 시술 또는 수술을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4. 병원에서 과민성방광, 요실금 등 배뇨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습

니까?

① 있다 ② 없다 (5번으로)

4-1. 있다면 질환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

4-2. 치료 경험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3. 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

5. 빈뇨(소변 자주 보는 증상), 절박뇨(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려운 증상), 야

뇨증(수면 중 1회 이상 일어나 소변을 보는 증상), 잔뇨감, 요실금(소변을

속옷에 지리는 증상) 등을 경험했습니까? (해당하는 증상 모두 기록)

* 생활 습관 관련 질문입니다.

1. 술을 마시나요? 마신다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음주를 하시나요?

① 마신다. (주 몇 회 /종류: / 양: ) ② 안 마신다.

2. 담배를 피우십니까? 피운다면 하루에 얼마나 피우십니까?

① 흡연 (하루 개비 ) ② 비흡연

3. 카페인 음료(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를 마시나요? 마신다면 하루

에 얼마나 마시나요?

① 마신다. (하루 잔) ② 안 마신다.

4. 인스턴트 식품 섭취는 얼마나 하시나요? (자유롭게 기술)

5. 기타 특이 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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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참여자 동의서

본 연구는 배뇨장애 증상을 가진 여성들의 경험과 SNPE운동 참여 경험을

파악하고, SNPE운동 참여가 배뇨장애 및 생활 전반에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 ***님은 연구 참여자로서

지금까지 느꼈던 배뇨장애 경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후 보고서 및

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됨을 알려드립니다. 녹음된

파일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연구자 이외에는 사용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어떤 단계에서든지 아무런 불이익이나 조건 없이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는 위의 내용을 읽고 연구 내용, 과정, 절차를

이해하였으며, 이 연구에 대한 연구 참여자로서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날짜: 2021년 월 일 참여자 성명: (인)

연구자 신 연 화

연락처 010-****-****

e-mail: abcdefg@*******.com



- 86 -

<부록3>

반 구조화 질문지

◉배뇨장애 증상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1. 예전에 빈뇨 (or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증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2. 혹시 빈뇨 (or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증상이 질환인 건 알고 계셨나요?

3. SNPE운동을 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snpe운동 참여

1. _____이유로 SNPE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하신 동작이 어떤 동

작이었나요?

2. 8가지 동작을 골고루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동작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점

이 있었나요?

3. 고관절벨트 매고 걷기는 하셨나요?

4. 도구 사용도 하셨나요? 주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5. 혹시 배뇨장애로 인해서 SNPE운동 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snpe운동 참여 이후 변화

1. 빈뇨 (or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이 좋아졌다고 느낀 건 언제부터였나요?

1-1 변화를 느끼고 나서의 기분이 어떠셨어요?

1-2 좋아지고 나서 생활의 변화나 평소 습관의 변화가 있었나요?

1-4 배뇨장애가 좋아지고 제일 좋은 점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2. 배뇨장애 측면에서 SNPE운동은 어떤 것 같아요?

2-1 참여자님에게 있어서 SNPE운동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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