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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세분석 기반 운동처방 프로그램 알고리즘 설계

: SNPE 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 전공

박 서 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IT와 헬스케어 기술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나 근골격계 통증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

다.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은 약물 처방과 수술보다는 평소의 바른자세 습관

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운동 프로그램, 카이로프랙틱과 PNF의 병행치료, 필라

테스 운동 프로그램이 자세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전문 운동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세평가

프로그램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평가 방법으로 많은

스포츠 센터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도 손쉽게 사용가

능하다. 하지만 자세 평가 후 자세측정 결과의 수치만 있을 뿐, 자세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자세 평가 분석 후, 본인의 자세 정렬에 따라 맞춤형으

로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운동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간편하게 본인의 자세 불균형을 확인 후, 이에 따른 운동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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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의 상태에 알맞은 운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

다면 현대인들의 근골격계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알고리즘의 흐름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시상면과 관상면에 대한 각각의 이

미지에서 수평선과 수직선에 대해 각각 신체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진

단한다. 다음으로는 해당하는 신체 정보 데이터와 그에 맞는 운동 그룹이 매칭된

다. 이 때 해당하는 운동 그룹은 SNPE 8가지 동작을 바탕으로, 신체 한 부위당

효과적인 운동 2~5개가 처방된다. 8가지의 한정된 동작으로 처방되므로 같은 동작

이 여러 번 처방된다. 이는 특정 동작이 본인에게 고강도로 필요하다는 뜻이 되므

로, 매칭된 운동을 숙련도별로 가중치를 고려해 강도가 설정된다. 마지막으로는

운동의 순서, 시간이 조정된다.

이 알고리즘이 활용되어 운동을 처방받고, 그에 따라 스스로 혹은 비대면으로

홈트레이닝이 가능한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 메뉴구조도와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자세분석 기반 운동처방 서비스의 흐름을 알고리즘, 메뉴

구조도, 와이어프레임까지 한 페이지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과 서비스가 근골격계 통증을 관리하기 어려웠고 부담스러웠던

현대인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확장시키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주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운동처방, 자세분석, 자세정렬, 골격구조, 알고리즘, SNPE 바른자세척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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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류 역사의 변화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발달이 있다. 기술은 인간의 편의

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며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바꿔간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여러 산업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새로운 기술이 적극적으

로 도입되고 있고, 큰 잠재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최윤섭, 2020).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인공지능, IOT 등의 기술을 의료 빅데이

터와 의료기기에 접목하며 과거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최근에는 개인의 유전정보 분석을 통하여 유방암,

난소암 등 고위험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계산하고 예방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최윤섭, 2020).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IT트렌드는 근

골격계에서도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공학 기술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인 엑소리햅(exoRehab)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위해 무릎 부위

에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근골격계 상태를 감지하여 전기자극과 함께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의학신문, 2019).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연간 근골격계 질환 진료

수진자수는 1,761만 명이고, 진료비는 7조 4,599억 원에 이른다(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20). 수진자는 고연령층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30대 이하 저연령에서도 인구 대비 수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20). 스마트폰과 PC의 보편화로 업무와 공부 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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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은 자세로 보내게 되며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은 크게 증가하였다(Bontrup et

al., 2019; Eitivipart, Viriyarojanakul, & Redhead, 2018). 스마트폰과 PC사용이 일

상화된 현대문명의 특징은 인체의 기본 구조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근골

격계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 활용도와 의존도 증가로 향후 근골격계

통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송문구, 박지현, 공지영, 강현식, 2020).

근골격계 통증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생활양식의

변화, 운동 등이 있지만, 그 중 현대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자세이다(Cramer, Mehling, Saha, Dobos & Lauche, 2018; Kendall,

McCreary, Provance, Rodgers & Romani, 1993). 자세는 단순히 미용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세 결함은 통증과 무능력(disability)까지 일으킨다

(Kendall et al., 1993). 부적절하고 반복적인 습관으로 인해 변형된 자세가 만들어

지면 움직임의 제한이나 통증이 발생한다(Cailliet, 1994). 예를 들어 목을 신전시키

는 동작에서 신전의 각도는 85°가 발생하는데, 그 중 상부 경추(C1-C2)에서 15°,

하부 경추(C3-C7)에서 70°를 담당하게 된다(Neumann, 2018). 하지만 전방머리자

세로 인해 이미 하부 경추의 과도한 굴곡이 발생했을 경우, 하부 경추의 움직임은

제한되고 상부 경추에서 신전 각도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변형된 자세를 보

완하기 위하여 비전형적인 보상 움직임 패턴이 나타난다. 이후 보상 움직임이 새

로운 패턴으로 학습되며 원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회복이 어려워지고, 신체의 사

슬반응(chain reaction)에 따라 신체 여러 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Page,

Frank, Lardner, 2009). 이러한 영향으로 신체 각 부위의 제어 능력을 떨어뜨리고

통증과 기능장애의 주요인이 되며, 기계적 스트레스가 신체에 누적된다. 근골격계

통증은 일회성의 수술이나 시술로 해결되기 힘들어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 심리

적 고통, 신체 기능 저하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된다. 이는 의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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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

제는 아니다.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에는 완벽한 완치 방법이 없고, 약물 처

방과 수술보다는 평소의 바른자세 습관과 운동이 가장 중요하므로(한지예, 박진호,

2020)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 바른 자세는 물리치료학, 의학, 카이로프랙틱

등에 있어 중요한 목표이다(Akrumaru, 2008).

운동 프로그램이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다수의 연구들(김지숙, 박태

섭, 2021; 민경빈, 서용곤, 김명기, 2021; 손남영, 이중숙, 김주혁, 2014; 이성기, 문

형훈, 2021), 카이로프랙틱과 PNF의 병행치료가 척추의 정렬과 전방머리자세에

긍정적인 작용을 증명한 연구(오동건, 한상진, 성순창, 2017), 필라테스 운동 프로

그램이 시상면 정렬 및 전방머리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자은,

조용찬, 한정규, 이정철, 2019)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

거나, 전문 운동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효율성과 실용성이 좋지 않다. 이에 반

해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은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의 약자로(이하

SNPE) 스스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SNPE는 웨이브베개,

다나손, 바른자세벨트 등의 휴대가 가능한 도구로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혼

자서도 운동이 가능하다. 최근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추부와 요추부 척추 질환자에게 12주간의 SNPE 운동처방을 통해 통증의 정도

가 줄어듦과 동시에 자세 정렬도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희진, 2021).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 이미 변형된 움직임 패턴이 적응되어 바른 정렬과 움

직임을 위해 스스로가 인지하고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Cordo, Nashner, 1982). 바

른자세를 스스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운동의 방향

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정확한 자세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세 평가 프로그

램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평가 방법으로써 많은 스포

츠 센터와 자세 교정 센터에 사용되고 있다(최성훈, 2018).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사용가능하다. 자세 정렬 측정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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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의 신뢰도 및 수렴 타당도 연구에서는 긍정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결과로 보여

주고 있다(강효정, 김민규, 양회송, 이완희, 2020; 김명수, 2016; Anthony Bendik,

김지웅, 함주현, 김혜은, 2013). 하지만 자세 평가 후 자세측정 결과의 수치만 있을

뿐, 잘못된 자세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최성

훈, 2018). 결과의 수치나 정보만으로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바른자세 관리 및 피

드백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자세 평가 분석

후, 본인의 자세 정렬에 따라 개인화된 SNPE 운동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간편하게 본인의 자세 불균형을 확인 후, 이에

따른 운동처방을 통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본인의 상태에 알맞은 운동을 스

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의 근골격계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SNPE가 근골격계 통증을 관리하기 어렵고 부

담스러웠던 현대인들의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영역을 확장시키며 건강을 스스

로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5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세 평가에 따른 SNPE 바른자세척추운동 프로그램 운동처

방을 위한 도식화한 시각적 지침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불균

형한 자세가 근골격계 통증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SNPE 운동동작 8가지의

의미와 효과를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자세 평가에 따른 정보, SNPE 운동 정보를 분류 및 정의하고, 자세 평가에

따라 맞춤형 SNPE 운동 동작을 처방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기술하며 알고리즘

을 설계한다.

2) 자세분석 기반 운동처방 알고리즘이 운동처방 App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서

비스가 이루어지는지 표현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대한 메뉴 구조도를 설계한

다.

3) 구조, 기능, 콘텐츠가 표현된 와이어프레임으로 자세 분석 기반 운동처방 앱

의 흐름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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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자세평가에 따른 SNPE 운동처방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각 요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알고리즘(Algorithm)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 평가에 따른 맞춤형 SNPE 바른자세 운동처방에 관한 단계

적 절차와 순서의 지침을 의미한다.

2) 메뉴 구조도

사이트 혹은 앱의 전체적인 메뉴 정보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룹별로 구

조화를 통해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3)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전체적인 레이아웃 배치와 서비스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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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최소한의 근육 활동과 적은 관절의 부하로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인체의 구조물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있는 상태이다(Kendall et al.,

1993). 바른 자세가 주는 이점은 많다. 신체 정렬을 유지 하는데 대근육을 사용하

는 대신 안정화 근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시키

며 근골격계의 손상과 변형을 막아준다(Andersonville physical therapy, 2010). 또

한 바른 자세가 잘 유지되면 내장기관이 활동하기 좋은 구조가 되며 호흡과 신경

계까지도 올바른 조절이 이루어진다(Kendall et al., 1993).

이상적인 자세란 척추는 관상면에서는 내측 복사뼈 사이의 수직 중심선(line of

gravity)이 무릎 사이, 배꼽, 명치, 흉골 상부 중앙, 코를 통과하는 곧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 좌우 양측간의 거리도 동일해야 한다. 시상면에서는 경추 전만

(Cervical lordosis), 흉추 후만(Thoracic kyphosis), 요추 전만(Lumbar lordosis)의

만곡을 형성하며 수직 중심선이 측면 복사뼈 약간 앞쪽, 무릎 측면, 대퇴부의 대

전자, 어깨 상완골두와 귀의 중앙을 지나가야 한다. 시상면의 정렬은 관상면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하다(Roussouly, Nnadi, 2010). 바른 자세란 척추는 정상적

인 곡선을 만들며, 하반신은 골격을 잘 유지하고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주

어진 상태이다. 신체의 정렬과 근육의 균형은 건강한 신체 기전에서 떨어질 수 없

는 본질적 개념이다(Kendall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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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적 자세의 평가

기립 자세의 정적 자세 평가는 근육계 상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Page et al., 2009). 자세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추측하고 이를 관찰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데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를 평가할 때 가상의 추가 달린 수직

중심선이 이용된다. 수직 중심선은 관상면과 시상면에서 인체의 각 주요 관절과의

위치 관계를 살펴본다. Kendall(1993)은 일상적인 검사에서는 수직 중심선에서

cm, 각도와 같은 단위로 얼마나 이탈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모

한 일이라고 하였고, ‘경미함, 보통, 심각함’으로 표현하기를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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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적 자세의 평가 요소

주요 부분 관상면 시상면

발과 발목

- 좌-우 외측 복사뼈의 높이가 동일하다.

- 좌-우 내측 복사뼈의 높이가 동일하다.

- 발은 약간 바깥쪽을 향한다.

- 수직중심선이 외측복사뼈 약간 앞쪽을

통과한다.

무릎과 다리

- 수직 중심선이 무릎의 가운데를 통과한다.

- 다리는 위와 아래로 곧게 일직선이다.

- 슬개골은 정면을 향한다.

- 발이 접촉되었을 때 무릎이 먼저 접촉되거

나, 발목이 먼저 접촉되지 않는다.

- 좌우 종아리, 허벅지 크기가 동일하다.

- 수직중심선이 무릎 측면을 지난다.

- 무릎이 과하게 뒤로 굴곡되거나,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 없이 곧게 일직선

이다.

골반

- 수직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양측의

전상장골극, 고관절이 위치한다.

- 양측의 전상장골극, 고관절은 수평이다.

- 수직중심선이 대퇴부의 대전자와 요추

몸체들을 통과한다.

- 골반이 전방 경사나 후방 경사가 아닌

중립 위치이다.

어깨

- 수직 중심선이 흉골과 쇄골의 가운데를

통과한다.

- 양측의 어깨는 수평이다.

- 좌우 팔꿈치가 수평이다.

- 수직 중심선이 견봉을 지나간다.

- 지나치게 구부러지거나 편평하지 않다.

머리

- 수직 중심선이 턱 끝, 코, 눈 사이를

지나간다.

- 머리가 좌-우 가측 굴곡 되지 않는다.

- 머리가 좌-우 회전 되지 않는다.

- 시선은 전방을 응시한다.

- 수직 중심선이 외이도를 지나간다.

- 머리는 흉곽 위에 위치하여 턱을 과도하

게 내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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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세와 통증의 관계

바르지 못한 자세는 뼈와 관절, 인대, 근육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

장의 결과이다(Kendall et al., 1993). 근골격계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잘못된 자세

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신경, 근육, 연부 조직의 여러 가지 측면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원상희, 오덕원, 원종오, 2021).

척추는 24개의 척추뼈와 엉치뼈,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 지지, 움직임,

척수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에서 추간공을 통해 31쌍의

척추신경이 빠져나오는데, 척추가 비뚤어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최중기, 2007). 엉덩이부터 시작하여 대퇴 후면을 따라 발목, 발가

락까지 통증이 발생하는 방사통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의 틀어짐

이나 잘못된 자세에서의 무게 부하로 인한 허리 신경의 압박과 주변부의 염증으

로 발생하는 증상이다(Diwan, Sayed, Deer, Salomons & Liang, 2019). 척추 신경

의 압박으로 인한 저림 증세, 소화불량, 무기력감, 불면증, 생리통 등의 증상은 해

당 기관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최중기, 2007).

정상 신경 비뚤어진 척추 때문에 신경이 압박된 현상

그림 1. 척추 변위와 신경 흐름

출처 : 척추를 바로잡아야 건강이 보인다(최중기, 2007) 47페이지에서 인용



11

근육의 불균형도 운동 손상 및 통증을 야기한다. 자세가 틀어지며 관절의 안정

성과 유연성이 감소하여 근육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근육의 불균형한

발달로 인한 구조의 장애, 불균형한 역학 관계로 인한 관절의 퇴행 모두 통증을

발생시킨다(최중기, 2007; 서신배, 강승록, 유창호, 민진영, 권대규, 2013). 구조의

장애가 발생할 시 근육은 비정상적인 위치 변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축

을 하게 되고, 연관된 관절에 스트레스와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최중기, 2007). 단

축된 쪽의 근육은 움직임 시 보다 쉽게 활성화되며 근육 동원순서의 변화를 초래

한다(원상희 등, 2021).

마지막으로 연부조직에 일으키는 긴장은 장시간 자세 정렬이 틀어져 있다거나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이 원인이다(Kendall et al., 1993). 잘못된 자세로 인해 관절

이 이상적인 위치를 벗어날 경우 틀어진 관절의 윤활액(Synovial fluid)이 감소하

며 관절낭이 결합조직에 유착, 경직되며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윤정규,

2007).

일반적으로 틀어지거나 손상된 부위가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

물다(Page et al., 2012). 많은 학자들이 사슬반응(chain reactions)으로 우리 몸을

설명하고 있다. Janda는 통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

고자 하며 사슬반응으로 근골격계의 병변을 개념화하였다(Page et al., 2012). 관절

사슬, 근육 사슬, 신경학적 사슬 3가지 형태의 사슬 중 관절 사슬을 통해 자세 불

균형을 설명한다(Page et al., 2012). Myers는 근육 표면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7

개의 근육근막경선으로 구성한다. 근막경선을 통해 자세, 동작, 운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골격계 통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신체의 일부분이 바른 정렬에서 벗어나 있다면 문제가 발생된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뿐더러, 신체가 움직일 때 보상작용을 일으키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

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실패하거나, 다시 재발하는 이

유 중 하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역학적인 부하와 화학적인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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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발생하고 있는 국소 부위의 치료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다(원상희 등, 2021).

그러므로 통증을 가진 환자는 목뼈, 등뼈, 허리뼈의 자세 정렬을 자주 평가함이

필요하고(Page et al., 2012), 치료는 부분적인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식해야 한

다(원상희 등, 2021).



13

4. 자세의 개선과 통증의 치료

선행연구 고찰과 문헌 조사를 통해 SNPE가 통증과 자세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운동처방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바른자세척추운동 SNPE

SNPE는 인체를 지지하고 있는 바른 척추정렬을 NP(Natural Posture)라고 표

현하며 NP 지향적인 운동을 한다. SNPE는 바른 척추와 정렬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운동법을 제시한다.

웨이브베개, 다나손 등 SNPE 도구를 바닥에 두고 자극이 필요한 부위에 대고

누워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 변위 및 통증 부위를 자극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유

도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그러한 과정에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해

주며 근긴장도를 완화시켜 준다. 또한 골반을 바로잡아주는 탄력성 밴드와 하지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비탄력성 벨트를 활용한 치아교정의 원리로 변형된 근골격

계를 바로잡아준다(최중기, 윤지유, 2017).

일반적인 운동들은 근육과 주변 조직들을 이완하고 강화한다. 하지만 SNPE는

치아 교정의 원리를 활용하여 척추 본연의 구조인 NP로 회복하는데 목표를 둔

다. SNPE 운동의 효과는 1,000여 건 이상의 체험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권

성호 등,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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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ove

SNPE C-Move는 누운 상태에서 다나손, 웨이브베개 등 SNPE 도구를 목

부위에 받친다.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목뼈 주변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준다(최중기, 윤지유, 2017). 머리와 목이 틀어지고 잘못된 정렬이 생활

습관으로 인해 그대로 고착화된다면 목의 속근육은 단축 혹은 신장된 형태로

굳어지는데 이 때 마사지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최중

기, 윤지유, 2017; Kendall et al, 1993). 웨이브베개는 반달형의 도구로 목에

대고 누웠을 때 자연스러운 경추의 C커브를 만들어주며 웨이브 형태가 목 주

위를 이완해준다. 다나손은 두 개의 손가락 모양으로 척추의 가시돌기에 부담

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로돌기와 관절기둥 주위 근육들을 이완해준다. 특

히 다나손은 경추 후방 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4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후두하

근을 이완하는데 효과적이다. 후두하근은 균형, 평형, 손과 눈의 협응에 관여

하며 근방추 밀도가 월등이 높아 머리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신경 피드백을

제공한다. 후두하근의 길이 변화와 긴장이 지속되면 근방추의 능력이 저하되

고 혈류를 감소시키는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박승규, 박삼헌, 2021).

후두하근의 이완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후두하근의 이

완이 슬괵근 단축증후군이 있는 허리 통증 환자의 슬괵근 유연성 증가와 허

그림 2. SNPE C-Move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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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통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연구(서한교, 김은혜, 최영준,

2017), 후두하근 억제 기법이 발목의 가동범위와 균형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

을 검증한 연구(Kang et al, 2021), 후두하근의 이완 후 상부승모근의 근경도

를 감소시킨 연구(김성중, 2018) 등이 있다. 이는 후두하근 4개의 근육 중 소

후두직근의 근막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 경막과 연결되어 있고,

이 구조에 긴장이나 변형이 발생되면 경막의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최중

기, 윤지유, 2017). 경막의 긴장은 척수 신경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신체 전반

의 유연성이 제한된다. 그렇기에 후두하근의 정상적인 길이 유지와 기능 회복

은 머리 목 정렬과 자세 뿐만 아니라 전신의 유연성에도 중요하다.

Myers(2014)는 후두하근을 표면후방선의 기능적 중심이자 전체를 여는데 결

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

이희진(2021)의 연구에서는 경추 척추질환자에게 12주간 주 3회 회당 80분

SNPE 운동 프로그램과 집중 운동 C-Move 20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추

부 통증과 관련된 후두하근과 하부승모근, 대흉근의 근긴장도 변화량이 대조

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깨밸런스, 두개척추각의 개선 등 자

세 정렬까지도 의미있게 나타났다. 노수연, 경지혜, 신명진(2021)의 연구에서

는 두부전방머리자세에 노출된 사무직 근로자에게 다나손을 활용한 C-Move

가 만성두통 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두통 뿐만 아니라 어

깨에 대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C-Move가

전신의 유연성 및 목, 어깨, 등 부위의 통증 완화와 자세 개선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2) T-Move

SNPE T-Move는 웨이브베개를 세로로 척주와 견갑골 사이에 두고 누워 양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두 무릎은 세워 발 사이를 골반 너비로 둔다. 골반

을 올렸다가 바닥 가까이 내려올 때 상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1회로 수회

반복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이 때 타겟 근육은 등세모근, 마름근, 견갑거

근이며 동작을 반복하며 해당 근육들이 이완된다. 또는 같은 동작으로 위치만

다르게 놓아 흉추 극돌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다. 등의 표면 근육들

인 중간 승모근, 하부 승모근, 광배근은 크기에 비해 억제되어 힘을 잘 못쓰

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흉근, 상부 승모근이 촉진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한 견갑배신경과 척추부신경의 이상흥분으로 인한 견갑거근과 승

모근의 과긴장이 일어나기도 한다(최중립, 1992). T-Move를 통해 촉진되거나

과긴장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다.

견갑골의 움직임은 내전, 외전, 상방 회전, 하방 회전, 전방 경사, 거상, 하강

등으로 다양하고 흉골, 쇄골, 갈비뼈 등과 결합된 관절들이 작동하며 다양한

움직임을 발생한다.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능형근 등 어깨의 상부 근육들은

자세 변형 시 길이 변형이 나타나기 쉬운 근육이고, 추가적으로 견갑골의 변

형까지 유발한다. 또한 다른 근육들과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며 다양한 움직임

그림 3. SNPE T-Move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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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는데, 자세 변형이 되면 신장 혹은 단축으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가동범위를 제한한다. 이에 T-Move는 굳어져 있는 등과 어깨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근육의 탄성을 회복하며 변위된 흉추의 교정에

도움을 준다.

(3) L-Move

SNPE L-Move 동작은 SNPE 바른자세 벨트를 착용하고 누워 후상장골극

아래 웨이브베개나 SNPE 도구를 둔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복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다리 사이를 최대한 붙이며 발끝을 바닥 가까이 내렸다가

들어올리는 동작을 수회 반복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무릎을 90도로 구부

리는 이유는 다리를 펴게 되면 더 큰 힘이 들며 표면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

고, 이는 관절이 불안정해지며 손상위험이 커진다. 다리를 굽혀 동작을 함으

로써 관절에 가까운 축을 가진 근육들이 활성화된다.

골반 또는 척추의 부정렬은 성인 인구의 80~90%에서 나타난다. 부정렬 증후

군이 요통 환자의 50~60%에서 주요인 혹은 악화요소가 된다. 골반환의 뒤틀

림으로 축성골격과 사지골격의 정렬에 변화가 나타나고 머리부터 발까지 재

배열의 가능성이 있다. 무명골의 움직임은 천골과 함께 작용하며 여러가지 경

그림 4. SNPE L-Move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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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뒤틀림이 발생한다. 전방 경사(anterior tilt)/후방

경사(posterior tilt), 전방 회전(anterior rotation)/후방 회전(posterior

rotation), 뉴테이션(nutation)/카운터뉴테이션(counternutation), 아웃플레어

(outflare)/인플레어(inflare), 뒤틀림(torsion) 등 굉장히 다양하게 골반의 변위

가 발생한다. 후상장골극와 천골에 단단한 도구를 대고 누워 체중을 이용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변위가 되었든 후

방변위 된 쪽을 더 자극하여 점진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 때 다리에는 바른

자세 벨트를 묶고 무릎의 사이가 몸의 중앙에 오도록 균형을 맞춰 움직이므

로 골반에는 안정성을 주고 하지의 연부조직들은 좌우 균형을 회복한다.

표면적으로는 다리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골반의 움직임도 미세하게 함께 일어나며, 골반과 단단한 인대결합이 이루어

지고 있는 하부 요추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하부 요추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허리 척추사이원반의 대사성 교환을 향상시키고,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들을

이완해준다.

요추 척추질환자에게 12주간 주 3회 회당 80분 SNPE 운동 프로그램과 집중

운동 L-Move 20분을 진행한 연구에서 대조군보다 척추기립근의 압력통증역

치, 근긴장도가 개선되고, 자세정렬에서는 골반밸런스, 골격구조에서는 요추중

력선과 요추전만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희진, 2021). 또

한 다리 움직임의 범위를 발끝이 땅에 닿기 직전과 골반 라인까지 움직이며

복부 심부 근육들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최중기, 윤지유, 2017).

L-Move는 허리와 골반 주위의 통증과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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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C-Move

SNPE SC-Move 동작은 웨이브베개를 골반 아래 두고 눕거나 앉아서 엉덩

이를 좌우로 움직이며 엉치뼈, 꼬리뼈 주변 근육을 풀어준다(최중기, 윤지유,

2017). 골반의 심부 근육인 이상근은 단축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볼기 영역

의 깊은 지점에서 통증 유발(trigger point)를 발생시킨다고 한다(Neumann,

2018). 또한 이상근의 단축은 무명골에 대해 천골을 잡아당기며 몸이 틀어지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상근의 단축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

해 이상근 아래를 지나가는 좌골신경이 압박을 당하면 둔부, 대퇴 후면, 종아

리까지 신경적인 통증이 유발된다(이상언, 김기택, 조윤제, 류경남, 전영수,

2005). 잘못된 자세로 인해 골반이 수평면에서 회전 변형이 된다면 심부 외회

전근도 길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고관절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거나 관

절의 퇴행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 3, 7, 9, 10번 그리고 S2~S4를 통해 나온

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같은 표적기관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부교감신경계는 주로 휴식기에 일어나는 반응을

조정한다(김지선, 2016).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감신경이

그림 5. SNPE SC-Move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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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항진 되었을 경우에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C무브는 도구를 활용하여 골반 후면의 표면

근육 뿐만 아니라 돌기가 있는 다나손으로 경직된 속근육을 이완해주고, 꼬리

뼈 주변과 부교감 신경도 활성화시켜준다.

(5) 1번 동작

SNPE 1번 동작은 SNPE 바른자세 벨트를 착용하고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깊게 앉는다. 허리와 목을 앞굽음 형태로 유지하며 가슴을 확장하여

등 뒤로 가위 모양으로 깍지를 낀 후 10초~1분 유지, 수회 반복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전신의 정렬에 도움이 되는 1번 동작은 발목, 종아리, 허벅지에 비탄력성의

벨트를 묶고 운동을 하여 하지 관절의 개선을 돕는다. 발목을 붙이고 벨트를

묶기에 외반슬, 내반슬로 변형된 무릎 관절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회내 혹은 회외 되며 변형된 발목 뼈의 위치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 예를 들어 외반슬인 경우 발목이 내측으로 무너지며 관절의 변형이 생기

그림 6. SNPE 1번 동작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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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발목을 붙이고 벨트를 묶음으로써 내측으로 무너지는 발목을 잡아주고

발바닥 전체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허리와 목은 앞굽음 형태로 유지하는데, 허리 신전 시 척추관 및 신경뿌리

관이 좁아지는 이유로 신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맥켄지 운동

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신전 운동이 디스크 속 수핵을 앞쪽으로 밀며 후

방 섬유륜을 두껍게 하므로 디스크 손상,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이

라고 보고하였다(이근효, 천승철, 2019; Padmanabhan, Sambasivan, & Desai,

2011). SNPE 1번 동작은 단순히 허리 신전을 유지하는 동작으로 보이지만

반복적인 움직임 그리고 SNPE 다른 동작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허리 척추사

이원반의 대사성 교환을 향상시키고, 척추 구조를 바로 잡으며, 굳어진 곳을

부드럽게 만든다.

최근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견갑골이 흉곽을 따라 앞쪽으로

전인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견갑골이 전인 된다면, 상완골도 견갑골

의 관절면을 따라 내회전이 유발된다. 이러한 변형으로 전방의 연조직들은 짧

아지는 반면 후면 조직들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견관절 장애가 발생하면 상

완골두를 전방으로 당기는 대흉근의 작용이 우세하는 패턴이 생겨나게 되는

데, 이로 인해 외회전근은 약화되어 늘어난다(Sahrmann, 2002). SNPE 1번

동작은 등 뒤로 깍지를 끼며 극하근, 소원근, 삼각근 후방섬유와 같은 견관절

외회전근을 포함하고 있는 신전근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깍지낀 손을 바

닥쪽으로 내리는 힘을 유지하며 하부 승모근까지 자극하는데, 하부 승모근의

활성화는 경추부의 정렬, 통증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Fathollahnejad, Letafatkar, & Hadadnezhad, 2019).

목은 가볍게 들어 45도 위쪽을 바라보는데, 흉추가 굳어지거나 흉추 후만인

경우 경추가 받는 부하의 증가로 경추의 가동범위가 감소한다. 이 때 흉추부

도 앞쪽으로 가볍게 이동하며 하부 경추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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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동작의 과정에서 발끝을 살짝 들며 발끝-무릎-가슴-턱끝이 일직선

상에 오도록 하며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보내주는데, 이는 무게 중심이 앞쪽

으로 많이 쏠려있는 현대인들의 무게 중심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작을 취하며 거울로는 발 사이부터 무릎 사이, 배꼽, 흉골, 코 끝이 일직선

상에 올 수 있도록 확인하며 유지하기에 신체 양측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한

다. 이를 일정 시간 10초-1분 유지하며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는데 이는 속근

섬유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척추 안정화 근육이 강화된다. 따라서 1번 동작

은 발목부터 무릎, 골반, 흉추와 경추까지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2번 동작

SNPE 2번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다리를 모은 뒤 SNPE 버클형 벨

트를 허벅지와 종아리에 함께 착용한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뒤로

누워 등이 바닥에 닿으면 팔도 머리 위로 뻗어 깍지를 끼며 상하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펴진다는 느낌으로 1-5분 정도 유지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초보자는 장요근을 포함한 고관절 굴곡근이 단축되어 무릎이 많이 뜨게 되

그림 7. SNPE 2번 동작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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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척추 경직이 심한 사람들은 어깨가 뜨기도 한다(최중기, 2007). 장요근의

단축은 골반의 전방경사와 관련이 깊고, 고관절 굴곡 시 고관절 구조물과 마

찰로 인한 통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만으로 인해 후관절의 압박

력을 증가시키면서도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고관절 굴곡근은 오래 앉

아있는 현대인들에게 약화 혹은 단축 이상이 일어나는데 적응적 단축으로 인

한 가동범위 제한은 스트레칭을 이용해 재활에 도움이 된다(Roberts, Wilson,

1999). 또한 대퇴사두근이 위축되면 골반 움직임 제한의 원인이 되고, 그 중

대퇴직근은 무릎의 경골조면에 정지하고 있어 무릎의 자세 변형까지 초래할

수 있다. 2번 동작을 하며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내리며 대퇴사두근

전체를 신전해준다. 복부의 경우도 복직근 뒤에 위치한 복벽의 긴장도가 높으

면 호흡제한 혹은 등을 잡아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Myers, 2014) 복직

근과 횡격막까지 효과적으로 이완해준다. 무릎을 꿇고 발목을 족저굴곡 하므

로 전방 하퇴 구획과 발가락의 지골의 족배면까지 표면 전방선을 전체적으로

이완하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Myers(2014)는 표면전방선을 이완시키는 것은

표면후방선의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번 동작 수행력이 좋을

수록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통증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중

기, 윤지유, 신명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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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번 동작

SNPE 3번 동작은 SNPE 바른자세 벨트를 착용하고 엎드려서 손등을 포개

어 이마 아래에 놓는다. 어깨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의

힘으로 무릎을 접어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며 10초-4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수회 반복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이 때 사용되는 근육들은 허리 뒤쪽의

척추세움근, 볼기근, 모음근, 넙다리뒤근육 등이다.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대둔

근이 중립보다 신장된 상태가 되며 장시간 반복적으로 자세가 유지될 경우

대둔근의 신장성 약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의 붕괴까

지 일으킨다. Janda는 만성 요통환자에게서 대둔근 근육의 활성도 감소가 발

생한다고 하였다(Page, et al., 2012). 또한 뭇갈래근 및 척추세움근과 같은 폄

근육의 약화도 요통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다리를 올리며 뒤쪽의 척추세움근과 대둔근, 슬괵근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

니라 무릎을 접어 다리를 올림으로써 장요근과 대퇴직근 등 적응성 단축이

되기 쉬운 앞쪽 구조물들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 또한 다리를 들어올릴 때

내전근을 수축하며 다리를 모아서 들 수 있도록 집중을 한다. 내전근은 치골

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등이 있으며 모두 치골 부근에

기시하며 골반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림 8. SNPE 3번 동작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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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굽힘과 폄의 움직임에서 슬개골은 대퇴골의 도르래고랑 내에서 위쪽

과 아래쪽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대퇴사두근은 슬개골을 위쪽, 약간 가

쪽과 뒤쪽으로 당김과 동시에 장경인대와 외측슬개지대 섬유들은 가쪽 방향

으로, 안쪽넓은근과 내측슬개지대 섬유들은 안쪽으로 함께 상호협력적으로 작

용하여 원활한 무릎 움직임에 도움을 준다(Neumann, 2018).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과활성화 되기 쉬운 장경인대가 슬개골의 가쪽 이동을 우세하게 만들

어 무릎뼈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무너뜨린다. 이 때 3번 동작은 내전근을

강화시키며 무릎의 이동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무릎 통증을 예방한다.

동작을 취하며 거울로는 발 끝이 몸통의 중심부에 올 수 있도록 확인하며

유지하기에 신체 양측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한다. 이를 10초-50분 유지하며

등척성 수축을 유도하는데 1번 동작과 마찬가지로 표면 근육보다 속근섬유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척추와 골반 안정화 근육이 강화된다. 이는 3번 동작의

수행력이 좋을 수록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부위의 통증 개선이 더 효과적

임을 검증한 연구(최중기, 윤지유, 신명진, 2019)에서도 알 수 있다.

(8) 4번 동작

그림 9. SNPE 4번 동작

출처: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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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 4번 동작은 SNPE 바른자세 벨트를 착용하고 앉은 자세에서 뒤로 굴

러 발끝을 머리 위로 넘겼다가 올라와 상체를 숙이며 발끝을 당겨 스트레칭

을 한다. 뒤로 굴러갈 때는 척추와 등 근육을 자극 주는 것에 집중, 올라올

때는 복부의 힘으로 올라오며 수회 반복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4번 동작

은 후면부 이완과 하지 스트레칭으로 표면후방선 전체를 이완하기에 효과적

이다.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를 자극하고 자율신경계의 향상성에도 도움이 된

다(최중기, 2007). 교감신경계는 척추 T1~L2를 통해 뻗어나오고, 부교감 신경

계는 뇌신경 3, 7, 9, 10번 그리고 S2~S4를 통해 나온다. 구르기를 통해 척추

흉추 요추 부위를 자극하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며 심박동수의 증가, 전신

혈관 저항이 증가하고 심박출량, 대사 작용, 혈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구르기

를 통한 천골과 꼬리뼈 주변 자극 그리고 SC무브를 이용한 골반 근육과 꼬리

뼈 주변 자극과 이완은 부교감신경계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불균형한 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

척추의 추간공을 통해 척수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신경들은 구르기

를 통해 자극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 예를 들어 T5번과 T6번 신경은 소화불

량에 관여하는데 체했을 경우 구르기를 통해 해당 신경을 자극해 트름이 나

오고 소화가 원활해진다.

구르기를 통해 신체 후면부의 큰 근육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며 횟수에 따

라 속근육과 근막까지 부드럽게 만든다. 이는 근막의 경직을 이완시켜 인체

내의 다양한 조직들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인 근막 이완술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척추측만으로 인해 등 근육의 높이가 다른 경우 후방

이동 된 쪽을 더 자극해주며 문제가 되는 쪽을 좀 더 자극 가능하다. 이런 과

정을 통해 혈액순환, 신경전달 장애를 해결하며 전신의 순환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구른 후 반동없이 상체가 올라오므로 코어 근육까지 강화된다. 따라서 4

번 동작은 표면후방선의 이완, 척추 자극을 통한 신경계 개선, 어깨와 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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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분 이완, 코어 강화까지 효과적인 동작이다.

SNPE의 8가지 동작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L-Move로 척추기립근 등

폄 근육을 이완하고 골반의 구조를 바로 잡는다. 1번과 3번 동작으로 척추기립근

을 강화하고 정렬을 바로 잡는다. 4번 동작으로는 척추를 포함한 후면 근육을 체

중으로 계속 이완해준다. 이렇듯 8가지 동작들이 서로 특정 부위에 대해 이완과

강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목부터 발목관절까지 전신에 관여를 한다. 간단한 8

가지 동작들로 정리된 SNPE는 전문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하기에 큰 이점을 가지

고 있다.



28

Ⅲ. SNPE 운동처방

1. SNPE 운동처방 알고리즘 흐름 구성

운동처방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은 <표 2>와 같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미지를 기반으로 신체정보 데이터 추출을 한다. 데이터의 상대적 위치를

활용해 상태를 진단한 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불균형에 해당하는 신체 정보 데이

터와 해당 부위별 운동 그룹군을 매칭한다. 신체 정렬 상태에 따라 SNPE 8가지

운동 동작이 중복되어 처리된다. SNPE 1번 동작은 하지 정렬과 골반, 허리, 어깨,

목 신체 전체의 바른 정렬에 도움이 되는데, 이 때 1번 동작이 중복되어 매칭이

되었다면 전신의 정렬이 바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번 동작은 높은 강도

또는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세 번째 단계에서 중복된 운동 매칭 누

적 횟수와 숙련도에 따라 세부 강도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효율과 편의

를 높이기 위한 운동 순서 처리가 되고, 세부적인 처방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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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알고리즘 흐름 구성

1. 이미지의 신체 정보 데이터 추출, 진단 2. 해당하는 신체 정보 데이터와 운동 매칭

3. 중복 누적된 운동 매칭을 숙련도, 가중치를

고려해 강도 설정
4. 운동 순서, 시간 설정, 운동처방 세부 조정



30

1) 신체 정보 데이터 추출 및 진단

평가 측정 대상점은 Kendall이 제안한 서 있는 자세에서의 정렬(alignment in

standing) 차트와 ‘얀다(Janda)의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 에서 제안하는 전

체적인 자세 평가를 위한 순서 차트를 참고하여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마

면(frontal plane)과 시상면(sagittal plane) 각각의 정적 자세 이미지에서 인체 중

심선과 수평선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도출해낸다.

그림 10. 신체정보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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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면의 정렬은 바닥 수평면에 대해 발 사이 가운데 지점 기준으로 수직선을

생성한다. 그리고 양쪽의 눈, 어깨, 가슴, 골반의 전상장골극, 무릎, 가측 복사뼈

에 마커를 생성한다. 각 부위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기울기 값과 거리값을 도

출한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마커를 이은 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를 구하

고, 구한 각도가 0˚의 범위를 벗어나면 ‘머리 기울임 불균형’으로 평가한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마커를 수직선에 대해 수평 거리 값을 구하고, 양측간의 거리

값에 차이가 생기면 ‘머리 회전 불균형’으로 평가한다. 이 때 기울임 값과 회전

값은 같은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면 같은 값으로 처리하고, 기울임/회전의 오른쪽

혹은 왼쪽 값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무릎관절에서는 내반슬과 외반슬을 판단

하기 위하여 무릎 관절 각 변형을 측정하는 Q-angle 값을 얻는다. 전상장골극에

서 무릎뼈 중앙을 연결한 직선과, 무릎뼈 중앙에서 정강뼈 결절까지 연결한 직

선 사이의 각을 구하며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외반슬/내반슬로 판단한다.

이 때 두 값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시상면의 정렬은 신체가 오른쪽을 향해야 하며 바닥 수평면에 대해 복사뼈 기

준으로 수직선을 생성한다. 그리고 무릎 측면, 골반, 어깨 상완골두, 귀의 중앙에

마커를 생성한다. 측면 복사뼈를 기준점으로 수직선과의 각도를 측정하여 시상면

의 정렬을 확인한다. 시상면에서는 골반의 기울기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

므로 전상장골극과 후상장골극에 마커를 생성해 수평선에 대한 기울임값을 평가

한다. 얻어진 결과값을 도출하여 아래 <표 3>의 해당 항목에 대한 진단, 평가,

처방 과정을 거쳐 맞춤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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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체 부위 별 진단 항목

방향 신체 부위 상태

관상면

눈 기울임 / 회전

어깨 기울임 / 회전

가슴 기울임 / 회전

전상장골극 기울임 / 회전

무릎 기울임/ 회전 / Q 각

가측복사뼈 기울임 / 회전

시상면

귀 전방 / 후방

견봉
전방

후방

골반 대전자
전방

후방

전상장골극-후상장골극
전방 경사

후방 경사

무릎
전방

후방

복사뼈 기준

그림 11. 신체정보 데이터 추출 및 진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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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정보 데이터와 운동 그룹군 매칭

이전 단계에서 추출 및 진단된 17개의 신체 정보 데이터는 각각의 운동 그룹

과 매칭된다. 눈의 기울임/회전이 인식되면 해당 항목은 목의 틀어짐으로 판단하

고 그에 도움이 되는 C-move, T-move, 1번 동작이 포함된 A그룹 운동을 제공

한다. 기울임과 회전에 대해 제공되는 운동이 같으면 같은 그룹으로 묶고, 기울

임/회전 혹은 전방/후방 운동이 다르다면 다른 그룹으로 처리한다. 신체 한 부위

의 불균형은 위, 아래 신체 부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처리 방식에 따라 신체 한 부위의 불균형은 해당 부위의 문제로만 정

리하였다.

표 4. 신체 상태 별 운동 그룹 매칭

방향 상태 운동 유형 운동 작용 운동 부위

관상면
눈

기울임/회전
A

C-move 근육 이완 목

T-move 근육 이완 목, 어깨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전신, 하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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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정렬

어깨

기울임/회전
B

T-move 근육 이완 목, 어깨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가슴

기울임/회전
C

T-move 근육 이완 목, 어깨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골반

기울임/회전
D

L-move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복부

SC-move 근육 이완 둔부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무릎

기울임/회전/Q 각
E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가측복사뼈

기울임/회전
F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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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시상면

귀

전방/후방 이동
A

C-move 근육 이완 목

T-move 근육 이완 목, 어깨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견봉

전방 이동
C

T-move 근육 이완 목, 어깨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견봉

후방 이동
G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골반 대전자

전방 이동
H

L-move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복부

SC-move 근육 이완 둔부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골반 대전자

후방 이동
I

L-move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복부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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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전방 경사
J

L-move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복부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골반

후방 경사
K

L-move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복부

SC-move 근육 이완 둔부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무릎

전방 이동
L

2번 동작
근육 이완

신체 정렬
전면 근육

3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허리, 골반,

하지 관절

무릎

후방 이동
M

1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전신, 하지 관절

4번 동작

근육 이완

근육 수축

신체 정렬

후면 근육,

하지 관절,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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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체 상태 별 운동 그룹군 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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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강도 조정

적당한 운동강도의 설정은 운동 목표와 효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일반적으

로 운동 강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척도인 운동자각인지도 RPE(Ratings

of Perceived Exertion)와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심박수를 이용하여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SNPE는 NP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SNPE 동작

들마다 구분되는 운동 강도와 시간이 있다. 등척성 운동으로 속근육을 단련시키

고 정렬을 바르게 돕는 1번, 3번 동작은 10초~1분 단위로 세트 수를 설정한다.

반복되는 동작으로 신체 후면부 이완을 하는 4번 동작과 T-move, 골반의 바른

정렬과 코어를 단련시키는 L-move 동작은 10~500회 이상의 단위로 진행한다.

이 중 승모근과 능형근을 이완해주는 T-move는 위치에 따라 오른쪽, 중앙, 왼

쪽으로 부위가 나눠지게 된다. 신체의 앞면을 스트레칭한 채로 일정시간 유지하

는 2번 동작과 도구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완하는 C-move, SC-move 동

작은 1분 이상, 분 단위로 진행한다.

그림 13. SNPE 동작별 강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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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에서 처리된 운동 값은 내 몸의 불균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동작들이

중복 처리되었다. 발끝부터 목까지 신체 전신을 사용하는 1번 동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운동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13회). 하지만 국소적으로 목 주위 근육을

이완하는 C-move, 둔부 근육을 이완하는 SC-move, 견갑골 주변을 이완해주는

T-move는 특정 부위의 운동 유형에만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다(1~6회). 전신 동작인 1번 동작을 총 13회 중 6회 처방 받는 것과, 견갑골 주

변만을 이완하는 T-moe를 총 6회 중 6회 처방 받는 것은 같은 무게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중치를 고려해 1번 동작을 6회 처방 받으면 중강도로 처리하

고, T-move를 6회 처방 받으면 고강도로 처리하였다. 또한 자세가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사람이 운동 유형(유형 A~M) 중 1번 동작이 포함된 유형을 10회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 초보자는 1번 동작을 처음부터 고강도인 1분, 15set씩 하

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숙련도 별로 운동 강도를 조정 하는데 초

보자는 숙련자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세트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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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운동 유형 별 SNPE 동작 처방 횟수

운동

유형
C-move T-move L-move SC-move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

A(관상면) O O O

A(시상면) O O O

B O O O

C(관상면) O O O O

C(시상면) O O O O

D O O O O O

E O O O O

F O O

G O O

H O O O O

I O O O O

J O O O O O

K O O O O O O

L O O

M O O

2 6 5 3 13 9 6 9

표 6. SNPE 동작 처방 횟수에 따른 강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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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ove

T-move

L-move

SC-move

1번 동작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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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 순서 및 운동처방 세부 반영

SNPE 8가지 동작은 4가지의 벨트 운동과 4가지의 도구 운동으로 분류된다.

SNPE를 통한 자세와 통증의 개선은 도구를 활용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

고, 벨트를 활용해 NP 지향 운동을 한다. SNPE 도구는 손가락 형태의 설계, 웨

이브 형태의 설계, 작용·반작용 법칙의 단단한 교정 도구로 다른 운동 도구들과

는 차별점이 있고, 이를 SNPE 통증 개선의 핵심으로 제시한다(최중기, 윤지유,

2017). 도구 운동은 C-move, T-move, L-move, SC-move 4가지의 운동 외 가

로로 흉추 풀기, 웨이브베개 밟기로 족저근막 이완, 하지 이완 등 사용법과 응용

법이 다양하다. 그래서 운동 순서로 먼저 [도구 이완]으로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

게 이완하고 본운동인 벨트 운동 시 근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

램 앞부분에 [도구 이완] 항목을 가중치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10분간 처방한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후두하근군 중 소후두직근은 경막과 연결되

어 있어 전신의 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후두

하근군을 효과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C-move]도 가중치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도구 이완]과 함께 5분 처방한다. 이 때 눈/어깨의 회전 혹은 기울임으로 인해

C-move를 진단받았다면 C-move는 3분이 더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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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PE는 동작들 마다 연관성이 있고, 사용하는 도구의 세부적인 조정도 필요

하다. 예를 들어 L-move 운동 시 전방경사인 경우는 천골 아래쪽에, 후방경사인

경우는 후상장골극과 허리 사이 공간에 웨이브베개나 도구를 두고 진행한다. 이

과정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IF ASIS to PSIS > 10˚ THEN put the wavepillow on the sacrum

IF ELSE ASIS to PSIS < 0˚ THEN put the wavepillow on the low lumbar

ELSE put the wavepillow on the PSIS

와 같이 명시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다.

- IF 3번 동작 or L-move 수행했다면 THEN T-move와 C-move는 정리운동으로 수행한다.

- IF 1번 동작 or 4번 동작 수행한다면 THEN T-move는 준비운동으로 수행한다.

- IF 3번 동작과 L-move 수행해야 한다면 THEN L-move를 먼저 수행한다.

- IF 골반 평가로 인한 L-move와 SC-move 수행해야 한다면 THEN SC-move를 준비운동으

로 수행한다.

- IF 골반 전방경사로 인한 L무브라면 THEN 도구는 천골에 둔다.

- IF 골반 후방경사로 인한 L무브라면 THEN 도구는 후상장골극과 허리 사이에 둔다.

그림 14. 운동 순서 조정, 세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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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알고리즘을 거친 운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도구 이완 10분을 포함한

70분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숙련자의, 최고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된다면 110분의

운동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친다.

운동처방이 70분에 미치지 않을 때는, 도구 이완의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운

동처방이 70분을 넘을 경우, 초보자의 경우는 동작을 골고루 하는 것을 추천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운동들을 한두세트씩 줄여 진행한다. 숙련자의 경우 가중치가

제일 적은 동작을 빼고 나머지 동작을 좀 더 집중하여 진행한다.

그림 15. 운동 프로그램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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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처방 메뉴 구조도

앞에서 설계된 운동처방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스로 혹은 비대면으로 함께 홈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SNPE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동처방이 포

함된 메뉴 구조도는 아래 <그림 17>과 같다. 실제 구동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는 필요 기능과 데이터 정의, 화면 설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나 본 내

용은 알고리즘을 포함한 서비스 기획을 위한 예시이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본 알

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한 범주까지만 포함하였다.

메인과 마이페이지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운동처방], [운동], [기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꾸준한 운동과 동기부여를 위해 뱃지, 포인트와 같이 성취 기록을

얻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동]에서 SNPE 챌린지와 SNPE 라이브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 참여 혹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기록]에서는 ‘총 운동 횟수/시간’, ‘성취 기록’ 외에 ‘SNPE 바디’를 구성하였

다. SNPE는 몸의 상태에 따라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의 수행력과 정렬이

달라진다. 주차별로 달라지는 동작 수행력을 확인하며 성취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처방]에서는 사진을 통하여 내 체형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상태에 맞는 운동처방인 ‘나의 플랜’에 따라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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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앱 메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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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앞서 구조화한 메뉴 구조도를 바탕으로 화면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기

위하여 와이어프레임을 설계하였다. 앱을 실행하여 최초 접속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이 존재한다. 하단의 바를 활용해 운동처방, 운동, 기록 화면 간의 이동에 편

리함을 제공한다. 앱 네비게이션의 흐름을 보여주는 워크플로우는 아래의 <그림

18>과 같다.

최초 접속 로그인 후 메인 진입, 그리고 세가지 주요 메뉴인 운동처방, 운동, 기

록 화면으로의 진입을 나타냈다. 그리고 세가지 기능 중 메인 서비스인 운동처방

항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 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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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앱 와이어프레임(Wire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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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NPE 운동처방 서비스

1. 페르소나

운동처방 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순서와 처방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도

록 일반인 사용자 페르소나를 제작했다. 페르소나는 UX 분석 방법으로 고객을 대

표하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고, 서비스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인물의

상황과 감정 등 경험을 고려하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알고

리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자 페르소나를 설정하였다.

그림 18.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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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 정보 데이터 추출 및 진단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신체 정보 데이터 추출 및 진단이다. 수평선과 수

직선에 대해 마커의 상대적인 위치값을 계산한다. 아래 <그림 20>에서 페르소나

의 자세는 눈에서 양쪽 수평거리값이 달라 눈 회전 값을 얻었고, 어깨에서는 오른

쪽과 왼쪽의 어깨 기울임값이 0˚를 벗어나고 수평거리값이 달라 어깨 기울임/회전

값을 얻었다. 하지만 여기서 어깨 기울임/ 회전값은 같은 운동처방이 이루어지므

로 같은 값으로 처리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관상면 시상면 전체에서 진단이 이

루어진다.

그림 19. 페르소나 신체 정보 데이터 추출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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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정보 데이터와 운동 그룹군 매칭

이전 단계에서 해당되는 데이터와 운동 그룹군을 매칭한 결과, 운동 유형 A가

관상면, 시상면에서 각각 1개씩, 운동 유형 B, C, D, H, L 그룹과 매칭 되었다.

각 그룹마다 포함하고 있는 SNPE 운동에 따라 중복 처방된 운동은 높은 강도

로 조정된다.

그림 20. 페르소나 운동 그룹군 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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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강도 조정

이전 단계에서 자세를 기반으로 운동유형을 매칭하였다. 해당 운동유형 내에 어

떤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 분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7>와 <표

8>을 활용해 페르소나의 케이스를 정리하였다.

표 7. 페르소나 운동 유형 별 SNPE 동작 처방 횟수

운동

유형
C-move T-move L-move SC-move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

A(관상면) O O O

A(시상면) O O O

B O O O

C(관상면) O O O O

C(시상면) O O O O

D O O O O O

E O O O O

F O O

G O O

H O O O O

I O O O O

J O O O O O

K O O O O O O

L O O

M O O

2 5 2 2 6 3 2 4

표 8. 페르소나 SNPE 동작 처방 횟수에 따른 강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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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ove 페르소나

T-move 페르소나

L-move 페르소나

SC-move 페르소나

1번 동작 페르소나

2번 동작 페르소나

3번 동작 페르소나

4번 동작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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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 순서 및 운동처방 세부 반영

이전의 알고리즘을 거쳐서 페르소나는 1번 동작 30초 10회 / 2번 동작 3분 / 3

번 동작 20초 5회 / 4번 동작 300회 / C-move 3분 / T-move R,L 90 C 20 /

L-move 50회 / SC-move 4분의 운동을 처방받았다. 마지막으로 운동 효과와 효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동 순서와 세부 처방이 조정된다.

본 운동의 강도로 진행하게 되면 총 운동 시간은 대략 75분이 나오게 된다. 최

종 제공은 70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므로 가장 가중치가 적은 동작 중 SC-move,

L-move, 3번 동작의 횟수를 2분, 20회, 2회 씩 줄여서 제공한다. 그리하여 페르소

나가 최종적으로 자세분석과 함께 운동처방을 받으며 보는 화면은 아래 <그림

24> 와 같다.

그림 21. 페르소나 운동 순서 조정, 세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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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페르소나 운동처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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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운동처방 서비스

앞서 설계한 알고리즘, 메뉴 구조도, 와이어프레임까지 한 페이지에서 설명하자

면 다음 <그림 25>, <표 9>과 같다. 메뉴 구조도는 고객 서비스 흐름도로 상세

하게 정리하였고,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워크 플로우와 알고리즘도 표현하였다.

자세분석 기반 운동처방 알고리즘을 설계한 의도와 목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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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운동처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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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운동처방 프로세스

서비스 흐름도 와이어프레임 알고리즘

①

- 최초 앱 실행 시 회원가입과 로그인 처리가 된다.

②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는 ‘이번주 SNPE’, ‘나의 참여 현황’, ‘오늘의 추천 운동’이

나타난다. ‘이번주 SNPE’는 한 주에 내가 진행한 SNPE 운동 시간, ‘나의 참여 현황’

은 참여중인 SNPE 챌린지/라이브의 리스트, ‘오늘의 추천 운동’은 단일 운동 중 랜

덤으로 제공된다.

- 하단의 탭을 이용해 [메인], [운동처방], [운동], [기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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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하단의 탭을 이용해 [운동처방] 페이지로 이동한다. 최초 접근 시에는 ‘운동처방

기록이 없습니다. 내게 맞는 운동처방을 받아보시겠어요?’ 문구가 제공된다.

④

- 최초 접근 시 ‘네’ 혹은 진단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세 분석을 위한 사진을 고르게

된다. 카메라와 앨범 중 선택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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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을 선택하면 사진첩에서 사진을 두 개 선택 가능하다. 관상면과 시상면 한 장

씩 선택한다.

⑥

- 사진을 두 장 불러오면 인물이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사진을 다시 불

러오려면 좌측 하단의 사진 아이콘을 누른다.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려면 우측 하단

버튼을 누른다.

⑦

- 관상면과 시상면 각각에 대해 수직선과 수평선이 생성되고, 관상면 12개, 시상면 6

개의 측정 대상점이 생성된다. 측정 대상점은 기준선과 상대적 위치 산출로 결과값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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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상대적 위치 산출로 도출된 결과값은 신체 부위별로 운동 그룹군과 하나씩 매칭이

된다. 관상면, 시상면 모든 측정 대상점이 매칭 처리된다.

⑨

- 매칭 처리 된 운동 그룹군들은 숙련도 별로 강도 범위가 나뉘게 되고, 중복 매칭

된 동작들은 동작 별 가중치에 의해 다시 한 번 세부 강도가 부여된다.

⑩

- 강도가 정해진 운동 동작들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 운동/ 본 운동(벨트

운동)/ 정리 운동으로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측정 대상점을 바탕으로 체형에

따라 도구의 세부적인 위치, 디테일한 동작, 순서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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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순서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마지막으로 70분 프로그램으로 시간 조정이 된다. 처방

받은 프로그램이 70분 보다 적다면 도구 이완의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70분이 넘는

다면 숙련도 별로 다른 처리과정을 거쳐 70분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⑫

- 알고리즘 처리가 완료되면 자세에 대한 수치화된 평가, 설명과 함께 내게 필요한 7

0분 운동 프로그램이 동작, 순서, 강도에 맞춰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바로 운동이 가능하고, [운동처방] 페이지 내 ‘내역’ 항목에서도 그동안 진단 받

았던 자세와 운동 프로그램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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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세분석을 기반으로 개별화된 SNPE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4단계의 알고리즘 흐름도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

하는 메뉴구조도와 와이어프레임까지 제시하였다.

1. 운동처방

운동처방이란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체력수준, 목적, 연령

에 맞게 운동 종목, 강도, 시간, 빈도를 결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김호준, 이준,

2012). 최근 운동에 대한 필요성 대두와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 고령화 사회 진

입으로 인해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동시에 IT기술의 활용

으로 운동 건강 관리 영역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남정우, 김명진, 김용암, 김태규, 2015). 1980~2000년대 초반에 걸쳐 컴퓨

터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처방 전산화에 대한 연구(김남주, 1990; 전태원, 김의수,

최승권, 김남주, 1991),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IT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김동진, 김인규, 오윤선, 신윤정, 2010; 남

정우 등, 2015; 배윤정, 이대택, 손윤선, 2010; 배종진, 2008)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용화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부딪히며 적합한 서비스가 나오지 못

하고 있다.

운동처방의 한가지 요소인 운동 강도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앞서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 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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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고려한 처방이 부상이나 부작용 없이 목표로 하는

운동 성과를 얻을 수 있다(김동진 등, 2010). 신체 활동량의 변화 및 심박수 등 생

체센서 수집 기술 발달과 더불어 운동처방 접목이 용이한 유산소 운동의 경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관련된 도구를 활용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저항운동의 경우 개인별 측정의 복잡성과 기술적 접목이 모호하여 서비스가 시도

되지 못하고 있다(남정우 등, 2015). 맞춤 저항운동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운동처방의 사전 검사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항 운동처방 프로그램

알고리즘 모델 개발 연구(남정우 등, 2015) 에서는 사전 검사로 MPT(Movement

Pattern Test : 동작패턴 검사), FMS(Functional Movement Screen : 기능적 움직

임 검사), 코어 근력 검사, 근육의 길이 및 안정성 검사 등 총 16개의 항목을 검사

한다.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운동처방 장치 개발 연구(김호준, 이준, 2012)에서는

근전도(EMG; Electromyography)를 이용하여 몸 근육상태를 사전 진단하고 결과

에 알맞은 운동을 처방해준다. 근력 운동의 자세 판단 및 운동 관리 애플리케이션

구현하는 연구(박정빈 등, 2021)에서도 자세 판단을 위해 실시간 Pose Estimation

을 지원하는 Tensorflow Lite의 PoseNet 코드를 재구성하여 관절의 각도를 측정

하고, 근전도를 확인하여 동작에 따른 적절한 근육의 사용을 확인한다.

하지만 MPT, FMS,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한 처방은 정확하고 적절할지 모르나

각 측정이나 평가는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실시해야 하고, 그에 알맞은 장비가 필

요하다. 다수의 저항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전문 진단 장비가 구비된

특정 장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사를 마친 이후에 온라인 응용(application)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처방이 이루어진다. IT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

여 운동을 처방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와 효율성도

부족하다. IT기술을 활용해 전문가와 전문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건강

상태, 체력수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운동 프로

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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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가능한 데이터들은 활동량, 심박수,

심전도&HRV, 혈압, 혈당 등이 있다. 사실상 저항 운동처방을 위해 사전 검사에

필요한 기능적 움직임, 최대 근력(1RM) 등을 전문 기구와 전문가 없이 측정하기

란 아직 어렵다. 그래서 저항운동과 관련된 앱 서비스를 확인해보면 반복 모션이

나 특정한 패턴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이를 인식하여 해당 운동의 세트와 운동

시간, 칼로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운동강도의 설정이 모호하여 맞춤

형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운동들만 안내하여 진정한 의미의 운동처방 서

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운동처방에서 기술의 발

전과 더불어 관점의 변화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세 데이터와 SNPE 운동을 활용하였다. 자세 데이터와 SNPE 운동

둘 다 전문가 없이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다. 운동처방을 위한 지식 베이스에는 기

존의 측정 데이터에다 처방 데이터가 누적되며, 규칙을 추출하고 통계처리가 되어

야 하는데 자세 데이터는 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SNPE 운동 강도에 대한 고도

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기 용이하다. 수행하는 운동의 강도, 양을 분석하고 자세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쌓이는 데이터 결과를 학습시키며

자세 기반 운동처방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SNPE가 저항 운동

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항 운동 혹은 유산소 운동을 위

해서도 기본적인 신체의 안정화가 하위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상이나

운동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Hewett et al., 2005). SNPE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

서 설명하였듯 안정화 단계의 운동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SNPE 벨트를 이용

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저중강도의 운동 강도로 부상이나 운동장애 발생

이 드물다.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대상인 저항 운동에 비해 SNPE는 근

골격계 통증 환자들도 통증 완화를 위해 참여하므로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가능하

다. 여러 가지 연구와 시도가 있지만 정형화시키기 어렵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운동처방 영역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독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운동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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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방안을 마련하였다.

2. SNPE 운동처방 알고리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헬스케어 산업을 혁신하며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

다. 대표적으로 애플헬스, 구글 핏, 삼성헬스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

공한다. 3사는 공통적으로 기초 건강데이터, 생체리듬, 행동, 움직임 등 일상의 기

록과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통합 및 연동한다(백경화, 하은아, 2021). 애플헬

스의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건강 정보를 제

공하며 의료산업으로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다(최윤섭, 2020). 구글 핏은 일상의

움직임 유도를 강조하고, 삼성헬스의 경우 게이미피케이션의 요소를 활용하여 운

동 목표를 나누고 경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며 개인화된 건강 코치를 목적으

로 하는 등 차별회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백경화, 하은아, 2021). 모두 축적

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에 집중

하고 있다. 하지만 심박수와 산소포화도, 칼로리 등 세부적으로는 121가지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측정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에 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소 일차원적이다. 헬스케어의 경우도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등을 활용해 걸음수,

활동량 등의 결과값을 제공해주지만 아직까지는 트래킹 기능에 그쳐있다. 이는 결

국 사용자에게 현재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어

떠한 행동이 필요한지, 행동 후 어떠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선행 연구, 그리고 현재 서비스 중인 헬스케어 앱들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는 사전검사-진단-운동처방이라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알고리즘이

처리되어 보다 통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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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의 차별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처방을 위한 사전 검사로 신체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자세는 근골격계

건강과도 연관이 있고 올바른 자세와 정렬이 건강을 위한 목표가 됨은 앞서 확인

하였다. 운동처방을 위하여 적합한 사전 검사는 많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효율

성과 시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찍은 신체 정렬 사진

은 각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관련 기술은 오차를 줄이고 좀 더 정교

해질 수 있다. 둘째, 처방되는 운동은 SNPE 8가지 동작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위

별 상태에 효과적인 조합으로 동작 2개에서 최대 6개를 포함한 운동그룹을 A부터

M까지 구성하였고 이를 신체부위와 매칭하였다. 여기에서 차별점은 다양한 운동

동작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 아닌, 한정된 8가지 동작 내에서 다양한 조합으

로 운동그룹을 구성한 것인데 이는 중복되는 처방을 다음단계에서 운동 강도 조

정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중복된 처방을 활용하여 운동 강도 조정을 하였

다. 데이터에 저장된 운동그룹 내에는, 서로 중복되는 동작들이 함께 포함되어있

다. 중복으로 처방된 동작이 많다는 것은 특정 동작을 고강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

다는 뜻이다. 운동그룹에 포함된 동작이 관여하는 신체 범위와 횟수, 그리고 내게

처방된 운동 동작의 비율을 활용해 강도를 설정한다. 서비스의 초반에 문진을 통

해 초보자/중급자/숙련자로 3단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였고, 이번 단계에서 한

번 더 3단계로 강도를 조정하여 총 9단계의 처방을 구성하였다. 이 강도의 단계는

운동의 특성에 따라 수정과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운동 종류, 강도까지 처리된

데이터를 미리 정의되고 정리된 항목에 적용하며 순서 혹은 도구사용의 디테일

등 세부조정이 진행된다. 여기서 처방되는 운동 종류의 특성에 따라 도구의 변화

라든지, 자세 조정도 가능하다.

본 연구의 자세분석 기반 운동처방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를 내가 행동으로 옮기

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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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용자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

는 운동처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효율적이다.

물론 정적 자세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움직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능

부전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선천적, 직업적, 심리적 여러 가지 변수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한 자세 변형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정적 자세, 동적 자세, 기능적 움직임 등의 요소를 반영한 정확한 분석

또는 자세 평가에 신뢰성, 적은 오차 범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지향

하는 바는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평가 이후 어떤 처방과 해결책을 개인별로

줄 수 있느냐를 목표로 하였고 그 처방과 해결책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더욱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사용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각종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증가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로

인해 증가하는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점이 더욱 유의미

하다. 이러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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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처방 메뉴 구조도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SNPE 운동처방 서비스의 핵심은 자세를 기반으로 본인

에게 적합한 운동을 처방받고 간편하게 집에서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동] 탭을 만들었다.

처방 받은 운동루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일정 목표를 달

성하는 ‘SNPE 챌린지’, 원하는 강사에게 거리에 상관없이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SNPE 라이브’ 항목도 두었다. 이전의 홈트레이닝은 단순히 나홀로

집에서 영상을 보며 따라하는 운동을 뜻하였다. 하지만 최근 홈트레이닝은 IT기술

과 콘텐츠 결합을 통해 전 세계인들과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

하고 경쟁하며, 자세분석, 심박수 측정 및 맞춤형 콘텐츠 등 보다 스마트한 시대

가 도래하였다(이재문, 2021). 따라서 SNPE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 꾸준한 운동이 이루어지려면 동기유발이 필요하

다. 이영도(2017)의 연구에서는 동기유발의 방향으로 7가지 요소 중 ‘가시화 된 피

드백 제공’, ‘사용자 조건에 맞는 보상 제공’이 있는데 이는 [기록] 탭을 통해 제공

한다. ‘성취기록’을 통하여 꾸준히 쌓아가는 운동 기록을 확인하며, 일정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포인트 형태로 보상받는다. 이 때 포인트는 SNPE 도구를 구매하

는데 사용할 수 있다. SNPE 도구는 종류가 다양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도 느

끼는 자극이 사람마다 다르다. SNPE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도구들을

하나씩 사모으는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고 이를 SNS에 공유하기도 한다. 이런 문

화와 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꾸준한 운동 참여로 유도한다. 그리고 ‘SNPE 바디’는

전신 눈바디 뿐만 아니라 SNPE 동작별로 수행력 변화를 확인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며 다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로 선순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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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의 기본 알고리즘은 자세 기반이지만, 자세로 파악하기 힘든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들은 추후 앱 실행시 문진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고도

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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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2006년 창안자 최중기 교수에 의해 비영리법인 ‘SNPE 바른자세학회’가 설립되

었다. 전국의 관공서와 문화센터를 기반으로 강좌가 개설되었지만, SNPE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 연구는 최근인 2018년부터 시작하였다. 신체 상태별 운동

그룹군 매칭의 근거는 1천여건의 SNPE 체험사례 중 일부 내용과 SNPE 강사 활

동으로 얻은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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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자세분석 기반 맞춤형 운동처방을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자세

분석을 통해 틀어진 신체부위과 운동 그룹군이 매칭이 되고 가중치, 순서, 시간

처리에 대한 순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적으로 70분 프로그램의 SNPE 운동

프로그램이 처방된다.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자 경험에 대

한 메뉴 구조도와 와이어프레임을 연구하였다. 추후 SNPE 동작별, 질환별 연구가

진행되어 과학적 검증 내용이 본 논문의 일부와 맞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의 큰 틀

은 그대로 두고 세부 내용만 바꿔서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다.

SNPE는 급격하게 성장중이지만 전국적으로 강사와 센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동처

방 서비스를 활용한 App이 개발된다면 강사나 센터가 근처에 없더라도 근골격계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는 스스로 진단과 처방을 받아 안전한 가이드 내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전략이

개발된다면 한 명의 강사나 센터가 쉽고 편하게 더 많은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

을 것이고, 디지털 운동처방사 개념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PE 운동에 대한 트래커(tracker) 기능이 고려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를 통해 운동 중 페이스 조절, 자세 교정, 운동 후 운동의 질과 강도 평가 등 운

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내에서 운동 수행자에게 알맞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하게 운동처방을 받으며 개인의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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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자세 분석 기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해당 서비스 사례를 기획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SNPE 동작별, 질환별 연구가 진행되

고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져 자세 별 운동 그룹 매칭에 대한 신뢰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다면 더욱 고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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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PE Exercise Prescription Program algorithm design

through posture analysis

by Park, Seoeu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igital technology has

increased in geometrical progression, changing across industry fundamentally

and digital healthcare has greatest potential and scale. Despite of such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 the number of patients diagnosed as muscular

skeletal disease has increased steadily every year and also, the percentage of

those under 30's has grown up. It’s closely related with smartphone, tablet,

and PC and the age of using digital device for the first time has been

lowered. Thus, musculoskeletal pain will be more increasing. Musculoskeletal

pain is generally caused by degenerative diseases, repetitive movement, bad

posture, changes in lifestyle, and worko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musculoskeletal pain for modern people is posture. The posture is not just

aesthetic element and the prolonged bad posture causes pain and even

incompetence. The musculoskeletal pain caused by bad posture depend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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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good posture a habit and workout, rather than medication and surgery.

Some studies argue that workout program, concurrent therapy with chiropractic

and PNF, and Pilates workout program have positive influence on posture

improvement. In most cases, they require intervention of specialists or pro

fitness supplies. Plus, the posture evaluation program is highly valid and

reliable. Also, it’s non-invasive and safe to be used in many sports centers—

and it’s easily accessed through app in smartphone. However, it only provides

numerical values of posture measurement after the evaluation process with a

lack of appropriate feedback and program to improve the pos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lgorithm that suggests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SNPE), which is customized depending on posture alignment

after analyzing the posture evaluation in order to recognize such problems and

complement.

If the users are allowed to check out their posture imbalance easily and

receive personalized workout plan to set their goal and direction and take

exercise appropriately depending on their body condition, it could effectively

help reduce medical expense to treat musculoskeletal disease and improve

health.

Algorithm breaks into four steps as follows; extract data on body position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line displayed in each image on sagittal and corona

plane and diagnose and match the workout group that fits into the body data.

The workout group comes up with 2-5 effective workout on each part of body

based on eight SNPE movements. Same motion repeated as only 8 limited

movements are provided, which indicates that specific movements are

particularly and intensively needed. And the workout intensity is s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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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importance of each workout depending on how the user’s

trained. Lastly, the order of workout and time are adjusted.

The service that provides untact, personalized workout plan which allows

users to work out at home by themselves using such algorithm was expressed

with menu structure map and wire frame as an example. And research

findings were explained in one page to describe a flow chart of the posture

analysis-based personalized workout plan with algorithm, menu structure map,

and wire frame.

It’s expected to see such algorithm and service could be broadened for

modern life as people find it difficult and burdensome to treat musculoskeletal

pain so that they could care about health and prevent disease.

Keywords: exercise Prescription, posture analysis, posture align, algorithm,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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