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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전달되는 영양소와 자극 중 90%는 척추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된다.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자녀를 둔 부모의 질문 중 하나가 “어린 아이들도 Corrective Care가 필요한가요?”이다. 혹은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왜 care가 필요한가요?”라고 질문하는 분이 많으시다. Dr. Francis Smith, MD 는 MRI를 이용해, 154명의 10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에 14명인 9% 의 아이가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2015년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7%가 퇴행성 척추 관절 질환이 있음을 알아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퇴행성 척추 질환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생긴다는 것이다.

Corrective Chiropractic Care,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가?

연구 결과 퇴행성 척추 질환은 척추가 휘거나 그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났

을 경우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자목이거나 거북목과 같이 목과 허리

에 일어나는 Poor Posture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적게는 10살부터 

이러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아무런 증상 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또한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과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조사

에 따르면,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디서빌리티(Disability)로 될 

확율이 393% 더 높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 번 퇴행성 척추 질환이 생

기게 되면 적기에 고쳐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통증이 유발될 경우 대다수가 척추 질환 3기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척추질환의 원인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요즘 추세가 3살부터 스마트폰을 장난감 대신 사용

하고 청소년, 대학생, 성인들까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

릿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전에는 흔치 않았던 퇴행성 척추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아이들의 자세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도 종종 보게 된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갈 경우, 괜찮다고 하거나 스마트폰 사

용 자제만을 당부할 뿐 아무런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

성장기에 잘못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성장뿐 아니라 많은 부

분에 큰 장애가 동반될수 있기 때문에 6개월 혹은 일 년에 한 번 치과를 가

듯 척추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 질환은 결국 신경에 장

애를 유발하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 Dr. Roger Sperry, Nobel Prize recipient for bra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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