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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change of body alignment according to 

surface during walking with backpack.  

 Methods : Healthy twenty people(10 men & 10 wom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xclusion criteria were orthopedic and neurologic disease. Initial alignment measurements 

were performed. Results were evaluated by angle and range from earlobe to acromion, 

acromion to malleolus and earlobe to malleolus in the GPS system.

 Results : On the hard surface, the distance and angle from malleolus to earlobe increased 

after walking with backpack which is 20 % of weight(p<.05). In addition the distance from 

malleolus to acromion and the angle from earlobe to acromion increased(p<.05). On the soft 

surface, on the other hand, the distance and angle from malleolus to earlobe decreased after 

walking with backpack which is 20 % of weight(p<.05).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f the surface and the body's alignment(p>.05).

 Conclusion : Consequently, the body alignment was changed by backpack which is 20 % of 

weight. but body alignment wasn't changed by the surface. So more study need to be 

surveyed regard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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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전유물처

럼 여겨지던 배낭형 가방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각

광 받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

드 등 IT제품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손

과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배낭형 가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져 실용성과 멋을 내

는 도구로 최근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

양한 연령층의 직장인들도 배낭형 가방을 

메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가방을 이용하

여 특정 도구를 가지고 보행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채원식, 2006).

배낭형 가방은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우

리 신체에서 가장 강한 근육인 등과 복근이 

무게를 지지하며 그 무게가 신체에 골고루 

분포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

에게 좋은 형태의 가방으로 추천되고 있으

나(Dale, 2004), 인체에 가해지는 부하는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

고(손호희, 2011), 장기간의 무게 부하나 

반복적인 무게 부하는 신체에 역학적 변화

를 일으킬 수 있다(박은희, 2003). 이는 무

게 부하가 가해졌을 때 가방의 무게와 위

치, 휴대 방식으로 인해 위치가 변화된 체

중심선을 기저면 중앙으로 가져와 평형을 

유지하고, 전방으로의 진행을 위해 중심선

을 더욱더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체 분

절이 비정상적인 자세로 재정렬되는 등 균

형 유지와 보행 에너지 소모를 절약하기 위

한 인체의 적응 기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정환과 최수남, 2007; 조성초, 2001). 

이처럼 등에 가방을 메면 성장기 아동에게

는 물론 성인에게도 심각한 근골격계 이상

을 초래할 수 있다(박은희, 2003). 실제 과

도한 무게의 배낭을 짊어 졌을 때 정상 성

인의 분절간 움직임이 변화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Vacheron 등, 1999), 가방을 등

으로 멜 때는 척추 후만증과 같은 자세이상

이 발생할 수 있고(Bobet와 Norman, 

1984) 운동형상학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

으며(Buckley 등, 1997) 목, 허리, 등과 같

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Holewijin, 1990). Ge와 Chiang(1996)에 

의하면 다양한 지면에서 체성감각계 정보는 

불안정한 면에서나, 경사지거나, 움직이는 

면에서 서 있거나, 걸을 때 혼란을 일으키

고, 발바닥 접촉면의 경도 변화는 발에 있

는 피부의 기계적 수용기 뿐만 아니라 관절

수용기, 근육수용기로의 감각입력을 변화시

킨다고 하였다. 특히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

는 20세 이후에 근골격계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박은희, 2003), 젊어서부

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많은 질

병에 노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Brotzman & 

Wilk, 2003).

그러나 배낭형 가방 형식의 외적 무게부

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령기의 아동이나 

군인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고(손호희, 

2011), 가방 휴대 방법에 따른 자세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지면의 변화와 신체

정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요즘 성인들의 생활 패턴에서 

배낭형 가방은 유아기에서 부터  20-30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우리들의 일상생

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지면에서 무게 부하 보행을 하는 상황임을 

감안 하였을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신체 정렬에 

대한 예방적 인식을 고취하고자 무게 부하 

보행 시 지면에 따라 신체 정렬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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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  ‘K

대학’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인 20대 남자 

10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자 선정 기준은 정형외과적 또는 신경외과

적 질환이 없고 통증이 없는 자로 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7월 6일부터 8월 6일까

지 부산광역시 소재 ‘K대학’에서 실시하였

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방법은 모든 연구 대

상자들이 순서 없이 각각의 실험에 모두 참

여하는 무작위 배정 교차 설계(Randomized 

cross over trial)를 이용하였다(김진섭 등, 

2011). 연구에 참여한 20명의 대상자는 체

중의 10%무게의 배낭형 가방과 체중의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 중 한 가지를 추

첨하여 착용하고 딱딱한 지면과 부드러운 

지면 중 한 가지를 추첨하여 15분간 보행

하였다.  이때, 가방의 위치는 신체 중심에

서 골반이나 엉덩이의 높이에 오도록 하였

다(Grimmer 등, 2002). 지면 조건은 일상

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딱딱하고 평평한 

지면과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지면을 선택하게 되었다. 보행시간은 대상

자들이 버스를 타거나 학교를 가는 등 하루 

평균 보행시간인 15분으로 정하여 실험하

였다. 가방의 무게 조건에 따라 이월 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한 24시간의 휴

식 시간을 가졌다(Glory & Gabriel, 2008; 

김진섭 등, 2011).

연구 설계 및 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3. 연구방법 및 장비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 전 복사뼈(malleol

us)와 귀불(earlobe), 견봉(acromion)에 표

식자(marker)를 부착하여 최초 촬영 후 추

첨된 가방무게와 보행 조건에서 15분간 평

소 걸음대로 보행하였다. 그리고 측정점의 

위치를 다시 촉지하여 확인한 후 가방을 벗

고 자세정렬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인 GPS 

400(Global Postural System, Chinesport, 

Italy)의 발판위에 편안한 자세로 서있는 측

면자세 촬영 후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

하여 사진을 분석하였다.

측정점의 표식자(marker)는 숙련된 검사

자에 의해 부착되었다. 

1) 자세 측정 

기립자세를 관찰할 때에는, 추선(plumb 

line)이 기본선이 된다. 기립 자세에서는 발

이 땅에 닿는 바닥에만 고정점이 위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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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준점은 바닥에 놓여야 하며 설정

된 기준선에 연관된 신체의 해부학적 정렬

에서 관찰하였다(박정순, 2008). 각 부위별 

추선과 기준선 사이의 편차는 피험자의 자

세가 잘못된 정도를 나타낸다(Kendall, 

2005; 이지나, 2011). 

측면 자세 분석은 복사뼈(malleolus)를 

중심으로 수직선을 그은 후 귀불(earlobe), 

견봉(acromion)의 중심과 복사뼈와의 벌어

진 거리(cm)와 각도를 측정하였다(이지나, 

2011). 

대상자들의 자세는 GPS 400의 발판 위

에 측면으로 서 있는 자세를 촬영하여 내장

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 

그림 2. GPS 400 

2) 배낭형 가방 

실험에 사용한 배낭형 가방은 데상트 사

의 Q212BP1005이다(그림 3). 소재의 겉감

은 나일론이고 안감은 폴리에스터이다. 가

방의 크기는 세로 42.5cm, 가로 너비 30c

m, 폭 14.5cm 이다. 

가방의 무게는 Sammon's preston사의 

모래주머니(그림 4)를 이용하여 설정하였고 

체중계로 측정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3. 배낭형 가방

 그림 4. 모래주머니

3) 지면 

지면의 종류는 딱딱한 지면과 부드러운 

지면(그림 5)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딱딱한 지면은 경사가 없고 평지의 ‘K대

학’ 복도를 사용하였고 부드러운 지면은 

NBR(Nitrile Butadiene Rubber)사의 두께 

10mm, 180cm* 62cm크기의 매트를 여러 

개 연결하여 고정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

다.

그림 5. 부드러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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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yr) Weight(kg) Height(cm)

Subje

cts

24.65

±1.69

65.34

±14.36

170.07

±9.5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이용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가방 무게와 지면의 변화

에 따른 신체정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

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및 몸무게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4.65±1.

69세, 평균 키는 170.07±9.49cm, 평균 몸

무게는 65.34±14.36kg 으로 나타났다(표 

1). 

2.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딱딱한 지면 보

행 후 측면 신체정렬 변화

체중의 10%,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 

중 하나의 가방을 착용 후 딱딱한 지면을 

15분간 보행 한 후 측면의 신체정렬의 변

화를 보행 전ž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사뼈와 귓불의 각도와 거리 차이

표 2에서 딱딱한 지면에서 체중의 10%

와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 후 15

분간 보행 한 후 복사뼈를 중심으로 귓불의 

각도와 거리의 평균이 증가함을 보였다. 그

러나 체중의 1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

용했을 때는 복사뼈와 귓불의 각도와 거리

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하지만 

최초측정과 체중의 20% 무게의 배낭형 가

방을 착용했을 때는 각도와 거리 모두 유의

하게 증가함을 보였다(p<.05).

변

수
Pre Post

Differ

ence
T P 

각

도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2.33±

.83

2.56±

.82
-.23 -1.27 .22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2.26±

.86

2.71±

.72
-.45 -2.67 .02*

거

리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23.11

±7.65

24.50

±7.58
-1.39 -.74 .47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22.69

±7.98

27.06

±7.21
-4.37 -2.90 .01*

표 2.  딱딱한 지면에서 복사뼈와 귓불의 각

      도와 거리 차이  

                   (N=20)

*: p<.05

  ª평균±표준편차

2) 귓불과 견봉의 각도와 거리 차이

딱딱한 지면에서 체중의 10%와 20% 무

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15분간 보행 

한 후 경부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귓불과 

견봉의 중심의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체중의 10% 무게의 배

낭형 가방을 착용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체중의 20% 무게의 가방을 

착용하고 보행 하였을 때는 각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p<.05).



대한통합의학회지 제1권 제1호 

- 38 -

변수 Pre Post
Differ

ence
T P 

각도 3.01±0.90 2.58±1.04 .43 2.39 .03*

거리 27.81±9.50 23.0±8.73 4.81 3.01 .01*

표 5. 부드러운 지면에서 복사뼈와 귓불의   

 각도와 거리 차이
            (N=20)

변

수
Pre Post

Differ

ence
T P 

각

도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16.21

±8.74

16.97

±8.85
-.76 -.73 .48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13.33

±8.23

17.91

±7.66
-4.58 -2.40 .04*

거

리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17.65

±7.59

18.30

±8.11
-.65 -.73 .48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17.65

±7.59

17.70

±6.82
-.05 -.03 .98

표 3.  딱딱한 지면에서 귓불과 견봉의 각도

와 거리 차이 
                           (N=20)

*: p<.05

3) 복사뼈와 견봉의 각도와 거리 차이

딱딱한 지면에서 체중의 10%와 20% 무

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 하고 15분간 보

행 한 후 복사뼈를 중심으로 견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체중의 1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 했을 때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p>.05), 체중의 20% 무게의 배

낭형 가방을 착용 했을 때 복사뼈를 중심으

로 견봉의 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

다(p<.05).

변

수
Pre Post

Differ

ence
T P

각

도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1.17±

1.00

1.23±

1.03
-.06 -.37 .71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1.17±

1.00

1.20±

0.76
-.03 -.12 .90

거

리

체중의 10 

% 무게의 

가방

6.38±

3.96

8.06±

6.12
-1.68 -1.22 .24

체중의 20 

% 무게의 

가방

6.27±

4.08 

9.93±

5.89
-3.66 -2.28 .04*

표 4.  딱딱한 지면에서 복사뼈와 견봉의 각

      도와 거리 차이 
                       (N=20)

*: p<.05

3.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지면 

보행 후 측면 신체정렬 변화

체중의 10% 무게의 배낭형 가방과 체중

의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

드러운 지면을 보행 한 후 촬영한 측면 사

진을 전(Pre), 후(Post)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이때, 체중의 10% 무게의 가방이 전

(Pre), 체중의 20% 가방을 후(Post)로 비

교 분석하였다. 

1) 복사뼈와 귓불의 각도와 거리 차이

표 5에서 체중의 10%, 20% 무게의 배낭

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지면을 보행 

한 후 복사뼈를 중심으로 귓불의 각도와 거

리는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p<.05).

*: p<.05

2) 귓불과 견봉의 각도와 거리 차이

체중의 10%,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지면을 15분간 보행 한 

후 경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귓불과 견

봉의 각도와 거리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3) 복사뼈와 견봉의 각도와 거리 차이 

체중의 10%,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지면을 15분간 보행 한 

후 복사뼈를 중심으로 견봉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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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면변화에 따른 신체정렬의 변화 

체중의 10% 무게의 가방과 체중의 20%

무게의 가방 중 한 가지를 착용하고 딱딱한 

지면과 부드러운 지면을 보행 한 후 측면의 

신체정렬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지면의 

변화에 따라 신체정렬의 변화에 차이가 있

는지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지면 변화에 따른 복사뼈와 귓불, 귓불과 

견봉, 견봉과 복사뼈의 수직선의 각도와 거

리 차이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Ⅳ.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무게부하 보행 시 지면 

별로 신체정렬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서 바람

직한 신체정렬에 관한 예방적 인식을 고취

하고자 정형외과적 또는 신경외과적 손상과 

같은 질환이 없고 통증이 없는 자 중에 부

산광역시 소재  ‘K대학’ 물리치료과에 재학 

중인 20대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딱딱한 지면에서 몸무게의 0 

%와 20% 무게보행 후 신체정렬 비교하였

을  때 귓불-복사뼈 선이 각도와 폭에서 유

의한 변화가 있었고, 귓불-견봉의 수직선은 

각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견봉-복

사뼈 수직선에서는 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몸무게

의 10%와 20% 무게보행 후 신체정렬을 비

교하였을 때 귓불-복사뼈 수직선에서 각도

와 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 시 가방무게를 몸무게의 10%와 2

0%로 설정한 이유는 배낭형 가방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몸무게의 10%∼20%로 알려져 

있고(Forjuoh 등, 2003; Grimmer와 Willia

ms, 2000; Whittfield 등, 2001), 미국 정

형외과 학회(2004)와 미국 소아과 학회(20

05)에서 가방의 무게가 아동 체중의 10∼2

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였으며 Chow 등

(2005)은 체중의 약 10% 부하량이 보행 

속도가 감소하고 두발 서기 시간이 증가되

며 골반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Hong과 Cheung(2003)과 

Singh과 Koh(2009)의 연구에서 체중의 1

0%, 15% 내외에서는 보행변수에 있어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체중의 20%의 

부하를 적용하게 되면 보행속도, 분속수, 양

발지지기 등의 변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또

한 체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앞

쪽으로 기울었다고(forward leaning)하였

다. 또한 Chansirinukor 등(2001)은 자기 

체중의 약 15% 정도 무게의 배낭을 착용할 

경우, 배낭을 메지 않고 선 자세에 비해 머

리가 전방으로 이동하고 어깨의 거상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착안해 가방무게를 10%와 20%로 

비교하게 되었다.

Attwells 등(2006)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군장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체

간의 굴곡은 증가하고 경부에서는 신전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군장의 부

하로 인하여 체간에는 전방굴곡이 일어나고 

경부에서는 바로 서기 위한 상쇄작용과 함

께 체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경부를 신전

시킴으로 인해 머리가 전방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Attwells 등, 2006). 김민희

(2007)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가

방 착용 방법에 따른 보행 시 목 주변 근육

들의 근전도와 전방머리자세의 변화를 평가

하는 연구에서 가방을 착용하지 않고 보행

한 조건과 비교해서 배낭형 가방을 착용했

을 때 목 주변 근의 근활성도와 전방 머리

자세 각도, 전방머리자세 거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두부전방자세로 인해 체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체

간의 상부가 뒤로 젖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딱딱한 지면에서 몸무게의 0%

와 20% 무게보행 후 신체정렬을 비교해 보

았을 때, 귓불에서 견봉까지의 폭이 커짐으

로서 견봉의 위치가 후방으로 가면서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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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방으로 이동됨을 알 수 있어 선행 연

구들과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한편, 무거운 군장을 메는 군인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군장을 뒤로 메는 방법으

로 착용하였을 때 상체에서는 신전 모멘트

가 발생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굴곡이 일

어나게 되어 결국 체간은 앞으로 기울어지

게 된다고 하였다(Filliare 등, 2001). 조성

초(2001)도 책가방 무게와 관절각을 보는 

연구에서 책가방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기

준발의 뒤꿈치가 착지하는 순간의 고관절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고관

절 각도가 감소된 것은 동체가 앞으로 기울

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체가 앞으로 기

울어진 것은 인체의 등에 가해진 무게에 대

하여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인체 분절이 앞으

로 더 기울어진 현상이라 하였다. 또한 

Motmanns 등(2006)도 배낭의 착용방법에 

따른 체간 근육의 근 활성도를 측정 하였는

데 뒤로 메는 배낭형 가방에서 복직근의 근 

활성도가 배낭을 메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하여 배낭형 가방을 메면 체

간의 전방 굴곡이 증가함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이 배낭의 착용방식에 따라 상체에

서는 굴곡 또는 신전 모멘트가 발생하고 또

한 이를 상쇄(counterbalance)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김문환, 2007), 본 연

구도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지면

에서 몸무게의 0%와 20% 무게보행 후 신

체정렬을 비교하였을 때 귓불에서 복사뼈까

지의 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체간이 전

방굴곡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견봉에

서 복사뼈까지의 폭도 늘어나 배낭형 가방

에 의한 외부적 신전 모멘트로 인해 견봉이 

복사뼈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체중의 10%, 2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부드러운 지면을 보행 한 

후 측면의 신체정렬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실험 전 최초 측면촬영을 딱딱한 

지면에서만 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지면을 

보행하고 난 후 신체정렬의 변화와 비교가 

어렵다고 사료되어 비교하여 분석하지 않았

다.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몸무게의 10%와 

20% 무게보행 후 신체정렬을 비교하였을 

때 각도와 폭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Birr

ell 등(2007)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 따르면 배낭의 무게부하가 증가할수록 

지면반발력 특히 수직 힘(vertical impulse)

이 직선적으로 증가한다하였고, 청소년의 

가방무게에 따른 보행 분석에서도 무게부하

의 증가에 따라 지면반발력이 유의하게 증

가한다 하였다(Chow 등, 2005). 하지만 불

안정한 지지면에서 인체는 초당, 단위면적

당 다양한 반작용력(reaction force)을 갖

는다(이선희, 2007). 이것에 미루어 보았을 

때, 무게부하 보행 시에는 수직적인 지면 

반발력이 증가하게 되나 부드러운 지면에서

는 다양한 반작용력이 작용해 지면반발력이 

딱딱한 지면에서 보다 신체에 적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바닥 접촉면의 

경도 변화는 발에 있는 피부의 기계적 수용

기 뿐만 아니라 관절수용기, 근육수용기로

의 감각입력을 변화시키는데(Ge와 Chiang, 

1996), 이러한 입력 정보의 변화도 자세반

응과 신경과 근육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쳐

(Chiang과 Ge, 1997), 딱딱한 지면과 부드

러운 지면에서 각도와 폭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정한 면에서의 운동은 근육으로의 

신경작용이 증가하고, 운동단위의 동일화(s

ynchronization)가 증가되며, 근육의 상승

작용(synergistic)에 의한 활동의 증가와 많

은 근 섬유를 동원시킨다(Akuthota & Nad

ler, 2004). 그리고 발의 체성 감각입력에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여, 하지의 근 동원에 

이점을 제공하는데(채정병, 2006),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부드러운 지면에서 20% 무

게 보행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

었지만 비복근에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들

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인체 생리학적, 의학

적인 면에서 이러한 자세의 불균형은 세부

적으로는 인체 모든 관절과 근육에 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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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척추와 대뇌까지 전달되어 피로는 물

론 장애나 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Nigg, 1986). 그러므로 체간이나 지절

의 정렬을 바로 잡는 것은 기형 예방과 최

대의 기능을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

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계속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주형윤, 2008).

무게부하 보행시에 인체에 부하를 덜 가

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장지지대가 근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김문환

(2007)은 군장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상부 

승모근으로 부과되는 군장의 부하가 군장지

지대를 통해 더 안정적인 골반부위로 분산

되어 상부승모근의 근활성도가 감소되었다

고 하였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스

타일의 배낭형 가방의 제작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가방을 메고 보행 후에는 목과 

체간의 스트레칭을 통하여 신체분절에 가해

진 스트레스가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드러운 

지면에서 무게 보행 시에는 신체의 적응기

전을 통해 체간의 전방굴곡 같은 변형은 일

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하지근육에 무리를 

줄 수도 있으므로 너무 푹신한 신발이나 깔

창은 오히려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 대상자가 수가 적어 20대 성인 모두

를 대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대상자의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은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

한 짧은 보행 시간과 제한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가 다양한 조건의 지면이

나, 다양한 조건의 무게량의 무게부하 보행

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보

행 시 지면의 변화에 따른 신체정렬의 변화

를 알아본 결과 딱딱한 지면을 체중의 10%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15분간 보

행 한 후 신체정렬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의 20%에 

해당하는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15분간 보행 한 후 신체정렬의 변화를 분

석했을 때는 귓불에서 복사뼈까지 각도와 

거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귓불에서 견봉

까지는 각도가, 견봉에서 복사뼈까지는 거

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부드러운 지면을 체중의 20%에 해당하는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15분간 보

행 한 후 신체정렬의 변화와 체중의 10%에 

해당하는 무게의 배낭형 가방을 착용하고 

15분간 보행 한 후 신체정렬의 변화를 비

교 분석했을 때 귓불에서 복사뼈까지 각도

와 거리의 변화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지면의 변화가 신체정렬에 영향을 주었는

지 분석해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딱딱한 

지면에서는 복사뼈와 귓불의 거리와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복사뼈와 귓불의 거리와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면과 상관없이 무거운 가방

은 해부학적 신체정렬에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가능한 체중의 20% 무게 이상의 가

방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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