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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전방전위자세에 자세교정법과 호흡보조근운동의

적용 시 CVA와 호흡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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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Craniovertebral Angle(CVA) and Respiration on Application Correction 

Method of Posture and Breathing Accessory Muscle Exercise in Forward Head 

Posture(F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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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analyzed to researched the improvement of the posture and breathing ability on correction method 
of posture and breathing exercise in Forward Head Posture(FHP)
 Method : Eighten forward head postur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ntrol group applied to correction method of 
posture and the experiment group applied to correction method of posture with breathing exercises.
 Results :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Craniovertebra-Angle on each  two group(P<0.05). All the other 
result showed non-significant in respiratory(Tidal volume, Expiratory residual volume, Inspiratory residual volume) But value 
of result is slightly improved in after exercise.
 Conclusion : CVA angle is increased in each group but not increased between experiment group and control group.
Total Volume(TV), Inspiratory Reserve Volume(IRV) and Expiratory Reserve Volume(ERV) are a littl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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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세란 특정 활동을 위한 신체 각 부분의 상 적인 

배열을 의미하는 체위 혹은 태도 혹은 신체를 지지하는 

특정적 방법으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Smith 등, 

1996). 자세는 주어진 순간의 모든 관절, 위치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정적인 자세정렬을 하고 있을 때 다양한 

관절과 신체 분절 내에서 가장 잘 묘사된다. 표준자세

에서 척추는 정상적인 곡선을 이루고 있고, 하반신의 

골격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렬상태를 하

고 있다(Kendall 등, 1993). 인체를 구성하는 골격과 근

육 그리고 비수축성 구조물들의 연합으로 이상적인 자

세가 유지 되고 무엇보다도 근육간의 긴장도가 평형이 

될 때 최적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배성수와 김병조, 

2001).

일상생활에서의 나쁜 습관, 운동, 노동, 사고나 충격

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준 자세를 벗어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컴퓨터 과다 사용, 건강관리 교육 부족, 

운동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학습 자세 등으로 인한 바

르지 못한 생활 습관은 학생들의 근육 형태와 골격 구

조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의 이상

발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바

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

다(이충열, 2004).

현  사회에서는 장시간 동안 일정한 자세로 컴퓨터

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인 자세가 두부 전방전위 자세

이다(Kang 등, 2012). 두부 전방전위자세는 머리가 몸통

에 하여 앞쪽에 놓이게 되는 자세로서 머리나 목 부

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나쁜 머리자세이다(Good 등, 2001). 두부 전방전

위 자세는 목의 통증과 턱관절의 통증, 두통과 같은 근

골격계 통증 증후군의 주요한 원인이다(Mekhora 등, 

2000).

호흡은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협동을 수반하는 복합적

인 기능이다(Kapreli 등, 2008). 두부 전방전위 자세로 인

해 발생하는 목 통증은 목 근육의 근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호흡근육의 근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관성은 

주로 목뼈 영역의 운동 조절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에 근

거한다. 그리고 목 근육의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 

또한 호흡기능의 장애와 관련이 있다(Dimitriadis  등, 

2013). 그리고 두부 전방전위 자세로 인한 등뼈의 뒤굽

음은 흉곽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척추뼈, 갈비뼈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관절들의 협응적인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는 가슴우리뼈의 움직임은 호흡능력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Shim 등, 2002).

호흡훈련은 바른 자세 유지와 복부 및 요부 근력과 

평형성의 증가와 호흡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을 증진시키고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호흡훈련은 비

효율적인 호흡습관을 조절하고 올바른 호흡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태현, 2005).

두부 전방전위 자세에 해 경추, 흉추부 스트레칭과 

경부관절가동술을 적용했을 때 자세의 개선이 나타났으

며(오현주, 2011; 최영준과 황룡, 2011), 횡격막 호흡법

을 적용하였을 때 최 산소섭취량의 증가로 호흡능력의 

개선이 나타났다(장철, 2010). 자세 교정법과 함께 호흡

근 훈련을 적용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두부전방전위자세에 해 자세교정법과 호흡근 훈련을 

함께 적용하여 자세와 호흡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M 학교에 재학중인 두개척추각이 31°~ 

59°에 있는 학생 18명을 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상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참여하였다. 상자 선

정에 있어 호흡계 질환, 요통이 있는 자는 제외시켰다. 

2. 실험방법 및 도구



두부전방전위자세에 자세교정법과 호흡보조근운동의 적용 시 CVA와 호흡의 변화

 91 

1) 실험절차

상자를 바로 서게 한 후 정면을 응시하게 하고 귀

구슬의 중간 지점은 선명히 보이게 하였다. 제 7번째 목

뼈에 표시를 하고 1m 떨어진 위치에 삼각 를 세운 후 

측면에서 촬영하였다. 두개척추각이 31°~59°인 상자

들을 실험군과 조군으로 각각 9명씩 나누어, 실험군

에는 Chin-in 운동(교정법)과 요방형근 강화운동, 조군

에는 Chin-in 운동(교정법)을 2주간 10회씩 하루에 3셋

트 2회 실시하여 호흡을 측정하였다.

2) 측정방법

(1) 두개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 CVA)

두부 전방전위 자세는 두개척추각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두개척추각은 외측에서 관찰했을 때, 제 7번째 목

뼈에 한 머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각도는 귀

구슬의 중간 지점과 제 7번째 목뼈의 가시돌기를 표시

한 지점 사이를 잇는 선과 제 7번째 목뼈의 가시돌기 

높이를 지나는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이다. 머리가 더 

전방에 위치할수록 각도는 감소한다. 두부전방전위자세

를 정의하는 두개척추각의 기준은 31°~59° 이다(Quek 

등, 2013)(그림 1).

그림 1. 두개척추각 

(1) 호흡 측정방법 

폐활량계(SPIROMETER 710)을 이용하여 실험전, 후

로 총 3번 측정하였고 휴식시간은 각 실험당 3분씩 주

었다. 90도로 편하게 앉은 자세로 하고 코를 막은 후, 

필터를 입에 물고, 지시에 따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호흡의 변화를 보기위한 SVC(slow vital capacity), IRV 

(inspiratory reserve volume), ERV(expiratory reserve 

volume)를 보았다. 

3) 중재방법

(1) Chin-in 운동 방법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시선은 한곳을 고정하고 우세

손으로 턱을 뒤쪽으로 밀어 넣은 후 30초간 유지한후 

중립자세로 돌아온다.

(2) 요방형근 운동방법

한 팔은 아령을 들고 다른 팔은 머리 뒤로 올려 아령을 

쥔 손 반 쪽으로 외측굴곡한다. 아령의 무게는 1~3kg안

에서 상자마다 편안한 무게에 따라 중재하였다. 

그림 2. 요방형근 운동 

3) 자료분석 및 통계

spss ver.22.0을 사용하여 그룹간차이와 그룹내 실험전

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와 

Wilcoxon Rank Sum Test를 사용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총 18명으로 실험군 9명 조군 9

명 이였으며, 남자는 6명(실험군 3명, 조군3명)이었다. 

연구 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22.66±1.74세, 신장은 

166.55±7.80Cm, 체중은 60.61±7.65Kg으로 나타났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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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Age 22.66±1.74(age)
Height  166.55±7.80(Cm)
Weight  60.61±7.65(Kg)

표 1.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

2. CVA의 집단간 실험전후 비교

실험군과 조군간에 CVA 비교에서는 조군의 운

동 전 CVA값은 49.40°±4.22°, 운동 전 실험군의 CVA값

은 51.03°±3.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운동 후 

조군56.62°±2.96°, 실험군  57.17°±3.33°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표 2).

조군 실험군 Z
전 49.40±4.22 51.03±3.56 .508 
후 56.62±2.96 57.17±3.33 .757 

표 2. 집단간 두개척추각 비교 결과 

3. 군별 운동 전과 후의 CVA 변화

군내의 CVA변화를 보면 비교에서 조군의 운동 전-

후 CVA값은 6.14°±1.79°이고, 실험군의 운동 전-후 

CVA값은 7.22°±4.48°으로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결

과가 나왔고,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운동 전-후 CVA

값이 조금 더 변화를 보였다(표 3).

운동 전-후 Z
조군  6.14±1.79 .008

실험군  7.22±4.48 .008

표 3. 군내의 두개척추각 비교 결과

4. 운동 전,후 군간 호흡 비교(TV, ERV, IRV)

실험군과 조군간의 운동 전, 운동 후(TV, ERV, 

IRV) 호흡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실험군 조군 Z

T
V

운동 전
0.93

±0.32
0.96

±0.28
.930

운동 후
1.04

±0.48
1.00

±0.28
.825

E
R
V

운동 전
1.16

±0.86
1.18 ±0.70 .757

운동 후
1.29

±0.93
1.23

±0.65
.825

I
R
V

운동 전
1.26

±0.57
1.50

±0.56
.480

운동 후
1.29

±0.65
1.48

±0.67
.536

TV:Total Volume
IRV: Inspiratory Reserve Volume
ERV: Expiratory Reserve Volume

표 4. 운동 전,후 군간 호흡 (unit: ml)

5. 대조군내 운동 전-후 호흡 비교

조군의 운동 전-후 호흡 비교에서는 TV값은 0.04ml± 

0.16ml, ERV값은 0.04ml±0.24ml, IRV값은 -0.02ml±0.27ml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운동 전-후 Z
TV 0.04±0.16 .123

ERV 0.04±0.24 .086
IRV -0.02±0.27 .513

표 5. 조군의 운동 전-후 호흡 변화 (unit: ml)

6. 실험군내 운동 전-후의 호흡 비교

실험군의 운동 전-후 호흡 비교에서는 TV값은 0.10ml± 

0.21ml, ERV값은 0.12ml±0.17ml, IRV값은 0.03ml±0.14ml

으로 세 값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군에 비해서 TV와 ERV값이 수치상 더 높게 나왔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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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후 Z
TV 0.10±0.21 .285  

ERV 0.12±0.17 .441
IRV 0.03±0.14 .812

표 6. 실험군의 운동 전-후 호흡 변화 (unit: ml)

Ⅳ. 고 찰

 

Kapreli 등(2008)은 두부 전방전위 자세가 목의 통증

을 유발하고 목뼈와 등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비정상

적으로 변화시켜 가슴우리와 폐기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만성 근골격계 통증 증후군 환자들 중 목 통

증이 있는 환자는 잘못된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C7에서 16cm를 기준으로 CROM에 

수평자를 장착하여 착용시킨 뒤 머리를 전방으로 굽힘 

시켜 제 7목뼈 가시돌기에 수평계를 접촉 시킨 뒤 폄 

시켜 앞, 측면의 각도계의 각도를 0도로 맞추고 수평자

와 수평계를 맞춰 나오는 길이를 2번 측정한 후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원동영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C7을 

기준으로 평행선과 귀이주를 연결한 각으로 31°~59°를 

두부전방자세를 정의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경, 흉추부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두부전방 전위자세를 감소시키고 척추

정렬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영준과 황룡, 2011). 

일반인들에게 Chin-in을 적용한 군이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조군에 비해 목굽힘 각도 증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낸 Harman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이 아닌 Chin-in 교정법

을 적용하여 각 그룹 안에서 유의한 값을 얻었다. 

두부전방 전위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호흡에 어떤 문

제가 있다는 것(일반인들에 비해서 두부전방 머리자세 

환자들에게서 호흡할 때 호흡이 떨어진다)에 중점을 두

고 호흡 보조근 운동과 Chin-in 운동을 적용시켰을 때 

호흡과 자세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실험군과 조군내에서 운동 전-후로 각도

를 보았을 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나, 실험군과 

조군 간의 운동전-후에 각도와 호흡변화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호흡의 변화에서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TV값과 ERV값이 수치상 상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호흡보조근 훈련만으로도 호흡의 개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Chin-in 운동을 통한 

자세의 개선을 볼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호흡주

동근운동을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나, 호흡보조근 

훈련만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Ⅴ. 결 론

 

두부전방 전위자세에 Chin-in 운동과 호흡보조근 훈

련을 적용했을 때, 두 개척추각은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났으나, 운동 전후의 호흡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아지 

않았으나. 평균값에서 조금 증가를 보였다. 참여인원이 

너무 적었던 것이 제한적이었던 것 같으며, 향후 많은 

실험 상자들로 실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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