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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머리자세와 중립자세에 대한 인위적 자세변화가 호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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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Forward head posture is typical neck disorders occur in all people. And this attitude causes a shortening and 
weakening of the muscles in the body. It also causes excessive extension acts as a reward. This attitude has to change if the 
pain occurs around the neck and shoulders, and are subjected to unusual stress.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associated with 
forward head posture was found to be the more severe the fall of the respiratory, forward head posture poor quality of much 
brea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changes in forward head posture and neutral head posture on 
respiratory.
 Method : Forty volunteers were participated in study and divided into two groups [forward head posture group (n=20) and 
neutral head posture group (n=20)]. We measured cervical alignment with global postural system to find out a forward head 
posture. Respiratory function was measured with a SPIROVIT SP-1 equipment and we found out a forced vital capacity 
(FVC),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and FEV1/FVC. A pared t-test was used to de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pulmonary function variation and a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determine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two groups. 
 Results : In the experimental group, FVC and FEV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rtificial neutral head posture than in 
the forward head posture. In the control group, FVC and FEV1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eutral head posture than in 
the forward head posture. FVC, FEV1, and FEV1/ FVC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eutral head posture of control group 
than the artificial neutral head posture of experimental group and higher in the artificial forward head posture of control group 
than the forward head posture of experimental group. 
 Conclusion : In conclusion, neutral head posture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correct posture and improvement 
of lung function and continuous study of posture correction program for posture imbalance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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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방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 FHP)는 신체 무게중

심을 관통하는 수평면에 가상의 수직선에 대해 머리가 전

방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하며, 현대 사회에서 사무직 근로

자와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에서 많이 발생되는 대

표적인 목 부위 질환의 원인이다. 이러한 자세는 깊은목굽

힘근이 약화되고, 목갈비근, 뒤통수밑근육 및 목빗근의 단

축을 유발하여 위쪽 목과 고리뒤통수관절의 보상으로 과

도한 폄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 길

이와 근력이 변화되어 목과 어깨주변에 통증을 유발시킨

다(Harrison 등, 2003; Page 등, 2010). 또한 머리-턱과 어깨 

관절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몸통에 통증과 

기능장애를 발생시킨다(Paris, 1990; Kendall 등, 2005; 

Visscher 등, 2002; Yip 등, 2008). 

들숨근은 주동근인 가로막과 바깥갈비사이근, 들숨 보

조근인 목빗근, 목갈비근 및 위등세모근으로 구성된다. 안

정 시 가로막이 수축하면 공기는 압력이 낮아진 폐 안으

로 유입 되고 이때 보조근인 목빗근과 목갈비근은 복장뼈

와 갈비뼈를 머리 방향으로 이동시켜 들숨 시 가슴우리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Legrand 등, 1997; Legrand 

등, 2003; Ovechkin 등, 2010). 정상적인 호흡은 들숨근의 

활동이 가슴우리와 허파 조직의 저항 등 자연적인 탄성 

반동 시스템을 이겨내야 하고 이것은 들숨근의 수축이 가

슴우리 팽창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소와 더불어 폐로 도

달하는 공기의 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방머리

자세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세들은 가슴우리의 팽창을 물

리적으로 제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Takahashi 등, 

2007) 들숨 근육인 목갈비근, 목빗근과 뒤통수아래근에 기

능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Langford 등, 1994). 

최근에는 전방머리자세 환자가 증가하고 호발연령이 낮

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Koh와 Jung(2013)은 

머리 자세와 호흡 패턴에 따라 목빗근과 목갈비근의 활성

도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자세와 호흡에 관한 이명희

와 주민(2014)의 선행연구에서 전방머리자세를 평가하는 

수단인 두개척추각과 분당 최대산소섭취량 및 분당 최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방머리

자세가 심해질수록 호흡순환 기능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전방머리자세와 관련이 있는 만성 목통증 환자

는 최대 수의적환기량, 최대 흡기압력, 최대 호기압력이 

감소하며, 전방머리자세가 심해질수록 최대 흡기압력과 

최대 호기압력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한진태 등, 2015). 호흡 운동이 전방머리자세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장철, 2010)에서는 바른 자세

의 유지는 능률적이고 매끄러운 호흡을 유지하고, 동작 수

행 시 근육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신체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활

성화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전방머리자세와 폐 기능과 직접적인 

내용을 다룬 선행 연구는 많았으나 전방머리자세와 중립

자세에 따른 자세 변화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

방머리자세와 중립자세의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따른 실험자의 평소 이완 자세와 인위적 자세 변화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호흡 시 자세 변화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K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총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나 신경학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 자

2)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심호흡계에 질환을 가지지 

않는 자

3) 선정 당시 규칙적이거나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

4)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충분히 이해하고 

실험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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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전신자세측정시스템(GPS400)을 이용하여 머리와 목의 

자세를 측정하여 전방머리자세를 보이는 실험군 20명, 중

립자세를 보이는 대조군 20명 총 40명을 선발하였다. 실험 

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군은 인위적 중립자세, 

대조군은 인위적 전방머리자세를 취하여 폐 기능을 측정

하였다. 자세한 실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대상자 선정(N=40)
측정(GPS400)

실험군(전방머리자세군)
n=20

대조군(중립자세군)
n=20

측정(폐활량계)

실험군-인위적 중립자세
대조군-인위적 

전방머리자세

자료처리 및 분석

결과해석 및 고찰

그림 1. 연구 절차

3. 측정 도구 및 방법

1) 자세 측정

본 연구의 자세 측정은 전신자세측정시스템(GPS400, 

Red Balacne, Italy)을 이용하였다. GPS400은 사진 촬영을 

통해 자세 변화를 측정하여 신체의 전·후와 좌·우 모습을 

중심선, 수직선, 수평선을 이용하여 신체의 비대칭을 알아

볼 수 있는 측정 도구이다(송민옥 등, 2014). 자세 측정을 

위해 3 m 거리를 두고 실험자는 기립자세에서 시상면상

의 같은 자리에서 어깨뼈봉우리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

메라 촬영을 하여 귀의 바깥귀길 중심선과 어깨뼈봉우리

를 축으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두 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

하였다(그림 2). 전방머리자세군과 중립자세군의 집단 간 

선정분류 기준은 뉴욕 주 자세 판정기준(이대희, 2011)에 

따라 발목의 뼈, 어깨 위 뼈, 귀의 바깥귀길 중심선이 정

상선에서 2.5 cm 이상 벗어난 고도변형 대상자는 전방머

리자세군으로 1 cm 미만인 자는 중립자세군으로 선별하

였다(Salahzadeh 등, 2014).

그림 2. 자세 측정 방법

2) 폐 기능 측정

폐기능 검사를 위하여 폐활량계(SPIROVIT SP-1, 

SCHILLER AG, Switzerland)(그림 3)를 이용하여 실험자는 

마개로 코를 막고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최대 

들숨 후에 구강으로 내뱉은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과 1초간 노력성 날숨량(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FEV1) 및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

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를 측정하였다.

그림 3. 진단 폐활량계

대상자들은 실험 전에 폐활량 측정 방법을 익히기 위해 

사전 연습을 실시하였고 폐활량 검사를 3회 반복 측정하

여 최고값을 채택하였으며 각 측정 간 근피로도를 고려하

여 5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Sutbeyaz 등, 201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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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량 검사방법은 미국 흉추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의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

다(American Thoracic Society, 1995). 단, 자세 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시상면상의 수직선에 귀의 바깥귀길 중심선

과 어깨봉우리의 수직축이 자세 변화를 주기 위한 인위적 

중립자세와 인위적 전방머리자세에서의 측정은 실험자의 

자세 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치료사가 구두 통제하였다

(그림 4).

그림 4. 폐활량 측정 자세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군에서 각각 전․후 폐 기

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두 집단 간 평균값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 0.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0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실험군 21.3세, 대조군 21.5세 이었으며 평균 

신장은 실험군 175.50 cm, 대조군 174.35 cm, 평균 몸무게

는 실험군 69.55 kg, 대조군 67.25 kg으로 나타났다(표 1). 

두 군에서 왜도와 첨도값을 통해정규성을 검정한 결과 두 

군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구분 연령(age) 신장(cm) 체중(kg)

실험군(n=20) 21.30±1.53a 175.50±5.70 69.55±8.90

대조군(n=20) 21.50±2.16 174.35±4.68 67.25±6.62
a
평균±표준편차

실험군: 전방머리자세군(Foward head posture group)
대조군: 중립자세군(Neutral head posture group)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0)

2. 집단 내 자세 변화에 따른 기술통계 비교

1) 실험군의 자세 변화에 따른 폐 기능 비교

실험군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은 전방머리자세 3.03± 

0.36 ℓ, 인위적 중립자세 3.27±0.32 ℓ로 인위적 중립자세에

서 증가하였으며(p<.05), 1초간 노력성 날숨량(FEV1)은 전

방머리자세 2.36±0.29 ℓ, 인위적 중립자세 2.75±0.27 ℓ로 인

위적 중립자세에서 증가하였고(p<.001), 1초간 노력성 날

숨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는 전방머리

자세 78.85±12.92 %, 인위적 중립자세 84.62±9.35 %로 인

위적 중립자세에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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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전방머리자세 인위적 중립자세 t p

FVC(ℓ) 3.03±0.36 3.27±0.32 2.20 .03*

FEV1(ℓ) 2.36±0.29 2.75±0.27 4.42 .00*

FEV1/FVC(%) 78.85±12.92 84.62±9.35 1.62 .11
*p<0.05 
FVC: forced vital capacity,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at one second

표 2. 실험군의 자세 변화에 따른 폐 기능 비교

2) 대조군의 자세 변화에 따른 폐 기능 비교

대조군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3.30±0.68 ℓ, 중립자세 4.06±0.60 ℓ로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에서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또한 1

초간 노력성 날숨량(FEV1)은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2.89± 

0.60 ℓ, 중립자세 3.70±0.45 ℓ로 인위적 전방머리자세에서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는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88.15±9.67 %, 중립자세 91.81±7.45 %로 중

립자세에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변수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중립자세 t p

FVC(ℓ) 3.30±0.68 4.06±0.60 3.76 .00*

FEV1(ℓ) 2.89±0.60 3.70±0.45 4.81 .00*

FEV1/FVC(%) 88.15±9.67 91.81±7.45 1.34 .19

*p<0.05

표 3. 대조군의 자세 변화에 따른 폐 기능 비교

3. 집단 간 자세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 비교

1) 집단 간 중립자세와 인위적 중립자세의 폐 기능 비교

실험군의 인위적 중립자세와 대조군의 중립자세에 대한 

폐 기능 비교 결과, 노력성 폐활량은 각각 3.27±0.32 ℓ, 

4.06±0.60 ℓ로 대조군의 중립자세에서 더 크고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은 

각각 2.75±0.27 ℓ, 3.70±0.45 ℓ로 대조군의 중립자세에서 더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1초간 노력성 날숨량

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는 각각 84.62±9.35 %, 

91.81±7.45 %로 대조군의 중립자세에서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표 4).

변수 실험군의 인위적 중립자세 대조군의 중립자세 t p

FVC(ℓ) 3.27±0.32 4.06±0.60 -5.22 .00*

FEV1(ℓ) 2.75±0.27 3.70±0.45 -8.03 .00*

FEV1/FVC(%) 84.62±9.35 91.81±7.45 -2.69 .01*

*p<0.05

표 4. 실험군의 인위적 중립자세와 대조군의 중립자세의 폐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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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 간 전방머리자세와 인위적 전방머리자세의 폐 기능 비교

실험군의 전방머리자세와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자

세에 대한 폐 기능 비교 결과, 노력성 폐활량은 각각 

3.03±0.36 ℓ, 3.30±0.68 ℓ로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에서 더 컸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초간 노력성 날숨

량은 각각 2.36±0.29 ℓ, 2.89±0.60 ℓ로 대조군의 인위적 전

방머리자세에서 더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1

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는 각각 

78.85±12.92 %, 88.15±9.67 %로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

자세에서 더 높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5)(표 5).

변수 실험군의 전방머리자세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t p

FVC(ℓ) 3.03±0.36 3.30±0.68 -1.58 .12

FEV1(ℓ) 2.36±0.29 2.89±0.60 -3.59 .00*

FEV1/FVC(%) 78.85±12.92 88.15±9.67 -2.58 .01*

*p<0.05

표 5. 실험군의 전방머리자세와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자세의 폐 기능 비교 

Ⅳ. 고 찰

본 연구는 전방머리자세와 중립자세의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따른 실험자의 평소 이완자세와 인위적 자

세 변화가 폐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방머리자세는 여러 뼈대 근육의 구축과 호흡근의 약

화로 인한 환기의 감소 등이 결합하여 쉽게 발생한다(Boss 

등, 1980). 폐기능 검사는 폐쇄성 및 제한성 환기장애 여

부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폐 기능 검사를 할 때는 앉거나 선 자세에서 시행

하게 되는데 자세에 따라 가슴우리를 둘러싼 구조물이 중

력의 영향을 받아 폐 기능 검사에 영향을 주게 되며(Kang 

등, 2016), 자세에 따라 호흡 보조근의 활성도가 호흡 변

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Jeong, 2016). 

폐활량 검사 해석 시 기본적인 변수로 노력성 폐활량

(FVC), 1초간 노력성 날숨량(FEV1), 1초간 노력성 날숨량

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1/FVC)와 같은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신희준, 2012). 본 연구에서도 폐활

량 검사 시 세 가지 기본적인 변수를 사용하였다. FVC는 

최대로 공기를 들이쉬고 최대한 빠르게, 세게 공기를 내쉬

는 양을 의미하며 FVC의 감소는 들숨 시의 배 확장량의 

저하 및 날숨 시 가슴 축소량의 저하가 크게 관여하고, 

FVC와 호흡근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병조, 

2004). FEV1는 FVC때 처음 1초 동안 내쉬는 공기의 양을 

의미하며 FEV1의 감소는 활동 내구성을 저하시켜 활동량

이 감소되고 이는 더욱 호흡 기능 약화를 반복시킨다

(Casaburi 등, 1997). FEV1/FVC는 개괄적으로 기도 폐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환자의 폐쇄성 장애를 진단하는

데 ‘FEV1/FVC <0.7’ 방법이 사용된다(American Thoracic 

Society, 1991).

조현래(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Chin-in 

운동을 2주간 실시한 결과 두개척추각이 증가하였고 호흡 

기능은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Petrovic 등(2009)은 호흡근 훈련이 호흡근의 근력을 증가

시켜 호흡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진태 

등(2015)은 젊은 성인에게 정상자세와 전방머리자세 사이

의 강제폐활량과 최대 수의적 환기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

자세에서 강제폐활량, 1초간 노력성 날숨량, 1초간 노력성 

날숨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 최대 수의적 환기량이 

전방머리자세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인위적인 자세 변화로 인하여 전방머리자세 대상군에

서 노력성 폐활량이 인위적 중립자세로 측정할 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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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중립자세 대상군에서는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로 측정하였을 때 노력성 폐활량이 낮게 나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

방머리자세에서 비정상적인 자세와 함께 그로 인한 호흡 

근육의 약화가 폐 기능 감소를 유발하였다고 사료된다. 

호흡 훈련의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주로 만

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나 척수손상 환자 같은 신경근육 질

환 환자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방머리자세가 있는 사람도 중립 자세로의 변화만

으로도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방머리자

세를 가지고 있는 노인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환자, 운동선

수 및 일반인들에게도 바른 자세 및 호흡 훈련을 통하여 

호흡 근력을 강화시키고, 들숨 능력을 향상시켜 전방머리

자세 예방 및 치료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폐활량 측정 시 머리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도록 통제하지 못하였고 호흡근의 보조근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20대 성인에 

한정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호

흡 주동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근골격계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없는 건

강한 남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전방머리자세)과 대

조군(중립자세)에 대해 각각의 인위적 자세 변화가 폐 기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실험군은 전방머리자세 보다 인위적 중립자세를 

취했을 때 폐 기능이 향상되었고 대조군은 인위적 전방머

리자세에 비해 중립자세에서 폐 기능이 향상되었다. 

둘째, 실험군의 인위적 중립자세와 대조군의 중립자세, 

실험군의 전방머리자세와 대조군의 인위적 전방머리자세

에 따른 각각의 비교에서 실험군(전방머리자세)에 비해 대

조군(중립자세)에서 폐 기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폐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

요한 요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자

세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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