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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2 weeks of backward walking exercise (BWE) on cervical 
angle and gait parameters in college students with forward head posture.

Methods : Fifteen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ll the participants had a craniovertebral angle (CVA) of 55 degrees 
or les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explained to all the subjects prior to participation, and volunteered to take part in the study. 
A camera capable of taking pictures of the lateral plane was installed at a distance of 1.5 meters from each subject. Images of 
forward head posture were obtained before and after performing the BWE, and the CVA and craniorotational angle (CRA) were 
compared pre- versus post exercise. Foot pressure and gait parameters (step length of left and right, stride length, stance of left 
and right, swing of left and right, step time of left and right, and stride time) were measured using a rehabilitation treadmill. The 
subjects performed the BWE for 2 weeks. The exercise program consisted of a 5-minute warm-up exercise, 20-minute main exercise, 
and 5-minute cool-down exercise. In the main exercise, the treadmill speed was set to 2.4 km/h in the first week and 3.4 km/h 
in the second week. A paired t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CVA and CRA and gait parameters before and after the exercise.

Results : Comparison of the CVA and CRA before and after the BWE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post exercise, with a 
marked improvement in forward head posture after the exercise (p<.05).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BWE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exercise for the forward head posture. 
Also,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shed light on the impact of the BWE on gai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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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이 증가

하면서 장시간 화면을 볼 때 머리와 목의 위치가 몸통

(torso)보다 앞쪽으로 유지되며 비정상적인 정렬의 결과

로 앞쪽 머리 자세(forward head posture), 등뼈의 뒤굽음

(kyphosis) 증가와 둥근 어깨(rounded shoulder)가 발생한

다(Kang 등, 2012; Kim & Kim, 2019; Lynch 등, 2010). 젊
은 사람들중에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뼈 계 통증 중

에서 허리 통증 다음으로 목 통증이 가장 흔한 통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 17.2 %에서 목 통증을 경험한

다(Hoftun 등, 2011; Nejati 등, 2015). 앞쪽 머리 자세는 

목 통증 뿐 아니라 운동학적인 측면과 근육의 활성도에 

영향을 준다(Szeto 등, 2002). 앞쪽 머리 자세는 목뼈의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깊은 목뼈 굽힘근육

들(deep cervical flexor)은 약해지고 길어져서 아래 목뼈

가 굽힘이 나타나고, 위등세모근, 뒤통수밑근

(suboccipital), 반가시근(semispinalis), 머리널판근

(splenius), 목빗근(sternocleidomastoids), 어깨올림근들

(levator scapulae muscles)은 짧아져 위 목뼈가 과다폄이 

나타난다(Sikka 등, 2020; Szeto 등, 2002).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 뿐 아니라 목 돌림과 굽힘에 큰 영향을 주며 정

적 균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hmoud 등, 
2019). 

앞쪽 머리 자세는 머리의 앞쪽 이동과 등의 뒤굽음이 

증가하여 비정상적인 목과 어깨의 정렬을 초래하고 전

체적인 척추와 골반까지 영향을 주어 허리 통증, 움직임

의 패턴 변화 즉 신체의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잘못된 패턴의 걸음을 유도한다(Pozzo 등, 1991; 
Sangtarash 등, 2015). Kalsi-Ryan 등(2020)은 정상적인 목

뼈의 곡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척수가 압박받는 만성 퇴

행성 목뼈 척수병증(degenerative cervical myelopathy)을 

가진 사람들은 걸을 때 인체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향

하며 안정성이 필요한 한발 딛기나 양발 딛기(single and 
double support)에서 위운동신경세포(upper motor neuron)
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기능이상으로 걸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Dietz(1992), Drew 등(2004) 그리

고 Musa 등(1992)은 비정상적인 목 정렬의 변화는 자세 

유지나 걸을 때 안정성을 제공하는 내림척수로

(descending tracts)인 적색척수로(rubrospinal tract), 그물척

수로(reticulospinal tract), 안뜰척수로(vestibulospinal tract)
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쪽 머리 자

세로 발생하는 목뼈의 변화 그리고 이차적으로 발생하

는 척추 전체의 변화, 무게중심의 앞쪽 이동으로 걸음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렬과 움

직임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걷기 운동

이 추천된다(Hoogkamer 등, 2014). 
걷기 운동은 다리, 골반, 몸통과 목, 머리의 서로 유기

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절한 관절운동범위와 안정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몸의 불안정성과 전체적인 정렬을 효

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Hoogkamer 등, 2014; Park 등, 
2020). Ansari 등(2018)은 뒤로 걷기 운동(backward 
walking exercise)은 앞으로 걷기 운동(forward walking 
exercise)보다 관절 역학적(kinetics)이고 운동학적인

(kinematics) 효과를 언급하였다. 뒤로 걷기 운동은 걸음 

시간과 빈도의 증가, 걸음 능력과 균형 능력 증가, 지구

력을 증가시킨다(Nadeau 등, 2016; Thomas & Fast, 2000). 
뒤로 걷기 운동은 앞으로 걷기 운동보다 많은 근육의 동

원과 활성도, 걸음 거리(step length) 증가, 신진 사와 산

소 소비가 훨씬 높다(Foster 등, 2016; Kim 등, 2013; 
Moriello 등, 2014). 뒤로 걷기 운동은 시각 정보가 부족

하여 걸음 속도는 느리지만 균형이나 움직임의 증가를 

가져온다(Kim 등, 2013). Jansen 등(2012)은 뒤로 걷기는 

앞으로 걷기만큼 중추 유형 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를 발생시킨다. Joshi 등(2015)은 뒤로 걷기 시 

디딤기 초기에 발꿈치가 닿지 않으며 무릎-넙다리 관절

의 낮은 압박력을 일으키며 무릎관절에 흡수되는 힘을 

감소시킨다. 또한 Balasukumaran 등(2019)은 뒤로 걷기 

동안 다리 근육의 활성은 높은 운동단위의 동원을 일으

킨다고 하였다. 앞쪽 머리 자세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는 초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뒤로 걷기 운동이 목뼈 

중력선과 곡선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Jo, 2018). 
Park 등(2020)은 앞쪽 머리 자세 학생을 상으로 뒤로 

걷기 운동의 단기적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 머리척추각

과 머리회전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뒤로 

걷기 운동과 유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아래 방향으로 

진행되는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 운동은 머리척추각과 



박한규 박 진

2주간 뒤로 걷기 운동이 앞쪽 머리 자세 대학생들의 목뼈 각도와 걸음 변수에 미치는 영향  137

등뼈의 뒤굽음에서 일반적인 트레드밀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Lee, 2020).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앞쪽 머리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적인 치료적 접근법을 넘어 

척추의 전반적인 정렬과 무게중심의 변화 그리고 걸음

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걷기 운동보다 많은 운동

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뒤로 걷기 운동을 2주간 앞

쪽 머리 자세를 가진 20  상자들에게 실시하여 앞쪽 

머리 자세의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뿐만 아니라 목 

정렬의 변화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걸음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 5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부

산 D 학교에 재학중인 20  학생들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하여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들 중에 귀의 중심이 어깨의 부리돌기(coracoid 
process)보다 2.5 ㎝ 이상 앞에 위치한 상자 42명중 머

리척추각이 55 ˚이하인 자 19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

였다(Kim, 2012; Park 등, 2020). 상자 산출은 Park 등
(2020)의 연구 결과를 토 로 G*Power 3.1.9.4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12,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
로 계산하여 7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다. 중도 탈락을 

감안하여 앞쪽 머리 자세를 가진 19명을 상으로 실시

하였으나 실험 도중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자가격리 

및 진료) 2명과 개인 사정 2명이 중도 탈락하여 최종 15
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은 

과거 수술 경험이 없으며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 트레드밀 위에서 뒤로 걷기가 가능한 자들로 선

정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의한 연구윤리를 준

수하였다. 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Values

Age (years) 23.71±5.61a

Gender (M/F) 8/7
Height (㎝) 168.29±8.30
Weight (㎏) 69.12±17.84
CVAb (˚) 50.09±4.60

aMean±standard deviation, bCVA; craniovertebral ang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15)

2. 연구 절차 및 방법

1)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

뒤로 걷기 운동 중재 전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자들의 목뼈 7번 가시돌기(spinous 
process)와 귀구슬(tragus)에 마커를 이용하여 표시를 하

였다. 상자들은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5회 시행한 뒤 

편안한 자세로 양팔을 몸통 옆에 두고 머리의 가장 편안

한 자세를 만들기 위하여 머리의 굽힘과 폄을 큰 폭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폭을 줄이면서 머리의 가장 자연

스러운 자세를 만드는 자가 균형 자세(self balance 
posture)를 실시하였다. 눈에 의한 머리 자세의 변화를 줄

이기 위하여 상자들의 키를 고려하여 각자의 눈높이

에 맞는 정면의 한 지점을 설정하여 바라보게 하였다

(Park 등, 2015; Son, 2012). 그리고 상자의 1.5 m 떨어

진 곳에 상자들의 어깨 높이에 맞는 삼각 를 설치하

여 카메라(SM-G988N, Samsung, Korea)를 이용하여 사진

을 촬영하였다. 머리척추각은 제7 목뼈의 가시돌기를 기

준으로 수평선을 긋고 제7 목뼈의 가시돌기와 귀구슬 부

분을 연결한 선이 만나는 각을 의미하며 아래 목뼈의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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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상태를 나타낸다. 머리척추각이 40 ˚ 이하이면 심각

한 앞쪽 머리 자세를 의미한다. 48 ˚~55 ˚이면 가벼운 

앞쪽 머리 자세를 의미하고 55 ˚ 이상이면 정상 상태를 

의미한다. 머리회전각은 제7 목뼈의 가시돌기와 귀구슬

을 연결한 선과 귀구슬과 가쪽 눈구석을 연결한 선에 의

해 형성된 각으로 위 목뼈의 폄 정도를 나타낸다. 앞쪽 

머리 자세의 경우 머리회전각은 145 ˚ 이상으로 나타

난다(Park 등, 2015; Salahzadeh 등, 2014; Silva 등, 
2010)(Fig 1).

Fig 1. Cranial angle (craniovertebral angle (A), 

craniorotation angle (B) with Image J) 

촬영과 사진 분석은 각각 동일한 측정자가 실시하였

다. 촬영 사진의 각도 분석은 프리웨어(freeware) 프로그

램인 Image J(NIH, Image J, USA)를 이용하여 머리척추

각과 머리회전각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채택하였다

(Park 등, 2020). Image J는 1997년 미국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웨인 러스번드에 의해 

처음 사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Rueden 
등, 2017; Sun 등, 2015). 뒤로 걷기 운동 2주 중재 후 머

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2) 걸음 변수

뒤로 걷기 운동 중재 전 상자들의 걸음 변수를 확인

하기 위하여 걸음 분석 트레드밀(Zebris FDM-Treadmill 

AP1171, Apsun Iic, Germany)장비를 이용하였다(Fig 2). 
걸음 장애가 있는 환자를 상으로 걸음 능력 회복 및 

증진을 위하여 걸음 훈련기기와 걸음 능력의 감소와 치

료에 따른 기능회복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한 분석장치

로 걸음 분석계와 의료용 압력계가 설치된 장치이다. 장
치 위에서 서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 그리

고 걸음 변수들의 정보를 소프트웨어 Zebris FDM에서 

결과값 산출 및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있

다(Apsun Inc, 2020). 재활용 트레드밀 위에서 10초간 서 

있는 정적인 상태에서의 발바닥 압력(foot pressure) 그리

고 30초간 걸을 때 나타나는 동적인 상태에서의 발바닥 

압력, 걸음 길이(step length), 큰걸음 길이(stride length), 
디딤기(stance phase), 흔듦기(swing phase), 걸음 시간(step 
time)을 확인하였다. 걸음 변수 측정 시 걸음 속도는 장

비의 메뉴얼에 따라 각자 상자들의 가장 편안한 걸음 

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실험 결과 남자 상자들

은 3.5 ㎞/h, 여자 상자들은 2.5 ㎞/h로 설정하였다. 모
든 걸음 변수의 결과값은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채택하

였다. 뒤로 걷기 운동 2주 중재 후 걸음 변수는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재측정하였다. 걸음 변수와 발바닥 압력 측

정 시에 상자들은 맨발로 측정하였다. 

Fig 2. Gait analysis

3) 운동 방법

본 연구에서의 뒤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은 기존 선행 

연구인 Park 등(2020)의 운동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2주간 주 3회 30분간 뒤로 걷기 운동을 실

시하였다. 운동 프로그램의 진행은 상자들은 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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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Gold stone GST-8000, SAMHYUNG, Korea)에
서 준비운동으로 기존 설정값인 시속 1.4 ㎞/h로 5분간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1주차에는 시속 2.4 ㎞/h로 20분
간 실시하였다. 2주차 본 운동은 시속 3.4 ㎞/h로 20분간 

실시하였다. 마무리 운동은 시속 1.4 ㎞/h로 5분간 실시

하였다. 본 운동 20분은 10분 운동, 1분 휴식, 10분 운동

으로 설정하였다(Table 2).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운동

을 할 때 상자들의 적당한 보폭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

하여 트레드밀 중간에 막 (bar)를 두었다(Fig 3). 본 실

험 전에 상자들에게 적당한 연습 시간을 제공하였다.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운동을 할 때 상자들이 어지

러움과 감각 이상을 호소할 때에는 즉시 운동을 멈추었

다. 

Warm up- 5 minutes at 1.4 ㎞/h on the treadmill

Main exercise

First week- 20 minutes at 2.4 ㎞/h on the treadmill
(After 10 minutes exercise, 1 minutes rest and 10 minutes exercise)

Second week- 20 minutes at 3.4 ㎞/h on the treadmill
(After 10 minutes exercise, 1 minutes rest and 10 minutes exercise)

Cool down- 5 minutes at 1.4 ㎞/h on the treadmill

Table 2. Exercise program 

Fig 3. Exercise method 

3. 자료분석 

상자들의 결과값에 한 통계처리를 위하여 SPSS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샤피로 윌크(Shaprio Wilk)를 통해 정규성 검정을 확인하

였다(p>.05). 뒤로 걷기 운동 중재 전과 후의 목뼈 각도

와 걸음 변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표본 t-검
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학적 유

의수준(p)은 .05로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목뼈 각도의 변화 비교 

뒤로 걷기 운동에 따른 목뼈 각도의 변화 비교는 

Table 3과 같다. 2주간 뒤로 걷기 운동 전과 후의 머리척

추각과 머리회전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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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Pre exercise Post exercise t p

CVA 50.09±4.60a 54.40±5.30 -4.33 .00
CRA 151.05±7.65 146.61±7.23 2.77 .01

aMean±SD, CVA; craniovertebral angle, CRA; craniorotational angle

Table 3. Comparison of CVA and CRA before and after walking backward exercise    (unit: )̊ 

2. 걸음 변수의 변화 비교 

뒤로 걷기 운동에 따른 걸음 변수들의 변화 비교는 

Table 4와 같다. 2주간 뒤로 걷기 운동 전과 후의 왼쪽과 

오른발의 앞쪽과 뒤쪽 압력, 왼쪽과 오른쪽의 걸음 거리, 
큰걸음 거리, 왼쪽과 오른쪽의 디딤기, 왼쪽과 오른쪽의 

흔듦기, 왼쪽과 오른쪽의 걸음 시간, 큰걸음 시간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Pre exercise Post exercise t p

Left
Forefoot (%) 39.82±6.91a 37.51±7.99 1.51 .15
Backfoot (%) 60.18±6.91 62.49±7.99 -1.51 .15

Right
Forefoot (%) 36.68±7.11 34.31±8.36 1.93 .07
Backfoot (%) 63.56±6.95 65.69±8.36 -1.79 .09

Left step length (㎝) 57.49±7.04 57.59±7.84 -.13 .90
Right step length (㎝) 56.49±7.78 56.96±9.00 -.53 .60

Stride length (㎝) 114.00±14.53 114.53±16.77 -.33 .74
Left stance (%) 63.78±2.40 63.78±1.67 -.02 .98

Right stance (%) 64.23±2.09 64.24±1.91 -.01 .99
Left swing (%) 36.22±2.40 36.21±1.67 .02 .98

Right swing (%) 35.76±2.09 35.77±1.93 -.05 .96
Left step time (sec) .60±.05 .60±.05 -.13 .90

Right step time (sec) .59±.05 .59±.04 -.53 .60
Stride time (sec) 1.19±.10 1.20±.09 -.30 .77

aMean±SD

Table 4. Comparison of gait parameters before and after walking backward exercise   (n= 15) 

Ⅳ. 고 찰

본 연구는 앞쪽 머리 자세에 의해 변화하는 골반 및 

척추의 정렬과 비정상적인 걸음을 교정하기 위하여 걷

기 운동의 장점을 활용한 뒤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앞쪽 

머리 자세의 학생들을 상으로 2주간 뒤로 걷기 운동

이 목뼈 각도와 걸음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뒤로 걷기 운동은 관절 및 운동 

역학적인 부분에서 걸음 시간과 빈도 증가, 걸음 능력 

및 균형 증가를 가져온다(Ansari 등, 2018; Nadeau 등, 
2016). 또한 근 활성도의 증가, 신진 사와 산소 소비의 

증가, 움직임의 증가를 가져온다(Foster 등, 2016; Kim 
등, 2013). 결과적으로 앞쪽 머리 자세에서 나타나는 머

리의 앞쪽 이동, 등뼈의 뒤굽음 증가, 움직임 패턴의 변

화로 나타나는 걸음 패턴을 교정하기 위하여 걷기 운동 

특히 뒤로 걷기 운동이 추천된다(Hoogkamer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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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sen 등, 2012; Park 등, 2020). 
본 연구 결과 2주간 뒤로 걷기 운동 후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Park 등

(2020)은 20  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뒤로 걷기 운

동의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한 결과 머리척추각과 머리

회전각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Lee(2020)는 

20~30  남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4주간 아래 방향의 

트레드밀에서의 훈련이 머리척추각의 증가를 확인하였

다. Jo(2018)는 앞쪽 머리 자세의 초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앞·뒤 걷기 운동을 통하여 목뼈 중력선은 뒤로 

걷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목뼈 곡선은 앞쪽 

걷기는 5 ˚의 증가, 뒤로 걷기는 8 ˚의 증가가 나타났

으며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뒤로 걷기 운동은 전체적인 체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면 반발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며(Carneiro 등, 2012), 더 

많은 근육신경의 동원으로 허리의 유연성, 골반의 정렬 

그리고 인체 중심부 근육들의 활성화를 가져온 결과라

고 하였다(Bono, 2004; Hao & Chen, 2011; Heck & 
Sparano, 2000). 또한 뒤로 걸을 때 시각적인 정보의 부족

으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균형이나 

움직임의 증가가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Kim 등, 
2013). 트레드밀에서 뒤로 걷기 운동할 때 무게중심에 

한 바른 자세 정렬에 필요한 목뼈 주위 근육들의 자극

과 배 근육들의 활성화가 근육신경의 자극으로 자세 유

지에 필요한 근육들의 활성화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

고 하였다(Lee, 2020; Park 등, 2020).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 중심적인 측면에서 뒤로 걷기 운동은 발가락이 먼

저 닿고 발꿈치가 닿으면서 앞쪽 머리 자세 상자들의 

척추 앞쪽으로 떨어지는 무게중심과 트레드밀 진행 방

향에 한 상작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Park 등, 
2020). 

목뼈의 변화와 관련된 걸음 변수의 의미 있는 변화는 

왼쪽과 오른쪽 발의 앞쪽과 뒤쪽의 압력분포에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왼쪽 발 앞쪽의 압력분포는 운동후 

–2.31±5.91로 줄었으며 왼쪽 발 뒤쪽의 압력분포는 운동

후 2.31±5.91로 늘었다. 오른쪽 발 앞쪽의 압력분포는 운

동후 –2.37±4.75로 줄었으며 오른쪽 발 뒤쪽의 압력분포

는 운동후 2.13±4.63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뒤로 걷기 

운동을 통한 근육신경의 동원, 인체 중심부 근육의 활성, 

무게중심 이동과 관련된 자세 조절에 의한 목뼈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Balasukumaran 등, 
2019; Kim 등, 2013; Moriello 등, 2014; Park 등, 2020). 

뒤로 걷기 동안 시각 정보의 부족은 공간적, 시간적 

걸음 변수의 증가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걸음을 증가시

키기 위한 치료적 전략으로 고려된다고 하였으며(Zhao 
등, 2010), 다른 걸음 훈련보다 뒤로 걷기 운동은 다리 

근육의 협동작용(muscle synergy activation) 효과에 따른 

신경-근육 조절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Hoogkamer 
등, 2014; Zhang 등, 2014). Wang 등(2018)은 뒤로 걷기 

운동은 앞으로 걷기 보다 걷는 속도와 큰 걸음 거리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뇌졸중 환자들을 상으로 6주간 30
분 동안 주 5회 뒤로 걷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일어나 

걷기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Kang & Kim, 
2018). 뇌졸중 환자들을 상으로 8주간 총 30분 동안 주 

3회 실시한 결과에서는 걷는 속도, 마비측 걸음 거리 그

리고 큰 걸음 거리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Shin 
& Kang, 2017). 뇌성마비를 상으로 8주간 30분 동안 

실시한 트레드밀 위에서의 뒤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시

공간적인 요소 중에서 양쪽 걸음 거리와 오른쪽 디딤기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안정성과 칭

성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의미한다고 하였다(Kim, 2011). 
Hao와 Chen(2011)은 평균 나이 7.19세 청소년을 상으

로 12주간 주 2회씩 25분간 실시한 뒤로 걷기 운동을 통

하여 균형을 평가한 결과 뒤로 걷기 운동을 실시한 실험

군의 균형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지만 운동학적 분석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걷기와 비

교하여 뒤로 걷기 운동은 오른쪽 다리의 디딤기와 흔듦

기에서 증가, 큰 걸음 거리, 걷는 속도가 감소하였다. 
뒤로 걷기 운동과 걸음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

와는 달리 걸음 변수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계 환자들이나 청소

년을 상으로 장기간 뒤로 걷기 운동을 실시한 선행연

구들과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한 걸음 변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연구의 상자들은 신체 건강한 상자들

이며 신체 비 칭성의 크기 정도가 적은 그리고 앞쪽 머

리 자세의 각도가 가벼운 정도를 의미하는 머리척추각 

평균 50 ˚ 이하의 상자들을 상으로 2주간 주 3회 

30분간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젊은 상자들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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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주별로 각기 다른 트레드밀 속도를 적용하였음

에도 본 연구의 상자들에게 운동 강도와 중재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설계와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한점이 존

재한다. 상자 선정 기준에서 중증도 수준의 앞쪽 머리 

자세 상자 선정이 부족하였다. 뒤로 걷기 운동 시간 

및 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2주간 뒤로 걷기 운동

이 목뼈의 변화와 걸음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적 연구의 의미로 조군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앞쪽 머리 자세인 20  학생 15명을 상

으로 2주간 뒤로 걷기 운동이 머리척추각과 머리회전각 

그리고 걸음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뒤로 걷기 운동은 앞

쪽 머리 자세의 목뼈 변화에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걸음 변수와 관련하여서는 부족한 상자 선정기준, 중
재 강도 및 시간의 제한점 그리고 조군과의 비교 연구 

설계 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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