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mediate effects of a figure-8 shoulder brace and taping intervention on round shoulder 

posture, thoracic kyphosis, and chest expansion mobility in forward head posture.

Methods: Thirty patients with forward head posture were assigned randomly to the figure-8 shoulder brace group (n = 15) or 

the taping intervention group (n = 15). Patients were assessed for forward head posture, shoulder posture, thoracic kyphosis, and 

chest expansion.

Results: The figure-8 shoulder brace and taping intervention group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forward head posture, 

shoulder posture, and thoracic kyphosis after the experiment (p < 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 > 0.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figure-8 shoulder brace and taping interv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rounded 

shoulder posture, thoracic kyphosis, and chest expansion in patients with forward head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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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방머리자세는 시상면에서 머리가 몸통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세로(Bonney & Corlett, 2002) 상부 

목뼈가 폄 자세로 변하고 하부 목뼈는 굽힘 된 자세로 

목의 정렬이 변화되어(Hanten et al., 1991) 여러 부정적

인 증상을 유발한다. 모든 연령대에서 전방머리자세

가 발견되고 머리의 위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자세 

불균형은 목과 어깨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Magee et al., 2015). 시간이 

지나면서 등뼈는 뒤 굽음이 증가되고 어깨는 전방으

로 향하는 둥근 어깨 자세를 취하게 되며(Borstad & 

Ludewig, 2005) 그로 인해 목의 통증과 고유 감각 손상

(Reddy et al., 2019), 두통 및 턱 관절의 장애로 발전하

고 더 나아가 주변 근육 조직의 탄성과 근력, 안정성에

도 영향을 미친다(Silva et al., 2009). 운동역학적 관점

에서 보면 목에 위치한 목빗근 및 목갈비근, 위 등세모

근과 어깨올림근을 등척성 수축을 하여 긴장도는 증

가되고 어깨뼈 주변의 다른 근육은 약화가 발생한다

(Yang et al., 2014). 이는 목뼈와 등뼈 및 어깨 부위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상위 교차 증후군과 관련

된다(Yoo et al., 2007). 상위 교차 증후군의 자세 외형은 

전방머리자세와 둥근어깨자세 및 어깨뼈의 변화이다

(Morris et al., 2015). 충돌증후군과 돌림근띠 손상 환자

들도 전방머리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어깨 주변의 근

활성도와 운동역학적 변화가 있다(McClure et al., 

2006). 머리의 위치 변화가 어깨와 등뼈의 뒤 굽음과 

관계되기(Singla & Veqar, 2017) 때문에 머리의 올바른 

위치를 위한 중재가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머리 위치의 개선을 위해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테이핑 중재(Lee, 2012)와 근력 강화와 유연

성 증가를 위한 운동(Lynch et al., 2010), 소도구를 이용

한 안정화 운동(Kim & Kwag, 2016), 호흡운동을 이용

한 방법(Cho, 2015), 다양한 관절가동기법(Lee et al., 

2015; Sandow, 2011), 스트레칭 방법(Bae et al., 2016)등

이 중재로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운동이나 치료적 

중재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운동 중재 효과가 다

소 감소되는 단점이 있어(Ahn et al., 2019) 효과를 지속

적으로 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보전적 치료 방법인 보조기가 적

용되고 있다. 보조기의 적용은 한 부위에 집중되는 

압력을 감소시켜 근육과 관절에 하중을 줄여주고 올

바른 정렬을 가능하게 도와주며(Ammendolia et al., 

2005)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화를 지속적

으로 교정해 주고 머리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

기까지 균형 있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06). 보조기를 통한 자세 개선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본 연구처럼 8자형 어깨 보조기를 적용하여 

목과 어깨 및 등의 기능 변화를 확인한 연구와 테이핑 

중재와 비교를 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며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방머리자세를 가진 환

자에게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가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어깨자세, 등뼈 뒤 굽음 및 가슴우리가동

성의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며 임상에서 전

방머리자세 환자의 보전적 치료 방법의 기초 자료로

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머리척추각도(craniovertebral 

angle, CVA)가 49° 이하인 전방머리자세를 가진 20대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3개월 동안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자, 2) 심한 불안정성 척추와 

골다공증이 있는 자, 3) 심혈관 질환 및 혈관성 질환이 

있는 자, 4) 폐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자, 5) 테이핑 

부위에 피부 질환이 있는 자, 6)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에 참여하기 전 

모든 대상자들은 본 실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목적을 이해하였으며, 실험 전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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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30명의 전방머리자세 대상자를 각각 

15명씩 8자형 어깨보조기군(type-8 shoulder brace 

group, TSBG)과 테이핑 중재군(taping intervention 

group, TIG)으로 무작위 배치하였다. 8자형 어깨 보조

기는 양쪽 겨드랑이와 부리돌기, 가슴우리 중앙을 지

나도록 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각 대상자는 어깨뼈 

위치 교정을 위해 28인치에서 48인치까지 사이즈 조

절이 가능한 당김 조절 스트랩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

의 몸통 넓이에 맞게 조절하고 충분한 긴장감을 준 

상태로 적용하였다. 측정 전 실험 절차와 실험에 익숙

해지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대상자의 측정 순서

는 무작위로 진행하였으며 측정 전 대상자들이 8자형 

어깨보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익숙화 과정을 10분

간 실시하였다. 테이핑 중재는 위등(upper back)과 어

깨 주위에 어깨뒤당김자세를 유지하면서 키네시오 테

이핑을 사용하였다. 키네시오 테이프를 약 35∼40%의 

신장률(stretch)로 적용하였으며 테이프 끝부분은 신

장하지 않는다. 테이프는 어깨 상단 고정부에서 팔 

고정부로 고정된 다음 후면 고정부에서 앞으로 겹치

는 방식으로 어깨관절을 가로 질러 부착된다. 신체에 

가려움증이 있으면 테이프를 제거한다(Fig. 1, 2).

3. 측정방법 및 도구

1) 전방머리자세

전방머리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android) 운영체제를 갖춘 갤럭시 S8 스마트폰

(SMG950NZRASKO, SAMSUNG, Korea)을 이용하였

고 스마트폰을 카메라 스탠드에 고정하였다.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ON protractor’로 안드

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

다. 전방머리자세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와 측정

자의 거리는 50㎝로 설정하였다. 전방머리자세 측정

은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대상자의 7번 목뼈 가시돌기

와 어깨봉우리 부위에 표식을 하고(park, 2016), 편안한 

자세에서 카메라와 1.5m의 거리에서 시상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전방머리각도는 7번 목뼈 가시돌기에서 

수직 기준선을 잇는 선과 바깥귀 길의 경사각으로 분

석하였다.

Fig. 1. Type-8 shoulder brace group.

      

Fig. 2. Taping interven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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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둥근어깨자세

둥근어깨자세는 곧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는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바로 누운 후 양팔

을 중립 위치로 몸통 옆에 가지런히 놓고 곧은자를 

이용하여 둥근어깨자세를 측정하였다. 둥근어깨자세

를 측정할 때는 측정 변수를 예방하기 위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위팔뼈의 돌림과 어깨뼈 위 돌림의 움직임

을 피해야 한다. 둥근어깨자세는 측정 거리가 2.5cm이

상 일 경우를 말한다.

3) 뼈 뒤 굽음

등뼈 뒤 굽음은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

자들은 양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양팔을 

몸 옆쪽에 붙이고 편안한 자세로 서고 검사자는 대상

자의 C7에서 T12까지 가시돌기를 확인하고 그 사이의 

가시돌기들 위에 줄자를 접촉시켜 척추의 외형과 일

치시켰다. 그런 후에 조심스럽게 줄자를 대상자의 몸

에서 떼어내 형태를 유지시키며 편평한 판 위에 준비

된 종이 위에 올려놓고 줄자의 외형을 종이 위에 따라 

그렸다. 종이 위에 그려진 척추 외형 만곡을 통하여 

등뼈 후만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7과 T12의 표시점

들을 연결시킨 직선을 등뼈 길이(throacic length, TL) 

그리고 등뼈 길이선과 등뼈 만곡 사이의 가장 넓은 

부위를 등뼈 넓이(thoracic width, TW)로 하고 등뼈 넓

이를 등뼈 길이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등뼈 뒤 

굽음 지수(index of kyphosis, IK) 값으로 사용하였다.

4) 가슴우리가동성

가슴우리가동성은 칼돌기(xiphoid process)의 높이

에서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가슴을 

최대로 확장하여 유지하게 한 흡기 상태와 최소로 축

소하여 유지하게 한 호기 상태에서 각각 흉곽의 둘레

를 측정하였다. 각각 2번을 측정하였으며, 만약 2번의 

측정값의 차이가 1cm 이상이면 재 측정, 더 큰 값들의 

평균을 결과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가슴의 최대 확장 

시와 최대 축소 시의 차이 값을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샤피로-윌크 검정 방법으

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수가 정규 분

포하였다. 집단 내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변화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8자형 어깨보조기

군은 남자 6명, 여자 9명으로 총 15명이었고, 평균 신장

은 169.20±7.00cm, 평균 연령은 23.06±1.38세, 평균 체중

은 62.06±8.54kg이었다. 테이핑 중재군은 남자 7명, 여

자 8명으로 총 15명이었고, 평균 신장은 171.66±6.77cm, 

평균 연령은 22.73±1.38세, 평균 체중은 65.06±9.63kg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각 군 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1).

TSBG (n=15) TIG (n=15) P

Gender (M/F) 6/9 7/8

Height (cm) 169.20±7.00 171.66±6.77 0.79

Age (years) 23.06±1.38 22.73±1.38 0.88

Weight (kg) 62.06±8.54 65.06±9.63 0.2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SBG: type-8 shoulder brace group, 

TIG: taping intervention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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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방머리자세 비교

8자형 어깨보조기 착용 전 전방머리자세는 

46.73±0.88이고, 착용 후 전방머리자세는 50.66±1.7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테이핑 중재 전 전방머

리자세는 46.26±0.70이고, 중재 후 전방머리자세는 

50.46±1.6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2).

3. 둥근어깨자세 비교

8자형 어깨보조기 착용 전 둥근어깨자세는 

5.40±1.12이고, 착용 후 둥근어깨자세는 4.20±0.9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테이핑 적용 전 둥근어

깨자세는 5.13±1.12이고, 적용 후 둥근어깨자세는 

4.33±0.8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Table 2).

4. 등뼈 뒤 굽음 비교

8자형 어깨보조기 착용 전 등뼈 뒤 굽음은 9.33±2.12

이고, 착용 후 등뼈 뒤 굽음은 7.86±1.18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0.05). 테이핑 적용 전 등뼈 뒤 굽음은 

9.66±2.12이고, 적용 후 등뼈 뒤 굽음은 8.06±1.22로 

TSBG TIG t P3)

FHP

Pre 46.73±0.88 46.26±0.70

Post 50.66±1.75 50.46±1.64

Difference1) 3.93±2.12 4.20±2.00 -0.35 0.72

t -7.18 -8.10

p2) 0.00* 0.00*

RSP

Pre 5.40±1.12 5.13±1.12

Post 4.20±0.94 4.33±0.89

Difference1) -1.20±1.61 -0.80±1.32 -0.74 0.46

t 2.88 2.34

p2) 0.01* 0.03*

TK

Pre 9.33±2.12 9.66±2.12

Post 7.86±1.18 8.06±1.22

Difference1) -2.06±1.94 -1.60±2.06 -0.63 0.52

t 4.11 3.00

p2) 0.00* 0.00*

CEM

Pre 5.53±0.91 5.53±0.83

Post 5.86±0.92 5.66±0.81

Difference1) 0.33±1.04 0.13±0.99 0.53 0.59

t -1.23 -0.52

p2) 0.23 0.61

*p<0.0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TSBG: type-8 shoulder brace group, TIG: taping intervention group, FHP: forward head posture, RSP: round shoulder 

posture, TK: thoracic kyphosis, CEM: chest expansion mobility, 1)Difference: post-pre, 2)Paired t-test, 3)Independent t-test

Table 2. A comparison of between pro-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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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2).

5. 가슴우리가동성 비교

8자형 어깨보조기 착용 전 가슴우리가동성은 

5.53±0.91이고, 착용 후 가슴우리가동성은 5.86±092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테이핑 적용 전 가슴우

리가동성은 5.53±0.83이고, 적용 후 가슴우리가동성은 

5.66±0.8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Table 2).

Ⅳ. 고 찰

본 연구는 전방머리자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

상으로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가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어깨자세, 등뼈 뒤 굽음 및 가슴우리가동

성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방머리

자세와 둥근어깨자세, 등뼈 뒤 굽음의 그룹 내 변화는 

TSBG와 TIG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룹 간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슴우리가동성은 그룹 내 

변화와 그룹 간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방머리자세는 머리척추각이나 머리회전각을 이

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보면 Yi 등(2006)

은 청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교정장치가 머리척추각도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Choi와 Hwang (2011)은 목과 

등 부위의 스트레칭 중재는 머리척추각도를 증가시키

고 척추의 정렬을 올바르게 유지 시킨다고 하였다. 

Park 등(2014)은 스트레칭과 함께 적용된 강화 운동프

로그램이 전방머리각도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올바른 

전방머리자세를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교정 운

동, 그리고 올바른 자세의 인식이 중요하다(Neumann, 

2013). 위 선행연구 방법을 보면 청각적 피드백을 이용

하여 바른 자세를 인식하게 하였고, 스트레칭을 통하

여 전방머리자세의 개선을 가져온 점과 본 연구의 8자

형 어깨 보조기 적용이 대상자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

시키고자 등뼈의 뒤 굽음과 둥근 어깨에 관련된 근육

들과 주변 조직에 촉각적 피드백으로 작용되어 전방

머리자세가 개선되었다는 점이 유사하여 이러한 결과

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방머리자세와 함께 둥근어깨자세, 등뼈 뒤 굽음

이 함께 발생하며 어깨뼈의 위치 변화로 어깨뼈의 역

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근육의 근활성도

가 변한다(Quek et al., 2013). 둥근어깨자세는 위등세

모근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키고(Lau et al., 2010) 아래

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은 근활성도를 지연시키며 작은

가슴근은 단축시켜(Ahn et al., 2019) 어깨의 기능장애

를 유발한다(Szeto et al., 2005). 선행연구 중 둥근어깨

자세와 관련된 연구에서 Wong 등(2010)는 작은 가슴

근의 스트레칭을 통해 둥근어깨자세가 감소하였으며, 

Ahn 등(2019)은 둥근어깨자세를 가지고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작은가슴근 스트레칭과 함께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은 둥근 어깨자세를 개선 시킨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둥근어깨로 긴장된 작은가슴

근의 스트레칭과 테이핑 적용은 간접적으로 척추 정

렬을 통한 중재보다 둥근어깨자세에 효과적으로 작용

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8자형 어깨 보조기가 

구부정한 어깨를 폄과 동시에 단축된 작은가슴근을 

신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

으로 생각된다. 

전방머리자세는 목뼈와 위쪽 등뼈에 스트레스를 

주고(Khosravi et al., 2019) 등뼈를 뒤 굽음 시키는 자세

를 유발한다. Park와 An (2020)은 등에 착용한 여러 

백팩의 무게가 머리척추각과 목 주변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 백팩의 무게가 증가

할 수록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근활성도가 증가하고 

머리척추각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Abaraogu 등(2016)

는 백팩의 무게가 몸무게의 15%일때 머리척추각은 

감소하고 몸통 기울기는 앞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등뼈의 뒤 굽음이 감소 할수록 전방머리자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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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증가하고 어깨뼈는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아 온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과 어깨 주변의 근활성

도를 확인하지 못하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선행연

구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등뼈 뒤 굽음은 가슴우리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Cho, 2015). 목 주변 근육들 중 목빗근은 

들숨 시 가슴우리를 들어올린다(Han & Harrison, 

1997). Lee 등(2015)의 연구에서는 전방머리자세를 가

진 그룹에서 목 내밈 움직임을 할 때 목빗근의 근활성

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의 변수에 포함하여 측

정하였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

랫동안 스마트기기와 컴퓨터에 익숙해져 있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머리와 목의 주변 조직에 정적 부하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Kwon & Jeong, 2001) 조직의 구

축과 유착이 발생한 상태에서 별 다른 중재 없이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만 적용하여 효과가 미흡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

핑 중재 시 등뼈 뒤 굽음에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전방

머리자세 교정 후 적용하면 더욱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룹 간 비교에서 TSBG와 TIG에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다른 연구에서는 중재 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

을 두고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즉각적인 효과

를 보았기 때문에 그룹 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는 등뼈의 뒤 굽음을 개선

하여 불안정한 둥근어깨자세와 전방머리자세를 개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특정 대상자로 짧은 기간에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만을 이용하였고 목

뼈와 등뼈 주변 근육의 활성도를 확인하지 않고 목과 

어깨의 기능 변화만 확인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목과 어깨 등의 여러 근육

들의 두께나 근활성도 변화와 다양한 중재 방법의 비

교를 통해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방머리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8자형 

어깨 보조기와 테이핑 중재 적용이 목과 어깨의 기능

적 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8자형 어깨 보조

기와 테이핑 중재는 전방머리자세와 둥근어깨자세, 

등뼈 뒤 굽음에 즉각적으로 개선을 보여 전방머리자

세를 가진 환자에게 교정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과 관

련 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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