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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posture correction effect of wearing ergonomic 
experimental clothing. Two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A, B) were developed. 
Both of them reinforced the muscles surrounding the spine. Experimental clothing A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shape and position of the pectoralis major muscle, 
abdominal muscle, and latissimus dorsi muscle. Experiment clothing B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integrated form of those muscles. Subjects were males in their 
20s~30s (n=32).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cromion distance 
(AD): the turtle neck syndrome group (n=16, AD=3.81cm) and the normal group 
(n=16, AD=1.27cm). The correction of body posture was detected by three index 
values: change of the cervical curvature angl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seventh 
cervical vertebra and tragion, and AD. The comfort and tightness of the clothing were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corrected 
body posture and that turtle neck syndrome can be prevented by wearing these types 
of posture correcting clothing. Two index values were decreased: cervical curvature 
angle (0.31~1.32°) and horizontal distance between seventh cervical vertebra and 
tragion (0.22~0.31cm). The chest was also stretched. The comfort was rated as good 
for both types of experimental cloth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rimental 
clothing had a posture correction effect without any discomfort for daily living.

Keywords: posture correction(자세 교정), turtle neck syndrome(거북목 증후군), ergonomic 
(인체공학), functional clothing(기능성 의류)

I.� Introduction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은 잘못된 자세 습관을 유발하며, 이는 거북

목 증후군을 포함한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은 경

추각도가 전방으로 변형되어 건강을 해치는 자세를 나타내며, 청소년부터 노년층

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건강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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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Jung, 2009).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는 요인

들은 반복되는 작업과 부적합한 근무 환경 등 작업 

환경 요인 이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 거북목 증후군이 발병하게 되는 해

부학적 원인은 경추 주변 근육의 약화이며, 누적될 

경우 목과 어깨 주변의 통증을 유발한다(Kim et al., 
2007). 

거북목 증후군을 판별하는 인체측정학적 기준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귀구슬점과 어깨중앙점 사이 거

리를 제안하였다(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8).

거북목 증후군 발생 대상 연령층이 넓어지고, 다양

한 직업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예방 방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거북목 증후군 예방 방법으로는 운동 요법과 테이핑 

요법 등이 있으며(Kim, 2012; Park, Woo, Lim, & Kim, 
2013), 생활 체육 분야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

하는 방법으로 견관절을 스트레칭하여 가슴을 펴주

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Lee, 2016; Yoo, 
2010). 전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추나 치료, 카이로 

프래틱 치료 등이 있다. 이외에도 보조기구 착용이 

제안되기도 한다(Kim et al, 2007; Park, Kim, Lee, 
Kang, & Park, 2012). 

최근에는 소재의 신축성을 이용한 컴프레션 웨어

도 자세 교정에 이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Kim & Hong, 2014). 컴프레션 웨어는 운동 기능성 

향상을 위한 스포츠웨어로 착용되고 있으며(Jeong, 2006; 
Jeong & Hong, 2010; Lee, Kim, Hong, & Lee, 2015; 
Scanlan, Dascombe, Reaburn, & Osborne, 2008), 파

운데이션 웨어도 컴프레션 기능을 이용하여 체형보정

을 추구하고 있다(Chun & Kim, 2012; Park & Chun, 
2013). 컴프레션 웨어의 착용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 부위별로 압박 정도를 차별화하여 운동시 근육

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근육의 피로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Lee et 
al., 2015).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의복압은 순환기능 

및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신체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Jeong & Kim, 2006). 최근에는 척추 측만증

이나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컴프레션 웨어 개발 연

구도 이루어지고 있다(Bang & Leem, 2015; Kim & 
Hong, 2014). 그러나 거북목 증후군 진행을 방지하

기 위한 컴프레션 웨어 개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

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북목 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흉쇄관절 및 척추, 배부 근육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으며, 이들 근육의 역학적 관계를 이용한 기능

성 의류의 착용에 따른 경추각도 교정 가능성을 검증

하였다.

Ⅱ.�Methods

1.�Construction�of� experimental� clothing�

연구용 실험복은 어깨를 펴고 흉부 근육과 척추 기

립근 기능을 보강하여, 경추를 바르게 유지시키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한 의류였다. 연구용 실험

복의 패턴은 흉쇄관절 및 척추 배부 근육의 형태와 

기능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기본형 패턴 제작은 6
차 사이즈 코리아 표준체형의 95 셔츠사이즈에 해당

하며, 키 170.0cm, 가슴둘레 94.2cm인 남성의 3D 인
체 스캔데이터를 Suh(2001)가 제시한 평면화 기법으

로 평면화하여 제작하였다. 연구용 실험복 패턴은 상

체 배부의 능형근 및 회전근계 근육을 보강하는 인체

공학적 상의 제작 기술 특허(KOREA Patent No. 10- 
2012-0065448, 2013)를 적용하여 2가지 종류로 제작

하였다. 패턴 A는 대흉근, 복근, 광배근 근육의 위치

와 형태를 각각 반영한 패턴이었고, 패턴 B는 대흉근, 
복근, 광배근 근육의 위치를 통합하여 반영한 형태의 

패턴이었다(Fig. 1). 연구용 실험복은 컴프레션 웨어 

개발 선행연구(Jeong & Hong, 2010)에서 제안한 신

장률 17.5%(세로 방향), 29%(가로 방향) 범위 이내에 

속하는 2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복 

설계에 사용된 소재는 세로 방향 신장률(8%)이 가로 

방향 신장률(14%)보다 더 작은 소재(F1)와 세로 방향 

신장률(12.5%)이 가로 방향 신장률(8.5%)보다 더 큰 

소재(F2)이었다. 두 가지 실험복(A, B) 모두 인체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흉부와 복부, 배부 위치에는 

가로 방향의 신장률이 좋은 소재(F1)를 사용하였고, 
어깨를 젖혀주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뒤 어깨와 

견갑대 부위를 커버하는 위치에는 가로 방향의 신장

률이 낮은 소재(F2)를 사용하였다. 소재의 신장률은 

Ziegert and Keil(1988)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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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Clothing Type B Clothing

Front Back Front Back

F1: Fabric contents - Nylon(76%)/Spandex(24%)
Elongation - Wale(8%)/Course(14%) F2: Fabric contents - Polyester(86%)/Spandex(14%)

Elongation – Wale(12.5%)/Course(8.5%) 

<Fig.� 1> Styles and materials of experimental clothing

2.�Posture�correction� effect

1)� Subjects

연구용 실험복의 자세 교정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복 제작에 사용한 3D 스캔데이터와 치수가 유사

한 20~30대 남성을 피험자로 모집하였다. 총 32명의 

피험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신체치수와 연

구용 실험복 패턴 설계에 사용한 3D 스캔데이터의 

기본 신체치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유사

하였다. 키, 몸무게, BMI 지수,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1).

2)�Measuring�posture� change

자세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는 선행연구들이 거북

목 증후군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제안한 경

추각도(cervical curvature angle, a)(Thigpen et al, 2010)
와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의 수평 거리(horizontal 
distance, b),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 수평 거리(acromion 
distance, c)를 사용하였다(Chun, Jee, Kim, Kim, & Kwon, 
2015). 경추각도(a)는 귀구슬점과 융추점을 연결한 선

이 융추점과 지면이 수직이 되는 선과 형성하는 각도

로 정의하였다.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의 수평 거

리(b)는 융추점과 귀구슬점 사이의 수평 거리로 정의

하였고,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의 수평 거리(c)는 

융추점과 견봉점 사이의 수평 거리로 정의하였다(Fig. 
2). 지표 측정용 사진은 오른쪽 측면 사진을 사용하였

으며, 각각의 지표 값은 Auto CAD로 산출하였다. 

Measurement
Subjects
(n=32) 3D scan

subject t-value
Mean(S.D.)

Height(cm) 175.7(3.38) 170.0 －1.649

Weight(kg)  70.9(6.59)  72.4    .222

BMI(%)  23.5(3.63)  25.1    .425

Chest circumference(cm)  92.5(4.34)  94.2    .387

Waist circumference(cm)  80.7(4.76)  80.1  －.133

Waist back length(cm)  41.6(1.73)  41.0  －.369

Bishoulder length(cm)  45.4(1.80)  46.9    .819

<Table�1> Comparison of body measurements between 
subjects and 3D scan data      

<Fig.� 2> Measurement of cervical curvature 
angle, horizontal distance and acrom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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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aluation� of� comfort�&� tightness

연구용 실험복의 착용감 평가 항목은 편안함(com-
fort)과 조임 정도(tightness)이었다. 각 집단의 피험자

들은 2종의 연구용 실험복(A, B)을 각각 착용한 후 

일정 시간 동안 표준화된 실험 동작을 수행한 후, 편
안함과 조임 정도를 평가하였다. 표준화된 실험 동작

은 양팔 흔들며 걷기(walking with swing arms, 1분), 
양팔을 앞으로 교차시키기(crossing arms, 1분), 의자

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기(computer work, 3분) 동

작이었다. 착용감은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 평가하였

다. 평가 부위는 어깨 부위(shoulder, S), 대흉근 부위

(pectoralis major, PM), 복근 부위(abdominal muscle, 
AM), 광배근 부위(latissimus dorsi, LD), 승모근/능형

근/회전근계근육 부위(trapezius/rhomboideus/rotators, 
T/R/R)이었다(Fig. 3). 이외에도 자세교정에 대한 주

관적인 평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슴과 어깨를 펴주

는 정도와 전체적인 착용감도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1점=전혀 그렇지 않

다~5점=매우 그렇다).

Front Back

<Fig.� 3> Evaluation position for comfort & tightness

4)�Data� analysis

자세 교정의 효과는 연구용 실험복을 착용하기 전

과 착용 후의 경추각도,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

평 거리,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 수평 거리의 차이

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실험복 착용 후 나타나는 자세 교정 효과를 거북목 

증후군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

들을 거북목 증후군이 뚜렷한 집단(거북목 증후군 집

단/turtle neck syndrome(TNS) group, n=16)과 거북목 증

후군이 뚜렷하지 않는 집단(정상 집단/normal(N) group, 
n=16)으로 나누었다. 거북목 증후군 판정 기준은 한

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인 귀구슬점부터 어

Group
Index

TNS group
(n=16)

N group
(n=16) t-value

Mean(S.D.) Mean(S.D.)

Acromion distance(cm)  3.81(1.08)  1.27(0.98) 6.960***

Cervical curvature 
angle(°) 34.05(3.33) 31.05(4.16) 2.250**

Horizontal distance(cm)  9.25(0.91)  8.74(1.53) 1.155
*p≤.1, **p≤.05, ***p≤.01

<Table�2> Index values of turtle neck syndrome (TNS) 
group and normal (N) group 

깨중앙점까지의 수평 거리가 2.54 cm를 넘는 것으로 

하였다. 두 집단의 3가지 지표값을 비교한 결과, 귀구

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acromion distance, p
≤.01)와 경추각도(cervical curvature angle, p≤.05)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2). 

Ⅲ.� Results� and� Discussion

1.�Posture�correction�

연구용 실험복에 따른 자세 교정 효과는 거북목 증

후군 집단(TNS group)과 정상 집단(N group)간 차이

가 있었다(Table 3). 거북목 증후군 집단(TNS group, 
n=16)은 실험복 A 또는 B를 착용했을 때 자세 교정 

효과가 나타났다. 경추각도(cervical curvature angle) 
는 실험복 A를 착용했을 때는 평균 1.17도(p≤.1), 실
험복 B를 착용했을 때는 평균 1.31도 감소하였다(p
≤.05).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 수평 거리(acromion 
distance)는 실험복 B를 착용했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0.38cm, p≤.05).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horizontal distance)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상 집단(N group, n=16)도 실험복 A와 B를 착용

한 후 자세 교정 효과가 나타났다(Table 3). 실험복 A
를 착용한 후 경추각도는 1.05도(p≤.01) 감소하였고,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도 0.31cm(p≤.05) 
감소하였다. 실험복 B를 착용한 후에도 경추각도(0.89
도, p≤.01) 및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

(0.30cm, p≤.05)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 수평 거리는 도리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세 교정 기능성을 부여한 두 가지 

연구용 실험복이 대체로 경추각도를 감소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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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

Index

Nude Clothing A
t-value

Clothing B 
t-value

Mean(S.D.) Mean(S.D.) Mean(S.D.)

TNS
group
(n=16) 

Cervical curvature angle(°) 34.05(3.33) 32.88(3.96)  2.038* 32.74(3.96)  2.145**

Horizontal distance(cm)  9.25(0.91)  9.03(1.00)  1.447  9.02(1.00)  1.413

Acromion distance(cm)  3.81(1.08)  3.70(1.29)   .554  3.43(1.31)  2.380**

N
group
(n=16)

Cervical curvature angle(°) 31.05(4.16) 30.00(4.35)  3.719*** 30.16(4.27)  3.112***

Horizontal distance(cm)  8.74(1.53)  8.43(1.41)  2.857**  8.44(1.35)  2.803**

Acromion distance(cm)  1.27(0.98)  1.45(1.15) －.826  1.47(1.24) －.866
*p≤.1, **p≤.05, ***p≤.01

<Table�3> Posture correction effect of experimental clothing (A, B) in turtle neck syndrome (TNS) group and normal 
(N) group 

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 이미 

뚜렷하게 나타난 집단(TNS group)에서 경추각도 감

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목 증후군이 뚜

렷하지 않은 정상 범위에 사람들도 연구용 실험복 착

용 후 경추각도와 귀구슬점부터 융추점의 거리가 감

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므로 연구용 실험복 착용

을 통해 거북목 증후군 진행을 예방하는 자세교정 효

Posture Body 
position

TNS group (n=16) N group (n=16)

Clothing A Clothing B 
t-value

Clothing A Clothing B 
t-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omfort 

Walking with 
swing arms

S 3.88(0.81) 4.06(0.77)  －.824 3.56(0.89) 3.44(0.89)    .460

PM 3.25(1.18) 3.81(0.75) －1.861* 3.38(1.03) 3.63(1.03)  －.808

AM 3.69(0.60) 3.88(0.72)  －.899 3.69(0.87) 3.56(0.96)    .696

LD 3.81(0.75) 3.81(0.66)    .000 3.75(0.86) 3.50(1.27)    .808

T/R/R 3.88(1.03) 4.06(0.93)  －.824 3.88(1.03) 3.00(0.10)   3.416***

Crossing 
arms

S 3.94(1.00) 4.25(0.58) －1.431 3.50(0.73) 3.44(0.96)    .269

PM 3.56(1.21) 3.81(0.75)  －.845 3.19(0.91) 3.19(0.83)    .000

AM 4.00(0.52) 3.63(0.89)   1.861* 3.13(1.03) 3.31(0.79) －1.000

LD 3.63(1.03) 3.75(0.86)  －.488 3.31(0.95) 3.13(0.81)    .676

T/R/R 3.69(0.95) 3.69(0.95)    .000 3.13(1.15) 3.19(0.83)  －.180

Computer 
work

S 4.19(1.05) 4.06(0.93)    .808 3.38(0.81) 3.63(0.62) －1.000

PM 3.31(1.45) 3.50(1.03)  －.676 3.19(0.83) 3.38(0.89)  －.716

AM 3.69(0.87) 3.63(1.03)    .324 3.38(0.89) 3.19(0.91)   1.145

LD 3.63(1.09) 4.00(0.89) －1.695 3.44(0.81) 3.25(0.78)   1.145

T/R/R 3.75(1.18) 4.00(0.89) －1.074 3.25(0.68) 3.19(0.83)    .251
*p≤.1, **p≤.05, ***p≤.01

<Table� 4> Comfort evaluation in turtle neck syndrome (TNS) group and normal (N) group

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Comfort� and� tightness

일상생활 동작을 반영하여 양팔 흔들며 걷기(walking 
with swing arms), 양팔을 앞으로 교차시키기(crossing 
arms),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하기(computer work)
의 총 3가지 실험 동작을 수행하여 편안함(comfor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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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 정도(tightness)를 평가한 결과, 연구용 실험복 

착용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Kim & Hong, 2014)에 따라 편안함

(comfort)에 대하여 3점(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연구용 실험복이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Table 4).
팔을 흔들며 걷는 동작(walking with swing arms)

에서는 거북목 증후군 집단(n=16)은 대흉근 부위(PM)
에서 실험복 B가 실험복 A보다 더 편안하다고 하였

으며(p≤.1), 어깨 부위(S)와 뒤 승모근/능형근/회전근

계근육 부위(T/R/R)에서도 실험복 B의 착용감이 우

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4.06). 그러나 정상 집단(n= 
16)은 전반적으로 실험복 A가 B보다 더 편안하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뒤 승모근/능형근/회전근계근육 부

위에서 실험복 A가 더 편안하다고 평가하였다(p≤.01).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양팔을 앞으로 교차하는 동

작(crossing arms)에서도 팔을 흔들며 걷는 동작과 유

사하게 실험복 B가 어깨 부위(S)에서 편안한 착용감

을 나타냈고(4.25), 복근 부위(AM)에서는 실험복 A
가 더 편안한 착용감을 나타냈다(p≤.1). 정상 집단에

Posture Body 
position

TNS group (n=16) N group (n=16)

Clothing A Clothing B 
t-value

Clothing A Clothing B 
t-value

Mean(S.D.) Mean(S.D.) Mean(S.D.) Mean(S.D.)

Tightness

Walking with 
swing arms

S 3.00(1.21) 2.88(1.09)   .488 3.50(1.03) 3.63(0.96)  －.436

PM 4.25(0.86) 3.56(1.15)  2.200** 3.94(0.85) 3.63(1.03)    .960

AM 3.00(0.89) 2.94(1.00)   .235 3.00(1.21) 2.88(1.03)    .436

LD 3.63(0.89) 3.69(0.79) －.251 3.13(1.20) 3.25(1.07)  －.620

T/R/R 3.69(0.18) 3.94(0.23) －.939 3.25(0.78) 4.00(0.73) －3.223***

Crossing 
arms

S 3.38(1.20) 3.00(1.03)  1.464 3.56(0.73) 3.63(0.96)  －.251

PM 4.06(0.68) 3.50(1.03)  2.522** 3.75(0.68) 3.69(0.87)    .222

AM 3.00(0.89) 3.13(0.62) －.565 3.06(0.93) 2.94(1.00)    .620

LD 3.75(1.00) 3.50(0.89)   .808 3.38(0.81) 3.19(0.75)   1.000

T/R/R 3.81(0.91) 3.56(1.03)   .745 3.81(0.83) 3.69(1.01)    .436

Computer
work

S 3.38(0.96) 3.31(0.95)   .293 3.50(0.89) 3.56(0.81)  －.180

PM 3.88(0.89) 3.63(1.03)  1.000 3.69(0.79) 3.63(0.96)    .174

AM 3.31(0.79) 3.38(0.89) －.324 2.94(0.85) 2.94(0.77)    .000

LD 3.56(0.73) 3.44(0.89)   .488 3.31(1.01) 3.25(0.86)    .251

T/R/R 3.94(0.77) 3.69(1.08)   .845 3.50(0.97) 3.63(0.96)  －.415
*p≤.1, **p≤.05, ***p≤.01

<Table� 5> Tightness evaluation in turtle neck syndrome (TNS) group and normal (N) group

서도 두 가지 실험복 모두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를 하였다. 
컴퓨터 작업 동작(computer work)에서는 두 가지 

실험복에 대해 두 집단이 모두 대체로 편안하다고 평

가하였으며, 특히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어깨 부위(S)
가 매우 편안하다고 평가하였다(A: 4.19, B: 4.06).

조임 정도(tightness)는 2.88~4.25의 넓은 범위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피험자들이 편안함(comfort)보
다는 조임 정도(tightness)에 대해 민감하게 평가하였

음을 시사한다(Table 5).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전반

적으로 실험복 A를 실험복 B보다 조임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팔을 흔들며 걷는 동작에서 대흉

근 부위(PM)에서 실험복 A의 조임이 크다고 하였으

며(4.25, p≤.05), 양팔을 앞으로 교차시키는 동작에서

도 실험복 A의 대흉근 부위(PM) 조임이 크다고 하였

다(4.06, p≤.05). 정상 집단은 양팔 흔들며 걷는 동작

에서 뒤 승모근/능형근/회전근계근육 부위(T/R/R)에서 

실험복 B가 조임이 크다고 평가하였다(4.00, p≤.01).
편안함(comfort)에 대한 평가 결과(Table 4)와 조임 

정도(tightness)에 대한 평가 결과(Table 5)를 교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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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비교해 보면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걷는 동작에서

는 실험복 A의 대흉근 부위(PM) 조임이 강하다고 평

가하였으며(4.25), 이 부위는 편안함이 가장 낮은 부

위(3.25)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뒤 승모근/능형근/
회전근계근육 부위(T/R/R)는 실험복 B는 조이는 느

낌(3.94)이 강한 편이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편안함

(4.06)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걷

는 운동용 의류로 사용하는 경우 거북목 증후군 집단

에게는 실험복 B 타입이 더 적합할 것으로 해석되었

다. 그러나 정상 집단에게는 조임이 적고 착용감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실험복 A가 적합할 것

으로 해석된다.
양팔을 가슴 앞으로 교차시키는 동작에서도 거북

목 증후군 집단은 대흉근 부위(PM)에서 실험복 A가 

더 조인다고 평가하였으며(4.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의 편암함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응답하였고

(3.56), 복근 부위(AM)는 조임 정도가 높지 않지만 

(3.00) 편안하다고 응답하였다(4.00). 승모근/능형근/
회전근계근육 부위(T/R/R)는 비교적 큰 조임 정도

(3.81)를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편안함(3.68)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편안함(comfort)과 조임 정도

(tightness)의 평가가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컴프레션 의류 개발 

시 근육을 조이는 느낌이 비교적 강하더라도 편안함

을 느끼는 경향을 나타내는 뒤 승모근/능형근/회전근

계근육 부위는 비교적 강한 조임을 부여하여 제작하

는 것이 필요하고, 대흉근 부위와 복근 부위는 근육

을 조이는 느낌이 크지 않게 제작하는 것이 착용감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컴프레션 의류의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위에 따라 차별화

된 조임을 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자세 교정 의류 착용에 따른 자세 교정 효과에 대한 

피험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가슴과 어깨를 펴줌(shoulder 
spreading)과 전체적인 착용감(overall fit)으로 구분하

여 조사한 결과, 경추가 앞으로 기울은 거북목 증후군 

집단이 자세 교정 의류의 주관적 착용감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Table 6). 어깨 펴줌 기능에 대한 거북

목 증후군 집단의 평가(A: 3.88, B: 3.84)는 정상 집단

의 평가(A: 3.69, B: 3.38)보다 높았다. 전체적인 착용

감은 실험복 A의 경우 거북목 증후군 집단(3.50)이

Type
Group

Clothing A Clothing B 
t-value

Mean(S.D.) Mean(S.D.)

Shoulder
spreading

TNS group
(n=16) 3.88(0.89) 3.84(0.83)  .126

N group
(n=16) 3.69(0.83) 3.53(0.50) 0.863

t-value .617 1.290 -

Overall 
fit

TNS group
(n=16) 3.50(1.16) 3.38(0.72) 0.522

N group
(n=16) 3.25(1.13) 2.63(0.96) 2.825**

t-value .620 2.506** -
*p≤.1, **p≤.05, ***p≤.01

<Table�6> Assessment of shoulder spreading and overall 
fit

정상 집단(3.25)보다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

나, 실험복 B에 대해서는 정상체형 집단의 평가가 매

우 낮았다(2.63,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복 

착용 후 어깨가 펴지는 기능은 두 가지 실험복이 효

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대흉근, 복근, 
광배근 근육의 위치와 형태를 각각 반영한 실험복 A
가 전체적인 맞음새 만족도가 더 높음을 시사한다. 

Ⅳ.�Conclusion

본 연구는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기능성 언더

셔츠의 착용에 따른 자세의 변화와 착용감을 신체 부

위별로 분석하였다. 거북목 증후군의 진행 정도에 따

라 자세 교정의류 착용 효과가 다른지에 대하여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흉쇄관절과 주변 근육의 형태와 기능을 고려

하여 제작한 본 연구의 자세 교정 연구용 실험복은 

경추각도와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정상 체형 집단보다 경추각도와 귀구슬점부

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자세 교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3가지 지표 중 경추각도와 귀구슬점부터 융추점까지 

수평 거리 항목은 견관절, 경추 부위의 자세 각도 변화 

측정이 용이하였으나, 귀구슬점부터 견봉점까지 수평 

거리를 측정한 지표값은 다른 2개 지표값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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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자세 교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신뢰성이 낮다고 해석하였다.
셋째, 자세 교정용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고 일상

생활 동작을 반영한 실험 동작을 수행하였을 때 편안

함과 조임 정도에 대한 인식은 거북목 증후군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거북목 증후군 집단은 

대흉근 부위에서 조임이 적은 실험복 B를 더 편안하

다고 평가하였고, 정상 집단은 승모근/능형근/회전근

계근육 부위에서 조임이 적은 실험복 A를 더 편안하

다고 하였다. 컴퓨터 작업 동작에서는 두 집단 모두 

두 가지 실험복의 착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

다. 이는 자세 교정 기능성 언더셔츠를 착용하여도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넷째, 가슴을 펴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거북목 증후

군 집단과 정상 집단 모두 효과를 느낀다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전반적인 맞음새에 대해서는 정상 집단 

피험자들은 대흉근, 복근, 광배근 근육의 형태와 위치

를 각각 반영한 형태의 실험복(A)에 대하여 더 만족

하였다. 이는 거북목 자세를 예방하는 언더셔츠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근육의 형태와 위치를 반영하여 제

작하는 것이 전반적인 맞음새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거북목 증후군 예방용 자세 교정 언더셔

츠를 개발하고, 그 착용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실험 

결과 특히 이미 거북목 증후군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체형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세 교정 기능성 의류 착용을 통

하여 거북목 자세의 교정과 예방이 가능함을 시사한

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실험 시간 동안 단

시간 착용한 실험의 결과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장

시간 착용하였을 때에도 자세 교정 기능성 언더셔츠

의 착용이 자세 교정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분

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ang, H. K., & Leem, Y. M. (2015). A study on 
shirts design for postural stability of teenagers 
considering human sensibility ergonomics. Journal 
of the Korea Safe Management Science, 17(1), 
139-148. doi:10.12812/ksms.2015.17.1.139

Chun, J., & Kim, O. (2012). Distribution of garment 
pressure and body measurements after wearing a 
girdle, and suggestions for a girdle sizing syste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0(6), 799-810. doi:10.7741/rjcc.2012.20.6.799

Chun, J., Jee, J., Kim, H., Kim, M., & Kwon, K. 
(2015, October). Change of cervical curvature 
angle by wearing the posture corrective garment. 
Fall Conference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Busan, Korea, 2015(10), 297-301.

Jee, J. (2013). KOREA Patent NO. 10-2012-0065448. 
Daejoe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eong, J. R., & Kim, H. E. (2006). Comparative evalua-
tion of clothing pressure and subjective sensation 
exerted by found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 30(11), 1531-1537.

Jeong, Y. (2006). 2D pattern development of tight- 
fitting bodysuit from 3D body scan data for com-
fortable pressure sens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3), 481-490.

Jeong, Y., & Hong, K. (2010). Development of 2D 
patterns for cycling pants using 3D data of human 
movement and stretch fabric.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3), 555-563.

Kim, D. H., Lee, K. Y., Kim, H., Lee, H. Y., Kim, 
H. W., Jung, H. M., Shin, S. H., Jang, S. W., & 
Cho, Y. S. (2007). Application and effect of yoga 
program for the military neck. Journal of Korea 
Sport Research, 18(5), 591-600.

Kim, S., & Hong, K. (2014). Development of com-
pression garment of soft type for orthotherapy on 
low back pain and the improvement of asymmetric 
EMG.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4), 
665-680. doi:10.5934/kjhe.2014.23.4.665

Kim, Y. J. (2012). The effect of ballet program on turtle 
neck syndrome in office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8). 
사무실 인간공학 [Office ergonomics]. Inchen: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Lee, H. J., Kim, N. Y., Hong, K. H., & Lee, Y. J. 



80 거북목 증후군 예방용 기능성 의류의 자세 교정 효과 복식문화연구

－ 366 －

(2015). Selection and design of functional area of 
compression garment of improvement in knee 
protec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4(1), 97-109. doi:10.5934/kjhe.2015.24.1.97

Lee, K. S., & Jung, H. Y. (2009). Analysis of the 
change of the forward head posture according to 
computer using t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4(2), 117-124.

Lee, M. J. (2016, June 3). 목디스크 예방, 자세교정·
운동치료 병행해야 [Herniated cervical prevention, 
it need posture correction and kinesiatrics]. CIOBIZ. 
Retrieved July 30, 2016, from http://ciobiz.etnews. 
com/20160602120045

Park, J. H., & Chun, J. (2013). Comparison of evalua-
tion methods for measuring pressure of compre-
ssionwear.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4), 535-545. doi:10.7741/rjcc.2013. 
21.4.535

Park, K. J., Kim, B. J., Lee, S. J., Kang, J. H., & 
Park, M. K. (2012). The case report of chuna 
treatment on neck pain patients with kyphotic 
cervical curvature. The Journal of Korean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7(1), 95- 
101.

Park, Y. S., Woo, B. H., Lim, Y. T., & Kim, J. M. 
(2013). Effect analysis of functional garment for 
adolescents with scoliosis: 3 cas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2(6), 573-581.
Scanlan, A. T., Dascombe, B. J., Reaburn, P. R. J., 

& Osborne, M. (2008). The effects of wearing 
lower-body compression garments during endurance 
cyc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hysiology 
and Performance, 3(4), 424-438.

Suh, D. A. (2001). A study of development men’s jacket 
pattern based on 3-D laser scan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igpen, C. A., Padua, D. A., Michener, L. A., Guskiewicz, 
K., Giuliani, C., Keener, J. D., & Stergiou, N. (2010). 
Head and shoulder posture affect scapular mechanics 
and muscle activity in overhead tasks. Journal of 
Electromyography and Kinesiology, 20(4), 701-709. 
doi:10.1016/j.jelekin.2009.12.003

Yoo, I. S. (2010). 현대인의 질환, 거북목 증후군 (일
자목)의 예방과 운동 [Modern disease, prevention 
and exercise for turtle neck syndrom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22(4), 
80-80.

Ziegert, B., & Keil, G. (1988). Stretch fabric interaction 
with action wearable: Defining a body contouring 
pattern system.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54-64. doi:10.1177/0887302X880 
06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