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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12-week video-based non-contact corrective 
exercise continuum (CEC) program on the forward head posture, central asymmetry, varus and valgus 
knees for men and women with postural imbalance.

METHODS Subjects were recruited openly by the Internet community and measured their posture with a 
3D whole body scanner (Medicube WS-210, Korea), and then classified into exercise group (n=32, EG) and 
control group (n=32, CG). Total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forward head posture exercise group (n=8), 
central asymmetry exercise group (n=8), varus exercise group (n=8), valgus exercise group and each control 
group (n=8). For the non-contact home training, 12 weeks of 30 minutes/day, 3 times/week, corrective 
exercise continuum were conducted. The CEC program is an effective treatment to correct the anatomical 
alignment of the extremities as suggest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

RESULTS As a result,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s according to the forward head posture CEC program 
in EG, the angle of spinal inclination of the cervical and thoracic vertebrae, and central asymmetry were 
lowered (p<.05). Body shape distribution balance and shoulder tilt angle were lowered in EG according 
to the central asymmetry CEC program (p <.05). According to the varus CEC program in EG,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knee, the tilt angle of the femur and tibia, and body shape distribution were 
lowered (p <.05). According to the valgus CEC program in EG,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the knee 
increased, and the tilt angle of the femur and tibia decreased (p<.05).

CONCLUSION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anterior head posture, central asymmetry, varus and valgus knees 
of postural imbalance according to the CEC program was confirmed. It is thought that the CEC program 
can restore optimal neuromuscular control by restoring proper joint kinematics and restore posture and 
balance by reducing the observed muscle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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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사회에는 컴퓨터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

며, 이는 잘못된 자세 습관으로 이어져 흔히 거북목으

로 일컫는 전방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를 유

발시킨다[1]. 전방머리자세는 바른 자세와 비교하여 목

에 약 3.6배의 큰 압력을 주어[2] 장시간 머리의 무게

를 지탱하면서 목의 자세 변형과 함께 통증이 발생한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방머

리자세 개선을 위해 자세교정 장치를 활용하며, 운동화

와 자세교정 벨트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자세교정운

동, 필라테스와 코어 운동과 같은 여러가지 운동이 활

용되고 있다[4, 5]. 

장기간의 잘못된 자세습관으로 인한 근육 불균형은 

근골격계의 비대칭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오고[6], 중심

비대칭의 잘못된 정렬로 인하여 어깨와 등 부위의 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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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근과 어깨뼈 근육이 단축되며 목 굴곡근과 중부 및 하

부등세모근의 비대칭을 동반한다. 이러한 비대칭은 등세

모근과 같은 근육의 약화로 어깨뼈 외전을 증가시킨다. 

교정 운동은 골격근을 활성화하여 신체 부위를 정상 범

위 수준의 정렬 상태로 만들어 자세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는 후부 어깨와 목뼈 

근육을 강화하면 수영선수의 목뼈와 등뼈의 각도와 어

깨 각도가 감소한다고 보고했다[7, 8].

무릎 관절은 동적 및 정적 활동과 같은 신체활동 시 

신체를 지지하고 체중을 분산하여 전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릎 기형 중 하나인 외반슬과 내반슬은 신

체의 지지대에 대한 무게 중심의 이동과 분산을 방해하

여 궁극적으로 균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9]. 이

와 같은 무릎 기형은 무릎 관절의 기계적 축 편차에 영

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하여 무릎 기형 교정 운동은 무

릎 기형을 교정할 수 있다[10]. 

흥미롭게도 교정 운동이 자세 교정에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나 어떤 교정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교정 

운동 인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거의 없다[11]. 따

라서 자세 이상이 있는 개인의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교정 운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 운동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척추 만곡을 정상

범위로 교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정상범

위의 요추 상태를 유지하려면 교정 운동을 통하여 불

안정하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야한다[12]. 다양한 

교정 운동 방법 중 운동 연속체(corrective exercise 

continuum: CEC) 프로그램은 미국스포츠의학협회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 NASM)에

서 제시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사지의 해부학적 정

렬을 수정하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다[13]. CEC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과민성 근육

과 근막 억제를 위한 자가근막이완법(self-myofascial 

release: SMR)을 사용하고[14], 2단계에서는 과사용

된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비

활성화 된 근육 강화를 위한 근력운동으로 자세적 등척

성(positional isometrics) 운동방법이 사용되어 근력강

화를 유도한다. 자세적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범위 

끝 범위에서 등척성 수축을 하여 근육들의 기능적 협력

을 위한 협응능력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는 점진적 움직임을 통합하여 전신 근육의 집단적 시너

지 기능을 재훈련 한다.

대부분의 교정 운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근본적

인 근육 불균형을 개선 시키지만, 기능적 운동과 관련

한 근육 불균형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생체 접근법과[15] 신경

근 접근법[16]이다. 생체 접근법은 생역학적 패러다임

(biomechanical paradigm)으로 전통적인 근육불균형 

이론이며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으로 스트레

스가 누적되어 근육불균형이 발생되는 이론이다[15]. 

신경근 접근법은 신경학적 패러다임(neurological 

paradigm)으로 신경근계의 조절부전이 중추신경계에 

잘못된 출력 신호를 송출하여 근육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16]. 두 방법 모두 근육 조직구조와 적

응, 신경 메커니즘 및 생체 역학 원리를 포함하여 근육 

불균형을 신경근 불균형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적

용한 CEC는 신경근 불균형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중재 

요소를 통합하여 연구의 의미를 두었다. 

또한, CEC의 실시와 함께 중재 후 신체 활동을 증

가시키기 위한 행동 변화 전략을 구성하여 신체 활동량

을 늘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17].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측정하고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세불균형 환

자의 신체활동 기반에 대한 순응도를 높인다[18]. 제공

되는 피드백에는 자가 모니터링, 목표 설정, 행동 계획

과 함께 대면 또는 비대면 방법을 통하여 제공한다. 디

지털 기술을 통한 비대면 교육 및 학습의 장점은 대상

자가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스스로 모니터

링 할 수 있다.

동영상 기반 학습(video-based learning: VBL)은 

그림, 텍스트, 소리와 같은 시청각 정보를 결합하여 스

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19].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

술의 발달로 e-Learning 등의 디지털 기반 학습의 발

달과 함께 대중화되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비대면 동영상 기반 콘텐츠는 학습자가 

반복 시청이 가능하여 개인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 학습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나, 자세 교정

과 같이 지도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교정운동이 자

세불균형 을 가진 사람의 자세교정을 위한 방법으로 효

과적인지 여부는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2주간의 비대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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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홈트레이닝 CEC프로그램 실시가 자세불균형 성

인의 전방머리자세, 중심비대칭, 내반슬 및 외반슬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K도에 거주하고, 소셜네트

워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세가 불균형하다고 

느끼거나 교정을 원하는 성인을 3차에 걸쳐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 중 12주간의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레

이닝 기간을 감안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80명을 대상

자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3D 매디큐브 체

형분석기(3D whole body scanner-Model; Medicube, 

WS-210)를 이용하여 자세를 측정한 후 전방머리자세, 

중심비대칭, 내반슬, 외반슬에서 정상범위에서 많이 벗

어난 항목에 맞춰 집단을 배정하였다. 이중 정상 자세

로 판명된 5명과 연구기간 중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프

레이닝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11명을 제외한 최종 

64명의 측정값을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세불균형 판정기준으로 전방머리자세는 귀중심선

이 정상 선에서 1 cm이상, 중심비대칭은 좌∙우 체중분

배 차이가 체중 대비 5 %이상[20], 내반슬은 양측발목

에서 복사뼈를 서로 맞닿게 한 후 좌∙우 무릎 간의 거리

가 2.5 cm 이상, 외반슬은 무릎을 서로 닿게 한 후 좌∙우 

발목의 양복사뼈 간 거리가 2.5 cm 이상이다[21]. 대상

자 제외기준은 중증 심혈관계질환, 고도 비만자, 당뇨병 

등 신체활동을 제한하는 질환자는 제외하였으며, 선정

된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았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측정 절차, 개

인 이익 및 위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설명하여 이해

시킨 후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통제군 32명으

로 구분하였다. 총 선정된 64명 대상자는 전방머리자세 

실험군 8명, 전방머리자세 통제군 8명으로 분류하였고, 

중심비대칭 실험군 8명, 중심비대칭 통제군 8명, 그리

고 내반슬 실험군 8명과 중심비대칭 통제군 8명, 외반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Exercise group (n=32) Control group (n=32) P

Forward head 
posture

Age (yrs) 42.2±9.8 31.5±6.5 .022*

Weight (kg) 59.0±9.7 64.8±15.7 .386

Height (cm) 164.3±9.1 173.0±10.7 .107

Distance (cm) 5.1±1.1 4.3±1.7 .773

Angle (°) 9.7±3.5 10.0±6.1 .914

Central asymmetry

Age (yrs) 43.2±11.0 37.8±8.9 .303

Weight (kg) 64.2±11.6 67.0±7.7 .587

Height (cm) 166.5±7.1 173.3±7.1 .076

Body type distribution balance (kg) 6.4±2.5 6.6±2.6 .875

Angle (°) 3.0±1.2 3.1±1.3 .940

Genu varus

Age (yrs) 39.7±11.6 34.8±7.6 .340

Weight (kg) 72.8±15.6 70.3±11.7 .723

Height (cm) 172.8±7.7 175.2±4.8 .474

Distance (cm) 11.9±0.6 11.9±0.7 .945

Angle (°) 4.9±0.9 5.0±0.9 .781

Genu valgus

Age (yrs) 27.0±4.2 28.0±5.1 .678

Weight (kg) 80.1±12.7 68.5±17.2 .147

Height (cm) 176.0±7.4 168.8±8.5 .097

Distance (cm) 4.5±0.6 4.4±0.6 .773

Angle (°) 5.6±1.2 5.6± .993

Values are M±SD,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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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실험군 8과과 외반슬 통제군 8명으로 분류하여 총 4

개의 CEC프로그램 집단과 총 4개의 통제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측정도구 및 방법

1) 전방 머리자세

전방 머리자세는 3D 매디큐브 체형분석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시상면상 전방머리 중심간거리의 판

정 기준은 정상범위의 자세정렬 기준과 일치할 때 5점, 

약간 벗어났을 때 3점, 뚜렷이 벗어났을 때 1점으로 분

류하였다. 두부 전방전위는 목말뼈, 위팔뼈, 귀의 바깥

귀길이 중력선 기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정상으로 판

정하였고, 귀의 바깥귀길 중심선과 정상선인 0.5~1.0 

cm 벗어난 경우에 경도 변형으로 분류하고, 1 cm이상 

벗어날 때 고도변형으로 판단하였다. 목뼈의 기울기는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측면자세 중 발목 위부터 어깨까

지 척추, 등뼈상부, 목뼈의 두개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 CVA)기준을 참고하여 등뼈상부 전방기울기에 

준하는 목뼈의 기울기를 측정하였다[22].

2) 중심비대칭

중심비대칭 측정은 3D 매디큐브 체형분석기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자세측정 시 3D 매디큐브 체형분석

기에서 약 10초간 좌•우 정적평형성(kg)을 측정하였다

[23]. 중심비대칭 판단을 위한 신체균형은 정적 자세에

서 신체의 좌•우가 50:50의 체중 분산을 %로 환산하여 

5 % 이내가 정상범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상대적 체중 대비 체중의 5%이상 차이가 날 때 중

심비대칭으로 적용하였다[24]. 어깨기울기는 어깨의 

상•하 기울임은 한쪽 어깨돌기를 축으로 다른 어깨돌기

에서 수평 상태이면 정상, 선이 수평에서 벗어나 기울기

가 3 ° 미만일 때 경도 변형, 기울기가 3 ° 이상이면 고

도변형으로 적용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어깨뼈 끝 

지점에서 시작하여 목선까지 5등분한 평균값을 어깨 높

이를 측정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어깨 부피는 양어깨돌

기의 높은 점과 끝점을 3D로 측정하였으며, 어깨의 부

피 측정 시 설정한 양어깨돌기의 높은 점을 잇는 가상

선과 지평면과 이루는 수평선 간의 각도차를 통해 이를 

어깨 경사로 하였다[23].

3) 내반슬

내반슬의 측정은 3D 매디큐브 체형분석기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내반슬은 전면 상태에서 양 무릎 사이

의 거리와 양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경사도를 측정기

준으로 하였다. 내반슬은 양측 발목 내측정강이뼈를 서

로 닿게 한 후 무릎 중심 거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으

며, 양측발목의 정강이뼈 내과를 서로 닿게 한 후 측정

한 양 무릎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넙다리뼈와 정강이

뼈의 기울기는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기울기는 해부

학적 축의 기준으로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축이 180 ° 

이상으로 평가하였다[21].

4) 외반슬

외반슬의 측정은 3D 매디큐브 체형분석기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외반슬은 전면 상태에서 양 무릎 간 거

리와 양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경사도를 측정기준으로 

하였다. 무릎 중심간거리는 양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복

사뼈 내측의 간격을 측정하였다[25]. 외반슬은 넙다리

뼈와 정강이뼈 각도를 측정 비교했을 때, 무릎관절과 무

릎이 내측으로 활 모양으로 휜 모양을 말한다. 넙다리뼈

와 정강이뼈의 기울기 해부학적 넙다리뼈의 축과 정강

이뼈의 축이 만나는 각도수치가 180 ° 보다 낮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21].

5) 교정 운동 연속체(CEC) 프로그램

(1) CEC프로그램 과정 및 방법

대상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CEC프로그램 참여

를 위해 유튜브에 비공개 업로드 된 CEC프로그램 영상

과 설명 영상 두 가지의 링크에 접속하여 비대면 동영

상 기반 CEC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인터넷커뮤니티

에 가입 후, 본인의 핸드폰 등을 이용해 실제 CEC프로

그램을 수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개설된 자신 개인의 게시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였으

며, CEC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에 대하

여 소통 하였다.

운동지도자는 대상자가 주 3회 CEC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확인

하여 개개인의 운동 수행 진행을 확인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동영상촬영의 문제 발생과 동영상 업로드 오류 등

의 문제로 업로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상자가 CEC

프로그램을 참여한 회차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추가

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CEC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대

상자 개인의 자세불균형에 따른 운동소도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폼롤러(form roll), 세라케인(thera cane), 짐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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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ball), 트레이닝용밴드(training rubber band), 덤

벨(dumbbell), 메디신볼(medball: option) 구매링크를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TV, 컴퓨터나 노트북, 테블릿 pc

나 핸드폰으로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레이닝을 동영

상과 같은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실험군의 CEC프로그

램이 실행되는 기간 동안 통제군은 CEC프로그램을 제

한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2) CEC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CEC 프로그램은 선행논문에서

의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활용하였다[26]. 대상자는 12

주간, 주 3회, 30분씩, CEC 트레이닝에 참여하였다. 

CEC는 신경근 불균형의 중재 요소를 통합한 영향을 검

토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대상자의 신경근 제어를 

복원하고, 신경근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근본적인 신

경근 결핍을 해결하여 결과적으로 기능적 운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CEC프로그램의 구성은 반

복 횟수와 강도를 통해 생리학적 과부하를 자극하기 위

하여 구성하였으며, <Table 2-5>와 같이 진행되었다.

Table 2. Forward head posture CEC program.

Exercise Sets Duration Notes

1 Grade
Inhibit

Thoracic spine 1 30 sec Foam roll or thera cane

Sternocleidomstoid muscle 1 30 sec Finger pressure

Levator scapula 1 30 sec Thera cane

Upper trapezius 1 30 sec Thera cane

2 Grade
Lengthen

Sternocleidomstoid muscle 1 30 sec

Static stretchingLevator scapula 1 30 sec

Upper trapezius 1 30 sec

3 Grade
Activation

Exercise Sets Reps Tempo Rest Notes

Quadruped ball chin tucks 1~2 10~15 4/2/2 0 Deep neck flexor

Resisted cervical posterior translation
(Chin Tucks) 1~2 10~15 4/2/2 0 Cervical /Thoracic 

extensors

Floor prone scaption 1~2 10~15 4/2/2 0 Lower trapezius

4 Grade
Integrated Ball combo I with cervical retraction 1~2 10~15 slow 30sec Ball combo

Table 3. Central asymmetry CEC program.

Exercise Sets Duration Notes

1 Grade
Inhibit

Adductor 1 30 sec Sam side of shift

Gastrocnemius/Soleus muscle 1 30 sec Opposite side of shift

Piriformis 1 30 sec Opposite side of shift

Biceps femoris 1 30 sec Opposite side of shift

2 Grade
Lengthen

Adductor 1 30 sec Sam side of shift

Piriformis 1 30 sec Opposite side of shift

Biceps femoris 1 30 sec Opposite side of shift

3 Grade
Activation

Exercise Sets Reps Tempo Rest Notes

Resisted hip abduction
(same side of shift) 1~2 10~15 4/2/2 0 Same side gluteus 

Medius

Resisted hip adduction and internal 
rotation(opposite side of shift) 1~2 10~15 4/2/2 0 Opposite side 

adductor

4 Grade
Integrated Ball wall squat with overhead press 1~2 10~15 slow 30sec Whole body 

inter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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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시기와 집단 간 종속변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

이원변량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실시하

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이 나타난 경우 대응표본 t-검

정(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

준은 α=.05로 하였다.

Table 4. Varus CEC program.

Exercise Sets Duration Notes

1 Grade
Inhibit

Gastrocnemius / soleus 1 30 sec

Peripheral relaxationBiceps femoris 1 30 sec

Piriformis 1 30 sec

2 Grade
Lengthen

Gastrocnemius / soleus muscle 1 30 sec

Static stretchingBiceps femoris 1 30 sec

Piriformis 1 30 sec

3 Grade
Activation

Exercise Sets Reps Tempo Rest Notes

Resisted hip adduction and internal 
rotation 1~2 10~15 4/2/2 0 Adductor

Resisted knee flexion with hip 
internally rotated 1~2 10~15 4/2/2 0 Medial biceps femoris

Resisted hip extension 1~2 10~15 4/2/2 0 Gluteus maximus

4 Grade
Integrated Ball squats 1~2 10~15 slow 30sec Can place med ball b/w knees

Table 5. Valgus CEC program.

Exercise Sets Duration Notes

1 Grade
Inhibit

Gastrocnemius/
Soleus muscle 1 30 sec

Peripheral relaxationBiceps femoris 1 30 sec

Adductor 1 30 sec

Tensor fasciae latae 1 30 sec

2 Grade
Lengthen

Gastrocnemius/Soleus muscle 1 30 sec

Static stretching
Biceps femoris 1 30 sec

Adductor 1 30 sec

Tensor fasciae latae 1 30 sec

3 Grade
Activation

Exercise Sets Reps Tempo Rest Notes

Resisted ankle dorsiflexion 1~2 10~15 4/2/2 0 Tibialis
anterior muscle

Resisted hip
abducion 1~2 10~15 4/2/2 0 Gluteus medius

Resisted hip extention 1~2 10~15 4/2/2 0 Gluteus maximus

4 Grade
Integrated Wall jumps 1~2 10~15 Controlled 30sec

결과

12주간의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레이닝 CEC프로

그램 실시에 따른 전방머리자세의 변화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방머리자세의 중심간거리 및 목뼈

의 기울기에서 실시 전•후 집단과 시기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전방머리 중심간거리는 CEC프로그

램 실험군 5.1±1.1 cm에서 2.1±1.8 cm로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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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orward head posture changes with CEC program.

Group Pre Post P

Center-to-center 
distance
(cm)

EG(n=8)
5.1±1.1 2.1±1.8# Time .000***

Group .047*

CG(n=8) 5.3±1.7 5.3±1.7 Time x Group .000***

Cervical and 
thoracic spine tilt 
angle(°)

EG(n=8) 9.7±3.5 3.9±3.6# Time .000***

Group .223

CG(n=8) 10.0±6.1 10.0±6.2 Time x Group .000***

Values are M±SD, *p<.05, ***p<.001, significant main or interaction effects.
# p<.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time.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7. Central asymmetry changes with CEC program.

Group Pre Post P

Central asymmetry 
(kg)

EG(n=8) 6.4±2.5 1.9±1.0# Time .001**

Group .029*

CG(n=8) 6.6±2.6 6.7±2.6 Time x Group .001***

Shoulder angle
(°)

EG(n=8) 3.0±1.2 2.9±1.2 Time .114

Group .887

CG(n=8) 3.1±1.3 3.1±1.2 Time x Group .210

Values are M±SD, *p<.05, **p<.01, significant main or interaction effects.
# p<.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time.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8. Genu varus and genu valgus changes with CEC program.

Group Pre Post P

Genu varus

Knee centroid 
distance (cm)

EG(n=8) 11.9±0.6 8.0±1.3# Time .000***

Group .000***

CG(n=8) 11.9±0.7 11.9±0.7 Time x Group .000***

Angle of femur and 
tibia
(°)

EG(n=8) 4.9±0.9 3.3±0.9 Time .002**

Group .060

CG(n=8) 5.0±0.9 4.9±1.0# Time x Group .005**

Genu valgus

Knee centroid 
distance (cm)

EG(n=8) 4.5±0.6 6.4±1.0# Time .006*

Group .109

CG(n=8) 4.4±0.6 4.7±1.3 Time x Group .037*

Angle of femur and 
tibia
(°)

EG(n=8) 5.6±1.2 3.8±0.9# Time .001**

Group .141

CG(n=8) 5.6±1.5 5.7±1.4 Time x Group .001**

Values are M±SD, *p<.05, **p<.01, ***p<.001, significant main or interaction effects.
# p<.05,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e time.
EG: Exercise group, C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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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목뼈 기울기는 실험군 9.7±3.5 

°에서 3.9±3.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p<.05). 

중심비대층의 체중분배균형의 결과 CEC프로그램 실

험군 6.4±2.5 kg에서 1.9±1.0 kg으로 감소하였으며, 

집단과 시기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Table 

7>.

내반슬의 무릎 중심간거리는 CEC프로그램 실험군

에서 11.9±0.6 cm에서 8.0±1.3 cm 로 감소하였으

며,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

다(p<.05).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기울기 결과 CEC

프로그램 실험군 4.9±0.9 ° 에서 3.3±0.9 ° 로 감소

하였으며, 통제군 5.0±0.9 ° 에서 4.9±1.0 °로 나타

나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p<.05)<Table 8>. 또한, 외반슬의 무릎 중심간거리 결

과 CEC프로그램 실험군 4.5±0.6 cm에서 6.4±1.8 cm 

증가하였으며, 통제군에서 4.4±0.6 cm에서 4.7±1.3 

cm로 나타나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05).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기울기 각도는 

CEC프로그램 실험군 5.6±1.2 ° 에서 3.8±0.9 °로 감소

하였으며, 통제군 5.6±1.5 ° 에서 5.7±1.4 °로 나타나 

집단과 시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고

(p<.05), 무릎 중심간거리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기

울기에서 시기 간 주효과가 나타났다(p<.05)<Table 8>.

논의

본 연구는 자세불균형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3회, 30분 간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레이닝 CEC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전방머리자세, 중심비대칭, 내반슬, 

외반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CEC 실험군은 각

자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비대면 홈트레이닝 

방법으로 세라케인, 짐볼, 폼롤러, 덤벨, 메디신볼, 트레

이닝용밴드, 벽면 등을 이용하여 CEC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CEC프로그램 실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

며 전문가가 CEC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대상자에게 전

달하였으며, 동영상 기반 피드백은 운동을 수행한 성과

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추가하였다[27]. 자가 모니터

링 동영상 기반 피드백의 목적은 올바른 신체움직임 여

부를 알기가 어려울 것임으로 판단되며 지도자로부터의 

특정 운동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은 잘못된 운동 실행을 

확인할 수 있다[28]. 자가 모니터링은 스스로의 실행 

성과를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보강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목표로 하는 행동의 변화와 강화 피드백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28]. 이와 같은 피드백 방법은 자신이 옳

고 그름을 타인에게 평가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기 때문

에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28].

12주간, 주 3회, 30분씩의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

레이닝 CEC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전방머리자세의 중심

간거리(5.1±1.1 cm에서 2.1±1.8 cm)와 목뼈의 기울기

(9.7±3.5 °에서 3.9±3.6 °)에서 CEC 프로그램 실험군

의 긍정적인 개선이 나타났다. 전방머리자세의 중심간

거리가 1 inch 증가할 때마다 목뼈의 부하가 10 lb씩 증

가하고[29], 목뼈의 각도는 15 °일 때는 27 lb, 30 °일 

때는 40 lb, 45 °일 때는, 49 lb, 60 °일 때 60 lb로 증가

하여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하가 증가한다[30]. 목뼈

의 기울기는 전방머리자세의 정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교정 운동이 자세 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CEC프로그램 실험군의 각도

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전방머리자세가 개선되

었음을 의미하며, 목뼈 기울기의 개선은 목뼈에 가해지

는 부하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전방머리자세의 

개선 효과는 자세 근육의 기계적 부하를 감소시키고, 목

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31]. 

전방머리자세는 목뼈의 굴곡근과 등, 어깨뼈 견인기

의 약화, 가슴 근육 및 목뼈의 신전근 단축과 관련이 있

다[32]. 전방머리자세는 작용근과 길항근 사이에서 근

육 균형을 회복하여 교정한다[33]. 상지의 흔한 근육 

불균형 중 하나인 전방머리자세는 스마트폰이나 테블

릿pc, 컴퓨터 등 장시간 사용을 많이 하는 생활패턴에 

의한 자세 문제로 인하여 전방머리자세 불균형이 되었

다. 이러한 자세 문제는 만성 두통, 경추 굴곡 및 확장

근육의 내구성 감소와 함께 나쁜 호흡 패턴, 심호흡을 

동반하는 통증을 야기한다[34]. 선행연구에서는 이러

한 기형 조건을 무시하고 교정 운동과 고강도의 스트레

칭 강화 운동을 결합하여 개별적 교정에 초점을 두었다

[35]. 그러나 그 결과는 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CEC프

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중심비대칭은 체형분배균형의 실험군에서 감소

(6.4±2.5 kg에서 1.9±1.0 kg)가 나타난 반면 어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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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cec 프로

그램 실험군의 평균체중은 64.2±11.0 kg으로 체중분

배균형의 정상범위는 체중의 5 %인 3.2 kg에 해당되어

야 하지만 정상범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CEC

프로그램 실시 후 체중분배균형이 1.9±1.0 kg으로 감

소되어 체중의 5 % 이내에 해당하여 정상범위로 개선

되었다. 이는 CEC프로그램의 실시가 자세 개선에 효과

적임을 의미한다. 

교정운동은 골격근의 적절한 활성화를 통해 신체 부

위의 정렬을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자세를 개선시키

는데 활용되어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후부 어깨와 경

추 근육을 강화는 수영선수의 경추와 흉추의 척추각도와 

어깨 각도의 감소를 보고하였고[7], 요추전만증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의 교정운동을 실시한 결과 요추 자세

를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36]. 

중심비대칭은 등쪽 부위의 상부 등세모근과 어깨뼈 

근육의 단축은 목 굴곡근과 중간 및 하부 등세모근의 약

화를 동반한다[28]. 이 중심비대칭 패턴은 특히, C4-C5 

분절, 등세모근과 같은 수축 근의 약화가 견갑골의 외전

을 증가시킨다. 교정 운동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약

해진 근육을 강화시킬때 생체 역학적 움직임이 개선된

어 비정상 부위가 정상범위의 자세로 교정 될 수 있다

[37]. 본 연구에서 적용한 CEC프로그램의 구성은 대상

자가 근육강화의 중점을 두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방

식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른 교정운동

과의 차이점은 억제 단계에 있으며, 반복적인 움직임으

로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거나 약한 근육을 보완하기 위

해 근육의 억제 또는 이완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내반슬은 실험군에서 무릎중심간거리가 

11.9±0.6 cm에서 8.0±1.3 cm 로 나타나 32 %의 감소

가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38]와 유사하였다. 내반슬의 

4단계의 불균형 척도로 나뉘며 1단계는 2.5 cm 이하, 2

단계는 2.5 ~ 5 cm 이하, 3단계는 5 ~ 7.5 cm 이하이

고, 4단계는 7.5 cm 이상으로 4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

는 대상자이다[39].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칭과 탄성

밴드 운동을 통한 교정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근력 강화와 근육 이완을 통해 하지 정렬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 하였으며[40], 내반슬 하지 변형자를 대상

으로 12주간 스트레칭 운동과 탄성밴드 운동을 적용한 

결과 무릎 사이 간격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41]. 

이는 3등급이상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세 불균형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속적인 CEC프로그램 실시

를 통한 불균형의 척도를 완화시킬 수 있어 수술 전 트레

이닝의 효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된다[28]. 

외반슬에서 실험군의 무릎중심간거리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의 기울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외반슬은 다리의 앞쪽을 포함하는 하지의 자세 왜곡으

로 말단부 및 근위부와 함께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고, 

족저근막 부분에 장애를 일으킨다[28]. 선행연구에서 

외반슬이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9개월간 NASM의 교

정운동을 실시한 결과 외반슬 각도와 내측복사뼈 사이

의 거리, 경골 대퇴각이 감소하여 하지 부정렬의 개선이 

나타났으며[42], 외반슬과 관련한 트레이닝은 하지각, 

발목간격, 종골각 변화에 효과적인것을 나타났다[43]. 

따라서 불균형된 외반슬의 개선을 위한 운동은 정상범

위의 하지관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커뮤니티 공개모

집을 통하여 자세불균형을 가진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비대면 동영상 기반 홈트레이닝 CEC프로그

램 실시가 전방머리자세, 중심비대칭, 내반슬 및 외반슬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방머리자세, 중심비대칭, 내반슬 및 외반

슬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여 동영상 기반 홈트레이닝 CEC프로그램은 적절한 관

절 운동학을 복원하여 최적화된 신경근 제어를 복원하

고 근육 긴장을 감소시켜 자세와 균형을 안정적인 상태

로 복원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자세측정 및 통

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통합프로그램 개발로 자세측정과 

운동방법과 함께 결과 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의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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