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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backpack is available equipment for moving some objects. Most studies 
have found that the appropriate weight limit of backpack for students is between 10% to 
15% of their body weight (BW). However, Some students should carry a backpack heavier 
than 15% of BW. Therefore, It is associated with abnormal shoulder and neck posture on 
students.

Objects: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that various amounts of weight carried by univer-
sity students in their backpacks had on their cervical posture and electromyography of neck 
muscle.

Methods: The subjects consisted of 12 students (6 male, 6 female) in university. There were 
three loading conditions tested: no backpack, a backpack that weighed 10% and 15% of the 
student’s BW.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craniovertebral angle (tragus to C7) and the 
neck muscle activities (sternocleidomastoid, upper trapezius). All 12 subjects were asked to 
walk while wearing a backpack for 5 minutes and were then instructed to rest for 2 minutes.

Results: When assessing the craniovertebral angl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order of 0%, 10%, and 15%. And then, ther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electromyography of neck muscles that comparison of the weight of 10% and 15% on 0%. It 
was found that as the weight of the backpack increased, the craniovertebral angle decreased 
(p < 0.05) and the muscle activities increased (upper trapezius p = 0.012, sternocleidomas-
toid p = 0.013).

Conclusion: Our study recommended that some students shouldn’t carry on over the 15% 
backpack of own weight, and also they should distribute backpack load to equal on body for 
optimal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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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백팩(backpack)은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다[1,2]. 이전 연구에서는 적절한 백팩

의 무게가 몸무게의 10%–15% 사이로 연구되어 있다[3-5]. 그러나 다

수의 학생들은 몸무게의 15%를 초과하는 무게를 멘다고 보고되었다

[6-8]. Hong 등[5]의 연구에서는 15명의 6세 아이들에게서 몸무게의 

15%를 초과한 백팩을 메고 트레드밀을 걷는 실험의 결과가 0%와 10%

의 무게보다 목과 체간의 근활성도 값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고하

였다. 또한 백팩의 무게와 방법이 학생들의 어깨와 목의 자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는 13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몸무

게의 15%의 백팩을 메고 그리고 5분 동안 트레드밀을 걷는 실험의 결

과에서 아무것도 메지 않았던 결과보다 머리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9]. 이와 같이 초등학교뿐만 아니

라 대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백팩을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무게에 비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고 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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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흔하다[10]. 무거운 백팩의 사용은 비정상적인 신체 정렬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11], 신체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부하는 허리 통

증, 근피로, 근활성도의 증가, 심폐계의 과도한 산소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12-15]. 이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백팩 사용과 근골격계 질환이 

관련된 요소가 신체에 가해지는 하중의 위치, 크기와 모양 및 분포, 메

는 시간 등이 라고 하였으며[16,17], 최근에는 백팩 사용 중 신체의 자

세분석과 보행분석 등이 연구되고 있다[10,18-20].

백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의 척추에는 매일 상당한 부하가 주어지

며 자세의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다[21]. 과도한 백팩의 무게로 인

해 발생하는 비정상적 자세 변화는 ‘전방 머리 자세(forward head 

posture, FHP)’를 유발할 수 있다[22]. FHP로 인한 목뼈주위 근육 불

균형과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의 증가는 근골격계 통증 및 질환을 유발

한다[23]. 머리척추각의 측정 연구들 중에서 Raine과 Twomey [24]는 

160명의 성인에게서 FHP를 평가할 수 있는 머리척추각의 유의한 값 

48.9°를 보고하였고, Moore [25]의 연구에서는 머리척추각이 감소함

에 따라 목과 어깨의 통증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Abaraogu 등

[10]은 몸무게의 15% 이상 백팩 무게를 들었을 때 머리척추각의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rimmer와 Williams [26]는 

머리척추각과 척추의 통증이 각각 백팩 무게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고하였다. 

FHP는 상부 목뼈의 과다폄, 과도한 하부 목뼈 굽힘을 의미하고, 목 

폄근의 단축과 깊은 목굽힘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다[27]. 또한 마름근, 

중간/아래 등세모근을 약화시키고, 큰가슴근과 목 폄근을 단축시켜 이

와 같은 근육 불균형이 유발하는 목뼈의 지속적인 앞쪽 굽힘은 목 부위 

조직의 부하를 증가시키고, 목뼈 부위 근육들의 비정상적 활동을 증가

시킨다[28]. 백팩과 관련된 연구들이 초·중·고등학생, 군인 대상으로 

백팩의 형태와 무게에 따른 자세변화, 근활성도, 근피로도[6,9,20,29-

32] 등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중·고등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젊은 성인 역시 학교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백팩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최근의 Abaraogu 등[10]의 연

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백팩의 무게에 따른 전방기울임각, 머리

척추각 등 신체의 각도를 측정하여 백팩의 과도한 무게가 대학생의 신

체정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백팩을 주로 사

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여 백팩의 무게가 대학생

의 머리자세와 목 주위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백팩의 무

게가 머리척추각과 목 주위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가방을 메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몸무게의 

10%, 그리고 15%의 무게의 백팩을 멘 조건에서 머리척추각은 감소하

고 목 주위의 근활성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인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20–30대 대학생 남녀 12명(남성 6명, 여성 6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모든 대상자는 실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으로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다. 실험관련 데이터 및 환자 식별이 

가능한 사진에 관한 정보를 출판하는 경우 블라인딩 처리와 함께 대상

자에게 직접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아 보관하였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2019-04-005-004). 연구대상자의 신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1) 백팩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준형 백팩을 사용하

Table 1. Demographic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12)

Sex Age (y) Height (cm) Weight (kg)

Male (n = 6) 26.0 ± 3.7 177.2 ± 3.8 77.2 ± 6.7
Female (n = 6) 21.0 ± 0.6 162.2 ± 2.7 52.0 ± 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 B C

Figure 1. (A) Backpack. (B) 2EM (electromyography [EMG] sensors). (C) Relive 4D-MT (EMG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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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실험에 사용된 백팩의 규격은 높이 420 × 가로 320 × 세로 150 

mm였다(Figure 1A). 백팩 높이는 백팩의 중심이 대상자의 제11번 등

뼈(thoracic vertebrae 11th, T11) 가시돌기(spinous process)에 위

치하도록 백팩끈 길이를 조절하여 백팩을 착용하였다[11]. 

2) 근전도(electromyography)

본 연구는 백팩의 무게에 따른 위등세모근, 목빗근의 근활성도 측정

을 위하여 근전도를 사용하였다. 근육의 전기신호의 발생, 기록, 분석

을 다루는 실험기법으로 근전도 신호는 근섬유막에서 발생되는 생리적 

변화에 의해 형성되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기는 모델명 2EM (4D-

MT; Relive, Gimhae, Korea)으로 근전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 처

리하는 데 사용되었다(Figure 1B, 1C). 근전도 신호의 표본 추출률은 

1,000 Hz로 설정하였고, 주파수 대역폭은 0–500 Hz를 사용하였다. 실

험을 통해 얻은 근전도 값은 제곱 평균 제곱근법(root mean square; 

RMS)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메는 백팩의 무게는 연구대상자 몸무게의 

10%, 15%로 하였고[33], 백팩의 높이는 백팩의 중심이 실험자의 제11

번 등뼈(T11) 가시돌기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백팩의 무게와 높이는 

이전 연구를 참고하였다[11]. 머리척추각과 근활성도는 대상자들이 4 

km/h 보행속도로 5분간 트레드밀 보행을 실시한 후에 3회씩 측정하

였다. 실험은 대상자들의 백팩 무게에 변화(0%, 10%, 15% 순서대로)

를 주면서 5분씩 진행하였고, 각 실험 사이에 2분의 휴식시간을 두어 

근피로를 가능성을 경감시켰다.

1) 머리척추각

제7번 목뼈(cervical vertebrae 7, C7) 가시돌기를 지나는 수평선

과 제7번 목뼈 가시돌기에서 이주를 지나는 선이 이루는 각을 머리척

추각이라 정의하고[34], 각 대상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 Pro-Trainer 

10.1을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였다. 동작 분석 프로그램 Pro-Train-

er 10.1을 이용하여 각 대상자들의 제7번 목뼈(C7) 가시돌기를 지나는 

수평선과 제7번 목뼈에서 이주(tragus)를 지나는 선이 이루는 각인 머

리척추각의 크기를 측정하였다(Figure 2). 

2) 근전도 측정(electromyography measurement)

본 연구에서는 흔히 FHP를 나타내는 대상자에게서 근활성도가 높아

진다고 알려진 근육 중 위등세모근, 목빗근에 근전도 패드(pad)를 부

착하였다[22,35-37]. 근육 부위는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부위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으며 전극은 대상자의 근육 부위를 촉진하여 위치를 파악

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전극은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근육힘살(muscle 

belly)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착하였다(Figure 3) [38]. 표

면 근전도 신호에 대한 피부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착부위를 가

는 사포로 3–4회 문질러 피부 각질층을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피

부지방을 제거한 후에 소량의 전해질젤(electrolyte gel)을 바른 표면전

극을 피부에 부착하였고, 접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제7번 목뼈 

C7 level

Tragus

Figure 2. Craniovertebral angle.

A B

Upper
trapezius

SCM
Figure 3. Placement of electromyography 
sensors. (A) Upper trapezius. (B) Sterno-
cleidomastoid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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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돌기 부위에 부착하였다.

RMS로 처리된 근전도 값을 얻기에 앞서 각 근육 근활성도 정규화

를 위해 필요한 근육별 자발적 기준 등척성 수축(reference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RVIC)을 측정하였다. RVIC를 측정하기 위

하여 대상자가 벽에 기대고 바로 선 자세에서 측정하는 목빗근의 반대

쪽으로 목 돌림(cervical rotation) 45°를 하고, 검사하고자 하는 우세

측 팔에 3 kg의 아령을 든 상태에서 스캡션(scaption; 이마면으로부터 

35° 앞쪽 모음)면으로 팔을 90° 벌림하고 5초간 유지하도록 한 후 측

정하였다[39]. 각 근육의 RVIC 측정 시 근활성도를 5초씩 3회 반복 측

정하였다. 이후 대상자가 편하게 선 자세에서 무게를 변화시킨 백팩을 

메고 5분간 유지한 후 RMS 값을 10초씩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얻어진 

RMS값을 RVIC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RVIC%)을 구하여 백팩의 무

게에 따른 위등세모근과 목빗근 활성도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결과의 분석은 백팩의 무게가 위등세모근, 목빗근의 근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PASW for Window 

ver. 18.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백팩 무게

에 따른 머리척추각과 근활성도의 차이는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repeated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α = 0.05로 

하였다. 사후 검정 방법으로 본페로니 검정(Bonferroni correction)을 

이용하였다.

RESULTS

1. 머리척추각

백팩의 무게에 따른 머리척추각의 변화는 백팩을 메지 않았을 때 

73.27° ± 5.98°, 몸무게의 10% 무게인 백팩을 멨을 때 68.51° ± 5.02°, 

몸무게의 15% 무게인 백팩을 멨을 때 64.44° ± 4.34°로 나타났다

(Table 2). 머리척추각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몸무게의 15% 무게인 백

팩을 멨을 때가 백팩을 메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ure 4).

2.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근활성도

위등세모근은 몸무게의 0%에서 23.83 ± 9.01%RVIC, 몸무게의 10%

에서 69.77 ± 24.62%RVIC, 몸무게의 15%에서 89.15 ± 30.80%RVIC

이고, 목빗근은 몸무게의 0%에서 17.70 ± 3.38%RVIC, 몸무게의 10%

에서 52.30 ± 20.42%RVIC, 몸무게의 15%에서 65.88 ± 23.63%RVIC

이었다(Table 3). 근활성도 측정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몸무게의 15% 

무게인 백팩을 멨을 때가 백팩을 메지 않았을 때 보다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Figure 5).

Table 2. Craniovertebral angle to the weight of the backpack (N = 12)

Weight of the backpack Craniovertebral angle (°)

0% 73.27 ± 5.98
10% 68.51 ± 5.02
20% 64.44 ± 4.34
F 8.102
p-value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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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uscle activity of the upper trapezius (UT) and sternocleido-
mastoid (SCM) to the weight of the backpark. RVIC, reference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p < 0.05. 

Table 3. Muscle activity of the upper trapezius and sternocleidomastoid 
to the weight of the backpack (%RVIC) (N = 12)

Weight of the backpack Upper trapezius Sternocleidomastoid

0% 23.83 ± 9.01 17.70 ± 3.38
10% 69.77 ± 24.62 52.30 ± 20.42
15% 89.15 ± 30.80 65.88 ± 23.63
F 8.918 8.7
p-value 0.012* 0.01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RVIC, reference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p < 0.05.

Figure 4. Craniovertebral angle (CVA) to the weight of the backpack.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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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백팩이 척추에 부하를 줄 수 있

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자세의 비정상적 변화가 FHP를 유발하고 목 

주위의 근활성도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백팩의 무게에 

따른 머리척추각과 목 주위 근활성도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

험대상자로 선정한 대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외적 부하인 백팩이 목 굽

힘 자세를 유발하고 근활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

하는 FHP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머

리척추각에 대한 결과로는 몸무게의 0%의 무게(백팩을 메지 않았던 경

우)보다 몸무게의 15%의 무게의 백팩을 멨을 경우에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이 몸무게의 0%의 무게와 비교하였을 때 몸무게의 

15%의 무게의 백팩의 경우에서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에 대한 근활성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HP는 머리의 위치가 신체의 정렬 중심선에서 과도하게 앞으로 위

치하게 되는 자세라고 정의될 수 있다[40]. FHP를 유발하는 원인들로

는 목 폄근의 과도한 단축, 굽은 어깨자세, 상지교차 증후군,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적인 유지, 장시간 컴퓨터 작업 등이 있다[41-44]. FHP의 

정도는 머리척추각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34], 시상면상 머리척추각도

가 감소함에 따라 목과 어깨의 통증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고[26], 

근활성도가 증가할수록 근 피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45], 목뼈

의 지속적 앞쪽 굽힘이 주위 근육들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28]. Vaghela 등[20]의 연구에서는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몸무게의 18%의 백팩 무게를 메고 5분 동안 계단 오르기를 했던 실

험 결과에서 아무 것도 메지 않았던 결과에 비해 머리척추각의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Abaraogu 등[11]은 몸무게의 

15% 백팩 무게가 머리척추각에 유의한 감소, 앞쪽 몸통기울임에 유의

한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백팩의 무게 중심 위치에 따

른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 중간 및 높은 무게 중심 위치가 낮은 위치보

다 머리척추각에 유의한 감소 및 앞쪽 몸통기울임의 유의한 증가와 같

은 척추의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46]. 본 연구에서도 대학

생들이 메는 백팩의 무게에 따른 머리척추각에 유의하게 감소하는(p < 

0.05) 결과가 나타났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에 미

치는 증가된 외적 부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중심선을 기저면의 중

앙에 위치시키려는 과정에서 앞쪽 몸통기울임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

로 재정렬되면서 초래된 결과가 머리척추각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적인 신체정렬은 최소한의 근활성도와 근피로를 유지하며 이상

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신체정렬은 주위 근육들의 

과도한 근활성도와 근피로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장시간 동

안 부적절한 목 자세를 만드는 무거운 백팩과 같은 요인은 비정상적인 

신체정렬을 유발하여 목뼈뿐만 아니라 위쪽 등뼈에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21,48]. 이전 연구들에서 머리척추각의 감소가 과도한 근활성

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49]. Kim 등[50]의 연구에서는 백팩

을 각각 뒤쪽, 앞쪽 그리고 앞/뒤쪽 동시에 사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서 위등세모근, 목빗근, 중간 목뼈의 척추주위근의 근활성도가 모두 유

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메는 백팩

의 무게에 따른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유의한 차이(p < 0.05)가 나타

났다(Table 3).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적절한 백팩의 무게가 머리

척추각에 감소에 영향을 미쳐 FHP를 유발하였고, 이는 부적절한 신체

정렬이 유발되어 주위 근육들의 과도한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중 몸무게의 15% 백팩의 무게에서 위등

세모근의 근활성가 평균 89.15 ± 30.80%RVIC로 측정되었다. 본 연

구에서 무거운 백팩을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착용하는 경우 근피

로가 발생하여 근활성도 및 부적절한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최소화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Hong 등[5]의 연구에서는 평균 6세

의 아동에게 몸무게의 0%, 10%, 15%, 20% 무게의 백팩을 메고 20분

간 걷는 실험으로 위등세모근, 아래등세모근, 복직근의 근활성도 및 근

피로도 측정을 하였다. 이 연구의 몸무게 20% 무게 백팩 실험에서 위

등세모근의 근활성도 평균 72.5%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를 기록하였다. 또한 위 연구의 각 실험 과정 사이에 30분간 휴

식을 취하였지만 위등세모근과 아래등세모근 근피로도가 몸무게 20% 

무게 실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시 2분간 

휴식을 하였지만, 5분간 선 자세에서 3번 반복 측정하는 실험과정 특성

상 근피로도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지막 

실험과정인 몸무게의 15% 무게의 백팩을 메는 실험 측정 시 누적된 이

월효과(carry-over effect)가 과도한 근활성도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

강한 대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백팩이 FHP 또는 부적절한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인 또는 청소년기의 연령층과 비교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무거운 백팩의 영향을 역학적으로 증명하

기 위해서는 단지 위등세모근과 목빗근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의 주위 

근육에 어깨 올림과 목 굼힘 및 폄에 작용하는 다른 근육들도 추후 연

구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실험 인원이 12명으로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 대상자 수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실험의 one way 

repeated ANOVA를 G*Power 3.1 도구를 사용한 적절한 대상자 수

는 36명(f = 0.5773503, α = 0.05)으로 추후연구에서는 인원 추가가 

필요 할 것이다. 네 번째, 우세측 근육의 활성도만 측정하였으나 백팩

이 양쪽에 매는 장비이므로 양쪽 모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백팩을 일정 시간 이상 착용하는 

경우 근피로가 발생하여 근활성도 및 부적절한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참고하여 정확한 실험설계로부터 신체에 가해지는 부하량에 따른 자세 

및 근활성도의 변화량을 도출해내고 그 상관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보상작용을 

제한하기 위한 보조도구의 이용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머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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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각과 근활성도가 FHP 유발 인자로서 작용하는 생리적 기전을 밝히

고 더 나은 중재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 재학중인 20–3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

었다. 백팩의 무게가 머리척추각 및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근활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백팩 무게의 변화에 따른 머리척추각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p < 0.05). 

2) 백팩 무게의 변화에 따른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근활성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 0.05). 

따라서 대학생들이 무거운 백팩을 메는 것은 가능한 지양해야 하며 

한쪽에만 집중되는 부하를 분산시켜 자세의 부적절한 변형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무거운 백팩으로 인해 자세의 변형이나 피로

감 증가 및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방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하며, 자세 변화와 근피로도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백팩을 

착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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