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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면은 우리 삶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 휴식활동이며 수면을 통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능성 베개로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폼 베개, 라텍스 베개, 

메모리폼 소재이지만 수면 자세와 경추각도를 고려하여 그 형태가 약간 다른 베개를 사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목 근육의 피로도와 경추각도 변화 시 나타나는 피로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피로도 분석 

결과는 경추각도를 고려하여 설계한 베개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목빗근과 목신근,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승모근이 가장 낮게 나타나 피로도가 가장 작게 관찰되었으며 경추각도 변화에 따른 근 

피로도의 특성은 목빗근, 목신근, 승모근에서 가장 낮은 피로를 가지는 각도가 각각 상이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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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수면은 일생의 약 1/3정도를 소비하여 깨어있는 동안 축적

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활동력을 제공하

는 유일한 휴식활동이다. 수면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심신의 휴식 효과가 제공되지만 반대로, 충분한 수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피로를 제거하지 못하여 주의력, 집중력 

및 업무 수행도가 저하되고 주간 수면의 증가로 이어져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충분한 수면활동(숙면)을 위해서는 수면의 양적 요인과 질

적 요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양적 요인은 수면시간으로 

적정 수면시간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7시간 

정도로 권고하며 너무 부족하거나 많은 수면시간은 피로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발생한다. 질적 요인은 내외부적으로 나

눌 수 있으며 그 중 내부적 수면 주기는 개인적인 편차와 주

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면 주기의 변화로 인하여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주로 시차가 있는 지

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교대근무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

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수면 주기의 잦은 변화로 충분한 수면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체 리듬이 망가뜨려지거나, 수

면 장애를 가지게 된다. 질적 요인의 외부적 수면 환경은 침

실의 온도, 습도, 조명, 침구 등으로 숙면을 위한 침실의 환경

은 실내온도는 24±2℃의 범위이며, 습도는 60~70%의 범위

라고 한다(성민정 외, 2006). 그 중 침구는 대표적으로 침대와 

이불, 베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침구는 수면 시 적정 체온의 

유지와 신체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



며 수면 중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육체적인 피로가 누

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침구 중 베개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목(경

추)을 지지하여 편안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침구로 예전부

터 높이와 재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다. 수

면을 위한 베개의 조건으로는 열전도성, 배게의 높이, 크기, 

탄성, 형태안정성, 흡습성, 통기성, 온도, 체동의 용이성 등이 

있으며 그 중 베개의 높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이

현자외, 2000). 베개의 높이는 수면 자세 시 나타나는 경추각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높은 베개는 경추 각도가 증가하

여 경추만곡을 방해하며, 목 부위의 정맥이 굴곡되어 혈액순

환 장애를 일으켜 장기간 사용 시 뇌출혈 또는 뇌졸중의 위

험성이 있으며 경추의 이상과 목 부위 근육을 긴장시킨다고 

하였다(중앙경제신문, 1989). 또한 목이 굽혀지면 경추 사이를 

지나가는 추간신경들이 압박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박대은, 

2007) 이처럼 베개의 높이는 자연스러운 목각도를 유지하여 

원활한 혈액순환과 신경의 압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하며 최근에는 메밀, 메모리폼, 라텍스 등 다양한 소재

와 형태를 가진 베개 제품들이 출시되어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베개는 대부분 수면 자세 중 바로 누운 

자세만을 기준으로 제작 되어 있으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의 효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기능성 베개에 대하여 수면 자세에서 목 근육의 피로도 변화

를 연구하여 자세 변화에 따른 베개의 영향을 파악하며 경추 

각도 변화에 따른 피로 특성을 연구하여 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추질환에 노출된 적이 없는 20대 남녀 6명을 

피실험자로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베

개는 일반적으로 기능성 베개로 알려진 같은 외형을 가진 메

모리폼 베개(A), 라텍스폼 베개(B)와 메모리폼이지만 외형이 

경추각도와 옆으로 누운 자세를 고려하여 제작된 베개(C) 3가

지 제품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베개(좌측부터 A,B,C) 

 

실험은 바로 누운 자세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영향을 받

는 Sternocleidomastoid muscle(목빗근), Neck extensors(목신근), 

Trapezius muscle(승모근) 3가지 근육에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최초 누운 자세에서 측정 후 30분 휴식 후에 다시 측정을 실

시하였다(박대은, 2007)(Lin et al, 2007). 또한 경추 각도 변화에 

따른 근피로도 분석을 위해 C 베개의 뒷 부분에 패드를 삽입

하여 경추각도에 변화(±2°)를 주었을 때 바로누운자세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ME6000-T8(MegaWin Ver 

2.3.1)을 사용하여 5초간 총 5회 반복측정을 통해 수집하였으

며 분석은 One-way  ANOBA(Minitab15)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세 변화에 따른 베개의 영향과 경추각도 

변화에 따른 근피로도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근피로도 변

화는 EMG 주파수 분석 방법 중 RMS를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측정 근육별 베개간 값을 살펴보면 바로 누운 자세에서

는 목빗근의 경우 0분에서는 C베개에서 8.96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30분 휴식 후에서도 6.84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은 목신근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승모근의 경우 0분에서는 B베개에서 10.43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30분 휴식 후에서도 B베개에서 13.02μv로 가

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분산분석결과 95%신뢰수준에서 근

육 모두에서 베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베개별 바로누운자세 RMS 분석 결과 

시간(분) 측정 
근육 

베개 종류 
p-value 

A B C 

0 

복빗근 10.54±3.88 11.30±5.34 8.96±2.47 0.000* 

목신근 8.81±3.57 5.30±0.89 4.26±1.08 0.000* 

승모근 10.48±4.40 10.43±1.86 15.21±9.42 0.000* 

30 목빗근 9.71±4.24 9.38±3.33 6.84±1.05 0.000* 



목신근 6.40±1.81 6.73±2.00 4.36±1.07 0.000* 

승모근 14.30±5.44 13.02±7.65 21.90±11.53 0.000*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간에 따른 측정 근육별 베개 간 값

을 살펴보면 목빗근의 경우 0분에서는 C베개에서 6.61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지만, 30분 휴식 후에서는 A베개에서 

6.20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목신근의 경우 0분에서는 

A베개에서 9.59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30분 휴식 후

에서도 6.32μv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승모근의 경우 0

분에서는 C베개에서 6.35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30

분 휴식 후에서도 7.61μv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분산

분석결과 95%신뢰수준에서 근육 모두에서 베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베개별 옆으로 누운자세 RMS 분석 결과 

시간(분) 측정 
근육 

베개 종류 
p-value 

A B C 

0 

복빗근 7.19±2.17 7.62±3.84 6.61±21 0.022* 

목신근 9.59±5.75 13.74±7.21 9.98±7.92 0.000* 

승모근 7.75±3.94 9.20±4.26 6.35±1.47 0.000* 

30 

목빗근 6.20±1.08 7.36±2.39 6.56±1.76 0.000* 

목신근 6.32±1.51 12.33±5.18 9.80±3.87 0.000* 

승모근 8.79±2.81 9.08±4.75 7.61±2.66 0.004* 

  

바로 누운 자세에서 C베개의 시간에 따른 측정 근육별 측

정 각도 간 값을 살펴보면 목빗근의 경우 0분에서는 목 신전

각도를 2° 증가시켰을 때 7.43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지

만, 30분 휴식 후에서는 목 신전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을 

때 6.84μv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으며 2° 증가했을 경우

에는 오히려 8.29μv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목 신근의 

경우 0분에서는 각도 변화가 없었을 때 4.26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30분 휴식 후에서는 4.36μv로 약간 증가했지

만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경추 신전 각도를 2° 감소하였

을 때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2° 증가했을 때는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승모근의 경우 0분에서는 2° 감소하

였을 때 8.18μv로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30분 휴식 후에

서는 약간 증가한 8.69μv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승모

근도 30분 휴식 후 목 근육의 근피로도 증가 및 감소의 경향

은 목신근과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분산분석 결과는 95%신

뢰수준에서 근육 모두에서 각도 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표 3 각도 변화에 따른 RMS 분석 결과(C베개) 

시간(분) 측정 
근육 

베개 종류 
p-value 

-2° 0° 2° 

0 

복빗근 11.63±4.20 8.96±2.47 7.43±1.92 0.000* 

목신근 6.10±1.77 4.26±1.08 4.87±1.16 0.000* 

승모근 8.18±3.62 15.21±9.42 22.57±10.07 0.000* 

30 

목빗근 10.98±4.27 6.84±1.05 8.29±1.43 0.000* 

목신근 6.65±2.24 4.36±1.07 4.59±0.98 0.000* 

승모근 8.69±4.07 21.9±11.53 15.35±8.00 0.00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능성 베개로 알려진 A, B 베개

와 C베개 사용에 따른 목 근육의 근 피로도 변화와 C베개의 

경추 신전 각도 변화에 따른 목 근육 피로도 특성을 생체역

학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시간에 따른 측정 근육 별 베개간 

RMS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목빗근과 목신근에서는 모든 시간

대에서 C베개가 가장 낮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승모근에서는 B베개가 가장 낮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베개가 가장 높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주로 작

용하는 목의 신전과 비틀림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근육이 목

신근과 목빗근이라고 할 때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C베개가 

근피로가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간에 따른 측정 근육별 베개간 

RM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빗근에서는 0분에서는 C베개

가 가장 낮은 근피로도를 보였으나 30분 휴식 후에서는 A베

개에서 가장 낮은 근 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신근에서는 모든 시간대에서 A베개가 가장 낮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모근에서는 B베개에서 근피로

도 감소가 나타났지만 A베개와 C베개에서는 30분 후에 근피

로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피로도는 C베개

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났다.  

C베개의 후면 각도를 변화하여 목의 신전 각도에 변화를 

주었을 때 측정 근육 별 각도간 RM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빗근에서는 경추 신전 각도를 2° 증가했을 경우 가장 낮

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피로도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각도에서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약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신근의 경우에는 경추 신전 각도의 변

화가 없을 때 근피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근피로도 특

성을 살펴보면 근피로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경추신전각도를 2° 낮추었을 때도 같은 경향이 나타

났다. 반면  경추 신전 각도를 2도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근피

로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승모근의 경우에는 경추 

신전 각도를 2° 낮추었을 때 가장 낮은 근피로가 나타났으

며 근피로도 특성을 살펴보면 목신근과 같은 경향이 나타났

다. 이같은 결과는 경추 신전 각도에 따라 특정 근육에서 가

장 낮은 근피로도를 가지는 각도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휴식시간을 30분내로 한정하고 0분, 30분간의 휴

식 시 베개 사용과 경추각도 변화에 따른 근육피로도만을 측

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실제 수면이 이루어지는 30

분 이상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으

며 경추신전각도의 변화 역시 한정된 실험여건상 모두 고려

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정된 피실험자로 인해 근육별, 시간별

에 따른 비교 시 세분화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전도

값 간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다양한 각도 및 시간에서 다양한 피실험자를 

통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베개가 목 근육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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