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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al Neck Muscle Fatigue Affects Cervical Range of Motion 
and Proprioception in Adults with the Forward Head Posture  
Sang-Seok Yeo, Jung-Won Kwon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 Welfare, Dankook University, Cheona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orsal neck muscle fatigue on the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and propriocep-
tion in adults with the forward head posture (FHP).
Methods: Thirty pain-free subjec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ll subjects were measured the forward head angle by taking the capture 
of the sagittal plane of their upper body to determine the FHP. Subjects were distributed into two groups: the FHP group (n=14) and 
Control group (n=16). All subjects were measured the CROM and the Head repositioning accuracy (HRA) for joint proprioception before 
and after inducing muscle fatigue of the dorsal neck. The CROM and HRA were measured in neck flexion, extension, right-left lateral 
flexion, and right-left rotation. Sorenson’s test was used to induce muscle fatigue of the dorsal neck.
Results: Total CROM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dorsal neck muscle fatigue in both groups (p<0.05). Total HRAs were signifi-
cantly increased after dorsal neck muscle fatigue in the FHP group (p<0.05),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trol 
group (p>0.05). Total CROM change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0.05), but total HRA chang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0.05) except for right and left lateral flexion (p>0.05).
Conclusion: Immediate CROM and proprioception reduction after the dorsal neck muscle fatigue were observed in adults with the FHP. 
Therefore, FHP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CROM and positioning consistency of cervical proprio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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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앞쪽머리자세는 신체에 스트레스와 긴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상

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움직였을 때,1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 목뼈

의 과도한 앞굽음과 위 등뼈의 과도한 뒤굽음이 유발된 상태로,2 신

체의 중력중심선을 기준으로 앞쪽에 위치해 있다.1,3,4 머리를 앞쪽으

로 유지한 자세를 장시간 취할 경우 윗 목뼈 주변의 폄근 토크가 증가

하고 척추의 하중이 증가한다.5 또한 목척추의 비수축성 구조에 대한 

하중이 증가하고 목뼈의 뒤쪽 구조물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가

한다.6 앞쪽머리자세는 근육 불균형, 통증, 피로, 목뼈의 제한된 움직

임, 턱관절 장애, 어깨뼈의 비정상적 상태와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일

으켜 근육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4,7,8 또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에 

긴장도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머리와 목의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1 특히 앞쪽머리

자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목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의해 근

육에 피로가 생기게 되고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며, 근육 활성화 

패턴이 변경된다.9

일반적으로 근육 피로는 운동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급성 효과

의 단계를 의미하며,10 집중적으로 반복되는 최대 수축의 결과로 발

생하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최대 이하의 수축을 반복하여 발생한다.6 

근육 피로는 근육의 최대 힘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일상생활 동작

을 방해하고, 신체 활동이나 개인의 작업 능률을 떨어뜨린다.6,11 또한, 

근육 반사 활동을 변경하고, 척추 전체의 경직도를 조절하기 위한 공

동 활성화를 증가시켜 근육 동원을 변경시킨다.12 머리를 앞쪽으로 기

울이는 앞쪽머리자세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수축-이완이 감소하여 

목 주변 근육의 피로가 급격히 증가한다.13 이러한 목 근육의 피로는 

목 근육의 감각 수용체의 역할을 수정하고,14-17 고유수용성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18 근육 기능의 손상이 목 뒤쪽의 안정구조와 깊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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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근 사이에 불균형을 만들어 적절한 정렬과 자세가 상실될 수 있

고, 이것은 통증 증가, 근력 감소 및 위치 감각 변경과 같은 목뼈의 손

상을 야기할 수 있다.14

근육 피로는 구심성 피드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각 수용체의 역

할을 바꾸고, 고유수용성 감각에 정확도를 감소시켜 관절 위치 감각

에 영향을 미친다.6,14,17 목 근육의 고유수용성 감각 입력은 안뜰계에 

작용하여 신체의 적절한 방향, 균형 및 운동 협응을 유지하고, 시각적 

물체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18 앞쪽머

리자세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의 피로가 생기고, 고유수용성 반사작용

이 약화되어 척추의 불안정성 및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13,19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고유수용성 감각을 목표로 하는 치료가 목의 관절 위

치 감각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20 또한 눈-

머리의 협응을 기초로 한 운동 프로그램이 목뼈의 운동 이상을 개선

하고 목뼈의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21 시선 안정 운동, 

깊은목굽힘근과 목굽힘근의 협응을 훈련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었

다.22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눈-머리 협응 운동, 몸통에서의 머리 

재배치 연습이 머리 재배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

다.23 이와 같이 목 척추의 위치 감각이나 고유수용성 감각, 통증에 대

한 연구뿐만 아니라 근육 피로 유발 후 근활성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앞쪽머리자세를 가진 사람의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 및 근육 피로 유발 후 관절가동범위나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쪽머리자세의 유

무에 따라 목의 근육 피로를 유발한 후 목의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

용성 감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실험은 젊은 성인 30명을 모집하였고, 앞쪽머리자세의 유무에 따

라 앞쪽머리자세를 가진 성인을 FHP군, 정상 성인을 정상군으로 설

정하였다. 앞쪽머리자세 판정은 선행연구에 따라 사진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머리-척추각이 54° 이하인 경우 앞쪽머리자세라고 판정하

였으며, FHP군으로 선정하였다. FHP군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

령은 22.7세, 평균 신장은 169.8 cm, 평균 체중은 66.9 kg, 평균 머리-척

추각은 48.8°이고, 정상군에서 평균 연령은 21.5세, 평균 신장은 161.6 

cm, 평균 체중은 53.1 kg, 평균 머리-척추각은 61.0°이다. 현재 목과 어

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 목뼈와 가슴뼈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

람, 활동을 제한하는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연구대상에서 제

외하였다.5 모든 대상자들은 실험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에 동

의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2. 실험방법

1) 앞쪽머리자세의 머리-척추각

앞쪽머리자세를 판정하기 위해 대상자들의 측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였다. 카메라는 의자로부터 3.5 m 떨어져 있으며 1 m 높이의 삼

각대에 위치하였다. 대상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

라고 하였다. 사진에서의 머리-척추각 판정을 위해 귀의 이주와 제7 

목뼈 가시돌기 위 피부에 표시점을 부착하였다. 머리-척추각은 귀의 

이주와 제7 목뼈 가시돌기를 연결한 선과 제7 목뼈 가시돌기를 지나

가는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는데,4 각도가 작을수록 앞쪽머리

자세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머리-척추각을 

이용한 앞쪽머리자세의 신뢰도는 높았다(ICC = 0.08).24

2) 목 관절가동범위 측정

목의 관절가동범위를 MicroFET6 (Hogga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MicroFET6는 시작자세의 각도와 끝 자세 각도의 차이 값을 나타내

는 측정기로, 고정 축을 제1 가슴뼈에, 운동 축을 정수리에 놓고 측정

하였다. MicroFET6가 머리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어

밴드를 착용하게 하였다. 측정 항목은 목 굽힘, 폄, 양측 옆굽힘, 양측 회

전이며, 각 항목의 측정 순서는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목의 양측 회전

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들은 대상자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상체

를 바로 세워 앉힌 후, 어깨관절을 이완하고 손을 무릎에 놓게 한 상태

에서 측정하였다. 목 굽힘 측정 시 대상자의 턱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기게 하였고, 목 폄 측정 시 대상자의 목을 최대한 뒤로 젖히게 하여 

측정하였다. 목 양측 옆굽힘 측정 시에는 옆굽힘 하고자 하는 방향으

로 대상자의 귀가 어깨에 최대한 닿도록 목을 기울이게 하여 측정하였

다. 이때, 측정자는 양측 옆굽힘이 제한되었을 때 어깨를 들어 올려 귀

에 닿게 하려는 보상운동을 막기 위해 양쪽 어깨를 고정하였다. 목의 

양측 회전 관절가동범위는 대상자를 바로 눕게 하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의 턱을 어깨선에 최대한 도달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각 측정 항목 당 3번씩 시행한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3) 고유수용성 감각 측정

머리의 위치와 동작을 감지하는 능력을 평가하여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를 보기 위해 머리 재배치 정확도(head repositioning accuracy, 

HRA)를 사용하였다.25,26 대상자를 벽에서 90 cm 떨어진 등받이가 있

는 의자에 앉히면서 레이저가 붙어있는 헬멧을 머리에 쓰게 하고, 목

의 최대 굽힘과 최대 폄을 한 후 중립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 때 벽

에 부착된 모눈종이에 레이저가 위치한 점을 표시하고, 대상자의 눈

을 감게 한 후 목을 굽힘시키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오게 하였다. 이 때 

레이저가 위치한 점을 표시하여 처음 점과의 거리 차이를 측정하고, 

10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목 폄, 양측 옆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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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회전 동작 또한 각각 10번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측정순서는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3. 실험절차

 판정을 위한 사진촬영 후, 대상자들의 목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

성 감각을 측정하였다. 그 다음, 목에 근피로도를 유발하기 위하여 여

러 선행 연구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용된 Sorensen test를 이용하

였다.27,28 근피로도를 주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테이블에 엎드려 눕힌 

후, 양 팔은 몸 옆에, 테이블 끝에는 어깨의 봉우리를 위치시켰다. 머

리와 목 부위는 근피로도 유발을 위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도록 테이

블 밖으로 내민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근

피로로 인한 불편함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Borg CR-10 scale을 사

용하였다. 대상자는 머리와 목 부위를 내민 자세로 가능한 오래 유지

하게 하였으며, 대상자의 과도한 근피로와 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Borg CR-10 scale이 8점 일 때 자세를 중단시켰다. 모든 대상자는 

Sorensen test 직후에 목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을 다시 측

정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는 근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전에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목의 근피로도 유발 전과 후 목의 관절가

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에 대한 집단 내 비교를 위하여 대

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목의 근피로도 유발 전과 후 목의 관절가

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량을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for Window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 = 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목의 근피로도 유발 전후 집단 내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 비교

목의 근피로도를 유발하기 전과 후 목의 관절가동범위를 비교한 결

과 FHP군과 정상군 모두 모든 동작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5). 목의 근피로도를 유발하기 전과 후 목의 고유수용성 감각

을 비교한 결과 FHP군에서는 모든 동작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p < 0.05), 정상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Table 1).

Table 1.�Changes�of�cervical�range�of�motion�(CROM)�and�proprioception�after�dorsal�neck�muscle�fatigue�in�each�group

Group Measurement Movement Pre-test Post-test t p

Experimental�group CROM�(°) Flexion 62.20±8.59 51.93±9.80 4.087 0.001*

Extension 59.08±14.96 48.67±13.15 3.609 0.003*

Rt�Flexion 50.23±8.48 44.30±10.29 4.346 0.001*

Lt�Flexion 48.54±9.82 41.81±9.59 3.576 0.003*

Rt�Rotation 74.37±8.33 67.65±9.65 3.550 0.003*

Lt�Rotation 73.23±8.71 67.29±9.60 4.869 <0.001*

HRA�(cm) Flexion 5.28±1.62 6.80±2.03 -4.011 0.001*

Extension 5.05±1.82 6.51±1.87 -2.816 0.013*

Rt�Flexion 4.96±1.13 6.04±1.64 -2.599 0.020*

Lt�Flexion 5.10±2.00 6.50±1.84 -2.565 0.022*

Rt�Rotation 5.19±1.47 6.60±2.20 -2.285 0.037*

Lt�Rotation 5.38±2.45 6.47±2.40 -2.352 0.033*

Control�group CROM�(°) Flexion 56.76±11.94 47.36±10.30 5.076 <0.001*

Extension 54.19±17.07 48.50±13.79 2.848 0.014*

Rt�Flexion 47.76±7.88 41.50±7.35 6.765 <0.001*

Lt�Flexion 48.26±8.90 44.20±6.49 3.292 0.006*

Rt�Rotation 75.15±11.16 67.05±13.38 3.933 0.002*

Lt�Rotation 76.30±6.90 67.60±11.38 4.856 <0.001*

HRA�(cm) Flexion 5.13±1.71 5.41±1.73 -0.616 0.549

Extension 4.77±1.25 4.84±1.51 -0.235 0.818

Rt�Flexion 5.64±2.41 5.56±2.29 0.159 0.876

Lt�Flexion 5.49±2.44 5.33±3.02 0.285 0.780

Rt�Rotation 5.68±1.75 5.32±1.79 1.779 0.099

Lt�Rotation 5.91±3.28 5.43±2.24 0.839 0.416

CROM:�cervical�range�of�motion,�HRA:�Head�repositioning�accurac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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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의 근피로도 유발 전후 집단 간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 비교

FHP군과 정상군에서 목에 근피로도를 유발하기 전과 후 목의 관절

가동범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관절가동범위의 변화량은 모든 동

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 0.05), 고유수용성 감각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굽힘, 폄, 양측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5), 

양측 옆굽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0.05)(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앞쪽머리자세의 유무에 따라 목의 근육 피로를 유발

한 후 목의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목의 근피로도 유발 전후 FHP군에서는 관절가동범

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정상군에서는 관

절가동범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몸의 근피로도 유발 전후 관절가동범위와 고유

수용성 감각 변화량에 대한 집단 간 비교에서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량은 FHP군이 정상군에 비해 더 높게 감소하였고, 고유수용성 감각

의 변화량은 목의 굽힘, 폄, 양측 돌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양측 옆굽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건강한 성인과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진 성인을 비

교하여 관절가동범위를 평가한 결과 건강한 성인보다 만성 피로 증

후군을 가진 성인에서 관절가동범위의 손상이 더 많다고 하였다.29 

또한, Descarreaux 등30은 엉덩관절 및 척추의 폄근의 피로가 굽힘-이

완 현상의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가 허리-골반 역학

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지 조사한 결과 엉덩관절 및 척추 폄근의 피

로가 허리-골반 리듬과 굽힘-이완 현상의 매개 변수를 변화시키고, 

근육의 피로로 인하여 엉덩관절의 굽힘 각도가 감소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FHP군과 정상군 모두 목 근육 피로 유발 전과 비교

하여 유발 후 관절가동범위가 감소하였고,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Lee 등31은 느리게 적응하는 관절 기계수용체가 근육이 피로했을 

때 어깨 고유수용성 감각에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Voight 

등32은 우세 팔과 어깨 고유수용성 감각의 피로 및 관계의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 피로가 능동 및 수동 운동 시 관절의 재배치 능력을 크

게 감소시켰다고 하였다. 또한, Carpenter 등33은 근육 피로 후 고유수

용성 감각 감소가 운동 능력 저하와 어깨 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Sharpe 등34은 피로가 발생하면 운동제어가 서투르고 

정확도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Skinner 등35은 운동 감각의 신경 메커

니즘 변화가 근육 수용체의 피로에 의한 변화로 인해 나타난다고 하

였다. 이처럼 피로가 고유수용성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근육 피로 후 고유수용성 감각 피드

백이 감소하여 위치 감각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 실험 전후 고유수용성 감각 비교에서 FHP군은 실험 전보다 

실험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정상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장기적인 목의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앞쪽머리자세를 가진 FHP군

에서 피로 유발 시 정상군 보다 더 큰 목의 근육 피로를 유발시킨 것

으로 사료된다.

이전 연구에서 앞쪽머리자세는 영향을 받는 근육 방추들을 통해 

관절 위치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36 또 다른 연구에서

는 앞쪽머리자세를 가진 군이 정상 자세 군보다 고유수용성 감각에

서 더 큰 오차를 보여 관절 위치 감각이 감소했다고 하였다.37 또한, 

Reddy 등14은 목 근육의 피로가 굽힘과 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 하였으며, Pinsault 등38은 목 근육의 피로가 목의 고유수용성 감각

Table 2.�The�comparison�of�pre-post�changes�of�cervical�range�of�motion�(CROM)�and�proprioception�after�dorsal�neck�muscle�fatigue�between�
groups

Measurement Movement Experimental�group Control�group t p

CROM�(°) Flexion -10.28±10.06 -9.41±6.93 0.027 0.787

Extension -10.12±11.55 -5.69±7.48 1.309 0.201

Rt�Flexion -5.94±5.47 -6.26±3.47 -0.191 0.850

Lt�Flexion -6.73±7.52 -4.07±4.63 1.145 0.262

Rt�Rotation -6.73±7.58 -8.10±7.71 -0.493 0.626

Lt�Rotation -5.94±4.88 -8.79±6.77 -1.334 0.193

HRA�(cm) Flexion 1.51±1.51 0.28±1.69 -2.112 0.044*

Extension 1.46±2.08 0.08±1.21 -2.191 0.037*

Rt�Flexion 1.08±1.65 -0.08±1.98 -1.746 0.092

Lt�Flexion 1.40±2.17 -0.16±2.05 -1.999 0.055

Rt�Rotation 1.41±2.47 -0.36±0.75 -2.573 0.016*

Lt�Rotation 1.10±1.86 -0.49±2.18 -2.148 0.041*

CROM:�Cervical�range�of�motion,�HRA:�Head�repositioning�accurac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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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Lee 등39은 앞쪽머리자세가 관절 위치 감각

에 영향을 미쳐 정상 자세와 비교하여 굽힘, 폄, 양측 돌림에서 재배

치 오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FHP군과 정

상군의 그룹 간 고유수용성 감각 비교에서 굽힘과 폄, 양측 돌림은 

FHP군이 정상군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볼 때 피로에 약한 앞쪽머리자세에서 피로 유발 시 고유수용성 감

각의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양측 옆굽힘에

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목의 옆굽힘에 일차적으

로 작용하는 목빗근과 목갈비근이 주어진 피로 유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쪽머리자세의 유무에 따라 목의 근육 피로를 유발한 

후 목의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근

육에 피로를 주었을 때, 관절가동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앞쪽머리자

세를 가졌을 때, 관절가동범위 및 고유수용성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쪽머리자세와 정상 성인의 근육 피로 전후의 변화량을 비교

했을 때, 고유수용성 감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쪽머리자세를 유발하는 자세 및 행동이 근육

의 피로를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관절가동범위나 고유수용성 감각

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앞쪽머리자세가 목 근육의 피로 발생

시 더욱 관절가동범위와 고유수용성 감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

세를 교정함으로써 목 근육의 피로로 인한 임상적 문제의 발생을 예

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쪽머리자세에 대한 임상적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 수가 적

고,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연령의 결과로 일반화하

기 어렵다. 둘째, 피로 유발 후 고유수용성 감각에 대한 측정을 단일

실험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

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대상자 수를 늘리고 

연령대를 다양하게 하여 일반화시키고, 피로 유발 방법 변경 및 새로

운 치료 프로토콜을 통한 치료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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