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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 of therapeutic exercise with conservative treatment in women with

chronic neck pain. Subjects were allocated to control, neck isometric exercise, and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groups consisting of 29, 32, and 31 patients, respectively. The conservative treatment for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hot packs, ultrasound,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and intermittent cervical

traction. The neck isometric exercise group performed a neck isometric exercise and the cervical stabili-

zation exercise group performed a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To compare the three groups, the levels

of perceived pain, neck disability, and psychological depression were assessed on admission, at discharge,

and one month after discharge. On admission and at discharge, the pain and neck disability scor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the groups. However, one month after discharge, both the neck isometric

and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groups had significantly improved perceived pain levels as compared to

control (p<.05). The improvement in the degree of neck disability was most significant in the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group (p<.05). On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variables at the three assessments

for each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groups (p<.05).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apeutic exercises, especially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s,

are more effective for improving pain and neck disability than conservative treatment.

Key Words: Cervical stabilization exercise; Chronic neck pain; Conservative treatment; Neck

isometric exercise.

Ⅰ. 서론

산업화와 함께 생활 형태가 변화되면서 경추부 질환

의 발생률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Sarig-Bahat,

2003). 경통은 전인구의 67% 가량이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되는 근골격계의 문제로(Coté 등, 1998), 일반

적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vim 등, 1994). 많은 사람들이 경통을 경험하고 있

고, 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Evans 등, 2002).

외상성 혹은 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된 경우

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만성 경통에 대한 병태

생리적인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통

의 치료는 원인적인 요인을 통제하기 보다는 통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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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Taimela 등,

2000; Viljanen 등, 2003). 그러나 경통의 치료효과를 객

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치료

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며(Gross 등, 2000), 또한 물리치료가 경통의 치료 및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도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Aker 등, 1996; Kjellman 등, 1999;

Swezey, 1996; Tan과 Nordin, 1992).

전통적으로 경통의 치료를 위하여 열치료, 견인치료, 운

동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관절 가동화 치료가 시행되어져

왔다(Posner와 Glew, 2002). 경추부에 대한 운동치료는 최

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증상의 치료 및 관리를 위

하여 기본적으로 처방되고 있다(Kjellman과 Öberg, 2002).

Randlov 등(1998)은 경통의 치료에 있어서 신체의 역학적

인 특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또한 Berg 등(1994), Bronfort 등(2001)과 Hoving 등(2002)

도 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동치료가 경통 관리에 효과

적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Sarig-Bahat(2003)는 경통 환자들에게 운동

치료는 신체적인 증상을 조절하는데 이점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치료에 대한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치료와 같은 능동적인 방법이 경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의 주관적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Taimela 등, 2000).

반면에 경추부의 운동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Jordan 등(1998), Levoska와

Keinänen-Kiukaanniemi(1993) 그리고 Takala 등(1994)

은 일반적으로 경통의 치료에 처방되는 운동치료의 효

과가 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효과 또한 수동적으로 시행되는 전통적인 통증 완화 치

료방법들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Viljanen 등(2003)도 역

동적 근육 훈련과 이완 훈련이 경부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통에 대한 운동치료

의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

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적인 면에서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경통의

치료를 위하여 가동화 운동, 신장 운동, 경부 등척성 운

동, 근력 및 지구력 운동 혹은 고유수용성 운동과 같은

운동치료들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Berg 등, 1994;

Levoska와 Keinänen-Kiukaanniemi, 1993). 또한 경통에

대한 운동치료의 효과를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이 연구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Kjellman

과 Öberg, 2002), 대조군 비교를 시행한 연구가 거의 없

다는 것도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Taimela 등, 2000).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통 환자들에 대한 운동치료가 대부분 과학적인 증거

에 근거하기 보다는 임상 치료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져 왔다(Sarig-Bahat, 2003).

경통의 치료에 있어서 운동치료의 효과는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운동치료의 효과를 강조하

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경통 환자들에 대한 적합한

운동 형태가 정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경통 환자들에게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큰 근육(global muscle) 강화 중심의 등척성 운동

과 심부의 국소 근육(local muscle)의 근력 강화를 주목

적으로 한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대조군과 비교하고,

경통 환자들의 증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봄으로서, 능

동적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운동치료의

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통(neck pain)을 주증상으로 영

동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여자 환자 중 경통 발생 후 6개월 이상 된 만성 환자 9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동의하

며 연구자의 지시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45세 이상인 환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임산부, 신경병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입원 순서에 따라 대조군, 경부 등척성

운동군, 그리고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으로 구분되었다.

최초 연구에 참여한 환자는 각 치료군에 33명씩 총 99

명이었으나, 퇴원 후 규칙적으로 치료에 참여하지 않거

나 평가에서 누락된 7명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포함

된 연구대상자는 대조군 29명, 경부 등척성 운동군 32

명, 그리고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 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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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벽에 기대고 선자세 자세

에서의경추부안정화 운동.

그림 1. 경부 주위 근육들에 대한 경부 등척성 운동.

A: 측면저항에 대한 등척성 운동, B: 전면 저항에 대

한 등척성 운동, C: 후면 저항에 대한 등척성 운동.

그림 2. 어깨 근육들에

대한 경부 등척성 운동.

그림 4. 누운 자세에서 시행하는 경추부 안정화 운동.

2. 연구방법

실험은 2주의 입원 기간 및 퇴원 후 1개월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입원 시에는 보존적인 치료가 하루 2회씩 시

행되었다. 보존적 치료는 온습포 20분, 초음파치료 5분,

전기치료 10분, 그리고 견인치료 20분이 포함되었다. 경

부 등척성 운동군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에서는 보존적

치료에 더하여 각각의 운동치료를 30분씩 하루 2회 시행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들이 퇴원 후에도 하루 2회 이상

시행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교육되었다. 퇴원 후 외래를

통해 주 3회씩 보존적 치료와 운동치료가 시행되었다.

경부 등척성 운동은 경통의 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사

들에게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목과 어깨에 대한 등

척성 운동으로 구성하였다(한국임상물리치료센터, 2001).

경부 등척성 운동은 앉은 자세에서 목을 곧게 펴고 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목 주변의 근육들에 더 강한 힘이 주

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머리 위부분에 전후좌우로 저항

을 주어서 시행하는 운동으로 각 저항 방향마다 10초 동

안 유지하도록 하였다(그림 1). 어깨의 등척성 운동은 팔

꿈치를 완전히 구부린 후 어깨를 90° 외전시켜 양팔이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

도록 어깨 주변의 근육들에 10초간 단단히 힘을 주어서

시행하였다(그림 2). 목과 어깨의 등척성 운동들은 각각

10회씩 시행하였으며, 이를 전체 3회 반복하였다.

경추부 안정화 운동은 Wright 등(2000)이 추천하고

있는 운동을 이용하였다. 이 운동은 벽에 기대고 선 자

세에서 턱을 목 쪽으로 끌어당겨 10초 동안 유지하는

운동으로(그림 3), 이를 바로 누운 자세에서도 시행하였

다(그림 4). 이 운동을 각각 10회씩 시행하였으며, 이를

전체 6회 반복하였다.

3.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시기에 따른 통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증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였으

며, 경부기능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Vernon과

Mior, 1991)를 이용하여 목 부분의 기능장애 정도를 측정

하였다. 그리고 경통으로 인한 우울 정도는 수정된 Zung

우울척도(Modified Zung Depression Scale)(Main과

Waddell, 1984)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 총 3회 실시하였다.

통증 평가를 위한 통증상사척도는 Cole 등(1994)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10 ㎝ 길이 직선

의 왼쪽은 끝부분은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오

른쪽 끝부분은 최대 통증 상태로 정의하였다. 환자 스

스로 목 부분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

접 선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왼쪽 끝 부분에서부터

표시된 지점까지의 간격을 측정한 후 이 측정값으로 통

증 정도를 나타내었다.

경부기능장애 지수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평

가하는 측정도구로 일상생활동작, 통증, 그리고 집중도

와 관련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5점 사이에서 점수가 매겨지며, 측정된 점수를 전체

점수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높은 점수

는 경부의 기능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Wainner 등,

2003). 경부기능장애 지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대

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McGill

통증 설문 평가와 비교된 일치 타당도(concurrent val-

idity)도 .70으로 나타났다(Vernon과 Mio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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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대조군(n1=29) 경부 등척성 운동군(n2=32)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n3=31)

연령(세)* 35.1±5.5a 35.0±3.8 34.2±4.2

신장(㎝)* 162.6±4.7 162.3±4.4 161.3±4.4

체중(㎏)* 52.0±4.2 51.1±7.5 51.10±5.25

병력 기간(개월)* 9.9±2.8 9.7±3.1 9.9±2.4

흡연자 4(13.8)b 3(9.4) 6(19.4)

상지 방사통 7(24.1) 9(28.1) 9(29.0)

진단적 특성c

역학적 요인 11(37.9) 9(28.1) 10(32.3)

디스크성 요인 6(20.7) 7(21.9) 6(19.4)

근육성 요인 11(37.9) 13(40.6) 11(35.4)

기타 1(3.5) 3(9.4) 4(12.9)

직업

주부 17(58.7) 17(53.1) 19(61.2)

회사원 7(24.1) 6(18.8) 10(32.3)

자영업 5(17.2) 9(28.1) 2(6.5)
a
평균±표준편차.
b
인원수(%).
c
연구대상자의 진단적 특성. 역학적 요인: 경추강직증, 경추증, 경추부 협착증, 경추부 불안정, 경추관절증후군, 퇴행성

경추/디스크성 요인: 디스크탈출증, 디스크퇴행/근육성 요인: 근막통증증후군, 편타성 상해가 포함.
*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p>.05).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2)

수정된 Zung 우울척도는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신

체적인 면에서 통증과 관련된 우울도를 평가하는 도구

로 다른 심리 평가도구들보다도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

된 우울도 평가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tlander 등, 1995). 이 척도는 20개의 항목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Main과 Waddell, 1984).

4. 분석방법

모든 측정값들은 윈도용 SPSS version 14.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세 군간에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

개월에 각각 측정된 통증상사척도, 경부기능장애지수 및

수정된 Zung 우울척도의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

행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사후 검증(post-hoc)으로 Scheffe 법을 이용하였다. 통계

적 검증을 위해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

조군, 경부 등척성 운동군, 그리고 경추부 안정화운동군

간에 평균 연령, 신장, 체중 및 병력 기간은 서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5).

2. 세 군간의 측정 시기별 비교

가. 통증 정도의 군간 비교

입원 시와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통증상사척도 점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입원 시와 퇴

원 시에 측정된 통증상사척도 점수는 각각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그러나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통증상사척도 점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사후검정 결과, 등척성 운동군과 안정화

운동군 모두 대조군에 비해 통증상사척도 점수가 유의

하게 낮았고(p<.05), 등척성 운동군과 안정화 운동군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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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기 대조군(n1=29) 경부 등척성 운동군(n2=32)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n3=31)

입원 시 7.33±1.37a 7.44±1.16 7.70±.92

퇴원 시 3.67±1.17 3.63±.89 3.40±.58

퇴원 1개월 후* 4.79±1.05 3.76±.77** 2.96±.90**

a
평균±표준편차.
*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표 2. 측정 시기별 통증상사척도 점수의 군간 비교 (N=92)

소스 요인1 제 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측정시기
선형 614.93 1 614.93 737.48 .00

2차형 260.53 1 260.53 1030.49 .00

측정시기×군
선형 35.83 2 17.91 21.48 .00

2차형 3.16 2 1.58 6.25 .01

오차(측정시기)
선형 74.21 89 .83

2차형 22.50 89 .25

표 3. 군별 측정시기에 따른 통증상사척도 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표

측정시기 대조군(n1=29) 경부 등척성 운동군(n2=32)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n3=31)

입원 시 29.48±7.39a 29.09±6.38 29.77±6.34

퇴원 시 28.86±5.55 28.47±3.96 29.58±3.51

퇴원 1개월 후 29.97±4.63 28.41±3.89 26.00±3.72
a
평균±표준편차.

표 6. 측정 시기별 수정된 Zung 우울척도의 군간 비교 (N=92)

소스 요인1 제 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요인1
선형 12837.34 1 12837.34 343.12 .00

2차형 6250.40 1 6250.40 168.68 .00

요인1×군
선형 398.81 2 199.40 5.33 .01

2차형 19.01 2 9.50 .25 .77

오차(요인1)
선형 3329.79 89 37.41

2차형 3297.85 89 37.05

표 5. 군별 측정시기에 따른 경부기능장애지수 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표

측정시기 대조군(n1=29) 경부 등척성 운동군(n2=32)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n3=31)

입원 시 56.59±8.71a 56.94±10.68 56.45±7.94

퇴원 시 39.59±9.80 37.81±9.60 37.29±9.63

퇴원 1개월 후* 44.14±8.07 38.75±9.43 37.03±10.78*†

a
평균±표준편차.
*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
경부 등척성 운동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음(p<.05).

표 4. 측정 시기별 경부기능장애지수 점수의 군간 비교 (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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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요인1 제 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요인1
선형 182.40 1 182.40 9.78 .00

2차형 44.24 1 44.24 3.97 .04

요인1×군
선형 79.72 2 39.86 2.13 .12

2차형 24.86 2 12.43 1.11 .33

오차(요인1)
선형 1659.76 89 18.64

2차형 990.50 89 11.12

표 7. 군별 측정시기에 따른 수정된 Zung 우울척도 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표

입원 시와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통

증상사척도 점수의 변화가 세 군간에 어떤 교호작용이 있

는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세

군간에 통증 정도의 변화에 차이가 있었다(표 3). 사후검

정을 한 결과, 대조군과 경추부 안정화운동군 간에 통증상

사척도 점수의 변화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나. 경부 기능장애 정도의 군간 비교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경부기능장애지수 점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퇴원 시

측정된 경부기능장애지수 점수는 세 군 모두 입원 시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입원 시와 퇴원 시에 측정된 경부

기능장애지수 점수는 세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그러나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경부기능장애지수 점수는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5). 사후검정에서 경부 등척성 운동군과 대조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p>.05),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은 대조군과 경부 등척성 운동군에 비교

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한 경

부기능장애지수 점수의 변화 양상과 세 군 간에 교호작용

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유의성이 없었다(p>.05)(표 5).

다. 우울도 점수의 군간 비교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수

정된 Zung 우울척도 점수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경부

등척성 운동군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의 수정된 Zung

우울척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보였으나,

대조군은 퇴원 후 1개월에 우울도 점수는 입원 시보다도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측정한 수정된 Zung 우울척도

점수는 세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5).

입원 시,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에 각각 측정한

우울도 점수의 변화 양상과 세 군 간에 어떤 교호작용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p>.05)(표 7).

Ⅳ. 고찰

본 연구는 온습포, 초음파 치료, 간섭파 치료 및 견

인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만성 경부 통증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하여 경부 등척성 운동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

었다. 본 연구는 신체적인 특성과 성별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심한 급성 통증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욕을 감

소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급성 환자들은 연구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또한 폐경기가 나타나는 45～50세의 중

년 여성의 경우 보편적으로 관절 및 근육에서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근골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므로(Fuh 등,

2001) 연령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

하기 위하여 45세 이상의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조군에서 시행된 보존적인 치료 방법은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최근

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Philadelphia Panel, 2001).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경부

등척성 운동은 경부 통증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하여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운동으로 주로 목과 어깨 부

분의 등척성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통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목과 어깨의 등척성 근력 및 근 지구력 운동

은 Goldie와 Landquist(1970)와 Hagberg 등(2000)에 의

해 추천되고 있다. 또한 경추부 안정화 운동은

Koskimies 등(1997)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운동으로,

경추부의 이완을 촉진시키고 경추 배열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경부 근육들의 지구력과 협응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목과 어깨 부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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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며 경추부의 고유감각을 촉진시키려는 목적

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치료군의 평가를 위하여 통증상사

척도, 경부기능장애지수, 그리고 수정된 Zung 우울척도

를 사용하였다. 경통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통증 감

소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기능장애 측면에서

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Kjellman 등,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증과 더

불어 경부의 기능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켰다.

경부기능장애지수는 타당성 있는 평가 도구로 검사-재

검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Vernon, 1991).

통증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증과 가장 관계

깊은 부분은 목 부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우울

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통에 이

환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ajala

등, 1995). Leclerc 등(1999)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경통

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우울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

여 수정된 Zung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과거에는 경통에 대한 운동치료의 효과를 분명히 설

명하고 있는 연구가 매우 부족하였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Aker 등(1996), Gross

등(2000), 그리고 van der Heijden 등(1997)은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이 경부 통증에 대해 자세한 평가를 시행하

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의 효과를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경통에 대

한 운동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몇몇 연구들이 발표되

었다. Randlov 등(1998)과 Taimela 등(2000)은 무작위

적 방법으로 대상자를 구분한 대조군 연구를 통해 만성

경부 병변환자들에게 운동치료 및 가정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 Bronfort 등(2001)은 만

성 경통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 도수치료(spinal ma-

nipulation)만을 사용한 군,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함

께 사용한 군, 그리고 메덱스를 이용하여 운동을 시행

한 군을 1년의 추적 관찰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모든

치료방법들에서 환자의 증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다른 군 보다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를 함께 사용한 군에서 치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Hoving 등(2002)은 근육과 관절

의 가동화 기법과 안정화 운동을 사용하여 치료한 군,

능동적 근력 강화 및 유연성 운동과 자세/기능 훈련을

적용하여 치료한 군,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전문가들에

게 치료받은 군을 6주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근육

과 관절의 가동화 기법과 안정화 운동을 사용하여 치료

한 군이 다른 두 군보다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고 하였

다.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

부 등척성 운동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을 사용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증이 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p<.05). 군 간에 통증상사척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

아 임상적인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

지만 짧은 연구기간과 많지 않은 대상자 수를 고려해볼

때 경추부 안정화 운동이 경통 환자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퇴원 후 1개월에 측정된

경부기능장애지수는 대조군과 경부 등척성 운동군에 비

해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경부기능장애지수는 5점 이상의 차이

가 있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

주된다(Strastford 등, 1999). 본 연구에서 퇴원 후 1개

월에 측정된 대조군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의 경부기

능장애지수의 점수가 7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대조군에 대한 경추부 안정화 운동의 임상

적인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경부 통증 및 기능장애에 대한 능동적 근육 훈련

과 물리치료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Jordan 등(1998)

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 군 간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통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경부 등척성 운동군은 퇴원 시 측정된 통증

정도가 입원 시보다 감소하였지만 퇴원 후 1개월에 다

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통증 정도의 증가는 대조군에

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추부 안정화 운

동군에서는 퇴원 시보다 더욱 감소되었다. 이에 대한

사후 검정 결과 대조군과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에서 통

증 정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 기능장애 정도와 우울도 점수에서 대조군과 경부

등척성 운동군은 입원 시보다 퇴원 후에 많은 향상이

있었으나 퇴원 후 6개월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에

경추부 안정화 운동군에서는 퇴원 시 향상된 정도가 퇴

원 후 6개월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세 군 간에 측정시기에 따른 경부 기능장애 정도와 우

울도 점수의 변화 양상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개월의 추적 관찰 기

간까지만 시행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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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추적 관찰하였다면 측정 시기에 따른 각 측정값들

의 변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러한 결과는 능동적 치료군과 보존적 치료군을 구분하

여 6주 동안 추적 관찰한 후 신체 증상을 비교하였던

Schnabel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통 환자의 운동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단기

간의 효과를 측정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

료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Levoska와 Keinänen-Kiukaanniemi, 1993; Takala 등,

1994; Viljanen 등, 2003). 그러나 실제로 장기간의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이 많이 있

고, 이러한 것들은 대개 연구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

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 결과를 분명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Kjellman과 Öberg, 2002).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할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에 영

향을 미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자가 입원한 순서

대로 치료군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무작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가 여성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남

자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세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추적 관찰기간을 포함하여 약 6주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장기

간의 치료 효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일반화시키고 치료에 대한 효과

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통환자의 치료에 대한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시키며, 또한 일상생활동작, 삶의

질, 그리고 비용-효율성 분석 등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

적인 문제들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발병 후 6개월 이상된 만성 경통을 호소

하는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등척성 운동 및 안정화

운동을 포함하는 운동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성 경

통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운동치료가 전통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 보존적 치료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경부에 관계된 두 가지 운동형태 중 경

추부 안정화 운동이 증상 완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만성 경부 통증 환자들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치료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치료가 정확히 처방되어져야 할 것이며,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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