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5년 22권 1호 58-68 ISSN (Print) 1225-8962, ISSN (Online) 2287-982X

Phys Ther Korea 2015;22(1):58-68 http://dx.doi.org/10.12674/ptk.2015.22.1.058

- 58 -

Ⅰ. 서론

경부와 상승모근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성인들에게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Croft 등, 2001; Hill 등,

2004). 최근 업무와 관련된 경부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사용량이 많은 근로자에게 두드러지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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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lower trapezius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on pain,

neck disability index (NDI), cervical range of motion (ROM), and lower trapezius muscle strength in

patients with unilateral neck pain. Following baseline measurements, the subjects (N=40) with unilateral

neck pain were randomized into one of two 5 weeks exercise intervention groups: a experimental group

(EG, n1=20) that received strength training of the lower trapezius muscles or a control group (CG, n2=20)

that received routine physical therapy program. Each group participated in the intervention for 30 minutes,

3 times a week, for 5 weeks. All participants performed 2 repetitions of each intervention per day. The

numeric pain rating scale for pain, NDI, ROM, and lower trapezius strength were recorded both pre- and

post-intervention for both groups. Paired t-tests were used to determine significant changes

post-intervention compared with pre-intervention and independent t-tests were used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he 2 groups. After the 5-weeks intervention, both groups experienced

significantly decreased pain and disability level (p<.05) and significantly increased cervical flexion,

extension, lateral flexion, and rotation ROM (p<.05). The EG that received strength training of the lower

trapezius muscles showed greater improvements in pain and functional disability level, cervical rotation,

and lower trapezius strength than the CG (p<.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lower trapezius

strengthening exercises reduce neck pain and neck disability level and enhance cervical ROM and lower

trapezius strength level in patients with unilateral ne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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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Cook 등, 2000; Korhonen 등, 2003). Cagnie

등(2007)의 연구에서 12개월 동안 512명의 사무직 근로

자 중 45.5%가 경부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 경부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

출을 발생시키고 있다(Ferrari와 Russell, 2003).

경부통 환자들은 통증과 함께 근육의 경직감과 긴장

과 같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한다. 경부통 환자들의

주된 임상 증상에는 경부통증과 기능장애, 관절가동범

위 제한과 경부 근육의 약화가 있으며 경부관절가동범

위는 경부의 관절과 연부조직의 가동성을 확인하는 대표

적인 측정방법으로 회전의 제한은 다른 방향과 비교하여

더 심각한 수준의 기능장애를 보인다(Olson 등, 2000).

경부통 환자의 생체역학적인 기전을 연구하는 임상

가들은 장기적인 상승모근의 과활성화와 단축이 하승모

근의 약화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자세의 적응성 변화와

통증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Janda, 2002; Jull 등,

1999). 경부통과 경부성 두통(cervicogenic headache)을

호소하는 사람에서 견갑흉부 불균형이 확인되며, 증상

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경부성 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서 상승모근이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ull, 2002;

Jull 등, 1999). Petersen과 Wyatt(2011)는 편측 경부통

이 있는 환자의 하승모근 근력과 경부통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경부통이 있는 쪽 하승모근 근력이 반대

쪽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적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견갑흉부에서의 근육불균형은 상승모근이 단축되고

하승모근이 약해질 때 발생된다고 제시되고 있으며, 상

승모근 근력에 대한 하승모근 근력의 비율을 향상시키

는 운동은 이러한 근육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견갑흉

부자세를 향상시킨다고 제시되고 있다(Cools 등, 2007).

Cools 등(2007)의 연구는 견갑흉부에서 근육불균형을

보이는 근육의 약화된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중

재를 근육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Jull 등(2008)과 Mottram 등(2009)은

하승모근 조절을 강조하는 견갑골 교정 운동을 견갑골

위치감각의 변화를 보이는 경부통 환자를 위한 중재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경부통과 관련된 견갑골의 적응

성 자세변화와 조절능력 소실의 원인으로 하승모근 근

력의 약화와 협응력의 손상이 제시되었으나, 하승모근

의 근력 변화와 임상적인 결과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고, 하승모근 강화운동이 경부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

승모근 약화를 보이는 편측 경부통 환자에 적용한 하승

모근 강화운동이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하승모근 근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승모근 강화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중재 전후에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경부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하승모근 근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중재 전후의 경부 통증, 기

능장애, 경부 관절가동범위, 근력의 변화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B병원에 내원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비특이성 경부통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경부통이 편측

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자, 경부기능장애지수가 15

점 이하인 자, 경부 근력 검사 결과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와 동측의 하승모근 근력이 반대측에 비해 최소 4 N

이상 차이가 나는 자를 선정하였다(Petersen과 Wyatt,

2011). 연구대상자의 제외조건은 다음과 같다. 경부통이

중앙이나 양쪽에서 나타나는 자, 방사통을 경험하는 자,

척추부위에 수술을 받은 자는 제외하였다. 전체 75명의

대상자 중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조건에 맞는 40명을 선

별하고, 무작위로 두 군 즉, 하승모근 근력강화운동군

(실험군, 20명)과 중재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20명)으

로 배정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과 절차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을 시행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구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1040647-

201306-HR-016-01).

2. 실험절차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사전검사로 통증과 기능장애수

준, 경부의 관절가동범위와 하승모근의 근력을 평가하

고, 5주간의 중재 후에 동일한 변수의 사후검사를 받았

다. 사전검사 후 하승모근 근력강화운동군에는 하승모

근 근력강화운동을 시행하였고, 대조군은 일반적인 물

리치료만을 적용하였다. 두 군 모두에 일반적인 통증치

료와 함께 네발기기 자세에서 경부의 신전 및 굴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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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운동을 시행하였다. 중재는 연구대상자가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회 치료실에 방문하여 5주간 총 15회

를 시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이 경부

통과 관련된 다른 중재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하루에

두 번 각각의 운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3. 중재방법

가. 하승모근 근력강화운동 프로그램

하승모근의 근력강화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은 수정된

엎드린 코브라 운동과 단계별 승모근 운동, 벽-활주 운

동과 양쪽 견관절 외회전 운동으로 총 4가지 운동방법

으로 구성하였다. 이 운동들은 실험군에게만 적용하였다.

(1) 수정된 엎드린 코브라(modified prone cobra;

MPC) 운동

MPC 운동은 Arlotta 등(2011)의 근전도 연구에서 하승

모근 근력 검사 및 운동자세로 제안된 동작이다. 실험자는

이 운동을 상승모근의 보상작용 없이 하승모근을 충분히

수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10회 1세트로 3세트씩 하루

에 두 번 시행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치료용 침상에 양

팔을 옆에 두고 엎드린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한다. 가슴을

벤치에서 10 ㎝정도들어올린후견갑골을등뒤와아래로

조여 10초간유지한후가슴을내리고휴식한다(Figure 1).

(2) 단계별 승모근(trapezius muscle exercise pro-

gression; TMEP) 운동

TMEP 운동은엎드린자세에서상지의자세로저항을점

진적으로 변화시키며 상승모근과 후삼각근의 보상작용 없이

하승모근을 집중 강화시키는 운동이다(Sahrmann, 2001).

이 운동은 다음의 3단계로점진적으로 지도하였고 10회 1세

트로 3세트씩 하루에 두 번 시행하였다. 1단계는 상완부를

머리 위의 대각선 방향으로 두고 양손을 머리위에 둔 상

태에서 견갑골을 후인 및 내전하고 팔꿈치를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한 후 팔꿈치를 내리도록 하였다

(Figure 2A). 2단계는엎드린자세에서상완을 머리위에대

각선 방향으로 두고 팔꿈치를 90° 굴곡한 상태에서 견갑골

을 후인 및 내전하고 팔을 천정을 향해 들어올려 10초간 유

지한 후 내리도록 하였다(Figure 2B). 3단계는 엎드린 자세

에서 상완을 머리위의 대각선 방향으로 두고 팔꿈치를 완전

히 편 상태에서 견갑골을 후인 및 내전하고 팔을 천정을 향

해들어올려 10초간유지한후내리도록하였다(Figure 2C).

A B

Figure 1. Modified prone cobra exercise
(A: starting position, B: finish position).

A

B

C

Figure 2. Trapezius muscle exercise
progression [A: progression 1 (short lever
arm), B: progression 2 (middle lever arm),
C: progression 3 (long lever arm), (left:
starting position, right: finis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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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활주(wall-slide; WS) 운동

WS 운동은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하

승모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Sahrmann, 2001). 이 운동

은 10회 1세트로 3세트씩 하루에 2번 시행하였다. 시작자

세는 대상자가 벽에 등을 대고 선 상태에서 견관절을 90°

외전과 외회전하고 팔꿈치를 90° 구부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상승모근의 보상작용 없이 하승모근을 수축한 상태

로 허리, 팔꿈치와 손목을 벽에 유지하고 손을 위를 향해

들어 올렸다 원래 자세로 복귀하도록 하였다(Figure 3).

(4) 양쪽 견관절 외회전(bilateral shoulder external

rotation; BSER) 운동

BSER 운동은 McCabe 등(2007)의 근전도 연구 결과

상승모근의 활성은 최대한 억제되고 하승모근을 선택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10회 1세트로 3세트씩 하루 2번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척

추를 중립위치로 하고 서서 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주

관절을 90° 구부린다. 엄지손가락은 위를 향하도록 한 상

태에서 견갑골을 후인 및 후방 경사시키고 양쪽 견관절

을 외회전하여 10초간 유지한다. 이후 상승모근의 방해

없이 하승모근을 충분히 수축할 수 있게 되면 외회전을

1회 4초의 리듬으로 2초간 구심성, 2초간 원심성 수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항의 양을 중등도의 강도로 10회를

반복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

색 순서로 탄력밴드를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각 세트 사

이에는 30초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Figure 4).

나. 경부 신전, 굴곡, 회전(cervical extension, flex-

ion, rotation; CEFR) 운동

CEFR 운동은 네발기기자세에서 경부 굴곡근과 신전

근의 수행력을 증진시키는 운동방법이다(Sahrmann,

2001). 이 운동은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각각의 운동은 10초씩 10회 반복하였다. 네발기기자세

에서 경부 신전은 중립위치에서 약간 신전하여 과도한

두개경부 신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Figure 5A)

경부 굴곡은 하부 경추가 과도하게 굴곡되지 않도록 유

지하고 시행하였다(Figure 5B). 회전운동은 경추의 중

립위치에서 시작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통증이 없는 범

위에서 가능한 한 멀리 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10초간

그 자세를 유지한 후 반대방향으로 회전 운동하여 10회

반복하였다(Figure 5C). 이때 어떠한 종류의 비트는 움

직임도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하였고 각각의 동작에서

통증을 느낄 경우 움직임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 운

동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다. 경부 굴곡근의 근지구력-근력(endurance-strength

training for the neck flexor; EST) 운동

EST운동은 경부 굴곡근의 근지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점진적 저항운동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McArdle 등, 1996). 대상자는 머리를 편안하게 하고

누운 자세에서 상부 경추가 중립을 유지하는 동안 경추

굴곡이 일어나도록 머리를 들어 올리고 증상이 나타나

지 않는 한 최대가동범위로 천천히 움직였다. 점진적으

로 저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자세와 웨이트를 사용하였

고, 운동과정은 2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그들이 12회를 들 수 있는 무게

(12 RM)를 가지고 12회 반복을 수행하고 점진적으로

15회 반복하여 이 수준을 2주간 지속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하루 한번 초기 12 RM 무게를

15회 반복하여 3세트 수행하였고 각 세트 사이에 1분간

A B

Figure 4. Bilateral shoulder external
rotation exercise (A: starting position, B:
finish position).

A B

Figure 3. Wall-slide exercise (A: starting
position, B: finis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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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휴식을 취하였다(Figure 6). 두 번째 단계에서 15회

반복을 쉽게 성취하는 경우 환자의 이마에 .5 ㎏씩 증

가하여 모래주머니를 적용하였으며, 운동은 3주간 지속

하였다. 만약 대상자가 지면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 수행하지 못하면 경부 굴곡근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웨지를 사용하여 상체를 수평면

에서 올려주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운

동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모두 적용하였다.

4. 측정도구 및 방법

가. 통증 수준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11점 수치통증평가척도

(numeric pain rating scale; NPRS)를 사용하였다.

NPRS 척도는 0점에서 10점 범위이고, 점수가 낮아질수

록 통증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이 평가도구의 검사-재

검사 신뢰도의 급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값은 .95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값은 .88로 제시된 바 있다(Herr 등, 2004).

나. 경부기능장애 수준

한국판 경부기능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설문지를 사용하여 경부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였다.

NDI는 10개의 항목으로 되어있고 총 점수는 50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장애의 정도가 낮은 것이다. 이

평가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ICC값은 .93으로, 크

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 값은 .82로 제시된 바 있

다(Song 등, 2009).

다. 경부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측정

경부의 ROM 측정은 두 개의 경사계(Universal

Inclinometer, 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Lindstrom, USA)를 사용하였다. 경사계는 액체로 채워

진 각도기 내부의 중력에 반응하는 바늘이 관절의 각도

(°)를 표시하는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의 검사자내 신뢰

도의 ICC값은 .97로, 검사자간 신뢰도의 ICC값은

.89(Bush 등, 2000)로 제시된 바 있다.

라. 하승모근 근력 측정

Kendall 등(2005)이 기술한 근력검사방법에 따라 전

자식 근력계(MicroFET2, Hoggan Health Industry,

Salt Lake, USA)를 이용해 하승모근의 근력(newton)을

측정하였다. 전자식 근력계는 근력을 평가하는 타당한

방법으로 높은 측정자간, 측정자내 신뢰도가 입증되어

있다(DiVeta 등, 1990). 검사자는 대상자의 경부통증과

우세손의 방향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

근력 검사 값을 각 상지에서 두 번씩 측정하였고, 각각

의 시도 사이에 30초간의 휴식을 취하였다. 자료 분석

을 위하여 두 번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5. 분석방법

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통계프

A B C

Figure 5. Cervical extension, flexion, rotation exercise-quadruped position (A: cervical extension,
B: cervical flexion, C: cervical rotation).

A B

Figure 6. Endurance-strength training for
the neck flexor (A: starting position, B:
finish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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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들의 정규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군내 전후 비교를 위하

여 대응표본 t-검정을,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

의 평균연령은 32.4세였고, 대조군은 29.3세였다. 실험군

의 평균 신장은 164.0 ㎝이었고, 대조군은 165.0 ㎝이었

으며, 실험군의 평균 체중은 59.5 ㎏, 대조군은 60.3 ㎏

이었다. 편측 경부통 증상은 실험군이 오른쪽 17명 왼

쪽 3명이었고, 대조군은 오른쪽 16명 왼쪽 4명이었다.

모든 변수에서 두 군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두 군의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과 기능장애수

준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에 통증과 기능장애수준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그러나 두 군 모두

중재 전후에 통증과 기능장애수준은 모두 유의하게 감

소하였고(p<.01), 실험군에서 통증과 기능장애수준이 더

큰 감소를 보였다(p＜.05).

3. 두 군의 중재 전후에 관절가동범위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경부 관절가동범위는 모

든 방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에 굴곡과 신전, 좌우측 측방굴

곡 그리고 회전에서 유의한 관절가동범위의 증가를 보였다

(p<.05). 중재 전후에 좌우측 회전 관절가동범위의 변화량은

Variables Experiment (n1=20) Control (n2=20) t p

Age (year) 32.4±5.4a 29.3±5.6 1.812 .078

Height (㎝) 164.0±8.6 165.0±7.3 .396 .694

Weight (㎏) 59.5±9.4 60.3±9.6 .283 .778

Symptom duration (month) 5.2±1.5 4.3±1.1

Symptoms side (right/left) 17/3 16/4

Dominant hand (right/left) 17/3 18/2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

Variables Experiment (n1=20) Control (n2=20) t p

NPRSa

(point)

Pre 4.52±.45b 4.57±.53 .321 .750

Post 1.77±.51 2.27±.41 3.413 .002

Diff 2.75±.54 2.30±.54 2.121 .040

t 22.801 19.060

p .000 .000

NDIc

(%)

Pre 21.34±5.01 22.18±4.21 .570 .572

Post 8.80±3.43 14.12±2.90 5.303 <.001

Diff 12.54±3.97 8.06±2.93 4.073 .002

t 14.146 12.313

p .000 .001
anumeric pain rating scale, bmean±standard deviation, cneck disability index.

Table 2. Comparison of numeric pain rating scale and neck disability index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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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5), 굴곡과 신전, 좌·

우측측방굴곡가동범위의변화량은두군간에차이가없었다.

4. 두 군의 중재 전후에 하승모근 근력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하승모근의 근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중재 전후에 두 군 모두 하승모

근의 근력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 두 군간에 중

재 전후의 하승모근 근력에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Ⅳ. 고찰

본 연구는 하승모근의 약화를 보이는 편측 경부통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승모근 강화운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5주간의 중

재를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평가를 위해 통

증수준과 경부 기능장애수준 그리고 경부 관절가동범위

와 하승모근의 근력을 측정하였다. 하승모근 강화운동

군과 대조군간에 중재 전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

Variables Experiment (n1=20) Control (n2=20) t p

Flexion Pre 37.50±3.54a 36.80±3.75 .606 .548

Post 41.70±4.41 40.60±4.26 .802 .428

Diff 4.20±2.59 3.80±2.42 .505 .616

t 7.259 7.025

p .000 .003

Extension Pre 56.60±3.44 55.80±4.05 .674 .505

Post 61.20±2.63 60.80±2.86 .461 .648

Diff 4.60±3.19 5.00±3.28 .391 .698

t 6.458 6.824

p .013 .002

Side bending

(left)

Pre 38.70±5.20 36.70±4.95 1.245 .221

Post 42.10±4.88 40.30±4.32 1.236 .224

Diff 3.40±2.68 3.60±3.08 .219 .828

t 5.667 5.219

p .000 .005

Side bending

(right)

Pre 38.60±4.77 37.10±4.96 .974 .336

Post 42.20±4.81 40.30±4.12 1.342 .187

Diff 3.60±2.11 3.20±3.40 .447 .658

t 7.621 4.213

p .001 .021

Rotation

(left)

Pre 59.30±8.44 58.30±6.17 .428 .671

Post 67.80±6.42 61.80±6.39 2.963 .005

Diff 8.50±6.15 3.50±2.50 3.367 .002

t 6.179 6.254

p .000 .002

Rotation

(right)

Pre 59.00±10.15 58.10±6.79 .330 .743

Post 67.70±6.23 62.00±6.62 2.804 .008

Diff 8.70±6.75 3.90±3.28 2.860 .008

t 5.762 5.325

p .001 .000
a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Comparison of cervical range of motion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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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증과 기능장애수준은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유의

하게 감소하였고(p＜.05), 대조군에 비해 하승모근 강화

운동군에서 더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5). 경부의

관절가동범위는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모든 방향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p＜.05), 두 군간에는 양측 회전

에서 실험군이 더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1). 하승

모근의 근력은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p＜.05),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유의한 증가

를 보였다(p＜.01).

경부통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근육 조절기능의 변화

이다. 승모근이나 견갑거근과 같은 견갑흉부 근육군은

경추의 역학적 기능과 복잡한 관련이 있고 경부의 근위

부에 부착되어 있어 견갑대로부터 통증에 민감한 경부

구조까지 부하를 가중시킬 수 있다(Behrsin과 Maguire,

1986; Johnson 등, 1994). 손상된 견갑흉부근육의 조절

기능은 경부통의 시작 또는 지속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경부통의 발생은 견갑흉부 근육군의 조절기능

손상에 기여할 수 있다(Hodges와 Tucker, 2011). 견갑

흉부근육의 조절 기능은 경부통 환자의 임상적 관리에

서 매우 중요하다(Jull 등, 2008; Sahrmann 등, 2001).

견갑흉부근육의 기능부전에 관한 연구는 견관절 충

돌증후군이나 관절 불안정과 같은 견관절 질환 환자가

주 대상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견갑흉부근육의 불균형과

생체역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견갑흉부 기능부전

에 관한 연구에서 견관절 질환 환자군은 변화된 견갑골

위치와 견갑흉부근육의 활동을 보이며(Cool 등, 2003;

McClure 등, 2004), 이는 임상적으로 경부통 환자에서

관찰되는 견갑골의 위치와 견갑흉부근육의 활동과 유사

한 결과를 보인다(Kibler와 McMullen, 2003). 임상적으

로 견갑흉부에서 발생된 근육의 불균형은 상승모근이

단축되고 하승모근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경부통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하승모근 근력과

근지구력의 약화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Janda, 2002;

Jull, 2002). 편측 경부통 환자의 하승모근 근력을 연구

한 Petersen과 Wyatt(2011)의 연구에서는 경부통 발생

측과 반대측에 하승모근의 근력을 비교한 결과 경부통

발생측이 평균 3.9 N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견갑흉부근육의 불균형을 보이는 견관절 질환 환자

를 대상으로 약화된 하승모근 근력을 증진시키는 운동

방법은 견갑흉부근육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견갑흉부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나(Reinold

등, 2009) 견갑흉부근육의 불균형을 보이는 경부통 환

자에게 약화된 하승모근 근력을 증진시키는 중재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편측 경부통이 있는 대상자

를 하승모근 강화운동을 적용한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

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5주간의 중재를 적용한 결과 중

재 후 실험군의 통증 감소율은 60.84%(2.75점)로 대조

군이 50.32%(2.30점) 감소한 것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

한 최소차이는 변화율 15%로 두 군 모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의 감소를 보였다(Salaffi 등, 2004). 중

재 후 하승모근 강화운동군의 경부기능장애지수 감소율

은 58.76%로 대조군이 36.33% 감소한 것에 비해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비특이성 경부통 환자에서 임상적으

로 중요한 최소 차이는 7%로 두 군 모두 임상적으로 의

미 있는 기능장애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Pool 등, 2007).

중재 후 경부 관절가동범위의 변화는 실험군이 좌측

회전에서 14.3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조군은 6%의

Variables Experiment (n1=20) Control (n2=20) t p

LTa

(left)

Pre 25.86±4.88b 24.42±5.92 .838 .407

Post 30.03±4.33 24.90±5.82 3.161 .003

Diff 4.17±3.11 .48±.98 5.064 <.001

t 5.998 2.200

p .010 .040

LT

(right)

Pre 21.37±3.87 20.53±4.24 .650 .520

Post 29.04±5.10 21.67±3.85 5.153 <.001

Diff 7.67±4.84 1.14±0.86 5.945 .002

t 7.092 5.910

p .000 .001
alower trapezius, b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omparison of lower trapezius muscle strength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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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보였고, 우측회전에서는 하승모근 강화운동군

이 14.7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조군은 6.71%의 증

가율을 보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부의

굴곡과 신전 및 좌우 측방굴곡 관절 가동범위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재 후

경부 관절가동범위는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는 회

전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나 굴곡과 신전 및 측방굴

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시행한 후 경부의 관절가동범위

가 회전과 굴곡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신전과 측방

굴곡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기존의 연구(Kim 등,

201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경부통이 없는 대상자

에 비해 경부통 환자의 경부 회전 관절가동범위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는 Johnston 등(2008)의 연구를 통해

경부 회전 관절가동범위의 증가는 임상적으로 경부통

증상의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재

후 좌측 하승모근 근력의 변화는 하승모근 강화운동군

의 증가율이 16.13%로 대조군이 1.97%의 증가율을 보

인 것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우측 하승모근 근력의

변화도 하승모근 강화운동군의 증가율이 35.89%로 대

조군의 증가율이 5.55%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이는 중재 후 하승모근 강화운동군에서

유의하게 하승모근 근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이며 좌우

하승모근의 근력이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편측 경부통이 있

는 환자군에서 좌우의 하승모근 근력을 비교하여 하승

모근 근력 약화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

에 경부통 환자에서 나타나는 하승모근 근력약화의 기

준을 절대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중재의 효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측정과 중재를 실시한

실험자를 맹목(blindness)하지 못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

부통 증상이 있는 실험군과 무증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승모근 근력을 평가하여 하승모근의 약화를 확인하고

하승모근 강화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하승모근의 약화를 보이는 편측 경부통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승모근 강화운동이 편측 경부

통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5주간의 하승

모근 강화운동 중재 후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경부의

관절가동범위와 하승모근 근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경부관절가동범위와 하승모근

근력에서 통계적으로 중재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하승모근 강화 운동이 편측 경부통 환자의 통

증과 경부기능장애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

절가동범위와 하승모근의 근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편측 경부통 환자의 물리치

료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임상에서

경부통 환자의 치료 시에 하승모근의 근력을 참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하승모근 근력강화운동을 병행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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