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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양한 경부통 중에서 기계적인 경부 통증

(mechanical neck pain)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움

직임 또는 유지된 경부 자세에 의하여 악화되어질 수

있는 일차적으로 후두골에서부터 견갑골 내측 영역에

한정된 통증을 말한다(Ahn 등, 2007). 보통 발병 후 4

주 이내를 급성 단계라고 하며(Binder, 2007),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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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the joint mobilization technique to the level of segments with

pain and to the level of segments with hypomobility respectively and compare the immediate effects of

the joint mobilization technique on the pain, the active cervical range of motion (ROM), and treatment

satisfaction of patients with acute mechanical neck pain. After the baseline assessment, forty-two patients

were randomized into two groups: a painful group (n1=21) that received 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painful cervical spine level and a hypomobile group (n2=21) that received 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hypomobile cervical level. The patients received an intervention that applied unilateral posterior-anterior

gliding for 5 minutes and two repetitions of 10 times of active extension motion with distraction. In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the painful group and the hypomobile group were improved significantly in all

pain variables (p<.001), while the painful group was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active cervical flexion

(p<.001), extension (p<.001), left side-bending (p<.01), right side-bending (p=.001), left rotation (p<.001),

and right rotation (p<.001). The hypomobile group was significantly improved in active cervical flexion

(p=.001), extension (p<.001), left side-bending (p<.05), right side-bending (p=.001), left rotation (p=.001),

and right rotation (p<.01) after intervention. In the Mann-Whitney U te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y of the dependent variables after the intervention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painful group was slightly superior to the hypomobile group in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ight lateral

flexion ROM and treatment satisfaction. These outcomes suggest that the cervical joint mobilization may

be applied to either the level of painful segments or the hypomobile segment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cute mechanical ne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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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징은 통증과 함께 활동의 제한을 동반하는 점

차적으로 그 발생 빈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질환이다

(Hoy 등, 2010). 기계적인 경부통의 병리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척추돌기관절이나 척추 구상관

절, 추간판, 신경 조직, 근육의 기능장애, 인대 등을 포

함한 다양한 구조들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알려졌다

(Bronfort 등, 2001). 기계적인 경부통의 원인 중 약

64% 정도가 척추돌기 관절의 기능장애로 인해 유발되

며(Aprill과 Bogduk, 1992), 척추돌기관절의 저가동성

특성을 보인다(Hurwitz 등, 1996).

도수치료는 기계적인 경부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물

리치료사들에 의하여 주로 사용되어지며 그 중 척추 교

정(manipulation)과 관절가동술(mobilization)은 척추관

절의 기능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들이다(Gross 등, 2002). 관절가동술은 척

추돌기관절의 가동범위 내에서 관절에 작거나 큰 진폭

과 느린 속도로 반복적이고 율동적인 수동적 움직임을

가하여 통증과 관절가동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

어진다(Kim, 1996; Maitland 등, 2005). 도수교정은 척추

관절에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움직

임의 제한 범위를 넘어 작은 진폭과 빠른 속도의 움직임

을 가하는 기법이며, 관절가동술과 유사한 목적으로 사

용된다(Maitland 등, 2005). 이전에 이 두 가지 치료기법

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그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urwitz 등, 2002). 도수교정과

비교하여 관절가동술은 치료 후 수 시간 이내에 발생하

고 24시간 이내에 거의 사라지는 국소 불편감, 두통, 권

태로움, 현기증, 메스꺼움과 같은 반응에서부터 추골동맥

의 절단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와 위험부담이 더 적

다고 하였다(Ernst와 Canter, 2006; Hurwitz 등, 1996;

Senstad 등, 1997). 따라서 관절가동술은 척추돌기관절의

치료에 보다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대부분의 도수치료사들은 수동적인 부수적(accessory)

관절가동 검사를 통하여 저항의 질, 통증의 재현 그리

고 촉진을 통해 긴장도가 증가된 분절들을 찾아 해당

관절부위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Hing 등,

2003; Jull 등, 1988). 이전의 증상을 나타내는 척추분절

과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 각각 관절가동술을 적용하

고 통증과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들에서

는 대부분 두 적용방법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고 보고하였다(Aquino 등, 2009; Kanlayanaphotporn

등, 2009; Schomacher, 2009). 또한 경추부에서 멀리 떨

어진 흉추부에서의 관절가동술이나 도수교정이 경부 기

능장애수준의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Dunning 등, 2012). Kulling 등(2004, 2007)은 특

정한 분절에 적용한 후전방 가동술이 인접한 분절들의

움직임을 동시에 유발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들

결과들은 대부분의 연구들과 임상가들이 관절가동술을

적용할 때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한 분절에 적용하는 방

법들(Hing 등, 2003; Jull 등, 1988; Maitland 등, 2005)과

다르게 특정한 분절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

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임상적 실행과 연구들에서

토론의 여지가 많아 관절가동술을 적용할 때 통증과 움

직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분절을 선택하는 것

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는 급성 기계적 경부통 환자들에게 정

형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가장 통증이 발생되는 분절과

가장 관절 가동성이 제한된 분절에 각각 관절가동술을

실행하고 그 적용 분절 위치에 따라 통증과 가동범위의

개선과 치료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임상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발병 기간이 4주 이내인 급성 경부통이

있는 4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Binder, 2007).

급성 경부통을 가진 대상자들 중에서 선별 검사를 통하

여 경부의 통증이 휴식 시, 경부의 신전과 회전 시에

유발되는 환자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

은 일차적인 경부통이 후두골 상항선에서 경추 후부와

견갑골 내측에 있고 유지된 자세나 움직임에 의해서 팔

까지 통증이 확산되거나 확산되지 않는 기계적 경부통

을 나타내는 환자들이었다(Ahn 등, 2007). 또한 임상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위하여 경부통의 강도가 시각적 상

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에서 20 ㎜ 이상인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Ostelo와 de Vet, 2005). 대상자

들은 만약 이전에 경추의 골절과 심한 외상, 목 수술 병

력, 경추의 불안정성, 추골 동맥 이상, 방사병리

(radiculopathy), 감염, 암, 류마티스 관절염, 척수 또는

마미의 질환, 뇌졸중의 병력이 있으면 제외되었다.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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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측정을 위한 검사들을 받았다. 연구대상자들은 연

구책임자로부터 연구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였다. 이 연구는 대전대학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0647-201412-HR-010-03).

2.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들의 경부 통증과 능동 관절가동범위는

중재 전에 평가되었다. 또한 중재할 분절을 선택하기

위하여 수동 부수적 추간관절가동성 검사(passive ac-

cessory intervertebral movement test)를 실행하였다.

검사를 위하여 대상자들은 천정을 향하여 머리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치고 중립 자세로 누웠다. 치료사는 환

자의 머리 위쪽을 마주대하고 서서 C2에서 C7 사이의

척추돌기 관절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쪽

손의 검지(index finger)의 끝(감지 손가락)을 관절 기

둥(articular pillar) 위에 놓고, 반대쪽 손의 검지의 끝

(움직임 유발)을 검사측 검지 위에 겹쳐 놓았다. 검사자

는 움직임 유발 손가락을 전상방으로 움직이면서 감지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뻣뻣함과 저항감과 통증의 유발을

평가하였고 동측의 반대쪽과 그리고 다른 분절과의 상

대적인 차이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두 손가락을

중앙의 극돌기 위에 겹쳐 놓고 중앙 후전방 움직임을

평가하였다(Hing 등, 2003). 관절가동성 검사를 통하여

움직일 때 증가된 저항과 함께 증상이 유발되거나 촉진

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가장 증상이 유발되는 분절과 또

한 통증의 발생 없이 움직임이 가장 제한된 분절을 찾

고 중재를 위하여 기록하였다. 사전 평가와 관절가동성

검사 후에 연구대상자들은 무작위 배정 방법을 통해 관

절가동술을 가장 통증이 발생되는 분절에 적용할 군(통

증군)과 저가동 분절에 적용할 군(저가동군)으로 배정

되었다. 군 배정 후에 대상자들은 의자나 치료 침대에

두발을 바닥에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고관절과 슬관절

을 각각 90° 정도로 굴곡하고 허리와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았다. 치료사는 대상자들의 휴식 시나 움직일 때 통

증이 나타나는 쪽에 대해 통증군은 가장 통증이 유발되

는 분절에 그리고 저가동군은 가장 움직임이 제한된 분

절에 편측 후전방 가동술을 적용하였다. 후전방 가동술

은 30초를 적용하고 10초간 휴식하였으며, 총 10번을

반복하였다. 후전방 가동술 후에 동일한 자세에서 신연

을 동반한 능동적인 신전 움직임을 실행하였으며, 10번

을 실행하고 30초를 휴식하였으며 총 2회를 실행하였

다. 중재를 적용할 분절을 찾기 위한 후전방 관절가동

성 검사는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과 가장 가동성이

제한된 분절을 찾기 위하여 2회 이상 검사하여 일치하

게 나타나는 분절을 선택하였다. 중재의 결과를 평가하

기 위한 모든 측정들은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이

전의 유사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3년 임상 경

력을 가진 한 명의 치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하였

으며, 모든 측정은 2번의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그 평

균값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중재 방법

가. 통증군

통증군에게는 가장 통증이 발생되는 척추 분절에 관

절가동술을 실행하였다. 대상자들은 침대의 한 쪽이나

의자에 똑바른 자세를 취하고 앉고 치료사는 치료하고

자 하는 관절의 반대쪽에서 환자를 마주 대하고 선다.

치료사는 치료할 분절을 아래 분절에 대해 위쪽 분절을

가볍게 치료할 쪽의 반대쪽으로 측방 굴곡과 회전시키

고 치료사의 한쪽 손(고정 손)의 엄지와 검지로 치료하

고자 하는 아래 분절의 추궁(vertebral arch)을 단단하

게 고정하고 반대쪽 손(가동 손)의 새끼손가락 척골측

의 중수지절 혹은 근위지절간 관절 부위를 치료하기를

원하는 분절의 관절 기둥의 뒤쪽에 단단히 고정하였다.

치료사는 준비된 상태에서 가동 손을 이용하여 척추 돌

기관절(zygapophyseal joint)과 평행하게 전방과 상방으

로 메이틀란드 등급 Ⅲ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진동

(oscillation) 가동술을 실행하였다(Figure 1A)(Creighton

등, 2011; Krauss 등, 2006). 적용은 30초 실행하고 10초

휴식을 반복하였으며, 총 10번을 반복하였다. 또한 수동

적인 지속적 관절 신연(distraction)을 동반한 능동적인 신

전 치료를 위하여 동일한 자세에서 치료할 분절 양쪽 관절

기둥의 하방에 치료사의 양쪽 손 검지손가락에 원위 지절

요골측을 단단히 고정하고 신연시키면서 동시에 대상자들

에게 머리와 목을 능동적으로 후방으로 신전하도록 하였

다(Figure 1B). 실행은 수동적인 지속 신연과 함께 10번

의 능동적인 신전을 반복하게 하고 30초 휴식을 취한 후

에 다시 반복하여 총 2회를 적용하였다.

나. 저가동군

저가동군에 대한 관절가동술은 통증군 대상자들과

동일한 자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경추에서 가장 움직

임이 제한된 분절에 적용하였다. 후-전방 가동술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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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지속 신연과 함께 능동적인 신전 움직임을 통증

군과 동일하게 반복 적용하였다.

4. 측정도구 및 방법

가. 경부통 수준

경부에서 경험하는 통증 강도는 VAS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VAS는 왼쪽 끝에 0은 통증이 전혀 없음 그

리고 오른쪽 끝에 100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

증을 나타내는 100 ㎜ 척도이다. 환자들은 치료사의 설

명을 들은 후에 자신의 휴식 시 통증, 가장 통증이 심

한 움직임 시 통증 그리고 가장 통증이 심한 사분원 움

직임 시 통증의 강도를 도표에 직접 표시하였다. VAS

는 신뢰할만하고 타당한 측정 도구라고 보고되었다

(Kelly, 2001; Ostelo와 de Vet, 2005).

나. 경부 능동 관절가동범위

경부의 능동적 관절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추부

관절가동범위 측정기(Deluxe inclinometers, 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and Mednet Technologies Inc.,

Minnesot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Figure 2).

이 장비는 시상면, 관상면, 그리고 수평면에 놓인 세 개

의 경사계와 자기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평가를 위하여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고관절과 슬관절

을 각각 약 90° 정도로 구부리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의자에 앉았다. 검사자들은 대상자들을 각각 가능한 많

이 굴곡, 신전, 좌회전, 우회전, 좌측 측방굴곡, 우측 측

방굴곡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 범위를 측정

하였다. 검사 순서는 무작위로 실행하고, 5분의 휴식 시

간을 가진 뒤 재검사하고 그 평균값을 결과에 사용하였

다. 이 검사도구는 경부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서 능

동적인 굴곡과 신전에서 각각 높은 신뢰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90∼.9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oudas 등, 1991), 좌측 측방굴곡과 우측

측방굴곡에서 각각 타당도(range=.82∼.84)가 인정된 도

구이다(Tousignant 등, 2002).

다. 치료 만족도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광역 인지 효과

(global perceived effect)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치료에 대해 환자들이 느낀 만족도를 측정하며, 측정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ICCs=.90∼.99)(Kamper

등, 2010). 보통 7점 척도로서 1은 완전하게 회복됨, 2는

많이 개선됨, 3은 약간 개선됨, 4는 변화 없음, 5는 약간

나빠짐, 6은 많이 나빠짐, 그리고 7은 상당히 나빠짐을 나

타낸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3보다 낮거나 5보다 높

은 점수일 때이다(Ostelo와 de Vet, 2005).

5.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8.0 통계프로그

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치료

만족도는 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통증과 능동 관절가동범위의 측

정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군내 중

재 전후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시행하였고, 군간 중

재 전후의 변화량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만-휘트니 유

(Mann-Whitney U)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A B

Figure 1. Unilateral postero-anterior
mobilization (A) and active extension
motion with distraction (B) on sitting
position.

A B

Figure 2. Measure of active cervical
range of motion (A) and measurement
device of cervical range of mo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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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은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경추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한 통증군이 21명(남 10명, 여 11명),

가장 가동성이 감소된 경추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

한 저가동군이 21명(남 8명, 여 13명)이었으며, 기타 일

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중재 전후에 휴식 시와 가장 통증 있는 능동 

움직임 통증수준의 비교

두 군 간에 휴식 시 통증수준에 중재 전후 비교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휴식 시에 통증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통증군과 저가동군 모두 유의한 개선

을 나타내었지만(p<.001), 두 군 사이에 중재 전후에

변화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능동적 움

직임 시에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움직임 통증수준의

중재 전후 비교는, 통증군과 저가동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다(p<.001). 그

러나 두 군 사이에 중재 전후에 변화 값은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3. 중재 전후에 가장 통증 있는 능동 사분원 움

직임 통증의 변화 비교

두 군 간에 경부의 가장 통증 있는 사분원 움직임

통증의 중재 전후 비교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통증

Variables Painful groupa (n1=21) Hypomobile groupb (n2=21)

Age (year) 39.1±14.3c 37.2±14.3

Height (㎝) 166.9±8.1 166.6±7.7

Weight (㎏) 65.7±9.9 63.5±8.7

Duration (day) 6.5±4.6 7.2±8.6
apainful group: 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painful level, bhypomobile group: 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hypomobile

level, cmean±standard deviation.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2)

Variables
Painful groupa

(n1=21)

Hypomobile groupb

(n2=21)
z p

RPc Pre 58.33±14.94d 58.80±18.76 -.103 .918

Post 33.80±14.39 34.76±17.35 -.039 .969

Change -24.52±9.86 -24.04±10.44 -.013 .990

z -4.044 -4.044

p .000 .000

PMPe Pre 74.76±10.54 72.38±12.51 -.486 .627

Post 45.71±13.16 46.66±16.45 -.038 .970

Change -29.04±9.82 -25.71±10.52 -.219 .223

z -4.036 -4.035

p .000 .000

PQPf Pre 77.61±13.47 76.90±11.12 -.257 .797

Post 47.38±16.24 48.09±14.18 -.038 .970

Change -30.23±11.12 -28.80±9.47 -.678 .497

z -4.031 -4.035

p .000 .000
a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painful level, b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hypomobile level, cresting pain,
dmean±standard deviation, emost painful motion pain, fmost painful quadrant motion pain.

Table 2. Comparison of the pain level change in pre and post experiment be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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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저가동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지만(p<.001), 두 군 간에 중재 전후

변화 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중재 전후에 능동 경부 가동범위의 변화 비교

두 군 간에 경부의 능동 가동범위에 중재 전후 비교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두 군

의 굴곡 가동범위는 통증군(p<.001)과 저가동군(p=.001)

에서, 신전 가동범위에서 통증군(p<.001)과 저가동군

(p<.001), 좌측 측방굴곡 가동범위에서도 통증군(p<.01)과

저가동군(p<.05), 우측 측방굴곡 가동범위에서는 통증군

(p=.001)과 저가동군(p=.001), 좌회전 가동범위에서 통증

Variables
Painful groupa

(n1=21)

Hypomobile groupb

(n2=21)
z p

Flexion Pre 49.79±12.07c 48.10±10.02 -.493 .622

Post 58.45±7.73 53.69±9.37 -1.740 .082

Change 8.67±6.65 5.60±6.54 -1.788 .074

z -3.790 -3.242

p .000 .001

Extension Pre 43.60±15.15 47.61±14.05 -1.146 .252

Post 63.62±11.89 63.14±9.48 -.076 .940

Change 20.02±10.31 15.52±10.57 -1.234 .217

z -3.921 -3.791

p .000 .000

Lt-SBd Pre 33.69±11.99 34.60±7.83 -.101 .920

Post 40.17±9.55 40.77±12.07 -.454 .650

Change 6.48±9.56 6.17±10.81 -.050 .960

z -2.740 -2.298

p .006 .022

Rt-SBe Pre 33.57±10.07 26.90±10.54 -1.930 .054

Post 39.21±9.71 37.36±12.76 -.353 .724

Change 5.64±5.37 10.45±12.01 -1.146 .252

z -3.325 -3.288

p .001 .001

Lt-Rotf Pre 55.61±15.21 55.80±13.35 -.328 .743

Post 68.66±8.38 68.76±12.92 -.770 .442

Change 13.04±10.31 12.95±13.20 -.139 .890

z -3.664 -3.427

p .000 .001

Rt-Rotg Pre 53.90±13.24 59.09±13.44 -.958 .338

Post 68.47±5.61 68.19±12.29 -.202 .840

Change 14.57±11.14 9.09±11.10 -1.663 .096

z -3.921 -3.095

p .000 .002
a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painful level, b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hypomobile level, cmean±standard

deviation, dleft side bending, eright side bending, fleft rotation, gright rotation.

Table 3. Comparison of the range of motion change of cervical during pre and post experimental between the

groups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5년 22권 3호 50-60

Phys Ther Korea 2015;22(3):50-60

- 56 -

군(p<.001)과 저가동군(p=.001) 그리고 우회전 가동범위

에서 통증군(p<.001)과 저가동군(p<.01)이 모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모든 방향에서 관절가동범위

의 개선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중재 후에 치료 만족도의 비교

두 군의 환자들이 치료 후에 느낀 치료 만족도에 대

한 정도의 비교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통증군과 저

가동성군 대상자 중 자신의 문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었

다고 느끼는 대상자는 각각 1명씩이었고, 많이 개선되

었다고 느끼는 대상자들이 10명, 약간 개선되었다고 느

끼는 대상자들이 10명이었다. 저가동군의 대상자들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대상자가 1명, 많이 개

선되었다고 느끼는 대상자들이 13명, 약간 개선되었다

고 느끼는 대상자들이 6명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느끼

는 대상자가 1명이었다. 중재 후에 두 군 간에 치료 만

족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Ⅳ. 고찰

이 연구는 경부의 회전과 신전 시에 통증을 나타내는

급성 기계적 경부통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가동검

사에서 통증과 가동성 제한 그리고 촉진 시 증가된 긴장을

보이는 분절과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관절가동성이 가장

감소한 분절에 각각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고 어느 부위에

적용한 관절가동술이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의 즉각적인 개

선에 우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행하였다.

관절가동술은 통증과 근육장애를 감소시키고 관절조

직의 신장성의 증가와 함께 관절가동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된다(Maitland 등, 2005; Twomey, 1992). 관

절가동술의 적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임상가의 전문

적인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실행된다(Maitland 등,

2005). 증상과 관련한 관절가동술의 적용은 증상이 경부

의 중앙 또는 양쪽에 나타나는 환자들을 위하여 경추

극돌기의 중심에서 후전방 가동술이 사용되며, 증상이

편측에 분포된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측 위의 경추 돌

기관절의 후전방 가동술을 사용한다(Maitland 등, 2005).

또한 통상적으로 관절가동술은 후전방 가동성 평가 시

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촉진 시에 긴장성 통증을 나타내

거나 또는 가동성이 감소된 증상을 나타내는 분절에 적

용한다(Kaltenborn 등, 2009; Maitland 등, 2005).

그러나 이전에 126명의 경부통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

을 나타내는 분절과 증상을 나타내는 분절로부터 3분절

떨어진 분절에 적용한 Schomacher(2009)의 연구와 48명

의 비특이성 만성 경부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을 나

타내는 분절과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

용한 Aquino 등(2009)의 연구에서는 두 연구 모두 중재

후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 경부 통증 변수들

에서 방법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별한 분절의

선택이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이 연구에서도 관절가동성 검사에서 가동성 감소와

함께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과 통증을 동반하지 않

고 가장 가동성이 감소된 분절에 각각 관절가동술을 적

용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이전의

Global perceived effect
Painful groupa

(n1=21)

Hypomobile groupb

(n2=21)
t

1 (completely recovered) 1c 1

2 (much improved) 10 13

3 (slight improved) 10 6

4 (no change) - 1

5 (slight worse) - -

6 (much worse) - -

7 (worse than ever) - -

Treatment satisfaction score 2.43±.60d 2.33±.66 -.712
a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painful level, bjoint mobilization at the most hypomobile level, cnumber of patients in

each category (7-point scale), 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Treatment satisfaction score and the number of patients who rated their global perceived effect be-

tween th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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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과 유사하게 통증과 가동범위와 치료 만족도에서

방법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증과 관련하여, 특히 휴식 시 통증은 Aquino 등

(2009)의 연구에서는 가장 통증이 많이 발생되는 분절

과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 후전방 관절가동술을 엎드

린 자세에서 적용하고 비교하였다. 중재 전후의 변화값

에서 각각 .54점과 0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Schomacher(2009)의 연구에서는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

과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에서 3분절 떨어진 분절에 누

운 자세에서 신연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고 비교하였으

며, 95% 신뢰구간의 전후 변화값에서 각각 1.3점과 1.7

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두 연구들은 모두 11점 통

증 비율 척도(11 point rating scale)을 사용하여 결과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

과 가장 움직임이 제한된 분절에 앉은 자세에서 관절가

동술을 적용하였으며, VAS를 사용하여 실험 전후의 변

화값을 측정한 결과 각각 24.52점과 24.04점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장 통증이 있는 움직임 동안의 통증 변

화에서, Aquino 등(2009)의 연구에서는 가장 증상있는

분절과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서 각각 2.67과 2.62의

전후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Schomacher(2009)의 연

구에서는 증상을 나타내는 분절과 증상을 나타내는 3분

절 떨어진 분절에서 각각 1.9와 2.2의 전후 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

과 가장 움직임이 제한된 분절에서 각각 29.04와 25.71

점의 전후 값의 변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에서 평가하지 않았던 가장 통증있는 사분원 움

직임 통증에서도 30.23과 28.08점으로 가장 통증을 나타

내는 분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에서 미세한 우위를 나

타내었다. 이전 연구들과 이 연구는 통증의 측정도구와

분절을 선택하는 방법들과 관절가동술을 적용하는 방법

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결과들을 볼 때 Aquino

등(2009)의 연구와 이 연구의 결과는 통증을 나타내는

분절에서 미세하게 우위를 나타내고 Schomacher(2009)

의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서 역시 미세한

우위를 나타내었지만 모든 연구들에서 통계학적으로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관절가동범위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중재 전후에

통증군이 저가동군보다 능동적인 굴곡(3.07°), 신전

(4.68°), 좌측방굴곡(.31°), 좌회전(.09°) 그리고 우회전

(5.48°) 가동범위들에서 더 나은 결과를 그리고 저가동

군은 통증군보다 우측방굴곡(4.81°)에서 더 나은 결과들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는 못하였다. 두 군의 평균 능동 가동범위의 중재

전후의 변화는 굴곡(7.32°), 신전(17.77°), 좌측방굴곡

(6.33°), 우측방굴곡(8.04°), 좌회전(13.00°), 우회전(11.83°)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특별히 신전이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 회전 가동범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

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와 같이 신전과 회전

가동범위에서 더 많은 개선을 보인 것은 이 연구에 참가

한 대상자들이 신전과 회전 움직임에서 통증을 나타내는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이전의 연구에서 증상있는 분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 후

에 가장 통증있는 움직임의 제한이 더 많은 개선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Kanlayanaphotporn 등, 2009).

통증과 가동범위 개선들과 관련하여, 이전에 연구된

근거들에서, 국소 관절에 대한 수동적인 움직임들은 관

절내 염증성 중재물질들의 감소와 함께 화학적 환경을

바꾸는 것에 의하여 유해수용성 감수기들의 자극을 감

소시켜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Sambajon 등,

2003). 또한 관절가동술에 의한 해로운 역학적 자극의

감소는 근육과 관련된 알파 운동신경원 연합(α-motor

neuron pool)의 과활성을 감소시켜 근육 긴장의 변화를

유발하여 통증의 감소와 부가적으로 가동범위의 개선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졌다(Katavich, 1998; Zusman, 1992).

다른 한편, 관절가동술은 관절내와 관절주변 연부조직

들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여 관절의 가동범위를 개선

한다고 하였다(Conroy와 Hayes, 1998; Randall 등,

1992).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계적 경부통을 나

타내는 환자들에게 관절가동술을 적용한 연구들은 가동

성의 개선을 보고하였다(Kanlayanaphotporn 등, 2009;

McNair 등, 2007). 이는 상대적으로 가동성이 감소된

분절에서 관절내와 관절 주변 연부조직들의 기계적 특

징을 개선하여 가동성이 증가됨으로 상대적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분절의 역학적인 자극을 감소시켜 증상을 개

선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미미하지만 통증있는 분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이 저가

동성 분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보다 더 우위를 보인 결

과들은 관절내 국소 화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해수

용성 감수기들의 자극의 감소에 의한 통증의 조절이 더

우세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광역 인지 효과를 사용하여 평가한 치료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가장 통증있는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한 군의 21명 중에서 모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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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개선됨 이상을 나타내어 100%의 환자들이 이전 보

다 개선된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리고 가장 가동성

이 제한된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한 군의 21명 중

20명의 환자들인 95%의 환자들이 약간 개선됨 이상의

치료 만족도를 나타내어 가장 통증있는 분절에 관절가

동술을 적용한 군에서 약간 더 많이 개선된 비율을 보

여주었다. 현 시대의 임상가와 연구자들은 치료의 효과

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환자들의 관점에서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Bombardier, 2000), 그런

의미에서 광역 인지 효과와 같은 평가도구들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

의 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과 신념과 과거의 경험

과 같은 다양한 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환

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개인들 사이에서 일

관된 결과들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Bombardi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치료 기법에 대해 특정한 평

가도구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동시에 개선되었다는

범주에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치료사들에게 그 치료

가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게 할 수 있다. 이전에 경부 관

절가동술을 적용한 Kanlayanaphotporn 등(2009)의 연구

에서 약 80%의 환자들이 약간 개선됨 이상을 보인 것

에 비하면 이 연구에서 치료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적용하는 방법에 따른 두 군 사

이에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이 엎드린 자세(Aquino 등, 2009)와 누

운 자세(Schomacher, 2009)에서 관절가동술을 적용하

였던 것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경부 관

절가동술을 적용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엎드린 자세

에서 실행한 관절가동술이 척추 뼈들의 연속체로 구성

된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한 분절에 대한 움직임이 다

른 분절들까지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여(Kulig 등, 2004;

Kulig 등, 2007) 특정한 관절에 움직임을 집중시키기

어렵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

자들을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치료를 원하는 분절의

하부 분절은 최대한 고정하고 상부 분절에서만 움직임

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법(Creighton 등, 2011; Krauss

등, 2006)을 통하여 특정한 분절에서 집중된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치료 분절에

대해 신연과 동반한 능동적인 신전 기법을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여 신전 시 통증과 가동범위가 개선되

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전의 연구들이 단순하게 증상있

는 분절과 무작위로 선택된 분절에 대한 관절가동술을

적용하였던 것과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관절가동성 검

사를 통하여 촉진 시와 관절가동술 검사 시에 가동성

제한과 동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분절과 이에 반해 관절

가동술 검사에서 통증 없이 가장 움직임이 제한된 분절

을 찾고 이들 두 가지 결과에 따라 통증있는 분절과 저

가동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할 군으로 분류하여 관

절가동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들은 이전의 연

구들과 유사하게 적용한 분절 수준에 관련없이 통증과

기능수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quino 등, 2009;

Kanlayanaphotporn 등, 2009; Schomacher, 2009). 결과

적으로 급성 기계적 경부통 환자들을 관절가동술을 적

용하여 치료 할 때 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척추 분절의

통증 상태나 가동성 제한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

분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이 연구에서 적용된 기법은 도

수치료 전문치료사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사들에게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수가 다소 적고, 대

상자들의 상태의 단계가 휴식 시와 회전과 신전 시에

경부에 통증을 나타내는 급성 기계적 경부통 환자로 제

한되었기 때문에 모든 경부통 환자들에게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실행한 후전방

가동술과 수동적인 신연과 동반한 능동적인 신전 기법

은 임상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을지라도 이들 기법을 사

용한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Ⅵ. 결론

이 연구는 급성 기계적 경부통을 호소하는 환자 42

명을 대상으로 경추부 관절가동성 검사를 통하여 가장

통증을 나타내는 경추 분절(통증군, 21명)과 가장 가동

성이 감소된 분절(저가동군, 21명)에 각각 관절가동술을

적용하고, 휴식 시 통증과 가장 통증있는 움직임 시에

통증수준, 가장 통증있는 사분원 동작 시 통증수준, 능

동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치료의 만족도에 대한 중재 후

즉각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적 관절가동술은 경추부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분

절이나 가장 가동성이 감소된 분절에 적용한 경우 모두

통증수준과 경추부 관절가동범위가 중재 후에 유의한

개선을 나타내었고, 중재 전후의 변화값은 두 군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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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측방굴곡의 관절가동범위와 치료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통증수준과 가동범위 변수들에서 통증군이 저가동

군보다 약간 더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적으로, 급성 기계적 경부통의 관절가동술 치료 시

통증이 가장 심한 분절과 움직임 제한이 가장 심한 분

절에 적용한 관절가동술 간에는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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