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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The deep cervical flexor (DCF) muscles have a crucial role in the management of neck

pain. For preventing neck pain by activation of the DCF, craniocervical flexion (CCF) is an effective

exercise. However, sternocleidomastoid (SCM) muscle is considered to affect negatively the activation of

the DCF. SCM muscle which is an accessory muscle for respiration is activ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ypes of breathing patterns. It’s not certain that breathing patterns affect the SCM and DCF muscles

thickness during CCF exercise.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breathing patterns on the SCM

and DCF muscles thickness during CCF exercise.

Methods: Forty-fiv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breathing pattern, as follows: costodiaphragmatic breathing (CDB) and upper costal breathing (UCB)

groups. Ultrasonographic imaging of the SCM and DCF muscles was performed during five incremental

levels of CCF during tidal breathing and expiration.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the breathing pattern and the phase of CCF for

percentage of SCM muscle thickness changes (p .˂05). In phase 1 CCF, a percentage of SCM muscle

thickness changes was increased in the UCB group than in the CDB group (p .˂05). There was an

increase in DCF muscles thickness with each additional CCF phase (p .˂05).

Conclusion: Recruitment of SCM muscle was increased in the UCB group while performing CCF with

a low intens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DCF recruitment between the breathing pattern

groups. Higher CCF exercise intensities elicited a higher DCF recruitment.

Key words: Breathing patterns;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Deep cervical flexors;

Sternocleidomastoid; Ultrasonographic measurement.

Ⅰ. 서론

컴퓨터 및 휴대전화의 잦은 사용은 만성 목 통증(neck

pain)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목 통증은 성인의

71%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

며, 이들 중 ⅓이상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과정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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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ôté 등, 1998; Côté 등, 2004; Hogg-Johnson 등,

2008). 이러한 목 통증은 활동제한과 장애를 유발시키며,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목 통증의 효율적 관리는 목 통

증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률을 감소시키며,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Borghouts 등, 1999; Falla, 2004).

목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머리목 굽힘 운동

(carniocervical flexion; CCF)이 있다. CCF는 심부 목

굽힘근(deep cervical flexor; DCF)의 근력을 훈련시키

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다(Jull, 1997; Jull 등, 2008;

O’Leary 등, 2007b). 즉 심부 목굽힘근의 작용을 촉진

시키고, 표면 목굽힘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심부 목굽힘근인 긴목근(longus colli)과 긴머리

근(longus capitis)의 수축을 유발시켜 목의 상부를 굽

힘시킴으로서 목 앞굽음(cervical lordosis)의 정도를 감

소시켜 준다. 심부 목굽힘근은 목뼈를 지지하여 목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근육으로, 심부 목굽힘근의 동원

을 증가시키면 만성 목 통증과 장애수준이 감소되고,

자세조절이 향상된다(Dusunceli 등, 2009; Falla 등

2007; O’Leary 등, 2007a). 반면 목의 표면에 위치한 목

빗근(sternocleidomastoid; SCM)은 구조적으로 목 하부

의 굽힘을 유발시키기에 적절한 근육으로 CCF를 시행

하는데 필요한 근육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ayoux-Benhamou 등, 1994; Vasavada 등, 1998).

CCF를 수행하는 동안 표면 근육인 목빗근의 활성화

가 증가되면, 목뼈 분절의 안정성이 감소된 것이며 심

부 목굽힘근의 활성화 감소로 인한 표면 목굽힘근의 보

상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Cholewicki 등,

1997; Falla 등, 2004). Ishida 등(2016)은 휴식하고 있을

때의 DCF의 근두께와 CCF 운동시 SCM의 근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

다. 즉 DCF 근육이 발달할수록 CCF 수행 시 SCM 근

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역으로 SCM 근육이

발달할수록 DCF 근육을 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호흡패턴과 동시에 고려하면, 상부늑골 호흡

(upper costal breathing; UCB)을 하는 사람은 갈비 가

로막 호흡(costodiaphragmatic breathing; CDB)에 비해

SCM의 근활성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Costa 등

1994; Valenzuela 등, 2017)와 연결된다. UCB 호흡패턴

을 가진 사람은 폐활량이 작아서 호흡 보조근육인

SCM을 자주 사용하고, CDB 호흡패턴을 가진 사람은

폐활량이 상대적으로 커서 SCM에 덜 의존적이기 때문

이다(Cagnie, 2008; de Mayo 등, 2005). SCM의 근활성

도가 높아지면 DCF의 근활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CF의 근활성도가 낮다는 것은 목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목통증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흡패턴에 따라 SCM과 DCF의 근활

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목 통증 연구에 있어

DCF 근육을 훈련시키는 CCF 운동을 할 때 호흡패턴

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CF의 운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심부 목굽힘근과

표면 목굽힘근의 근활성도를 확인한 논문들이 있다. 그

러나 심부 목굽힘근은 심부에 위치해 있어 표면근전도

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Falla 등, 2006; O’Leary 등,

2007b)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CCF 운동시 심부 목굽힘

근 대신 표면 목굽힘근 중 하나인 SCM의 활성도만 연

구하였다. 최근 SCM과 DCF의 활성도를 동시에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 측정법을 통해 가능해졌다

(Javanshir 등, 2011; Jesus 등, 2008; Jull 등, 2008). 초

음파 영상은 근육조직을 시각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며,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검사법

이다. 초음파 영상 측정법으로 근육의 두께를 측정함으

로써 근육이 이완상태인지 어느 정도 수축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Hodges 등, 2003; Kiesel 등, 2007). 본

논문도 SCM과 DCF의 동원정도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영상 측정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호흡패턴에 따라 갈비가

로막 호흡(costodiaphragmatic breathing; CDB)을 하는

군과 상부늑골 호흡(upper costal breathing; UCB)군으

로 나누어, CCF 운동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동 강도

를 증가시킴에 따라 SCM과 DCF의 근두께에 어떤 변

화가 있는지 확인했다. 더불어 CDB 군과 NCDB 군 모

두 CCF 운동을 하는 동안 정상적인 호흡을 할때와 호

기(exspiration) 할때로 각각 나누어 SCM과 DCF의 근

두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대상자 선정 조건은 안정 시 목에 통증이 없고, 목의

가동범위가 통증 없이 최대로 가능한 사람이었다. 대상

자 배제 조건은 현재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 한 달에

한번 이상 두통이 있는 사람, 전에 목뼈에 외상을 입었

거나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다. 또한 전신적 신경학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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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DBa group (n1=34) UCBb group (n2=11) t or χ2 p

Age (year) 20.7±2.2c 19.3±1.4 1.89 .65

Height (㎝) 167.2±.1 166.3±.7 .28 .78

Weight (㎏) 61.4±10.9 59.9±9.2 .50 .62

BMI
d

21.3±4.6 21.4±1.9 .08 .94

Gender (male/female) 13/21 3/8 .44 .72
e

acostodiaphragmatic breathing, bupper costal breathing, cmean±standard deviations, dbody mass index, eFisher’s exact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5)

애(systematic neurologic disorder)가 있는 사람, 척추와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 턱관절에 기능장애가 있

거나 치과 치료 중인 사람도 배제되었다. 대상자들은 A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5명 이었다. CCF 운동은 1단

계에서 5단계까지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 강도가

증가하는데, 대상자 중 세 명은 CCF 시 높은 운동 강

도인 4단계 또는 5단계에서 근수축이 불완전하였으며,

한 명은 누울 때마다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한 명은

갑상선 질환으로 목에 부종이 있어 영상이 선명하지 않

아 제외되었다. 따라서 50명을 대상으로 호흡패턴을 분

류하였다. 이들 중 흡기시 갈비가로막 호흡패턴을 나타

낸 사람은 34명으로 이들을 CDB군으로 분류하였고, 흡

기시 상부 흉부의 확장이 우세하게 나타난 상부늑골 호

흡을 하는 대상자 11명을 UCB 군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대상자 중 5명은 하부 갈비 또는 상부 흉부 둘 다

우세하지 않은 혼합 호흡(mixed respiratory) 패턴을 보

여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IRB 심의를 거친

다음, 문서로 된 대상자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approval number: jjIRB-160127-HR-2016-0116).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평가 도구 및 측정방법

가. 머리목 굽힘(craniocervical flexion; CCF) 운동

방법

CCF 운동은 Jull 등(2008)의 연구 지침에 따라 진행

되었다. 대상자들은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팔은

몸통 옆에 나란히 놓았다. 이 자세에서 공기가 들어 있

는 압력 센서(Stabilizer, Chattanooga Group Inc.,

Hixson, USA)를 삼단으로 접어 상부 목의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다. 이 때 대상자는 입을 다물고, 위와 아래 어

금니는 윗이빨과 입천장 사이 경계부위에 대어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였다. 이어 대상자가 휴식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 센서에 공기를 주입해 압력이

20 ㎜Hg 되도록 하였다. 압력 게이지는 대상자가 테이

블에 누워 바로 볼 수 있도록 대상자의 눈높이에 고정

시켰다. 이 상태에서 단계별로 게이지의 압력을 증가시

키며 머리목 굽힘 운동을 수행했다. 1단계는 게이지의

압력을 20 ㎜Hg에서 22 ㎜Hg까지 올라가도록 하였고,

2단계는 20 ㎜Hg에서 24 ㎜Hg까지, 3단계는 20 ㎜Hg

에서 26 ㎜Hg까지, 4단계는 20 ㎜Hg에서 28 ㎜Hg까지,

5단계는 20 ㎜Hg에서 30 ㎜Hg까지 올라가도록 하였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머리목 굽힘 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단계별로 머리목 굽힘 동작을 10초 실시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한 번은 정상적인 호흡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나머지 한 번은 호기를 하는 방법

으로 시행하였는데, 호기를 할 때는 호기하기 전에 최대

로 흡기를 한 후 천천히 호기하도록 하였다.

나. 초음파 영상 측정

목 굽힘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SCM 근육과 DCF

근육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 Ishida 등(2016)의 방법에

따라 초음파 영상 측정을 실시하였다. 초음파 측정기는

B mode의 디지털 컬러 초음파 장비(UGEO H60,

Samsung Medicine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

였으며, 12 ㎒의 변환기를 이용하였다. 측정 수준은

Cagnie 등(2009)에 따라 다섯 번째 경추(C5)에 해당되

도록 하였으며, 이 수준에서 긴목근(longus colli)을 포

함한 심부 목굽힘근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후두돌기(laryngeal prominence)를 촉

지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 손가락 끝 지점을 유성 펜으

로 표시하였다. 이 지점은 후두돌기의 1.5 ㎝ 아래 지점

이며, 다섯 번째 경추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을

변환기의 중심선에 해당되도록 하여 변환기를 대상자

목의 세로축과 직각이 되도록 위치시켜 목의 횡단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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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 A : position of ultrasound transducer, B: measurement of sternocleidomastoid and deep
cervical muscles' thickness.

상을 얻었다. 이 영상의 상부에 있는 근육이 SCM 이

고, 하부에 있는 근육이 DCF 이며, DCF 위쪽 경계부

에 목동맥(carotid artery)이 있고, DCF 아래쪽 경계부

에 척추뼈 고리판(vertebral lamina)이 있다. SCM과

DCF의 앞뒤 거리(anteroposteior distance; APD)를 측

정할 때, 근막 경계부 안쪽을 기준으로 하여 근육의

APD 중 가장 거리가 먼 곳의 근육 두께를 측정하였고,

세 곳을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한 다음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Figure 1). 휴식시에 대한 각 단계의 근 두

께 변화율은 Ishida와 Watanabe (2013)의 연구에 따라,

〔(수축시 근두께 - 휴식시 근두께) ÷ 휴식시 근두께〕

× 100으로 구하였다.

3. 측정과정

대상자들에게 실험 전 농구, 축구, 조깅 등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대상자 중 다섯 명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방문하였으며, 그 외 대상자들은 1회 방문하였다. 1

회 방문 시 소요되는 실험시간은 약 30분 이었다.

호흡 패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de Mayo

(2005)의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CDB군과 UCB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두 발을 약 10 ㎝ 벌린 상태

로 똑바로 서서 시선은 눈높이에 고정한 채로 약 2분간

정상적인 호흡을 하였다. 이 때 측정자의 한 손은 흉곽

의 상부에 위치하고, 나머지 한 손은 등의 상부에 위치

시켜 흡기시 상부흉부가 확장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다

음 한 손은 하부 갈비 부위에 위치하고, 나머지 손은 상

부 복부에 위치시켜 흡기시 복부와 하부 갈비가 확장하

는지 확인하였다. 흡기시 복부와 하부 갈비의 확장이 우

세하게 나타나면 CDB군으로 분류하였고, 상부 흉부의

확장이 우세하게 나타나면 UCB군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CCF 운동방법과 호흡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CCF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두 번 연습하였는

데, 한 번은 CCF 수행동안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였으며,

나머지 한 번은 최대 흡기를 실시한 후 CCF 시작과 동

시에 약 10초간 호기를 실시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연습

을 한 후 초음파 영상 검사를 하면서 CCF 운동을 두 번

실시하였다.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호흡과 호

기를 하면서 실시하였는데, 호흡방식의 순서는 대상자마

다 다르게 하였다. 근수축 시작 후 3초부터 8초까지 5초

동안의 초음파 영상을 기록하여 저장하였고, 그 중 3초

와 4초 사이의 영상을 분석하여 자료를 얻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3.0 프로그

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CDB군과 UCB군의 나이, 신장, 체중, BMI

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검정을 사용하였고, 성별을

비교하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군 사이

의 호흡방법과 CCF 단계별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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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anges in sternocleidomastoid
muscle thickness for CDB and UCB group
(CDB: costodiaphragmatic breathing, UCB:
upper costal breathing, *indicates significance
difference between CDB group and UCB
group, p˂.05).

Main effect / interaction
SCMa DCFb

bb

F p F p

Breathing method 3.417 .071 .984 .326

Group × breathing method .014 .905 .022 .883

Phase of CCF
c

2.568 .058 42.080 .000*

Group × phase of CCF 4.300 .007* .107 .894

Breathing method × phase of CCF 1.330 .266 .898 .454

Group × breathing method × phase of CCF .723 .545 1.503 .211
asternocleidomastoid, bdeep cervical flexors, ccraniocervical flexion, *p＜05.

Table 2. Summary table for the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위해 군간(between subject) 요소를 군(group)으로 하

고, 군내(within subject) 요소를 호흡방법과 CCF 단계

로 하여 반복측정 삼원분산분석(repeated analysis

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본 페로니 검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연구대상자 다섯 명에 대한 검사-재검사 측정자내 신

뢰도 검사 결과, 휴식시 근육의 두께는 SCM과 DCF 모

두 ICC 값이 .99이었다. CCF 1∼5단계를 수행하는 동

안의 ICC 값은 SCM이 .87∼.98이었고, DCF가 .75∼.96

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호흡패턴과 CCF 단계 간의 상호작용 효과

SCM은 두 군과 CCF 운동의 단계 간에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으나(p .˂05), DCF는 두 군과 CCF 운동의

단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DCF는 단

계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각 단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05)(Table 2).

2. 호흡패턴에 따른 SCM 근두께의 변화

안정시 SCM 근두께의 평균은 CDB군에서 6.21 ㎜이

었고, UCB군에서 5.90 ㎜이었다(t=.96, p>.05). 안정시

DCF 근두께의 평균은 CDB군에서 8.20 ㎜이었고, UCB

군에서 7.48 ㎜이었다(t=2.35, p .˂05). CCF 단계에 따른

SCM 근육의 두께 변화율은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

다(p .˂05). SCM의 두께 변화율은 CCF 1단계에서 CDB

군에서 -.26％, UCB군에서 6.61％이었으며(p .˂05), CCF

2단계에 두께 변화율은 CDB군은 1.96％, UCB군은

3.83％이었고(p>.05), CCF 3단계에서 두께 변화율은

CDB군에서 2.52％, UCB군에서 4.23％이었으며(p>.05),

CCF 4단계의 두께 변화율은 CDB군에서 2.32％, UCB

군에서 -.74％이었고(p>.05), CCF 5단계의 두께 변화율

은 CDB군에서 .92％, UCB군에서 -.39%이었다(p>.05)

(Figure 2).

3. 호흡패턴에 따른 DCF 근두께의 변화

DCF 근두께의 변화는 CDB군과 UCB군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군 모두 DCF 근두께의

변화율은 4단계와 5단계 사이를 제외하고, 1∼4단계까

지 각 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CF 근육의

두께는 휴식시에 비해 1단계에서 8.36% 증가하였다. 또

한 2단계에서 11.64%, 3단계에서 15.45%, 4단계에서

18.27%, 5단계에서 20.56% 증가하였다. 본 페로니 검정

결과, DCF의 두께는 1단계와 비교해 2단계, 3단계,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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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deep cervical flexors'
thickness for CDB and UCB group (CDB:
costodiaphragmatic breathing, UCB: upper
costal breathing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phase1,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phase2,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phase3, p˂.05).

계, 5단계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1). 2단계

와 비교했을 때,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모두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p .˂01), 3단계와 비교했을 때, 4단계와

5단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01). 그러나 4단계와

5단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ure 3).

Ⅳ. 고찰

호흡패턴을 분류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

에서는 갈비 가로막 호흡패턴, 상부 늑골 호흡패턴, 혼

합 호흡패턴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Celhay 등, 2015;

de Mayo 등, 2005; Gutierrez 등, 2014). 갈비 가로막

호흡패턴은 흡기시 상부 흉곽에 비해 가로막과 갈비

바깥쪽의 팽창이 우세한 경우를 말하고, 상부 늑골 호

흡패턴은 가로막과 갈비쪽 보다 상부 흉곽의 팽창이 우

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혼합 호흡패턴은 둘 중

어느 것도 우세하게 팽창되는 것이 없을 때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비 가로막 호흡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을 CDB군으로 분류하고, 상부 늑골 호흡패턴을 보이는

대상자를 UCB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측정자내 신뢰도 검사 결과,

CCF 1∼5단계를 수행하는 동안의 ICC 값은 SCM이

.87∼.98이었고, DCF가 .75∼.96으로 나타났다. 이 신뢰

도는 연구대상자 중 다섯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주일 간

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로, 좋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Koo와 Li, 2016).

휴식시 SCM의 근 동원정도를 호흡패턴에 따라 비교

하면, 본 연구에서 휴식시 SCM의 근두께는 CDB군과

UCB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Cagnie 등(2008)의 보고

에 의하면, SCM의 근활성도는 CDB군에 비해 UCB군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de Mayo 등

(2005)과 Gutierrez 등(2014)은 CDB군과 UCB군 사이

에 SCM의 근활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CCF 동안 SCM 근육의 두께변화율을 호흡패턴에 따

라 비교해보면, Ishida 등(2016)은 휴식시 DCF 근육과

CCF 운동을 하는 동안의 SCM 근활성도는 r=-.65의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 DCF 근육이 작을수록 SCM의 근

활성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Cagnie 등(2008)의 연

구에서는 SCM의 근활성도가 CCF 운동 1단계에서 3단

계 사이에서는 CDB군에 비해 UCB군에서 더 높게 나타

났고, 4단계와 5단계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CF 1단계에서는 CDB군에

비해 UCB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CCF 2단계에서 5단

계 사이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CCF 1단계

에서 CDB군에 비해 UCB군이 SCM 근육을 더 많이 동

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lewicki 등(1997)은 몸통

의 굽힘근과 폄근의 안정화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표면

근육의 활성도가 증가되는 이유는 심부근육의 부족한 근

활성도를 보상하기 위함일 수 있다고 추론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UCB군은 CCF 1단계에서는 심부근육인 DCF

보다는 표면근육인 SCM 근육의 동원을 증가시킨 것으

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운동강도를 증가시키

는 동안 DCF의 동원을 증가시킴에 따라 SCM은 점차적

으로 근육 동원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CCF 운동 단계에 따른 SCM 근육의 두께변화율의

양상을 각 군별로 살펴보면, Cagnie 등(2008)의 연구에

서는 CDB군과 UCB군 모두에서 1단계에서 5단계로 운

동 강도를 높임에 따라 SCM의 근활성도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Jesus 등(2008)의 연구에서도 CCF 운

동시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SCM의 근두께 변화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각 단계별로 비교했을 때 대

부분의 단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CCF 운동 1단계에서 5단계까

지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CDB군에서는 SCM 근

육의 두께변화율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UCB군에서는 SCM 근육의 두께변화율이 점차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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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첫

째, CDB군과 UCB군 사이에 호흡 근육들이 서로 다른

운동단위 동원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Celhay 등(2015)은 휴식시 CDB군과 UCB군의 목빗근,

가로막(diaphragm)근, 바깥 갈비사이(external inter-

costal)근, 넓은등(latissimus dorsi)근의 근활성도를 비

교한 결과, 목빗근과 넓은등 근활성도는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가로막 근육과 바깥 갈비사이 근육의

근활성도는 CDB군에 비해 UCB군에서 높게 나타났음

을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호흡패턴에 따라

운동단위 동원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흡기시 가슴을 팽창시키는지 또는 복부를 팽창시키는지

에 따라 사용되는 근육 사슬들(muscle chains)의 적응

능력(adaptive capacity)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UCB군은 CCF 운동의 강도가 증가

함에 따라 DCF의 근육 두께는 증가하였고, 동시에

SCM 근육의 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UCB군에서는 심부근육의 동원 증가가 표면 근육의 동

원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Cagnie 등(2008)도

표면 근육의 근활성화 감소는 심부 근육의 더 강한 활

성화를 의미하는 지표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CF 운동 단계에 따른 DCF 두께 변화

율은 CDB군과 UCB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호흡패턴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CF 운동시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와 호

기를 동반할 때 사이에도 DCF 두께 변화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DCF 두께 변화율은 단

지 호흡패턴이나 호흡 방법과 상관없이, CCF 운동을 1

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DCF 근육

의 두께 변화율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 .˂01), 4단계

와 5단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alla 등

(2003)도 CCF 운동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CCF 운동

의 1∼4단계까지는 DCF의 근활성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보고하였다. Jesus 등(2008)의 연

구에서도 CCF 운동시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DCF의

근두께 변화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단계와 3

단계 사이, 3단계와 4단계 사이, 그리고 4단계와 5단계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도 Falla 등(2003)의 연구과 같은 결

과를 나타내어, CCF의 운동 강도를 1단계에서 4단계까

지 증가시키면 DCF의 두께가 증가되어 근육 동원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4단계와 5단

계 사이에는 DCF의 두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CCF 운동시 SCM의 두께변화는 호흡패

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DCF의 두께변화는 호흡패턴에 따라 다르지 않아,

CCF 운동시 DCF 활성화를 위해 호흡패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CF 운동에 숙달되

지 않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높은 운동 강도인 4단계와

5단계에서는 DCF의 근 두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목 통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상부 늑골 호흡패턴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CCF 운

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DCF와 SCM 두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호흡패턴의 차이에 따라 CCF 운동

의 강도를 증가시킬 경우 SCM과 DCF의 근두께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CCF 운동을 하는 동안 정상적인 호흡을 할때와 호기를

할때에 SCM과 DCF의 두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한 대학생 45명

을 대상으로 호흡패턴에 따라 CDB군과 UCB군으로 나

누어 CCF 운동을 하는 동안 초음파 영상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SCM과 DCF에 대한 두께 변화율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CCF 운동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운동 강도

가 높아짐에 따라 CDB군에서는 SCM 근육의 두께변화

율이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UCB군에서는

SCM 근육의 두께변화율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 이러한 SCM의 두께변화율은 CCF 운동 1단계에

서 CDB군에 비해 UCB군이 높게 나타났다(p .˂05). DCF

는 호흡패턴에 상관없이 CCF 운동 강도를 1단계에서 4

단계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두께변화율이 증가하였으나(p

.˂01), 4단계에서 5단계 사이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따라

서 CCF 운동시 SCM의 두께변화는 호흡패턴에 따라 서

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CF의 두

께변화는 호흡패턴에 따라 다르지 않아, CCF 운동시

DCF 활성화를 위해 호흡패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CCF의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면

DCF의 두께가 증가되어 근육 동원이 증가되나, 최대 강

도의 CCF 운동에서는 근육 동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목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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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 가운데 상부 늑골 호흡패턴을 가진 사람을 대

상으로 CCF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DCF와 SCM

두께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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