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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통증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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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ndividuals with mechanical neck pain show biomechanical and neurophysiological

changes, including cervical spine muscle weakness. As a result of deep muscle weakness, it causes

stability disability and reduced upper thoracic spine mobility, which finally leads to functional movement

restriction such as limited range of motion and dysfunction.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thoracic

spine manipulation and mobilization could reduce symptoms of mechanical neck pain in patients.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oracic mobility exercise on

cervicothoracic function, posture feature, and pain intensity in individuals with mechanical neck pain.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6 persons who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with

thoracic mobility exercise) and control groups (without thoracic mobility exercise), with 13 subjects in

each group. The cervicothoracic function (neck functional disability level and cervicothoracic range of

motion), posture feature, and pain rating (using a quadrupled visual analogue scale [QVAS]) were

measured before, after 3 weeks, and after 6 weeks.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by-time interactions were found with repeated analyses of

variance for the Korean neck disability index (KNDI), all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all thoracic

range of motion (TROM), cranial rotation angle, sagittal shoulder posture (SSP), and QVAS (p<.05). All

group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from all times in all the evaluated methods. The KNDI, CROM,

TROM of left rotation, and SSP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3

weeks, and the TROM of the right rotation and QVA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after 6 weeks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oracic mobility exercise during 6 weeks might be effective intervention to improve the

functional level, posture feature, and QVAS pain rating for managing individuals with mechanical neck

pain.

Key Words: Mechanical neck pain; Neck disability; Thoracic mobility exercise.

Ⅰ. 서론

목통증(neck pain)은 전체 인구에서 가장 흔한 근

골격계 장애 중 하나이며, 성인 인구(15-74세)에서 1

년 동안 목통증을 겪게 되는 비율은 16.7〜75.1%이다.

또한 일생동안의 유병율은 14.2〜71%이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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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이다(Fejer 등, 2006). 기계적(mechanical) 목통

증은 일반적으로 목의 자세, 움직임 또는 목뼈 근육의

촉진에 의해 유발된 증상이 상지로 방사되지 않는 목,

어깨, 뒤통수뼈(occipital bone) 또는 어깨뼈 안쪽 영역

에 한정된 통증을 말하며(Ahn 등, 2007; González-

Iglesias 등, 2009), 한쪽 또는 양쪽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Ahn 등,

2007). 또한, 목뼈에 움직임의 한 방향 또는 모든 방향

에서 경직을 유발하여 제한된 목의 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Hengeveld와 Banks, 2013).

기계적 목통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D’Sylva 등, 2010), 다양한 해부학적인 구조물

들 특히, 목뼈의 후관절(zygapophyseal joint)(Cooper

등, 2007; Manchukonda 등, 2007), 인대, 근육, 갈고

리돌기관절(uncovertebral joint), 추간판 또는 목뼈

주위의 신경 조직을 비롯한 여러 통증에 민감한 구

조물들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Ahn 등, 2007;

Bogduk과 Aprill, 1993). 또한, 목통증 환자는 목의

표면근과 심부근의 근작용의 불균형을 포함하는 생

체기계적 및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난다(Elliott 등,

2008; Falla 등, 2004; O’Leary 등, 2011). 목뼈의 심부

근은 정적과 동적 자세의 머리와 목의 안정성을 담

당하며(Falla 등, 2007), 이 근육의 안정성은 목의 구

조에 대한 뼘(sprain)과 손상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

다(Wilke 등, 1995). 이전의 연구들에서 심부근 약화

의 결과로 안정성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나타났다

(Fernández-de-las-Peñas 등, 2008). 이러한 안정성

장애는 목뼈의 과운동성(hypermobility)을 유발하고

인접관절인 상부 등뼈 분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관절가동범위 감소와 일상생활의 제

한(기능장애)과 같은 기능적 움직임에 제한을 유발한

다(Cross 등, 2011).

물리치료는 일반적으로 목에 통증이 있는 기계적 목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며

(Childs 등, 2008), 온열 및 견인치료, 레이저치료, 도수

치료와 운동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Graham 등, 2013; Miller 등, 2010). 도수치료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Bronfort 등, 2010; Delitto 등,

2012). 이 치료는 근육의 억제(Suter 등, 2002)와 신경

근 흥분성(Dishman 등, 2002) 및 기능 수행(Haavik,

2012)에 임상적 효과를 보였다. 기계적 목통증으로 분

류된 환자에 대한 치료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치

료에 대한 최적의 기준에 대하여 문헌 내에서 일치된

의견들은 없었다(Cleland 등, 2007; Haldeman 등,

2010). 최근에 이루어진 2개의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기계적 목통증 환자의 관리를 위해 목뼈(Bronfort 등,

2010; Gross 등, 2010)와 등뼈(Cross 등, 2011;

Masaracchio 등, 2019)에 도수치료가 효과적이었다고

뒷받침하고 있다. 기계적 목통증 환자에게 적용한 목뼈

또는 등뼈에 도수치료가 통증 완화와 목뼈의 가동성 및

기능에 대한 자가-보고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Cross 등, 2011; de Camargo 등, 2011; Huisman 등,

2013; Puentedura 등, 2012). 그러나 목뼈부의 도수교정

적용이 척추 뇌바닥동맥의 기능 부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는 것 때문인지(Puentedura 등, 2012), 최근 목통

증 환자에게 등뼈부에 도수치료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

며(Martínez-Segura 등, 2012), 최근 일부 연구에서 등

뼈부의 가동성 증가를 위한 도수치료가 목에 증상을 줄

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Cleland 등, 2007; Lee

등, 2015; Martínez-Segura 등, 2012; Masaracchio 등,

2019; Saavedra 등, 2011). 이러한 유형의 치료에 기본

개념은 한 부위에서의 손상들이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

물의 손상에 생체기계적 또는 신경생리학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고 하는 구조적 상호의존성(regional inter-

dependence)으로 설명되어 왔다(Bialosky 등, 2009). 이

들의 연구는 대다수에서 등뼈부 도수교정 또는 관절가

동술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 또는 4주 이하의 훈련기간

에 대해 비교 연구되었으며, 어깨 또는 허리통증 환자

에게 등뼈부의 중재를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몇 있는

반면, 기계적 목통증 환자에게 적용한 등뼈부의 운동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목에 기계적 통증을 가진 대상자

에게 6주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뼈의 관절가동술

과 목의 안정화운동만 실시한 군(대조군)과 여기에

등뼈 가동성 운동을 추가로 적용한 군(실험군) 간에

목의 기능장애수준과 자세, 통증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가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재 전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목등뼈부의 기능장애 수준의 변화양상은 유의한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재 전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자세 특성의 변화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셋째, 중재 전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증

수준의 변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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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B병원에 목통증으로 물리치

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의 선정 조건은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참

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증상이 발병한 지 3개월 이상이

고, 한쪽 또는 양쪽 목에 통증이 목의 뒤쪽이나 어깨부

위에 나타나며, 통증수준 점수가 3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외 조건은 목뼈부와 관련된 신경학

적 증상이 있는 자, 이전의 목뼈와 등뼈부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자, 최근 통증의 경감을 위해 현재 외과적

주사요법이나 약물을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자, 척

추부에 염증 질환,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거나 임신,

감염 등 관련된 사항이 있는 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software ver. 3.1.9.2

(G*Power,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이용하

여 산출하였다.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이며, 유의 수준은 .05, 검정력은 .8, 효과크

기는 .8, 측정 수는 3으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각 군에서 필요한 표본 크기는 11명이었다. 실제 연

구대상자의 탈락률을 20%로 감안하여 각 군당 13명씩

총 26명을 모집하였다. 선정된 대상자들의 모집과 절차는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진행하였

다(승인번호: 1040647-201804-HR-010-03).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목에 기계적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2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선정된 대상자 중 등뼈 가동성

운동을 적용할 실험군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각 13

명씩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무작위 배정은 온라인 알고

리즘(Research randomizer; http://www.randomizer.org/)

을 이용하였다. 평가는 중재 전과 3주후, 6주후에 실시

하였고, 두 군에 목등뼈부의 기능수준과 자세 특성, 통

증 수준을 각각 평가하였다, 중재 방법은 목뼈부에 관절

가동술, 목뼈부의 안정화 운동 그리고 등뼈부 가동성 운

동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중재 방법은 대상자의 건강 수

준과 수행 능력에 따라 각각 강도를 조절하여 적용하였

다. 연구 과정에서 350시간 이상 도수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형도수전문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진 7년 이

상의 근골격계 물리치료 임상 경험을 한 물리치료사에

의해 1일 1회, 주 2회, 6주간 총 12회의 중재를 적용하

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ure 1과 같다.

3. 평가 도구 및 평가방법

가. 기능 수준

1) 기능장애 수준

목의 기능장애 수준은 한국어판 목장애지수(neck dis-

ability index Korean version; KNDI)를 사용하였고, 평

가는 중재 전과 3주후, 6주후에 각각 실시하였다. KNDI

는 Vernon과 Minor(1991)가 허리통증과 관련된 일상생

활의 제한을 평가하는 Oswestry 평가지의 10문항 설문

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Song 등(2009)이 한국

어로 번역하고 표준화시킨 평가도구이다. 통증의 강도와

일상생활, 들어올리기, 읽기, 두통, 집중도, 일, 운전, 수

면, 여가생활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6점 척도(0〜5

점)로 구성된 자가-보고 설문지이다. NDI 점수는 각 항목

의 합계로 총점이 높을수록 목 이상과 관련된 기능장애가

큰 것을 의미한다. 원 개발자인 Vernon은 점수를 해석함

에 있어서 0〜4:장애 없음(no disability), 5〜14:약간의

장애(mild disability), 15〜24:중증도의 장애(moderate

disability), 25〜34:심한 장애(severe disability), 35 이상:

완전한 장애(complete disability)로 제시하였다(Lee 등,

2015; Song 등, 2009). KNDI의 급간내 상관계수(Intra-

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93이었고, 내적일

치도인 크롬바흐 알파(Cronbach alpha)는 .82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이다(Song 등, 2009).

2) 목과 등뼈부의 관절가동범위

목에 대한 관절가동범위를 평가하기 위해 목뼈부 관

절가동범위 측정기(Myrin
™
OB Goniometer, Kineman

Enterprises, USA)를 사용하였고, 측정은 의자에 앉고

중립 자세를 취한 후에 측정하였다. 시상면과 관상면에

경사계를 부착하여 중력선에 대한 머리의 위치를 나타

내었고, 수평면에 자기장 장치를 부착하여 머리 돌림을

나타내었다. 목뼈부의 굽힘과 폄, 좌/우측 돌림)에 대한

능동 관절가동범위를 3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목뼈의 관절가동범위 측정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간내

상관계수는 .89〜.98이었다(Audette 등, 2010).

등뼈부에 대한 관절가동범위의 평가는 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 경사계(Plaincode, Stephanskirchen, Germany)

를 사용하였고, 측정은 요추가 잠긴(closed) 자세에서

등뼈 1번과 등뼈 2번의 연접부에서 측정하였다(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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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design.

등, 2017). 등뼈의 돌림에 대한 능동 관절가동범위를 3

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등

뼈 돌림에 대한 관절가동범위 측정의 측정자간 신뢰도

는 .74∼.85이며(Hwang 등, 2017), 타당도는 디지털 경

사계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r=.98)(Bucke

등, 2017).

나. 자세

자세 평가는 대상자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 카메라

를 설치하고 시상면상의 사진을 촬영한 뒤, 영상분석 프

로그램인 윈도우용 ImageJ(ver. 1.5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각도는 머리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 CVA)과 머리

돌림각(cranial rotation angle; CRA), 시상면상에 어깨

자세(sagittal shoulder posture; SSP)를 측정하였다(Ha

등, 2016; Horton 등, 2010; Thigpen 등, 2010). 기준점을

잡기 위해 귀의 이주(tragus)와 눈의 외측 안각(canthus),

목뼈 7번(C7)의 극돌기(spinous process; SP), 견봉후각

(posterior angle of acromion)에 표식점을 부착하였다.

C7의 SP와 귀의 이주를 연결한 선과 수평선이 만나 이

루는 CVA와 C7의 SP와 귀의 이주를 연결한 선과 귀의

이주와 눈의 외측 안각을 연결한 선이 만나 형성되는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9년 26권 3호 42-56

Phys Ther Korea 2019;26(3):42-56

- 46 -

Figure 2. Posture feature.

CRA를 측정하였으며(Chae, 2002), C7의 SP와 견봉후각

을 연결한 선과 수평선이 만나 이루는 SSP를 측정하였

다(Ha 등, 2016)(Figure 2). 측정은 2번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통증수준

연구대상자의 목 통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4항목 시

각적상사척도(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QVAS)

를 이용하였다. QVAS는 통증 자극에 대한 지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McCormack 등,

1988), 통증 수준을 ‘현재의 통증’, ‘평상 시 평균통증’, ‘가

장 경미한 통증’, ‘가장 심한 통증’ 등 4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한다(Choi 등, 2016; Von Korff 등, 1992). ㎜의 눈금

이 그려진 10 ㎝ 길이의 수평선을 사용하였고, 0점(통증

없음)에서 10점(참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통증)

의 범위 안에서 통증수준을 기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목의 통증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r=.99)와 측정자간 신뢰도(r=1.00)는 매우 높은 수

준이다(Wagner 등, 2007). 위의 모든 측정은 중재 전과 3

주후, 6주후에 각각 평가하였으며, 4가지 항목의 평균값

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중재방법

가. 목뼈부 관절가동술

목뼈부 관절가동술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하

게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프로토콜은 Ganesh 등

(2015)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관절가동술은 척추에 수행되는 수동적

신장진폭기법으로서 단계적으로 수동적 진동 움직임을

적용하는 기법이다(Hengeveld와 Banks, 2013). 대상자

들은 생리학적 움직임 검사 중 가장 통증이 크게 발생

되는 척추 분절에 관절가동술을 적용하였다. 치료 자세

는 치료대에 엎드려 누운 자세를 취하고 치료사는 환자

의 머리쪽에 서서 치료하고자 하는 해당 목뼈의 SP 또

는 이에 관련된 척추후관절(facet joint) 부위에 양측 엄

지손가락을 위치한 후, 저가동성이 있는 관절에 앞뒤쪽

진동 압력을 적용하였다. 관절가동술의 적용 등급

(movement grade)은 관절 가동성의 향상을 위하여 일

반적으로 이용되는 3등급(범위:1〜5등급)을 이용하였고,

적용 속도는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초당 2〜3회의 속도

로 적용하였다.

나. 목뼈부 안정화 운동

목뼈부 안정화 운동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하

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운동 프로토콜은 Jull(2002)

의 연구와 노르웨이 물리치료사들이 개발한 뉴렉

(Neurac) 기법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기반으로 재구성하

였다. 운동 프로그램은 바이오피드백 기구(Stabilizer™,

Chattanooga Group Inc., Chattanooga, TN)와 슬링 운

동기구(Redcord Trainer, Redcord, Norway)를 사용하

여 환자의 수행능력에 맞추어 조절된 운동 강도를 적용

하였다.

1) 바이오피드백 기구

바이오피드백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방법은 목뼈-견

갑부 주위근들의 근조절을 재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강도 지구력 운동을 이용하였다(Jull, 1997). 운동 자

세는 대상자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관절을 굽힘하

고 요추를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양발은 바닥에

편평하게 두었다(hook-lying position). 목의 굽힘근 운

동은 목뼈부의 중요한 지지 기능을 하는 긴머리근

(longus capitis)과 긴목근(longus colli)의 활성화를 위

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초기에는 천천히 조절된 머리

목굽힘 움직임을 수행하도록 교육하였고, 그 후에는 목

후방부에 바이오피드백기구를 위치하고 이 기구의 압력

피드백을 보면서 압력을 20 ㎜Hg를 기준으로 2 ㎜Hg

씩 30 ㎜Hg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머리목 심부 굽

힘근의 등척성 수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Jull, 2002).

2) 슬링 안정화 운동기구

슬링 시스템을 이용한 목뼈부 안정화 운동은 목뼈부

근육들의 신경근 조절과 기능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

해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슬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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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s Target Repetitions

Bilateral pull-down

supine on roller
Improve shoulder and chest flexibility 10 repetitions × 2

Chest/Spine stretching

supine/roller

Lengthen pectoralis major muscle,

expand rib cage and anterior chest wall
Passive 30s hold × 2

Prone trunk lift to

neutral

Thoracic, lumbar and hip extensor

strengthening
8 repetitions × 3

Side-lying thoracic

rotation/extension

Thoracic extension and rotation with

scapulothoracic retraction/depression

strengthening and mobility in extension

and rotation

8 repetitions × 3

Quadruped thoracic

extension stretch

Increase thoracic spine extension and

lengthen anterior chest wall musculature
Passive 30 s hold × 2

Shoulder flexion/thoracic

extension at wall

Stability of trunk with mobility in

shoulders and thoracic spine, strengthen

lower trapezius/serratus anterior muscles

10 repetitions × 2

Wall push-ups
Stability of trunk with mobility in arms,

scapular stabilization
10 repetitions × 2

Table 1. Thoracic mobility exercise program

화 운동기구에 설치한 스트랩 위에 머리를 올리고 목뼈

부가 중립자세가 되도록 하고 양 어깨뼈 사이에 발란스

쿠션(balance cushion)을 둔 상태에서, 양 무릎관절은 굽

히고 팔은 체간 옆에 오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골반을

바닥에서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하고 10초간 유지하게 하

였다. 대상자가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기

저면의 크기를 줄이거나, 추가적인 움직임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였다(Redcord AS, 2016).

다. 등뼈 가동성 운동

등뼈 가동성 운동은 실험군에게만 적용하였으며, 이

운동의 프로토콜은 Katzman 등(2016)이 제시된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

가지 운동을 적용하였고, 각 대상자의 운동수행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운동법은 관절가

동범위 운동과 자세의 안정성, 가동성 운동의 통합훈련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운동법을 수행 능력에 따라 운

동 강도를 조절하여 적용하였다(Table 1).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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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13)

Control group

(n2=13)
χ2/t

Gender

(Male/Female)
6/7 7/6 .154

Age (year) 40.2±12.6
a

40.1±10.6 -.034

Height (㎝) 167.5±7.5 168.5±7.5 .312

Weight (㎏) 68.2±10.6 66.5±12.3 -.377

BMIb (㎏/㎡) 24.2±2.8 23.3±2.9 -.857

Onset duration

(months)
37.7±18.5 36.8±13.8 -.144

amean±standard deviation, bbody mass index.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er. 25.0(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

성 검정을 위하여 샤피로-윌크(Shapiro-Wilk) 검정을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

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모든 변수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중재 전과 3주후, 6주후 간

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측정변수들에 변화양상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개체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을 위해 본페로니(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

였다. 두 군 간에 기능수준과 자세, 통증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

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참여한 실험군(n1=13)과 대조군(n2=13)

간에 평균연령과 평균신장, 평균체중, 체질량지수, 증상

의 발병 시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자료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중재 후 측정 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수준의 변화 양상 비교

중재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측정 시점에 따

른 통증 수준 및 기능장애수준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Table 3). 통증수준은 군과 측점 시점 간에 유의

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01), 두 군 모두 측정 시점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사후검정 결

과, 실험군의 통증수준은 중재 전에 비해 3주후와 6주

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3주후와 6주

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대조군의 통증

수준은 중재 전에 비해 3주후와 6주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3주후와 6주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통증수준은 중재 전과 3주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6주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1).

기능장애수준은 군과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

용이 있었으며(p<.01), 두 군 모두 측정 시점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사후검정 결과, 두 군 모

두의 기능장애수준은 중재 전에 비해 3주후와 6주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3주후와 6주후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군간 기능장애수

준은 중재 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주후와 6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3. 중재 후 측정 시점에 따른 목뼈와 등뼈에 관

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측정 시점에 따른 목뼈와

등뼈에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Table 4). 목뼈의 굽힘과 폄, 좌측돌림, 우측돌림, 그

리고 등뼈의 좌측돌림, 우측돌림은 모두 군과 측점 시

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p<.05), 두 군 모

두에서 목뼈의 굽힘과 폄, 좌측돌림, 우측돌림, 그리고

등뼈의 좌측돌림, 우측돌림은 측정 시점 간에 각각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사후검정 결과, 목뼈의 굽

힘과 폄, 좌측돌림, 우측돌림, 그리고 등뼈 좌측돌림,

우측돌림은 두 군 모두 중재 전에 비해 3주후와 6주후

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3주후와 6주후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군 간에 목뼈

의 굽힘과 폄, 좌측돌림, 우측돌림, 그리고 등뼈 좌측돌

림은 중재 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3주후와 6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등뼈의 우측돌림은

중재 전과 3주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6주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4. 중재 후 측정 시점에 따른 자세 특성의 변화 

양상 비교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측정 시점에 따른 자세 특

성의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Table 5). CVA는 군과

측점 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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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Motion
Experimental group

(n1=13)

Control group

(n2=13)
t

F

(group x time)

Cervical

Flexb

Baseline 47.62±6.95a 42.95±8.67 -1.514

10.865**3 weeks 60.08±4.48
†

49.77±9.27
†

-3.608**

6 weeks 67.38±5.42
†‡

53.67±6.99
†‡

-5.594**

F 89.409** 65.371**

Ext
c

Baseline 49.97±6.58 48.36±12.03 .122

12.972**3 weeks 61.31±6.40† 54.51±11.36† .109*

6 weeks 69.13±5.98
†‡

59.41±11.18
†‡

.143**

F 107.351** 70.747**

Lt Rot
d

Baseline 50.54±9.54 50.95±7.83 .120

6.204**3 weeks 71.77±5.00
†

60.72±8.69
†

-3.974**

6 weeks 74.26±4.19†‡ 66.03±7.17†‡ -3.571**

F 38.713** 139.064**

Rt Rote

59.72±9.83 55.54±9.53 -1.101

4.602**3 weeks 73.87±5.44
†

64.98±8.82
†

-3.095**

6 weeks 76.62±5.17
†‡

70.26±7.91
†‡

-2.427**

F 27.661** 105.781**

Thoracic

Lt Rot

Baseline 27.67±6.77 30.78±5.33 1.304

34.010**3 weeks 47.26±2.91† 36.94±5.98† -5.595**

6 weeks 55.42±5.50
†‡

42.74±6.94
†‡

-5.161**

F 192.839** 121.706**

Rt Rot

Baseline 27.68±6.45 27.59±5.15 -.039

4.043*3 weeks 44.1±5.38
†

39.59±6.27
†

-1.970

6 weeks 50.33±6.80†‡ 42.54±6.98†‡ -2.884**

F 93.405** 30.576**
amean±standard deviation(˚), bflexion, cextension, dleft rotation, eright rotation,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baseline (p<.05),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3 weeks (p<.05), *p<.05, **p<.01.

Table 4. Comparison of cervical and thoracic range of motion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Experimental group

(n1=13)

Control group

(n2=13)
t

F

(group x time)

QVAS
b

(㎝)

Baseline 5.12±.75
a

5.32±1.17 .516

7.839**3 weeks 3.34±1.00† 4.18±1.35 1.789

6 weeks 1.59±.82†‡ 3.11±.94†‡ 4.378**

F 137.905** 37.389**

NDI
c

(point)

Baseline 14.08±2.99 14.69±3.22 .505

6.122**3 weeks 6.85±1.63
†

10.62±3.15
†

3.834**

6 weeks 4.62±1.12
†‡

8.77±2.42
†‡

5.615**

F 57.789** 68.485**
a
mean±standard deviation,

b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range: 0∼10),

c
neck disability index (range: 0∼50),

†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baseline (p<.05),
‡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3 weeks

(p<.05), *p<.05, **p<.01.

Table 3. Comparison of pain level and functional disability level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CRA와 SSP는 군과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이 있었다(p<.01).

두 군 모두 CVA와 CRA, SSP는 측정 시점 간에 각

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사후검정 결과, 두 군

모두 CVA와 CRA, SSP는 중재 전에 비해 3주후와 6

주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3주후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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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n1=13)

Control group

(n2=13)
t

F

(group x time)

CVAb

Baseline 50.83±4.05a 48.48±1.81 -1.910

2.0413 weeks 53.77±3.88
†

51.99±1.91
†

-1.485

6 weeks 55.68±3.54
†‡

55.24±2.61
†‡

-.357

F 17.576** 147.650**

CRA
c

Baseline 151.09±5.24 151.30±1.85 .137

8.202**3 weeks 147.80±4.93† 149.21±1.51† .985

6 weeks 145.42±4.70
†‡

144.62±2.95
†‡

-.519

F 27.153** 32.563**

SSP
d

Baseline 52.31±3.44 49.40±4.49 -1.856

8.806**3 weeks 56.55±2.72
†

53.84±3.21
†

-2.327**

6 weeks 68.04±4.10†‡ 59.58±3.67†‡ -5.539**

F 52.854** 22.309**
a
mean±standard deviation(˚), bcraniovertebral angle, ccranial rotation angle, dsagittal shoulder postu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baseline (p<.05),
‡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as 3 weeks (p<.05),

*p<.05, **p<.01.

Table 5. Comparison of changes in posture feature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주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두 군간 CVA

와 CRA는 측정 시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SSP는 중재 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3주후와 6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Ⅳ. 고찰

본 연구는 Katzman 등(2016)이 제시한 등뼈의 운동

법 중 가동성과 관련된 운동을 적용하여 등뼈 가동성

운동을 동반한 목의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을 적용

한 실험군이 등뼈 가동성 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목의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만 적용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목등뼈부의 기능 수준과 자세 특성, 통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절가동술(mobilization)은

수동으로 움직이는 방법(특히 움직임의 속도와 관련

하여)으로 일반적으로 스스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속도에서 수행한다. 통증을 경감시키고 기능적 움직

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진 이 수동적

움직임은 관절 문제를 가진 환자들에 관절 움직임의

기능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수동적 움직임으로 정의된다(Hengeveld와 Banks,

2013). Gross 등(2007, 2010)은 기계적 목통증 환자에

게 목뼈부에 도수교정 또는 관절가동술과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운동을 혼합하여 적용한 결과, 장단기의

통증감소 효과와 장기적인 기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

고 하였으며, 목뼈에 관절가동술을 단독으로 적용하

였을 때는 그 효과가 유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한 Miller 등(2010)은 만성 목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과 도수교정 또는 관절가동술을 혼합하여 적용

하였을 때가 도수교정이나 관절가동술만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오래된 통증을 감소시켰고 삶의 질

수준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군 모

두에서 측정시점 간에 기능장애 수준과 관절가동범

위, 자세 특성 그리고 통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얻어, 기계적 목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ross 등(2011)은 구조적 상호의존성 개념을 이용하

여 기계적 목통증 환자에 대한 등뼈의 도수교정에 긍정

적 효과를 설명하였고, Walser 등(2009)도 등뼈 상부

분절의 가동성 감소가 목뼈부의 과사용을 유발하고 이

와 관련된 통증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Gross 등

(2015)은 만성 기계적 목통증 환자에 상지와 몸통 근육

들의 근력강화 운동 및 상지의 스트레칭 운동, 지구력

훈련이 중장기간에 걸쳐 통증 감소와 기능수준 개선에

유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Huisman 등(2013)은 8회의

등뼈부 도수교정 적용이 즉각적 그리고 중간(intermediate)

기간 동안에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을 감소시켰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6주간 등뼈 가동성 운동을 수행한 실

험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기능장애 수준과 자세 특성,

통증 수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

어, 목통증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한 등뼈부에 가동성

운동 적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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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는 목 통증 환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상태-특이 장애척도이다(MacDermid 등, 2009). Young

등(2010)에 의하면 NDI의 임상적 중요 최소 차이

(minimal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가 7점

(14%)에서 9점(18%) 사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

재 6주후에 실험군은 4.62±1.12점, 대조군은 8.77±2.42점

으로,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실

험군에서만 MCID값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목통증 환자에게 등뼈의 윗부분과 중간부분에 도수치료

를 적용한 Cleland 등(2007), 목통증 환자에게 목뼈부와

등뼈의 윗부분에 도수치료를 적용한 Saavedra-Hernández

등(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즉 목뼈의 관절가

동술과 안정화 운동만 적용하였을 때보다 등뼈 가동성

운동을 동반한 목뼈의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을 6주

적용하였을 때 목의 기능장애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Audette 등(2010)은 목의 관절가동범위에 최소 감지

변화(minimum detectable change; MDC)는 굽힘 각도

는 6.5˚, 폄은 3.6˚, 우측돌림 6.1˚, 좌측돌림 4.9˚라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 3주후 중재 전과의 차이 값이

실험군의 굽힘 각도는 12.46˚, 폄은 11.33˚, 우측돌림은

14.15˚ 좌측돌림은 21.23˚이며, 대조군의 굽힘은 6.82˚,

폄은 6.15˚, 우측돌림은 9.44˚, 좌측돌림은 9.77˚이었다.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MDC

값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등뼈 가동성 운동을 적용

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각도가 더 크게 증가하였

다. 이는 4주간 전방머리자세가 있는 대상자에게 등뼈

부 관절가동술과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Cho 등(2017)

의 연구와 3주간 등뼈부에 도수교정을 적용한

González-Iglesias 등(2009)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목뼈부에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을 3주 이상 적용하였을 때 목의 관절가동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등뼈 가동성 운동을 추가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목의 관절가동범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Grimmer-Somers 등(2008)은 자세측정에 통한 평가

시 사진촬영 영상을 이용하였다. Choi와 Hwang(2011)

의 연구에서는 목뼈와 등뼈부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강

화 운동이 CVA와 CR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Kim 등(2016)의 연구에서는 머리목굽힘운

동이 CVA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 등뼈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하여 CVA가 유의하게 향상되지 않았지만, 모든 군이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CRA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군과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모든 군이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대로 목뼈부의 안정화 운동을 통한 연부조직의 강화

와 함께 척추안정성이 증가하였기에 모든 군에서

CVA와 CR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SP는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

의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며, 중재 3주후부터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등뼈 가동성

운동 중 어깨와 가슴쪽의 스트레칭이 둥근어깨 자세

와 관련된 SSP에 유효한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판

단되며, 본 연구의 중재들이 자세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증 수준은 NPRS와 VAS를 이용한 통증의 즉각적

인 변화를 알아내기 위한 MCID 값은 각각 1.3점(100점

중 13점)(Cleland 등, 2007)과 12 ㎜(9〜15 ㎜)(Kelly,

2001)라고 하였다. Cho 등(2017)의 연구에 의하면 등뼈

의 관절가동술과 가동성 운동을 적용하였을 때 목뼈의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군과 비교하여

NPRS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González-Iglesias

등(2009)에 의하면 등뼈의 도수교정을 적용한 실험군이

열전기 치료만 적용한 대조군에 비하여 VAS에서 유의

한 감소가 나타났다. Masaracchio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흉추의 도수교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실험군이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NPRS에서 유의한 감소

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재 6주후와 중재 전과의

차이 값이 실험군은 3.35점, 대조군은 2.21점이었으며,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MCID

값 이상으로 감소하였으며, 등뼈 가동성 운동을 적용

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큰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목뼈의 관

절가동술과 안정화운동을 6주 이상 적용하였을 때 목통

증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등뼈 가동성 운동을 추

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통증 수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통 및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

지 않은 기계적 목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등뼈 가동성

운동을 시행하였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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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표본의 크기가 효과 크기를 사용하여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정되었지만 역학적 목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

째, 연구 기간 중 대상자의 일상생활 그리고 신체적

활동량을 명확하게 통제하지 못하였다. 셋째, 실험이

종료된 후, 장기 추적 관찰이 수행되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표본의

수를 좀 더 증가하여 장기 추적 관찰을 포함한 연구

들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기계적 목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등뼈 가

동성 운동을 동반한 목뼈부 관절가동술과 안정화 운동

을 실시한 실험군(n1=13)과 목뼈부에 관절가동술과 안

정화 운동만을 적용한 대조군(n2=13)에 효과를 비교해

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중재는 6주간 실시하였으며, 26

명의 대상자는 두 군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중재의 결

과를 알아보기 위해 목등뼈부의 기능 수준(기능장애수

준, 목뼈와 등뼈의 관절가동범위)과 자세 특성, 통증수

준을 중재 전과 중재 3주후 그리고 중재 6주후에 각각

평가하였고, 두 군과 측정시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재 후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증

수준과 목의 기능장애수준, 목과 등뼈의 관절가동범위

그리고 상지와 목의 자세 변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p<.05), 모든 측정 변수들이 대조군과 비교해 실험

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

계적 목통증 환자들에게 등뼈의 가동성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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