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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oracic spine self-mobilization exercise is commonly used to manage patients 
with neck pain. However, no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oracic spine 
self-mobilization exercise alone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oracic self-mobilization 
using a tool on cervical range of motion (ROM), disability level, upper body posture, pain and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Methods: The subjects were 49 patients (21 males, 28 females) with chronic neck pain.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EG, n = 23) and control group 
(CG, n = 26). For the EG, thoracic self-mobilization was applied. We placed a tool (made with 
2 tennis balls) under 3 different vertebral levels (T1-4, T5-8, T9-12) of the thoracic spine and 
the subjects performed crunches, which included thoracic flexion and extension in supine 
position. Five times × 3 sets for each levels, twice a week, for 4 weeks. Cervical pain, disability, 
upper body posture, FABQ results, and ROM were evaluated at baseline, after 4 weeks of in-
tervention, and at 8 weeks of follow-up. Assessments included the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QVAS);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NPQ); craniovertebral angles (CVA), 
forward shoulder angle (FSA) and kyphosis angle (KA) measurements for upper body posture; 
FABQ and cervical ROM testing. 

Results: The E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intervention in the QVAS 
(–51.16%); NPQ (–53.46%); flexion (20.95%), extension (25.32%), left rotation (14.04%), 
and right rotation (25.32%) in the ROM of the cervical joint; KA (–7.14%); CVA (9.82%); and 
FSA (–4.12%).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thoracic self-
mobilization exercise using a tool (tennis balls) is effective to improve neck pain, disability 
level, the ROM, and upper body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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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통증을 가지고 있다. 목통증은 총 

인구의 67%로 일상생활에서 한 번 이상은 유발되는 가장 대표적인 근

골격계 증상이다[1]. 현재 목통증의 발병률은 높으며, 거의 70%의 환자

가 목통증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통증을 갖고 있는 15%–22%

의 환자들은 발병 후 5년 이상 그 증상을 계속 경험한다[2]. 목통증 환

자 중에서 33% 이상은 만성통증으로 진행되고[3] 결과적으로 일상생

활 활동의 감소, 재정적 부담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4]. 또한 

스마트 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목 통증이 증가하게 되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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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조직손상과 명확한 연관성 있는 병리생리

학적 기전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

[8]. 바르지 못한 자세는 안정 시 기능과 자세 유지근들의 길이를 변화

시켜 머리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자세로 전환시키며, 머리와 목뼈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9]. 

최근 목 운동학 및 목통증에 관련하여 등뼈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10-12]. 증상이 없는 피실험자에게 등뼈는 전체 목 움직임 중 회전에 

약 15%, 가쪽굽힘에 25%, 굽힘과 폄에 35%로 크게 기여하였다[12]. 

현재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등뼈를 검사한

다고 한다[13,14]. 아래 목뼈 및 관절 원판 병변의 기능장애는 목뼈 부

분의 근섬유 등의 위축으로 근활성도가 감소하여 척추 분절의 움직임

이 제한됨으로 인해 생체 역학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상지로 

전이되는 통증, 움직임의 감소, 비정상적인 반사현상 등으로 인한 위 

등뼈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 등뼈의 기능장애는 목 척추의 움

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한다[15,16]. 등뼈 뒤 굽음의 증가는 퇴행

성 과정을 가속화하고 통증 및 기능장애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뼈, 인

대, 관절, 근육에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주게 되고,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의 약화와 신장을 유발시킨다[17]. 등뼈 뒤쪽굽이는 체중부하

와 움직임의 패턴에 영향을 받으며 등뼈에서 움직임이 적을수록 허리

뼈와 목뼈에서 더 많은 움직임으로 보상작용이 발생한다[18]. 

Johnson과 Grindstaff [19]는 테니스 공을 이용하여 등뼈 자가 가

동성 운동 프로그램인 미니 크런치 운동과 바로 누운 자세에서 팔을 돌

리는 운동을 통해 등뼈와 어깨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통증을 감

소시킨다고 하였고, Nakamaru 등[4]은 2개의 테니스 공을 이용한 등

뼈 자가 가동성 운동 프로그램을 목통증 환자들에게 적용시킨 결과 목

의 굽힘과 폄의 관절가동범위가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부터 

여러 연구들에서 수동적인 치료중재보다 능동적인 치료중재가 목통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더 효과적인지 조사하기 위해 O’Riordan 등[20]

은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16개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목

통증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 통증 감소, 관절가동범위 증가, 삶의 질 향

상에 좋은 운동 빈도는 주 3회, 6주 이상, 30분에서 45분 사이의 능동

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높은 강도의 능동적

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목통증 감소 효과가 높았으며, 낮은 강도의 지구

력과 근력을 요하는 치료 프로그램에서도 목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다

고 하였다[20-22]. 

목통증 환자들에 대한 자가 운동치료가 신체적인 증상을 완화한다는 

이점뿐만 아니라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

다[23]. 이와 같은 능동적인 치료방법은 목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

들의 주관적인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24], 목

통증 환자의 치료적 임상지침에 있어서도 근거가 있는 치료로 제안할 

수 있다고 하였다[25]. 등뼈 자가 가동성(self-mobility) 운동은 일반적

으로 목통증 환자를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4].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

은 엎드린 자세에서 몸통을 펴게 하거나, 폼 롤러와 같은 기구를 등 아

래에 놓고 바닥에 누운 자세에서 몸통을 뒤로 펴는 운동 등이 있으며,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등뼈의 움직임뿐만 아니

라 과도한 척추 뒤굽음증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올바른 자세로 회복시

키기 위해 폼 롤러, 공 또는 테니스 공을 사용한다[19,26]. 대다수 기존 

연구에서는 과도한 등뼈 뒤쪽굽이로 인하여 단축된 근육을 신장시키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17]. 최근 연구동향으로는 등뼈 뒤 

굽음으로 감소된 가동성을 증진시키는 가동성 운동의 효과 및 필요성

이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27,28]. 

선행 연구에서는 목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테니스공을 이용한 등뼈 자

가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군과 플라시보로 적용한 군의 즉각적인 변화

를 비교하였을 때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군에서 목의 가동성

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즉각적

인 효과만을 보았다는 점과 자세변화를 평가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질병

단계를 세분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Johnson과 Grindstaff [19] 그리고 Naka-

maru 등[4]의 연구에서 제시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참고하여 재

구성한 운동중재를 만성 목통을 가진 대상자에게 좀 더 긴 기간에 적용

하였고, 목과 상지자세변화를 평가하였으며, 3개월 이상 목통증을 경

험한 만성 목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테니스공을 이용

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이와 같다. 첫째,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군(실험군)과 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중재 프로그램

만 적용한 군(대조군) 사이에 중재 전후의 목 관절 가동범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중재 전후의 목

통증수준, 목 기능장애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실

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중재 전후의 목과 상지자세 변화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중재 전후의 심리사

회적 요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다빈치재활병원에 내원한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G*Power ver. 3.1.9.2;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 본 연

구에 분석하고자 하는 운동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에 관련하여 그 검정

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Power 값 0.8, 측

정 수 3, 군 수는 2로 설정한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대상자의 최

소 표본 크기는 24명이었다. 실제 연구의 대상자의 탈락률 20%인 것을 

감안하여 각 26명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포함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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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공지하였으며, 모집공고를 통해 52명을 선착

순으로 모집하였다. 이 때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52명의 연구대상

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목적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시행하고, 사전 동의

를 구한 후 동의를 한 대상자만 실험에 참여하였다. 각 군에 배정 방법

은 인터넷 프로그램인 무작위 배정(http://www.randomizer.org)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조건은 (1)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2) 최근 3개월 이상 지속적인 목통증을 경험한 자, (3) 목

통증 정도가 visual analogue scale (VAS) 3점 이상인 자, (4) 연구 내

용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

며, 연구대상자의 제외 조건은 (1) 최근 3개월 이내에 교통사고가 난 경

험이 있는 자, (2) 목 골절이나 관절염, 종양, 근육병, 골다공증이 있는 

자, (3) 목 디스크 증상으로 팔이나 손가락에 저린 증상(방사통)이 있는 

자, (4)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전정계손상 등 신경학적인 병변이 있는 

자로 하였다.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승인번호: 1040647-201904-HR-019-02).

2. 연구 절차

중재 전에 두 군 모두에 목통증 수준과 목 관절가동범위, 목 기능장

애 수준, 목과 상지자세, 심리사회적 요인을 각각 평가하였다. 중재방

법은 테니스공을 이용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과 기본 중재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중재 프로그램은 30분씩, 일 1회, 주 2회, 4

주간 총 8회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에는 추가적으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실시하고, 중재 전과 4주 후, 그리고 추후검사로 8주후에 두 군

의 목통증 수준과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 수준, 목과 상지자세 평가, 

심리사회적 요인을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Figure 1에 나타

내었다. 

3. 중재 방법

1)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

자가 가동성 운동을 위해 사용된 중재 도구는 두 개의 테니스공과 운

동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테이프는 테니스공의 한쪽 끝에

서 다른 테니스공의 반대쪽 끝으로 교차하여 두 테니스공이 모두 운동

용 테이프로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감싼다. 마지막 테이프 스트립은 두 

테니스 공 사이의 타원 모양의 스트립에 수직으로 팽팽한 압력을 가한

다[19]. 자가 가동성 운동을 위해 사용된 중재 도구는 Figure 2에 제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중재 방법은 Johnson과 Grindstaff [19] 그리고 

Nakamaru 등[4]의 연구에서 제시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참고하

여 재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테니스공을 이용하여 제작한 중재 도구를 

등뼈 위 분절(T1-4), 중간분절(T5-8), 그리고 아래분절(T9-12)의 가시

돌기 옆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각 분절 안에서도 등뼈를 펴도록 하

려는 분절 바로 아래에 테니스공을 위치시켰다. 다리는 교각자세로 테

Enrollment Assessed for eligibility (n = 52)

Randomized (n = 52)

Analysis

1st test for cervical pain, disability FABQ, upper body posture and ROM

Excluded (n = 3)
Personal reasons (n = 3)

Experimental group (n = 23)
Basic intervention for cervical pain

control (30 min) + thoracic self-mobilization
exercise (10 min) (twice a week)

Allocation

Control group (n = 26)
Basic intervention for cervical

pain control (30 min) (twice a week)

2nd test for cervical pain, disability, FABQ, upper body posture and ROM (after 4 weeks)

Follow-up

3rd test for cervical pain, disability, FABQ, upper body posture and ROM (after 8 weeks)

Figure 1. Study design. FABQ, fear-avoid-
ance belief questionnaire; ROM, range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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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공에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운 다음,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낀 채 팔

꿈치를 가까이 모아서 어깨뼈를 내밀게 하였다. 테니스공이 등에서 떨

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런치를 실시하였다. 각 분절 별로 5회씩 3세트, 

총 45회 적용하였다(Figure 3). 만약 대상자가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

할 경우 가시돌기와 갈비뼈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중재도

구를 벽에 위치시킨 후 앉은 자세에서 시행하였다. 기본적인 중재 프로

그램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실험군에게는 추가

적으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적용하였다.

2) 기본 중재 프로그램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적용은 기본 중재 프로그램은 온습포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10분간 목뼈부에 적용하였고, 그 후에 통증 조절을 위해 경

피신경전기자극치료(STT-150; Stratek, Anyang, Korea)를 10분간 

적용하였다. 또한 심부 조직에 온열 적용을 위해 초음파치료(ST-10A; 

Stratek)를 5분간 적용하였다

4. 측정 도구 및 방법

1) 목뼈 관절가동범위 평가

목 관절의 굽힘과 폄, 왼쪽돌림, 오른쪽 돌림에 대한 능동 관절가동

범위를 중재 전, 후 그리고 추후검사에 각각 3회씩 측정하였고, 그 평균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목 관절가동범위는 관절각도기(MyrinTM; OB 

Goniometer, Kineman Enterprises, IL,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관절각도기의 측정 신뢰도는 0.84–0.91 [29]이라 알려져 있다. 관

절가동범위의 각도가 작을수록 목 관절의 움직임이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든 변수들의 측정은 임상 7년차 물리치료사 한 명이 시행하

였다.

2) 등뼈 뒤굽음각(kyphosis) 측정

대상자는 제자리걸음을 3회 걸은 후 정면에 그어진 선을 바라보고 

어깨 넓이로 발을 벌려 편안한 자세로 서게 하였다[30]. 등뼈 뒤굽음각

은 스마트폰 응용 소프트웨어 경사각도계(Clinometer + Bubble lev-

el, Plaincode Software Solutions, Stephanskirchen, Germany)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제7 목뼈와 제1 등뼈, 제12 등뼈와 제1 허리

뼈의 위치를 파악한 후 고개를 숙인 후, 가장 돌출된 부위를 각각 찾아

서 표시하고, 대상자는 편한 자세로 서서 눈은 정면에 표시된 선을 응

시하고 자세를 고정하고 팔에 힘을 빼게 하였다. 이중경사각도계를 사

용하여 제7 목뼈와 제1 등뼈 부위의 경사각과 제12 등뼈와 제1 허리뼈 

경사각을 더한 값을 등뼈 뒤굽음각으로 정하고, 각 세 번씩 측정하여 

그 평균을 구하였다. 등뼈 뒤굽음각 측정방법은 Figure 4에 제시되었

다. 실험 대상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연구자료에 쓰인다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동의서를 받았다. 어깨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일

반 각도측정기와 경사각도계를 비교하였을 때 측정자간 신뢰도(intra-

A

B

C

Figure 3. Thoracic spine self-mobilization 
exercise. (A) Self-mobilization device is 
placed at each vertebral level of the groove 
over the spinous process, (B) start position, 
(C) end position.

Figure 2. Thoracic spine self-mobilization exercis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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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 0.98)는 높았다[31].

3) 전방머리 및 자세 평가

전방머리자세는 두개척추각과 전방 어깨각도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개척추각은 전방머리자세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Cheung 

등[3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귀의 이주와 제7 목뼈를 잇는 선과 제

7 목뼈를 지나가는 수평선이 이루는 각을 목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 CVA)이라 정의하였고[33], 제7 목뼈와 어깨뼈 봉우리를 잇는 

선과 제7 목뼈를 지나는 수직선이 이루는 각을 전방어깨각도(forward 

shoulder angle, FSA)라고 정의하였다. 측정을 위해 대상자의 목을 구

부리게 하고 목 뒤 부위를 촉진하여 제7 목뼈 가시돌기를 찾고 그 부위

에 스티커를 이용해 표시하였다[34]. 또한 어깨뼈 봉우리도 촉진하고 

이 부위에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머리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대상자를 편안하게 서있게 하였고, 양팔은 이완하여 몸

통 옆에 놓게 하였다. 자연스러운 머리자세를 유지하는 동안에 시각에 

의해 자세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면을 바라보도록 하였으

며[27], 스마트폰으로 귀의 이주를 향하게 한 후 80 cm 떨어진 곳에서 

지상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35], 측면 머리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

영된 사진은 영상분석 프로그램 윈도우용 ImageJ ver. 1.51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36].

4) 목통증 평가

목통증 평가는 4항목 시각적상사척도(quadruple VAS, QVAS)를 사

용하여 중재 전과 4주 후, 8주 후에 재평가하였다. 통증수준을 ‘현재 통

증 정도’, ‘평소에 느끼는 평균적인 통증 정도’, ‘가장 경미할 때의 통증 

정도’, ‘가장 심할 때의 통증 정도’ 4항목으로 분류하고, 10 cm 눈금자

에 1 cm 간격으로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고,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통

증의 정도를 시각적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0–10 cm 사이의 수평

선에 질문마다 “V” 표시를 하게 하였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0, 매우 극

심한 통증을 10으로 하였다. 4항목의 수를 더하여 평균을 낸 후 10을 

곱해서 최종 점수를 계산하였다[37].

5) 목통증과 기능장애 평가

목통증과 목 기능장애 측정 도구로 한국판 Northwick Park neck 

pain questionnaire (NPQ) 평가지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NPQ는 목

통증으로 인한 증상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9가지 질문 문

항(강도, 수면, 저린 감각, 기간, 물건 들기, 독서/텔레비전 시청, 작업, 

사회 활동, 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평가 척도는 0–4점, 5점 척도

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목 기능 장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NPQ는 목통증 환자의 기능장애와 통증에 관한 측정 지표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Cronbach α가 0.87의 높은 신뢰도를 보

인 도구이다[38]. 

6) 심리사회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은 잠재적인 교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증과 관

련된 신체 활동 및 직업 활동에 관한 두려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공포-회피반응 설문지(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

naire, FABQ)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16개 문항 7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점수는 0–6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강한 공포-회

피 반응을 가졌음을 의미한다[39]. 이 평가도구의 신뢰도에서 Cron-

bach α는 0.90으로 나타났다[40].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수집 된 자료의 모든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IBM SPSS ver. 25.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샤피로-윌크 검정(Shapiro–Wilk 

test)을 시행하였고,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중재 전과 4주 후, 8주 후 간에 두 군의 측정변수들의 변화양상 비교

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하였으며(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본페로니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시 통계적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3명, 대조군 26명이었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평균연령과 성별, 평균신장, 평균체중, 발병 시

기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ure 4. Measurement method of thoracic kyphosis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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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목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 

비교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사이에 목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양상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두 군에 측정시점별 목 관절 가동범위에 변화

양상은 모든 방향에서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5). 실험군에 

목 관절가동범위는 측정시점에 따라 모든 측정 방향의 각도가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나(p < 0.05), 대조군은 목 오른쪽 돌림 각도에서만 중

재전에 비해 8주 후에 유의한 증가(7.83%)를 보였다(p < 0.05). 실험

군은 중재전에 비해 8주 후 목뼈 굽힘(20.95%), 폄(25.32%), 왼쪽 돌

림(14.04%), 오른쪽 돌림(25.32%)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 < 

0.05).

3.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목과 상지자세 변화 양상 비교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목과 어깨에 자세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

해 kyphosis angle (KA), CVA, FSA를 각각 평가하여 그 변화 양상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두 군에 측정시점별 KA의 변화양상은 상호작

용이 있었고(p < 0.05), 실험군은 측정시점에 따라 KA는 유의한 감소

를 보였다(p < 0.05). 중재 전에 비해 4주 후에 KA는 7.14% 감소하였

으며, 이러한 변화는 8주까지 유지되었다. CVA와 FSA의 변화양상도 

모두 군과 측정시점 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5). 실험군의 CVA

은 중재 전과 비교해 4주 후(11.03%)와 8주 후(9.82%)에 각각 유의

한 증가를 보였다(p < 0.05). 실험군에 FSA은 측정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중재 전에 비해 4주 후(6.07%)와 8주 후

(4.12%)에 FSA는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5).

4.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간에 목통증과 기능장애, 심리학적 

특성의 변화 양상 비교

측정시점에 따른 두 군 사이에 목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심리학적 특

성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통증수준(QVAS)과 기능장애 수준(NPQ) 

그리고 FABQ-Work (FABQ-W) 점수는 모두 군과 측정시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다(p < 0.05). 통증수준과 기능장애 수준은 실험군(p < 

0.05)과 대조군(p < 0.05) 모두 측정시점에 따라 각각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사후검정 결과 실험군에 QVAS는 중재 전과 비교해 8주후에 유

의한 감소를 보였다(51.16%) (p < 0.05). NPQ도 중재 전과 비교해 8

주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53.46%) (p < 0.05). 실험군에 FABQ-W

는 측정시점에 따라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 < 0.05), 중재 전과 비

교해 4주 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28.42%) (p < 0.05). 두 군에 

FABQ-Physio (FABQ-Phy)는 측정시점별 변화 양상은 유의한 상호작

용이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EG (n = 23) CG (n = 26) t/χ² p-value

Sex (male/female) 10/13 11/15 0.007 0.934
Age (y) 27.8 ± 6.2 29.2 ± 3.8 –0.922 0.361
Height (cm) 166.4 ± 7.6 169.2 ± 8.4 –1.259 0.214
Weight (kg) 63.3 ± 13.1 64.9 ± 15.8 –0.407 0.686
Onset duration (wk) 30.5 ± 30.7 25.0 ± 8.6 0.834 0.41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3. Comparison of changes in upper body posture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Variable EG (n = 23) CG (n = 26) t Fa

KA 4.788*
   Baseline 39.63 ± 4.95 39.35 ± 6.83 0.165
   4 Week 36.32 ± 5.47b 39.92 ± 7.58 –1.363
   8 Week 36.80 ± 5.51b 40.44 ± 8.56 –1.744
   F 7.963* 1.358
CVA 22.594*
   Baseline 46.13 ± 5.79 46.36 ± 4.50 –0.156
   4 Week 51.22 ± 4.10b 45.89 ± 3.67 4.808*
   8 Week 50.66 ± 4.46b 45.09 ± 4.17 4.518*
   F 17.408* 2.166
FSA 11.994*
   Baseline 50.23 ± 2.85 50.70 ± 4.89 –0.417
   4 Week 47.18 ± 3.66b 51.10 ± 2.93 –4.161*
   8 Week 48.16 ± 3.23b 52.20 ± 4.61 –3.588*
   F 42.227* 2.33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 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
tal group; CG, control group; KA, kyphosis angle; CVA, craniovertebral 
angles; FSA, forward shoulder angle.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ed to baseline (p < 0.05). *p < 0.05.

Table 2. Comparison of cervical range of motion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Variable EG (n = 23) CG (n = 26) t Fa

Flexion 11.310*
   Baseline 55.08 ± 8.21 56.01 ± 11.77 0.112
   4 Week 63.33 ± 8.69b 55.26 ± 10.21 2.961*
   8 Week 66.62 ± 12.85b 53.58 ± 13.57 3.443*
   F 19.437* 0.453
Extension 19.170*
   Baseline 53.83 ± 6.79 55.76 ± 9.29 –0.821
   4 Week 68.14 ± 8.71b 55.87 ± 9.56 4.674*
   8 Week 67.46 ± 8.54b 60.13 ± 9.73 2.788*
   F 21.819* 2.982
Left rotation 9.389*
   Baseline 58.01 ± 6.52 59.73 ± 12.91 –0.599
   4 Week 67.96 ± 9.57b 58.35 ± 12.54 2.985*
   8 Week 66.16 ± 7.44b 59.29 ± 10.09 2.680*
   F 17.966* 0.243
Right rotation 15.241*
   Baseline 53.83 ± 6.79 55.76 ± 9.29 –0.821
   4 Week 68.14 ± 8.71b 55.87 ± 9.56 4.674*
   8 Week 67.46 ± 8.54b 60.13 ± 9.73b 2.788*
   F 22.024* 3.8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 standard deviation.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ed to baseline (p < 0.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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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Johnson과 Grindstaff [19] 그리고 Nakamaru 등[4]의 

연구에서 제시된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운동 중

재를 적용하여 만성 목통증환자의 관절가동범위, 기능장애와 통증수

준, 목과 상지자세, 심리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 결과 만성 목통증을 가진 대상자에게 소도구를 이용한 등뼈 자

가 가동성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에서 측정시점 간에 목통증과 기능장

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상지 자세 변화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 운동학 및 목통증과 등뼈의 관련성이 강조되

고 있다[10-12]. Walser 등[41]도 등뼈 윗분절의 저가동성이 목뼈부

의 과도한 움직임을 유발하고 이와 관련된 통증을 발생시킨다고 하였

다. 이처럼 머리와 목의 바른 정렬을 위해서는 위쪽 등뼈부의 정렬 상

태가 바르게 정렬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머리와 목 자세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서거나 앉아 있는 자세에서 위 등뼈부의 굽음각이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작용으로 목과 머리의 위치도 

변화하게 된다[17]. 정렬의 차이는 움직임의 기능장애와 관련되며, 움

직임의 기능장애는 결과적으로 더 큰 장애로 이어진다고 한다[42]. 예

를 들어서 증가된 허리의 폄은 보상작용으로 등뼈 뒤굽음각을 증가시

키며 목뼈의 과도한 폄으로 확장된다[43]. Nakamaru 등[4]은 등뼈 자

가 가동성 운동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목 굽힘과 폄의 변화 양상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목 돌림에서는 유의한 변화 양상이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에 측정시점별 목 굽힘 및 폄의 변화 

양상은 상호작용이 있었고, 목 왼쪽 돌림, 오른쪽 돌림에서도 변화양상

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서 모든 각도에

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와 

Nakamaru 등[4]의 연구와의 차이점 중 하나는 본 연구는 중재에 대한 

평가를 중재 전과 4주 후 그리고 8주 후에 시행하여 측정 변수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고, Nakamaru 등[4]의 연구는 중재 후 즉각적 효과만

을 알아본 연구로 중재 효과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머리의 자세를 측정한 CVA는 50도 미만인 경우를 병리학적으로 특

징지어진다[44]. CVA는 50도보다 감소되는 경우 통증을 동반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30].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서 중재 전(46.13도)과 

비교했을 때 4주 후(51.22도)와 8주 후(50.66도)에 측정시점에 따라 

유의한 각도 증가를 보였다(p < 0.05). 또한 실험군에서 8주 후에 다시 

측정했을 때 확인한 결과 각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주

라는 짧은 운동 기간임에도 운동을 통한 자세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미

루어 보아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과도한 등뼈 

뒤굽음증과 전방머리자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uivo 등[45]

은 전방머리자세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목 및 어깨 부

위에 치료적인 운동을 적용하였는데 16주 추적검사 결과 전방어깨각

도에서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에 측정시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측정시점별 FSA 변화 양상에서 상호작용

이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전방머리자세에 목운동과 어깨 운동뿐만 

아니라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Nakamaru 등[4]의 연구에서 테니스 공 2개를 이용한 등뼈 자가 가

동성 운동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등뼈의 특정 분절을 표적으로 하여 자

가 가동성 운동을 하는데 용이하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목통증 환자에게 등뼈의 뒤굽음증을 개선하는 것이 

목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Lee 등[46]

과 Voss 등[47]도 등뼈 환자를 위한 자가 운동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에서 통증수준과 기능장애 수준에

서는 4주 후, 8주 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FABQ-W의 심리학적 특성은 4주 후에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8주 

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ABQ-Phy 특성에서는 모든 시점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중재기간에 연

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환경적인 요인과 개개인에 신체 활동을 완벽하

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대상자들의 나이가 젊은 성인에게만 국한되

어 있었으며,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수가 크지 않아 모든 목통증 환자들

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증가하여 장기적 추적 관찰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omparison of changes in pain, dysfunction and FABQ between 
the groups at the time of measurement

Variable EG (n = 23) CG (n = 26) t Fa

QVAS 11.249*
   Baseline 42.39 ± 12.71 35.38 ± 11.80 2.000
   4 Week 21.85 ± 12.48b 32.60 ± 15.19 –2.684*
   8 Week 20.70 ± 14.26b 28.27 ± 16.38 –1.715
   F 34.211* 3.694*
NPQ 12.542*
   Baseline 9.52 ± 3.12 7.54 ± 3.13 2.219*
   4 Week 3.70 ± 2.55b 6.62 ± 3.36 –3.392*
   8 Week 4.43 ± 3.91b 5.96 ± 3.36 –1.470
   F 29.327* 3.448*
FABQ-W 5.433*
   Baseline 14.39 ± 4.35 10.92 ± 5.89 2.320*
   4 Week 10.30 ± 6.87b 12.38 ± 5.90 –1.140
   8 Week 11.13 ± 7.33 9.69 ± 6.34 0.736
   F 4.320* 2.461
FABQ-Phy 1.066
   Baseline 23.74 ± 11.38 21.12 ± 13.35 0.735
   4 Week 19.43 ± 13.46 21.08 ± 13.69 –0.422
   8 Week 17.09 ± 12.73 16.46 ± 13.81 0.164
   F 3.093 2.17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ABQ,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EG, experimental group; CG, control group; QVAS, 
quadruple visual analogue scale; NPQ, neck pain questionnaire; FABQ-
W,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work; FABQ-Phy,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physio. aGroup x time, bthere is a significant differ-
ence when compared to baseline (p < 0.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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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이 만성 목통증 환자의 통증과 기능

장애 수준, 목뼈의 관절가동범위 및 목과 상지 자세의 변화 그리고 심

리사회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고, 기본적

인 목통증 중재 프로그램 적용과의 비교를 통해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

자 실시하였다. 만성 목통증 환자 49명을 기본 중재 프로그램에 등뼈 

자가 가동성 운동을 추가 적용한 실험군(n = 23)과 기본 중재 프로그램

만 적용한 대조군(n = 26)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중재는 4주간 실시하

였고, 평가는 중재 전과 중재 4주 후 그리고 8주 후에 실시하였고, 통증 

수준과 목과 상지의 자세, 목의 기능장애 수준 그리고 심리사회적 특성

을 평가하였다.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재 후에 측정 시점 간에 

목의 관절가동범위와 목과 상지의 자세 그리고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수준, 심리사회적 특성(FABQ-W)에 변화 양상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개선을 보였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등뼈 부위에 적용한 자가 가동성 운동이 만성 

목통증 환자의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고, 만

성 목통증 환자에 물리치료 중재 프로그램에 이러한 등뼈 자가 운동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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