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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eck pain is a major health problem in developed countries and has a lifetime 
prevalence of 50%. Major problems include a reduced cervical range of motion, muscle stiff-
ness, dysfunction, postural changes, and decrease in psychosocial level. 

Object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pplying the upper trapezius inhibition 
dynamic taping to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on their neck pain,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Methods: The study design wa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 total of 40 patients with 
neck pai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a Dynamic Taping group (n 
= 20) or Sham Taping group (n = 20). In both groups, basic intervention cervical pain control 
therapy and shoulder stabilization exercise program were performed. In addition, dynamic 
taping and sham taping were applied to participants in the Dynamic Taping and Sham Taping 
groups to inhibit the trapezius muscle, respectively. All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and a total of 12 times for 4 weeks, and the participants’ neck pain, functional 
impairment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were mea-
sur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Results: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ck pain,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al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p 
< 0.05).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regarding the 
functional level and neck posture (p < 0.05).

Conclusion: Inhibition dynamic taping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suppression is an ef-
fective method with clinical significance in reducing pain in individuals with chronic neck pain 
and improving the functional level, cervical range of motion, psychosocial level, and neck 
posture.

INTRODUCTION 

목의 기능장애(neck disability index; NDI)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NDI 도구는 목 통증 대상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이것은 임상에서 정량화된 평가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장애 

평가도구 중 하나이다[1]. 목 통증은 모든 선진국에서 대중적으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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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강 문제이며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50%의 유병률을 보인다[2]. 목 

통증은 종종 구체적인 통증의 원인이 없으며, 이를 비특이적 목 통증이

라 정의하며, 이러한 비특이적 목 통증은 습관성 자세와 퇴행성 질환

의 원인이 된다[3,4]. 만성 목 통증은 급성 목 통증으로부터 통증 재발

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목 통증이라 정

의하게 된다[5]. 만성 통증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의 원인과 구별되는 

병리학적 실체로 받아들여야 하며,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사회적

으로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기도 한다[6]. 감소된 목 관절 가동 범위와 

근력, 근지구력, 근육의 뻣뻣함은 목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된다[7]. 또한, 목 부분의 기능장애는 근육 간 불균형을 유발

하는데, 특히 목 폄근보다 굽힘근의 근력 약화가 더 많이 발생하며, 이

러한 자세 변형은 어깨관절의 안정성을 감소시킨다[8].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하는 환경이나 좌식 근무 형태는 자

세유지근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일으키고[9], 이로 인하여 목 관절가동

범위의 제한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

의 과활성화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건강상태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특히 심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근

골격계 손상으로 이어져 만성적인 목 통증을 호소하여 업무수행을 하

는 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1,12]. 통증이 생기면 통증으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움직

임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는 통증부위의 기능 저하와 비사용 증후군

(disuse syndrome)이 나타날 수 있다[13]. 또한, 운전과 같은 기능적 

어려움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에서는 목 통증과 함께 움직

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될 수 있다[14,15]. 

목 통증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자세 변형 

중 하나는 앞쪽 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 FHP)이다. FHP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 목 부위에서 받는 

부하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위 목뼈는 폄 되고 아래 목 뼈

와 등뼈는 앞 방향으로 굽힘 되어지는 자세를 의미한다[10]. 바르지 못

한 자세가 습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 목뼈의 정상적인 앞굽음이 상

실되어 이로 인해 머리척추각(craniovertebral angle; CVA)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부 교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16]. 상

부 교차 증후군은 마름근, 앞톱니근, 아래등세모근의 약화와 큰가슴근, 

어깨올림근, 위등세모근의 과활성화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으로 통증이 

발생한다[17]. 특히 위등세모근는 목뼈에 부착되어 있으며 목 통증에 

대해 위등세모근의 활동이 증가하면 만성적인 위등세모근 통증을 일으

킬 수 있다[18]. 

만성 목 통증이 있는 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물리

치료가 있으며[19], 비용과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고 환자에게 적합한 물

리치료 중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20]. 물리치료적 중재법 중 하

나인 테이핑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중재법으로 활용 가능하며 통

증이 있는 환자 혹은 스포츠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알맞게 쓰이는 중재

로 알려져 있다[21]. 물리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테이핑 기법에는 크

게 비탄력 테이핑과 탄력 테이핑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탄력 테이핑

의 대표적인 키네시오 테이핑(Kinesio taping)은 국소 부위 순환과 부

종을 감소시키고, 관절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22]. 그

러나 키네시오 테이핑은 탄성력이 140%, 신장 방향은 가로 방향만으

로 국한된다. 이러한 키네시오 테이핑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탄력 테

이핑 중재 중 하나인 다이나믹 테이핑(Dynamic taping)은 2009년 근

골격계 전문물리치료사인 호주에 Ryan Kendrick으로부터 개발되었

으며, 이 테이핑은 가로, 세로 4방향으로 늘어날 수 있고, 강한 탄성 저

항과 반동, 그리고 높은 신장도(200% 이상)를 지녔다[23]. 다이나믹 테

이핑의 주된 작용은 편심성 운동에 대한 감속과 부하 흡수, 움직임 보

조이고, 두 번째는 신경생리학적 작용이며, 다이나믹 테이핑을 부착할 

때 테이프의 반동 효과로 인하여 사전 신장(pre-stretch)을 시켜 근육

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힘의 흡수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어 이러한 흡

수와 지지의 효과를 이용하여 비탄력 테이프를 사용하는 테이핑 기법

과 같아 근육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24].

선행 연구에서 만성 목 통증에 탄력 테이프인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

용하여 목 통증에 대한 통증 수준, 기능수행 수준, 심리사회적 수준, 관

절가동범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소개되었지만, 다이나믹 테이

핑을 적용하였을 때 근육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 목 통증 진단을 받은 환자

를 대상으로 목 부위에 탄력 테이프인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하였을 

때 환자들의 통증 수준,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심리사회적 수

준, 목 자세정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자세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 통증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위등세모근 억제 다이나믹 테이핑 적용군(실험군)과 거짓 다이

나믹 테이핑 적용군(대조군) 모두 중재 전후에 통증 수준의 변화 양상

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재 전후에 두 군의 목 기능장애 수준에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재 전후에 두 군의 목의 관절

가동범위에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중재 전후에 두 군

의 심리사회적 수준에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재 

전후 두 군의 목 자세정렬의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필한방병원에 목 통증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외래로 내원한 환자 총 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 선정 기준으로는 첫째, 과거 6주 이상 목 부위에 통증이 있는 자, 둘

째, 통증 수준(Numeral Rating Scale; NRS)이 4점(범위 0–10점) 이

상인 자, 셋째, 목 기능장애 지수 점수가 15점(범위 0–50점) 이상인 자, 

넷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로 하였다. 제외 기준은 첫

째, 목뼈에 골절이 있는 자, 둘째, 척추원판 탈출증으로 목 부위에 수

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셋째, 전문의로부터 악성종양 등과 같은 대

사성 질환의 진단을 받은 자, 넷째, 테이핑 적용 시 피부 알러지 반응

을 경험한 자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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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설명을 시행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No. 

1040647-202104-HR-015-03).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위약군 사전-사후 비교 연구설계이다. 연구대

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power 3.19 소프트웨어 프로그램(G-

power; University of Kiel, Kiel, Germany)을 사용하였다. 다이나믹 

테이핑 중재 전과 후 효과에 검정력을 알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사용하였고, 효과 크기는 0.25, 유의 수준은 0.05, 검정력은 0.8로 

설정 후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최소 표본의 크기는 34명이었으나, 

연구 대상자들의 탈락률을 약 15%로 감안하여 총 40명으로 하였다. 모

집된 총 대상자 64명 중 목 통증이 6주 미만인 자(n = 10), NDI 지수가 

15점 미만인 자(n = 14)가 탈락되어 총 4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선정된 대상자 40명을 무작위 배정 사이트(https://www.random-

izer.org)를 이용하여 위등세모근에 억제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실

험군(n = 20)과 위등세모근에 거짓 테이핑을 시행한 위약군(n = 20)으

로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군에서는 다이나믹 테이프가 위등세모근

을 지날 때 근육의 길이에 직각 방향으로 부착하였고, 위약군에서는 다

이나믹 테이프가 위등세모근을 지날 때 아무런 긴장력을 가하지 않고 

부착하였다. 중재 전후에 측정한 종속변수로 통증 수준(NRS), 기능장

애 수준(NDI), 목 관절가동범위(cervical range of motion), 심리사회

적 수준(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FABQ), 머리척추각

(CVA)을 이용한 목 자세정렬 수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Figure 1과 같다.

3. 중재 방법

1) 기본물리치료

실험군과 위약군의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한 기본물리치료는 전기치

료와 도수치료 그리고 어깨뼈 안정화운동을 적용하였다. 전기치료와 

도수치료는 각각 15분/회, 주 3회로 4주간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또

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어깨뼈 안정화운동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중재

는 총 약 65분/회, 주 3회, 총 4주간 적용하였다. 목 통증을 감소시키

기 위해 적용한 전기치료는 중주파를 이용한 간섭파 치료기(H-401; 

HanilTM, Seoul, Korea)를 위등세모근 부위에 15분간 적용하였다. 도

수치료는 Hyong 등[25]이 목 통증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Maitland 관

절가동술 기법인 고리뒤통수(atlanto-occipital) 관절의 전방활주(an-

terior gliding) 기법을 위, 아래 목뼈관절에 10분간 적용 후 위등세모

근과 어깨올림근에 5분간 신장기법을 실시하였다.

두 군 모두에게 적용한 어깨뼈 안정화 운동프로그램은 동일한 치료

사의 중재로 시행되었다. Kim 등[26]의 슬링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프

로그램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 운동프로그램은 어깨뼈 주변의 

과활성화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고, 어깨뼈가 움직이는 동안 주변 근

육의 동시 수축을 유발하여 어깨뼈의 동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앞톱

니근 강화를 유도하며, 어깨뼈 가동화운동과 어깨뼈 하강운동, 어깨뼈 

동적 안정화 운동, 푸쉬업 플러스 운동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중재 전

Dynamic Taping group (n = 20)
Basic intervention cervical

pain control (30 min) + 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 with

Dynamic Taping

Sham Taping group (n = 20)
Basic intervention cervical pain

control (30 min) + 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 with

Sham Taping

Post-test: NRS, C-ROM, NDI, FABQ, CVA

Analysis

Randomized (n = 40)

Pre-test: NRS, C-ROM, NDI, FABQ, CVA

Assessed for eligibility (N = 64)

Excluded personal
(n = 24)

Figure 1.Figure 1. Flow diagram of the study. NRS, 
numeric rating scale; C-ROM, cervical-
range of motion; NDI, neck disability index; 
FABQ,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
naire; CVA, craniovertebral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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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약 5분 정도의 신장 운동을 적용하였고, 각 운동은 10초간 유지, 

10회로 3세트를 실시하였다. 세트 간 30초씩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어깨뼈 가동화운동은 대상자가 앉은 자세에서 양쪽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팔꿉관절 아래 스트랩을 감싸 어깨관절 수평벌림과 수평모음이 

동반된 어깨뼈 벌림, 모음을 하였다. 어깨뼈 하강운동은 대상자가 팔꿉

관절을 굽힌 뒤 탄성밴드로 연결된 스트랩을 받치고, 대상자의 귀 구슬

과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넙다리뼈 큰돌기가 일직선이 된 자세에서 

팔꿈치를 아래방향으로 눌러 하강하도록 하였다. 어깨뼈 동적 안정화

운동은 대상자가 무릎으로 선 자세로 팔꿈치를 펴 손잡이를 잡은 뒤 어

깨관절을 90도 이하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몸을 앞쪽으로 기대는 

듯한 움직임으로 줄에 매달리게 하였다. 푸쉬업 플러스운동은 대상자

가 양 무릎으로 선 자세에서 팔꿉관절을 펴 손잡이를 잡고 어깨관절 90

도 각도에서 손잡이에 체중을 부하하도록 하였다. 

2) 다이나믹 테이핑

실험군에게 적용하는 다이나믹 테이핑은 5 cm 다이나믹 테이프

(SMT2101; Dynamic Tape Classic, Dynamic Tape Ltd, Bristol, 

United Kingdom)을 이용하였다. 테이핑은 대상자들의 위등세모근에 

부착하였고, 테이핑 시작점은 어깨뼈 위 능선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등

세모근을 지나 빗장뼈 바로 아래 부위까지 부착하였다. 이때 테이프의 

시작과 끝에 약 5 cm의 길이 부위에는 어떠한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테이프가 위등세모근을 지날 때 치료사의 손으로 근육의 길이

에 직각 방향으로 약하게 쥐어짜듯 잡고 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Figure 2). 테이핑을 하는 동안 대상자는 어깨 부위에 어떠한 힘이나 

근육에 수축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위약군에게 적용하는 테

이핑은 실험군과 동일한 종류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같은 부위에 부착

하였으며, 테이핑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도 같게 적용하였다. 단 테이

프가 위등세모근을 지날 때 어떠한 힘이나 장력이 가하지 않은 상태로 

부착하였고, 대상자는 어깨부위에 어떠한 힘이나 근육에 수축을 일으

키지 않도록 교육하였다(Figure 3). 

4. 평가 방법 

1) 통증 수준 

대상자들의 목 통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NRS를 사용하였다. 

NRS는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환자에게 선택하게 하여 통증의 정도

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27]. 통증 없음을 의미하는 0점부터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의미하는 10점까지 있으며 0–4점은 경도, 5–7

점은 중등도 8–10점은 중증을 나타낸다. 또한 NRS는 시각적 상사 척

도(visual analog scale)보다 실용적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28]. NRS

의 재검사 신뢰도는 r = 0.95–0.96이고, 타당도 또한 0.86 이상의 수준

으로 두 항목 모두 높은 편에 속한다[29]. 

2) 목 기능장애 수준

대상자들의 목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어판 NDI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10가지 문항으로 대상자들이 각 항목당 하

나만 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목의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을 측정하

도록 만들어져 있다. 통증 수준, 개인위생, 물건 들기, 수면, 두통의 정

도, 집중도, 운전, 독서, 일, 여가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

해 6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다(0–5점). 총점은 50점

으로 0–4점(장애 없음), 5–15점(경미한 장애), 15–24점(중등도 수준의 

장애), 25–34점(심한 장애), 35점 이상(완전한 장애)으로 분류하였다. 

이 평가도구의 신뢰도는 0.92로 매우 높은 편이며 타당도는 0.78로 나

타난다[30]. 

3) 목 관절가동범위 

대상자들의 목뼈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목뼈 경사 각도기

(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Roseville, MN, USA)를 이

용하였다. 이 장치는 각 운동 면에 하나씩 3개의 경사계로 구성되어 있

Figure 2.Figure 2. Dynamic taping for upper trapezius inhibition. Figure 3. Figure 3. Sham taping on upper trapez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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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스틱 지지대에는 두 개의 경사계가 들어있어 목의 굽힘, 폄과 

측방굽힘을 측정할 수 있고, 목 주위의 제3 경사계와 자석은 회전각도 측

정을 허용한다[31]. 이 장치는 2.2° 굽힘, 2.8° 폄, 2.1° 왼쪽 회전, 2.6° 

오른쪽 회전, 1.8° 왼쪽 측방굽힘, 1.6° 오른쪽 측방굽힘에 대한 최소 감

지 변화 값(minimal detectable change)과 함께 검사-재검사 측정신

뢰도는 r = 0.98, 95% CI (0.95–0.99)에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다[32].

4) 심리사회적 수준

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포-회피 반응 평

가지인 FABQ를 사용하였다. 이 평가도구는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대상자들은 0점(전혀 동의하지 않음)에서 6점(완전히 동

의함)으로 이루어진 총 7점 척도의 항목들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평

가하는 형태의 설문지이다. 이 평가지의 세부 항목은 직업과 관련된

(FABQ-work; FABQ-W) 질문과 신체적 활동(FABQ-Physical activ-

ity; FABQ-PA) 관련 질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총 점수는 0–66점으

로 구성되어 있다[33]. 그중 5가지 항목(2, 8, 13, 14, 16)은 평가 후에 

점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평가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공포-회피 반응이 더욱 강함을 의미하며, FABQ

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 alpha)값은 0.90으로 높은 편이며, 급간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또한 0.95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인다[34].

5) 목 자세정렬

대상자들의 목 자세정렬을 평가하기 위해 머리척추각(CVA)을 측정

하였다. CVA 촬영은 휴대폰의 각도기 어플(Iphone, Apple, Cuper-

tino, CA, USA)을 이용하였고, 촬영 후 사진 자료는 ImageJ (version 

1.4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영상 분

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VA 각도를 측정하였다. 사진 촬영 방법은 

대상자를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앉

게 하고,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각도를 90도로 만든 뒤 엉덩이를 의

자 등받이에 붙여 앉아 측정하였으며,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게 하였

다. CVA는 대상자들의 귀 구슬(Tragus) 중앙에서 C7의 가시돌기를 연

결한 선과 C7 가시돌기에서 시작하는 수평선 사이의 각도로 정의된다

[35,36]. 측정된 CVA 값이 클수록 머리와 목의 정렬이 이상적임을 뜻

하며, 작을수록 자세가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바르지 못한 자세가 습

관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 목뼈의 정상적인 앞 굽음이 상실되어 CVA

의 감소가 나타나고 목뼈의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FHP를 정의하는 

CVA의 기준은 31°–59°이다[37]. CVA의 ICC는 0.86에서 0.94로 매

우 높게 나타난다[38]. 

5. 통계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은 윈도우용 SPSS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측정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검정을 시행하였고, 변수들의 군 

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각 군의 중재 전, 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고, 중재 전과, 4주 후에 측정한 각 변수들의 변화 

양상에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개체간 요인이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본페로니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

든 통계 분석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 수준은 0.05로 정하였다.

RESULTS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두 군 간에 평균 나이와 

평균 신장, 평균 체중, 발병 기간, 통증 부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군에 사전 검사 결과 값은 차이가 없어 모든 변수

들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Table 1로 제시하였다. 

2.  중재 전후에 목의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변화 비교

중재 후 두 군에 대한 목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수준의 변화 양상을 Table 2로 제시하였으며, 목 통증 수준은 두 군 모

두 중재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목에 기능장애 수준은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또한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p < 0.05). 목의 각 방향에 관절가동범

위 수준은 두 군 모두 측정시점 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01),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3. 중재 전후에 심리사회적 수준과 머리척추각의 변화 비교

중재 전후에 두 군의 심리사회적 수준과 목의 CVA에 변화 양상을 

Table 3로 제시하였다. 심리사회적 수준은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1), 그러나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CVA는 두 군 모두 중재 후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p < 

0.05), 또한 군과 측정시점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p < 0.01).

Table 1.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unit)
Dynamic 

Taping group
(n = 20)

Sham Taping 
group

(n = 20)
t/χ2 p-value

Sex (male/female) 10/10 11/9 0.309 0.759
Age (y) 28.60 ± 2.33 27.90 ± 3.55 0.737 0.466
Height (cm) 169.55 ± 9.12 171.40 ± 7.13 –0.715 0.479
Weight (kg) 68.60 ± 17.09 70.85 ± 13.32 –0.464 0.645
Onset (mo) 7.30 ± 3.88 5.60 ± 2.48 1.651 0.107
Pain site (right/left) 9/11 8/12 –0.312 0.757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or mean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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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본 연구는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등세모근에 다이나믹 

테이핑을 부착한 뒤 어깨뼈 안정화 운동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통증 수

준,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심리사회적 수준, 목 자세정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

상자에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수준, 관절가동범위, 심리사회적 수준, 

목 자세정렬 결과값은 중재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 < 0.05). 

그러나 위등세모근에 억제를 위한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과 

거짓 테이핑을 이용한 위약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기능장애 수준과 목 

자세정렬에서만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p < 0.05).

Park 등[39]의 연구에서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목뼈 정렬

과 목뼈 깊은 근육의 강화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통증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과 Lee [40]의 연구에서는 목 통증

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위등세모근 스트레칭, 어깨뼈 안정화운동, 아래

등세모근 강화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중재 전후에 통증 수준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 < 0.05). 본 연구에서도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

침하는 결과와 같이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 모두 중재 전후 통증에 대

해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p < 0.05). 그러나 두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군 모두에게 통증 수준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전기치료와 도수치료의 적용이 통증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연관성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Kim 등[41]의 연구에서는 만성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등뼈 도수

교정에 추가된 목 안정화운동을 중재하였을 기능장애 수준이 유의하

Table 2.Table 2. Comparison of pain and dysfunction level, range of motion of the neck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between groups 

Variables
(units)

Dynamic Taping group 
(n = 20)

Sham Taping group
(n = 20)

t (p) F (p)

NRS
   (point)

Pre 6.60 ± 1.19 6.75 ± 1.16 –0.403 (0.689) Group 0.581 (0.450)
Post 3.30 ± 0.97 3.60 ± 1.31 –0.819 (0.418) Time 211.491 (< 0.001)
t (p) –10.692 (< 0.001) –9.890 (< 0.001) Group x Time 0.114 (0.737)

NDI
   (score)

Pre 18.75 ± 3.39 17.90 ± 2.73 0.874 (0.388) Group 0.062 (0.805)
Post 10.35 ± 2.48 11.65 ± 4.36 –1.160 (0.253) Time 193.010 (< 0.001)
t (p) –11.442 (< 0.001) –8.256 (< 0.001) Group x Time 4.157 (0.048)

Flexion
   (angle)

Pre 47.89 ± 7.45 48.64 ± 4.98 –0.371 (0.713) Group 0.218 (0.644)
Post 54.39 ± 6.39 52.58 ± 5.19 0.986 (0.331) Time 45.384 (< 0.001)
t (p) 5.041 (< 0.001) 6.942 (< 0.001) Group x Time 1.192 (0.282)

Extension
   (angle)

Pre 43.96 ± 8.58 42.89 ± 6.01 0.454 (0.653) Group 0.726 (0.400)
Post 49.15 ± 7.21 46.68 ± 6.55 0.805 (0.426) Time 24.271 (< 0.001)
t (p) 3.582 (0.002) 3.428 (0.003) Group x Time 0.592 (0.446)

Right rotation
   (angle)

Pre 51.12 ± 8.52 50.65 ± 6.48 0.197 (0.845) Group 0.060 (0.807)
Post 52.87 ± 8.70 52.19 ± 5.74 0.289 (0.774) Time 18.956 (< 0.001)
t (p) 3.910 (0.001) 2.533 (0.020) Group x Time 0.072 (0.790)

Left rotation
   (angle)

Pre 49.71 ± 6.58 47.99 ± 5.09 0.922 (0.362) Group 0.588 (0.448)
Post 51.60 ± 6.68 50.52 ± 5.21 0.568 (0.574) Time 22.701 (< 0.001)
t (p) 4.580 (< 0.001) 3.046 (0.007) Group x Time 0.478 (0.49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NRS, numeric rating scale; NDI, neck disability index.

Table 3.Table 3. Comparison of psychosocial status and posture of the neck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between groups

Variables
(units)

Dynamic Taping group
(n = 20)

Sham Taping group
(n = 20)

t (p) F (p)

FABQ-PA
   (score)

Pre 20.30 ± 2.79 19.80 ± 3.16 0.531 (0.599) Group 0.009 (0.924)
Post 14.95 ± 3.12 15.30 ± 2.68 –0.381 (0.706) Time 93.682 (< 0.001)
t (p) –8.081 (< 0.001) –5.822 (< 0.001) Group x Time 0.698 (0.409)

FABQ-W
   (score)

Pre 34.55 ± 5.81 35.60 ± 4.66 –0.631 (0.532) Group 1.047 (0.313)
Post 22.55 ± 5.08 24.20 ± 4.29 –1.110 (0.274) Time 182.392 (< 0.001)
t (p) –8.971 (< 0.001) –10.352 (< 0.001) Group x Time 0.120 (0.731)

FABQ-total
   (score)

Pre 54.85 ± 7.75 55.40 ± 5.47 –0.259 (0.797) Group 0.525 (0.473)
Post 37.50 ± 6.89 39.50 ± 5.46 –1.018 (0.315) Time 253.638 (< 0.001)
t (p) –10.347 (< 0.001) –12.784 (< 0.001) Group x Time 0.482 (0.492)

CVA
   (angle)

Pre 47.02 ± 6.28 47.31 ± 5.51 –0.155 (0.877) Group 0.257 (0.615)
Post 51.84 ± 7.05 49.62 ± 5.51 1.108 (0.275) Time 94.364 (< 0.001)
t (p) 8.885 (< 0.001) 4.674 (< 0.001) Group x Time 11.647 (0.00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FABQ-PA,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for physical activity; FABQ-W, Fear-Avoidance Belief 
Questionnaire for work; CVA, craniovertebral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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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됨을 보고하였다(p < 0.05). 또한 Kim과 Lee [42]의 연구에서 

FHP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진동 운동을 시행하였을 때, 중재 전

후 NDI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p < 0.05). 본 연구

에서도 중재 전후에 NDI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

과가 나타났으며, 이에 더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는 다이나믹 테이핑이 위등세모근을 억제시키는 효과로 인해 

해당 근육의 과활성화를 방지 역할로 작용하였고, 위등세모근의 과활

성화로 인해 근육의 뻣뻣함이나 통증, 가동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이 나

타날 수 있는데, 억제 테이핑을 통해서 위등세모근 과활성화를 방지하

는 역할로 인해 기능장애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은 통증, 근육의 단축, 목뼈 관절의 문제 등으로 

인해 관절가동범위의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43]. Song 등[44]의 연구

에서 만성 목 통증 환자들에게 목 안정화운동과 고유수용성 촉진 기법

을 이용한 아래등세모근 강화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목뼈 관절가동범

위의 유의한 향상됨을 보고하였다(p < 0.05). 또한, Jeon 등[45]의 연

구에 의하면 목 통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 전후 목뼈 관절가동범위의 유의한 향상됨을 보고하였다(p < 

0.05).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와 같이 중재 

전후 목뼈 관절가동범위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

다(p < 0.05). 그러나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군 모두에게 관절가동범위 증진에 효과적인 관절가동술 기법인 고리뒤

통수 관절의 전방 활주기법을 상, 하부 목뼈관절부위에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두 군 모두 관절가동범위가 향상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Lee 등[46]의 연구에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을 하는 목 통증 환자들

에게 멕켄지 운동을 중재하였을 때 FABQ-PA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 < 0.05). 또한, Joo [47]의 연구에서 만성 목 통증 환자들에게 주 3

회, 4주에 걸쳐 총 12회의 목 부위 안정화운동과 능동 신장운동을 적

용하였을 때 중재 전후에 FABQ-W, FABQ-PA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

를 보였다(p < 0.05). 본 연구에서도 목 통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

적인 요인을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FABQ 검사에서 FABQ-PA, 

FABQ-W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그러나 중재 후 

결과에서는 FABQ-PA, FABQ-W 모두에서 두 군간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이는 두 군 모두 무작위 배정하여 대상자 본인이 어떠한 그룹에 

속했는지 모르고, 총 중재 기간인 4주 동안 담당 물리치료사가 제공해 

준 테이핑에 대한 플라세보와 같은 심리적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목 부위 올바른 자세정렬은 목 통증 감소와 기능수준 감소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FHP는 고리뒤통수 관절과 위 

목뼈의 폄, 아래 목뼈의 굽힘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킨다[48,49]. Kim

과 Park [50]의 연구에 의하면 목 통증을 가진 FHP 대상자들에게 슬링 

시스템을 이용한 운동을 적용한 뒤 중재 전후에 모든 군에서 CVA의 유

의한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p < 0.05). 본 연구에서도 두 군 모두에

서 중재 전후에 CVA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에 더하여 두 군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p < 0.05). 이는 위등세모근 억제 다이나믹 

테이핑이 목 통증으로 인해 과활성화된 위등세모근을 억제하고 목의 

자세와 관련된 근육들 간에 근조절 상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목

의 자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20대로 중장년층, 노년층 등과 같이 다양한 연령

층의 대상자를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는, 중재기간이 4주로 

시행하여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그 이후 기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

는지 추적관찰을 하지 않아 그 유지 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기본 중재로 시행한 전기치료와 도수치료의 적용 수준과 

방법이 물리치료사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이루어지는 향후 연구에서는 목 통증과 관련

된 근육들에 탄력 테이핑 특히 다이나믹 테이핑을 이용한 억제와 촉진

에 영향을 알아보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6주 이상 목 통증을 경험하는 40명을 대상으로 목 통증을 

위한 기본 물리치료와 어깨뼈 안정화 운동프로그램과 함께 위등세모근

에 억제 다이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실험군(n = 20), 거짓 테이핑을 적

용한 위약군(n = 20)에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테이핑 중재 

전후에 대상자의 목 통증과 기능장애 수준, 목의 관절가동범위, 심리사

회적 수준, 그리고 목 자세정렬 상태를 평가하여 중재 효과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위등세모근의 억제를 위한 다이

나믹 테이핑을 적용한 군은 거짓 테이핑을 적용한 군과 비교하여 목의 

기능장애 수준과 목의 전방머리 자세에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다이나믹 

테이핑을 이용한 위등세모근의 억제 치료를 기본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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