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목 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세변형 중 하나가 앞쪽머리자세이다(Yoo, 
2010; Youn & Lee, 2017). 전방머리자세는 하부 
목뼈와 상부 허리뼈 부위의 굽힘이 증가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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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목뼈의 폄이 증가된 자세로[8], 자세의 지속
은 목 부위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며[9] 사
무직 근로자 및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에게
서 많이 발생되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목 부위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다(Bae, 2007; Good et al., 
2001). 전방머리자세의 증상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의 개선과 바른자세에 대한 인식이 선
행되어야 한다. (Noh et al., 2013; 김창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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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추부위 멕켄지운동에 관한 결과를 체계적 고찰함으로써  멕켄지 운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출판된 국내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검색을 위
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은 국내의 표적 검색원인 한국 학술정보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4u.net)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여  8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8편의 국내 논문은 실험군1을 포함하는 8편의 논문 중 맥켄지 운동을 적
용한 논문은 4편, 어깨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논문이 3편이었고, 멀리건 운동을 적용한 논문이 1편이었다. 
실험군 2를 포함하는 6편의 논문 중 맥켄지 운동만  적용한 논문은 4편, 멀리건 운동을 함께 적용한 논문
이 1편, 카이로프랙틱을 함께 적용한 논문이 1편이었다. 운동 효과를 평가한 관절가동범위에 관한 논문은 
3편과 두개척추각을 평가한 관한 논문은 2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추 자세에 관한 논문은 1편
과  거리 변화에 관한 논문은 1편에서 멕켄지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였다. 근활성도에 관한 논문은 4편 
중 근육마다 멕켄지만 적용한 그룹보다 멕켄지와 다른 운동을 동시에 같이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통증에 관한 논문 4편에서도 멕켄지만 적용한 그룹보다 멕켄지와 다른 운동 
특히 카이로프랙틱을 적용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추부
위에 멕켄지 운동은 통증, 근활성도, 관절가동범위, 경추자세등에서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McKenzie Exercise of cervical part
Method : A case-controlled clinical trial was searched for the effect of McKenzie Exercise on the cervical part. From 2015 
to June 2021, 8 studies were selected from the RISS database published in Korea. The selected studies included an 
experimental group with McKenzie Exercise and a control group with general physical therapy and stretching
Results :  McKenzie Exercise, ROM, muscle activion, pain, posture were improved. 
Conclusion :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ults of applying McKenzie Exercise of cervical part. This study suggests for 
cervical function who wants to intervene in McKenzie Exercise of cervical part.

키워드

McKenzie Exercise, ROM, muscle activion, pain,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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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Wickstrom et al., 2017). 전방머리자세의 
증상 중 하나인  목통증 및 목통증에 의한 증상을 
중재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동중재, 스트레칭, 마사
지 및 통증조절을 위한 다양한 냉·온 요법이 임상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종민 등, 2019). 
이 밖에도 전방머리자세의 교정을 위한 운동중재
로는 멕켄지 운동, 멀리건 기법, 어깨 안정화 운
동, 카이로프랙틱 요법 등 다양한 중재들이 사용되
고 있다(김지혁 등, 2015; 박승욱 등, 2015; 송채
훈 등, 2016). 이 중에서 맥켄지 운동법은 경부통
증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분류법이라
고 보고되었으며(박승욱 등, 2015), 만성 경부통증
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 감소된 운동감각 개선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동 감각이 개선
됐음이 확인된(김지혁 등, 2015) 바가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주제의 선행 논문들 중 최신 논
문들을 고찰 후 통합하여 임상 치료사들이 쉽게 
맥켄지 운동치료법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제시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논문 검색은 Google 학술 검색, 
DBPIA, KISS, earticle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실시하였다. 검색어는 Google 학술 검
색을 기준으로 “목” OR “경추” AND “맥켄지” 
OR “메켄지”를 사용하였다. 선정기준은 목부위 통
증에 대해 맥켄지 요법을 적용하여 중재연구한 국
내 문헌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구를 포
함하였다. 배제기준으로는 목과 맥켄지가 포함되지 
않은 문헌으로 고찰 및 메타분석, 단면연구, 한국
어로 게재되지 않은 연구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전
체 129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
기준에 맞는 총 8편의 문헌을 추출하였다.

Ⅲ. 결  과

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그룹은 실험군 1, 2를 사용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군, 대조군을 사용한 논문이 2
편, 실험군1, 2, 대조군을 사용한 논문은 1편 이었
다. 실험군1을 포함하는 8편의 논문 중 맥켄지운동
만을 적용한 논문은 4편, 어깨안정화운동을 함께 
적용한 논문이 3편이었고, 멀리건운동을 함께 적용
한 논문이 1편이었다. 실험군 2를 포함하는 6편의 
논문 중 맥켄지운동만을 적용한 논문은 4편, 멀리
건운동 함께 적용한 논문이 1편, 카이로프랙틱을 
같이 적용한 논문이 1편이었다. 대조군에서 운동중
재를 적용하지 않은 논문은 2편으로 가장 많았고, 
수동신장운동을 적용한 논문이 1편이었다. 독립변
수는 실험군1에서 맥켄지운동을 적용한 논문은 총 

4편으로 가장 많았고, 어깨안정화운동을 적용한 논
문은 3편 , 멀리건운동을 적용한 논문은 1편이다. 
실험군2에서 맥켄지운동을 적용한 논문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멀리건운동을 적용한 논문은 1편, 카
이로프랙틱 처치를 적용한 논문은 1편이다. 대조군
에서 운동중재를 적용하지 않은 논문은 2편으로가
장 많았고, 수동신장운동을 적용한 논문은 1편이
다. 종속변수는 총 8편의 연구 중에서 근전도와 통
증(목장애지수, 시각사상척도)이 각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관절가동범위는 3편, 거리변화와 두개척추
각은 각 2편씩 있고, 경추자세가 1편 있다. 각 연
구 당 평가 시 사용되는 측정도구가 2가지 이상 
사용된 것은 중복 포함시켰다. 그 중 근전도는 표
면 근전도 측정으로 도구로는 Telemyo-DTS 2개, 
WEMG-8 1개를 사용하였고 중앙주파수(Median F
requency)는 목 근육의 근피로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의 4채널을 사용하였다. 통증은 목장애
지수(Neck Disability Index) 3개, 시각사상척도(V
isual Analog Scale) 2개를 사용하였고 관절가동
범위의 측정도구로는 Cervical of Range Motion 
Instrument 3개를 사용하였다. 거리변화의 측정도
구로는 전신자세측정시스템(GPS400) 2개를 사용하
였고 두개척추각의 측정도구로는 전신자세측정시스
템(GPS400)의 내장된 프로그램을 1개 사용하였고, 
1개의 논문에서는 정확히 기재 되어있지 않았다. 
경추자세의 측정도구로는 Body style 1개를 사용
하였다.

2. 실험 중요결과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한 실험군 1, 2를 실시한 3
편의 논문에서  실험군 1인 멕켄지 집단은 점진적
인 차이를 보였고 실험군 2인 멀리건 집단은 즉각
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두 실험군 간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송채훈(2016)은 두 
실험군 모두 관절가동범위가 증가하였음을 보였으
나 실험군 1인 멕켄지 집단의 좌측 회전 관절가동
범위가 실험군 2인 카이로프랙틱 집단의 좌측 회
전 관절가동범위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수형(2017)은 실험군 내에서 실험군 1인 멀리건 
집단은 목의 폄, 왼쪽 굽힘, 오른쪽 굽힘의 유의한 
향상이 나타남을 보였고, 실험군 2인 멕켄지 집단
은 왼쪽 돌림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며 두 실험
군 간의 비교에서는 실험군 1인 멀리건 집단이 실
험군 2인 멕켄지 집단보다 목의 폄과 왼쪽 굽힘, 
오른쪽 굽힘에서 유의하게 더 큰 향상을 보였다.

두개척추각에 관한 논문은 2편 논문에서 두 실
험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추 자세에 관
한 논문은 1편 논문에서 경추 자세가 실험군인 멕
켄지 집단은 감소했고 대조군인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는 측정시점,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리 변화에 관한 실험군 1, 2를 실시한 1편의 
논문은 전방머리자세 거리 변화는 통계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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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군 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0주, 2주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4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군 간 차이를 보였다.

근활성도에 관한 논문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와 실험군인 멕켄지 집단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실험군 1, 2
를 실시한 3편의 논문에서 두 실험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두 실험군 모두 목빗근과 위등세모
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통증에 관
한 논문 중 실험군, 대조군을 실시한 2편의 논문에
서 실험군인 멕켄지 집단과 대조군인 수동신장집
단의 목 장애지수는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실험군
과 대조군은 중재 전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측정시점,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경추부위에 적용된 멕켄지운동법이 
경추부위의 관절가동범위변화, 근활성도 변화, 통
증, 자세를 통한 거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멕켄지 운
동의 특성과 중재 방법 및 결과에 관하여 분석하
고, 중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분석한 멕켄지운동의  연구대상자 수가 
10~19명인 논문은 2편, 20~29명인 논문은 4편, 
30~39명인 논문은 2편이었고, 총 184명이 참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1,2를 사용한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는 멕켄지운동만을 사용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종속변수로는 근활성도, 관절가동범위 및 
통증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근활성도는 근
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관
절가동범위는 Cervical of Range Motion 
Instrument를 이용하여 측정한 논문과 통증은 
VAS로 측정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멕켄지운
동이 경추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RISS를 이용하여 검
색된 8편의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된 8편의 국내 논문의 멕켄지운동에서 운
동 효과를 평가한 관절가동범위에 관한 논문은 3
편과 두개척추각을 평가한 관한 논문은 2편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추 자세에 관한 논문은 1
편과  거리 변화에 관한 논문은 1편에서 멕켄지운
동에 대한 효과를 보였다. 근활성도에 관한 논문은 
4편 중 근육마다 멕켄지만 적용한 그룹보다. 멕켄

지와 다른 운동을 동시에 같이 시행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통증에 관
한 논문 4편에서도 멕켄지만 적용한 그룹보다 멕
켄지와 다른 운동 특히 카이로프랙틱을 적용한 실
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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