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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with masticatory 

muscle contraction in patients with neck pain. Patients with 

neck pain also experience muscle weakness and limitat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with 

masticatory muscle contraction may increase the thickness of 

the deep cervical flexor muscles, thereby reducing pain and 

limitation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HODS: Twenty-six volunte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3) and a control group (n=13). Both 

groups performed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using a 

pressure biofeedback unit; the experimental group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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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with masticatory muscle 

contraction for 20 minutes, 3 times a week for 4 weeks. 

Assessment tools included ultrasonography for measurement 

of muscle thickness and the Neck Disability Index for the level 

of pain and function.

RESULTS: The rate of change in muscle thickness in both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p<.05), with a significantly 

greater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p<.05). The Neck Disability Index score significantly 

improved (p<.05) in both groups, with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with masticatory muscle contraction can be 

effective in increasing muscle thickness and improving the 

Neck Disability Index score in patients with neck pain.

Key Words: Craniocervical flexion exercise, Deep cervical 

flexor, Masticatory muscle con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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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48.5∼67%의 인구가 목 통증 

근골격계 질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인구의 67%는 자신

의 삶에 있어 목 통증을 경험 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Côté 등, 1998), 근골격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작은 

아픔과 통증 같은 불편함에서부터 근골격계 장애까지 

야기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장애는 신체의 근육, 관절, 

힘줄, 신경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기능적 활동 제한

에 영향을 미친다(Barr, 2007; Canivet 등, 2008). 그리고 

목 통증과 허리통증의 발생은 우울증, 신체활동 그리고 

생활방식 등 많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Bae과 Lee, 2016; O’Sullivan 등, 2013; Park 등, 2015). 

비정상적인 근 수축을 발생시키는 만성적인 자세와 갑

작스런 근 수축으로 인한 작은 손상들이 목에서 가중되

는데, 이에 따라 기계적 기능장애와 만성통증을 유발한

다(Boyd-Clark 등, 2002; Lee 등, 2015b). 이러한 증상을 

가진 만성 목 환자의 문제는 통증, 경직 그리고 가동범

위의 제한이 있다(Kim 등, 2015). 목뼈의 제한된 가동범

위는 근육 주위를 단단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관절

의 유착으로 만성 목 통증과 목의 생체역학적 기능을 

감소시킨다(Barnsley 등, 1993).

깊은목뼈굽힘근은 긴목근과 긴머리근으로 되어 있

는데 중요한 역할은 목의 자세의 유지와 안정성을 유지

한다(Harrison 등, 2003). 이 근육들의 고유수용성 기능

은 자세를 유지해 주고 머리와 목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Evcik과 Aksoy, 2000). 목뼈의 굽힘 자세가 

지속 될수록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가해짐으로 근 피로

와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근육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

는데(Lee과 Han, 2016), 특히 목 통증 환자들은 목뼈굽

힘근에서 더 많은 피로도가 발생되고(Falla 등, 2003a), 

깊은목뼈굽힘근이 약화된다고 했다(Jull, 2000).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은 긴목근과 긴머리근의 약화로 인해 

표층목뼈굽힘근에서 과긴장을 나타내고 뒤통수 밑에 

있는 근육들은 단축되어 비교적 비정상적 목뼈부위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따라서 깊은목뼈굽힘근의 선택적 

강화 및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Jull 등, 1999). 선행

연구에서 만성 목 통증을 가진 환자들의 약 70%에서 

목빗근과 깊은목뼈굽힘근의 근력과 지구력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Yip 등, 2008). 근육의 활

성화 수준의 비교했을 때 만성 목 통증을 가진 환자는 

깊은 부위의 긴목근과 긴머리근이 표층의 목빗근과 긴

머리근보다 적은 활성화를 보였다(Borisut 등, 2013). 

또한 선행연구에서 깊은목뼈굽힘근은 목의 통증뿐만 

아니라 목의 자세와 안정성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Sterling 등, 2003).

턱을 당기는 동작은 근육이 수축하여 턱 그리고 목뼈

의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목뼈의 굽힘근이 

수축하면 아래턱을 거상, 목뼈의 폄근이 수축하면 아래

턱을 하강시키게 된다(Zafar 등, 2000). 게다가, 아래턱

뼈에 부착된 씹기근육에 존재하는 감각 수용기들은 씹

는 동작을 제어하고, 머리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며, 

목뼈에 붙여있는 깊은근육들의 수축에도 연관이 있다

(Oie 등, 2010). 선행연구에서 아래턱의 위치를 다양하

게 변화시키며 입을 열거나 씹었을 때, 턱의 위치변화

에 따른 감각 수용기들의 활성 차이로 씹는 근육들의 

활성도와 턱을 조절하는 방향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했다(Giannakopoulos 등, 2013).

한 단면연구의 결과로 긴목근, 목빗근과 함께 머리

목굽힘운동을 하여 통증과 장애를 감소시켰다

(Javanshir 등, 2015). 깊은목뼈굽힘근의 운동으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실시하는 머리목굽힘운동(Grimmer과

Trott, 1998)과 압력바이오피드백기구를 이용한 머리목

굽힘운동이 깊은목뼈굽힘근의 강화로 임상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Jull 등, 2004). 머리목굽힘운동으로 인한 

깊은목뼈굽힘근의 근력, 지구력, 통증, 두께의 변화에 

한 연구는 선행 되었지만(Falla 등, 2003b; Kim 등, 

2007), 아래턱의 움직임이 깊은목뼈굽힘근에 해 어

떤 영향이 있는지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통증 환자에게 씹기근육의 수축

이 동반된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이용한 머리목굽

힘운동이 깊은목뼈굽힘근의 두께, 목의 장애지수의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깊은목뼈굽힘

근의 활성화 방법에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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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젊은 성인으로 목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목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에서 5점 이상 

15점 미만의 “경미한 장애(mild)”가 있는 26명을 선정하

였다(Jeon, 2011).

상자의 선정 조건은 1) 목장애지수에서 5점 이상 

15점 미만인 자, 2) 최근 3개월 내에 지속된 혹은 간헐적

인 목 통증을 호소한 자, 3) 통증 경감을 위해 약물치료

를 아니한 자이다. 상자의 제외 조건은 1) 턱관절에 

통증이 없는 자, 2) 아래턱의 거상과 하강에 있어 기능

적 제한이 없는 자, 3) 목뼈에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모든 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다른 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 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동의 후 연구에 참여시켰다.

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젊은 성인으로 

목장애지수의 5점 이상 15점 미만인 자로 26명을 상

자로 선발하였다. 상자는 무작위로 배분하여 실험군 

13명 조군 13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머리목뼈굽

힘운동은 편안하게 바로 누운 자세(Supine position)에서 

몸을 이완시키게 하고, 목의 뒷부분에 압력 바이오 피드

백 기구(Pressure bio-feedback unit, USA, Chattanooga)를 

넣은 상태로 20mmHg의 기본 압력으로 팽창시키도록 

하였다. 머리와 목을 표준화된 자세로 맞추기 위하여 

이마와 아래턱이 수평이 되도록 위치시켰다(Kim 등, 

2007). 머리목굽힘운동 수행 시 상자는 압력 바이오 

피드백 압력 계기판을 보면서 다섯 단계의 구분된 압력

(22, 24, 26, 28, 30mmHg)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때 실험군과 조군은 각 단계의 압력을 수행하는 

동안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

였고, 만약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의 압력에 변화가 

일어나면 운동을 중지시키고 재교육 후 다시 운동을 

실시하였다. 모든 상자들은 각 단계의 압력을 10초 

유지와 10초 휴식을 취하고 처음과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시키는 것을 1세트로 하였고 총 5세트를 적용하여 

각 세트 당 휴식시간을 2분으로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운동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어깨 거상과 등뼈의 

과도한 움직임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였으며, 상

작용의 발생 시 다시 운동을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조

군 모두 주 3회 4주씩 20분 동안 운동을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머리목뼈굽힘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씹기

근육을 동시에 수축하도록 하였다. 씹는 압력을 정량화

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아두이노

(Arduino Uno Rev3, Italy, Arduino)와 원형 로드셀

(TAS606 –200Kg, China, HT Sensor Technology Co.)과 

로드셀 무게 센서 앰프(Load Cell Amplifier – HX711, 

USA, Spark Fun)를 이용하였다. 아두이노를 USB 케이

블을 이용하여 노트북과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을 하였

고, 씹기근육의 80%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으

로는 먼저 상자에게 치아의 보호를 위해 마우스피스

를 개인별로 나눠 준 후 자신의 치아에 맞게 고정시킨

다. 그 다음 측정할 장비의 개인적 위생을 위해 로드셀

에 랩을 감싼 후 어금니 안 쪽까지 넣고 최 의 힘으로 

깨물도록 하여 최  씹기 압력을 측정한다. 3회의 최

의 압력값을 측정하고 씹기근육 80% 압력량만큼 깨물

도록 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조군은 씹기근육의 

활성이 없는 상태로 머리목뼈굽힘운동만 시행하였다. 

3. 평가도구 및 평가방법

1) 근육초음파

깊은목뼈굽힘근의 수축시 두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초음파(Ultrasound diagnostic system, mobile trolley, 

Model: UMT-100, USA, MINDRAY)를 사용하였다. 

상자들은 치료 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은 구부린 

상태에서 최 한 자세를 이완시키게 하고 휴식기와 수

축시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휴식기의 측정은 수축이 

동반되지 않은 편안한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수축기의 

측정은 목의 뒷부분에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넣은 

상태로 30mmHg의 압력을 적용하여 수축기의 근 두께

를 측정하였다. 상자들이 근육의 영상을 도출하기 위

하여 75MHz의 도자를 목의 앞쪽에 세로(longitudinal) 



142 | J Korean Soc Phys Med  Vol. 11, No. 4

방향으로 위치하여, 기관(trachea)부분과 평행하게 하

여 5 ㎝ 떨어지게 위치시켰다. 초음파 영상에서는 목빗

근, 척추동맥, 깊은목뼈굽힘근, 척추뼈고리판(laminae)

이 나오도록 촬영을 하였고, 근 두께 측정 시 목빗근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정렬시키고 기준선으로부터 .5 ㎝, 

1 ㎝, 1.5 ㎝간격으로 수직선을 긋고 각 선상의 측정된 

근육의 두께는 평균값으로 산출하였고, 모든 상자의 

측정은 왼쪽 목을 측정하였다(Jesus 등, 2008). 세 번 

반복 측정하여 가장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였고 NIH 

Image J software (Image Processing and Analysis in Java 

version 1.50i, US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이

미지로 도출시켜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상자의 두께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람의 

근육의 두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 두께의 변화율은 

(수축기의 근 두께 – 휴식기의 근 두께) / 휴식기의 근 

두께×100 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Hodges 등, 2003).

2) 목장애지수

목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의 항목들은 통증

정도와 자기관리, 물건 들기, 독서, 두통, 집중, 작업, 

운전, 수면과 여가활동을 평가한다. 각 항의 점수는 0 

점(통증 없음 또는 기능 장애 없음)에서 5점(참을 수 

없는 통증 또는 완전한 기능 장애)까지 6개의 응답으로 

되어 있다. 목장애지수 점수는 각 항 점수의 합으로 

구하며 0∼4점은 “장애 없음(no disability)”, 5∼14점은 

“경미 한 장애(mild)”, 15∼24점은 “중등도의 장애

(moderate)”, 25∼34점은 “중증 장애(severe)”, 35점 이상

은 “완전한 장애(complete)”로 분류하였다(Vernon과 

Mior, 1991).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2.0 window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기술 분석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동질성 검정을 시

행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은 실험전과 실험 

후 깊은목뼈굽힘근의 근 두께, 목장애지수의 정도에 

하여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통해 그룹 내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그룹 간 실험 전과 후 차이 값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하여 비교하였

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α는 .05로 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26명이며, 실험군 13

과 조군 13명으로 무작위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 참

여한 상자의 성별, 나이, 신장, 체중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p (n=13) Con (n=13) x2/t

Gender
(Male/Female)

4/9 6/7 .65

Age (Years) 26.54±2.63 27.46±4.03 -.69

Height (㎝) 165.62±8.60 168.38±9.20 -.79

Weight (㎏) 58.77±11.11 61.46±10.67 -.63

Note. Exp :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

2. 깊은목뼈굽힘근의 두께의 변화율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근 두께의 변화율의 전, 후 

비교 값에서 유효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두 군 간

의 근 두께의 변화율의 차이 결과는 실험군이 조군보

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2).

3. 목장애지수 변화량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목장애지수의 변화량의 전, 

후 비교 값에서 유효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두 군 

간의 목장애지수의 변화량의 차이 결과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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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목통증을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씹기근

육 수축을 동반한 머리목굽힘운동이 깊은목뼈굽힘근

의 두께와 목장애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깊은목뼈굽힘근의 근 두께 변화량의 

결과로 씹기근육의 80% 압력으로 실행한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씹기근육을 이용한 머리목굽힘근운동이 깊은목뼈굽

힘근의 두께는 선행연구에서 씹기근육의 최  씹기압

력 0%, 10%, 50%, 80%에 따라 초음파로 깊은목뼈굽힘

근의 두께 비교를 하였을 때 씹기근육이 80%의 압력에

서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Moon 등, 2015). 머리목굽힘운동으로 깊은목뼈굽힘근

의 근 활성도를 알아본 연구에서, 압력 바이오 피드백 

기구의 압력 증가와 근 활성도 증가량은 서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 하였다(Falla 등, 2003a). 이는 근 두께의 

증가와 깊은목뼈굽힘근의 근 활성도의 증가가 근 수축

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근육의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머리목굽힘 검사

시에 압력의 증가에 따라 깊은목뼈굽힘근의 두께가 증

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Jeon, 2011; Jesus 등, 

2008), 수건을 받친 머리목굽힘운동으로 깊은목뼈굽힘

근의 두께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실험군이 모든 

단계에서 유의하게 큰 근 두께 변화량을 보여준 결과를 

볼 수 있었다(p<.01)(Park 등, 2016). 한 연구에서는 목의 

근육과 아래턱에 붙어 있는 근육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씹기근육을 덮는 막과 목뼈의 근막과 연속성

을 가지고 동일한 기능 구성단위로 서로 협응하여 목뼈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Tecco 등, 

2011). 아래턱의 기능적 움직임은 머리와 목뼈에 영향

을 준다는 연구는 목뼈의 운동치료로 아래턱의 움직임

으로 인해 목 근육의 활성도를 볼 수 있다 하였고

(Cuccia, 2011; Forsberg 등, 1985; Koolstra과 Van Eijden, 

2004), 본 연구의 결과로 씹기근육을 이용한 머리목굽

힘운동으로 깊은목뼈굽힘근의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아래턱과 목뼈의 연관성에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장애지수에 한 결과는 실험군과 

조군 두 군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가 있었다. 깊은목

뼈굽힘근의 근활성도가 낮으면 긴장성 기능이 조금씩 

손상되면서 목기능장애와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Janda, 1988). 목통증 환자들에게 머리목굽힘근의 근력

이 위치감각(Position sense) 또는 목장애지수와 통증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Jull 등, 2007), 선행 

연구에서 깊은목뼈굽힘근 강화운동인 실험군은 깊은

목뼈굽힘근을 머리목굽힘운동으로 한 결과 목장애지

수가 치료 전,후 평균점수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1)(Lee 등, 2011).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목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표면목뼈굽힘근

의 근활성도 높으면 깊은목뼈굽힘근의 근활성도는 낮

다고 보고하였고(Jull 등, 2004), 머리목굽힘운동이 목

통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긴목근의 두께 증가가 통증감

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Chon과 Chang, 2010). 본 

연구에서 씹기근육을 동반한 머리목 굽힘운동으로 깊

은목뼈굽힘근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두께의 변화

와 목장애지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씹기근육을 동반한 머리목굽힘운동으로 

깊은목뼈굽힘근의 근 두께의 증가는 목기능장애와 통

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목통증을 가진 민간 경비원에 목굽힘운

동을 적용한 결과 목장애지수가 6에서 3으로 감소하였

Exp (n=13) Con (n=13) t

Muscle 
Contraction 
Thinkness

(%)

pre 2.21±.86 3.25±1.70 -1.97

post 5.10±2.40 4.49±1.55 .77

t -5.37* -6.17*

change 2.89±1.94 1.24±.72 2.87*

NDI
(score)

pre 12.77±2.17 11.23±2.09 1.84

post 4.23±2.42 4.77±1.83 -.64

t 11.83* 12.00*

change -8.54±2.60 -6.46±1.94 -2.31*

Note. Exp: experimental group, Con : control group, NDI: 
Neck Disability Index
*p<.05

Table 2. Change of muscle contraction thickness and NDI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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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Kim 등, 2010) 슬링을 이용한 머리목굽힘운동과 안

정화 운동을 목통증 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목장애지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Yang 등, 2007), 목뼈부위 

안정화 운동군에서만 머리목굽힘운동시 실험 전과 후

에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었고(p<.05)(Lee 

등, 2015a), 기능적 운동프로그램중에 머리목굽힘운동

을 목통증 상자에게 적용한 결과에도 목장애지수가 

감소한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Park, 

2005).

본 연구에서는 씹기근육의 80% 압력을 사용할 때 

초기의 운동 시에는 턱관절에 약한 불편감 및약한 통증

을 유발하였고, 중재 초기에는 상자들은 80% 압력을 

10초간 유지하지 못하였지만, 중재 횟수가 2∼3회를 

거치게 되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80% 압력 유지를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에서 적용시 씹기

근육을 동반한 머리목안정화운동은 압력으로 인해 통

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해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험 상자가 20∼30 로

만 구성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중재 기간 중 일상생활을 제한하지 못한 것이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 

상자를 연령별로 비교하고, 깊은목뼈굽힘근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머리목굽힘운동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험 기간 동안 상

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실험결과에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목통증을 가진 상자에게 기존의 머리목

굽힘운동보다 씹기근육의 80% 압력을 동반한 머리목

굽힘운동이 깊은목뼈굽힘근의 근 두께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고 목장애지수의 점수가 감소한 것을 보여준

다. 본 연구의 결과의 바탕으로 목통증환자의 운동 치

료 중재에 있어 기존의 머리목굽힘근운동의 효과를 증

하기 위해, 씹기근육의 80% 압력이 동반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 중재가 임상치료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턱과 목뼈의 두 관절에 한 연관성

을 가지는 연구에도 근거 제시가 되어 턱관절의 질환과 

장애를 가진 환자에도 목뼈 운동이 활용되어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고, 턱관절의 질환과 장애 치료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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