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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case report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rapeutic exercise on posture, pain, 

and muscle activity in two patients with forward head posture 

(FHP).

METHODS: A-31-year-old male (patient A) and a 

19-year-old women (patient B) presented with FHP, neck 

pain, and headache. The therapeutic exercise program 

consisted of cervical mobilization, deep cervical flexors 

strengthening, and cervical extensors stretching, for 40 min/d, 

2 d/week, for 8 weeks. Neck pain (VAS), neck disability 

(NDI),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lateral view of 

cervical spine X-ray (indicating the FHP), and asymmetrical 

neck and shoulder muscular activity ratio wer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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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4 weeks, and after 8 weeks of corrective exercise.

RESULTS: VAS and NDI decreased in patients A and B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CROM 

increased in patients A and B at flexion, extension, side 

bending, and rotation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FHP decreased in patients A and B at distance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In addition, 

asymmetrical neck and shoulder muscles activity ratio 

improved in patients A and B after exercise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CONCLUSION: We demonstrated in a case report that 

therapeutic exercise increases ROM, decreases pain and 

disability of neck, FHP, and asymmetry muscle activity ratio 

in patients with FHP. These finding have clinical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exercise in patients with FHP. 

Key Words: Neck pain, Strengthening exercise, 

Radiography, Electromyography 



Ⅰ. 서 론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1/3은 

주기적인 목통증(neck pain)을 호소하며(Andersen et al., 

2011), 사무직 근로자의 50%이상은 목 및 어깨의 통증

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Blangsted et al., 2008). 또한 

사무직 근로자의 목 및 어깨 관련 근골격계 장애는 장시

간 정적으로 일하는 자세에 기인하여(van der Windt et 

al., 2000), 두부의 위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고 보고

하였다(Sun et al., 2014). 이러한 시상면에서 두부의 위

치가 신체의 중력선 앞으로 편위되는 상태를 전방두부

자세(forward head posture; FHP) 혹은 거북목 증후군

(testudinate syndrome)으로 정의할 수 있다(Salahzadeh 

et al., 2014;Harman et al., 2005;Mostamand et al., 2013). 

FHP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자세 장애 중 하나로, 목빗

근(sternoclenoidomastoid; SCM), 앞목갈비근(scalenus 

anterior) 및 상부 등세모근(upper trapezius; UT)의 단축

과 어깨올림근(levator scapulae; LS) 및 머리반가시근

(semispinalis capitis posterior major)의 신장을 야기하여 

목뼈 굽힘근 및 폄근의 비정상적인 근활성을 초래한다

고 하였다(Finley and Lee, 2003). 또한 FHP는 근육의 

고유수용체(Lee et al., 2014) 및 목 근육의 근방추 민감

도의 변화를 발생시켜 목 움직임의 정밀도를 저하시키

며(Cheng et al., 2010), 목 및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 

및 부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통증, 저림(numbness), 

기능 소실 및 팔(upper limb)에 다양한 신경근 증상을 

발생시킨다(Kang et al., 2012;Hwang et al., 2012). 

FHP의 치료를 위해서는 단축된 상부의 UT 및 SCM

의 스트레칭과 LS 및 심부 목뼈 굽힘근(deep cervical 

spine flexor)의 근력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Lynch et al., 2010), 여러 선행연구에서 FHP 환자를 

상으로 유연성 및 근력강화를 이용한 치료적 운동의 

효과를 보고하였다(Lynch et al., 2010;Roddey et al., 

2002;Wang et al., 1999). Jull 등 (2002)은 치료적 운동이 

목 통증 및 목부위에 기인한 긴장성 두통을 감소시켰다

고 하였으며, Evans 등(2002)은 191명의 목부위 통증환

자를 상으로 11주간의 치료적 운동을 적용한 결과, 

통증 및 목의 장애가 감소되었으며 운동 종료 2년 후까

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unha 

등(2008)은 31명의 만성 목부위 통증을 가진 환자 31명

을 상으로 치료적 운동을 적용한 결과, 통증의 감소, 

목부위 관절가동범위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시간 시야 높이보다 낮

게 위치한 모니터 주시(Sun et al., 2014) 및 장시간의 

무거운 배낭 착용(Kim et al., 2008)은 머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위치하는 잘못된 자세를 야기하며, 이에 기인한 

FHP와 같은 목의 자세 장애는 양쪽 어깨의 비 칭 및 

머리의 옆으로 기울임 (lateral tilt)을 동반하여 비 칭적

(asymmetrical) 근육활성, 척주의 옆 편위 및 골반 옆 

경사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Corrêa and Bérzin, 

2007;Johnston et al., 2008). 특히 비 칭적 근육활성은 

목통증의 중요한 지표로 (Cibulka et al., 2010), Szeto 

등(2005)은 척추의 비 칭적 근육활성은 기능적 활동

을 제한하며, 척추 구조물에 변화를 발생시켜 척추 움

직임 및 반발력에 한 보호작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

고, Ning 등(2011)은 비 칭적 근육활성은 옆굽힘과 같

은 관상면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굽힘 및 폄과 같은 

시상면의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굽힘과 폄 동작 시 양측 근육 중 어느 한쪽 근육의 활성

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 측 근육의 수동 조직(passive 

tissue)에 장력을 발생시켜 칭적 움직임을 저해한다

고 하였다. 또한, Yoo (2014)는 목부위에서 기인한 비

칭적 근육활성은 ROM의 감소 및 신경근의 부정적 변

화를 초래하며, 비 칭적 자세 정렬과 이를 통한 비

칭성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세 장애를 통한 비 칭적 근육활성의 문제점을 검토

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가장 흔한 자세 장애 중 하나인 

FHP 환자를 상으로 치료적 운동이 FHP 및 비 칭적 

근육활성의 변화를 검토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사례연구에서는 FHP 환자를 상으로 치료

적 운동이 FHP, 통증 및 비 칭적 근육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FHP 환자의 치료적 운동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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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rapeutic exercise program. A: Strengthening deep cervical flexors; B: Stretching cervical extensors 
through a chin drop in sitting; C: Strengthen shoulder retractors; D: Unilateral and bilateral pectoralis 
stretches.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사례연구의 상은 C지역 소재 M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방사선 검사상 목 뒤쪽 부위의 연직선 

(plump line)과 어깨관절 뒤쪽 부위와의 수평거리가 50 

mm 이상이며 (Sun et al., 2014), 목 장애 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가 24점 이하인 FHP 환자 2명으로 

선정하였다. 환자 A는 사무직으로 재직중인 30세 남성

으로 (신장 178.00 cm, 체중 90.00 kg) 2015년 2월에 C지

역 소재 J병원에서 FHP 및 목뼈에 기인한 긴장성 두통 

진단을 받은 후 본 센터에 내원하였으며, 목통증, 두통 

및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환자 B는 19세 여성 학생으

로 (신장 158 cm, 체중 52.80 kg) 2015년 7월에 S지역 

소재 S병원에서 목뼈에 기인한 긴장성 두통진단을 받

은 후 본 센터에 내원하였으며, 목통증 및 목뼈 주변 

근육의 피로감을 호소하였다. 상자에게는 사례연구

의 취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가 동의

를 얻었다.

2.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

이 사례연구에서 사용한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은 

Diab와 Moustafa (2011)의 연구에서 진행된 운동프로그

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수행하였다. 본 운동 시작 전 

준비운동으로 5 분간 몸통 및 상지의 근육군 스트레

칭을 실시하였다. 본 운동은 목뼈의 움직임 향상, 목뼈 

주변근육 근력강화 및 스트레칭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1 명의 치료사의 감독 하에 진행하였다. 목뼈 



움직임 향상을 위한 목뼈 관절가동술을 5 분간 실시하

였으며, 심부 목뼈 굴곡근의 근력강화, 턱 당기기를 통

한 목뼈 폄근의 스트레칭, 어깨 뒤당김근(retractors)의 

근력강화 및 큰가슴근의 스트레칭을 1회 2초간 수축 

및 신장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면서 12회씩 3세트 실시

하였다 (Fig. 1). 세트 간 휴식시간은 30 초간 및 운동 

간 휴식시간은 60 초로 설정하였다. 본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은 5분간의 스트레칭을 실시하였다. 치료적 운동

은 1 일 40 분, 주 2 회 및 8 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3. 측정항목

1) 신체조성

신체조성은 신장계 (Inbody BSM 33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신장을 측정하였으며, 체성분분석

기 (Inbody 770, Biospace, Korea)를 이용하여 체중, 체지

방률 및 근육량을 운동 전, 운동 4 주 및 8 주 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각 피험자는 몸에 부착된 금속성 물

질을 제거한 후 측정 장치에 올라서서 발 전극을 밟은 

후 손잡이를 들고 직립자세로 팔과 다리를 약간 벌린 

자세에서 양손에 전극을 누른 자세로 측정하였다. 신체

조성은 치료적 운동 전에 측정하였다.

2) 목통증 관련 지표

목통증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개발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인 NDI를 사용하여 목의 

기능장애수준을 평가하였다. 통증 정도, 물건 들기, 집

중, 독서, 두통, 자기관리, 운전, 작업, 수면 및 여가활동

을 포함한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

당 점수는 0~5 점으로,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

을 기록하였다. 총점은 50점이며, 0~4점은 장애 없음, 

5~14 점은 약간의 장애, 15~24 점은 중등도의 장애, 

25~34 점은 심한 장애, 그리고 35 점 이상은 완전한 

장애로 평가하였다(Vernon and Mior, 1991).

목통증은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VAS는 환자가 느끼고 있는 

통증의 수준을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상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100mm 선에 통증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표시하게 하였다. 0mm 의 

위치를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 100mm 의 위치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고 거리를 측정하

여 점수화하였다(Iizuka, 2015). 

3) 목뼈 관절가동범위

목뼈 관절가동범위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는 목뼈 관절가동범위 측정도구 (CROM, 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Roseville, USA)을 이용하여 편안

한 의자에 앉은 후 엉덩관절 및 무릎관절을 90˚ 굽힘 

상태에서 굽힘, 폄, 옆굽힘 및 회전 가동범위를 측정하

였다. 목뼈 관절가동범위 측정도구 중 각도측정기는 

머리 위에 고정시켰으며, 자기고리(magnetic collar)는 

어깨에 위치시켜 독립적인 목부위의 관절가동범위만

을 측정하였다. 목부위의 굽힘, 폄, 옆굽힘 및 회전의 

측정 전 머리는 각도계 상 0˚를 중립자세로 설정하였

으며, 각 방향간 최 수축상태에서 5초간 유지한 값을 

사용하였다 (Tousignant et al., 2006),. 관절가동범위는 

모든방향에서 각각 3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Law and Chiu, 2013). 모든 측정은 운동 전, 운동 

4 주 및 8 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치료사에 

의해 측정하였다.

4) 전방두부자세

전방두부자세 (forward head posture; FHP)는 목뼈부 

X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목뼈부 X선 촬영은 피험

자가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목뼈부의 측면을 촬영하였

으며, Sun 등 (2014)이 사용한 측면 X선을 이용한 FHP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평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1). 

수평거리 1 (D 1)은 목 뒤쪽 부위의 연직선 (plump line)

과 어깨관절 뒤쪽 부위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수평거리 2 (D 2)는 1 번 목뼈의 전면 가장자리 (margin)

과 7번 목뼈 가시돌기의 후면 가장자리와의 거리를 측

정하였고, 수평거리 3 (D 3)은 귓구멍 (earhole)과 7번 

목뼈 아래가장자리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FHP환자는 D 1에서 5.00cm, D 2에서 8.50cm 및 D 3에서 

1.10cm 이상의 거리를 보인다(Sun et al., 2014). 모든 

측정은 운동 전, 운동 4 주 및 8 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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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A Patient B

pre Post Post 1
Decrease

(%)
pre Post Post 1

Decrease
(%)

VAS 
(mm)

57.00 30.00 7.00 87.72 38.00 18.00 10.00 73.68

NDI
(score)

14.00 8.00 2.00 85.71 18.00 11.00 4.00 77.78

VAS = Visual analogue scale; NDI = Neck disability index; Decrease = the ratio of pre to post 2

Table 1. Changes in pain and disability before (pre), after 4- (post) and 8- week (post 1) therapeutic exercise

동일한 치료사에 의해 각각 측정하였다.

5) 근활성도

근전도 신호는 Delsys trigno 무선 근전도 (Delsys 

trigon wireless EMG system, Delsys Inc., Boston, MA, 

USA)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근전도의 표본 수집률 

(sampling rate)은 1,000 Hz로 하였으며, 주파수 역폭

은 20~45 Hz의 역통과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하

고, 동상제거비율 (common mode rejection ratio)은 100 

dB이상, 초기 잡음 (baseline noise)은 1 mV이하 및 입력 

저항값 (input impedance)은 100mOhms이상으로 설정하

였다. 각 근육에서 수집된 표면 근전도 신호는 Delsys 

EMG 분석 소프트웨어 (Delsys EMG Works Acqusition, 

Delsys Inc., Boston, MA, USA)을 사용하여 실효치 (root 

mean square; RMS)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근전도 신

호는 양측 SCM, UT, LS 및 척추세움근 (erector spinae; 

ES)을 상으로 측정하였다. 전극은 SENIAM (1999)에 

따라 UT의 전극은 어깨뼈봉우리 (acromion)와 7번 목뼈 

사이 중앙에 부착하였으며, SCM의 전극은 유돌기 

(mastoid process)와 흉골절흔 (sternal notch) 중앙부에 

부착하였다. 또한 LS의 전극은 SCM 뒤모서리와 UT 

앞모서리의 중앙에 부착하였으며, ES의 전극은 1번 요

추에서 3cm 측면에 부착하였다. 피부 저항으로 생기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모를 시행한 후에 알코올 솜으

로 소독하여 근육 섬유 방향과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근활성도의 정량화를 위해서 근활성도 측정 전 목 

굽힘과 폄, 어깨 들어올리기 및 허리 폄 동작에서 치료

사에 저항을 이용하여 최  수의적 등척성 수축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우세

측 및 비우세측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근활성도의 측정

은 목 굽힘과 폄, 어깨 들어올리기 및 허리 폄 동작에서 

저항 없이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수집

된 근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세측 및 비우세측의 근활

성도 발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근활성도는 운동 전, 

운동 4주 및 8주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SENIAM, 1999).

Ⅲ. 연구 결과

1. 목통증 관련 지표의 변화

목통증 관련 지표의 변화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VAS는 환자 A의 경우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87.72 % 감소하였으며, 환자 B의 경우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73.68%감소하였다. NDI

는 환자 A의 경우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85.71% 감소하였으며, 환자 B의 경우는 운동 전과 비교

해서 운동 8주 후에 77.78% 감소하였다. 

2. 목뼈 관절가동범위의 변화

목뼈 관절가동범위(CROM)의 변화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환자 A에서 굽힘, 폄, 오른쪽 옆굽힘, 

왼쪽 옆굽힘, 오른쪽 회전 및 왼쪽 회전의 C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33.51%, 12.10%, 

52.43%, 15.79%, 27.07% 및 11.41% 각각 향상하였으며, 

환자 B에서 굽힘, 폄, 오른쪽 옆굽힘, 왼쪽 옆굽힘, 오른

쪽 회전 및 왼쪽 회전의 CROM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44.37%, 8.42%, 53.52%, 18.18%, 44.65% 



Patient A Patient B

pre Post 1 Post 1
Increase

(%)
pre Post Post 1

Increase
(%)

Flx 
(°)

38.80 44.60 51.80 33.51 29.30 34.70 42.30 44.37

Ext 
(°)

74.40 81.90 83.40 12.10 65.30 67.00 70.80 8.42

Rt LB 
(°)

20.60 24.20 31.40 52.43 21.30 28.30 32.70 53.52

Lt LB
(°)

30.40 33.60 35.20 15.79 29.70 34.70 35.10 18.18

Rt AR
(°)

61.70 76.90 78.40 27.07 55.10 78.40 79.70 44.65

Lt AR
(°)

71.00 79.60 79.10 11.41 64.40 64.70 72.10 11.96

Flx = flexion; Ext = Extension; Rt = right; Lt = left; LB = lateral bending; AR = axial rotation; Increase = the ratio of 
pre to post 2

Table 2. Changes in cervical range of motion before (pre), after 4- (post) and 8- week (post 1) therapeutic exercise

Patient A Patient B

pre Post Post 1
Decrease

(%)
pre Post Post 1

Decrease
(%)

D 1 
(cm)

7.00 6.01 5.01 28.43 6.41 6.07 5.19 19.03

D 2
(cm)

9.05 8.10 7.00 22.65 8.87 8.41. 7.80 12.06

D 3
(cm)

1.92 1.25 0.75 60.94 1.43 1.37 0.93 34.97

Decrease = the ratio of pre to post 2; D 1 =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plump line of posterior neck and posterior 
shoulder; D 2 =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anterior margin of C1 body and the posterior margin of C7 spinous 
process; D 3 =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earhole and midline of C7 lower margin.

Table 3. Changes in FHP before (pre), after 4- (post) and 8- week (post 1) therapeutic exercise

및 11.96% 각각 향상하였다. 

3. 전방두부자세의 변화

전방두부자세 (FHP)의 변화는 <Table 3> 및 (Fig. 3)

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환자 A에서 D 1, D 2 및 D 3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28.43%, 22.65% 및 

60.94% 각각 감소하였으며, 환자 B에서 에서 D 1, D 

2 및 D 3는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19.03%, 

12.06% 및 34.97% 감소하였다.

4. 근활성도의 변화

근활성도 비율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환자 A에서 SCM, UT, LS 및 ES의 우세측 비 

비우세측 근활성도 비율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54.52%, 12.57%, 27.25% 및 66.06%로 각각 

개선되었으며, 환자 B에서 SCM, UT, LS 및 ES의 우세

측 비 비우세측 근활성도 비율은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57.95%, 37.73%, 25.92% 및 36.13%로 

각각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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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A Patient B

pre Post Post 1
Increase

(%)
pre Post Post 1

Increase
(%)

SCM 
(%MVIC)

57.23 60.99 88.43 54.52 53.17 61.70 83.98 57.95

UT 
(%MVIC)

80.18 79.36 90.26 12.57 63.98 71.23 88.12 37.73

LS
(%MVIC)

74.82 79.56 95.21 27.25 71.77 81.90 90.37 25.92

ES
(%MVIC)

43.87 50.94 72.85 66.06 51.21 61.32 69.71 36.13

SCM = sternocleidomastoid; UT = upper trapezius; LS = levator scapulae; ES = erector spinae; Increase = the ratio of pre 
to post 2

Table 4. Changes in asymmetrical muscle activity before (pre), after 4- (post) and 8- week (post 1) therapeutic exercise

Fig. 2. The horizontal distance 1, 2 and 3 were 
measured by using the lateral view of cervical 
spine X-ray. Distant 1 was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plump line of posterior neck 
and posterior shoulder. Distant 2 was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anterior margin
of C1 body and the posterior margin of C7 
spinous process. Distant 3 was the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earhole and midline of 
C7 lower margin.

Ⅳ. 고 찰

이 사례연구에서는 FHP 환자를 상으로 8주간의 

치료적 운동이 통증관련지표, 목뼈 ROM, FHP 및 근활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치료적 운동이 목

뼈의 통증 및 장애를 감소시켰으며, ROM의 증가 및 

FHP와 비 칭적 근육활동 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의 치료적 

운동은 전방두부자세 환자의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심부 목뼈 굽힘근은 목뼈 굽이(curvature)의 받침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세 유지 근육 중 하나로 머리목 

부분의 자세 이상이 심부 목뼈 굽힘근의 약화를 야기하

며(Yun and Kim, 2013), 이러한 심부 목뼈 굽힘근의 

약화는 목통증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Jull et al., 

2009). Gupta 등(2013)은 30명의 FHP 환자를 상으로 

4주간의 심부 목뼈 굽힘근 강화운동을 실시한 결과, 

FHP, 통증 및 목의 장애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Diab과 Moustafa(2011)은 48명의 FHP 환자를 

상으로 10주간의 심부 목뼈 굽힘근 강화운동을 적용한 

결과, 통증의 감소와 더불어 FHP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고 보고하였다. 심부 목뼈 굽힘근 강화를 통한 통증의 

감소 및 FHP의 개선은 목뼈의 통증이 상부 목뼈 굽힘 

시 주로 나타나며, 심부 목뼈 굽힘근이 상부 목뼈에 

기인한 통증 민감성 구조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



Fig. 3. Lateral view of cervical spine pre, after 4- and 8-week therapeutic exercise in a patient A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O’ Leary et al., 2003). 이 

사례연구에서 VAS 및 NDI는 환자 A와 B 모두에서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8주 후에 각각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례연구에서 FHP 환자에게 

심부 목뼈 굽힘근 강화를 포함한 치료적 운동이 목의 

통증 및 장애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생각된다.

Fernández-de-las-Peñas 등(2005)에 따르면 FHP는 척

추체(vertebral body)의 후관절(facet joint) 및 후면에 과

도한 압력을 발생시켜 두부 및 목뼈부위의 움직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Morningstar 등(2003)은 

FHP 환자는 상부 목뼈에서 과도한 폄이 나타나지만, 

하부 목뼈의 저운동(hypomobility)에 의해 굽힘, 옆굽힘 

및 회전뿐만 아니라 폄의 ROM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환자A의 굽힘, 폄, 오른쪽 및 

왼쪽 옆굽힘과 오른쪽 및 왼쪽 회전 CROM은 치료적 

운동 8주 후에 51.80°, 83.40°, 31.40°, 35.20°, 78.40° 및 

79.10°로 향상하였으며, 환자 B의 굽힘, 폄, 오른쪽 및 

왼쪽 옆굽힘과 오른쪽 및 왼쪽 회전 CROM은 치료적 

운동 8주 후에 42.30°, 70.80°, 32.70°, 35.10°, 79.70° 및 

72.10°로 향상하였다. Chen 등(1999)의 메타분석에 의

하면 건강한 성인의 목뼈 ROM의 정상범위는 굽힘이 

48°~69°, 폄이 61°~93°, 옆굽힘이 38°~49° 및 회전이 

70°~93° 라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한 결과, 이 

연구에서 환자 A는 목 굽힘, 폄, 오른쪽 및 왼쪽 회전 

ROM이 정상범위로 개선하였으며, 환자 B는 목 폄, 오

른쪽 및 왼쪽 회전 ROM이 정상범위로 개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목뼈 관절가동술은 기능부전이 있는 척추에 

ROM의 증가 및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용

하고 있으며(Lee et al., 2015), 목통증을 동반한 ROM의 

제한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지만(Gong et al., 

2010;Ganesh et al., 2015), Bronfort 등(2001)은 191명의 

ROM에 제한이 있는 목통증 환자를 상으로 11주간 

목뼈 관절가동술 집단 및 근력강화운동과 관절가동술

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집단과 비교한 결과, 관절가동술

과 근력강화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집단에서 근력, 근지

구력, 통증 및 ROM의 향상이 크게 나타났고, 운동 종료 

1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고하면서, FHP 

환자의 빠른 치료 및 장기간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관절가동술과 근력강화운동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도 목뼈 관절가

동술, 근력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의 복합적인 치료적 

운동이 통증의 감소와 ROM의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된다. 

FHP는 후관절(facet joint)의 과도한 압박, 목부위 연

부조직의 신장 및 후부 근육 길이의 단축과 같은 생리학

적 제한을 야기하여 관절주머니인 (capsular ligament)

의 과도한 긴장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며(Silv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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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Pearson et al., 2004), 특히 후관절의 과도한 압박은 

물질 P(substance P)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의 통각수용성 신경종말

을 포함하는 윤활주름(synovial folds)을 손상시켜 통증

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Inami et al., 2001). 

Diab (2012)는 FHP의 감소를 위해서는 심부 목뼈 굽힘

근의 강화와 목뼈 폄근의 스트레칭이 필수적이라고 보

고하였으며, Paris (1990)는 FHP의 개선은 후관절주머

니의 압박 및 관절주머니 인 의 긴장으로 인한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FHP는 환자 A와 B의 D 1, D 2 및 D 3 모두에서 운동 

전과 비교하여 운동 8주 후에 각각 감소하였다. 이 사례

연구에서는 FHP 환자에게 심부 목뼈 굽힘근의 강화와 

목뼈 폄근의 스트레칭으로 구성된 치료적 운동이 FHP

를 감소시켰으며, FHP의 감소를 통한 후관절의 과도한 

압박 등 생리학적 제한의 개선을 통해 통증이 감소되었

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하지만 이 사례연구에서는 

FHP 환자에게 치료적 운동이 생리학적 제한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

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 칭적 근육활성은 FHP와 같은 경부의 자세 장애

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오른쪽 및 왼쪽 근육

단면적의 차이 (Fernández-de-las-Peñas et al., 2008), 통

증, 근육긴장도와 근육피로 증가, 협응력과 근육신경세

포 전위(electric potentials)의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고하

였으며(Ferrario et al., 2007; Kogawa et al., 2006), 턱 관절

의 운동 장애 및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 등을 

포함한 측두하악관절(TM joint)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였다(Schroeder et al., 1991). Ries 

등(2008)은 SCM을 포함한 목뼈부 근육의 비 칭적 근

육활성은 두부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목뼈 운동의 

제한을 야기시켜 신경근 압박 등의 이차적 손상의 위험

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SCM, UT, 

LS 및 ES의 우세측 비 비우세측 근활성도의 비율은 

환자 A와 환자 B 모두에서 운동 전과 비교해서 운동 

8주 후에 각각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Boyle (2012)는 

척추주변근 근력강화를 포함한 치료적 운동이 신경근

의 재교육 효과를 통해 운동조절능력과 오른쪽 및 왼쪽

의 양측 정렬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Lee 등

(2015)은 치료적 운동이 목뼈부위 근육의 비 칭적 근

육활성 및 근육긴장도를 개선시켰으며, 이는 1번 및 

2번 목뼈의 위치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근력강화를 포함한 치료적 

운동이 FHP의 감소 즉, 목뼈 위치의 변화 및 근력향상

을 통한 양축 정렬의 향상으로 인해 비 칭적 근육활성

을 개선시켰으며, 두부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 이차적 

손상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Ⅴ. 결 론

이 사례연구에서는 FHP 환자를 상으로 8주간의 

치료적 운동이 통증관련지표, 목뼈 ROM, FHP 및 근활

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치료적 운동이 목

뼈의 통증 및 장애를 감소시켰으며, ROM의 증가 및 

FHP와 비 칭적 근육활동 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의 치료적 

운동은 전방두부자세 환자의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FHP 환자를 상으로 치료적 

운동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피험자를 상으

로 통증, 자세 및 근육활성 등에 미치는 상세한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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