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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neck  exercises  on  neck‐shoulder  posture  and  pai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neck  disorders.

Methods:  Twenty  seven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3  groups  a  craniocervical  flexion  training  group 
(CCFT), a neck  strengthening exercise group  (ST),  and  a basic  stretching exercise group  (CG). CCFT  and ST exercised  fiv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under  the  researcher's  guidance.  The  control  group  performed  basic  stretching  exercises. 
Diagnostic  radiologic  equipment  was  used  for  the  measurement  of  neck‐shoulder  posture.  Neck  disability  index,  and 
numeric  rating  scales  were  used. 

Results:  The  CCFT  showed  a  significant  pre‐post  treatment  difference  on measures  of  neck  flexion  angle  and  forward 
shoulder  angle  changes  compared  to  the ST and CG groups  (p<0.05). The CCFT group  also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improvement  on  the  neck  disability  index  and  numeric  rating  scales  changes  than  the  ST  and  CG  groups  (p<0.01).

Conclusion:  Because  CCFT  decreases  neck  flexion  angle,  forward  shoulder  angle,  neck  disability  index,  and  pain  in  the 
forward  head  posture,  it  is  useful  for  treating  patients  with  neck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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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세란 정상적인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체 각 부분

들의 역학적 정렬 또는 환경 내에서 위치를 가리킨다.1 좋지 못

한 자세의 발생은 청소년기에 높게 나타나며,2 컴퓨터의 중화

로 인해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서 목과 어깨의 

근골격계 이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3 또한 무거운 

책가방4과 과도한 학습 활동으로 인하여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장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혹은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부적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

과 운동 부족은 목과 어깨, 등 근육의 경직을 일으키며 효과적

인 생체 역학적 기능을 감소시켜 연부조직의 약화를 일으킬 수 

있다.5

근육의 과사용과 저사용, 신경근 장애 및 근육의 불균형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시간의 직업적 고정된 자

세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바 있고, 머리와 목의 복잡한 구성 중 

어느 하나의 이상 또는 구조를 둘러싼 근육군의 불균형은 비정

상적인 자세 조절을 일으키며 이는 머리 및 목의 통증과 가동 

범위의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6

앞쪽 머리 자세는 목 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 변형 중 하나이다.2,7 목과 어깨에 질환을 

가지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앞쪽 머리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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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하고, 어깨뼈 봉우리가 돌출된다.8 앞쪽 머리 자세는 구조

적으로 머리의 중심선을 앞쪽과 위로 이동시키게 되어 목에서 

지탱하는 머리의 무게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머리뼈와 목 

연결부의 전만 증가와 뒤통수 아래, 목, 그리고 어깨 근육의 비

정상적인 지속적 근 수축과 같은 상 적인 보상작용이 발생되

고, 이는 머리뼈와 목 연결부의 변화를 유발시킨다.9

목의 자세조절과 안정성 유지에 있어서 목의 깊은 굽힘근육

인 긴머리근과 긴목근의 역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10 목

의 깊은 굽힘근육은 목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로는 

머리, 아래로는 등과 허리 사이에서 균형 유지에 기여하며, 여

러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동안 머리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강한 근수축력을 발생하기 보다는 낮은 강

도의 정적 근지구력에 의해 목을 지지하고 고정하여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11

목 통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긴머리근이나 긴목근과 같은 

깊은 굽힘근육의 근력과 근지구력이 현저히 낮았으며, 아래턱

을 당길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목 깊은 근육의 점진적 강화 훈련과 신장운동은 목의 자세 

조절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13 자세의 문제가 특히 청소년기

에 잘 나타난다는 점2과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들에게 목 운동을 적용했을 때의 연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자세가 몸의 여러 부분들의 상 적인 배

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로간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하는데 이에 한 기존의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교생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좋지 

못한 자세와 만성 목 어깨 통증이 목 깊은 근육의 약화 및 활

성화의 부족이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목의 깊은 굽힘근육 강화

운동 이 고교생의 목 어깨 자세와 통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고등학교 2학년에 재

학중인 만 17세의 여학생 중 3개월 이상 목 어깨에 통증을 느

끼는 자, 목 장애 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가 15점 

미만으로 근력 강화운동으로 인하여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자, 

그리고 머리 목 굽힘 검사 실행시 처음 압력 20 mmHg에서 2

단계 압력인 4 mmHg 증가를 10초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자14 

총 30명을 상으로 하였다. 연구 1주일 전에 30명을 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목의 바른 자세와 신장운동의 중요성 및 효과와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상자의 선정 기준은 뼈의 골절이나 관절, 신경 등에 

구조적 이상이 없고, 고혈압, 수핵탈출증, 척추관절염, 척추간 

협착증, 그리고 척추측만증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모든 상자들과 보호자들로부터 실험에 참여하는 동의

서를 받았다.

2. 실험방법

1) 실험 절차

상자들은 무작위 선정에 따라 각각 10명, 3개의 군으로 나누

어지며, 실험군 1은 목의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을 실시한 군, 

실험군 2는 목의 근력강화운동을 실시한 군이고, 조군은 미

리 교육한 목 어깨 신장운동을 하도록 격려받은 군이다. 실험 

중 각 군에서 1명씩 개인적인 사유로 실험에서 이탈하여 총 27

명을 상으로 하였다. 실험군1과 실험군 2는 총 8주에 걸쳐 

주 5회 하루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연구자의 지도하에 

훈련을 실시하였다.

(1)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은 머리뼈 목 굽힘근육의 저부하 훈련

으로 한다.15 위 목뼈의 깊은 굽힘근육인 긴머리근과 긴목근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얕은 굽힘근육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

은 이완을 유지하면서 머리뼈 목 굽힘을 실시하고 유지하게 한

다. 후두부에 근접하여 목 뒤에 공기가 채워진 압력센서

(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Chattanooga group., Chat-

tanooga, 미국)를 두고 센서의 다이얼로부터 얻어지는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하여, 목뼈 전만의 편평해짐을 확인한다. 먼저, 

목 아래의 공기가 채워진 주머니를 20 mmHg로 설정하고 다

이얼을 확인하면서 주머니를 서서히 누를 때, 치료사는 상자

의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을 손가락으로 촉지하면서 수축이 일어

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상자의 뒷머리가 바닥에서 들리지 않

도록 한다. 30 mmHg까지 2 mmHg씩 천천히 부드럽게 압력

을 높여나간다. 수축 유지시간은 10초, 10번을 반복하되, 수축

과 수축 사이에 3∼5초간 휴식한다(Figure 1).16

(2) 목 근력 강화운동

목 근력 강화운동은 점진적 저항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McArdle 등17은 근력 강화운동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최

고의 무게는 피해야 하는데, 과도한 저항은 근력발달 단계에 거

의 기여하지 못하며, 근육과 관절 손상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

므로, 가벼운 저항으로 반복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따라

서, 상자는 머리가 잘 지지된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목의 표면

근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을 강화하기 위해 천천히 머리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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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raniocervical flexion training

을 가능한 전범위에서 들어올린다. 운동 프로그램은 2주간의 1

단계 운동 프로그램과 6주간의 2단계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된다. 

① 1단계에서 상자는 윗목의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목

이 굽혀지도록 지시받는다. 최 로 12번을 들 수 있는 무게

(12RM)로 12번 반복을 실시하되, 15번 반복까지 진행되도록 

한다. 

② 2단계에서 상자는 10번 반복, 3세트를 실시한다. 첫 번

째 세트는 10 RM의 50%, 두 번째 세트는 10 RM의 75%, 그

리고 세 번째 세트는 10 RM의 100%로 한다. 모든 10번의 반복 

사이에는 휴식없이 하고, 세트간에는 1분의 휴식을 가진다. 

③ 만약 상자가 반복을 하기에 무게가 불충분하다면 적절

한 무게(0.5∼4kg)를 이마에 적용하고, 머리 들기를 반복하기가 

어렵다면 바닥으로부터 몸통의 각도를 높게 하여 상자가 머

리를 들기 쉽게 해 준다. 

(3) 기본 신장운동

기본 신장운동은 Kim 등18의 운동을 실시한다. 7가지 동작을 

하며, 처음에는 한 가지 동작에 10초 정도의 시간으로 시작하

고 점차 2∼3일 간격으로 2∼3초씩 늘려가는 형태로 최  25

초까지 실시한다. 신장의 시작과 마지막은 양손으로 목과 어깨

부분을 가볍게 두드린다.

①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위로 똑바로 뻗어 늘려줌(시선은 

손 방향을 본다.)

②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가슴을 내밀면서 젖혀줌(고개는 

뒤로 젖힌다.)

③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고개를 수평으로 천천히 돌려 

최 에서 멈춤(좌우)

④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다 최 로 당겨

지는 상태에서 멈춤(좌우)

⑤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다 최 로 당

겨지는 상태에서 멈춤(좌우)

⑥ 한손을 어깨 뒤로 넘긴 상태에서 반 편 손으로 넘긴 쪽 

팔꿈치를 머리 위에서 잡고 안쪽으로 천천히 최 한 당겨줌(좌우)

⑦ 상체를 바로 한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깍지 낀 상태로 

양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림

2) 실험 도구 및 측정

(1) 목 어깨 자세 측정

상자의 훈련 전 후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진단용 X-선 장치

(ir-1100-150, Philips)를 이용하여 전방과 측방에서 동일한 방

사선과 기사가 촬영을 하였다. 촬영 후 신체의 표지를 확인하기 

위해 4개의 납조각을 표시물로 사용하였다. 표시물의 위치는 

이마의 중심, 귀의 이주(tragus), 경추 7번의 가시돌기(spinous 

process), 어깨뼈 봉우리의 끝에 본 치료사가 위치시켰다. 머리 

기울기 각도(head tilt angle)는 이마와 귀의 이주를 연결한 선

과 귀의 이주에서 Y축 사이의 각도로 한다. 목 굽힘 각도(neck 

flexion angle)는 귀의 이주와 C7을 연결한 선과 C7에서 Y축 

사이의 각도로 한다. 앞쪽 어깨 각도(forward shoulder angle)

는 C7과 어깨뼈 봉우리의 끝을 연결한 선과 C7에서 Y축 사이

의 각도로 한다. 자세 측정 부위는 Yoo 등19,20과 Szeto 등8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자연스러운 머리 어깨 자세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가-균형 위치(self-balance posture, SBP)를 실시하였

다. SBP는 상자로 하여금 목뼈의 굽힘과 폄을 큰 폭으로 수

행하게 하고, 점차적으로 그 폭을 줄이게 하여 가장 편안한 위

치에 머리가 놓이게 하였다. 시각에 의해 자세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면에 있는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눈을 보도록 

지시하였다(Figure 2).21

(2) 목 장애 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와 숫자 통증 등

급(numeric rating scale, NRS)

연구 상자의 선정과 훈련 전 후의 목 어깨 통증과 관련된 불

능을 평가하기 위해 NDI를 사용하였다. NDI는 가장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목 통증과 기능장애의 평가도구로 통증 강도, 개

인적 관리, 들기, 책 읽기, 두통, 집중력, 일하기, 운전하기, 수

면, 여가활동 등 10개의 항목에 하여 0점(통증 없음 또는 전

혀 불능 없음)에서 5점(완전한 불능)까지 평가할 수 있다. 5∼
14점까지는 경미한 불능, 15∼i24점까지는 중등도의 불능, 25

∼34점까지는 심한 불능, 35점 이상은 완전한 불능의 상태로 

제안된다.22,23

목 어깨 통증의 평균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NRS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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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ing the HTA, NFA and FSA by using diagnostic
radiation equipment (A) Diagram showing the defining lines
of the joint angles of head tilt, neck flexion and acromion 
displacements (B) Angles identified by three markers.

Variables CCFT (n=9) ST (n=9) CG (n=9) p-value

Gender Female Female Female

Age(yr) 17 17 17

Height(cm) 154.89±1.81 155.67±1.88 154.56±1.83 0.91

Weight(kg) 53.22±1.43 53.78±1.42 52.33±1.83 0.81

Daily average sitting time(hour) 10.17±0.65 10.44±0.50 10.56±0.56 0.89

CCFT: Craniocervical flexion training group, ST: Strength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E)

였다. 현재의 통증의 강도, 지난 24시간 동안 통증의 가장 심할 

때와 가장 좋을 때의 평균을 상자의 지난 24시간 동안에 통

증의 평균 강도로 한다. 0점(통증 없음)으로부터 10점(상상할 

수 없을 만큼 최 로 가능한 통증)까지 상자가 선택하여 표

시하도록 하였다.24

3. 자료분석

연구결과에 한 분석은 SPSS version 18.0 for window를 이

용하여 측정 자료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였다. 각 집단간 

목 어깨 자세와 통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고, 사후검정은 LSD

검정을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는 총 27명으로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

동군(CCFT), 목 근력 강화운동군(ST)과 기본 신장운동군(CG)

에 9명씩 배치하여 총 27명을 상으로 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목 어깨 각도

(1) 머리 기울기 각도

치료기간에 따른 CCFT, ST와 CG의 치료 후 집단간 머리 기

울기 각도(HTA)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05)(Table 2).

(2) 목 굽힘 각도

치료기간에 따른 CCFT, ST와 CG의 치료 후 집단간 목 굽힘 

각도(NFA)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평균 NFA에서 CCFT가 ST와 CG보다 각도가 줄

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2).

(3) 앞쪽 어깨 각도

치료기간에 따른 CCFT, ST와 CG의 치료 후 집단간 앞쪽 어

깨 각도(FSA)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평균 FSA에서 CCFT가 CG보다 각도가 줄었다고 

할 수 있다(Table 2).

3. 목 장애 지수와 숫자 통증 등급

(1) 목 장애 지수

치료기간에 따른 CCFT, ST와 CG의 치료 후 집단간 NDI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평균 NDI 점수에서 CCFT가 ST와 CG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Table 2).

(2) 숫자 통증 등급

치료기간에 따른 CCFT, ST와 CG의 치료 후 집단간 NRS의 

평균에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평균 NRS 점수에서 CCFT가 ST와 CG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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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CFT ST CG p-value (LSD result)

HTA

Pre-test
(Mean±SE)

54.72±1.64 54.63±1.20 54.06±1.25 0.93

Post-test
(Mean±SE)

52.18±1.56 54.34±0.94 54.13±1.24 0.43

NFA

Pre-test
(Mean±SE)

36.84±1.51 35.19±1.74 35.24±2.13 0.77

Post-test
(Mean±SE)

27.33±1.68 33.47±1.56 34.78±2.04
0.02*

(CCFT < ST, CG)

FSA

Pre-test
(Mean±SE)

33.23±4.28 33.28±4.95 32.11±3.49 0.98

Post-test
(Mean±SE)

20.80±1.57 27.33±2.07 31.52±3.27
0.02*

(CCFT < CG)

NDI

Pre-test
(Mean±SE)

11.56±0.67 11.44±0.67 11.89±0.59 0.88

Post-test
(Mean±SE)

7.22±0.66 10.33±0.80 12.00±1.01
0.00**

(CCFT < ST, CG)

NRS

Pre-test
(Mean±SE)

5.22±0.78 5.44±0.50 5.67±0.41 0.87

Post-test
(Mean±SE)

1.33±0.41 4.22±0.36 5.44±0.56
0.00**

(CCFT < ST, CG)
*p<0.05, **p<0.01
CCFT: Craniocervical flexion training group, ST: Strength training group, CG: Control group
HTA: Head tilt angle, NFA: Neck flexion angle, FSA: Forward shoulder angle
NDI: Neck disability index, NRS: Numeric rating scale

Table 2. Comparison of outcome measures among groups at pre-post intervention

IV. 고찰

인간의 머리 무게는 약 3.5∼4.5kg으로 머리의 지지는 목과 어

깨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담당한다. 또한 목을 움직이는 근육들 

중 여러 근육이 어깨의 움직임에 관여한다.25 장기간 좋지 못한 

자세는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 통증을 일으키고, 근력과 

유연성에서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26 만성 

또는 특발성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7 Chae28는 만성 및 

특발성 긴장성 두통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인들보다 앞쪽 머리 

자세가 더 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처럼 하루에 10

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고교생들에게 올바른 자세 습관과 

자세 훈련 운동은 자세성 통증 증후군과 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26

지금까지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해 전기치료, 견인 

등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와 목 표면근의 근력 강화운동이 사

용되어 왔지만, 일시적인 통증 감소와 함께 기능 개선을 제공할 

뿐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

이다.29

따라서 본 연구는 3개월 이상 만성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

는 여자 고교생을 상으로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군, 목 근력 

강화운동군과 기본 신장운동군 간에 8주 간의 목 운동을 통하

여 목 어깨자세, 기능장애 및 통증의 변화를 비교하고, 세 집단 

간에 경시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목 어깨의 자세 중 HTA은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군에서 치

료 전 후에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zeto 등8의 약 1.5 m거리에서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통해 머리 

자세를 측정한 결과와 측정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NFA은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군과 목 근력 강화운동군에서 치료 전 

후에 각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zeto 등8의 

연구와는 측정치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FSA은 깊은 굽힘

근육 강화운동군과 목 근력 강화운동군에서 치료 전 후에 각도

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30이 측각기

(Goniometer)를 이용하여 만성 목 통증의 유무에 따른 머리와 

어깨의 위치 각도를 측정한 결과와 체로 비슷하였다. 본 연구

가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상자

의 선정에서 오랜 시간 좋지 못한 자세에 노출되는 특정한 연

령 를 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자들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위하여 본 연구는 SBP를 통하여 목 어깨 

자세를 취하게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상자의 임의에 의

해 취한 자세로 측정을 하였으므로 연구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NDI는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군에서 치료 전과 후에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NRS는 깊은 굽힘근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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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군과 목 근력 강화운동군에서 치료 전과 후에 통증의 정도

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ull 등14이 제시한 

NDI의 치료 전과 후에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군과 목 근

력 강화운동군에서 불능지수가 낮아졌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

가 있으며, NRS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두 실험군 모두 조

군에 하여 통증에 있어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은 목의 깊은 

굽힘근육인 긴머리근과 긴목근을 목표로 한 저부하의 운동방법

이자 검사방법이다. 이 검사는 머리를 굴곡하는 것으로 목의 굴

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얕은 굽힘근육인 목빗근과 앞목갈비근

의 활동보다는 깊은 굽힘근육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15

임상적으로 목의 장애에 한 어떤 치료 방법이든 그 치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항상 의문시된다.25 Chiu 등31

은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을 상으로 6주간의 목 깊은 굽힘근육 

활성화 운동과 근력 강화 위주의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6주 후에는 통증 수준과 장애지수 그리고 등척성 목 근력이 유

의하게 향상되었으나, 6개월 후에는 단지 통증 수준과 만족도 

수준만이 유의한 차이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체형, 몸매, 건강 그리고 자세 등 몸에 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시 에 살고 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자세 

교육과 운동에 한 필요성은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생

활 패턴과 잘못된 행동 습관으로 자세가 변형되어 가는 청소년

들에게 점점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목의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을 통하여 목 

어깨 자세, 통증, 그리고 신체적인 불능의 정도에서 목 근력 강

화운동과 기본 신장운동보다 상 적으로 큰 유의성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수가 적

고, 여학생만을 상으로 하였다는 점, 고교생의 활동성을 완전

히 고려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향후의 연구에서는 상자의 수를 

늘리고, 상의 범위를 확 하여 성별 간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만성 목 통증을 가지는 여자 고교생들을 상으로 

각각 다른 목 운동을 적용하여 목 어깨 자세, 신체적 불능과 통

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 

깊은 굽힘근육 강화운동이 앞쪽 머리 자세에서 머리 기울기, 목 

굽힘, 어깨 전방돌출의 정도에서 매우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목

의 장애 지수, 통증의 크기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

다. 만성 목 어깨 통증 및 자세가 좋지 못한 환자의 재활에서 

목 깊은 굽힘근육의 강화를 위한 운동이 자세성 통증 증후군과 

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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