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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It is necessary to find and develop the effective way of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neck pain, since the neck pain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throughout the world. To identify the

altered motor control in patient with neck pain would be informative to find and develop the effective

way of intervention.

Obje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literature regarding the altered motor control in patients

with neck pain, measured by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sEMG), ultrasonography, and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and to suggest prospective research work on neck pain.

Methods: Case-control (neck pain/healthy) studie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15 that investigated

neck muscle activation, thickness, cross-sectional area, and fat infiltrate were searched in Scopus,

PubMed, and ScienceDirect. Twenty-eight article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Results: sEMG, ultrasonography, and fMRI were used complementarily to investigate the altered superficial

and deep neck muscle activation, thickness, cross-sectional area, and fat infiltrate in patients with neck pain.

They showed the following altered motor control when compared retrospectively with healthy subjects or

during specific functional tasks: (1) increased superficial muscle activation, (2) lesser deep muscle thickness,

(3) smaller cross-sectional area of the deep muscle, and (4) greater fat infiltrate in deep muscles. In particular,

among the women, the office workers showed higher muscle activation of superficial neck muscles during

functional tasks, although they did not have neck pain, than those who were not office workers.

Conclusion: Studies revealed that patients with neck pain showed an altered motor control when

compared with healthy subjects by using various assessment modalities.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would help researchers design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alleviating neck pain o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In addition, we recommend that female office workers take measures to

care for their necks before developing neck pain.

Key Words: Electromyography;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otor control; Muscle

activity; Neck pain; Ultrasound.

Ⅰ. 서론

경부통증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경부 통증과 관련한 역학조사

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30∼50대의 중장년층의 사무직

근로자, 그 중에서도 여성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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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발생률이 더 높다(Hoy

등, 2010; Skillgate 등, 2012).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

바일 기기나 컴퓨터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최근 경부통

증을 호소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 고등학생

등 젊은 층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Chung 등, 2007). 경부통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

라 경부질환 진료비는 연 3,000억원 규모로 이제 대표적

인 만성 질환인 당뇨병의 1/4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경부통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

담이 커짐에 따라, 국외에서는 경부통증 환자의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경부통증 환자의 근 활성도(muscle activity)(Boudreau와

Falla, 2014; Edmondston 등, 2011; Falla 등, 2004;

Johnston 등, 2008a; Johnston 등, 2008b; Jull 등, 2004;

Juul-Kristensen 등, 2013; Lindstrøm 등, 2011; Szeto

등, 2009; Tsang 등, 2014; Vikne 등, 2013; Wegner 등,

2010), 근 두께(muscle thickness)(Jesus-Moraleida 등,

2011; Uthaikhup 등, 2015), 근 단면적(muscle cross-sec-

tional area)(Abbott 등, 2015; Cagnie 등, 2010; Cagnie

등, 2011a; Cagnie 등, 2011c; Elliott 등, 2006; Elliott

등, 2008; Elliott 등, 2010; Elliott 등, 2014; Elliott 등,

2015; Fernádez-de-las-Peñas 등, 2008; Javanshir 등,

2011; O’Leary 등, 2011; Peolsson 등, 2012; Peterson 등,

2015), 그리고 근 조직(muscle composition)(Abbott 등,

2015; Cagnie 등, 2011c; Elliott 등, 2006; Elliott 등,

2008; Elliott 등, 2010)을 통증이 없는 대조군과 비교하

여 경부통증 환자의 운동조절(motor control) 패턴을 분

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경부통증 환자는 정상인과

는 다른 변형된 운동조절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을 이해하는

것은 경부통증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혹은 기능적 문

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경부통증을 이완시키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중재들의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

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 분석은 다양한 측

정도구들을 이용하여, 각 도구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상

호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는 신경자극에 대한 각 근육의 전기적

변화를 감지하는 도구로써, 단일 근육의 활성도와 시간

의 흐름에 따른 근육의 동원패턴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여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근전

도 검사는 대상자가 여러 가지 실험과제들을 수행하는

동안 표면 근육의 근 활성도 변화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

용되었다(Boudreau와 Falla, 2014; Edmondston 등, 2011;

Falla 등, 2004; Johnston 등, 2008a; Johnston 등, 2008b;

Jull 등, 2004; Juul-Kristensen 등, 2013; Lindstrøm 등,

2011; Tsang 등, 2014; Vikne 등, 2013; Wegner 등,

2010; Szeto 등, 2009). 그러나 표면 근전도로는 심부 근

육을 측정하기 어렵고, 중첩된 근육 간에 발생하는 간섭

현상(crosstalk)과 다른 전파에 의한 영향들을 완전히 차

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Cagnie 등, 2011b).

이에 비해 초음파 촬영장치(ultrasound)와 기능성 자

기공명영상장치(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

ing)는 심부 근육의 두께와 단면적, 그리고 조직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음파 촬영장비는 인체

에 음파를 전파시켜 반향 되는 음파를 측정하여 영상으

로 출력하는 도구로써, 이를 통해 표면 근육은 물론이

고 심부 근육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기능성 자기공

명영상장비는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하여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으로 출력하는 도구로써 단일

근육의 크기를 높은 해상도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각 근육의 조직성분, 즉 지방 혹은 근육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초음파 촬영과 기능성 자기공

명영상은 일정 시점에서의 근 두께, 근 표면적, 근 조직

을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근

육의 동원패턴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표면 근전도 혹은 초음파 촬영 장

비를 이용하여 경부통증 환자의 운동조절 특성을 분석

한 연구가 있으나 그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다(Jun, 2011;

Jun, 2012; Kwon 등, 2011; Nam, 2009). 또한 경부통증

중재를 위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변수로는 대부

분 주관적인 통증강도와 설문지를 이용한 기능장애개

선, 근력 등을 적용하고 있고 근전도, 초음파 촬영, 기

능성자기공명영상 등을 이용해 중재의 효과를 객관적으

로 평가한 연구는 미흡하다(Cho, 2011; Chon과 Chang,

2010; Jun, 2014; Yu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부통증 환자와 통증이 없는

집단 간의 근 활성도, 근 두께, 근 단면적, 그리고 근 조

직의 차이를 분석한 최근 국외 논문을 고찰함으로써, 경

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문헌고찰에서는 경부통증 환자의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한 실험방법과 측정변수, 측정결과들을 측정도구

별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연구자들이 향후 연구 수행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6년 23권 2호 20-34

Phys Ther Korea 2016;23(2):20-34

- 22 -

시 연구결과들을 편리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경부통증을 근본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거나, 경부통증을

이완시키기 위해 개발된 중재의 효과를 운동조절적 차원

에서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논문검색

논문검색은 ‘Scopus’, ‘PubMed’, ‘ScienceDirect’ 검색

엔진을 이용하였다. 주요한 검색어는 ‘neck pain’, ‘muscle

activation’, ‘muscle recruitment pattern’, ‘muscle com-

position’, ‘muscle reorganization’, ‘motor control’로 하였

다. 경부통증환자의 변경된 운동조절과 관련된 최근 연

구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기간은 2004∼2015년 사

이에 게재된 논문으로 하였다.

2. 논문선정

독립적인 두 명의 연구자는 논문 제목으로 분석 대

상 논문을 초기 선정 하였다. 이후 각 연구자는 초기

선정된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검토하여 본 연구 주제와

의 관련성을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

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최종 선

정하였다: (1) 환자군-대조군 연구, (2) 표면 근전도, 초

음파 촬영,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경부

통증 환자의 근 활성도, 근 두께, 근 단면적, 혹은 근 조

직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 본 문헌고찰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중재효과를 분석한 경우, 의학논문이 아닌 경우에

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논문에 대해 연

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최종 분석에 선택, 활용된 논문은 총 28편으로, (1) 표

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근

활성도와 관련된 국외논문 12편 (2) 초음파 촬영을 이용

하여 측정된 변형된 근 두께 및 근 단면적과 관련된 국외

논문 6편, (3)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측

정된 변형된 근 조직과 관련된 국외논문 10편이었다.

3. 조사항목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 (1) 대상자 특성

(대상자 수, 연령, 질환명), (2) 대조군의 존재여부 및

특성(대상자 수, 연령), (3) 수행과제, (4) 측정변수, (5)

측정결과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근전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근 활성도

표면 근전도를 이용하여 경부통증 환자의 특성을 보

고한 연구들은 대상자가 특정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

안 표면 근육의 근 활성도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대조

군의 근 활성도와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선행연

구에 적용된 움직임은 (1) 머리-목 굽힘 검사(cranio-cer-

vical flexion test)(Johnston 등, 2008a; Jull 등, 2004),

(2)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

(circle)을 그리기(Falla 등, 2004; Johnston 등, 2008a),

(3)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타이핑하기(Johnston 등,

2008b; Wegner 등, 2010), (4) 앉은 자세로 휴식 취하

기(Szeto 등, 2009), (5) 경부 굽힘근 및 폄근의 근지구력

검사(neck flexor and extensor endurance test)

(Edmondston 등, 2011), (6) 경부 굽힘근 및 폄근의 최

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사(sub-maximal voluntary con-

traction test)(Lindstrøm 등, 2011), (7) 목 굽힘 및 젖힘

검사(neck flexion and extension test)(Vikne 등, 2013),

(8) 롬버그 검사(Romberg test), 한발서기 검사(one-leg-

ged stance test) 등 균형감각 검사(Juul-Kristensen 등,

2013), (9) 상지의 기능적 움직임 검사(Tsang 등, 2014),

(10) 비예측적 전신 동요 검사(unanticipated, full body

perturbation test)(Boudreau와 Falla, 2014) 등이었다.

선행연구들은 대상자가 이와 같은 실험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굽힘근 중에서는 주로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과 전사각근(anterior scalene)의 활성도를 보았고, 폄근

중에서는 주로 두판상근(splenius capitis)과 상승모근

(upper trapezius)의 활성도를 보았다. 그 외에도 경부

및 흉추부의 척추기립근(cervical erector spinae), 중승

모근(middle trapezius), 하승모근(lower trapezius)의 활

성도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다. Table 1은 분석 대상

으로 선정된 12편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Falla 등(2004)은 대상자가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시

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동안 양측 목빗근과 전사

각근, 그리고 상승모근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편타성

손상군(whiplash-associated disorder group)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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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tients Controls Experimental task Measurements Results

Falla

et al

(2004)

·Patients with WADa

(n=10, age 32.4±7.6b year)

·Patients with idiopathic

pain (n=10, age 33.6±9.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0,

age 31.4±11.5 year)

·A repetitive upper

limb task (dot pencil

marks in 3 circles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Amplitude from

bilateral SCMc,

ASd, UTe

·Greatest amplitude

in the SCM, AS, left

UT for the WAD

group, followed by

idiopathic group

Jull

et al

(2004)

·Patients with WAD

(n=25, age 36.3±10.2 year)

·Patients with insidious

pain (n=25, age 40.0±9.2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5,

age 39.3±14.0 year)

·CCFTf Amplitude from

bilateral SCM

·Greatest amplitude

in the SCM for the

WAD and insidious

neck pain group

Johnston

et al

(2008a)

·Female office workers

with mild pain (n=38, age

43.8±9.4 year)

·Female office workers

with moderate pain (n=14,

age 45.4±10.3 year)

·Female office workers

without pain (n=33, age

43±10.6 year)

·Female not office

worker without neck

pain (n=22, age

31.4±11.5 year)

·CCFT

·A repetitive upper

limb task (dot pencil

marks in 3 circles

in an anticlockwise

direction)

Amplitude from

bilateral SCM,

AS, CESg, UT

·Increased activity of

SCM and AS during

the CCFT in workers

with and without pain

·Greater activity of CES

during the repetitive

upper limb task in all

experimental groups

Johnston

et al

(2008b)

·Same as above ·Same as above ·A functional

typing task

·Typing with

mental stressors

·Stroop color

word test

Amplitude from

bilateral SCM,

AS, CES, UT

·Increased activity of

SCM and AS during

the CCFT in workers

with and without pain

·Difficulty in switching

off on completion of

tasks in pain groups

Szeto

et al

(2009)

·Female office workers

with mild pain (n=39, age

37.4±6.1 year)

·Female office

workers without

pain (n=34, age

30.9±6.5 year)

·Two resting

postures:

(1)with hands on

laps

(2)with hands on

a keyboard

Amplitude from

bilateral CES,

UT

·Increased activity of

right UT in subjects

with high discomforts

during resting hands

on keyboard

Wegner

et al

(2010)

·Patients with neck pain

(n=18, age 27.2±6.9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0,

age 24.8±6.6 year)

·A functional

typing task

Amplitude from

unilateral UT,

MTh, LTi

·Greater activity of MT

and less activity of LT

in experimental group

Edmondston

et al

(2011)

·Patients with neck pain

(n=13, age 28.9±12.6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2,

age 26.1±5.3 year)

·Neck extensor

endurance test

·Neck flexor

endurance test

Holding time and

muscle fatigue

(time-dependent

decrease) in

median frequency

from bilateral

SCM, CE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olding time between

groups

·Greater variability in

neck flexor and extensor

endurance test in

experimental group

Table 1. Studies which compared muscle activity between pain and control group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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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strøm

et al

(2011)

·Patients with neck pain

(n=13, age 37.7±7.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0,

age 33.1±9.3 year)

·Ramped contraction

from 0% to 50%

MVCj in flexion

and extension

·Circular contractions

at 15 N and 30 N

force

Amplitude from

bilateral SCM,

SCk

·Greater activity of

SC during ramped

flexion and SCM during

ramped extension

·Reduced activity of

directional specificity

in SCM, and SC during

circular contraction in

experimental group

Vikne

et al

(2013)

·Patients with WAD

(n=15, age 40.1±8.7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5,

age 38.7±8.8 year)

·Forward flexion

and extension back

to neutral head

position

·Extension and

flexion back to

neutral head position

Amplitude, onset

and offset of SCM,

SC

·No differences between

groups

Juul-

Kristensen

et al

(2013)

·Female with WAD

(n=10, age 37.7, 21∼5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0,

age 35.9, 21∼53 year)

·3 balance tasks

(Romberg stance

with open and closed

eyes, one-legged

stance)

·A perturbation task

Amplitude from

SCM, AS, SC,

UT of the most

affected side

·Greater activity of all

muscles during balance

tasks with closed eyes

and one-legged stance

Tsang

et al

(2014)

·Patients with neck pain

(n=30, age 38.3±11.4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30,

age 35.1±9.1 year)

·Functional task

(transfer a 2 ㎏

weight placed 20 ㎝

in front of participant

on the desk in sitting

position

Amplitude, onset

and offset of SCM,

UT, CES, TESl

during raising and

lowering phases

·Greater activity of all

muscles in experimental

group

·Longer activation during

the lowering phase in

experimental group

Boudreau

and Falla

(2014)

·Patients with neck pain

(n=30, age 35.6±10.0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6,

age 35.5±10.9 year)

·Providing unantici-

pated, full body

postural perturbations

Amplitude and

onset time of

SCM, SC

·Reduced and delayed

amplitudes and onset

of muscle activation in

experimental group
awhiplash-associated disorder, bmean±standard deviation, csternocleidomastoid, danterior scalene, eupper portion of trapezius,
fcranio-cervical flexion test, gcervical erector spinae, hmiddle portion of trapezius, ilower portion of trapezius, j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ksplenius capitis, lthoracic erector spinae.

높은 근 활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비특이성 통증군

(idiopathic pain group)이 높은 근 활성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 통증이 없는 대조군의 근 활성도

는 모든 근육에서 가장 낮았다. Johnston 등(2008a)은

Falla 등(2004)이 적용한 것과 동일한 움직임을 (1) 편

타성 손상 혹은 비특이성 통증이 있는 여성 근로자, (2)

통증이 없는 여성 근로자, 그리고 (3) 통증이 없고 근로

자가 아닌 여성에게 각각 적용하고 목빗근, 전사각근,

경부 폄근, 상승모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 분석 결과, 여

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증 유무 혹은 질환의 유형과

상관없이 반복적인 원 그리기를 수행하는 동안 경부 폄

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Johnston 등(2008b)은 노트에 원을 그리는 과제 이외

에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타이핑하기 과제를 대상

자에게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 편타성 손상 혹은 비특

이성 통증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타이핑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통증군 보다 경부 폄근의 근 활성도가 계속

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여, 이들의 경우 과제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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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부에 긴장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Wegner 등(2010)의 연구에서는 타

이핑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중

승모근의 활성도는 높고, 하승모근의 활성도는 낮은 것

을 확인하였다. Szeto 등(2009)은 두 가지 유형의 앉은

자세, 즉 (1)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은 자세와 (2)

팔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앉은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통증군과 대조군의 상승모근과 척추기립근의 근 활

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증군의 경우 팔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동안 오른쪽 상승모근의

근 활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Jull 등(2004)과 Johnston 등(2008b)은 머리-목

굽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통증군과 대조군의 근 활성

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Jull 등(2004)

은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편타성 손상군과 비특이성 통

증군에서 목빗근의 활성도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것을 확인하였고, Johnston 등(2008b)은 검사를 수행

하는 동안 통증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의

목빗근과 전사각근의 활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는 보다 다양한 움직임이 연구에 적

용되었다. Edmondston 등(2011)은 대상자가 경부 굽힘

근과 폄근의 근지구력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통증군과

대조군의 목빗근과 경부 척추기립근의 근 피로도를 비

교 분석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Lindstrøm 등(2011)은 굽힘근과 폄근의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사를 수행하는 중 통증군과 대

조군의 목빗근과 두판상근의 활성도를 비교 분석하였는

데, 통증군의 경우 굽힘근의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

사 중에는 길항근인 두판상근이, 폄근의 자발적 근수축

검사 중에는 길항근인 목빗근이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폄근의 자발적 근수축 검사 중

에 나타나는 목빗근의 활성도는 환자의 통증강도와 양

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Vikne 등

(2013)은 목 굽힘 및 젖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통증

군과 대조군의 근 활성도와 근 활성 시작 및 종료 시점

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Juul-Kristensen 등(2013)은 롬버그 검사와

한발서기를 눈을 감거나 뜬 상태에서 수행하는 동안 목

빗근, 전사각근, 두판상근, 상승모근의 근 활성도를 분

석한 결과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수행한 롬버그 검사와

한발서기 검사 수행 시 모든 근육에서 통증군의 근 활

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Tsang 등(2014)은 대상

자가 책상 앞에 앉아 20 ㎝ 앞에 위치한 2 ㎏ 무게 물

건을 오른손으로 들고 선반에 올렸다가 다시 책상으로

내리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목빗근, 상승모근, 경부

척추기립근, 흉추부 척추기립근의 근 활성도와 근 활성

시작과 종료 시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근육에

서 통증군의 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고, 물건을 책상

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 시 통증군의 근활성 종료 시

점이 대조군에 비하여 지연되었다고 하였다. Boudreau

와 Falla(2014)은 통증군과 대조군이 각각 비예측적 전

신 동요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목빗근과 두판상근의 근

활성도와 근 활성 시작 시점을 비교한 결과, 통증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근 활성도가 낮고, 근 활성 시작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초음파 촬영을 이용하여 측정된 변형된 근 

두께 및 근 단면적

초음파 촬영을 이용하여 경부통증 환자의 특성을 보

고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움직임을 수행하기 전과 후

에 통증군과 대조군 간의 근 두께 및 근 단면적의 변화

를 비교하거나, 혹은 특정한 움직임 없이 통증군과 대

조군의 근 단면적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적용된 움직임은 근

전도를 적용한 연구에서 적용된 것들과 유사하였으며,

(1) 머리-목 굽힘 검사(Jesus-Moraleida 등, 2011), (2)

경부 굽힘근 및 폄근의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사

(Peolsson 등, 2012), (3) 반복적인 어깨올림 검사

(Peterson 등, 2015), (4) 어깨 올림 상태에서 정적 수축

(static contraction) 검사(Uthaikhup 등, 2015) 등이 있

다. 선행연구들은 대상자가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굽

힘근 중에서는 주로 목빗근, 긴목근(longus colli), 긴머

리근(longus capitis)의, 그리고 폄근 중에서는 두판상근

과 상승모근, 하승모근, 두반극근(semispinalis capitis),

경반극근(semispinalis cervicis), 다열근(multifidus)의

근 두께와 근 단면적을 보고하였다. Table 2는 분석 대

상으로 선정된 6편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Fernádez-de-las-Peñas 등(2008)은 통증군과 대조군

의 C3∼C6 레벨에서의 다열근 단면적과 앞뒤, 좌우 단

면적 비율을 비교한 결과,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든

경추 레벨에서 대조군 보다 작은 근 단면적으로 보였고,

특히 C3와 C6 레벨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타원형의 근

모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Jesus-Moraleida 등

(2011)은 머리-목 굽힘 검사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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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tients Controls Experimental task Measurements Results

Fernádez-

de-las-

Peñas et al

(2008)

·Patients with neck pain

(n=20 age 34.0±5.0a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0, age 33.0±6.0

year)

·Not applicable CSAb muscle shape

ration (ration

between lateral

and APDc) of

Multd at C3∼C6

·Smaller CSA of

experimental group

at all levels

·Wider ovoid shape

(greater values in

muscle shape ration) of

C3 and C6 compared

to control group

Jesus-

Moraleida

et al

(2011)

·Patients with neck pain

(n=31, age 29.7±8.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0, age 31.4±11.5

year)

·Cranio-cervical

flexion test

Muscle thickness of

right SCMe, Lcof,

Lcag at pre and

post experimental

task

·Lesser increases of

Lco in thickness

Javanshir

et al

(2011)

·Patients with bilateral

neck pain (n=20)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0)

·Not applicable CSA, APD, LDh,

shape ratio of

bilateral Lco

(LD/APD)

·Bilateral smaller

CSA and APD

Peolsson

et al

(2012)

·Patients after anterior

cervical decompression

and fusion (n=10, age

60.0±7.1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0, age 60.0±6.5

year)

·Sub-maximal

isometric head

extension and

flexion

Deformation* and

deformation rate

of SCM, Lco, Lca,

UTi, SCi, Scak, Scel,

Mult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eterson

et al

(2015)

·Patients with WADm

(n=26, age 37.0±10.9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6, age 37.0±10.9

year)

·A repetitive arm

elevation

Deformation and

deformation rate

of SCM, Lco, Lca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Uthaikhup

et al

(2015)

·Patients with neck pain

(n=20, age 27.8±5.5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20, age 26.8±5.5

year)

·Muscle contraction

at 120° of shoulder

abduction

Muscle thickness

of LTn at rest (0°

and 120° of shoulder

abduction) and

during contraction

(120° of shoulder

abduction)

·Smaller thickness of

the LT on the painful

side compared with

controls both at rest

and during contraction

amean±standard deviation, bcross-sectional area, canterior-posterior dimension, dmultifidus, esternocleidomastoid, flongus colli,
glongus capitis, hlateral dimension, iupper portion of trapezius, jsplenius capitis, ksemispinalis capitis, lsemispinalis cervicis,
mwhiplash-associated disorder, nlower portion of trapezius, *the momentary change in tissue metrics that resulted from

contraction or elongation of the muscle.

Table 2. Studies which compared muscle thickness and cross-sectional area between pain and control group

using ultrasound

증군과 대조군의 목빗근, 긴목근, 긴머리근의 근 두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실

험과제를 수행한 이후 긴목근 두께의 증가 정도가 유의

하게 적었다. Javanshir 등(2011)은 특정한 실험과제 없

이 통증군과 대조군의 긴목근의 단면적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통증군에서 양측의 긴목근 단면적이

유의하게 작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Peolsson 등(2012)

은 굽힘근 및 폄근의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사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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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전방 경추 감압술을 시행한 환자와 대조군의 목빗

근, 긴목근, 긴머리근, 상승모근, 두판상근, 두반극근, 경

반극근, 다열근의 변형율(deformation rate)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Peterson 등(2015)은 1회에서 10회까지 반복적인 어

깨 90° 올림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편타성 손상군과 대

조군의 목빗근, 긴목근, 긴머리근 변형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근육의 회차별 변형율에 대해서는 집단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의 경우 검사 전과 후에

근육(목빗근, 긴목근, 긴머리근)간의 변형율이 일정한데

비해, 편타성 손상군은 근육간 변형율이 일정치 않아,

특정 근육이 더 많이 변형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Uthaikhup 등(2015)은 어깨를 0°와 120°로 외전한 상태

에서 휴식하거나 수축하도록 하였을 때의 통증군과 대

조군의 하승모근 두께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휴식 시나 수축 시 모두에서 더 얇은 근

두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3.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변형된 근 조직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 경부통증

환자의 특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움직임 없

이 통증군과 대조군의 근 단면적과 지방침윤(fat infiltra-

tion) 비율 등의 근 조직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Abbott 등, 2015; Elliott 등, 2006;

Elliott 등, 2008; Elliott 등, 2010; Elliott 등, 2014; Elliott

등, 2015).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특정한 움직임을 수

행하기 전과 후에 통증군과 대조군간의 근 단면적과 지

방침윤(fat infiltration) 정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Cagnie

등, 2010; Cagnie 등, 2011a; Cagnie 등, 2011c; O’Leary

등, 2011). 이러한 선행연구에 적용된 움직임으로는 (1)

머리-목 굽힘 검사(Cagnie 등, 2010; Cagnie 등, 2011a),

(2) 경부 폄 운동(cervical extension exercise)(Cagnie 등,

2011c; O’Leary 등, 2011) 등이 있다. 굽힘근 중에서는 주

로 목빗근과 긴목근, 긴머리근의, 그리고 폄근 중에서는

두반극근, 경반극근, 다열근, 큰/작은뒤쪽머리곧은근

(rectus capitis posterior minor/major), 상승모근의 근 단

면적과 근 조직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Table 3은 분석 대

상으로 선정된 10편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Eillott 등(2006; 2008)은 편타성 손상군과 잠행성 통

증군(insidious-onset neck pain) 간의 C0∼C7 레벨에

서 폄근의 지방침윤 비율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

행하였다. 먼저 Eillott 등(2006)은 편타성 손상군과 대

조군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편타

성 손상군은 모든 경추 레벨의 경부 폄근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지방침윤 비율을 보였고, 그 비율은 근육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특히, C3 레벨의 큰/작은뒤쪽머리

곧은근과 다열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더 나

아가, Eillott 등(2008)은 잠행성 통증군과 2006년 연구

에서 분석한 편타성 손상군의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

잠행성 통증군에서는 근육에 지방침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여, 지방침윤은 주로 편타성 손상군에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Elliot 등(2010; 2014; 2015)은 통증군과 대조군

간에 C0∼C6 레벨에서 굽힘근과 폄근의 근 단면적 및

근위축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Elliot 등, 2010; Elliot 등, 2014; Elliot 등, 2015). 먼저,

Elliot 등(2010)은 대조군에 비해 편타성 손상군의 심부

굽힘근의 근 단면적과 지방침윤 비율이 유의하게 큰 것

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Elliot 등(2014)은 (1) 편타성

손상군과 (2) 비특이성 통증군, 그리고 (3) 비통증군 간

의 굽힘근과 폄근에서 지방침윤이 된 이외의 부위

(relative muscle cross-sectional area)의 단면적을 비

교 분석한 결과, 편타성 손상군은 비특이성 통증군과

비통증군에 비해 심부 굽힘근과 폄근에서 근위축 현상

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Eilliot 등은 2014년에 발표된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저자들이 2010년에 보고한 연구

에서 편타성 손상군의 심부 근육 단면적이 비특이성 통

증군이나 비통증군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해당 근육들의 지방침윤 비율이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

이고, 지방침윤이 된 이외의 부위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Elliot

등(2015)은 편타성 손상을 입은 지 1주일 이내의 환자

들을 목통증이 심한 집단과 목통증이 약하거나 또는 회

복단계에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열근의 지방침윤

비율을 (1) 연구 시작 시점, (2) 2주 후, (3) 3개월 후에

각각 비교한 결과, 연구 시작 시점에는 두 집단의 지방

침윤 비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연구 시작 2주 후와 3개

월 후에는 목통증이 심한 집단에서 더 많은 지방침윤

비율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통증이 심한 편타성 손상

환자의 단계적인 퇴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Cagnie 등은 통증군과 대조군 간에 굽힘근 및 폄근의

근 단면적과 근 조직, 그리고 근 활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Cagnie 등, 2010; Cag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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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tients Controls Experimental task Measurements Results

Elliot

et al

(2006)

·Patients with WADa

(n=79, age 29.7±7.7b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34, age

27.0±5.6 year)

·Not applicable MFIc in Rcad, Scae,

Scef, Multg, UTh at

C0∼C7

·Lager amounts of

MFI in all of the

cervical extensor

(Sca, Sce, Mult, UT)

·Varied amount of

MFI by cervical

level and muscle,

with Rca and Mult at

C3 having the largest

amount of MFI

Elliot

et al

(2008)

·Female with insidious

onset neck pain (n=23,

age 29.2±6.9 year)

·Patients with WAD

(n=79, age 29.7±7.7

year) of previous

research (Elliot et

al, 2006)

·Not applicable MFI in Rca, Sca,

Sce, Mult, UT at

C0∼C7

·Fatty infiltrates in

the cervical extensor

was not features of

the insidious-onset

neck pain group

Cagnie

et al

(2010)

·Patients with WAD

(n=16, age 32.9±12.7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9, age

22.2±.6 year)

·Cranio-cervical

flexion test

CSAi of SCMj,

Lcok, Lcal at 5

different cervical

levels (C0∼C1,

C2∼C3, C3∼C4,

C4∼C5, C5∼C6)

·Strong trend for

smaller CSA of

Lco and Lca in

experimental group

(not significant)

Elliott

et al

(2010)

·Patients with WAD

(n=78, age 29.9±7.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31, age

27.0±5.5 year)

·Not applicable MFI and CSA of

SCM, Lco, Lca at

3 different cervical

levels (C0∼C1,

C2∼C3, C5∼C6)

·Greater MFI and

CSA in Lco and

Lca in experimental

group

Cagnie

et al

(2011a)

·Healthy subjects with

hyper-tonic saline

injected condition into

UT (n=14, age 23.3±2.0

year)

·Healthy subjects

without hypertonic

saline injected

condition into UT

(n=14, age 23.3±2.0

year)

·Cranio-cervical

flexion test

CSA of SCM, Lco,

Lca at 3 different

cervical levels

(C0∼C1, C2∼C3,

C6∼C7)

·Greater activity of

left SCM and reduced

activity of Lco and

Lca in pain condition

Cagnie

et al

(2011c)

·Healthy subjects with

hypertonic saline

injected condition

into right UT (n=15,

age 24.0±3.2 year)

·Healthy subjects

without hypertonic

saline injected

condition into right

UT (n=15, age 24.0±3.2

year)

·Cervical extensor

exercise

MFI of Sca, Sce,

SCM, Mult, UT at

2 different cervical

levels (C2∼C3,

C7∼T1)

·Reduced activity

bilaterally of Mult,

Sce in pain condition

Table 3. Studies which compared muscle fatty infiltrate and cross-sectional area between pain and control

group using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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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ary

et al

(2011)

·Patients with neck

pain (n=12, age 27.3±5.4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11, age

30.1±5.2 year)

·Two types of

extension exercises:

(1) cervical extension

in CCNn

(2) cervical extension

in CCEo

CSA of Sca, Sce, SC,

Mult at 2 different

cervical levels

(C5∼C6, C7∼T1)

·Lesser activity of

Mult, Sce, SC

during CCN

exercise condition,

compared to the

healthy control

Elliott

et al

(2014)

·Patients with WAD

(n=79, age 29.8±7.8

year)

·Patients with idiopathic

pain (n=23, age 29.2±6.8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34, age

26.9±5.6 year)

·Not applicable CSA of SCM, Lco,

Lca, SC, Sca, Sce,

Mult at 2 different

cervical levels

(C2∼C3, C5∼C6)

·CSA measures

reveal atrophy in

several muscles in

both patient with

WAD and idiopathic

pain

Elliott

et al

(2015)

·Patients with WAD

(mild pain) (n=28, age

34.8±10.8 year)

·Patients with WAD

(severe pain) (n=8,

age 37.8±11.3 year)

·Not applicable Relative CSA of

Mult at C3∼C7 at

1 week, 2 week,

and 3 months post

injury

·Higher MFI values

in the severe group

than those in the mild

group at 2 weeks and

3 months

Abbott

et al

(2015)

·Patients with WAD

(n=5, age 34.8±10.8

year)

·Patients recovered

from WAD (n=5, age

37.8±11.3 year)

·Subjects without

neck pain (n=34, age

26.9±5.6 year)

·Not applicable MFI of Mult, Sce

at C3∼C7 in 4

quartiles [1 (medial)

to 4 (lateral)]

·More concentrated

in the medial portion

of the muscles in all

participants

·Greatest magnitude

of MFI in the medial

quartiles (1 and 2)

in the WAD group
awhiplash-associated disorder, bmean±standard deviation, cmuscle fatty infiltrate, drectus capitis, esemispinalis capitis,
fsemispinalis cervicis, gmultifidus, hupper portion of trapezius, icross-sectional area, jsternocleidomastoid, klongus colli,
llongus capitis, msplenius capitis, ncranio-cervical neutral, ocranio-cervical extension.

등, 2011a; Cagnie 등, 2011c). Cagnie 등(2010)은 머리-

목 굽힘 검사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통증군과 대조군 간

에 C0∼C6 레벨에서 굽힘근의 단면적을 비교 분석하였

고, 그 결과,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머리-목 굽힘 검

사 후 심부 굽힘근의 단면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Cagnie 등(2011a)은 통증이

없는 젊은 성인의 상승모근에 고장성 식염수(hypertonic

saline)를 주입(injection)하기 전과 후에 C0∼C6 레벨에

서 굽힘근의 단면적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증

을 유발시킨 상태에서가 통증이 없던 상태에 비해 표면

근인 좌측 목빗근은 더 커지고, 심부근인 긴목근과 긴머

리근은 더 작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Cagnie 등(2011c)은 통증이 없는 젊은 성인의 상승모근

에 고장성 식염수를 주입하기 전과 후에 경부 폄운동

(cervical extension exercise)을 수행하는 동안 C2∼C3,

C7∼T1 레벨에서 폄근의 근 활성도를 비교 분석한 결

과, 심부 근인 경반극근과 다열근의 활성도는 통증이 유

발된 상태에서 유의하게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기타, O’Leary 등(2011)은 통증군과 대조군이 두 가

지 유형의 상이한 경부 폄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C2∼

C3과 C7∼T1 레벨에서 폄근의 움직임 패턴을 비교 분석

하였다. 즉, 각 집단에게 (1) cranio-cervical neutral(CCN)

상태와 (2) cranio-cervical extension(CCE) 상태에서 경

부 폄 운동을 적용한 결과, CCE 상태에서 경부 폄 운

동 시에는 통증군과 대조군이 사용하는 근육에 차이가

없었으나, CCN 상태에서 경부 폄 운동 시에는 두판상

근, 두반극근, 경반극근, 다열근의 움직임이 대조군에

비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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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경부통

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을 분석한 최근 국외 연구들

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경부통증 환자는 대조군에 비

해 변형된 근 활성도, 근 두께, 근 단면적, 근 조직을 보

였다. 특히, 여성 근로자는 통증 유무와 상관없이 지속

적으로 높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부통증 환

자 중에서도 편타성 손상군은 비특이성 통증군에 비해

근 조직에서 더 심한 변형을 보여, 이들은 목통증 고위

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경부통증 환자의 표면 근육 활성도 변형

경부통증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표면 근육의 활성도

가 높았다. 예를 들어, 머리-목 굽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통증군의 표면 굽힘근의 활성도는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Johnston 등, 2008a; Jull 등, 2004). 그 외 타이

핑하기,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사, 균형감각 검사, 상

지의 움직임 등의 기능적 움직임을 적용한 경우에도 경

부통증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표면 근 활성도

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지속

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alla 등, 2004; Johnston 등, 2008b; Juul-Kristensen

등, 2013; Tsang 등, 2014; Wegner 등, 2010). 또한 통

증군의 경우 굽힘근과 폄근의 최대하 자발적 근수축 검

사 중에는 각각 길항근인 두판상근과 목빗근의 근 활성

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아 필요한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Lindstrøm 등, 2011).

이에 비해, 굽힘근과 폄근의 근지구력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목빗근과 경부 척추 기립근의 근 피로도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목 굽힘 및 젖힘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근 활성도 및 근 활성 시작 및 종료시점에도 집단간 차

이가 없어 실험에 적용한 움직임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 근로자의 표면 근육 활성도 변형

목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Johnston 등, 2008a; Johnston 등, 2008b; Juul-Kristensen

등, 2013; Szeto 등, 2009). 본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목통증을 호소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능적 움직임

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물론이고(Johnston 등, 2008a;

Johnston 등, 2008b; Juul-Kristensen 등, 2013), 팔을 키

보드 위에 올려놓고 앉은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Szeto 등, 2009)에도 표면 근육의 높은 활성도를 유지한

다. 더나아가이들은통증이없는경우(Johnston 등, 2008a;

Johnston 등, 2008b)에도 변형된 근 활성 패턴을 보인다

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근로자는

통증이 없다할 지라도 근로자가 아닌 여성에 비해 머리

-목 굽힘 검사뿐 아니라 타이핑하기, 원 그리기 등 사무

실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표면 굽힘근에서 더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비근로자에 비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

안 지속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부통증과 관련한 여러 역학연구에서 여성 근로자가

경부통증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왔다(Hoy

등, 2010; Skillgate 등, 2012). 여성 근로자에게 이와 같

이 높은 긴장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

우 통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경부통증이 있는 여

성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기능적 장애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와 삶의 질 저하, 그리고 의료비 지

출의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과 산업재해사고의 증가 등의 문제

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여성 근로

자가 점차 증가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현 시

점에서 여성 근로자의 경부 건강관리와 통증 예방에 더

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을 것이다.

3. 경부통증 환자의 심부 근육의 근 두께, 근 

단면적, 근조직 변형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은 근 두께, 근 단

면적, 근 조직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초음파 촬영과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침윤 비율을 통

해 확인한 근 조직의 변형은 비특이성 환자군 보다 편

타성 손상 환자군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초음파 촬영과 기능성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머리-목 굽힘 검사를 수행하기 전과 후에 굽힘근 및

폄근의 근 두께와 근 단면적을 분석한 결과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심부 근육의 두께(Jesus-Moraleida 등,

2011)와, 단면적(Cagnie 등, 2010; Cagnie 등, 2011c)의

증가 폭이 작았다. 반면, 통증군의 심부 근육 지방침윤

비율과 지방부위를 포함한 근 단면적은 대조군에 비해

컸다(Elliott 등, 2006; Elliott 등, 2010). 또한, 통증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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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근육에서는 근위축 현상이 나타난 반면, 표면 근

육에서는 근비대 현상이 나타났는데(Elliott 등, 2014),

이는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근육 동원 패턴이 장기화

되어 만성화됨으로 심부 근육의 물리적인 변형이 고착

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심부 근육의 지방침윤 비율의 정도는 (1) 통증

유무, (2) 통증 유형, (3) 통증 정도에 따라 상이하였다.

첫째, 통증군은 대조군에 비해 심부 근육에 지방침윤 비

율이 높아 근육의 질적인 변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

혀졌다(Elliott 등, 2006; Elliott 등, 2010), 둘째, 목통증

환자군 중에서도 편타성 손상군의 경우 비특이성 통증

군 보다 심부 근육의 지방침윤 비율이 높고, 그 외 부위

에서의 근 위축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Elliott 등,

2008). 셋째, 편타성 손상 환자 중에서도 통증 정도에

따라 심부 근육 지방침윤 정도에 대한 예후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Elliott 등, 2015). 즉, 편타성 손상을 입

은 지 1주일 이내의 환자들을 (1) 경부통증 정도가 심

한 환자군과 (2) 경부통증 정도가 약하거나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구시작 시점에는 심

부 근인 다열근의 지방침윤 비율에 집단 간 차이가 없

으나 연구 시작 2주 후부터는 경부통증이 심한 집단에

서 더 많은 지방침윤 비율을 보였다. 기능성자기공명영

상장치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 Cagnie 등과 Elliot 등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보

다 객관적인 근육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에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경부통증 환자의 운동조절 능력 회복을 위한 

중재방안 제안

본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바 경부통증 환자는 대

조군에 비해 표면 근육의 활성도는 높은 반면, 심부 근

육의 두께와 단면적은 얇고 작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찍이 Janda가 강조한 근육의 불균형 상태(Grant,

2002)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Janda는 경부통

증 환자들은 흔히 목빗근(sternocleidomastoids), 상승모

근(upper trapezius), 어깨올림근(levator scapulae)의 과

도한 활성화와 심부 굽힘근의 약화, 그리고 견갑골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Grimmer,

1994; Grant, 2002). 따라서 이와 같은 불균형 상태는

상반신 근력약화를 동반한 일자목(forward head) 자세

가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장기화된 경부

통증으로 인한 심부 근육의 위축이 경부자세에 불안정

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

부통증 환자에게는 자세교정과 심부 근육 강화훈련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

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근 활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동반한 심부 근력 강화와 근지구력 강화

운동이 적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onfort 등, 2001;

Evans 등, 2002; Jordan 등, 1998; Taimela 등, 2000;

Ylinen 등, 2003). 경부통증 환자 중에서도 편타성 손상

군의 경우 손상 후 2주 이내에 심부 근육에 지방침윤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편타성 손상군에게는 2주 이내 조

기 재활이 필요하고, 향후 지방침윤 방지에 효과적인

중재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은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 특성

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설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논문을 검토 대상으

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선정된 연구들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연구결과의 질이 충분히 검증

된 연구들을 재선별하고 있지 못하는 제약점을 가진다.

향후에는 질적으로 검증된 연구결과에 대한 systemic

review나 혹은 특정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경부통증 환자의 변형된 운동조절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경부통증 환자는 여러 기능

적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표면 및 심부 근육을 동원

하는 패턴에 변형이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변형된 운

동조절이 장기화, 만성화됨에 따라 심부 근육의 두께가

얇아지고 및 단면적이 작아지는 근위축이 나타난다. 특

히, 편타성 손상군의 경우 손상 후 2주 이내부터 심부근

육의 지방침윤 비율이 높아지는 근 조직의 변형이 보였

는데, 이러한 변형은 경부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현저하

였다.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부통증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움직임을 수행하거나, 그 이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

안, 표면 근육에 높은 긴장도를 보이고 있어, 경부통증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경부통증 환자에게는

심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심부 근육을 동원할 수 있는

학습능력과 해당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조절 능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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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되찾아 주는 것이 근본적인 중재방안이 될 수

있다. 경부통증으로 인해 발생될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손실을 감안했을 때 각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에게 근무

시 올바른 자세와 운동조절 방법을 학습시키는 등 환자

로 이환되기 전에 조기 경부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편타성 손상군의 경우 손상 후 2주 이내에

지방침윤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중재방안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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