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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교정 운동이 방머리자세 환자의 목 정렬, 압력통증 역치, 통증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았다.

상자는 목 부 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 방머리자세로 정되는 30명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재방법

으로는 연구군은 등 폄 운동, 네발기기 자세에서 뒤쪽락킹, 그리고 능동 목 돌림 운동과 TECAR치료를 융합하 으며,

조군은 등 목 교정운동만을 용하 다. 평가는 목 척추 각도, 압력 통증 역치, 목장애지수, 시각 상사척도를 측정

하 다. 재는 2주간 주 6회 실시하 다. 연구결과 두 군 모두 목 척추각도, 압력통증 역치, 목장애 지수, 시각 상사척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목 척추각도를 제외한 압력통증역치, 목장애지수, 시각 상사척도에 연구군이 조군 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 운동과 TECAR 치료를 융합하는 재 방법이 방머리자세 환자의 머리 정렬과

통증 일상생활능력에 보다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주 어 : 방머리자세, 교정운동, TECAR 치료, 목척추 각도, 압력통증역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orrective exercise and TECAR on cervical alignment, pain 

threshold, and pain in forward head posture patients. The subject includes 30 forward head posture patients. In the 

intervention methods, the experimental group combined corrective exercise and TECAR treatment. Only the 

corrective exercise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Assessments were made on cervico vertebra angle (CV angle), 

pain pressure threshold (PPT) and neck disability index (NDI) visual analog scale (VAS). The intervention was 

conducted six times a week for two weeks.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V angle, PPT, NDI, and 

VAS. Also, PPT, NDI, and VAS excluding CV angl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study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tervention method that combines corrective exercise and TECAR 

treatment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pain and ADL ability of forward head postur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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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재 컴퓨터의 화로 인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

는 청소년 직업군들에서 목이나어깨의 근육 계통

의 이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1]. 컴퓨터 작

업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유지하며, 손과 머리는 고정

시키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와목에 지속 인

부하를 증가시킨다[2].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지속하

을 경우 기능 척주뒤굽음증(functional kyphosis)과

함께 더욱 유발되며 목의 자세와 어깨 의 치까지 변

화를 유발시킬 수 있게 되어[3,4], 결과 으로 목통증을

유발시킨다[5]. 방머리자세 환자는 척추의 지속 인 부

하로 척주 만곡(spinal curve) 변화를 유발하고[6], 목의

긴장도를 증가시킨다[7].

재 방머리자세에 한물리치료로는 보존 요법,

근력 어깨 안정화 운동, 신장 운동 등이 용되고

있다[8,9]. 방머리자세는 몸통에서의 머리의 정렬이 맞

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수직선(vertical line)

에 하여 머리가 과도하게 앞쪽으로 이동되어 있으며,

등 의 척주뒤굽음(thoracic kyphosis)과 함께 둥근 어깨

를 유발한다[10]. 이 자세는 쪽 목 (upper cervical

spine)의 폄과 간 아래 목 (mid-lower cervical

spine)의 굽힘과 연 되며 이는 뒤통수(occipital) 폄근과

목 굽힘근은 단축(shortened)되고, 뒤통수(occipital) 굽

힘근과 목 폄근은 신장(lengthened)을 유발한다[11].

이는심부목 의짧은굽힘근(deep cervical short flexor),

머리반가시근(semispinalis capitis muscle), 어깨 뒤당

김근(scapular retractor)의 약화를 유발하며, 조 으로

목 폄근(cervical extensor)과 가슴근(pectoralis muscle),

목빗근(sternocleidomastoid), 목갈비근(scalenus) 앞쪽

섬유, 쪽 등세모근(upper trapezius) 근육은 단축된다

[12,13]. 이러한근육의 불균형은 근육의 비정상 인 부하

나 목 의 제한된움직임,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10]. Lau 등 (2010)과 Quek 등 (2013)의 연구들에서는

방머리자세와 등 의 척주뒤굽음증(thoracic kyphosis)

이 연 이 있다고 보고하 다[14,15]. 즉 방머리자세를

가진 환자의 경우 부분이 등 의 굽힘을 가지고 있음

을 의미한다. Cho 등의 연구(2017)에서는 방머리자세

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쪽 목 의 가동성 그룹

(upper cervical mobilization group)과 쪽 등 의

가동술 그룹(upper thoracic mobilization group)으로 나

어 그 효과를 알아보았을 때 등 의 가동술을

재한 그룹에서 목 폄의 각도, 머리척추각(CVA), 목 장

애지수(NDI) 등에서 더욱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6].

하지만 운동치료만으로 근본 인 통증을 해결하기엔

시간 한계가 있다. 부분의 방머리자세 환자를

한 재는 4주 이상으로 재는 상당기간 소요되었다

[16,17]. 한 운동치료 단일 용보다 통증감소를 한

물리 인자치료(modality)의 융합이 목통증 환자에 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18].

본 연구에서 용하려는 물리 인자치료는 TECAR

치료(Transfer Electrode Capacitative and Resistive

Therapy)기술로 치료사 손에 고주 투열기를 부착하여

도수치료와 병행하여 고주 치료를 용한다는 장 이

있다. 단순 고주 투열치료를 용한다면 심부열로 인

한 세포 사작용 증진이나, 통증신호를 교란시키는 효

과가 있지만[19,20], 여기에 도수 마사지나 치료사의 핸들

링을 더한다면 수기효과에서 나타나는 직 인 통증감

소 근막 이완효과가더해져기능증진에 있어서 더나

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머리 자세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등 의 폄 강화 훈련을 실시하 으며 연구군에

는 TECAR 치료를 추가하여 목정렬에미치는 향을 알

아보았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상계바론정형외과에 목 부 의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한 외래 환자 방머리자세로

정되는 30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 실

시 연구 목 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 으며 자발

동의 후 연구를 실시하 다. 선정기 으로는 Cobb’s 각

도가 35° 이하이며, 목 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가 15 이상이며 목 부 에통증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하 다[21]. 30명의 연구 상자는 TECAR 치료

와 교정운동을 용한 연구군 15명과교정운동만 용한

조군 15명으로 나 었다.

2.2 재

본 연구의 모든 상자는 교정 운동을 용받았고 연

구군에서 추가 으로 TECAR 치료를 용받았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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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경우 TECAR 치료기의 원을 켠 상태에서 열을

용하지 않았고 어떠한 마사지나 핸들링을 용하지 않

고 도수 만 실시하 다.

2.2.1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용한 운동 로그램은 Sahrmann

(2010) 근법을 바탕으로 3가지 운동 로그램으로 구

성하 다[22]. 운동 로그램으로 등 폄 강화 훈련과 네

발기기자세에서 뒤쪽락킹 능동 목 돌림 훈련을 실

시하 다. 본운동 시작 비운동으로 5분간 어깨올림

근(levator scapulae), 가슴근(pectoralis muscle), 목빗근

(sternocleidomastoid), 쪽 등세모근(upper trapezius)

근육에 한 신장운동을 실시하 다. 본 운동 로그램

은 척추의 정렬 목 심부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기

해 구성되었으며, 2명의 치료사의 감독하에 운동을실시

하 다. 운동 강도는 환자가 버틸 수 있는 범 내에서

실시되었고 만약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횟수를채우지 못

한다면 휴식 후 운동을 실시하 다. 운동은 집 재

를 해 2주간 6회씩 운동을 용한 선행연구를 기 으

로 삼아[23], 본 연구에서도 1회 40분, 주당 6회씩 2주간

운동을 실시하 다.

가) 등 폄강화훈련 (thoracic extension strengthening

exercise)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 의 폄을 방지하기 해 랫

폼을 배에 둔 상태에서 골반을 후방경사 (pelvic

posterior tilting) 시킨 후턱을 당긴다. 이후 팔을약 140º

벌림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 동작을 실시한다. 1회 2 간

수축을 유지하도록 하고 12회씩 3세트 실시하 다. 세트

간 휴식시간은 60 로 설정하 다(Fig. 1 참고).

Fig. 1. Thoracic extension strengthening exercise

나) 네발기기 자세에서 뒤쪽락킹 (backward locking

in quadruped position)

상자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척추를 립 자세를 만

들어 목 와 머리 를 등 와 허리 에 정렬 시킨다. 이

자세에서 상자는 팔을 그 로 테이블에 붙인 상태에서

뒤쪽으로 몸통을 뒤쪽으로 이동시킨다 (뒤쪽락킹,

backward locking). 이 때 목 의 폄(cervical extension)

에 한 상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 상작용

이 나타난다면 목 의 폄이 나타나지 않는 범 까지만

실시하도록하 다. 12회씩 3세트 실시하도록하고, 세트

간 휴식시간은 60 로 설정하 다(Fig. 2 참고).

Fig. 2. Backward locking in quadruped position

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능동 목 돌림 훈련

(quadruped active cervical rotation)

상자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척추를 편평하게 하도록

하여 목 와 머리 를 등 와 허리 에 정렬 시킨다. 이

후 운동축에 해 머리와 목 의 돌림을 실시하도록 한

다. 이 때 목 폄과 가쪽굽힘에 한 움직임이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하도록 하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림훈련을

실시하 다. 1회 2 간 수축을 유지하도록 하고 12회씩 3

세트 실시하 다. 세트 간 휴식시간은 60 로 설정하

다(Fig. 3 참고).

Fig. 3. Quadruped active cervical rotation

2.2.2 TECAR 치료

TECAR 치료는 방 머리 자세 환자의 뒤통수 근에

용하는 방법을 용하 으며[16], 랑스 Winback

3SE 고주 장비(radio frequence therapeutique,

WINBACK, Villeneuve Loubet France)를 사용하 다.

치료 모드는 TECAR(Transfer Electrode Capac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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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istive) 5.0 Manual mode로 하여 고정패드(fixed

electrode)를 시술부 에 가까운 등 주변에 부착하 고,

활동 극(mobile electrode)은 치료사의 양손에 부착하

다(Fig. 4 참고).

Fig. 4. Application of TECAR Therapy. Physical

therapist weared the mobile electrode 

in the middle of forearm(circle) and 

fixed electrode was positioned under 

patients upper back(square)

TECAR치료는 치료사의 손과 상자의 뒤통수 근

에 열이 달되면서 긴장된 근육을 최 로 이완하기

해 근막이완술과 같은 이완기법에 동시에 용되는 치료

기술이다.

상자는 바로 운 자세를 취하 고 활동 극을 뒤

통수 근에 용하 다. 활동 극의 강도는 평균 40%

강도(Fig. 5. 1. 참고), 시간은 3분, 세트수는 3회 실시하

다. 조군의 경우 가짜 TECAR 치료로 활동 극의 강

도를 0%의 강도로 하여 3세트 실시하 다(Fig. 5. 2. 참

고).

1. 2.

Fig. 5. Intensity of radio frequence therapeutique. 

2.3 평가

가) 목 각도(cervical angle) 측정

본 연구에서는 목 각도 변화를 측정하기 해 gait

posture assessment(GPA, Alfoots, Seoul, Korea)를사용

하 다. 측정은 시상면(sagittal plane)에서 측정하 으며,

측정시 자세는 서있는 자세에서시선 높이는 방을 향

하도록 하여 검사하 다. 목 각도는 귀구슬(tragus)과

목 7번(C7)의 가시돌기(spinous process)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두 지 이 만나는 선과 목 7번의 가시돌기로

부터 수평선의 각도를 구하 다(Fig. 6 참고). 측정은 치

료 과 후 2번 실시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다[21].

Fig. 6. Neck angle measurement

나) 압력통증 역치(Pressure pain threshold) 측정

목 부 의 통증을 평가하기 해 압력통증 역치를 측

정하 다. 이는 통각계(Algometer, Fabrication Enterprises,

USA)를 사용하여 압력도자로 연부조직을 압박하 을

때 순간의 압력 값을 측정하 다. 평가는 상자를 앉힌

상태에서 통각계를 이용하여 검사부 에서 수직으로 압

력을 가하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시 에 “아”라고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 그 압력 정도(Ib/cm²)를 측정하 다[24].

측정 부 는 양쪽의 쪽 등세모근(upper trapezius) 근

육 내에서도가장 압통이심한 부 를 측정하 으며, 2회

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다. 측정 시기는 치료

과 후 2번 실시하 다.

다) 시각 사상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통증을 알아보는 평가방법으로 시각 사상척도(VAS)

를 측정하 다. VAS는 통증 강도를 측정하는 주 인

평가도구로 0부터 10까지 통증의정도를 나타낸다. 이평

가도구는 ICC 수 0.9로 높은신뢰도를가지고 있다[25].

라) 목 장애지수(neck disability index, NDI)

상자의 목 장애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

하기 해 목 장애지수(NDI)를 이용하 다. 이 측정도구

는 신뢰도(ICC=.90)와 타탕도(r=.72)를 입증 받았으며

[26], 통증강도, 일상생활동작, 물건 들기, 두통, 수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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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목 장애 지수는

합계의 수가 높을수록 기능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며,

총 수의 0~4 은 기능장애 없음, 5~14 은경미한 기능

장애, 15~24 은 등도 기능장애, 25~34 은 증 기능

장애, 35 이상은 완 한 기능장애를 나타낸다.

2.4 통계분

본연구는 SPSS 20.0을이용하여통계처리하 다. 모

든 상자의 일반 특성은 독립표본 t 검정과 카이제곱

을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 고 평균과 표 편차, 빈도분

석을 실시하 다. 연구군과 조군의 재 후 차이는

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 고, 연구군과 조군 사이의

차이값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통계학 수 은 α=.05로 설정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특

본 연구 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방머리자세

를 가진 목통증 환자 30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연

구군은 남성 6명 여성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군

은 남성 7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상자의 튿

성에 있어 각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참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

Variables
Experimental
group(n1=15)

Control
group(n2=15)

p

Gender
(male/female)

6/9 7/8 .713

Age (year) 24.9±8.7 33.3±16.9 .103

Height (㎠) 163.9±10.2 162.8±6.3 .734

Weight (㎏) 61.2±17.4 61.0±11.9 .971

BMI (kg/㎡) 22.4±4.9 22.9±4.3 .767

Pain durations
(week)

4.40±3.78 4.87±3.18 .717

*p<0.05

3.2 목 각도  압력통  역치 측  결과  비

연구군과 조군 내 재 후의 목 각도와 압력통증

역치 측정 결과의 비교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연구군

과 조군은 모두 재 후의목 각도 등세모근부

의 압통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목 각

도의 경우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5), 연구

군은 압통에서 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5).

Table 2. Comparison of the outcome of CVA and 

PPT in pre and post-test among groups

EGa(n1=15) CGb(n2=15) p

CVAd

Pre-test 46.44±4.22c 43.07±5.33

Post-test 50.20±3.04 47.82±5.10

Diffe -3.76±2.40 -4.75±1.90 .220

p .001 .001

PPTf

Pre-test 4.10±0.81 4.73±1.62

Post-test 6.61±1.31 6.30±1.83

Diff -2.51±1.43 -1.56±0.86 .038†

p .001 .001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aen±standard deviation,
dcraniovertebral angle, e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test, fpressure
pain threshold, †signficant difference in a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p<.05)

3.3 시각 사상척도  목 애지수 측  결과  

비   

연구군과 조군 내 재 후의 시각 사상척도와

목 장애지수 결과의 비교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연구

군과 조군은 재 후의 VAS와 NDI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5). 한, 연구군은 VAS와 NDI에서

조군 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5).

Table 3. Comparison of the outcome of VAS and 

NDI in pre and post-test among groups

EG(n1=15) CG(n2=15) p

VASd

Pre-test 8.06±0.79e 8.13±1.06

Post-test 4.00±1.06 5.73±1.48

Diffc 5.86±1.84 3.46±2.29 .001†

p .001 .001

NDIf

Pre-test 18.93±2.86 17.80±3.12

Post-test 13.06±3.43 14.33±4.70

Diffc 5.86±1.84 3.46±2.29 .004†

p .001 .001

aexperimental group, bcontrol group cmaen±standard deviation, dvisual
analogue scale, e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test, fneck
disability index, †Significant difference in a comparison with the
control group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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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본 연구는 방머리자세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 다. 일반 으로 한국에서 목과 련된 질

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 빈도의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근육 계통에 한 질환이늘어나는 결

과이다. 특히 목 의 부하를 증가시켜 목 부 의 방머

리자세가 잘 나타나게 되며[6], 이것은 목 의 부하가 증

가와함께머리와목을 지지하는조직인 근육, 인 ,

들의 손상을 유발 시켜[27], 통증을 증가하게 된다[28].

방머리자세는 목 의 과다폄과 함께 머리가 앞쪽으

로 기울어짐(inclination) 된 것으로, 이러한 자세는 등세

모근이 쪽 부분(upper trapezius), 어깨올림근(levator

scapulae), 척추세움근(erector spinae) 등의 근육들이 단

축된다[29]. 따라서 방머리자세를 개선하기 한 운동

치료는 이러한 단축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약해진 근육

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통증을 감소하는데 그 목 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방머리자세를 개선하기 해 2주간

등 폄강화훈련(thoracic vertebrae extension strengthning),

네발기기 자세에서 뒤쪽락킹((backward locking in

quadruped position) 능동 목 돌림 (quadruped

active cervical rotation) 훈련을 실시하 고, 연구군에서

추가 으로 TECAR 치료 기술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 이후 효과를 알아보기 해 목각

도, 압력통증역치, 시각 상사척도(VAS) 목 장애지수

(NDI)를 측정하 다. 머리척추 각도에서는 시상면에서

사진을통해 목 7번의 가시돌기와귀구슬(tragus)를 연

결한 선과 목 7번으로부터 수평선을 그어 이 두 선 사

이에서 이루어진각도를 측정하 다. 이 측정은 X-ray를

통해 목 1번의 앞결 과 뒤결 을 연결한 선과 목 7

의 척추 몸통의 아래에 그은선에각각 수직의 선을 그어

이 두 선 사이에서 이루어진 각도인 목 커 각도와 강

한 양의 상 계가 있다[30].

Oh 등의 연구(2009)에서는 목 커 의 정상 평균 각

도는 40°이며, 정상 범 는 35~45°라고 보고하 다[21].

Ahn과 Jung의 연구에서는 정상인 경우 머리척추 각

도가 69°, 경증의 방머리자세일 경우 56°, 증은 46°

라 보고하 다[31].

연구군과 조군 모두 경증에서 정상범 인 56°~69°

도에 해당하지 못하 으나, 재 후 머리척추 각도가 연

구군은 43.07±5.33에서 47.82±5.10, 조군은 46.44±4.22

에서 50.20±3.04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하지만 2주간의

재 끝에 연구군과 조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교정운동을 통한 등 강화와 목의 돌림운동이 척추

의 립자세를 유지하기 한 직 인 효과로 인해[29],

TECAR 치료 보단 교정운동이 목 정렬에 정 인

향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방머리자세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깨와 등의 통증이

흔하게 발생하며[32], Haughie 등의 연구에서는 방머

리자세를 가진 환자의 경우 목의 폄(neck extension) 움

직임 시 통증과의 연 성이 있다고 보고하 다[33].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통증의 정도를 알아보기 해 압력

통증역치(pain pressure threshold)와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각 상사척도(VAS)를 사용하 다. 압력통

증역치란 통증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압력을 나타내는 것

으로 통증의진단 평가 시 사용되고 있다[20]. 본연구

에서는 좌우 등세모근의 쪽 부 의 압력통증역치를 측

정하 다. 연구군과 조군 모두 압력통증 역치가 증가

하 고 연구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압력통증역치

값의 상승은 통증에 한 민감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통증지수를 나타내는 VAS 수에서는 연구군과 조군

모두 유의한 차이로 감소하 다. 따라서 재 에 비해

재 후 두 군 모두 압력통증역치와 VAS 수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 고 연구군이 조군 보다 압력통증역

치와 VAS에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방머리자세를

가진 환자에게 목 와 등 에 한 교정 훈련과 TECAR

치료의 융합이 통증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Im 등의연구(2015)에서는 방머리자세와 목부

의 통증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어깨 안정화 훈련

(scapular stabilization exercise)을 실시하 을 때 머리

의 정렬과 통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8].

목장애지수(NDI) 수에서는 연구군과 조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 으며, 연구군의 경우 조군 보다

NDI에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방머리자세 환자

에게 등 목 에 한 교정 훈련과 TECAR 치료가

단일 교정훈련보다 목의 기능장애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방머리자세로 인한 목 주변 근육과[34], 후

(facet joint)에 미치는 부하가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

하기 때문에[28] 본 연구에서 용한 TECAR 치료가 통

증 달신호를 교란시킴과 동시에 엔돌핀 분비를 진시

키고[20], 등 안정성 교정 훈련이 목과 어깨 주변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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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시켰으며, 그에 따라 목 정렬이 개선되었기 때문

에 방머리자세 감소로 인한 근육과 에 미치는 생

리학 부하의 감소가 통증 감소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방머리자세 환자의

후 압박에 한 부하와 근육의 기능 상태를 직

으로 확인하지 못하 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확인한 목의 정렬은 사진으로 확

인한 정 인 목 상태만 확인하 고 동 인 목 상태를 확

인하는 목 의 가동범 에 미치는 효과는검토하지 못하

다. 그러나 목 의 정렬 뿐만 아니라 통증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환자가 느끼는 주 단의 시각 상사척도

와 압력측정계를 이용하여 객 인 압력변화를 알아보

기 한 압력통증역치, 목 통증과 련하여 일상생활

느끼는 불편감을 나타내는 목장애지수와 같이 통증변화

를 여러 방면에서 확인한 은 임상 의의가 있다고

단된다.

그러므로 방머리자세를 가진 환자에게 2주일간 교

정운동과 심부열치료인 TECAR 치료를 융합하여 용

하는 것이 단기간에 방머리자세 환자에게 효과 이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목 가동범 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평가를 더하여 TECAR 치료를 다양한 목손상 환자

에게 용하는 것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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