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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깊은 목굽힘근과 깊은 목폄근의 두께를 목근육 지구력 검사 동안 측정하여 목통증 경

험 유무에 따라 깊은 목근육들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지 찰하 다.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 65명이 

참여하 으며, 목통증이나 두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없고 재 척추증상이 없는 자

를 상으로 하 다. 근육의 두께는 근지구력검사를 수행하는  근이완기, 수축기와 제한시 에서 각각 

측정하 다. 목통증과 기능제한에 한 정보는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하 다. 목통증 경험이 없는 상자들

(그룹1)의 근지구력 시간이 목통증 경험이 있는 상자들(그룹2)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길었다

(p<0.01). 그룹1 상자의 왼쪽 긴목근이 그룹2 상자보다 근이완기에서 두껍게 찰되었으며(p=0.02), 

오른쪽 긴머리근은 목통증 경험이 없는 상자들이 근수축에서 제한시 까지의 변화가 목통증 경험이 있

는 상자보다 크게 찰되었다(p=<0.01). 목통증과 연 하여 특정 근육의 기능 악이 요하며, 임상 

상자들의 목수축 패턴과 근기능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 중심어 :∣초음파 영상∣목굽힘근∣목폄근∣근지구력 검사∣목통증∣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hickness of deep neck muscles during neck 

endurance tests using ultrasonography images to assess muscle sizes in persons with or without 

neck pain experience. Sixty-five university students volunteered for the study. The thicknesses 

of longus colli, longus capitis, semispinalis and cervical multifidus were assessed bilaterally 

using diagnostic ultrasound equipment during each endurance test.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Neck Pain(NP) experience; 45 subjects of those had no experience 

of NP (Group1) whereas 20 subjects of those reported NP experience sometime in their lives 

(Group2). Endurance time of both neck flexion and extension tests in Group1 showed 

significantly longer than Group2’s (p<0.01). The thicknesses of deep neck flexors and extensors 

were observed smallest at the terminal of endurance tests in general. Only left longus colli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smaller at rest in subjects of Group2 than Group 1’s (P=0.02). The size 

difference between at contraction and the terminal of right longus capitis was observed bigger 

in subjects of group1 than subjects in group2.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conduct with clinical 

subjects to assess contraction patterns of neck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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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목통증은 허리통증과 함께 부분의 사람들이 경험

하는 근골격계 증상 의 하나로, 인구의 70%가 목통

증을 경험하며, 한 이 인구의 5-10%에서 그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한 병력이 있는 상태로 정

의되는 만성 목통증은 이와 련된 장애가 계속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컴퓨터 사용이 잦은 직장인들에

게 일반 인 문제로 두되고 있다[3]. 은 성인을 

상으로 한 인구조사연구(population study)에서 상자

의 약1/3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통증 는 뻗뻗함을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4]. 이러한 높은 유병률에도 불

구하고, 목통증을 유발하는 신체  특성에 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목의 근골격계 구조는 복잡하며 목의 여려 방향의 움

직임과 련하여 목 부 의 20  이상의 얕은 층과 깊

은 층 근육들이 같이 작용한다. 목의 깊은 근육들은 움

직임 동안 각 분 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특히 목통증

은 깊은 근육의 기능장애와 연 이 있다[5][6]. 목 뒤쪽 

근육들은 네 층으로 나 어지며 머리반가시근

(semispinalis capitis)과 목반가시근(semispinalis 

cervicis)은 세 번째 층에 치하고 네 번째층은 뭇갈래

근(multifidus)이 치한다[7]. 머리반가시근(semispinalis 

capitis)과 목반가시근(semispinalis cervicis)은 머리와 

목의 폄에 사용되는 요한 척추 근육으로 목 에 강한 

신 력을 실행시키는 지렛  팔을 제공한다[7][8]. 목 

분 의 움직임을 조 하는 뭇갈래근은 척추에 직

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목통증과 손상의 원인이 된다[7]. 

깊은 목굽힘근(deep neck flexors(DNF))인 긴머리근

(longus capitis)과 긴목근(longus colli)은 분 성 목 근

육으로, 목 의 자세  모양 유지와 목  만 지지  

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9]. 만성 목통증이 있는 사

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목의 만곡을 조 하고 지지하는 

일차 인 근육인 긴머리근과 긴목근 등의 깊은 목굽힘

근의 활성이 감소한다[10]. 

부분의 경우, 목 부  질환에 원인이 되는 특정조

직의 문제를 밝 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 어떤 근

육이 목 부  기능에 향을 미치는지 험 인자로서 

역할이 아직 구체 으로 밝 지지 않았다. 최근 골격근

의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실시간 음  상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11]. 그 로, 음 상을 이용하

여 허리 뭇갈래근을 비롯한 앞정강근과 넙다리네갈

근과 같은 다양한 인체 근육을 검사하여, 높은 신뢰도

와 함께 이 근육들의 크기가 련 신체부  통증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4]. 근육

의 크기는 근력과 연 이 있으며, 근력 측정은 치료과

정을 평가하는데 보편 으로 이용된다. 근육의 약화는 

련된 부 의 지속 인 통증에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7]. 

음  검사는 허리  머리목 근육을 평가하는 신뢰

성 있는 진단 도구로 입증 되었으며[18][19], 한 사용

방법이 비침습 이라 간편하고 비용도 다른 상장비

에 비하여 비교  게 든다는 장 이 있다. 한 측정

하고자 하는 근육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7][20]. 그러나, 음  상을 통하여 근육의 

두께 차이를 측정하여 근기능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와 통증과 근육을 수축, 유지  이완하는 근육

기능의 원인 인 계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진단용 음  장비를 이용하여 목

통증의 유무와 목 근육 두께, 한 통증과 두께 변화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해 목근육의 지구력 검사 동안 목 

근육의 두께를 휴식기-수축기-제한시 에서 각각 측정

하고자 하 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이 연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7개월간 

65명의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재 목통증을 호소하거나, 목통증으로 인해 재 

일상 활동이나 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 1년 이내에 의료

문가로부터 련부 의 신체 , 정신  치료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하 다. 한 류마토이드성 질환, 강

직성 척추염과 같은 신  증상이 있는 자도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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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외하 다. 실험을 수행하기 에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하여 상자에게 설명을 하 고, 연구참여에 

한 상자들의 자발 인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 참

여 가능 여부를 하여, 재 목통증 유무  치료유무

에 하여 조사하 다. 참여 상자 선정 후 신체  특

징을 측정하 으며, 모든 신체  측정 후 과거의 목통

증 경험유무, 목통증 경험 기간, 평상시 많이 취하는 자

세와 주기 으로 하고 있는 운동, 과거 병력 (척추통증)

과 치료경험에 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 다.

목통증의 경험 유무에 따라 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

었다. 목통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상자 45명은 

Group1, 목통증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상자 20명은 

Group2로 하 다. [표 1]은 목통증 경험유무에 따른 

상자들의 신체  특성  신체특성이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Group 1
(n=45)

Group 2
(n=20)

p
value

Age(year) 21.83 20.75 0.75
＊BMI(kg/㎡) 20.60 20.83 0.10

＊BMI : Body Mass Index

표 1. 피험자 신체특성

2. 실험방법
2.1 목 근육 크기 측정
각 근육 크기 측정을 해 진단용 음 를 12MHz 

linear 변환기(LOGIQ 5 PRO,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 으며, 긴머리근, 긴목근, 반가시근과 뭇갈래근

의 두께를 측정하 다. 긴머리근과 긴목근은 목뿔 와 

갑상연골 사이 지 을 측정기 으로 깊은 목굽힘근 지

구력 검사 동안 측정하 다. 화면상 깊이는 4cm를 기

으로 촬 하 다[그림1]. 반가시근과 뭇갈래근은 목 폄

근 지구력 검사 에 측정하 으며, C2에서 C7까지의 

가시돌기를 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로 두 번 진

하여 마커로 표시한 후 변환기를 C4 지 에 치시켜 

측정하 다. 화면상 깊이는 5cm를 기 으로 촬 하

다. 각 근육의 두께는 음  동 상을 이용하여 좌, 우

측의 휴식기, 수축기, 그리고 제한 시  (근수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 )을 촬 하 다. 제한 시 은 상

자가 더 이상 지구력 검사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표 을 하거나 근피로에 의하여 지구력 검사 자세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시 으로 하 다. [그림 2]와 [그

림 3]은 목근육을 가로면과 시상면에서 각각 촬 한 

상이다.

그림 1. 진단초음파를 이용하여 깊은목굽힘근을 측정하는 자세

피험자는 편안히 운 자세에서 머리를 끄덕이는 동

작으로 깊은 목굽힘근 지구력검사를 실시하 다. 깊은 

목굽힘근의 수축 강도 기 은 Stabilizer(Pressure 

biofeedback, Chattanooga, Australia)를 이용하 다.

   

그림 2. 목의 앞쪽 근육-가로면 초음파 영상.
(SCM : Sternocleidomastoid muscle)

그림 3. 목의 앞쪽 근육-시상면 초음파 영상.
(SCM : Sternocleidomastoid muscle, jt :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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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지구력 검사 
(1) 깊은 목굽힘근 지구력 검사 

상자는 바로 운자세에서 무릎  아래 베개를 

이용하여 무릎 과 엉덩 을 굴곡하여 측정하

다. 상자의 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술은 다물고 아

래-윗니는 붙지 않은 이완상태에서 머리-목 굽힘의 최

 범 에 도달하도록 가볍게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취

하도록 하 으며, 깊은 목굽힘근의 수축강도는 Stabilizer 

(Pressure biofeedback, Chattanooga, Australia)를 이

용하여  정하 다. 측정방법은 선행연구를 참조하 다

[21]. 좌, 우측 근육을 모두 측정하 다.

(2) 목폄근 지구력 검사

Bearing-Sorensen 허리폄근 검사를 수정하여 경부

에 용하 다. 상자는 치료테이블에 엎드린 자세에

서 어깨선을 테이블 끝부분에 치하여 머리-목-몸통

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 다. 머리의 수평유지 확인을 

하여 마이린(Myrin, Follo, Norway)각도계와 자를 

이용하 다. 자세한 측정방법은 선행연구를 참조하

다[22]. 좌우측 근육 측정을 하여 반복하여 시행하 다.

(3) 근지구력 유지 시간 측정

깊은 목굽힘근 지구력 검사와 목폄근 지구력 검사는 

상자들이 시작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

으며, 유지 시간이 10분을 과할 경우 실험을 종료

했다. 한 지구력 검사  상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근지구력검사를 종료하기 원하거나, 상자가 시작자

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근지구력 검사를 종료하 다. 

측정은 무작  순서로 하여 순차  편향을 최소화하 다. 

 

2.3 자료 분석
각 그룹을 상으로 목의 근지구력 검사를 시행한 후, 

목통증 경험 유무에 따른 근지구력 시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각 

그룹의  휴식기, 수축기, 그리고 제한시 의 근육 두께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반복측

정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휴식기, 수축기 그리고 제

한시 에서 그룹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근지

구력 유지시간과 각 근육의 휴식기-수축기-제한시  

간 두께변화에 한 연 성 검사를 하여 Pearson 상

계수를 이용하여 검사하 다. 통계처리는 SPSSWIM 

(Ver 17.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은 

α=0.05로 하 다. 

III. 결과

1. 근지구력 시간
깊은 목굽힘근 지구력 검사에서는 2번의 시행에서 모

두 Group 2보다 Group 1의 유지시간이 길었다

(p<0.01)[표 2].

(단위: 초)
Group 1 Group 2 p

Deep neck flexor 
test 1

294.91
±207.30

134.60
±153.62 <0.01

Deep neck flexor 
test 2

263.16
±183.02

99.65
±111.78 <0.01

Neck extensor 
endurance test 1

281.04
±181.61

156.75
±92.72 <0.01

Neck extensor 
endurance test 1

247.42
±170.21

154.20
±89.32 <0.01

표 2. 지구력검사 유지시간

2. 근육 두께
긴머리근과 긴목근의 두께는 진단 음  화면상 보

이는 C4와 C5사이 갈고리돌기 (C4/5 uncovertebral 

joint)의 끝부분에서 수직인 지 의 각 근육 근막과 근

막 사이 최단 거리를 측정하여 얻었다. 반가시근과 뭇

갈래근의 두께는 진단 음 에서 얻어진 상에서 C4

와 C5 후 (C4/5 facet joint)의 끝부분에서 수직으로 

각 근육 근막과 근막 사이 거리를 측정하 다. 측정은 

음  장비의 길이 측정 로그램을 이용하 다. 

깊은 목굽힘근 지구력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 Group 

1과 Group 2 모두 수축기부터 근지구력 제한시 까지 

긴머리근과 긴목근의 두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

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오른쪽 긴머리근에서만 

찰되었다(Group1: 1.5mm, Group2: 0.8mm, p<0.01)[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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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그림 5]. 목통증 경험이 없는 상자들의 왼쪽 긴

목근이 휴식기에서 목통증 경험이 있는 상자보다 근

두께가 큰 것으로 찰되었다(Group1: 3.5mm, Group2: 

2.9mm, p<0.01). 목폄근 지구력 검사의 결과에서도 

Group1과 Group2 모두 수축기부터 근지구력 제한 시

까지 반가시근과 뭇갈래근의 두께가 감소하 으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그림 6][그림 

7].

단위 (mm)

1.0 

2.0 

4.0 

8.0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1.0 

2.0 

4.0 

8.0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Rt) (Lt)

그림 4. 긴머리근의 휴식기-수축기-제한시점에서의 그룹간
근육 두께와 두께변화

단위 (mm)

2.5 

3.0 

3.5 

4.0 

4.5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2.5 

3.0 

3.5 

4.0 

4.5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Rt) (Lt)

그림 5. 긴목근의 휴식기-수축기-제한시점에서의 그룹간 근
육 두께와 두께변화

단위 (mm)

7.5 

8.5 

9.5 

10.5 

11.5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7.5 

8.5 

9.5 

10.5 

11.5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Rt) (Lt)

그림 6. 반가시근의 휴식기-수축기-제한시점에서의 그룹간
근육 두께와 두께변화

단위 (mm)

7.0 
7.5 
8.0 
8.5 
9.0 
9.5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7.0 
7.5 
8.0 
8.5 
9.0 
9.5 

10.0 

rest cont final

Group1 Group2

(Rt) (Lt)

그림 7. 뭇갈래근의 휴식기-수축기-제한시점에서의 그룹간 
근육 두께와 두께변화

3. 근지구력 시간과 근육두께변화의 연관성
근지구력 수축시간과 각 근육들의 휴식기-수축기-제

한시 간 두께 변화값에 한 연 성을 검사하 다. 

Group1에서는 목 굽힘근 지구력 시간이 길수록 긴머리

근의 수축기-제한시 간 변화값이 크게 나타났으나

(r=0.43, p<0.01), Group2에서는 굽힘근과 폄근지구력 

검사모두에 머리반가시근과 머리목반가시근이 휴식기

-수축기(굽힘근검사: r=0.67, p<0.01; r=0.61, p<0.01; 폄

근검사: r=0.55, p<0.01; r=0.75, p<0.01), 수축기-제한시

(굽힘근검사: r=0.64, p<0.01; r=0.65, p<0.01; 폄근검

사: r=0.52, p=0.02; r=0.65, p<0.01)에서 근두께 변화가 

클수록, 즉 수축이 강하게 하여 근육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변화가 클수록 지구력 검사 유지시간이 길어

지는 것이 찰되었다. 그 외 근육들에서는 근지구력시

간과 두께변화 연 성의 경향, 즉 근두께 변화가 클수

록 근지구력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찰되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연 성은 찰되지 않았다.

Ⅳ. 고찰

인구 조사에서 건강한 상자의 35%가 목통증을 경

험했다고 보고한 것처럼[4], 이 연구에서 목통증을 경험

한 그룹의 수는 체 상자  약 1/3이었다. 목통증 

경험이 있는 임상 (subclinical) 상태는 자가-분류가 

가능하고 통증이 호  는 악화될 수 있는 시 이므

로, 이 시기의 신체  특징을 악하는 것은 임상  수

으로 악화하는데 방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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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 그룹에 한 연구는 목 통증 방에 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목통

증 경험이 있는 사람과 목통증 경험이 없는 사람을 

상으로 목의 근지구력 검사를 실시하 으며, 근지구력 

검사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음  상을 획득하여 깊

은 목굽힘근(긴머리근과 긴목근)과 폄근(반가시근과 

뭇갈래근)의 휴식기, 수축기 그리고 근지구력 제한 시

에서의 근 두께 변화와 그룹간의 근지구력 유지시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임상증상이 있는 상자와 증상

이 없는 상자의 근육 크기를 비교분석하여 보고 하

다[6][11][22]. 이 연구결과 에서, 만성 목통증이 있는 

사람과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목증상을 가진 사람들

을 상으로 근육들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통증이 있

는 그룹의 목 폄근크기가 정상인보다 작은 것으로 찰

되었다[23][24]. 이는 목통증의 경험이 있는 임상  

상자들의 깊은 목 근육 두께가 통증경험이 없는 상

자들보다 은 것이 찰된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일치

한다. 이는 목통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목근육의 축이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근육의 변화 때문이라 추측

되며, 목통증에 한 치료 로그램에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깊은 목굽힘근의 수축-이완시 두께 변화에서도 그룹

간의 차이가 찰되었다. 목굽힘근 지구력 검사에서 목

통증 경험이 없는 그룹(Group1)과 목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Group2) 모두 수축기부터 근 지구력 제한 시 까

지 긴머리근과 긴목근의 두께가 동시에 감소하 으나, 

목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의 근육 두께 감소폭이 목통증

경험이 없는 상자들보다 컸으며, 특히 긴머리근에서 

두께 차이가 확연히 찰되었다. 이는 만성 목통증을 

있는 환자들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만성 목통증

이 있는 사람의 깊은 목 근육활성도가 얕은 목 근육활

성도에 비하여 더 감소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10][25]. 즉 근활성도가 높으면 근육 크기

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며, 지구력유지시간이 길 수 

있지만, 목통증경험이 있는 상자는 깊은 목굽힘근 지

구력검사  긴머리근 활성도가 떨어져서 지구력검사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 목 폄

근 지구력검사에서는 목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과 목통

증 경험이 없는 그룹 모두 수축기부터 근지구력 제한 

시 까지 반가시근과 뭇갈래근 모두가 감소되는 경향

만이 보 다. 깊은 목굽힘근에서 그룹간의 차이가 찰

되었지만, 폄근에서는 그룹간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깊은 목굽힘근이 폄근보다 목통증에 더 

민감하게 향을 받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해부학 으

로 목폄근이 목굽힘근보다 수가 많고 그 크기 한 목

굽힘근에 비하여 크다는 을 고려하면, 목의 근지구력

에 목굽힘근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연

하여 특정근육의 특성에 한 미래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폄근육의 두께는 안정시보다 제한시 에서 더 작게 

찰되었는데, 이는 제한시 은 지구력 검사 동안 최  

근수축을 유지 한 뒤에 이완된 상태이므로, 근수축에 

따른 근피로 때문에 근육두께가 시작자세보다 근 수축

이 끝나고 난 뒤 제한시 에서 더 작게 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깊은 목굽힘근의 기능  수행능력에 하여 

목통증이 있는 환자를 상으로 연구가 활발히 되었으

나[21][26][27], 목폄근에 한 자료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며, 이는 폄근에 한 정확한 기능 검사  재활훈

련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폄근에 한 정확한 측정

에 한 연구는 목 통증 재활 로그램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단순히 근 두께만 비교하 을 경우, 두 그룹 간 뚜렷

한 차이가 찰되지 않았던 본 연구의 결과를 보아, 근

육크기가 통증경험 유무와 연 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근육의 이완이나 수축과 

같은 근육의 기능  측면은 근피로에 의해 더 이상 수

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근육 크기변화에서 그룹간 다

른 특징이 찰되었다. 이는 수축변화에 따른 크기 변

화가 상자의 상태를 더 민감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되며, 더 나아가서 시간 비 수축패턴에 한 찰

이 목통증 요소를 규명하는데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를 들면, 특정 근육의 피로가 빨리 

나타나면 이를 보상하기 하여 주  다른 근육들의 동

원이 될 수 있다[3][10]. 그러므로 시간변화에 따른 근

육들의 수축패턴의 찰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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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목 굽힘근과 폄근 지구력검사의 유지시간은 목통증 

경험이 없는 그룹이 목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보다 짧았

다. 이러한 결과는 목통증 경험이 목의 깊은 근육들의 

활성에 향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3][22][28]. 만성 목통증을 가지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목통증을 가진 임상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목

주  근육 두께의 변화와 목의 근지구력 검사 시간에서 

정상인과 뚜렷한 차이는 보고하고 있으나, 근육의 두께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목통증과 어떻게 되는 지

에 한 선행연구  자료는 매우 다. 본 연구에서 목

통증 경험이 있는 상자들에게서 긴목근, 반머리근과 

반목근의 수축-이완시 크기변화가 근지구력과 비례하

여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본 연구 설계 특

성상 목통증이 이러한 연 성에 향을 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자들의 목통증 경험유무에 따라 집단 

간 다른 특성이 찰되었으므로 목 근육의 수축변화와 

연 하여 목의 근지구력에도 향을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깊은 

목 근육의 약화가 임상  목통증의 원인  한 요소

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 미래의 연구

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임상  치료계획 수립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65명의 학생을 상으로 목통증의 경험이 없거나

(Group 1), 목통증의 경험이 있는 상자(Group 2)로 

나 어 목 근지구력 검사를 하는 동안 목 근육의 변화

를 찰한 결과 목통증의 경험이 있는 임상 ) 상

자의 깊은 목 근육의 두께 변화는 목 굽힘근 지구력 검

사에서는 목통증 경험이 없는 그룹(Group 1)에 비해 목

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Group 2)의 긴머리근수축 변화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 폄근 지구력 검사에

서는 두 그룹 모두 수축기부터 근지구력 제한 시 까지 

반가시근과 뭇갈래근 모두 감소하 고 목통증 경험이 

있는 그룹의 근육 두께 감소폭이 더 큰 경향이 찰되

었다. 목통증 경험은 깊은 목근육들의 지구력  깊은 

목굽힘근 두께 변화, 근육들 간의 상 계 모두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목 근지구력 운동은 목통증이 경

험이 있거나 목통증이 있는 환자의 근 두께 변화 양상

과 근육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한 깊은 목 폄근들의 두께 변화 양상

과 근지구력 검사간 그룹간 차이 경향만이 찰되었다. 

이는 임상  상자가 목통증으로 임상  치료를 찾

게 되는 시 과 근육 크기의 변화는 언제부터 나타나는

지 종  연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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