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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추성 두통 환자의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임상평가와 운동치료 시 효율적 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경추성 두통환자들을 15명을 실험군으로 건강한 대상자 1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그룹 간, 근육의 특성과 자세, 
근활성도를 비교 분석하고, 실험군의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뒤통수밑근 경도와 위등세모근의 
긴장도, 경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자세 변화 비교에서는 목 기울기 각도와 첫 번째 등뼈 경사
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목빗근의 근활성도 변화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실험군에서 근육의 특성, 자세, 목빗근의 근활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뒤통수밑근의 긴장도가 증가
할수록 뒤통수밑근의 경도가 증가함을 나타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위등세모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위
등세모근의 경도도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경추성 두통환자의 평가와 치료 시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경추성 두통, 근육의 특성, 융복합적 분석, 목 기울기 각도, 첫 번째 등뼈 경사각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fine the diagnostic criteria for cervicogenic headache and propose an 
efficient method of clinical evaluation and physical therapy. Fifteen patients with cervicogenic 
headache and 15 healthy individuals were recruited and categorized into the tes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groups were compared in terms of muscle characteristics, muscle activity and 
posture, and the intervariable correlations were analyzed for the test group. A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the stiffness of the suboccipital muscle and the tone and 
stiffness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p<.001). In posture comparison,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ed in neck tilt angle and the T1 slope angle (p<.05). The activity of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p<.001). When the correlations among the muscle 
characteristics, the posture, and the activity of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were analyzed for the 
test group,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tone and the stiffness of the suboccipital 
muscle (p<.001) and between the tone and the stiffness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p<.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more efficient approach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ervicogenic headache patients.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studies including more subjects of various 
job categories and comparing the outcomes.
Key Words : Cervicogenic headache, Muscle characteristics, Convergence analysis , neck tilt angle, T1 

slop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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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추성 두통은 목에서 시작하여 머리의 앞쪽과 가쪽, 

이마 위쪽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목과 목뼈 주변 
근육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1]. 뒤통수 밑 
근육들과 두 번째 목뼈 사이는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부위에서의 뻣뻣함이 비정상적인 근육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2]. 

선행 연구들에서는 경추성 두통에 관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Zito 등[3]은 건강한 대상자들
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의 근육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은 위등세모근, 어깨올림근, 목갈비근
과 뒤통수밑근의 뻣뻣함이 증가 되어있고 목 주변 근육
의 문제로 인해 경추성 두통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근육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근긴장도(muscle 
tone), 탄성(elasticity), 경도(stiffness)등이 있다. 근 긴
장도는 이완된 골격근의 장력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근 긴장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근육의 
수축이다[4]. 탄성은 근육이 수축한 후 초기 상태로 회복
하려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5], 근육의 경도는 뻣
뻣한 정도를 의미하며, 경도의 증가는 근육의 수축 활동 
부족으로 일어난다. 근육이 짧아진 길이로 유지된 자세를 
취하고 능동 혹은 수동 뻗침을 시행하지 않으면, 근육 섬
유 연결 다리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원섬유 마디가 감
소되어 근육의 경도증가가 나타난다[6]. Park 등[7]은 건
강한 대상자들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근육의 특성들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는
데, 경추성 두통 환자들은 건강한 대상자들에 비해 위등
세모근과 뒤통수밑근의 긴장도와 경도가 증가 되어있다
고 보고하였다. Watson & Trott[8]는 건강한 대상자들
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의 자세와 근력을 비교 분석한 연
구에서, 경추성 두통 환자들이 증가된 앞쪽머리자세를 나
타냈고, 목 근육들은 약화 되어있다고 보고하였다. 경추
성 두통의 원인은 목뼈와 목 주위 물렁조직, 척추사이원
반, 척수신경 등에서 발생된 자극들이며 목 근육의 불균
형 및 비정상적인 자세정렬은 두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9](Racicki et al., 2013). 비정상적인 자세정렬 중 앞쪽
머리자세는 뒤통수밑근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며 오랜 시
간 지속되면 근육 경련(spasm) 및 발통점(trigger 
point)을 유발하여 두통을 발생시킨다[10]. Park 등[11]
은 경추성 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의 뻗침 운동을 중
재한 그룹과 깊은 목 굽힘근의 강화 운동과 목의 뻗침 운

동을 병행하여 중재한 그룹 간의 앞쪽머리자세의 변화와 
근긴장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깊은 목 굽힘근의 강화 운
동을 병행 한 그룹에서 뒤통수밑근과 위등세모근의 긴장
도와 뻣뻣함이 감소하였고, 앞쪽 머리자세도 줄어든 결과
를 보였다. 

경추성 두통은 경추 상부의 근육에서 유래되는 통증으
로 경추성 두통 환자의 근육 특성과 자세 기능을 분석하
는 것은 경추성 두통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경추성 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근육의 특성과 자세를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자세 및 근육특성, 근활
성도와 같은 임상적 특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추성 두통 환자
의 경추 상부 근육의 특성과 자세, 기능을 측정하고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진단과 치료의 효율적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행하
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
를 작성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
은 만 22세에서 만 40세 까지의 남, 녀 로 경추성 두통 
환자 15명을 실험군으로 증상이 없는 건강한 대상자 15
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총 3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Table 1
과 같이 하였다. 건강한 대상자들은 두통 병력이 있거나 
목뼈의 손상과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자로 제한
하였으며, 실험군은 The Cervicogenic Headache 
International Study Group(CHISG)의 진단 기준에 의
해 경추성 두통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12], 환자들의 유병 기간은 4개월에서 2년 사이였다. 구
체적인 진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머리의 일측성 통증은 양측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목의 위쪽과 뒤통수에서 시작하여 증상이 있는 쪽
의 안구 앞쪽 영역으로 퍼진다. 

2. 목의 관절가동범위의 감소가 나타난다. 
3. 통증은 목의 움직임과 혹은 지속적인 자세의 유지

에 의해 유발된다. 
4. 위쪽 목뼈 관절(C0-3)중 적어도 한 분절 이상 외부 

압력의 발생에의해 유발된 통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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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증의 강도는 중등도 이상이며, 통증의 양상은 욱

신거리지 않고, 찌르는 듯한 통증은 아니다.

M±SD
CG(n=15)

M±SD
EG(n=15)

M±SD t p
Age (years) 31.7±6.2 33.3±5.56 .776 .444
Gender (M/F) 5/10 4/11 -.386 .702
BMI (kg/㎡)  22.2±1.79 21.5±2.53 -.859 .398
CG: Control group: healthy subjects 
EG: Experimental group: cervicogenic headache patient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2 실험방법
2.2.1 근육의 특성 측정
근육의 특성은 MyotonPRO(Myoton AS, Tallinn, 

Estonia)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의 
뒤통수밑근과 위등세모근의 긴장도와 경도를 5회 측정하
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대상자들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
에서 등을 편히 기대고 팔 지지대에 팔을 내려놓은 자세
에서 측정하였다. 뒤통수밑근의 측정은 두 번째 목뼈의 
가시돌기와 뒤통수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서 촉진하고 측
정하였고[13](Hamilton et al., 2007), 위등세모근의 측
정은 대상자들의 어깨봉우리로부터 일곱 번째 목뼈의 가
시돌기까지를 잇는 지점의 중간부위의 근육을 촉진하여 
측정하였다[14](Virr et al., 2006) Fig. 1.

Fig. 1. Measurement of muscle mechanical 
properties

2.2.2 자세의 측정
방사선 촬영은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선 자세에서 

측정하였고, 방사선 영상은 위아래로는 눈확과 세번째 등

뼈가 포함되고, 앞뒤로는 위턱뼈와 뒤통수가 포함되게 촬
영하였다. 촬영 후 PACS system(π view, Infinitt, 
Korea)을 사용하여 목 기울기 각도(neck tilt angle)와 
첫 번째 등뼈 경사도(T1 slope angle)를 산출하였다. 목 
기울기 각도는 복장뼈(sternum)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부터 첫 번째 등뼈 위쪽종판의 가운데를 연결한 선과 바
닥면에서 수직을 이루는 선이 만나는 각을 산출하였고, 
첫 번째 등뼈 경사도는 등뼈 위쪽종판의 연장선과 바닥
면과 수평을 이루는 선이 만나는 각을 산출하였다[15]. 
Fig. 2.

Fig. 2. Measurement of posture

2.2.3 근활성도 측정
근 활성도의 측정은 Stabilizer를 사용하여 두개 경부 

굽힘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대상자의 목빗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목빗근의 활동전위를 정량화하기 위해 자발
적 기준 수축을 측정하였다. 자발적 기준 수축값은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목 굽힘 45°를 유지하였고 5초 동안의 자
료값을 RMS(root mean square)처리한 후 처음과 마지
막 1초를 제외한 3초 동안의 평균 근전도 신호량을 
%RVC로 사용하였다. 22mmHg~30mmHg까지 저항을 
늘려가며 충분한 연습 후 시행 하였으며, 운동 전,후 양측
의 목 빗근에서 30mmHg로 운동을 수행하였을 때 RMS 
값을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RVC값으로 산출하였다
[16]. Fig. 3.

특정 동작 시 RMS
× 100 = %RVC

기준 동작 시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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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muscle activity

2.3 분석방법
실험군과 대조군의 뒤통수 밑근과 위쪽 등세모근의 특

성, 자세 및 근활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고, 경추성두통 그룹의 변수간 상관관
계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
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 하였으며, 통
계처리를 위해 윈도우용 SPSS 19.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두 그룹 간 뒤통수밑근의 근육특성 비교

두 그룹의 뒤통수밑근 근긴장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경도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 
320.23±39.83 N/m, 대조군에서는 259.33±34.30 
N/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Table 2 

CG(n=15)
M±SD

EG(n=15)
M±SD t p

Tone (Hz) 13.46±3.50 15.67±3.28 1.795 .83
Stiffness (N/m) 259.33±34.30 320.23±39.83 4.488 .000*

*p<.001

Table 2. Comparison of suboccipitals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groups

3.2 두 그룹 간 위등세모근의 근육특성 비교
두 그룹의 위등세모근 근긴장도는 실험군에서 

19.19±2.57 Hz, 대조군에서 16.38±1.27 Hz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1), 경도 비교에서는 
실험군에서 361.93±62.88 N/m, 대조군에서는 
296.67±36.62 N/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5) Table 3 참고. 

CG(n=15)
M±SD

EG(n=15)
M±SD t p

Tone (Hz) 16.38±1.27 19.19±2.57 3.795 .001*

Stiffness (N/m) 296.67±36.62 361.93±62.88 3.474 .002*

*p<.05

Table 3. Comparison of upper trapezius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groups

3.3 두 그룹 간 자세의 비교
두 그룹의 목기울기 각도는 실험군에서 42.49±2.65 °, 

대조군에서 45.51±3.2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첫 번째 등뼈 경사각은 실험군에서 
22.19±1.80 °, 대조군에서는 23.81±1.85 °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였다(p<.05). Table 4 참고.

CG(n=15)
M±SD

EG(n=15)
M±SD t p

Neck tilt 
angle (°) 45.51±3.24 42.49±2.65 -2.794 .009*

T1 slope 
angle (°) 22.19±1.80 23.81±1.85 -2.580 .015*

*p<.05

Table 4. Comparison of posture between groups

3.4 두 그룹 간 목빗근의 근활성도 비교
두 그룹 간 목빗근의 근활성도는 실험군에서 68.92±4.67 

%RVC, 대조군에서 42.76±4.80 %RVC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1). Table 5 참고

CG(n=15)
M±SD

EG(n=15)
M±SD t p

muscle activity 
(%RVC) 42.76±4.80 68.92±4.67 15.126 .000*

*p<.001

Table 5.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of sternocleidomastoid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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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경추성두통 그룹에서 변인 간 상관관계 
실험군에서 근육의 특성, 자세, 목빗근의 근활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뒤통수밑근의 긴장도가 증가할
수록 뒤통수밑근의 경도(r=0.810)가 증가함을 나타내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위등세모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위등세모근의 경도(r=0.920)도 증가하여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Table 6. 

Variable  SOt SOs UTt UTs NTA T1SA SCMa
SOt 1 .810* .309 .269 -.108 .358 -.055
SOs 1 .201 .211 -.125 .345 -.016
UTt 1 .920* -.174 .014 .010
UTs 1 -.179 -.064 .050
NTA 1 -.045 .163
T1SA 1 -.053
SCMa 1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001
UTt: upper trapezius tone
SOt: soboccipitals tone 
UTs: upper trapezius stiffness 
SOs: soboccipitals stiffness  
SCMa: sternocleidomastoid activity  
T1SA: T1 slope angle   
NTA: neck tilt angle             

Table 6. A correlation between dependent variables of 
Experimental group

4. 고찰
경추성 두통은 목 주변 근육의 짧아짐이나 뻣뻣함, 근 

긴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12]. 경추성 두통 환
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규정하고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근육의 특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
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근육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들의 개발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이루어
지고 있다. 근육 뻣뻣함의 증가는 수축 활동의 부족으로 
일어난다. 근육의 길이가 단축된 상태에서 뻗침 운동을 
시행하지 않으면, 근 섬유 교차 연결부(cross bridge)의 
변화로 인해 근섬유 마디가 줄어들면서 더 짧아지고 뻣
뻣해진다[6]. Park 등[7]은 경추성 두통환자 15명과 건
강한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뒤통수밑근과 위등세모근
의 긴장도와 경도를 비교한 결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이 
건강한 대상자들에 비해 위등세모근과 뒤통수밑근의 근
긴장도와 경도가 더 높아져 있음을 보고하였다. Yang과 
Kang[17]은 30명의 경추성 두통 환자들을 모집하여 10

명을 대조군, 10명을 목 안정화 운동그룹, 10명을 뒤통
수밑근의 이완기법을 실시한 그룹으로 설정하여 4주간 
중재 후 위등세모근과 목빗근의 근긴장도와 경도 및 시
각통증등급(visual analogue scale, VAS)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안정화 운동그룹과 뒤통수밑근의 이완기법을 중
재한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 근긴장도와 경도, 시각통증
등급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척추의 안정성은 낮은 수준의 근
육의 긴장으로도 충분하며, 인대나 척추의 사이원반 손상
은 근긴장도를 증가시킨다[18]. 경추성 두통환자들은 목 
주변 물렁 조직 이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근
육의 단축이 일어나 근육의 특성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
된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세를 분석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 
후 목 기울기 각도와 첫 번째 등뼈 경사도를 산출하여 분
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eo[19]는 건강한 성인 남·녀 77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 후 첫 번째 등뼈 경사도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건강
한 성인의 첫 번째 등뼈 경사도는 25.7 °로 보고하였다. 
Park 등[20]은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80명의 건강한 대
상자들을 모집하여 방사선 촬영 후 평균값을 분석한 결
과. 목 기울기 각도는 47.3°로 보고하였고, 첫 번째 등뼈 
경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목뼈의 앞굽음을 나타내는 지표
도 증가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이 대
조군에 비해 목 기울기 각도가 증가되어 있었고, 첫 번째 
목뼈 경사도는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
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로 경추성 두통 환자들은 첫 번
째 등뼈 경사도가 낮아 건강한 대상자들 보다 목의 앞굽
음증이 줄어들어 일자목과 같은 자세를 보였고, 목 기울
기 각도도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다. 목뼈의 굽이
가 감소하게 되면, 더 큰 하중이 척추뼈 몸통과 척추사이
원반에 가해지게 되고, 이의 보상작용으로 머리 위치가 
변하게 되어 목뼈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기 위해 뒷목의 
근육이 작용함에 따라, 뒷목 근육의 활동은 증가한다
[21]. 결국 경추성 두통 환자들은 목뼈의 앞굽음의 감소
가 있었고 그 결과로 목 기울기 각도도 변화하여 자세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목빗근의 근활성도 변화 비교에서는 실험군에 비해 대
조군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1). Falla 등[22]은 10명의 만성 목 통
증 환자와 10명의 건강한 대상자들에게 경두개 굽힘 운
동을 시행하는 동안 목빗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목 통증 환자들은 건강한 대상자에 비해 목빗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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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는 결과를 보고 하였고, Zito 등[3]
은 경추성 두통 환자와 건강한 대상자의 목빗근의 활성
도를 비교한 결과 경추성 두통 환자들의 목빗근 활성도
가 건강한 대상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경추성 두통 환자들이 건강한 대상자에 비해 깊은 목 
굽힘 운동 시 목빗근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와 비
슷한 결과이다. Kisner와 Colby[23](2007)는 경추성 두
통 환자의 관리 지침에서 손상된 가동성과 근육 수행력
을 증가시키기 위해 머리부의 굽힘과 목의 뒷당김의 조
절이 필요하며 깊은 부분의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목 안정화 운동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목 안정
화 운동을 통해 깊은 목 굽힘근의 강화가 일어나면 목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표면의 목 굽힘근인 목빗근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경추성 두통 환자들은 동작 수행 
시 목의 안정성이 떨어져 목빗근을 더 사용한 결과로 생
각된다. 

실험군에서 근육특성, 자세, 근활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뒤통수밑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뒤통수
밑근의 경도가 증가함을 나타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p<. 001), 위등세모근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위등세모
근의 경도도 증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김동현 등[24]은 근육의 등척성 수축을 유발하여 근피로
가 높아지게 한 후 근육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
서 등척성 수축 후 근긴장도와 경도가 증가한다고 하였
는데, 등척성 운동으로 인하여 근육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긴장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도의 증가
는 대항근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Zito 등[3]
은 27명의 경추성 두통환자와 25명의 편두통 환자 그리
고 25명의 건강한 대상자를 모집하여 도수 검진을 통해 
목 근육들의 탄력성(extensibility)과 안정화 운동을 시
행하는 동안 목빗근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경추성 두통환자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위등세모근과 뒤통수밑근의 뻗침성이 저하되었으며, 목
빗근의 활성도는 증가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
은 목 근육들의 긴장도가 증가할수록 뻣뻣함이 증가하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는 동
안 신체를 수직선상에 유지하도록 하는 긴장성 근 활동
을 근긴장도라고 정의 하는데, 수직선상에서 국한된 위치
를 벗어나 다른 자세로 움직일 때 근긴장도는 더 많이 요
구 되어 진다[25]. Carr와 Shepherd[6]는 근육의 뻣뻣
함은 수축 활동의 부족으로 일어나며 짧은 근 길이로 유
지된 자세를 취했을 때 경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앞쪽 
머리 자세는 경추성 두통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세의 

문제로 이러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뒤통수밑
근과 위등세모근은 길이가 짧아지고, 깊은 목 굽힘 근은 
늘어날 수 있다[10]. 뒤통수밑근과 위등세모근은 같이 짧
아지기 쉬우며, 위쪽 목뼈의 폄을 유지되게 하여 관절 가
동범위를 감소시키고 근긴장도와 뻣뻣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경추성 두통 환자들의 자세 문제로 
인해 목 근육들의 근긴장도와 경도간 상관관계를 나타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목뼈의 중립 위
치를 유지시켜주는 깊은 목 굽힘근의 활동을 줄일 수 있
다. 깊은 목 굽힘근의 약화는 상대적으로 표면에 위치한 
굽힘근인 목빗근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뒤통수
밑근의 뻣뻣함이 위쪽 목뼈의 폄을 증가시키고 깊은 목 
굽힘근을 약화시켜 안정화 운동 시 목빗근의 활성도를 
증가시켰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추성 두통 환자의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임상평가와 운동치료 시 효율적 방법 제공을 목적으로 
경추성 두통 환자들과 건강한 대상자들의 근육 특성과 
자세 목빗근의 활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추성 두통 환자의 평가와 
중재 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평가와 효율
적인 운동 치료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를 
발전시켜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평가하고 차이를 비교
하는 연구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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