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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hanges in cervical alignment on balance 
ability, to correct cervical alignment, and to present effective interventional variables that can improve 
balance ability.

METHODS Group 1 (Deformed cervical alignment group, n = 16) and Group 2 (Normal cervical alignment 
group, n = 16). The subjects measured their balance ability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chiropractic 
and shoulder flexibility exercises. Balance ability was measured by static balance and dynamic balance. For 
Group 1, chiropractic was treated once a week for 15 minutes, and shoulder flexibility exercise was treated 
three times a week for one hour. The pre- and post-measurement results of Group 1 were compared with 
Group 2, and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groups were analyzed. The test method was tested with the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RESULTS Group 1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p<0.04) in the distance between the 7th cervical spine 
and gravity line, showing an improvement in cervical alignment. In the static equilibrium, the significant 
difference that was measured beforehand disappeared and the sum of deflection decreased. The dynamic 
balance did not disappear significantly but the balance ability improved as the sum of deflection decreased.

CONCLUSIONS The cervical alignment deformation affects the balance ability. A combination of cervical 
alignment correction and exercise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shoulder and neck muscles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a factor in improving the static balance and dynamic balance ability of the 
left and right sides of the cervical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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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빈도

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여성

(76.8%)보다 남성(80.1%)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20대

가 9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10대, 40대 순으

로 사용률이 높다고 조사되었다[1]. 현대인들이 영상단

말장비(visual display terminal, VDT)에 노출되는 시

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습관으

로 목과 어깨 이상을 호소하는 VDT증후군 환자 비율 또

한 증가하고 있다[2]. VDT증후군이란 VDT를 오래 취

급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정전기, 안정

피로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부발진, 전자기파와 

관련된 건강장애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특히, 목뼈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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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된다[3-4]. 현대인의 직업적 특성과 생활환

경 속에서 불안정한 자세와 부적절한 작업환경에 노출

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대인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비율이 높아 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은 목뼈

질환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었다[3].

부적합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인체는 관절수용기

(Joint receptor)가 분포한 조직에 미세외상으로 인하

여 관절배열과 자세변화를 초래하며 목뼈정렬을 변화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서 있는 자세나 앉은 자세에

서 등뼈(Thoracic vertebra) 상부가 둥글게 굽게 되면 

그 보상작용으로 목뼈의 위치도 변하게 된다[4]. 일상

생활의 잘못된 자세와 운동부족은 목뼈정렬변형을 초

래하며 특히, 목뼈 앞 굽음 감소를 초래하고 구조적으

로 머리 중심선을 앞쪽과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신전된 

상부 목뼈가 내밈(Protraction)된 하부 목뼈와 함께 머

리를 앞으로 돌출시키게 된다[12]. 목뼈정렬의 앞 굽임

이 감소되는 변형은 양쪽 어깨 불균형(Asymmetrical)

이나 머리를 옆으로 기울게 하는 증상(Lateral tilt)도 유

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깨와 목

뼈는 체중의 약 1/7에 해당하는 머리무게 압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목뼈 앞 굽음이 감소하면 중력의 수직방향

으로 평균보다 약 3.6배 압력이 전달됨으로써 균형능력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균형능력은 정적 균형과 동

적 균형으로 나누며, 정적 균형은 동작이 없는 상태에

서 중력중심을 지지기저면 내에 두고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고, 동적 균형은 동작이 있는 상태에서 중

력 중심을 지지기저면 내에 두고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

이다[6]. 현대인의 일상생활과 직업적 특성은 목뼈 변

형의 원인이 되며 균형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

기서 균형능력은 수의적 운동을 수행하며 자세 안정성

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변형된 목뼈정렬교정 방법으로 중요하지만 교정만 

수행하거나 운동만을 처치하였을 때 변형된 목뼈정렬

을 고착화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변형된 목뼈

정렬은 정상적인 목뼈정렬 보다 목뼈 앞 굽음이 감소하

고, 구조적으로 머리 중심선을 앞쪽과 위쪽으로 이동시

켜서 신전된 상부 목뼈가 내밈(Protraction)된 하부 목

뼈와 함께 머리가 전방으로 돌출시키기 때문이다[8]. 목

뼈 앞 굽음 감소는 양쪽 어깨의 불균형(Asymmetrical)

이나 머리를 옆으로 기울게 하는 증상(Lateral tilt)을 가

져오고 목뼈근육 불균형은 목뼈 뒤 굽음이 변형되는 증

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목뼈정렬변형의 상관성을 분

석한 연구에서 목뼈 앞 굽음이 감소한 경우 앉은 자세와 

바로선 자세에서 목뼈 신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목

뼈 통증과 신전의 상관성 또한 높다고 하였다[9]. 목뼈

정렬을 유지하고 운동기능을 지속하는 근육역할을 고려

한다면 변형된 목뼈 정렬을 교정하고 교정된 목뼈 정렬

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복합 처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형된 목뼈정렬교정 방법은 순간적인 밀기(Thrust)

를 포함하지 않는 수동적 관절운동으로 관절에 대한 도

수적 힘 적용을 의미하는 관절가동술이 있으며[10], 추

간판 돌출 감소와 후관절 기능부전 교정 및 잠긴 추체

관절 가동화, 신경근 압박감소, 반사활동 정상화, 근육

이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11], 이와 같은 교

정법으로써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은 이상이 있는 

척추분절에 교정을 가하는 것으로 척추 가동성을 증가

시키고 중추신경에서 내려진 명령을 말초신경의 원심성 

신경체계를 거쳐 효과기관에 전달시키는데 효과적인 중

재방법으로 보고 되었다[12]. 카이로프랙틱 처치 효과

와 관련된 연구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었고 그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13]. 

VDT 증후군은 목과 어깨 부담을 가중하고 목뼈 안

정화를 위한 척추세움근(Cervical erector spine) 피로

를 유발한다[14]. 자세와 균형조절능력은 고위레벨의 

신경회로나 인지적 요소, 근골격계 요소에 의해서도 영

향을 받는다[15]. 변형된 목뼈정렬은 관련 관절과 협

응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균형능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변형된 목뼈정렬과 균형능력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부

족하다. 다만, 목뼈와 카이로프랙틱 교정효과, 통증, 자

세변화, 메킨지프로그램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

수가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목뼈정렬변형이 정적 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형된 목뼈

정렬을 교정하며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

법으로 카이로프랙틱과 어깨와 목 근육 유연성을 높이

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복합 처치하여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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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계획에 대한 K대학교 생명윤리심위

원회 승인(KHSIRB-17-042)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참가자 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G-power 3.1.3 프로그램[17]을 이용하였다. 균형능

력과 목 장애지수, 목뼈정렬의 변화에 대한 변인을 측

정하기 위하여 Repeated measure, within-between 

interaction 방법으로 effect size= .40, α= .05, power= 

.80을 설정하였으며 그룹 표본의 수는 16명으로 요구

되었다. 참가자는 목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

는 20~30대 남녀로 제한하였으며 실험 참가 후 탈퇴

는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

히 설명하고 실험 참가 동의서(Approved participation 

agreement)를 받아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측정 항목 및 방법 

1) 신체구성 및 체격

신장(㎝)과 체중(㎏)은 간편한 복장으로 신발과 양

말을 벗고 장신구를 제거한 상태에서 다주파수 임피던

스기기(X-scan plus Ⅱ, Jawon Medical, Kore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자동계산 된 측정 결과(체중/신장²(㎏/㎡))를 사

용하였다. 사전측정 후 8주 뒤에 사후 측정하였으며 총 

2회 측정하였다 <Table 1>.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D) 

Variables
Group

Group 1(n=16)* Group 2(n=16)** p

Age (yrs) 26.75±03.49 26.38±04.24 0.787

Height (cm) 169.32±07.85 168.63±07.64 0.803

Weight (kg) 69.52±15.66 65.63±08.42 0.389

BMI (kg/m2) 36.85±48.29 2308±02.47 0.263

*Group 1: Cervical alignment, **Group 2: Normal cervical alignment

2) 목뼈 굽음

목뼈 굽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X-ray(DXG-325R-

RS, MedWOW, Korea)를 촬영하였다. 피험자 안전

을 위하여 최소한의 X 선량을 이용하였다. 촬영방식은 

C-spine AP로 거리 10cm, C-spine lateral 방식으로

는 거리 180cm 조건으로 촬영 장치 앞에 서서 목뼈 측

면 C1-C7을 촬영하였다. 

목뼈정렬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중력선 측정법

(Line of gravity)을 기준으로 목뼈변형 정도를 판단

하였다. 목뼈 앞 굽음 각 측정법(Cervical lordosis)

을 통하여 목뼈 1번과 목뼈 2번을 측정하여 후-하방

으로 기울어졌을 경우는 정상적인 목뼈 앞 굽음으로 

왜곡<Figure 1>될 수 있기 때문에 목뼈 각 깊이 측정

법(Depth of the cervical curve)으로 측정하였으며, 

Method of jochumse은 목뼈 1번 전면(Anterior arch)

과 목뼈 7번 척추 뼈 몸통(Body of vertebrae) 전상면

까지 직선을 연결한 선과 목뼈 5번 전방체까지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과전만(Hyperlordosis)은 –9mm초과, 

평균적 굽음은 +3~+8mm, 과소전만(Hypolordosis)은 

+1~+2mm, 무전만(Cervical straight)은 +1~-3mm, 

후만은 –3mm미만을 보고하였다[18]. 목뼈의 X-ray 

분석은 모두 외측(Lateral view) 사진상태에서 분석하

였으며 촬영할 때 대상자 자세는 전방 15o 시선높이로 

고정하고 측면자세를 촬영하였다. 중력선 측정법은 목

뼈 2번의 치상돌기 상부중앙에서 지면과 수직되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수직선이 목뼈 7번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

을 기준(Gravity line, Front)으로 중앙에서 벗어날 경

우 목뼈변형으로 판단하였다.

(A) Cervical lordosis (B) Line of gravity

Figure 1. Distortion phenomenon of cervical lordosis measurement method 
due to posterior downward displacement of cervical vertebrae 1 and 2

3) 정적 균형능력

균형능력(Static & Dynamic balance)의 측정은 

Posturomed(Hyder, Germany)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65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Asian J Kinesiol 2021; 23(1): 62-70 . DOI: https://doi.org/10.15758/ajk.2021.23.1.62

방법은 측정 전 피험자에게 측정자세를 설명하고, 학습

효과(Test-retest effect)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좌측

측정 후, 1분 동안 휴식하고 사전연습 없이 측정하였다. 

우측도 좌측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균형능력측

정은 신경-정형 치료에 응용되며 균형 측정을 위해 설

치된 2개의 작은 초음파 마커(Ultrasonic marker)에서 

나오는 X축과 Y축으로 흔들리는 신호를 3D동작 분석

기인 CMS 10 Measuring System(Zebris, Germany)

로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Interface를 통하여 DigiMax 

Posturomed (Version1.2) 로 측정하였다. 

정적 균형은 좌측과 우측을 각각 1회 측정하였다. 좌

측다리 정적 균형은 우측 다리를 왼쪽 무릎 높이까지 들

어 올리고 무릎관절을 구부려 90°유지하여 20초 동안 

편향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참가자가 균형을 잃으면 손

으로 측정기에 설치된 좌우 바(Bar)에 대한 가벼운 접

촉은 허용하였다. 

4) 동적 균형능력

동적 균형은 좌측과 우측을 각각 1회 측정하였다. 균

형능력측정기 앞에 매트를 깔고 20cm 장애물을 설치하

여 장애물과 접촉되지 않는 상태에서 두 발로 뛰게 하였

다. 측정하는 다리의 한 발로 착지 후 20초 동안 편향성

을 측정하였다. 피험자 균형을 잃게 되면 측정기 양쪽

에 설치된 바(Bar)를 손으로 가벼운 접촉은 허용하였지

만 잡거나 양쪽 발이 바닥에 닿으면 측정실패로 판단하

고 다시 측정하였다.

3. 처치프로그램

1)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 처치는 시술자 주로 사용하는 손으

로 접촉한 허리뼈 가로돌기에 접촉하게 하여 낮은 진

폭과 시계 또는 반 시계 방향으로 빠르고, 세게(Low 

amplitude, high velosity) 회전시키며 미는(Thrust) 

간스테드교정법(Gonstead technique)을 실시하였다

[19]. 카이로프랙틱을 처치하는 동안, 근육수축으로 인

한 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막이완법을 10분 동

안 처치하고 카이로프랙틱을 주 1회, 5분 동안 비침습

적(Noninvasive) 방법으로 척추와 골반을 중심으로 관

절변위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8주 동안 근막이완

법 80분, 카이로프랙틱 40분 시행하였다. 카이로프랙틱 

처치 후에 척추 안정성을 유지하며 어깨 가동범위를 증

가시킬 수 있도록 어깨 안정화 운동을 복합 처치하였다. 

피험자에게는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및 

수기요법 참여를 제한하였다.

2) 어깨 유연성 강화 운동

어깨의 유연성 증가를 위한 운동(Shoulder 

Flexibility Exercise)은 8주 동안 주3회 Warm-up 

15분을 진행하였고, Main exercise를 A(Starting 

position), B(Shoulder external rotation), C(Shoulder 

internal rotation), D(Shoulder internal rotation 

with 90 degree abduction), E(Shoulder flexion 

with internal rotation), F(Finish position: shoulder 

abduction) 순서로 각각 10회씩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여, 총 3세트를 피험자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운동시간은 1회당 30분, Cool down은 15분으

로 진행하였다<Table 2>.  운동 빈도(Frequency)는 

8주 동안 주 3회, 총 24회 실시하였다. 어깨의 유연성 

증가를 위한 처치에 대한 강도(intensity)는 운동 자각

도(Rate of Perceived Exertion: RPE)를 활용하였고, 

1-4주 동안에는 운동 자각도(RPE)가 13~14에 해당하

는 약간 힘든 정도가 되도록 하였고, 4-8주까지는 RPE 

15~17, 4주부터는 RPE 15~17로 유지하였다. 운동프

로그램은 K대학 체육 교육실에서 피험자들과 함께 프

로그램(Group exercise)을 진행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PC+ for 

Windows(versio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두 그룹의 신체적 특성과, 편향성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하여 기술통계값을 제시하고 평균(Mean)과 표준

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Shapiro-

Wilk검정으로 정규성을 검정하였으며 정규성이 성립하

여 실험군(Group 1)과 대조군(Group 2)의 모수통계방

법으로 검정하였다. 그룹간의 평균 차이에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그룹 내 평균 차이의 검정을 위해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 유

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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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목뼈정렬 변화

사전 측정 후 8주 동안 목뼈정렬을 변화시키기 위한 

카이로프랙틱과 정렬된 목뼈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어깨 유연성 강화운동을 복합적으로 처치한 결과 변

형된 목뼈정렬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뼈 2번 치상돌기 상

부 중앙에서 지면과 수직되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수직선

이 목뼈 7번 몸통을 지나가는지를 판단하였던 Gravity 

line, Front에서 유의한 감소(p<0.04)가 나타나면서 목

뼈정렬이 변화되었다 <Table 3>. 

Table 3. Changes in cervical alignment (mean±SD)

Group 1(n=16)
Paired t-test

mean±SD t P

Gravity line(mm)
Front 0.22±0.39 2.23 0.04*

Center 0.34±0.64 2.12 0.05

Lordosis angle(°) 1.25±7.05 0.71 0.49

Depth(mm) Distance 0.09±0.29 1.28 0.22

*p<.05: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2. 균형능력 변화

1) 정적 균형능력

Group 1과 Group 2에서 사전 측정된 정적 균형능

력은 좌측 Y축 편향성에서 유의한 차이(p<0.03)가 나

타났다. 정적 균형능력에서 목뼈정렬 차이는 좌측 전후 

편향성에서 균형능력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좌측 X축과 우측 X, Y축에서는 Group 1과 Group 

2에서 편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이러한 결

과는 사전 측정된 정적 균형능력에서 Group 1은 Sum 

of deflection Lx, Ls, Rx, Rs에서 Group 2보다 높은 

편향성이 나타났다. 사전 측정된 편향성은 좌우 수평적

인 차이가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사후 

측정된 정적 상태에서 균형능력은 좌측다리 X축인 Lx 

⊿%(-83.24), 좌측다리 Y축인 Ly ⊿%(-80.83), 좌측다

리 편향성 합에서 Ls ⊿%(-82.24)의 편향성이 감소하

였다(p<0.00). 한편, 정적 상태에서 우측다리 X축 편향

성 Rx ⊿%(-84.86), 오른쪽 다리 Y축 Ry ⊿%(-81.00), 

오른쪽 다리 편향성 합은 Rs ⊿%(-83.73) 감소함으로

써 정적인 상태에서 좌측과 우측다리 모두 편향성이 유

의(p<0.00)하게 감소하였다 <Table 5>.

Table 2. Flexibility exercise program

Order Time Period (week) Type Intensity Frequency

Warm
-up 

15 
min 1-8

Dynamic Stretching

3 days
/week

• Standing Plantar Flexor
• Standing Toe Extensor and Flexor
• Standing Knee
• HIP External and Internal Rotator
• Hip Adductor and Abductor
• Hip Flexor and Extensor
• Trunk Lateral Flexion and Trunk Rotator
• Shoulder Extensor and Adductor and Retractor
• Neck Extensor and Rotation 

Main
Exercise

30 
min

1-4
(3set)

• A. Starting position 
• B. Shoulder External Rotation
• C. Shoulder Internal Rotation 
• D. Shoulder Internal Rotation with 90degree Abduction 
• E. Shoulder Flexion with Internal Rotation 
• F. Finish Position: Shoulder Abduction

RPE :
13-14

5-8
(3set)

RPE :
15-17

Cool
-down

15 
min 1-8

Static Stretching

• Seated Knee Flexor
• Seated Knee, Ankle, Shoulder, and Back
• Seated Hip Adductor
• Recumbent Hip External Rotator and Extensor
• Intermediate Lying Knee Ext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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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s of two independent groups (mean±SD)

Group

Independent t -test
St* Dy**

St* Dy**

pre(n=16) post(n=16) pre(n=16) post(n=16) t p t p

Lx
1 2240.28±1152.60 375.37±217.60 1512.41±723.91 537.31±245.92 0.97 0.34 -3.34 0.00*

2 1753.09±1637.30 1753.09±1637.30 1479.26±1157.30 1479.26±1157.30

Ly
1 947.91±445.54 181.69±91.47 644.92±437.00 266.06±149.97 2.23 0.03* -2.76 0.01*

2 558.32±538.83 558.32±538.83 467.13±392.65 467.13±392.65

Ls
1 2579.34±1279.43 458.09±236.85 1757.01±893.61 656.54±302.62 1.16 0.26 -3.28 0.00*

2 1942.29±1792.55 1942.29±1792.55 1625.98±1235.59 1625.98±1235.59

Rx
1 2139.56±1252.12 323.91±182.36 1317.16±891.63 467.04±254.09 0.82 0.42 -3.59 0.00*

2 1727.81±1555.47 1727.81±1555.47 1124.40±965.26 1124.40±965.26

Ry
1 834.04±493.26 158.46±96.68 529.37±304.88 225.94±129.41 1.31 0.20 -2.90 0.01*

2 585.23±579.72 585.23±579.72 387.03±298.56 387.03±298.56

Rs
1 2440.54±1379.88 397.13±209.49 1454.77±941.93 564.46±295.58 0.92 0.36 -3.53 0.00*

2 1932.12±1726.88 1932.12±1726.88 1263.61±1046.42 1263.61±1046.42

Static–Lx(Static Left, Sum of deflection X), Static–Ly(Static Left, Sum of deflection Y), Static–Ls(Static Left, Sum of deflection), Static–Rx(Static Right, Sum 
of deflection X), Static–Ry(Static Right, Sum of deflection Y), Static–Rs(Static Right, Sum of deflection), Dynamic–Lx(Dynamic Left, Sum of deflection 
X), Dynamic–Ly(Dynamic Left, Sum of deflection Y), Dynamic–Ls(Dynamic Left, Sum of deflection), dynamic–Rx (Dynamic Right, Sum of deflection X), 
Dynamic–Ry(Dynamic Right, Sum of deflection Y), Dynamic–Rs(Dynamic Right, Sum of deflection),
St* : Static balance ability, Dy**: Dynamic balance ability
*p<.05;**p<.01;***p<.001: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Table 5. Differences in pre-post-measured Static and Synamic balance ability

Group Paired t -test

post-pre St* Dy**
⊿% St* Dy**

St* Dy** t p t p

Lx 1 932.45±1228.32 487.55±714.41 -83.24 -64.47 4.29 0.00* 3.86 0.00*

Ly 1 383.11±483.83 189.43±361.04 -80.83 -58.74 4.48 0.00* 2.97 0.01*

Ls 1 1060.63±1380.78 550.23±844.02 -82.24 -62.63 4.35 0.00* 3.69 0.00*

Rx 1 907.83±1248.77 425.06±740.72 -84.86 -64.54 4.11 0.00* 3.25 0.00*

Ry 1 337.79±471.51 151.72±265.20 -81.00 -57.32 4.05 0.00* 3.24 0.00*

Rs 1 1021.70±1390.15 445.16±777.21 -83.73 -61.20 4.16 0.00* 3.24 0.00*

St* : Static balance ability, Dy**: Dynamic balance ability
⊿%=(post-pre)/pre*100, *p<.05;**p<.01;***p<.001

2) 동적 균형능력

Group 1과 Group 2에서 사전 측정된 동적 균형

능력은 Sum of deflection Lx(p<0.00), Ly(p<0.01), 

Ls(p<0.00), Sum of deflection Rx(p<0.00), 

Ry(p<0.01), Rs에서 유의한 차이(p<0.00)가 나타났

다 <Table 4>. 우측다리 X축과 Y축에서 편향성에서 

유의한 차이(p<0.00)를 보였고, 사후 측정된 동적 균

형능력은 좌측다리 X축 Lx ⊿%(-64.47), 좌측다리 Y

축 Ly ⊿%(-58.74), 좌측다리 편향성 합 Ls ⊿%이 감소

(-62.63)하였다. 한편, 동적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X

축 편향성 Rx ⊿%(-64.54), 오른쪽 다리 Y축 Ry ⊿%(-

57.32), 오른쪽 다리 편향성 합은 Rs ⊿%(-61.20)로 유

의하게 감소(p<0.00)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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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는 목뼈정렬변형과 목 주변 근육이 균형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목뼈정렬과 목 주변 근육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정법과 운동프로그

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험자 동의를 얻어서 X-ray

를 촬영하고 변형된 목뼈정렬을 확인하였다. 변형된 목

뼈정렬이 나타난 피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카이로

프랙틱 처치와 목과 어깨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

한 운동프로그램을 복합 처치하였다. 

목뼈 앞 굽임이 감소한 자세와 목뼈 뒤 굽임이 형성

된 자세가 목 통증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서 목뼈 앞 굽임이 감소한 경우 앉은 자세와 바로선 자

세에서 목뼈신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목 통증과 

신전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3]. 목뼈정렬 변

형은 통증을 유발하며 자세변형을 초래하는 근골격질환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계적 목뼈 장애 환자의 도수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 

연구논문 33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 변형된 목

뼈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수교정(Manipulation)

이나 관절가동술(Mobilization)의 단독적용은 효과적이

지 못하며 운동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만 효과

가 있었다. 잘못된 자세가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목뼈나 

척추변형이 운동이나  교정만으로 바로 잡을 수는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변형된 목뼈나 척추 불균형이 교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은 변형된 목뼈나 척추정렬을 

고착화를 초래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뼈나 척추정렬변형은 근골격계와 신경계 및 감각 손

상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21] 균형능력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목뼈변형과 균형능력에 대한 상관성을 구

체적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어깨 근육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

동과 카이로프랙틱을 복합 처치하였던 Group 1은 목뼈

정렬이 유의하게 변화되었다. 사전측정에서 정상적인 

Group 2보다 높은 편향성을 보였던 균형능력 또한 그 

편향성이 감소되었으며 Group 1 정적 균형능력과 동적 

균형능력 모두 향상되었다. 척주 안정성과 몸통 안정화

와 함께 목 안정화 운동은 자세조절과 균형능력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매우 유사한 결과이

다[22]. 목뼈 및 등뼈(Thoracic vertebrae) 부위 스트

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프로그램이 목뼈 앞 굽음이 감소

된 자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23]는 자세

교육과 운동을 복합처치 하였을 때 Cranio vertebral 

angle(CVA)과 Cranial rotation angle: CRA)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본 연구도 선행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Group 1 사후측정에서 Gravity 

line의 Front와 Center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Gravity line이 Group 2와 가깝게 변하였다. 목뼈정렬

변형을 빠르게 발견할수록 자세교정에 보다 효과적이라

고 보고하였다[24]. 변형된 목뼈정렬을 빠른 시기에 교

정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목뼈정렬변형은 목뼈 앞 굽음

이 감소하고 뒤 굽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자

세로 인해 변형된 목뼈는 척주의 전반적인 자세에 영향

을 미치므로 척추 각 분절의 균형이나 근력균형을 위하

여 근육계의 통합된 운동시스템으로 척주 안정성과 적

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7]. 그리고, 현

대인의 일상과 직업환경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할 때 

균형능력은 수의적 운동을 수행하며 자세 안정성을 제

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행이나 낙상 위험 예방

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본 연구는 사전측정에서 Group 1의 정적 균형을 측

정한 편향성이 Group 2보다 높게 측정되었지만 사후측

정에서 편향성 좌측과 우측 X축과 Y축 모두 편향성이 

감소하며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

틱 처치효과로 목뼈정렬이 변화되었으며 어깨 유연성 

증가를 위한 운동으로 교정된 목뼈가 안정된 상태로 유

지되면서 균형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목뼈 앞 굽음이 변화되어 자세조절에 영향

을 준 것과 관련이 있다[19]. 교정운동이 척추 뒤 굽음

이 변형된 환자의 척추 굽음과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척추 뒤 굽음 환자들에게 교정

운동을 적용하였으며 Cobb’s angle, 목뼈 위치각, 평형

감각 변인을 분석한 결과 교정운동이 척추 뒤 굽음 환자

의 균형능력과 보행 능력에 영향[20] 줄 수 있다는 연

구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측정된 정적 편향성에서 좌측 Y

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형

된 목뼈정렬이 좌측다리로 지지된 상태의 균형능력에서 

전후 편향성에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사후 측정결과 ⊿%만큼 편향성이 감소하였고 이것은 

균형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한 Y축 편향성 감소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선행연구도 선수의 균형능력이 낮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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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목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균형능력은 특히, 발

목손상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균형능력이 

낮을수록 더 많은 발목손상이 나타났다[20]. 목뼈변형

만 균형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과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4]. 균형능력은 스포

츠 손상을 예측하고 낙상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그 효과

는 운동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목뼈 앞 

굽음이 감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과 PNF 

운동을 복합 처치하였을 때 통증척도(VAS)와 자율신경

기능에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다[22]. 일반

적으로 변형된 목뼈정렬에 대하여 맥캔지 프로그램과 

함께 자세변화와 통증, 목뼈정렬변화를 향상시키기 위

한 운동은 근육강도와 관절가동범위를 증가시키며 통증 

감소와 자세변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25]. 

앞 굽음이 변형된 목뼈정렬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카

이로프랙틱과 맥캔지 프로그램을 함께 처치하고 목과 머

리의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 결과를 보

고한 선행연구[26]와 같이 위등세모근, 깊은목굽힘근, 

어깨올림근 신장과 마름근, 아래등세모근 운동을 통해 

부분에서 상체 근육전체를 움직이는 본 연구와 같은 프

로그램이 처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뼈정렬변형을 세분화하지 않았지

만 목뼈 앞 굽음이 감소한 목뼈와 뒤 굽음이 형성된 목

뼈변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변형

된 정도가 목뼈정렬의 정상적인 각도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과 변형된 정도 및 양상에 따라 적용프로그램이 다

르고 머리무게가 척추에 전달되는 부하 차이가 척추변

형을 유발하며 균형능력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22-23]. 그래서 목뼈정렬교정과 함께 교정된 목

뼈를 인정적으로 유지하며, 목 주변과 어깨근육의 유연

성을 높이고 근육밸런스 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협응력 향상으로 낙상 위험요소 감소와 신체 활동 증

가 및 자세조절능력 증가로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인 능

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중재 변인으로써 긍정적 결

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카이로프랙틱과 어깨 유연성 증가를 위

한 운동의 복합처치는 목뼈정렬이 변형된 대상자들의 목

뼈정렬을 효과적으로 교정하였으며,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을 판단할 수 있는 편향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

과를 보였다. 카이로프랙틱과 어깨 유연성 증가 운동은 

VDT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증상 완화 및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목뼈변형의 정도를 구분하고 

변형된 목뼈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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