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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deep neck flexor (DNF) exercise can improve neck problems, including neck pain, forward head posture, and headache, by targeting the deep and
superficial muscles of the neck. Despite the prevailing opinion across studies, the benefits of
DNF can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neck problems and the outcome measures adopted,
ranging from positive outcomes to non-significant benefits.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o assess conclusive evidence of the impact of DNF exercise on individuals with neck
problems. We used PUBMED, MEDLINE, NDSL, EMBASE, and Web of Science to search for
primary studies and the key terms used in these searches were “forward head posture (FHP),”
“biofeedback,” “pressure biofeedback unit,” “stabilizer,” “headache,” and “neck pain.” Twenty-four eligible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meta-analysis and were coded according to the
type of neck problems and outcome measures described, such as pain, endurance, involvement of neck muscle, craniovertebral angle (CVA), neck disability index (NDI),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radiographs of the neck, posture, strength, endurance, and headache disability index.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DNF exercise was 0.489. The effect sizes of the neck
problems were 0.556 (neck pain), –1.278 (FHP), 0.176 (headache), and 1.850 (mix). The effect
sizes of outcome measures were 1.045 (pain), 0.966 (endurance), 0.894 (deep neck flexor),
0.608 (superficial neck flexor), 0.487 (CVA), 0.409 (NDI), and 0.252 (CRO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DNF exercise can effectively reduce neck pain. Thus, DNF exercise is highly
recommend as an effective exercise method for individuals suffering from neck pain.

INTRODUCTION

에 걸쳐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목 질환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

대다수의 목 질환의 경우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기는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

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재

였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시간

발할 가능성이 많다[2,3]. 따라서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편찬한 임

이 증가하면서 거북목 증후군과 목 통증, 목 디스크 등 다양한 목 질환

상 지침(clinical guideline)에서는 목 질환자들에게 일생 동안 지속적

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목 질환자

으로 보전적 중재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4].

의 수는 2011년 대비 16.6% 증가했으며, 이전에는 60대 이상에서 주

보전적 중재 방법 중 가장 많이 권유되는 것은 운동(active exer-

로 발병하였으나 최근에는 10–40대 젊은 층에도 급증하여 전 연령대

cise)이며, 주로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 목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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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목 근육은 대체로 얕은 근육은 강해지고, 깊은 근육은 약화

2. 논문 선정 기준

된 근 불균형 상태이며, 깊은 목 근육은 목뼈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길

모든 실험 연구는 다음 기준에 맞춰 선정되었다. 첫 번째, PBU를 이

이가 짧아 척추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척추 분절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

용한 DNF 운동 연구만을 포함시켜 바이오피드백 없이 DNF 운동만 수

을 하므로, 목 질환자들의 깊은 근 약화는 심각한 통증과 장애를 유발

행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 목 질환의 종류에 따른 DNF 운동의

할 수 있다[6-9]. 또한, 정상인에 비해 목 질환자들은 움직임 시 깊은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 통증, 거북목, 두통이 있는 대상자를 모집한

굽힘근육의 근활성도는 더 작고 얕은목굽힘근육의 근활성도는 더 큰

연구만을 포함시켰다. 세 번째, 단일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와 두 집

비정상적인 근수축 패턴이 나타나므로, 목 질환이 오래될 경우 깊은 목

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를 사용한 연구들만을 포함시켰다. 네 번째, 한

근육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근력과 지구력이 모두 감소되고, 심지어

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연구를 포함시켰다.

위축될 수 있다[7,8,10].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연구, 학술발표, 체계적 고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깊은목굽힘(deep neck flexion, DNF) 운

찰, 책, 잡지는 제외하였다. 두 번째, 효과 크기를 계산할 때 필요한 평

동은 임상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운동방법으로 방법은 다

균과 표준편차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는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세

음과 같다. 먼저 똑바로 누운자세에서 압력바이오피드백장비(pressure

번째, 변수 중 근골격계 관련 변수 즉 통증이나 근활성도, 근력, 지구

biofeedback unit, PBU)를 목 중앙에 위치시켜 얼굴이 지면과 수평

력, 및 자세를 제시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 되도록 한 후, 공기를 주입하여 PBU의 압력이 20 mmHg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다. 그 후 대상자에게 턱을 당기게 함으로써 PBU

3. 논문 선정

의 압력을 2 mmHg 증가시키면서 실시한다. 이렇듯 DNF 운동은 피드

10,683개의 논문을 5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였으며, 3,665

백을 통해 부하가 조절되고 2 mmHg의 낮은 부하로 운동하므로 얕은

개의 중복 논문은 제외하였다. 남은 7,018개 연구에서 논문 선정 기준

목굽힘근의 수축 없이 깊은목굽힘근만을 선택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에 맞지 않은 논문들을 제외하여 24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11,12]. 최근 20년 동안 DNF 운동

다(Figure 1).

의 효과를 확인한 많은 논문들이 국제 및 국내 학회지에 투고되었으며,
이 연구들은 DNF 운동이 다양한 목 질환을 해결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13,14].

4. 논문의 질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심장, 폐, 혈액 기관(National

하지만 DNF 운동의 효과 크기는 각 논문마다 상이하다. 이는 목 질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에서 제공하는 논문의 질

환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어떤 종속변수를 사용할 지에 따라 DNF 운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16]. NHLBI에서 제공되는 논문의 질 평가 매

동의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

뉴얼에 따라 각 논문은 설계된 디자인(단일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출판된 DNF 운동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고, 어

또는 두 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따랐다.

떤 목 질환에 효과적인지, 어떤 종속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지

단일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의 경우 12점이 만점이며, 두 집단 검사

확인하려 한다.

전-검사 후 설계의 경우 14점이 만점이다. 두 명의 연구원들이 독립적
으로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만약 결과가 다를 경우 논의를 통해서

MATERIALS AND METHODS
1. 문헌 검색

최종적인 논문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5. 자료 분석과 코딩

2020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DNF 운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

각 논문의 특성은 설계 디자인에 따라 Tables 1, 2에 기술되었다. 자

구 문헌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Pubmed, Google scholar,

료분석과 코딩은 크게 목 질환의 종류와 종속변수로 나눌 수 있다. 목

Medline, Web of Science, NDSL을 이용하였으며, 키워드는 “for-

질환의 종류는 목 통증, 거북목, 두통, 그리고 앞선 세 가지 목 질환 중

ward head posture”, “biofeedback”, “pressure biofeedback

두 가지 이상의 혼합 질환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목 통증, 목

unit”, “stabilizer”, “headache”, “neck pain”으로 2020년 7월 1일

장애, 목 관절가동범위, 목의 자세, 목 엑스레이 자세, 지구력, 근력, 얕

까지의 자료를 검색하였다. 처음에는 제목과 초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은목굽힘근, 깊은목굽힘근, 두통으로 설정하였다. 목 통증은 시각아날

분석할 논문을 선별하였으며, 그 후 추려진 논문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로그척도(visual analog scale), 통증수치평가척도(numeric rating

최종 분석할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두

scale) 두 가지를 혼합하여 설정했다. 목 장애는 경부장애지수(neck

명의 석사, 한 명의 박사 과정 연구원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각

disability Index)로 나타냈으며, 목 관절가동범위는 굽힘과 폄, 돌림

각 독립적으로 논문을 선정 후 만약 불일치가 있을 경우 논의해서 최종

과 바깥쪽 기울임 각도를 혼합하여 제시하였다. 목의 자세는 목 굽음

자료를 선정하였다.

각도(craniovertebral angle)를 나타내며 이주, 7번째 목뼈 가시돌기,
바닥과 평행한 선의 각도이다. 목 엑스레이 자세의 경우 엑스레이를 사
www.ptkorea.org

19

Joo-Hee Park, et 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 = 10,683)
-Pubmed = 2,403
(forward head posture AND biofeedback = 4)
(forward head postur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3)
(forward head posture AND stabilizer = 29)
(neck pain AND biofeedback = 67)
(neck pai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6)
(neck pain AND stabilizer = 639)
(headache AND biofeedback = 726)
(headach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0)
(headache AND stabilizer = 929)
-Medline = 1,586
(forward head posture AND biofeedback = 4)
(forward head postur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3)
(forward head posture AND stabilizer = 10)
(neck pain AND biofeedback = 62)
(neck pai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6)
(neck pain AND stabilizer = 9)
(headache AND biofeedback = 687)
(headach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0)
(headache AND stabilizer = 805)
-NDSL = 628
(forward head posture AND biofeedback = 14)
(forward head postur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4)
(forward head posture AND stabilizer = 3)
(neck pain AND biofeedback = 76)

(neck pai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18)
(neck pain AND stabilizer = 10)
(headache AND biofeedback = 485)
(headach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0)
(headache AND stabilizer = 18)
-Google scholar = 5,453
(forward head posture AND biofeedback = 805)
(forward head postur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129)
(forward head posture AND stabilizer = 209)
(neck pain AND biofeedback = 932)
(neck pai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353)
(neck pain AND stabilizer = 919)
(headache AND biofeedback = 945)
(headach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236)
(headache AND stabilizer = 925)
-Web of science = 613
(forward head posture AND biofeedback = 7)
(forward head postur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4)
(forward head posture AND stabilizer = 4)
(neck pain AND biofeedback = 48)
(neck pain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7)
(neck pain AND stabilizer = 19)
(headache AND biofeed back = 468)
(headache AND pressure biofeedback unit = 0)
(headache AND stabilizer = 56)

Duplicate article removed (n = 3,665)

Article remained after duplicated article screening (n = 7,018)
Not match subject inclusion criteria = 95
Data = 4
Not intervention = 283
Language (not English or Korean) = 205
Outcome = 7
Book = 202
Magazine = 11
Not investigate biofeedback effect = 1,333

Review articles = 606
Case study = 606
Could not get full text = 216
Presentation = 31
Article = 62
Not published = 32
Not related = 3,262
Report = 39

Total 24 studies included

Figure 1. Flow chart of the study.

용하여 목 굽음 정도를 측정한 변수를 나타낸다. 얕은목굽힘근과 깊은

ences; Cohen’s d)로 제시하였으며[17], 결과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목굽힘근은 초음파상의 근육 두께와 근전도를 이용한 근활성도의 값을

위해 선정된 논문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의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동질

혼합하여 나타내었다. 얕은목굽힘근은 근두께와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성 검증은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인 Q와 I2 값을 이

것이 본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이므로 감소값이 양의 효과 크기로 나타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Q값이 유의하거나 I2값이 75보다 크면 랜덤효과

나도록 코딩을 하였으며, 깊은목굽힘근은 증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긍

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Q값은 150.123 (df = 23, p < 0.001)이

정적인 결과이므로 증가값이 양의 효과 크기가 되도록 코딩하였다. 두

며, I2값은 84.679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

통의 경우 두통을 측정하는 설문지인 두통자가진단표(headache dis-

출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여 랜덤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효과 크기를

ability index)로 나타내었다.

추정하였다.

6. 효과 크기 분석

7. 출판 오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Comprehensive Meta-

출판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funnel plot과 Egger의 회귀분석, Trim

Analysis software v. 3 (Biostat, Englewood, NJ, USA)을 이용하였

& Fill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unnel plot의 경우 X축

다. 효과 크기는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

에는 효과 크기를, Y축에는 표준 오차로 구성된 그래프에 선정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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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k pain

Neck pain

2014
2019

2019
2017

2016

2016

2012

2018

2015

2017
2013
2019
2019

2012

2020

2016

2019

2014

Nambi et al. [34]
Park et al. [36]

Kang and Yang [31]
Kim et al. [32]

Kim and Kwag [29]

Gallego Izquierdo et al.
[28]
Chung et al. [27]

Chung and Jeong [26]

Javanshir et al. [30]

Ghaderi et al. [25]
Kim [24]
Karthi et al. [20]
Mohamed et al. [19]

O’Leary et al. [5]

Lee [21]

Kim and Lee [39]

Cho et al. [13]

Deepa et al. [22]

Control group

Outcomes

DNF + Maitland thoracic
mobilisation

DNF

Upper cervical and upper thoracic
spine mobilization
DNF

CROM, NDI, NRS

CVA, NRS

DNF + conventional exercise Conventional exercise (moist heat,
VAS, HDI
manual traction, passive stretching)
DNF + cervical stretching
Cervical stretching
CVA
DNF
Cervical stretching
SCM activation, Neck X-ray
angle
DNF
Mobilization exercise
VAS, HDI
DNF + transcranial direct
DNF
NDI, SCM activation
current stimulation (tDCS)
Modified chin tuck exercise DNF
CVA, strength, endurance
shoulder stabilization
DNF
CVA, Neck X-ray angle, NDI
exercise
DNF
General strengthening exercise
CROM, NDK, NRS, Neck
X-ray angle
Cervical proprioception
DNF
NDI
training
DNF
Cervical proprioception training
NDI, LCM CSA, Neck X-ray
angle
DNF
Neck isometric exercise
NDI, Neck X-ray angle, VAS,
endurance, CROM
DNF
Cervical flexion exercise
NRS, NDI, SCM thickness,
LCM CSA
DNF
Progressive resistive exercise
VAS, NDI, endurance
DNF
No exercise
NDI
DNF
Chin tuck exercise
NRS, CROM, NDI
DNF
Thermal agent + Therapeutic
NDI, VAS, endurance
ultrasound
DNF
Isometric craniocervical flexor
CROM, strength, endurance,
strength and endurance
NDI, VAS
DNF
SNAGs (sustained natural apophyseal NDI
glides)
DNF
Stretching group
CVA, HDI

Experimental group

4 weeks/NA/NA

4 weeks/10/100 minutes

4 weeks/NA/NA

4 weeks/8/160 minutes

10 weeks/140/233 minutes

10 weeks/30/1,350 minutes
6 weeks/18/43.5 minutes
2 weeks/NA/NA
4 weeks/12/108 minutes

10 weeks/30/900 minutes

8 weeks/24/792 minutes

8 weeks/24/720 minutes

8 weeks/112/2,240 minutes

4 weeks/12/30 minutes

6 weeks/24/960 minutes
8 weeks/24/222 minutes

4 weeks/40/66 minutes
4 weeks/NA/NA

3 weeks/NA/NA
4 weeks/NA/NA

3 weeks/9/15 minutes

Duration/total treatment
session/total treatment time

7

11

9

9

11

8
8
6
8

12

13

8

13

4

7
9

6
7

7
7

7

Study
quality

DNF, deep neck flexion; FHP, forward head posture; CROM, cervical range of motion; NDI, neck disability index; NRS, numeric rating scale; CVA, craniovertebral angle; HDI, headache disability index; VAS,
visual analog scale; LCM, longus colli muscle; CSA, cross sectional area; NA, not applicable.

Neck pain

Headache + Neck
pain
FHP +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FHP
FHP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2017
2019

Park et al. [37]
Park and Yoon [35]

Headache

Patients

2013

Year

Islam et al. [33]

Study

Table 1. Overview of study characteristics of the meta-analysis (two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Effects of Biofeedback Based Deep Neck Flexion Exercise on Ne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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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study characteristics of the meta-analysis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Study

Year

Patients

Intervention

Outcomes

Duration/total treatment
session/total treatment time

Study quality

Kim and HwangBo [23]
Lluch et al. [18]
Karthikeyan et al. [38]

2019
2013
2017

Neck pain
Neck pain
Neck pain + FHP

DNF
DNF
DNF

VAS, CVA
NDI
CVA, NDI, NRS

8 weeks/24/1,200 minutes
6 weeks/84/840 minutes
5 weeks/25/750 minutes

8
8
6

DNF, deep neck flexion; FHP, forward head posture; VAS, visual analog scale; CVA, craniovertebral angle; NDI, neck disability index; NRS, numeric rating
scale.

들이 시각적으로 대칭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Egger의 회기 분
석은 Funnel plot이 대칭인지 가설검정하는 방법으로 p값이 유의수준

Table 3. Effect sizes by neck problems
Type

N

Neck pain
FHP
Headache
Mix

14
2
5
3

95% confidence
interval

Standard
error

0.182 to 0.930
–2.824to 0.268
–0.708 to 1.061
0.688 to 3.012

0.191
0.788
0.451
0.593

Effect size

0.05보다 크다면 출판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rim & Fill 기법은
Funnel plot에 비대칭이 있다면 교정값을 제시하며, 교정값이 0일 경
우 출판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RESULTS

0.556
–1.278
0.176
1.850

FHP, forward head posture; N, number of studies.

총 24개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랜덤효과모형으로 DNF

이며, 효과 크기는 0.176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통 환자들에게 DNF 운

운동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였을 때 전체 효과 크기는 0.489 (Q =

동의 효과가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Park 등[36], Park 등[37], Islam

2

141.394; p = 0.000; I = 83.733)로 DNF 운동은 목질환자들에게 중

등[33]의 경우 효과 크기가 양의 방향인 반면, Nambi 등[34]과 Park과

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small effect ≥ 0.20, me-

Yoon [35]은 효과 크기가 음의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Nambi 등

dium effect ≥ 0.50, large effect ≥ 0.80) [17].

[34]은 경추 가동성 운동과 DNF 운동을 비교하였으며, Park과 Yoon
[35]은 DNF 운동 그룹과 DNF 운동 경두개의 직류 자극을 함께 수행

1. 목 질환의 종류에 따른 효과 크기 분석

한 그룹을 비교하였다(Table 3).

1) 목 통증 환자에 대한 효과 크기 분석
목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DNF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총 14

4) 두 가지 이상의 목 질환을 가진 대상자들의 효과 크기

개[5,18-30]이며, 효과 크기는 랜덤효과모형에서 0.555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상의 목 질환을 가진 혼합 목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DNF

이는 목 통증 환자들에게 DNF가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총 3개[13,38,39]이며, 효과 크기는 1.849로

있다(Table 3).

나타났다. 이는 혼합 목 질환을 환자들에게 DNF가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Table 3).

2) 거북목 환자에 대한 효과 크기 분석
거북목 환자를 대상으로 DNF 운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총 2개

2.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 크기 분석

[31,32]이며, 효과 크기는 랜덤효과모형에서 –1.278로 나타났다. 효과

통증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DNF 운동 연구는 총 13개[5,13,19,

크기가 음의 수인 경우는 두 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 시 DNF 운동

20,22,23,25,26,29,30,33,34,38]이며, 효과 크기는 1.045로 DNF 운

을 적용한 집단이 다른 중재를 적용한 집단보다 효과가 작았음을 나타

동이 통증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구력을 종속변수로

낸다. Kang과 Yang [31]의 논문의 경우 기존의 DNF 운동과 PBU 없

이용한 DNF 운동 연구는 총 6개[5,19,20,25,26,31]이며, 효과 크기

이 수정된 DNF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DNF 운동보다 수정된

는 0.966로 DNF 운동이 목 근육의 지구력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석

DNF 운동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32]의 경우 DNF

할 수 있다. 깊은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및 근두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운동과 견부안정화운동 프로그램을 비교했는데, 견부안정화 운동은 탄

DNF 운동 연구는 총 2개[25,27]이며, 효과 크기는 0.894로 DNF 운

성밴드를 이용한 어깨 당김운동과, 견갑골 세팅 운동, 하부 승모근 운

동이 깊은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및 근두께 변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

동을 혼합한 운동법을 말하며, 견부안정화 운동이 DNF 운동보다 효과

석할 수 있다. 얕은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및 근두께를 종속변수로 이

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Table 3).

용한 DNF 운동 연구는 총 3개[25,35,36]이며, 효과 크기는 0.608로
DNF 운동이 얕은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및 근두께 변화에 중간 정도

3) 두통 환자에 대한 효과 크기

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의 자세를 이용한 연구는 총 7개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DNF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총 5개[33-37]

[13,23,31,32,37-39]이며, 효과 크기는 0.487로 DNF 운동이 목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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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목 장애와 목의 관절

기를 가졌으며, 목 질환 중 목 통증 환자에게 중등도 효과 크기를 가

가동범위의 경우 각각 0.409, 0.252으로 작은 효과가 있었으며, 목 엑

져 DNF 운동이 목 통증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스레이 자세, 근력, 두통의 경우는 음의 효과 크기를 가졌다(Table 4).

DNF 운동 연구들에서는 DNF 운동이 다른 목 운동 방법에 비해 목 통
증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5,11,12]. DNF 운동이 통증 감
소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

3. 출판 오류
Figure 2의 Funnel plot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대칭되는 것을 확인

유는 DNF 운동이 근 불균형을 해소하여 근육 간 협응(coordination)

할 수 있다. 또한, Egger의 회귀분석은 p값이 유의수준 0.502이며,

능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offman과 Gabel [42]의 연구에

Trim & Fill 기법은 교정값이 0이므로 출판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르면 움직임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얕은 근육(superficial muscle)
이 과하게 작동하게 되면 깊은 근육에 기능저하가 유발되고, 이러한 경
우가 지속되면 근육 간 협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결국 통증이 발생한

4. 논문의 질 평가
논문의 질 평가 결과, 단일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 논문의 경우

다고 보고하였다. DNF 운동은 선택적으로 깊은목굽힘근 강화 함으로

12점 만점에 6–8점으로 분포하고, 두집단 검사 전-검사 후 설계 연구

써 깊은목굽힘근의 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얕은목굽힘근의 활성도는 줄

의 경우에는 14점 만점에 4–13점으로 분포하였다(Table 1).

여 근육 간 협응 능력을 높이고, 이에 따라 통증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25,43,44]. 이러한 DNF 운동을 통한 근육의 변화는 본 연구
의 종속변수 중 깊은목굽힘근과 얕은목굽힘근의 효과 크기를 통해 확

DISCUSSION

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 크기 중 깊은목굽힘근의 근활성도
목 질환은 전체인구의 50%가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는 흔한 질

및 근두께 변화는 0.894로 높은 효과 크기를, 얕은목굽힘근의 근활성

병이며,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환자의 가족이나 회사뿐

도 및 근 두께 변화는 0.608로 중등도 이상의 효과 크기를 가졌다. 이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사회경제학적 악영향을

는 DNF 운동이 깊은목굽힘근의 근두께와 근활성도는 높이고, 얕은목

줄 수 있다[40,41]. 따라서 목 질환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

굽힘근의 근두께와 근활성도는 낮춰 근육 간 협응 능력을 증가시켰다

루어지고 있는데, 목 운동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DNF 운동

고 볼 수 있다.

은 깊은 목 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시켜 목 근육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DNF 운동은 거북목 환자에게 매우 큰 효과 크기를 가졌다. 하지만

있는 운동방법으로 목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종속변수에서 목 자세와 목 엑스레이 자세와 같은 자세변화와 관련된

이전 DNF 운동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에 따라 실험 대상자

변수는 큰 효과 크기를 가지지 못했다. 목 자세는 중등도 효과 크기를

의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 크기를 보이는데, 이는 DNF 운동의 효과가

보였지만, 목 엑스레이 자세의 경우는 효과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확

어떤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지와 어떤 목 질환자에게 적용하는 지에 따

인할 수 있다. 이는 거북목 환자의 통증, 목 장애 등의 종속변수들은 향

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5].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

상되었지만, 자세 자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기 때문에 종속변수 중 자세

분석을 통해 DNF 운동의 전체 효과 크기를 확인하고, DNF 운동이 목

변화와 관련된 변수에서는 큰 효과 크기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질환에 따라 종속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수 있다. 따라서 DNF 운동만으로는 목의 구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 통증이 DNF 운동의 종속변수 중 가장 큰 효과 크

어렵고, 자세의 변화를 위해서는 평상시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 추가
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이전 연구들에서는 자세교정 디바이스나 피드백 장치를 이용하여 잘못

95% confidence
interval

Standard
error

Outomce

N

Effect size

Pain
Endurance
Longus colli
muscle
SCM
CVA
NDI
CROM
X-ray
Strength
HDI

13
6
2

1.045
0.966
0.894

0.491 to 1.599
–0.150 to 2.081
0.469 to 1.319

0.283
0.569
0.217

3
7
16
5
5
2
3

0.608
0.487
0.409
0.252
–0.070
–0.711
–0.090

–0.963 to 2.179
–0.410 to 1.383
0.018 to 0.799
–0.401 to 0.906
–0.881 to 0.740
–1.198 to –0.224
–2.261 to 2.081

0.801
0.457
0.199
0.334
0.414
0.248
1.108

SCM, sternocleidomastoid muscle; CVA, craniovertebral angle; NDI, neck
disability Index; CROM, cervical range of motion; HDI, headache disability
index; N, number of studies.

된 자세를 교정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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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sizes by outcom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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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nel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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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DNF 운동이 두통에 작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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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DNF 운동이 두통 환자의 목 관절가동범위를 변화시켰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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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목 관절가동범위의 효과 크기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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