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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긴장성 두통에 에어견인요법이 앞쪽머리자세와 ROM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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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the effects of air-pressure cervical traction on the tension headache in 
the adults. 
 Method : All subjects were treated with air-pressure cervical traction while 15 minutes a day, 3 times per week, for 4 weeks. 
The effects of air-pressure cervical traction were evaluated by HIT-6(headache impact test), VAS, and flexion, extension, 
left·right flexion, left·right rotation of cervical  ROM. The measur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repeated ANOVA. Especial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pressure cervical traction. The comparison with among three measurement time.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rior and two weeks measuremen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The head forward posture than before the 
experiment, each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p<.05). 2) Prior and two weeks measuremen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The experimental group than ever cervical ROM of the movable range increased significantly(p<.05). 3)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 the VAS(p<.05). 4) HIT scor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before(p<.05).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ir-pressure cervical traction had effect on the tension headache in th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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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 자동화, 컴퓨터 등의 기계적 문명의 발달로 인해

서 과도한 작업의 반복, 불안정해지는 자세, 스트레스, 부적

절한 작업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목 부위와 허리통

증이 증가하며(윤정호와 성동진, 1998), 이로 인해 목뼈부위

의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두통은 일생 동안 전체 인구의 약 96.7 %가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며, 이 중 가장 흔한 두통의 유형인 긴장성 두

통의 1년 유병률은 86 %을 차지하고 있다(Stovner 등, 

2006).  

긴장성 두통은 특발성과 만성의 형태로 좀 더 분류된

다. 특발성 긴장성 두통은 한 달에 한번 이상은 발생하며, 

일 년 중 적어도 10번 이상의 두통이 나타나고 한 달에 15

일 이하의 두통 빈도를 보인다. 또한 만성 긴장성 두통은 

한 달에 15일 이상 또는 일 년에 180일 이상의 빈도로 발

생 한다(Headache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Inter-

national Headache Society, 2004). 

긴장성 두통의 정확한 병태생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

만, 근육의 수축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병모 등, 2001). 물리적인 스트레

스로 등세모근과 목빗근에 근경축이 생기면, 경막의 연결

과 상관있는 머리널판근의 근경축을 유발하고 이는 관절

의 잠김이나 불안정, 경막의 긴장, 경막에 강하게 부착된 

항인 의 긴장을 유발하여 두통을 발생시킨다(Melchart 

등, 1999).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나 그 중 하나가 목뼈의 

이상이다. 만성 긴장성 두통 환자에게 목뼈의 정렬 이상이 

발견되며, 목뼈의 이상이 심할수록 두통의 증상 역시 심화

된다고 하였다(김민정, 2009). 또한 긴장성 두통 환자에게

서 머리뼈 주위, 목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이 있다

(Lipchik 등, 1996). 이와 같이 긴장성 두통은 목뼈 정렬의 

이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긴장성 두

통 환자는 앞쪽머리자세(거북목 자세)와 같은 자세 이상과 

목척추 가동범위의 감소가 임상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Fernández 등, 2006a).

앞쪽머리자세는 구조적으로 머리의 중심선을 앞쪽과 위

로 이동시키게 되어 목에서 지탱하는 머리의 무게가 증가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머리뼈와 목 연결부의 앞굽음증 증

가와 뒤통수 아래 근육, 목근육, 어깨근육의 비정상적이고 

지속적 근 수축과 같은 상 적인 보상 작용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머리와 목 연결 부위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Harrison 등, 2003).

앞쪽머리자세는 머리에 의한 목의 역학적 스트레스를 

만들어 내고(Waris, 1979),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

게 되는 근육 불균형에 의해 어떤 근육은 억제, 약화되며 

다른 근육들은 긴장하게 되어 신장성을 소실하게 된다. 이

러한 근육의 불균형은 앞쪽머리자세, 굽은 어깨, 어깨올

림, 어깨뼈의 비정상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 악순환을 가

진다(Janda, 1996). 따라서 앞쪽머리자세는 근뼈 계 통증 

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으로 두되고 있다(Cailliet, 1996).

근육의 과다 사용, 저사용, 신경근 장애와 근육의 불균

형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의  직업적 

고정된 자세로 인한 것이고, 머리와 목의 복잡한 구성 중 

어느 하나의 이상 또는 구조를 둘러싼 근육군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인 자세 조절을 일으키며 이는 머리부 및 목뼈 

통증과 가동범위에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다(Jull 등, 2009). 

목뼈 가동범위는 긴장성 두통(Fernández 등, 2006b), 편

두통(Raine 등, 1997), 목뼈에 의한 두통(Bevilaqua 등, 2009)

에서 정상인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

나 두통과 관계없이 환자군은 조군과 함께 연령 증가에 

따라 젊은층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다고 하였다. 채윤원

(2009)은 긴장성 두통에서의 목뼈 가동범위에 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며,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배제

하기 위해 젊은 성인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였다. 

이러한 긴장성 두통의 완화를 위한 물리 치료 중재로는 

마사지, 냉온찜질, 자세교정, 견인, 전기자극 치료, 초음파, 

전자기 치료 및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하게 연구 되었고 약

물치료나 다른 비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체 수단

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안지영과 김병건, 2009). 특히, 견

인요법은 압박을 제거해주는 효과 외에도 적은 힘으로도 

환자를 고정하여 안정시키거나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견인으로 척추 구조물을 신장시킴으로

써 신경근의 자극이나 압박을 제거해서 통증을 완화 시켜

준다(안용팔과 이근환, 1977). 수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치

료를 하거나 재활을 할 경우 사용되는 것이 경추견인기이

다(박성빈 등, 2008). 경추견인에는 기계적 견인, 도수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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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견인, 자동견인, 가정용 기구를 이용한 견인, 휴 용 

견인장비 등이 있다(Harris, 1977). 

공기압 견인치료로 Jennum과 Jensen(2002)은 관절면의 

사이가 견인될 때나 관절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질 때 

통증이 감소한다고 하였고, 김영중(2013)은 긴장성 두통환

자의 통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긴장성 두통에 한 치

료법으로 일반적 견인이 아닌  휴 성과 경제성이 좋은 

공기주입식 목견인 장비를 적용하여 앞쪽머리자세와 통증 

및 ROM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대상자 및 실험 기간

본 연구는 전남 광양시 소재 H 학의 특발성 긴장성 두

통이 있는 학생 30명을 상으로 2013년 05월 06일부터 

2013년 05월 31일 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상자는 두통의 양상에 한 설문지를 배포해서 긴장

성 두통으로 보이는 학생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한 

후 실험에 참여 하였다. 그리고 두통을 초래할 수 있는 내

과적 질환이 있는 자, 두통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정기적

으로 복용하는 자, 기타 정신적 질환자는 연구에서 제외하

였다. 긴장성 두통의 선정은 국제두통학회(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의 분류법에 따라 설문지를 통해 선정하

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상자의 앞쪽머리자세, 목뼈관절가동범위,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VAS), 두통영향평가

(Headache Impact Test-6; HIT-6)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5명씩 2개조로 나누어 주 3회,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측

정은 4주 실험 기간 동안 사전, 2주, 4주 총 3회를 측정 해 

결과를 산출 하였다. 목뼈 견인치료를 위하여 Traction Belt 

Disk Dr(NG20-M, Changeui Medical Co. Ltd. Korea.)를 사

용하였다. 

견인 치료기는 고압력으로 주입된 공기를 목뼈가 중력

에 저항할 수 있도록 상하 방향으로 그 압력을 5개의 공기

기둥에 전달시키는 방식으로, 목뼈를 수직방향으로 견인시

켜주는 기기(평균 견인 길이 : 3 ㎜)이다. 본 실험에서는 

공기의 압력을 10～12 psi로 조절하여 적용하였다(그림 1). 

상자는 의자에 편하게 앉은 후 공기압 견인 치료기를 

착용하며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라 15분간 적용하였으며 

필요 이상의 움직임은 제한하였다.

공기기둥이 목에 밀착되면 목을 들어 올리는데 빗장뼈

에 압력으로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손수건 

또는 수건을 받쳐주었다.

그림 1. 공기압 견인 치료기 

1) 앞쪽머리자세

상자는 편안하게 않은 자세에서, 옆면을 촬영 하였다

(McDonnell 등, 2005; Johnson, 1998). 카메라의 위치는 각 

자세에서의 어깨 높이에 맞추어 통일하였다. 

사진에서의 평가를 위해 귀의 이주(tragus)는 선명히 보

이게 하였고, 제7 목뼈의 가시돌기를 표시하기 위해 그 위

의 피부에 표시점을 부착하였다. 촬영된 사진을 출력한 후 

앞쪽머리자세의 각도를 의미하는 머리척추각을 측정하였

다. 머리목뼈각은 제7 목뼈를 지나가는 수평선과 귀의 이

주와 제7 목뼈의 가시돌기 사이를 연결한 선 사이에 형성

된 각도이다(그림 2). 머리척추각이 작을수록 앞쪽머리자

세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Fernández 등, 2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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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앞쪽머리자세 각도 측정

2) 목뼈의 관절가동범위

목뼈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관절운동 측정기

인 CROM(Performance Attainment Associates, MN, USA)을 

이용하였다. CROM은 3개의 경사계로 되어 있으며, 안경과 

같이 얼굴에 착용한 후 머리 뒤에서 접착 천으로 고정하게 

되어있다(그림 3). 상자의 허리뼈는 의자 등받이에 접촉

하게 하고, 발은 지면에  위치시키고 어깨는 이완된 상태에

서 팔은 몸통 옆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굽힘과 폄, 

가쪽굽힘, 그리고 돌림으로 6개의 동작을 실시하였다. 

상자들은 자세와 측정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사전 

연습을 한 후 3번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얻었다.

그림 3. 목뼈 관절가동범위 측정

3) 시각상사척도

통증의 강도는 10 cm의 시각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는데, 0은 통증이 없음을 나타내고 10은 최 의 통증

을 의미한다.

4) 두통영향평가

두통영향평가 검사는 인터넷 두통영향검사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인쇄물(paper based) 설문지이며, 통증(pain),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 역할기능(role functioning), 인

지기능(cognitive functioning), 심리적 고통(psychological 

distress), 활력도(vitality)를 측정하기 위한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민경 등, 2009).

3. 통계 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2.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측정항목들이 정규분포인지 

알아보고자 단일표본 콜모고르프-스미노프(Kolmogorov- 

Smirnov)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시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시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다.

분석 시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앞쪽머리자세의 비교 변화

앞쪽머리자세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

에서 사전 43.16±7.59, 2주 43.93±8.02, 4주 46.16±8.27로 측

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b), 2주

와 4주(c)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표 1).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앞쪽

머리자세

43.16
±7.59

43.93
±8.02

46.16
±8.27

12.07*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1. 앞쪽머리자세의 변화 단위: (°)

2. 목뼈 관절가동범위의 비교 변화

1) 목 굽힘의 변화

목 굽힘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 시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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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35.50±11.39, 2주 37.03±10.89, 4주 39.33±9.97로 측정

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b), 2주와 

4주(c)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2).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굽힘

35.50
±11.39

37.03
±10.89

39.33
±9.97

12.31*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2. 목 굽힘의 변화 단위: (°)

2) 목 폄의 변화

목 폄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에서 사

전 44.43±8.54, 2주 45.03±8.41, 4주 47.16±8.57로 측정결과

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b), 2주와 4주

(c)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3).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폄
44.43
±8.54

45.03
±8.41

47.16
±8.57

10.40*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3. 목 폄의 변화 단위: (°)

3) 목 가쪽굽힘(왼쪽)

목 가쪽굽힘(왼쪽)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

시기에서 사전 36.73±7.39, 2주 37.93±7.88, 4주 39.50±7.25

로 측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

(b), 2주와 4주(c)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가쪽굽힘

(왼쪽)

36.73
±7.39

37.93
±7.88

39.50
±7.25

4.91*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4. 목 가쪽굽힘(왼쪽)의 변화 단위: (°)

4) 목 가쪽굽힘(오른쪽)

목 가쪽굽힘(오른쪽)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

정시기에서 사전 35.90±8.82, 2주 36.66±8.33, 4주 38.63± 

7.91로 측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

주(b), 2주와 4주(c)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5).

5) 목 돌림(왼쪽)

목 돌림(왼쪽)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

에서 사전 45.86±10.29, 2주 45.63±10.77, 4주 47.76±11.29

로 측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

(b), 2주와 4주(c)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6).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가쪽굽힘

(오른쪽)

35.90
±8.82

36.66
±8.33

38.63
±7.91

11.30*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5. 목 가쪽굽힘(오른쪽)의 변화 단위: (°)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돌림

(왼쪽)

45.86
±10.29

45.63
±10.77

47.76
±11.29

6.94*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6. 목 돌림(왼쪽)의 변화 단위: (°)

6) 목 돌림(오른쪽)

목 돌림(오른쪽)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

에서 사전 47.00±9.15, 2주 47.50±9.80, 4주 48.50±9.83로 측

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4주(b), 2주

와 4주(c)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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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목

돌림

(오른쪽)

47.00
±9.15

47.50
±9.80

48.50
±9.83

1.80*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7. 목 돌림(오른쪽)의 변화 단위: (°)

3. 두통영향평가의 비교 변화

두통영향평가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

에서 사전 58.03±5.84, 2주 53.46±4.69, 4주 47.73±3.91로 측

정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2주(a), 사

전과 4주(b), 2주와 4주(c)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8).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두통

영향 평가

58.03
±5.84

53.46
±4.69

47.73
±3.91

128.32* a,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8. 두통영향평가의 변화 (단위: 점)

4. 시각상사척도의 비교 변화

시각상사척도의 변화는 사전, 2주, 4주 3번의 측정시기

에서 사전 5.80±0.92, 2주 4.46±0.97, 4주 3.53±1.16로 측정

결과에 유의하였다. 사후검정 결과는 사전과 2주(a), 사전

과 4주(b), 2주와 4주(c)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표 9).

pre 2 week 4 week F post hoc

시각

상사척도

5.80
±0.92

4.46
±0.97

3.53
±1.16

112.16* a, b, c

Mean±SD, *p<0.05
a: pre-2week b: pre-4week c: 2-4week

표 9. 시각상사척도의 변화 (단위: 점)

Ⅳ. 고 찰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특발성 두통으로서 유병률이 

36∼78 %이며 성인 인구의 14 %에서 주 1회 이상 호소하

며 3 %는 거의 매일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부분의 사람

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 경험한다고 하였다

(Silberstein 등, 1994).

현 인들의 작업환경과 생활습관은 운전하기, 책상에서 

일하기, 컴퓨터에서 일하기 등 앉은 자세에서 목을 구부리

거나 많이 움직이게 되므로 목뼈사이관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과사용으로 근육이 피로를 적절히 조절

하지 못할 때 목통증을 유발 시킬 수 있다(허진강, 2006). 

Jull(2000, 2002)은 두통이 있는 사람은 두통이 없는 사람

에 비해 목뼈관절가동범위가 감소되었다고 하였고, 김민

정(2009)은 목뼈의 이상 정도에 따라 두통의 증상 역시 심

해짐으로써 긴장성 두통과 목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채윤원(2009)은 목뼈 관절가동성에 있어서도 만성과 특

발성 긴장성 두통 상군은 정상 조군에 비해 더 낮은 

가동범위를 보였으며, 김성호와 김명준(2001)은 목뼈통과 

방사통을 가진 환자 81명을 상으로 견인 치료 후에 남

녀 모두 통증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견인치료의 효과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통

증감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정태섭 등(1999)은 휴 용 공기견인장비의 목뼈 척추사

이원반탈출증에 한 견인효과의 MRI 연구에서 환자 14

명중 9명(64 %)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환자 12명 중 

8명(66 %)에서 견인효과로 목뼈 척추사이원반 탈출정도가 

정복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Fernández 등(2006d)은 긴장성 두통 환자군의 도수교정 후 

두통의 임상적 변수들은 감소되었지만, 앞쪽머리자세와 

목뼈의 가동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나, 목뼈 안정화

운동을 적용한 황성준(2012)은 앞쪽머리 각도의 변화에서 

실험 전 48.87±4.85°에서 실험 후 51.01±5.15°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사전 43.16±7.59°에서 4주 46.16±8.27°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견인치료에 의한 머

리목뼈부 운동과 안정화운동이 목뼈의 정상적 굽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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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긴장성 두통 환자에 한 관절가동범위 연구에 있어 박

경리(2005)는 2주간의 도수치료가 앞당김과 뒤당김에서 

유의하였지만, 좌·우 회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

으며, Kulig 등(2004)은 3개월 간 도수치료를 적용한 결과 

앞당김과 뒤당김, 좌·우 회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고 보고하였다. 김형수(2004)는 목뼈의 기계적 견인치

료는 목뼈 가동범위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김영중(2013)은 4주간의 에어견인요법을 통해 굽힘, 폄, 

오른·왼쪽 돌림의 목뼈 관절가동범위에서 유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굽힘, 폄, 오른·왼쪽 굽힘, 오른·왼쪽 돌림

의 목뼈 관절가동범위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견

인을 통한 목뼈의 심부 굽힘근 및 폄근의 신장을 통해 목

뼈의 통증유발점 감소 및 가동성은 증가하는데 관련이 있

다고 생각된다. 

황성준(2012)은 6주간 목뼈 안정화운동 실시 전·후 헨리

포드 두통장애지수(Henry Ford Headache Disability 

Inventory; HDI)를 통해서  실험 전 35.73±16.30에서 실험 

후 21.93±10.59로 장애지수가 감소하였으며, 김영중(2013)

은 일일 통증 지속시간 검사지를 통해서 에어견인요법을 

통해 4주 동안 치료 전·후로 측정하였으며, 실험 전 

6.52±2.28에서 실험 후 4.32±1.80으로 통증 지속시간이 감

소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 58.03±5.84

에서 4주 47.73±3.91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황성

준(2012)은 목뼈 안정화운동을 통해 6주간의 연구를 통해 

실험군의 실험 전 4.27±1.71에서 실험 후 2.27±1.28로 시각

상사척도의 수치가 감소하였다.

에어견인요법을 적용한 김영중(2013)은 4주간의 측정을 

통해서 실험 전 6.40±1.29에서 실험 후 4.64±1.04로 시각상

사척도의 수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도 4주간의 연구를 통해 긴장성 두통의 시각상사척도의 

수치가 사전 5.80±0.92에서 4주 3.53±1.16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긴장성 두통 환자에 한 공기압 목뼈견인치

료기가 기존에 많은 치료 방법들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으

며, 특히,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휴 용 공기압 목뼈 견인치료기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상자의 연령 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전체적인 

서술에 한계가 있었고, 상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태, 기

타질환, 생활습관, 체중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으

며, 상자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 있는 장비가 미비하여,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긴장성 두통에 한 다양한 평가 

도구의 사용과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1. 사전과 2주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해 앞쪽머리자세 각이 유의하

게 증가 하였다.

2. 사전과 2주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해 굽힘, 폄, 가쪽굽힘(왼쪽․오
른쪽), 돌림(왼쪽․오른쪽)의 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증

가 하였다.

3.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해 시각상사척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 실험군은 실험 전에 비해 두통영향평가 점수가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에어견인요법이 특발성 긴장성 두통 시 효율적

인 중재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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