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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목뼈 부문의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다루도록 한다. 특히, 목뼈의 가쪽 굽힘과 돌림에 대한 각도를 측정

한다. 측정한 값이 정상수치를 벗어나거나 통증을 동반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치료법을 제시한다.

키워드: 목뼈(Cervical Spine), 가쪽 굽힘(Lateral Flsxion), 돌림(Rotation)

I. Introduction

전방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는 사무직 근로자 및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목의 축돌림(axial 

rotation)은 목통증이 없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목 돌림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은 앞 머리 자세를 가진 성인의 목 회전 각, 측면 굽힘 각도, 

측면 굽힘 운동 시작 시간, 목 근육 활동에 대한 시각 피드백 피드백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2]는 스마트 폰 사용자가 목 근육 통증이 있을 때,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 목의 근육 피로와 압통이 더 증가하고 PPT (압력 통증 

역치)와 자궁 경부 운동 범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II. Lateral Flexion

목뼈의 lateral flexion이란 그림 1과 같이 목을 좌우로 굽히는 

것이다. 각도는 좌측과 우축으로 약 20° ~ 45° 이다. 실험자는 귀가 

어깨를 향하여 움직이도록 한다. 특히 어깨가 귀를 향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Fig. 1. Lateral Flexion

III. Rotation

목뼈의 회전은 그림 2와 같이 좌측과 우축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각도는 60° ~ 90°이다. 또한 턱이 어깨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뼈에서는 가쪽돌림과 돌림은 함께 발생하지만 방향이 

다르다. 그림 3은 위에서본 목의 rotation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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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tation

IV. Experiments

실험은 50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Lateral flexion problem은 목뼈의 lateral flexion에 problem이 

있는 사람이다. 즉 lateral foexion의 각도가 20° ~ 45°에 못 미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Rotation problem은 목뼈의 rotation에 

problem이 있는 경우이다. 즉, 각도가 60° ~ 90°에 못 미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Both problem은 Lateral flexion problem

과 Rotation problem을 모두 갖는 경우이다.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목뼈의 움직임 중에서 lateral flexion과 rotation에 

대하여 다루었다. 목뼈의 lateral flexion이란 목을 좌측과 우축으로 

약 20° ~ 45° 굽히는 것이다. rotation이란 좌측과 우축으로 60° 

~ 90° 회전하는 것이다. 각도가 벗어나거나 통증 유발할 때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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