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목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잇는 좁은 신체 부
위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목의 움직임은 
우리 몸의 몸통에 대한 머리의 상대적 위치로 표
시된다. 목 관절의 뼈 운동학적 움직임에 의해 심
한 운동이 가능하다. 목뼈는 머리뼈로부터 등뼈까
지 인대와 근육을 통해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한다. 또한 척수를 보호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논문은 [1]에 대한보다 상세한 연구를 기술
한다. 관련 연구는 많지만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연구는 [2]와 유사하다. [2]의 목적은 자궁 경부 및 
척추 굴곡 각도에 대한 스마트 폰 사용 기간의 영
향과 자궁 경부 척추에서의 위치 변경 오류를 평
가하는 것이다.

* corresponding autthor

Ⅱ. 목의 굽힘과 폄

일박적인 인간들의 목의 굽힘 각도가 45°~50°이
다. 어떤 사람들을 굽힘의 각도가 최대 90°나 그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목뼈의 굽힘
에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1°만 굽혀
도 커라란 통증을 느낀다. 간혹 가다가 이 통증은 
두통으로 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
한 증상이 발견되면 하루 빨리 시급한 치료가 필
요하다.

일박적인 인간들의 목의 각도가 40°~50°이다. 인
간의 관절가동범위의 각도는 최대 70°가 나오는 사
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목뼈의 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1°만 목을 펴도 커다란 통증을 느낀다. 
이 통증 또한 굽힘과 같이 두통으로 까지 이어지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증이 
발생 시에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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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목을 구부려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하는 굽힘과, 목을 들어 천장을 보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 폄에 대하여 각을 측정한다. 굽힘의 각도는 45~50°가 기본이며 최대의 가동 범위는 80~90°이다. 
폄의 각도 또한 40°~50°가 기본이며 정상은 70°로 제한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angles are measured for bending so that the chin touches the chest by bending the neck and 
extension, which takes a posture as if raising the neck and looking at the ceiling. The basic bending angle is 45-50°, 
and the maximum range of motion is 80-90°. The angle of extension is also 40°~50° as default, and the normal is 
limited to 70°.

키워드

Flexion and Extension, neck, maximum rang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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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폄에 대하여 측정하는 방범 및 범위는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목의 굽힘

목의 굽힘에 대하여 측정하는 방법 및 범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목의 폄

Ⅲ. 치  료

목의 굽힘 이상의 치료법으로 알려진 능동/수동 
돌림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첫 번째로 환자는 능동
적으로 머리를 전방으로 최대한 구부린다. 고통을 
동반하더라도 최대한 구부려서 어느 정도까지 구
부러지는지 봐야 한다. 오른손으로 환자의 어깨봉
우리를 치료한 사람의 몸쪽으로 고정시켜 잡는다.
왼손은 짝 펴고 두개골의 기저부위에 오도록 뒤통
수를 바깥쪽에서 감싸 잡도록 한다. 치료하는 사람
은 자신의 몸을 환자의 반대쪽 어깨에 대고 잡도
록 한다. 치료하는 사람은 환자를 편안하게 하면서 
환자의 머리를 최대한 앞으로 굽히도록 한다. 또한 
머리를 중립위치에서 최대한 앞으로 굽히도록 한
다.

다음은 폄에 문제가 있는 폄 이상의 치료법으로 
알려진 능동/수동 돌림의 첫 번째 부터 살펴보도
록 한다. 환자는 능동적으로 머리를 뒤쪽으로 취대
한 젖힌다. 오른손으로 환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서 
고정시킨다. 왼손은 펴서 두개골 기저부위에 오도
록 뒤통수를 바깥쪽에서 감싸 잡는다. 치료사는 자
신의 몸을 환자의 반대쪽 어깨에 대고 잡도록 한
다. 치료사는 환자를 편안하게 하면서 환자의 머리
를 최대한 뒤쪽으로 폄 시킨다. 또한 머리를 중립
위치에서 최대한 뒤로 폄 시켜준다

Ⅳ.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실험 대상자로 연령 50대 일반의 
50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목뼈의 굽힘과 폄에 대
한 도수측정을 하였다. 도수 측정 결과에 알맞은 
도수 치료를 1달간 주 1회 치료하였다. 실험 결과
로서 표 1과 같았다. 

Table 1. Experimental Result

구분 도수 측정 후 도수 치료 후

Flexion 이상 7 3

Extension 이상 6 2

양쪽 모두 이상 5 1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목의 굽힘과 폄에 대한 도수 측
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환자의 치료
법을 제시하였다. 목의 굽힘은 목을 앞으로 구부려
서 턱이 가슴 쪽에 닿도록 하는 것이고, 목의 폄은 
목을 들어 올려 천장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적인 굽힘의 각도는 45~50°이며 최대 관절 가동 
범위는 80~90°이다. 목의 일반저인 폄의 각도 
40~50°이며 최대 관절 가동 범위 70°로 제한하도
록 한다. 굽힘과 폄의 각도가 정상 수치보다 적거
나 각중 통증을 동반할 때의 치료법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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