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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허리란 사람이나 동물의 갈빗대 아래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잘록한 부분을 의미한다. 척추
(spine)는 사람에서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한다. 사람에는 7개의 목뼈(cervical vertebra), 

12개의 가슴뼈(thoracic vertebra), 5개의 허리뼈
(lumbar vertebra), 5개의 엉치뼈(sacrum), 4개의 
꼬리뼈(coccyx)로 구분된다.

[1]에서, 성별과 정상 노화는 표준화 된 신체 
Flexion - Extension 작업 동안 허리 신근 근육의 
활성화 패턴과 몸 운동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허리의 다른 Flexion 및 Extension연구는 많
지만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II. 척추의 구조

척추에는 위에서부터 네 부분이 있습니다.

• 7 개의 자궁 경부 또는 경부 척추(C1-C7),

• 12 개의 가슴 또는 등 지느러미 척추(T1-T12),

• 5 개의 허리 척추(L1-L5)는 허리로 알려져 
있으며,

• 천골 및 미저골(coccy and coccyx) : 척추의 
밑 부분에 융합 된 뼈의 그룹.

자세한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척추의 구조.

III. 허리의 굽힘과 폄

Flexion은 몸을 반듯하게 정자세로 선다. 그리
고 몸통의 수직선을 축으로 앞으로 몸을 구부린
다. 앞으로 구부림의 각도는 70~80도이다. 각이 
이보다 크고 적거나 고통을 수반하면 이상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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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허리는 등부터 엉덩이 사이의 잘록한 부분을 뜻하며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허리의 Flexion과 Extension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Flexion은 몸통의 수직선을 축으로 
앞으로 몸을 구부리는 덧을 말한다. 이때 구부리는 각은 70~80도의 움직임이 기준이다. 이보다 크거나 
적고 고통을 동반하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Extension은 엉덩관절을 고정한 채 몸을 뒤로 구부리는 것
이다. 이때 각도는 25~35도 정도이다. 이보다 크거나 적고 고통을 동한하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실험
을 통하여 50대 사람들의 Flexion과 Extension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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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것이다. 

Extension은 몸을 반듯하게 정자세로 선다. 그
리고 엉덩관절을 고정한 채로 몸을 뒤로 구부린
다. 뒤로 구부림의 각도는 25~35도이다. 각이 이
보다 크고 적거나 고통을 수반하면 이상이 생긴 
것이다.

IV. 실  험

실험은 50대 5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flexion 

test와 extension test를 수행하여 허리의 이상 유
무를 판단했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결과.

인원
Flexion Extension 양쪽 모두

이상 고통 이상 고통 이상 고통

50 5 2 7 3 3 2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허리의 Fexion과 Extension에 
대해 test 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였다. 몸통의 
수직선을 축으로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펴는 것
을 flexion과 extensin 이라 한다. 이때 각도와 고
통 여부를 알아보았고, 기준이 되는 각도와 비교
하였다. 50세 나이 대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
행하여 허리 통증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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