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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Vertebral Pal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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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The palpation of spinous process and  transverse process of vertebra are important part of the 
assesment and treatment from Orthopedic manual therapy. But the palpation area is descriptive 
differently each of literatures. So we generally got these outcomes. : There are C2, C3, C4 and C6 
process as a bony landmarks and these are important part of establish the precise location of pain 
appears from cervical spine. 
Even though C7 process regard a prominent part, it is hard to distinguish C6 and process of T1. Thru 
that differentiation, grab the patient’s forehead and try them cervical and hyper-extension check any 
movement of process or put on the fingers on C7 preocess and check the movement. 
The palpation of thoracic spine process is the land mark which determines general level orientation in 
the spine easily, there are T2, T7 spinous process. However, It is depends on how do you test the 
patient’s arm when you palpate it and it can effect on spinous process. 
The transverse process of C1 is the only spot for palpation in cervical spine, and T1-3, T12 transverse 
process can palpate it when it stands on the process. The end of T4-6, T11 is placed on middle on 
vertebra of transverse process and transverse process. 
T7-9, T10 transverse process is place on same position as spinous process which is upper part of the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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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형도수치료에서 촉진은 정확한 평가와 치료를 하
는데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다. 이것은 치료에 앞서 구
체적인 조직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도수교정
(manipulation)하고자 하는 추력지점(adjustable thrust 
point)를 결정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촉진
은 피부와 근막아래의 구조물들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손들을 사용하는 정밀한 검진이며(황성수 
등, 2006), 가동술(mobilization)이나 도수교정
(manipulation)에 앞서 구체적인 조직을 파악하는데에
는 효과적이라 하였으며(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8), 
촉지(palpation)는 “접촉에 의한 검사나 탐색을 의미
하며, 대게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촉지는 해당 
구조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1) 구
조의 위치를 찾는 것. 2) 구조의 특징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3) 구조의 질이나 상황 측정을 포함하는 기교이
자 기술이라고 하였다(채윤원, 2008). 그러나, 문헌에 
따라 가장 돌출되어 촉지되는 극돌기를 C7 또는 T1으
로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으며, 어떤 문헌에서는 가
장 돌출된 곳이 C7이지만 그 아래 T1의 극돌기도 C7
과 유사하거나 더욱 돌출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이영복 등, 1999). 또한 임상가들은 경추7번과 흉
추1번의 구별법으로는 두 극돌기를 촉지한 상태에서 
머리 회전을 시켜보아 움직임이 일어나는 뼈가 경추7
번 극돌기가 된다고 하며, 팔을 차렷자세에서 견갑골 
하각과 평행한 선은 흉추 7번의 극돌기가 되며, 팔을 
머리위로 올렸을 때 견갑골 하각과 평행한 선에서는 흉
추8번의 극돌기가 된다고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촉지부위가 문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소개함으로서 
앞으로 임상에서 보다 정확한 촉지를 할 수 있도록 기
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Ⅱ. 본론 
 
1.  척추부의 극돌기 촉진 

척추부 극돌기 촉진시 환자의 자세는 기립자세나 엎
드린 자세에서 하며, 검사자는 먼저 시지(index finger) 
중지(middle finger), 약지(ring finger)의 손가락 끝을 
가지런하게 모아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한 다음 경추
로부터 촉진을 실시한다. 이때 각 극돌기의 간격이 해

부학적으로 일정한가 혹은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갑
작스러운 함몰은 없는가, 극돌기의 회전은 없는가 하는 
것 등을 면밀하게 손가락 끝을 통하여 감지하여야 한다
(문상은, 1994).
 1) 경추부에서의 극돌기 촉진

경추부 극돌기의 해부학적 표식점은 경추에서 발생
하는 통증의 정확한 위치를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하다고 한다(척추정형내과연구회, 1999)[그림 1].

    

그림 1. 경추의 표식점

C6, C5, C4, 그리고 C3의 극돌기들은 거의 같은 정
도로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C2 극돌기는 다
른 경추 극돌기 보다 더 크고, 더 돌출되어 있으며, 귓
불(ear lobe)레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며(채윤
원 , 2008), 이현옥 등 (2008)은 외후두 융기를 확인하
고, 그대로 C7극돌기를 향하여 가볍게 압박하면서 손
가락을 진행 시킨다. 최초로 느끼는 뼈 돌출부가 C2극
돌기 이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4. ; 척추정형내
과연구회 ,1999. ; 정진우, 1986.) 

또 다른 방법으로 후두골(occipital bone) 아래 부분
에 작은 함몰부가 있으며, 함몰부 아래쪽에서 시술자는 
골성구조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C2(축추)의 
극돌기이다. C2 극돌기는 상당히 튀어나와 있으며, 대
상자의 이마에 손을 올리고 부드럽게 대상자의 머리를 
약간 골곡시키고 신전시킴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
다고 하였다(Cyriax 정형의학연구회 ,2009).

임성수 등 (2002)은 C2 극골기는 후두골 바로 아래
에서 만져지고, C3극돌기는 설골의 후방에, C4 극돌기
는 갑상연골의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Neumann 등(1989.)은 상부에서 하부까지 경추의 전만
을 따라 가장 두드려지게(first prominent) 촉진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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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C5 극돌기라고 하는 반면, 경부후면 두측에서 
미측으로 진행하여 처음으로 만져지는 뼈가 C6 극돌기 
라고 하였다(임성수 등, 2002). 이러한 C6 극돌기는  
쉽게 촉진 할 수 있지만 목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촉진
하면 사라진다고 하였다(척추정형내과연구회, 1999).

제7경추 극돌기는 다른 경추보다 길고 튀어나와 있
다. 이것을 척추융기(vertebra prominens)라 하며(대한
정형도수치료학회, 2004. ; 이범구, 1993), 또한 C7 극
돌기는 흉추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큰 횡돌기를 가지고 
있다(Donald A. Neumann ,2002). 이것은 피부를 통해 
만져볼 수 있기 때문에 척추의 위치를 알아내는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고 하였다(이범구, 1993).

C7 극돌기는 길이와 융기 그리고 말단부에서 단일한 
결절로 구분되며 T1와 혼돈되며, 일반적으로 C7의 극
돌기는 경추-흉추 이행부(C6-C7-T1)의 극돌기 중 
가장 튀어 나온 것이다(Cyriax 정형의학연구회, 2009.). 
이러한 C7 극돌기의 촉진을 위해서는 피검자가 오목하
게 앉아서 가슴에 턱을 대고 등을 둥글게 하면, 극돌기
의 식별이 쉽다. 그러나, 드물게 경부 굴곡시 C7이외의 
극돌기도 같은 정도 돌출하여 C7극돌기의 판별에 어려
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현옥 등, 2008). 이것은 C7과 
T1의 척추는 목의 기저부에서 2개의 가장 융기된 척추
이기 때문이며(황성수 외, 2006), C7이 언제나 가장 두
드러지게 융기한 척추(most prominent vertebra)는 아
니기 때문이다(Neumann 등, 1989). 

C6와 C7, 그리고 T1 극돌기 구별법으로는 먼저 피
검자는 중립자세로(또는 약간 굴곡자세) 머리를 유지한 
채 앉게 하며, 검사자는 대상자의 옆에 선다. 검사자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C6, C7 
경추에, 그리고 T1 흉추에 차례로 올려놓는다. 검사자
의 다른 손으로 피검자의 이마를 잡으며, 머리를 과신
전 시킨다. C6의 극돌기는 생리적인 경추의 만곡 안쪽
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C7의 극돌기는 이동되
며(이 이동의 범위는 피검자에 따라서 다르다). T1의 
극돌기는 시술자의 손가락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남
아 있을 것이다(Cyriax 정형의학연구회, 2009).

이와 같이 경부 굴곡시 C7의 극돌기는 위쪽으로 이
동한다. 그러나, T1의 극돌기는 제1늑골에 의해 고정되
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채윤원, 
2008). 또 다른 구별법으로는 대상자의 머리를 잡고 필
요하다면 여러 차례 머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도
록 만든다. 검사자는 C7의 수준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C6에서는 현저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T1

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못 느낄 것이다(Cyriax 정형의
학연구회, 2009;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4). 

또 C7극돌기 양쪽에 손가락을 댄다. 이 상태에서 피
검자는 위쪽을 향한(신전상태) 회전과 아래쪽을 향한(굴
곡상태)회전을 시행한다. 위쪽을 향한(신전상태) 회전에
서는 환추축추(atlantoaxial)관절에서의 운동이 되기 때
문에 극돌기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쪽을 향한
(굴곡상태)회전에서는 돌기사이(Zygapophysial)관절에서
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극돌기는 왼쪽으로 이동한다(이
현옥 등, 2008)[그림 2]. 이것은 피검자의 머리가 돌려
질 때 감지될 수 있는 약간의 움직임이란 상당히 가변
적이다. 그것은 머리를 왼쪽으로 돌릴 때 움직임을 느
끼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돌릴 때 현저하게 
보일 수 있다(Cyriax 정형의학연구회, 2009). 따라서 
반드시 검사자는 양측성으로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2. 극돌기 촉진 
  
 2) 흉추부에서의 극돌기 촉진

척추의 고위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경계표로서 
견갑골의 상각(superior angle of scapular)과 하각
(inferior angle)의 위치와의 관계를 알아두면 편리하다. 
체형, 근수축, 그리고 다른 인자들은 견갑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팔을 양 옆으로 내리고 있는 자
세에서 좌우의 견갑골 상각을 연결한 선은 T2 극돌기
에 일치하고, 견갑골 하각을 연결한 선은 T7 극돌기에 
일치하며(이현옥 등, 2008; 채윤원, 2008; 이석민 등, 
2007;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4), T3 극돌기 정점
은 계략적으로 견갑골의 견갑극의 근원부위라고 하였다
(황성수 등,  2006)[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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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척추의 일반적 고위수준

그러나, 대한임상통증학회(2008)는 중립위치의 견관
절에서, 견갑골 상각의 높이는 제1흉추 및 제1늑골의 
뒤쪽 끝에 해당되며, 견갑극의 높이는 제3흉추 극돌기
의 높이에 해당되는데 반해, 하각의 높이는 제7, 제8 
흉추사이 높이에 해당된다. Neumann 등(1989)은 팔을 
90도 외전시겼을 때 상위 견갑극 위치가 T3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촉지부는 단지 참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양한 요소가 견갑골과 척주사이에서 국소해부학적인 
연관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들어 흉곽위에서 
견갑골의 위치(그리고 그것의 가동성), 검사대 위에서 
대상자의 자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Cyriax 정형의학연구회, 2009), 임상가들은 팔을 차
렷 자세에서 견갑골 하각과 평행한 선은 흉추 7번의 
극돌기가 되며, 팔을 머리위로 올렸을 때 견갑골 하각
과 평행한 선에서는 흉추8번의 극돌기가 된다고 하였
다.
 3) 요추부에서의 극돌기 촉진

제11늑골과 12늑골은 늑골연골에 부착되지 않기 때
문에 “ 부늑골(floating ribs)으로 명명된다. 12늑골은 
가느다란 작살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12늑골은 길이는 3에서 6인치까지 다

양하며 T12의 극돌기를 찾기 위한 표지점으로 사용된
다고 하였으나(채윤원, 2008), 문상은(1994)은 Rib 
cage 하단선은 L2 극돌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현옥 등(2008)은 좌우의 장골릉(iliac crest)의 꼭지
점을 연결하는 선은 L4ㆍL5 극돌기 사이를 통과한다. 
이선은 야코비 선(Jacoby's line)이라 부르며, 요추 천
자를 비롯하여 척수수준의 결정에 유용한 지표가 된다
고 하였다. 또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2004)는 장골능은 
피부 표층에 잘 돌출되어 있어 촉진하기가 쉽다. 손가
락을 편 상태에서 시지(index finger)를 허리에 대고, 
내측으로 약간 누르면서 능의 윗면에 손을 놓는다. 이
제 능위에 있는 손가락의 높이와 같은 수준의 요추에 
엄지를 놓는다. 이곳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로 요추 극
돌기(spinous process)를 촉진하는 시작 표식점으로 사
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채윤원(2008)은 장골릉 정점
(top of the iliac crest)의 레벨이 L4 극돌기가 된다고 
하였으며(Neumann 등, 1989), 신홍철 등(2001)도 양
쪽에 있는 장골능의 가장 높은 점 사이의 중앙선을 가
로지르는 돌출된 선이 제4요추 극돌기를 가로 질러간
다. 이 극돌기는 뇌척수액을 빼내고 척수마취제를 투여
하는 과정으로 요추천자 부위를 결정하는 좋은 지표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장골릉의 
높이는 L4의 극돌기라고 하기도 하고(채윤원. 2008 ; 
장정훈 등.2009), L4와 L5 극돌기 사이고 하기도 하였
다(이현옥 등. 2008; 대한척추교정치료학회, 2008; 대
한정형도수치료학회2004; 신홍철 등, 2001; Neumann 
등, 1989). 그러나, L5극돌기는 다른 극돌기에 비해 작
고, 둥근편으로 고관절을 수동적으로 굴곡시켰을 때 사
라지게 된다고 한다(장정훈 등. 2009).
 4) 천골부에서의 극돌기 촉진

후상장골극(PSIS)의 위치는 피부가 움푹 들어간(skin 
dimples)곳으로 일명 비너스 보조개(Venus's dimples)
라 하는 곳으로(Harris 등, 2008), S2극돌기의 위치는 
후상장골극(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을 서로 연결
한 선상에 있다고 하였다(이현옥 등, 2008; 정진우, 
1986). 

2. 척추부의 횡돌기 촉진
환자의 자세로는 엎드려 누워서 목을 똑바로하고 양

손을 양 허리쪽으로 가지런히 뻗은 자세를 한다. 촉진 
방법으로는 검사자는 횡돌기를 잘 촉진하기 위해서 많
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이때에는 양쪽 횡돌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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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서 극돌기 촉진 때에 가정한 추골이상부위의 인
대긴장, 신경부의 압통 등의 징후를 살핀다. 촉진 기술
로는 양쪽 손을 모두 이용하여 처음부터 척추의 좌우에
서 대칭적으로 횡돌기를 누르면서 이상 유무를 평가하
는 방법과 한손만을  이용하여 시지와 약지는 각각 좌
우측 횡돌기에 그리고 중지는 극돌기위에 위치하여 평
가하는 방법이 있다(문상은, 1994).
 1) 경추부에서의 횡돌기 촉진

C1 횡돌기의 촉진은 당신의 손가락을 유양돌기 전방
에 두고서 유양돌기와 하악골 귀퉁이 사이 공간에서 
C1의 횡돌기 돌출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우 깊
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조차 촉진시 종종 예
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누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촉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경추의 횡돌기
는 목의 가장 외측면으로 손가락을 움직여 보면 일련의 
무딘 돌기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횡돌기이다. 제2경추 횡돌기는 유양돌
기의 약 1cm 밑 흉쇄유돌근 안에서 촉진된다. 이러한 
돌기들은 촉진시 민감한 것이 정상이다. 다음 촉진은 
바로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더 쉽게 할 수 있다(대한정
형도수치료학회, 2004).

또 장정훈 등(2009)은 유양돌기(mastoid)로부터 폭으
로 한 손가락 정도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C1횡돌기는 
경추에서 촉진할 수 있는 오직 한곳이다. 다른 조직에 
의해 뒤덮혀져 있는 이외의 횡돌기들은 극돌기와 같은 
높이에서 민감함이나 염발음을 통해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흉추부에서의 횡돌기 촉진

흉추의 극돌기는 경추의 극돌기보다 더 길고 가느다
랗다. 극돌기의 방향 때문에 횡돌기에 대하여 극돌기의 
위치와 관련된 촉진방법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촉
진 가능한 극돌기의 끝과 흉추의 추체의 관계를 두고 
“3의 법칙(rule of 3's)”이라고 한다(장정훈 등, 
2009;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1). 

흉추1번에서 3번(T1-T3)은 경추와 같이 추골 뒤에 
극돌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흉추 T1-T3의 횡돌
기는 극돌기와 같은 위치에 있다. 

흉추 4번에서 6번(T4-T6)은 약간 아래쪽으로 각이 
있는 극돌기를 가지며(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범문사, 
2004), T4-T6까지의 극돌기는 부착되어 있는 추체로
부터 1/2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
회, 2001). 이 경우 극돌기의 끝은 자신의 횡돌기와 밑
에 있는 추골의 횡돌기의 중간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된

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현문사, 2004).
T7, T8, T9 추골의 극돌기는 하방으로 향하여 있으

며, 극돌기 위치는 아래추체의 높이와 같은 위치에 있
게 된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현문사, 2004; 대한정
형도수치료학회,  2001). 그러므로 극돌기 아래 추골의 
횡돌기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며, 흉추 T7-T9 횡돌기
는 척추 위의 극돌기와 같은 위치에 있다(대한정형도수
치료학회, 범문사, 2004).

흉추 10번에서 12번(T10-T12)은 극돌기가 횡돌기
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요추와 같이, 점차적으로 다시 경
사가 바뀐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현문사, 2004; 
Bourdillon et al, 1992) 즉, 흉추 T10-T12의 횡돌기
는 극돌기가 점차 수평으로 변하는 것처럼 앞의 3종류
군 형태의 역수으로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흉추 10번 
횡돌기는 T7-T9번 횡돌기와 닮았고, 흉추11번 돌기는 
T4-T6번 돌기와 닮았고, 흉추12번 돌기는 T1-T3의 
돌기를 닮았다는 것으로(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범문사, 
2004), 10번째 극돌기의 배열은 9번째 극돌기와 유사
하다(극돌기의 높이가 그 추체의 횡돌기와 그 아래의 
횡돌기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12번째의 극돌기의 
배열은 3번째 흉추와 같다(극돌기의 높이가 그 추체의 
횡돌기의 높이와 같은 높이에 있음을 의미한다(대한정
형도수치료학회, 현문사, 2004).
 3) 요추부에서의 촉진

요추의 횡돌기는 길고 가늘며, 수평하게 위치한다. 
길이는 다양하여, 요추 3번이 가장 길며, 요추1번과 5
번은 가장 짧다. 5번째 요추 횡돌기는 가장 쉽게 촉진 
할 수 있는데 후상장골극에서 내상방 30-45도 위치에
서 찾을 수 있다. 요추에서 횡돌기의 촉진은 다른 곳에
서 보다 두꺼운 조직층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극근
(spinalis)과 최장근(longissimus) 사이에서 가장 쉽게 
확인된다(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 2004).
 4) 극돌기와 척추관절면과의 관계

수기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은 문제의 척추 극돌기 
최하단과 그 척추와 관련된 관절면 사이의 거리를 결정
하는 것이다. 이 거리는 척수에서, 척수지역에 따라 다
양하고 Sell은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해 손가락 넓이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Neumann 등, 1989)[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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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극돌기 하단부와 척추관절면 사이의 간격

III. 결론 
 
1. 경추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정확한 위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추부 극돌기의 해부학적 표식점으
로, C2극돌기는  후두골 바로 아래에서 촉진되며, 
C3는 설골의 후방에서, C4는 갑상연골 후방에서 촉
지할 수 있다. C6극돌기는 경부후면 두측에서 미측
으로 처음으로 만져지는 부위 이다. 특히 C7 극돌기
는 경부 골곡시 가장 많이 튀어나온 부위라고 하지
만, C6과 T1의 극돌기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
다. 이때의 구별법으로  경부를 약간 골곡자세에서 
돌출된 각 극돌기에  2, 3, 4손가락을 올려둔 상태에
서 피검자의 이마를 잡고 머리를 과신전 시켜보면, 
C6극돌기의 경우는 만곡안쪽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
며, C7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며, T1의 경우는 움
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C7 
극돌기 양쪽에 손가락을 댄 다음 경부 신전상태에서
는 극돌기의 좌,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지만, 경부 

굴곡상태에서는 좌,우의 움직임을 감지 할 수 있다.
2. 흉추부 극돌기 촉진은 척추의 고위 수준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경계표로서, 일반적으로 T2의 극돌기는 좌
우의 견갑골 상각을 연결하는 선과 일치하고, T7극
돌기는 견갑골 하각을 연결하는 선에 일치한다. 그러
나, 피검자의 팔을 어떤 상태로 두고 촉진하는가에 
따라 극돌기의 위치에 영향을 마칠 수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하겠다.

3. 요추부의 극돌기 촉진은 요추천자를 비롯하여 척
추수준의 결정에 유용한 지표가된다.  장골릉(iliac 
crest)의 정점을 좌우 연결한 선을 야코비 선
(Jacoby's line)이라하며, L4-5극돌기 사이를 지
난다고 한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서는 L4 극돌기
라고 하며, L5 극돌기라고 하기도 하였다.

4. 천골부에서 S2의 극돌기는 후상장골극을 서로 연
결한 선상에 위치한다.

5. C1의 횡돌기는 경추에서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유양돌기와 하악골 사이에서 촉진할 수 있
다.

6. T1-3, T12 횡돌기는 극돌기와 같은 위치에서 촉
진 할 수 있으며, T4-6, T11 극돌기의 끝은 자신
의 횡돌기와 밑에 있는 추골의 횡돌기 중간 위치
에 있다. T7-9, T10 횡돌기는 척추위의 극돌기와 
같은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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