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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시험 영상을 이용한 목 손상에 관한 연구
Study on neck injury due to rear impact using crash test video 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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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5년~ 2011년까지 차대차 사고 중 후방추돌 사고 

발생률은 32.56%로서 측면충돌 사고 다음으로 높

으며,부상율은 36.27%로 정면충돌 사고 다음으로 

높다1. 그 중 특히 후방 추돌 사고는 목 손상의 

주된 원인이며, 목 손상으로 인해 긴 고통과 심지어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한다.1,2 또한 목 손상의 연구

를 위한 추돌 시험 시 실제 인체를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인체모형(dummy)을 이용하여 

추돌 시험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인을 보완해 보고자 영상을 

통하여 추돌시 목 손상의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목  움직임을 구간별로 나누어 목 움직임에 따른 

목 손상을 파악하고 차량에 따른 부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2. 연구방법

2.1 실험자 및 추돌시험 영상 

본 연구는 Ono.K3가 지원자 12명을 통하여 경추

의 움직임과 머리,목,몸통을 운동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참고로 총 10명의 실험자 중 25~29세에

키 173~181cm, 마른체형, 건장한 체형 그리고 비만

체형 4명을 대상으로 Head, OC, C4-C5에 marker

를 부착하고 Nuetral, Extension, Flexion, Nuetral

과정으로 움직이는 목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

여 촬영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3종의 차량에 대한

추돌시험 영상4을 이용하였다.

2.2  실험자 및 인체모형 목 움직임의 변위

Fig.1에서의 목 움직임을 나타낸 것과 같이

Normal-Extension,Extension-Normal,Normal-

Flexion으로 모듈별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이미지

들은 Fig.2 에서 목 움직임에 대한 변위를 측정한

것 과 같이 각 모듈들을 측정하였다.

Fig. 1 Four positions of Neck

실험자들은 T1 부근의 인체 외부에 고정점을

잡고 목의 상대적인 움직임의 변위를 측정하였으

며, 인체모형은 차량의 시트 아래 부분의 추둘시

움직임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 고정점으로 잡았다.

Head, OC, C4-C5 변위를 프레임에 대한 변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목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실

험자들 목의 움직임은 체형과 신체적인 특징으로

변위량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실험자와

추돌시험에서 인체 모형의 목 움직임에 대한 변위

량 차이는모든 차량의 시트가 추돌 사고 시운전자

보호 장치인 WHIPS5를 사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Fig.2 Four positions of a volunteer’s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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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량별 추돌 사고 시 목 움직임의  특성

 변위를 이용하여 변형 구배 텐서와 변형률을 계산

해보았다. Green 변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초

기 위치의     
 



 , 나중 위치의 

        
 



    두 함수를 사용하여 

변형 구배 텐서(F)  

 


   






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변형률(Green strain) 

 

 ·  을 계산했다. 

 

Fig.3 The strain of head versus reduced time 

and the strain of OC versus reduced time 

Fig.3은 Head와 OC의 움직임에 대하여 Frame 과 

변형률의 관계를 무차원화 한 그래프로서 Extens-

ion의 변형률이 Flexion 보다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Viano6의 지원자들 과 인체모형

의 목 움직임에 대한 변위를 연구한 결과와 유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추돌시험의 영상은 실제 시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추돌 직후 목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차에 비해 1/2이다.7는 연구를 고려하여 

목 손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가속도와 속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총 영상 시간에서 모듈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속도의 비율과 변형률

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즉, 실험자의 변형률

과 차량 추돌시험 영상의 시간 관계를 무차원화 

한 그래프를 통하여 차량별 목 손상의 특성을 알아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이전의 목 손상의 연구에는 인체 모형, 사체나 

사체시편, 지원자를 통한 인체 시험들이 진행되었

으나, 현재는 사체나 인체를 통한 시험은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동영상을 

통하여 목의 손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Viano연구6와 Panjabi.M.M8의 사체

의 경추 와 연부조직을 이용하여 슬레이드 시험한 

결과와 같이 목이 Extension 되는 부분에서 변위 

및 변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차량 추돌 사고의 구간별 시간에 실험자들의 

변형률을 비교해 본 결과 구간별 시간이 짧고 변형

률이 큰 구간에서는 시간이 길고 변형률이 동일한 

구간보다 손상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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