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01
서론Introduction

 학습 목표   CHAPTER OBJECTIVES

1. 해부학의 역사와 정의, 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해부학 용어와 해부학자세, 기준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몸의 모양과 구성 그리고 각 부위와 구역을 나눌 수 있다.

4. 몸의 주요 구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인체의 계통과 구조적 단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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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 인체해부학

	 01	 해부학의	역사

해부학은 시신(cadaver)을 학습과 연구 그리고 질병의 검

사, 법의학의 목적으로 잘게 ‘나누다’ 또는 ‘자르다’라는 그리

스어와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anatomy라고 표현한

다. 영어로 ana는 a part, tomy는 cut로 어느 한 부분을  

‘자르다’라는 뜻이며, 절개(dessection)를 의미한다. 또한 최

근 몇 용어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부를 했던 의인은 조선 중기의 의

관, 의학자이며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1539~1615)으로, 

반위증(위암) 때문에 사망한 스승 유의태의 유언을 받아 스

승의 시신을 직접 해부해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방법을 찾는 

연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과거의 해부학은 인체구

조를 식별하고 명칭을 붙이는 데 기초를 둔 순수한 학문이었

다. 하지만 현재의 해부학은 구조적이기보다는 기능적이고, 

건강에 기초를 두고 임상적 응용과 행위 중심에 대한 이해

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응용학문으로 변화되었다. 

해부학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학의 역사와 같이

한다. 우선 사람을 알아야 질병을 발견하고, 질병을 알아야 

치료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 시대에서는 스

포츠를 하는 선수들을 통하여 인체의 미를 표현하였고, 르

네상스 시대의 몇몇 해부학자들은 인간의 형상을 예술적 조

각품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는데 예술과 기술, 과학이 해부학

을 발전시킨 때였다. 때로는 종교와 관련하여 인체의 절개를 

반대하고, 철학적이고 비과학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부학의 

발전은 침제의 늪에 빠지기도 했으나 시대의 흐름으로 인체

의 본능적 관심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었다. 이 시대의 침

체기에서 벗어난 후 이탈리아, 프랑스의 의사들은 시신 공개 

해부를 시행하였고, 1315년 몬디노(Mondino)의 인체 해부

는 그 후 유럽에서 200여년간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15세기에는 현미경의 발명과 함께 현미해부학이 첨가되었

고, 16세기에서는 계통해부학, 20세기에는 전자현미경, 초

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개발

을 통하여 현미해부학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이처

럼 해부학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의학과 이와 

관련된 학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02	 해부학의	정의

해부학(anatomy)은 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위의 기관이나 조직의 구조, 형태, 

상호 위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의 관점에

서 볼 때 해부학은 생물의 구조를 연구하는 형태학(mor-

phology)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기능을 연구하는 생리학

(physiology)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부학의 범위는 

맨눈 또는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인체의 구조들을 

대상으로 한다.

	 03	 해부학의	범위

1) 형태를 규명하는 방법에 따른 분야

(1) 맨눈해부학(Gross anatomy)

일반적으로 해부학이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

우 맨눈해부학을 의미하며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부학을 의미한다. 맨눈해부학은 국

소해부학(regional anatomy) 또는 계통해부학(systemic 

anatomy)을 통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다.

① 국소해부학(Regional anatomy)

우리 인체의 각 부위(region)를 국소적으로 나누어 구분

하고 그 부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숙

지하는 학문이다.

② 계통해부학(Systemic anatomy)

인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각 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같은 것들의 체계적인 모임을 계통(system)이라고 하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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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계통별로 구분하고 이를 숙지하고 학습하는 방법이다.

앞의 2가지 접근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국소해

부학은 실제 해부실습을 하며 학습하기에는 적합하나 몸의 

전체적인 계통의 연속성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계통해부학은 반대로 몸 전체의 계통별 연속성을 이해하기

에는 유리하나 시신을 해부실습에 이용하거나 각 기관의 세

부적인 지식을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현미경해부학(Microscopic anatomy)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인체의 기관이나 

조직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크게 세포

학(cytology), 조직학(histology), 조직화학(histochem-

istry) 등으로 구분된다. 세포학은 개별적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조직학이나 조직화학은 각 조

직의 구성이나 징후를 살펴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3) 발생학(Embryology)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완성된 사람으로 발

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해부학의 한 분야로, 인체를 구성

하는 기관과 조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지 관찰하

는 분야이다.

(4) 방사선해부학(Radiology anatomy)

일반적으로 방사선인 X-ray를 이용하거나 특수하게 개발

한 2, 3차원적 현대 이학적 영상진단기기나 기법 등을 이용

하여 인체 내부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찾아내고 질병 치

유에 관한 것들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이다.

2) 중심 주제의 차이별 분야

(1)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부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

여 신경계의 구조와 연결성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2) 표면해부학(Surface anatomy)

몸의 표면에 보이는 구조물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는 방

법이다. 신체 외부에 돌출되어 있거나 함몰되어 있는 부위

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미술계나 체육학

과에서 주로 활용된다.

(3) 비교해부학(Comparative anatomy)

각 계통 및 종족에 속하는 생물이 나타내는 체제 및 기관

의 형태를 비교하여 체계화하거나, 현 생태계의 다양한 동

물과 고대생물, 사람 등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비교하고 유

사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발달과정

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4) 임상해부학(Clinical anatomy)

임상적으로 유용한 몸의 구조와 기능을 강조한 해부학으

로 국소 또는 계통별로 접근할 수 있으며, 임상의학의 각 분

야에서 필요로 하는 해부학 정보들을 제공한다. 영상기술에 

의한 몸의 구조분석이나 증례 연구 같은 임상적으로 구성된 

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공부가 가능하다.

(5) 기능해부학(Functional anatomy)

인체구조 중에서 뼈대, 관절, 근육, 신경 등에 중점을 두

고 몸의 기능을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운동학과 움직임에 

연계하여 계통별로 접근하는 해부학의 한 분야이다.

3) 맨눈해부학의 접근법

구조해부학으로서의 접근은 보건의료인이 임상에서 진료, 

평가 및 치료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초지식을 마련해 준다.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임상적 상황에 대한 관찰

을 바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해부학은 기초적인 의

학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해부학 용어들은 임상에

서 실제 의사소통과 질환에 대한 이해에 활용된다. 그러나 

해부학이 단순히 구조의 이름을 암기하는 학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몸안 구조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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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과 함께 모든 계통의 관련성과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공부 자세가 필요하다. 팔을 

굽히는 운동을 할 때 동작의 초기부터 종료까지의 위팔 및 

아래팔의 근육과 이를 지배하는 신경의 구성을 파악하고 각 

움직임의 연관성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과 각 근육명과 지배

신경의 명칭을 암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해부학을 공

부할 때 전문용어를 기본으로 관련된 앞·뒤 관계를 파악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체의 구조를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해부

학이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맨눈해부학은 몸의 각 

부위를 국소적으로 구분하고 그 부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

들을 한꺼번에 숙지할 수 있고, 계통별로 각 기관들이 수행

하는 기능들의 모임을 계통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

다. 앞에서 제시한 국소 및 계통해부학의 접근 방법은 각각

의 장·단점이 있지만, 맨눈해부학 이해와 구조적 접근에 따

라 인체 검사 시나 진보된 영상기술을 이용하기 쉽게 함으

로써 질병의 구조적인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04	 해부학	용어(용어의	표준)

해부학의 용어는 처음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377)가 명명했다는 설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

les, BC  384~322), 테오프라스투스(Theopbrastus, BC 

371~287)가 지었다는 설로 전해 오며, 1895년 독일 바젤의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것을 영국 버밍햄 학술대회에서 1993

년에 개정판을 거쳐 1995년 두 용어를 결합하여 재차 개정 

후 정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해부학용어정립

위원회에서 1978년부터 5회에 걸쳐 해부학 용어 개정 작업

으로 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 해부학자세(Anatomical position)

해부학자세는 구성하는 구조들의 위치와 맨눈으로 인체

해부학적 자르기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몸의 표준자세로 다

음 몇 가지 조건을 따른다(그림 1-1).

① 몸은 똑바로 선다.

②  발은 바닥에 편평하게 붙이고 양쪽 발 사이는 적절히 

벌린 상태에서 발가락은 앞을 향한다.

③  팔은 몸 옆으로 내리고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앞으로 향

하도록 한다.

④  얼굴은 앞을 향하며 눈확의 아래모서리가 바깥귓구멍

의 꼭대기와 동일한 수평면에 놓이게 한다.

이 자세는 인체의 부위와 구조를 명료하게 표시하고 다양

한 신체 부위의 위치와 동작까지 통일되게 기술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2) 해부학자세에서 인체를 구분하는 선과 면

인체의 내부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바탕이 해부학자세라

면, 각 구조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상으로 마련

한 3가지 기준면을 두고 각 구조의 위치를 구분하게 된다 

(그림 1-2).

(1) 시상면(Sagittal plane)

시상면은 가상의 면이 머리뼈의 시상봉합을 지나서 붙

인 명칭으로, 해부학자세에서 인체를 왼·오른쪽으로 나누

는 면으로 정의한다. 시상면 중에서 몸을 왼·오른 대칭으로 

정중앙에서 나누는 면을 정중면 또는 정중시상면(midsag-

ittal plane)이라고 한다.

(2)  이마면(Frontal plane) 또는 관상면(Coronal plane)

시상면과 수직인 면으로 인체를 앞·뒤로 나누는 가상의 

면을 이마면이라고 한다.

(3)  가로면(Transverse plane) 또는 수평면(Horizon-

tal plane) 

해부학자세에서 인체를 위·아래로 나누는 가상의 면으로 

가로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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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체의 방향, 위치 관련 용어(그림 1-3)

(1) 전체 신체에서의 위치 관련 용어

① 안쪽과 가쪽(medial and lateral)

② 속과 바깥(internal and external)

③ 얕은층과 깊은층(superficial and deep)

④ 머리쪽과 꼬리쪽(cranial and caudal)

⑤  배쪽과 등쪽(앞쪽과 뒤쪽)[ventral and dorsal(ante-

rior and posterior)]

⑥ 몸쪽과 먼쪽(proximal and distal)

(2) 개별 부위의 위치와 방향을 표현하는 용어

① 노쪽과 자쪽(radial and ulnar)

② 손바닥쪽과 손등쪽(palmar and dorsal)

③ 정강쪽과 종아리쪽(tibial and fibular)

④ 발바닥쪽과 발등쪽(plantar and dorsal)

4) 인체 움직임 관련 용어(그림 1-4)

(1) 굽힘과 폄(Flexion and Extension)

팔다리뼈대(appendicular skeleton)에서 하나의 관절을 

이루는 2개의 뼈 사이에서 관절이 이루는 각도가 점점 작

그림 1-1. 해부학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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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체의 해부학적 단면 관련 용어.

그림 1-3. 신체의 해부학적 방향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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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운동을 굽힘(flexion)이라고 하며 반대로 서로 멀

어지는 운동을 폄(extension)이라고 한다. 몸통뼈대(axial 

skeleton)의 경우 여러 관절이 같이 움직이며 해부학자세로

부터 각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굽힘(몸통굽힘)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의 동작을 폄(몸통폄)으로 정의한다.  

(2) 모음과 벌림(Adduction and Abduction)

일반적으로 2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멀어지는 것을 벌림

이라고 하며 한 지점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모음이라고 정의

한다. 인체에서는 해부학자세를 기준으로 중심축에 가까워

지는 운동은 모음(adduction), 반대로 멀어지는 운동을 벌

그림 1-4. 윤활관절의 운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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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abduction)으로 정의한다.

(3)  안쪽돌림과 가쪽돌림 

(Internal rotation and External rotation)

일반적으로 돌림(rotation)은 신체가 축을 중심으로 주위

를 도는 움직임이다. 해부학자세에서 축을 중심으로 안쪽으

로 도는 운동은 안쪽돌림(internal rotation), 바깥쪽으로 

도는 운동은 가쪽돌림(external rotation)으로 정의한다.

(4) 엎침과 뒤침(Pronation and Supination)

일반적으로 손바닥의 방향에 따라 정의되는 운동으로 인

체에서는 해부학자세를 기준으로 손바닥이 앞을 향하는 

운동을 뒤침(supination), 손등이 앞을 향한 운동을 엎침

(pronation)으로 정의한다.

(5) 휘돌림(Circumduction)

일반적으로 몸쪽 부착부위가 중쇠 역할을 하며 먼쪽 끝

이 돌림운동을 하는 것을 휘돌림(circumduction)이라고 

정의하며, 굽힘과 벌림, 폄과 모음, 안쪽돌림, 가쪽돌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6) 안쪽번짐과 가쪽번짐(Inversion and Eversion)

일반적으로 발바닥의 방향에 따라 정의되는 운동으로 인

체에서는 해부학자세를 기준으로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게 

하는 움직임을 안쪽번짐(inversion), 바깥쪽을 향하게 하는 

움직임을 가쪽번짐(eversion)이라고 정의한다.

(7)  발등굽힘과 발바닥굽힘 

(Dorsiflexion and Plantar flexion)

일반적으로 발등과 발바닥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발등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발등굽힘(dorsiflexion), 발을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발바닥굽힘(plantar flexion)이라고 정의

한다.

(8) 엄지손가락 움직임(Movements of thumb)

① 엄지손가락 굽힘(Flexion of thumb)

엄지손가락 첫마디의 바닥면이 새끼손가락의 끝마디와 가

깝도록 일어나는 운동으로 이 사이의 각도가 작아지는 경

우를 말한다.

② 엄지손가락 폄(Extension of thumb)

엄지손가락 첫마디의 바닥면이 새끼손가락의 끝마디에서 

멀어지도록 일어나는 운동으로 이 사이의 각도가 커지는 경

우를 말한다.

③ 엄지손가락 모음(Adduction of thumb)

손바닥쪽 엄지손가락의 첫째, 둘째 마디의 안쪽면이 둘째

손가락의 손허리뼈 가쪽면과 가까워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 

사이의 각이 작아지는 경우이다.

④ 엄지손가락 벌림(Abduction of thumb)

손바닥쪽 엄지손가락의 첫째, 둘째 마디의 안쪽면이 둘째

손가락의 손허리뼈 가쪽면과 멀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 사

이의 각이 커지는 경우이다.         

⑤ 맞섬(Opposition)

엄지손가락 첫마디의 바닥면이 나머지 손가락의 끝마디 

바닥면과 닿도록 하는 운동을 맞섬(opposition)이라고 정

의한다.

	 05	 몸안의	공간과	구성	

1) 몸안의 공간

인체의 내부에는 다양한 장기가 존재한다. 각 장기들은 

그들의 기능에 맞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며 인체는 기능

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여 각 장기들을 구분하며 독립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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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능하게 한다. 크게 신체를 앞과 뒤로 나누어 뒷면을 등

쪽몸안(dorsal cavity)이라 하고 앞면을 배쪽몸안(ventral 

cavity)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몸안을 다시 세분화하여 표

현한다.

(1) 등쪽몸안(Dorsal cavity)(그림 1-5)

① 머리안(Cranial cavity)

머리뼈들의 안쪽공간으로, 뇌와 뇌막이 존재하는 공간으

로서 아래로는 척주관과 연결되어 있다.

② 척주관(Vertebral cavity)

척주안에서 척주뼈 몸통의 뒷공간인 척주뼈구멍들로 구

성된 긴 관 모양의 공간으로 척수와 척수막이 존재하는 공

간이다.

(2) 배쪽몸안(Ventral cavity)(그림 1-5)

① 가슴안(Thoracic cavity)

가슴우리를 구성하는 뼈들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심

장, 기관, 식도, 허파, 큰 혈관 등과 그 막이 존재하는 공

간이다.

② 배안(Abdominal cavity)

배벽의 근육과 연부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인

체의 가장 큰 공간이다. 위, 간, 쓸개, 작은창자, 큰창자 등

의 소화장기 및 콩팥, 부신, 이자, 지라 등의 장기와 그들을 

싸고 있는 막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③ 골반안(Pelvic cavity)

골반뼈로 둘러싸인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공간으로 방광, 

남·녀의 내부생식기, 곧창자 등이 존재하고, 배안과 연결되

그림 1-5. 몸안과 주요한 내용물을 보여 주는 정중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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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골반뼈의 경계로 구분 짓는 공간이다.

2) 몸의 구성

(1) 몸의 구조적 단계

인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수준의 단계적 구성이 인체라는 

유기체를 만든다. 생물 구성 요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다. 인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구조적, 기능적 단

위인 세포(cell)에서 시작되어 조직(tissue)을 이루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모여 기관(organ)을 형성한다. 서로 상

호작용하여 하나의 목적으로 일하는 기관들의 집단이 계통

(system)을 이루고, 이러한 계통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

를 만든다(그림 1-6).

(2) 몸의 부분(그림 1-7)

3) 인체계통

몸의 기관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를 인체

계통(human body system)이라고 한다. 목적에 맞게 다양

한 계통으로 구분 지어 생각할 수 있다.

(1) 피부계통(Integumentary system)

인체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고 부속기관(털, 손·발톱, 

샘)과 함께 피부계통을 이룬다. 피부는 신체 외부의 지지와 

보호, 대사기능을 한다. 피부는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사

이에서 기능적으로 조절자의 역할을 한다.

그림 1-6. 인체의 구조적 구성 수준과 복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