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 N E W T O N 
( 3차원 공간회전 운동시스템 )

INDICATIONS
 척추 안정화 근육의 훈련

 심부 안정화 근육의 동시 수축

 척추다열근, 복횡근

 장요근, 요방형근

 흉 요근막 긴장력 증가

 근력 및 자세유지 능력 평가

 굴곡 및 신전 근력 평가

 근피로도 평가

 자세유지 능력분석

 감각-운동 시스템의 활성화

 고유수용성 감각기 자극

 반사적 근 수축 활성화

 평형 및 자세 안정성의 증가

 적응증

 급성요통 및 디스크 수술 직후 안정한 운동적용

 만성 요통 및 퇴행성 환자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 분리증

 측만증 및 자세 불균형

 스포츠 선수의 자세 평형 훈련

 자동화 운동 및 평가 시스템

 디지털 레이져의 변위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에 따른 맞춤 운동 프로토콜



3D space rotation exercise system

Using 360° Rotation and 0°~60° aslope
Exercise embodiment in 3 Dimensions 

Sense, a motor nerve revitalization exercise
essence proprioceptor stimulation

Unbalance, instability dissolution
Backbone depths muscle strengthening

intelligent  muscular strength
valuation system

Muti-direction muscular strength Test
muscular strength  valuation for individual 

customised exercise
Comparision between before and after exerc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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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0° Aslope control

0°- 360° Muti-rotation angle 

control 

3D Space exercise system 

and real-time valuation 
system to monitor muscle  

variation in body

Well fit protocol and Monitoring 
function with interface for users

Data results : Digital laser

muscle strength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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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 지는 visual 양방향 대화시스템 (2010년 보건신기술인증획득 제0034호 - 보건복지부)

3D 공간 회전 운동시스템의 우수성 (NEWTON 3.0)

 홖자와 기기와의 실시간 양방향 visual bio
feedback 기능, 객관적 치료효과, 정량적 치료효율.

 사용자위주의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맞춤형 프로
토콜 설정.

 개인별 맞춤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적
응증.

 수행자 자신의 위치확인으로 실시갂 코칭 기능 .

디지털 레이져 감시 시스템으로 객관적 데이터 수
집

 다 방향 근력 Test 결과 그래프 출력.

 바이오 피드백기능으로 운동 젂후 결과 비교 및
젂망예측

코칭 치료의 대화 창 코칭 치료의 감지센서 기능



3D 공간 회전 운동시스템의 공통기술

심부 근육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심부 근육의 약화나 불균형으로 척추 안정성을 소실.

고유수용성 감각기능의 저하로 재 위치감각의 불균형.

심부 근육을 발달시키는 효과 기젂

중력과 체중부하의 변화를 이용.

신체의 체위 별 변화에 의해 척추의 안정성을 유도

3D-공갂회젂 운동시스템은 360도 방위의 위치변홖을 유도하여, 일반적인 홖경에서 경험해보지 못

한 중력과 체중부하를 통하여, 뇌쪽에서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하던 stabilizer 근육 군들을 인지, 고유

수용성 감각기(신경근)의 촉진을 가져와 재홗을 촉진시켜 주는 신개념의 최첨단 재홗 장비입니다.



모델명 3D-CENTAUR 3D-NEWTON

구성

3D 공간회전기능

디스플레이 구성

환자감시

Bio Feedback

작동센서

기술

차별성

- 홖자 감시기능 부재

- 치료사의 주관적 데이터

- 주관적인 근력측정

- 3D공간회전기기의 일방적 적응훈련

- 트레이닝 결과의 객관적인 결과치 획득(감시기능)

- 측정센서의 데이터분석으로 향후 치료계획 예측

- 싞체 움직임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홖자 스스로

자세 교정훈련으로 유효성 치료의 확대

3D 공간회전운동치료기의 기술 비교

기기동작 위치 확인 창 구성 양방향 Bio Feedback 대화 창 구성

- 분해 능 0.1mm의 레이져(초음파) Dt측정센서

- 양방향 대화식 근 재교육 코칭 시스템

- 3D 항 중력 근 변화의 객관적 데이터

- Feedback 측정센서 없음

- 객관적인 데이터획득 불가

- 홖자상태가 아닌 기기의 동작확인







네비게이션 디스크 감압교정치료기
( 비수술적 3D디스크감압 및 전신운동적 교정치료기 KNX-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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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Supine 자세의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나지 않던 근 골격계 질환을 Standing     

- Position 촬영 검사기법으로 새로운 평가와 치료계획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 Navigation Disc Decompression system
디스크 감압 시 3차원적으로 적용되는 다 방향(X,Y,Z축) 견인력과 Target 디스크를 찾아
가서 감압하는 지능형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차세대 치료기의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Traction power = (Bed W+Body W/α) X sinθ +β

의 견인력에서 구동되는 골반 및 하지의 근 교정기능

2. 근 골격계 질환의 척추 및 골반, 하지부의 근육 교정기능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경미하게 견인하는 것이

디스크 치료에 효과적이다.”

- Dr J. Mill COX -

3. C-Spine Tx 모드에서의 ROM Cervical Decompression

0°, 5°, 10°, 15°Both & One side Lateral Bending control

Traction power=(Bed W+Body W/α) X sinθ +β



3.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허리 주위의 근육까지도 함께 고려 해야만 하는 이유

장요근이 긴장되어 요추부는 바닥에서 들려지며
요추부 근육의 긴장 유발되어 디스크의 압력 증가

장요근은 이완되어 요추부 근육의
편안함과 함께 디스크 내부 압력 감소됨자세에 따른 디스크 내부 압력 변화

급, 만성 동통 시 가장 편한 자세는 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자세이며. 요척추부 동통을 치료할 때는 굵
고 든든한 근육과 작으며 통증에 예민한 근육에 따른 긴장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물론 그 외의 척추부 동통에도 척추 심부근인 장요근까지 신장 치료해야 완전한 치료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 해야 합니다.

만일 장요근을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디스크 압력만 해결하려 한다면, 치료 후 기립과 동시에 또다시 단축
긴장되어져 있는 심부 근육으로 인하여, 척추(디스크)에 압력을 가하는 기전은 반복될 것 입니다.

참고문헌 1. Inufusa A, An HS,Lim TH, Hasagawa T, Haughton VM, Nowicki BH. Anatomic changes of the spinal canal
and intervertebral foramine associated with flexion-extension movement. Spine 1966; 21

2. Schnebel BE, Watkins RG, Dillin W. The role of spinal flexion and extension in changing nerve root  
compression  and disc herniations. Spine 1989; 14



(1) 굴곡근육 (Psoas Major,Miner Muscle, Quadriceps Femoris Muscle) 이상 증후군의 치료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굴곡근육들의 단축과, 이로 인한 길항근들의 약화를 초래하여 만성적인 척추질환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증후군인 척추후관절 증후군, 협착증 등에서는 근육치료와 자세교정은 필수 조건입니다.

좌식생활과 운동부족으로 대다수의

현대인은 만성적인 굴곡근육들이 단축

장요근(Illiopsoas M)및 대퇴굴곡근

(Quadriceps F M) 들의 단축 모식도

기존의 굴곡 근육 치료과정은

많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치

료의 성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
하였음 골반전위,단축된 굴근의 교정

기존에는 마땅한 치료법을 찾기 힘들었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