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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n objective method of strength measurement of 
muscles controlling the wrist joint in norma1 subjects. Forty subjects (20 ma1e, 20 

female) with a mean age of 22 years, were tested isokinetica11y at 60 0 /sec and 120 

。 /sec. Results were as follows, 1) Pe와( torque for wrist flexors, extens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or both speeds, but wrist ulnar deviator, radia1 deviator pe와‘ 
torques were not, 2) Mean va1ues for a11 musc1e groups controlling the wris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both speeds in the fema1e group, 3) All mean va1ues at both 
60 0 /sec and 120 0 /se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1es and fema1es, 
4)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wrist joint angle of movement at peak torque wer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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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1. 연구의 배경 

운동 치료(exercise therapy)는 근골격계의 

기능향상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신체 

적 운동이다. 운동 치료의 목적은 관절 구축을 

방지하고， 마비된 근육을 재교육， 협웅 운동 조 

절， 지구력 재형성하여 되도록이면 빨리 정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회복시키는 데 있다. 1967 

년 Thistle 둥은 새로운 개념의 저항운동인 풍 
속생 운동(isokinetic exercise)을 소개하고 임 

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저 항운동(resistive 

exercise)인 둥척 성 운동(isomeσic exercise)과 

둥장성 운동(isotonic exercise)과 함께 근력강 

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연구 보고하였 

다. 그 결과는 둥속성 운동을 실시한 군에서 

월둥한 근력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Delauteur와 그의 연구자들(1972)이 보고한 둥 

장성 운동과 퉁속성 운동의 비교에서도 그 효 

과는 둥속성 운동이 더 크다고 나타났다. 풍속 

성 운동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가. 근육야 발휘하는 힘에 따라 전 관절 자 

동 범위에 걸쳐서 저항이 조절되며 이에 따라 

최대 수축이 가능한 효율적인 운동이다(Thistle， 

1967). 

나. 사람의 능력과 안전한 범위내에서 운동 

을 하기에 스스로 운동량올 조절한다. 그러므 

로， 환자는 동통조절이 가능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운동올 할 수 있게 된다(Thistle， 1967). 
다. 속도조절에 의해 운동하는 동안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동적 (dynar피c)이고， 반복적 (reciprocal)언 저항 

운동 이 다(Moffroid， 1969). 
정상근력의 객관적 측정은 비정상적인 근력 

을 평가하고， 신체적 능력 저하를 인식하는 데 

가치 있는 표준 자료의 역 할을 한다(Thors

tensson, 1976). 이 러 한 필요에 발맞추어 여 러 
근육군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F외kel， 1978; Murray 둥， 1980; Stutzman과 

W피뻐ns， 1959; Williams 둥， 1965). 하지 만 손 
목관절에 대한 정상치 (normative data)를 연구 

한 문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Vanswe짧in

ger, 1983). 1952년， Clarke는 cable tensiometer 
를 사용하여 정상성인들의 손목관절 근력을 측 

정하였으나 일관된 결과를 볼 수 없었다고 보 

고하였다 Vanswe하ingen(1983)은 손목관절 

근력 측정이 재활 치료적인 면에서 엄상적인 

정보를 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손목관절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를 알 

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손목관절(wrist joint)에 재활 계획올 세 

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둥속성 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연구의 목적 

연구는 손목관철의 굴곡근(flexor) ， 신전근 

(extensor), 척측 편위근(띠nar deviator), 요측 
편위근(radial deviator)에 대한 평균 우력치 

(mean torque)와 토크의 각도를 측정 하여 정 상 

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평균 

우력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속도에 따라 

평균 우력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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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손목관절 가동범위 

그림 2. 실험자세 

II. 연구방법 

l. 용어의 정의 

가. 우력(torque):관절 운동에서와 같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물체를 

움직 일 수 있는 힘 (momentum of force). 

나. 펑균 우력치의 각도 (angle of mean 
torque):평 균 우력 치 가 나타나는 각도. 

다. U.B.x.T.(upper body exercise table):어 

깨， 팔꿈치， 손목， 발목 둥 여러 관절 형태를 

검사 또는 운동하는 데 환자의 자리를 정해주 

는 작용을 하는 장치. 

2.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연구 대상은 1993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 

지 연세대학교부속 신촌세브란스 재활병원 운 

동치료실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20대 자원자 40 1청 으로 남자 20명 , 여 자 2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아래 

와 같다. 

가. 상지의 모든 관절에서 병리 소견이나， 수 

술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 

나. 최근 6개월안에 약물 치료를 받은 경 력 

이 없는 자. 

다. 특별히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 지속적인 운동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3. 평가도구 및 실험방법 

손목관절의 굴독근， 신전근， 척측 편위근， 요 

측 편위근에 대한 우력의 측정은 타당도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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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도가 높은 둥속성 운동 기 구인 isokinetic 

r하1ab피tation and testing system1)을 이 용하였 

다. 

실험에 들어가기전에 대상자의 성별， 나이， 

체중， 신장， 우세지 (dominant extremities)를 기 

록한다. 손목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여 관절 

가동 범위 제한 여부를 확인한다(그림 1). 실험 

대상자가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실험 목 

적과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검사자가 직 

접 시범을 보여준다. 실험시 자세(그림 2)는 

Extremity Syst않1 User's Manu떠 (Cybex 

340)올 참고로 했다. 

가. 실험 준비 

1) 손목 굴곡， 신전(wrist flexion/ extension) 

가) 각속계 (dynamometer)를 앞으로 돌려 

0도에 맞춘다. 

나) Short Input Adapter를 각속계에 끼운 
다. 

다) Short Input Adapter에 손목 굴곡， 신 
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라) 실험자는 D.B.x.T.위에서 자세를 취한 

다. 

마) 실험자는 팔꿈치 관절을 90 。 굴곡시킨 

다. 

바) 전완의 안정성 (stability)을 기하기 위 

해 V-pad위 에서 벨크로로 고정한다. 

사) 각속계의 높이를 맞춘다. 

아) 손목관절 축과 각속계 축을 나란히 맞 

춘다. 

자) 70 。 와 80 。 사이에서 굴곡 자세 실험 

올 시작한다. 

2) 손목 요척측 편위근(wrist ulnar/radial 
deviation) 

가) 손목관절의 굴곡， 신전에서 다)와 자) 

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다) Short Input Adapter에 요척측 편위 

1) Mode1 No CYBEX340 A Division of Lumex Inc. 

손잡이를 설치한다. 

자)30. 척 측 편위 (띠nar deviation에서 실 

험을 시작한다. 

나. 실험 절차 

손목관절의 굴곡과 신전올 측정하고자 할 때 

는 전완을 회외 (supina디on)로， 요척측 편위시 

에는 전완올 회내 (pronation)자세로 해서 시행 

한다. 굴곡， 신전시 생길 수 있는 상완 두갈래 

근과 세갈래근의 영향올 최소화하기 위해 벨크 

로로 전완부위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아울러 

실험 대상자의 측정하지 않는 손으로 전완 근 

위부를 고정시킨다. 

검 사 속도는 30 • /sec, 60. /sec, 120. /sec, 

180. /sec의 예비 실험올 거쳐서 확실한 결과 

값올 볼 수 있는 60. /sec와 120. /sec로 정 했 

다. 손목관절 근육근을 무작위 순서로 해서 선 

태 된 근육근에서 60. /sec를 먼저 시 행 하고나 

서， 120. /sec로 넘어갔다. 속도를 무작위로 선 

택하지 못한 점은 기구 작동에 따르는 번거로 

운 작업과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이 

다. 속도에 따르는 각 실험 통작이 끝날때 마 

다 1분의 휴식 시갇을 갖었으며， 실험하는 근 

육근이 바뀔 때는 5분의 간격을 취했다. 실험 

할때는 근육근을 손목관절 굴곡， 신전올 한 범 

주로 요척측 편위를 다른 범주로 정하였지만， 

측정치는 따로 나오게 된다.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 대상자는 3번의 연습 기 

회를 가졌다. 

4. 분석방법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손목관절의 각 동작에 

서 나오는 우력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다. 각각의 생별에서 속도별로 나타나는 평균 

우력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짝비교 검정 

(paired t-test)을 이 용하였다. 그리 고， 각각의 

속도에서 성별로 나타나는 유의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군비교 검정 Gndependent t-tes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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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조사수(명) 나이(세) 체중(Jbs) 신장(cm) 

남 20 
여 20 

23.4 :t 2.59 
21.5 :t 1.03 

171.6 :t 6.37 
161.3 :t 3.38 

145.5 :t 13.16 
121.9 :t 11.71 

합계 40 22.45 :t 1.81 133.7 :t 12.43 166.4 :t 4.88 

표2. 남자의 평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단위 :ft-lbs 

60. /sec t-값 120. /sec 

관
 

굴
 

7.4 :t 1.63 
4.65 :t 1.99 

11.2 :t 1.98 
8.2 :t 1.98 

신전근 

척측 편위근 

요측 편위근 

6.15 :t 1.45 
3.8 :t 1.29 
10 :t 2.12 
6.95 :t 1.98 

@W 

@m 

%m 

mm 

3 

μ
 1 

l 

*p<0.05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3 ‘ 성별에 따르는 평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서 유의 수준을 p<O.05로 했다. 표4는 각속도 60 . /sec일때 남여의 측정값을 

m. 결과 

l.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에 참가한 총 40명의 평균 연령은 22.45세， 

평균 체중은 133.71bs, 그리고 평균 신장은 
166.4cm로 나타났다(표1). 

2. 각속도에 따르는 평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표2는 남자 대 상자에 대 한 60. /sec와 120 。

/sec애서의 손목관절 근육군의 평균 우력치이 

다. 이 경우， 요척측 편위근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표3은 여자 대상자에 대한 각속도에 대한 손 

목관절 근육군의 펑균 우력치이다. 여자의 경 

우 모든 동작에서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 

보여준다. 이 측정값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5는 각속도 120. /sec일 때 남여 측정 값의 

비교이다. 여기에서도 남여사이에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준다. 

4. 평균 우력치의 각도 

표6， 7은 각각 60. /sec와 120. /sec에 서 의 

평균 우력치가 나타나는 각도를 평균과 표준편 

차로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 음수는 방향을 나 

타내는 것이다. 

N. 고찰 

본 연구는 둥속성 운동기구를 이용한 손목관 

절의 근력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정상치를 제공 

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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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실시하였다. 동척성， 둥장성， 둥속성 

운동과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둥속성 운동 

이 모든 관절 각도에서 최고의 부하를 주면서 

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일 

표3. 여자의 명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단위: ft-lbs 

60' /sec 120' /sec t-값 

굴곡근 

신전근 

척측 편위근 

요측 편위근 

4.50 :t 0.88 
2.90 :t 0.97 
6.75 :t 0.85 
4.45 :t 0.76 

3.65 :t 1.35 
2.55 :t 0.94 
6.05 :t 0.83 
3.45 :t 0.69 

0.72 
1.92 
2.33 
1.82 

*p<0.05 

표4. 60' /sec의 각속도에서의 평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단위: ft-lbs 

남 여 t-값 

굴곡근 7.40 :t 1.64 
신전근 4.65 :t 1.99 
척측 면위근 11.2 :t 1.99 
요측 편위근 8.20 :t 1.99 

4.50 :t 0.89 
2.90 :t 0.97 
6.25 :t 0.85 
4.45 :t 0.75 

6.97* 
3.52* 
9.19* 
7.87* 

*p<O.05 

표5. 120' /sec의 각속도에서의 평균 우력치와 표준편차 단위: ft-lbs 

남 여 t-값 

굴곡근 

신전근 

척측 면위근 
요측편위근 

6.15 :t 1.44 
3.80 :t 1.29 
10.0 :t 2.12 
6.95 :t 1.99 

3.65 :t 1.35 
2.55 :t 0.95 
6.05 :t 0.83 
3.45 :t 0.69 

”h 
A 
4 

β
 

F
K니
 nJ 

?l 

?l 

*p < 0.05 

표6. 60' /sec의 각속도에서의 남녀 우력치의 각도 단위:도 

남 여 

굴곡근 -20.8 :t 72.3 -23.1 :t 22.2 
신전근 18.9 :t 16.2 16.0 :t 24.5 
척측 편위근 -10.7 :t 16.7 -12.0 :t 23.1 
요측 편위근 13.4 :t 16.9 11.9 土 19.4 

m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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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120 0 

/sec의 각속도에서의 남녀 우력치의 각도 단위:도 

남 여 

근
 근
 

이
껴
 이
껴
 

근
 근
 펀
 
편
 

곡
 전
 
측
 측
 

굴
 신
 척
 
요
 

-20.1 1: 15.7 
1.75 1: 26.2 

-8.15 1: 17.1 
0.05 1: 22.1 

-12.0 1: 25.3 
7.00 1: 28.6 

-4.15 1: 20.3 
3.55 1: 20.7 

뿐만 아니라 근력평가시 근육의 힘과 지구력 

및 관절 운동 각도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였다(Mofforoid 

둥， 1969). 

둥속성 운동 검사에서 근력은 우력으로 표시 

되는 데 우력은 축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는 지 

점까지에 거리와 가해지는 힘을 곱하여 산출 

(distance x force)한다<Delateur， 1972). Dun 

can( 1986 )은 둥속성 운동기 구를 이용한 무릎 

근력 측정시 중력이 측정값에 대해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 렛대 원리 때문에 

소관절보다 대관절에서의 중력이 미치는 영향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손목 관절 근력 측정시 중력의 영향을 배 

제하였다 Vanswearingen(1983)은 손목관절 

근력 측정시 평균 우력치가 굴곡근， 요측 편 

위근， 척측편위근， 신전근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값에서는 굴독근， 척 

측 편위근， 요측 편위근， 신전근순으로 나타났 

다. 둥속성 운동시 속도가 커질수록 우력치는 

감소하였다(Knapik 둥， 1983).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Goslin과 Charteris 

(1979)의 둥속성 운동기 구를 이 용한 무릅관절 

의 객관적 측정에서 남녀 우력치의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각각의 속도에서 

남녀의 우력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연구의 제한점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속도 결정을 위해 30 0 /sec, 60 0 /sec, 

120 0 /sec, 180 0 /sec로 예비실험 실시결과 30 

。 /sec와 180 o/sec 에서는 자료값을 측정 할 

수 없었다. 이는 손목관절이 소관절이므로 대 

관절에 비해 큰 수치값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추측된다. 

2. 실험시 발생되는 대리운동을 최소화 할 

수록 정확한 정상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Vansw얹rigen(1983)는 전 완이 회 내 자세 

에서 굴곡 신전의 평균 우력치가 회외된 자세 

보다 더크게 나옴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험 

시 전완의 위치가 근력 측정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본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 평균 우력치가 

손목관절 신전근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 

데 이는 실험자의 동기의식의 부족으로 결과값 

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5.실험시간의 비일관성과 중력의 영향 둥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건강한 20대 남녀 40명을 남녀 비율올 같게 

하여 우측 손목관절에 대하여 둥속성 운동기구 

인 Rehabilitation and Testing System (Model 

No. Cybex 340)을 사용하여 60 o/sec와 120 。

/sec의 각속도에서 퉁속성 근력을 명 가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자에 있어서 손목관절의 굴곡근과 신전 

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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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명 균 우력 치 는 각속도(60 • /sec, 120 。

/sec)에 따라 유의한 차이 (p<O.05)를 보였으나， 

요척측 편위근의 경우에서는 유의한 차이 

(p>O.05)가 없었다. 

2. 여자에 있어서 손목관절의 평균 우력치는 

각속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O.05). 

3. 각속도 60. /sec 에 있어서 손목관절의 

명균 우력치는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 다(p< 0.05). 

4. 각속도 120 • /sec에 있어서 손목관절의 

평균 우력치는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 다(p< 0.05). 

이상의 결과는 각속도와 성별이 손목관절 근 

력의 명균 우력치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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