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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Hand Rim Contact Orientation 

During ￦heelchair Propulsion: 흉 Litera 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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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호ong， Jin-yong. M.용.. P.T. 
Dept , φ，f Rehabili ta tiφn Science, Graduate School, 많egu University 

The purr뼈 e of this p3.뿜r is tβ provide the reader with a rsrtinent inf，φrmation and 
research tren써S φf biφmechanics in wheelchair prφpulsiφn， Btφmechanical studies f，φr 

wheelchair prφpulsiφn lYB.inly focus φn 뻐e mos t sui table prφpulsiφn põ!rf.φrmance and 
methods f，φr p: eventin홉 upper extremity injuries , Recent issues have cφncentrated φn 

wheelc뼈ir prφpulsion style and cycle mainly because φ，f the hi험1 p:e 빼lence of 
re põ!titive strain injuries in the upper e짧errsly such as shoulder impin뿔ment and 
car뼈1 tu nnel syndrφme ， Optimi려n홉 빼heelchair prφpulsiφn perform짧lces as ￦ell 잃 
medical ref보ctiφns are presented thrφu밟lout the review, Informatiφn φn the underlyin홉 
muscul，φskeletal mechanisms of wheelchair p:opulsion has been introduced throu릴1 a 
combination of data collection under e꼈뿜rimen없1 cφnditiφns and a mφre fundamental 
mathematical mφdellin흘 a짧roach ， Throu짧1 a synchrφnized analysis φf the movement 
pat뿔rn and muscular activity pat뾰Iα insi밟lt has been 홉ained in the wheelchair 
prφpulsion dynamics φ，f peφple ￦ith a differen t level φf disability (various level of 
phys ical acti떠ty and fu nctiφnal potential ), Throu홉h ma thematic al modellin훌 simulatiφn， 
an:l φF때뼈zaUφn (minimizin홉 injury a뼈 m앓dmizin흘 põ!rf，φrmance)， underlyin홉 musculo
skeletal mechanisms dur in홉 "Wheelchair prφpulsi，φn is investi홉ated ， 

K&y Words: Bi'φffi6ocbanics; M uscuk훤kElW않1 injury; Wl월El1cbaü ptcpu1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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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I.:I e .혀예“‘>1 " 9@ Jla 
K"UTPT \1아 , "‘ , .… 

’ 서를 
핀경오 • • ，톨시 .. 신엉째얘 등의 옹기호 

쩌g서에스. ‘요호 히는 강얘인구는 1속 

a으호 융기’ 고 잉디(영억엉 1997) 이i 강 

대인구 g ‘’L 혀수슨싱 견지를의 1피격인 
쳐.B.Jl*의 ’‘은 혀*슨싱 P지의 ‘의 기 
ζ，. 이육 연강λ 키 고 잉q(Cα" 등 "'" 
이흐 인’뼈 그i잉 앙의 iI .IB깅 흑 시외호 
의 잉여” 우요인 응져효 찌기.， 잉는이 

시.w용에 ‘씨인 적긍객인 잉여. 애'1여 섯 

씨효 이용엉의 ~보기 이’어져V이 기능~.， 

잉P셔" 응 l잊"' 
혀‘F손상으효 인안 ’꺼이'1 펀지i응 지 

신의 이용"'써애 전적ξ3ε 상지에 의존’" 

되는이 IS이no" 등 199 9) 이i의 대i’용응 
g서어. 이용8에 이용성‘ ~보히고 이다 

(Kathle en 응 ' 999 1 이처잉 이용& 써애 g 
져어. 강시강 사용잉으호써 적우슨상 펀지 

i은 상치 등&걱1의 운찌기 이기‘ ?닫성 

이 등q 

g져어. 이용만 이용영씨는 다튼 이용영 

에i보다 에이지 .. 이 낮기 때응에 g셰어 

•• 진 '1는 용인 근i걱 1 와 심호응1는 엉 

씨 띠호”애인대van ær wc:<.lde 퉁 "'" 그 
리" .‘어의 지유적인 추진응 견관. 쭈 
윈경 그리고 슨옥앙점의 안1적인 응용때연 

g호 인안 근띠호톨 누적시키고(Pentlalli.'<( 

T‘。 .ε，. ，양씨l 또안 상왼i의 상애. 내외 

진 건강i의 전안p:otracticn)과 거생elavatioo) 

• 잉으치1 핀다 상완 ... 01 내전 잉 내외선 
이 원 상태호 거상이 "" 싱얻i 장‘i앙잉 
으호 상지 관겉에 셰중，.이ν빼지세 띤다 

，，-이nlIl， 199이 이호 인η” “영g는 "1 

i온 상지 ~ 판겉의 회엠성 연외와 연， 조 

직의 장h껴g 응‘λ 치 는 앤인이 g어 tt.~ 

후긍ümPlI<'J'Itl'nt syrdrorm)율 잉으’ 1여 

(ROOinSOO, 1993), 또안 근육의 잉사용 

(-ιε)응 건1 톨흥율 ')> 히l는 ‘，.인? 앤 

인이 .- 등 19~) 이러안 신예 의 

피호싱띠는 g셰어 사용자i의 잉싱앵.을 

셰인~t.:il. 장기격으호는 를셰어 λ’용지i의 

g용§ 강소λ ,,. 되어 근i걱1 밍 성‘원 

1외 견연연 잉잉의 ‘영§ 흥기사 • ., 잉 

다(Bhambbanj 등 199]) 

띠리서 를셰어 추진에 잉에서 정깅인 기g 

의 션익~ 용연은 쩍수슨정 원자의 스포즈니 

운동에 잉어서 애딘히 중요인 역‘을 인다 

(빼 등 1999). iI빼 .진앙잉'1 지 

써 {<~앤!도 후진 스타잉 시용근육)에 띠~ 

근육의 w동피 역인걱 효을 그리고 .잉‘에 

잉응 xν 기 ~.영히고 잉으므호0‘- 등 

1992.: Valandewijck ξ 199t) 인ζ영익쩍 

‘§연에서 g셰어 추진의 용역익석 용강 근견 

도 간H석 생리걱 깐깐얘λl 그리고 *인 

의 효율성 퉁이 서호 ."인 상핀용 •• 이 

1서 효과걱인 추진을 ~ ‘; 잉1 연구B어 

이 인κf(Sræren 등 1996), 

g찌어 사용지，.이 용이 혹잉a인 생n 

영쩌”고 g셰어. 효율적인 이용*딩으g 
ιR용’1기 써애서는 기1적잉 역.적 i율성 

‘ i 흥기시키고 에이치 스오 •• 강소시키이 
상지의 슨상& 에앙“F 잉는 *잉 영씨잉 

깨‘、이 경요에여 (Parò'iale ， 1991; S에이 등 

1998) 슨상잉 에앙을 위안 익은역 연구(생리 

적 연구와 응용역인쩍 연구)기 혀띠잉이 w 
것이다 

이. 써애 이 논은은 g써어 *진시 g손 

강이 “P엮씨에 대안 은용역잉억 .성을 앙 

。명:호써 •• 어 사용지에i잉 t을혀인 g 
셰어 *선@ 흩기 혀잉이이 이킨안 ‘*휘써 
.성은 •• 어 *진 시 상지잉 은용엉 • •• 

1에 *신 시 근g흩뻐연!， t‘어 *진 속도 

영잉가 응용영해. 은g용이 O 씨는 영잉 그 

리고 g‘어 *진이 상지 근‘ •• 영연에 

이씨는 영양 흥은 g연은언. 톨얘 씨시아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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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국경{톨혀시l이외에 까i앤 까" 

KI\ IJTPT V이 i No , ~ ~DD1 

l 온를 

1 옹져어 추진 시 상지의 운동영얘 

" .셰어 추진주기의 구릉 

g셰어 추진 주기는 밀안적으호 추잉기 

，~， 야lase)와 외i‘ J l(rocovery ]llase)호 구 

!앤다 추진기‘ 정의앤 슨이 슨강0'와 

정‘. " 연서 잉& 생싱R에 내는 시기이이 
외i‘기는 비추진기호써 슨이 추진기의 새추 

진시각 지애호 되i아오는 시"이다'c>αw 

통 2ü 01 ) 

Correr (1 995 )는 g셰어 추진 시 “의 동각 

해띤. 크" ;기지의 구성융소호 구 .. 에 

영으여 그 내용응 다응과 ;,>q 구성R소 ] 

주관엉이 7P'J 농응 쩌치ot i-~간 상에에서 

g이 전 에탕으호 힘tN는 상해 구성융소 2 

슨이 슨강이와 처융 정‘tN는 상에 구성융소 

3 슨과 슨강이기 잉끼 융직이는 상에 구성 

g소 ‘ 슨이 슨강이‘ ’1프서 엄쳐농는 용~ 
(lIick) 상애 그리고 구성융소 5 주펀섣이 처 

응 시걱써야이기는 상씨호 되어 이다 

(그힘 " 그리고 。기r:plr( 1995)는 이i 구성 

g소i응 준비 JHr<ermatcr y ]llaseJ, 추싱" 

，.얘씨sion ]ll;잉.， 그리고 외i‘"“""‘" 
-，호 나누어서 정외에여다 준비기는 구 

성융소 j에서 2까지 추진기는 구성요소 2에 

서 ‘까지 그리고 외i‘기는 구성융소 ‘에서 

*에끼 .. 기 

5( ~ 1)))지의 구ζ‘i “’Lκj 
또안 αιw 퉁(때"응 g셰 어 추진주기‘ 

추진기와 외‘기호 나누어서 구릉. "었고 

(그영 zl, Sdιntz (1 9 99)는 슨강이 주'"πn 

，，".，와 외‘기호 나누었다 슨강이 주기는 

다시 주관섣의 각도 연외에 띠라 딩김기(p.lll 

,,". 주관정 각도 강소)와 추진 J](pJSh 

,,". 주관정 각도 흥기)호 세릉외에영디 

언새는 ‘“인적으호 g셰어 추진 주기는 추진 

기와 아" 호 크1 나누O써 사용. " 고 

있다 

타이밍 대앤우에는 전추진 시ζm 

cyde tiræ) 추진기 시간(PT; pJSh tiræ) 외 

i‘기 시간(RT; rec。、딩ry lirrε)퉁이 있다 

(D3.llræijer 통 ]잉}3; Ne wsam 퉁 199 9) 
추진기 사에 이써 정의는 연구에는 % 

에 띠입 약간셋 이프1 정외에고 이다 영사 

기톨 이용안 연구자i응 추진기 시간을 슨이 

슨강이와 정‘에는 구앤리끄 에영고 (Wang 

퉁 19'36 ) 다튼 연구Z에응 슨의 잉& 슨강 

이에 적용시키는 구，，-101라고 에영디어ssat。 

등 1993) 이처영 서호 디~ ~J엄~ 연구에 

띠'" 의 DIJI “잉길 ιF 잉으으호 연구깅과‘ 
애석‘ 떼 주의‘ 애이안다 
추진유도의 흥기는 전4진 시간. 언치에 

1 강소시킨다 이는 주호 추진기 시긴}이 강 
소되기 때운에 잉어냥다 유도기 흥기에 의안 

추진기 시간의 강소는 추진 각도(PA; pJSh 

.. 끼 

그링 ... 셰어 추진 시 % 용직뼈린 5기지(Col+' [ ， 19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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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링 ~. ii 't어 추진주기(Chow 릉 ι이'" 

m양 )의 .애써는 영힘& 미치지 않는다 

이‘ 쩌애 아튼 근우 ‘§ 유도기 이기되고 또 

안 에L씨 소비의 흥기기 밀어나1 판다 이 

오， ~응 m릉 유도의 추진응 비효율적인 잉 

의 적용이 밀어나Jt tl에 역인적 효율. ’‘ 

어뜨리1 안q(V.때rιje-..i j<:k 통 '"‘ 
Voo.εr 퉁 1992) 

H 의 정사를 기진 트이드‘에서 추진시 

Vooger 통(1 9 6'3)응 용밑 유도에서 트이드‘ 

정λ끼 커지연 선추진 시간과 외i‘기 시간이 

이 강아징& ‘켠에영다 인연 추진기 시간응 

연잉씨 없다 Van1anæ-..iκk 퉁(1 !l95 )응 ); 
~6%의 다양안 정시도의 g셰어 추진 심영 

에서 Vooger 통 (1æ9)과 길응 깅;다.~인에 

영다 g셰 어 사용자의 추진 시 기능적 강새 

잊응 추진 시 정사도와 유도의 연아에 띠튼 

적웅전잉 했찌ctl str總야 영힘& 주지 

않。1는에 이는 사지이비의 추진기‘과 상지 

이비의 추진기iι 꾀 hιj‘J 동 ''''' 상쩌/ 
8써헤* 정추슨상치의 추진71.(Vanlan:Iev이lkk 

피 lli', ι' 00이서 증염되고 있다 
다양안 외적 판정에서오 g셰어 사용자는 

추진기 시간'"셰어 추진싹에 대 " 에 슨 정 

‘과 슨얘기 씨에서 슨과 슨강이의 각도연 

쩌)의 크기g 연~애서 추진에허고 에지 않 

앙다 추진기 시간응 밑정 " " 음지되나 유 

도와 정λ}가 흥기잉으호써 추진기 시간이 약 

간 앙쪽으호 이용에는 것이 보이고 이다 

(Veeεεr 용 læ9; D3.llπ，~) 용 19'3 8) 
g셰어 사용자의 기능적 강새익응 슨강이 

에서의 추진 각도의 쩌치에 의애 경정띤다 

시지이비자의 슨쩌치는 에지이HI7 에 비애 

g셰어 ‘§의 우직에서 약간 익에 쩌치 tl:끄 있 
q(C 꾀 hιj‘J 퉁 19æ) 정추슨상자 중 고쩌 

이% 에쩌뼈에는 .‘각도에서의 시이 

는 응새에지 않。j q(V anlande-..i jck 동 w oo , 

V.찌an:te-..ijck 통".μ)응 종종 우흥 주 

기(어))πe reriod)라고 .리어지는 외i‘기 

시간응 유도기 증?때도 연t시없이 그애호 음 

지띤다고 에영다 유도기 증71tl이라도 정영 

있는 g셰어 사용자는 자잉의 추진스타밑& 

"，"지 앙끄 지잉의 추진기“i 판정 :iI ';[Jt 

적용시킨다 그낀나 융직잉의 크기는 흥기판 
다 즉 추진유도기 증?에연 슨강이에 효과 

적으호 잉& 선W'，기 쩌애 상지의 ~ ;t-ìil 
외 유도는 흥기" " 딩다 그해서 흥기판 •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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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링 ~. ii 't어 추진주기(Chow 릉 ι이'" 

M"" 의 .애써는 영힘& 미치지 잉는다 

이g 쩌애 !‘튼 근ιp ‘’ “도기 이기되고 또 

안 에L써 소비의 흥기기 밀어나1 딩다 이 

와 같응 m릉 유도의 추진응 비효율적인 잉 

의 적용이 잉어나Jt tl에 역인적 효율. ‘ 

어뜨리1 안q(Vanlande、νlij<:k 퉁 ]엄‘ 

v.，εr 퉁 1992) 

H 의 정사를 기진 트이드‘에서 추진시 

Væger 통(1 989)응 용‘ 유도에서 트이드‘ 

정λp) 커지연 선추진 시간피 외‘기 시긴써 

이 강아징& ‘켠에었다 안연 추진기 시간응 

연잉씨 없다 Vanhmæwij<:k 퉁(1!l% )응 , ; 
~6%의 다양안 정시도의 g셰어 추진 실영 

에서 Vooger 퉁 (j!J3 9)과 강응 깅과‘ ~인에 

영다 g셰 어 사용자의 추진 시 기능적 강새 

‘!응 추진 시 정사도와 유도의 연아에 띠F 

적웅전잉 -ι.tioo s’ rategy f:iI 영힘& 주지 
잉。1는에 이는 사지이비의 추진기‘과 상지 

이비의 추진기‘ Dallræijeι 등 ]아.， 상쩌/ 

8써i“ 정추슨 상치의 추진JI.(Van때-.:Jev.n'j<;k 

과 D3.1y, 2lJ OO ) "I서 증염되고 있다 

다양안 외적 판정에서도 g셰어 사용자는 

추진기 시간(월찌어 추진 • • 대8에 슨 정 

i얘 슨떼기 씨에서 슨과 슨강이의 각도연 

쩌)의 크기‘ 연~애서 추진에견고 에지 잉 

았다 추진기 시간응 ‘“정에1 음지되니 유 

도와 정λp) 흥기잉으호써 추진기 시간이 약 

간 잉쪽으호 이용" 는 것이 보이고 이다 

(Veeεεr 용 1!J3 9; D3.ll"..,ij3r 동 19'3 8) 
g셰어 사용자의 기능적 강새잊응 슨강이 

에서의 추진 각도의 쩌치에 의애 강정핀다 

시지이비자의 슨쩌치는 에지이HI7 에 비" 

g셰어 ‘§의 ιF직에서 약간 익에 쩌치 tl:끄 있 
q(C 꾀 lræijer 퉁 19 !J3 J 정4슨상자 중 고쩌 
뼈피 에쩌%에는 .‘각도에서의 시이 

는 응새에지 ~~q(Vanlandewij<:k 등 w oo , 

Vanlandewij<:k 퉁"뼈)응 종종 ιF동 주 

기(어))πe reriod)라고 ‘리어지는 외i‘기 

시간응 유도기 증?빼도 연ι끼없이 그애호 음 

지g다고 에였다 유도기 증7ft)더라도 정영 

있는 g셰어 사용자는 자S의 추진스타잉& 

"，"지 앙끄 지잉의 추진기“i 핀정 >t ';[Jt 

적용시킨다 그낀나 융직잉의 크기는 흥기판 
다 즉 추진유도기 증써}연 슨강이에 효과 

적으호 잉& 선W'，기 쩌애 상지의 -èj ;t -ìil 
의 유도는 흥기에1 딩다 그해서 흥기판 •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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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유각기(t.ζkward arms‘ing)는 슨잉1이와 

엉혹”기 전 손에 강안 기속도톨 추게딩다 

이는 외‘기 아지익( .톨에서 '1용 인작용의 

강칙을 이용하여 추진기에 용 디 앙은 힘을 

찌용8’기 위압이다 v，마andewiκk 등u염‘) 

은 외‘기흩인 손의 연위는 깅응 .익(JXlYÆI 
。utput)상대예서 ;도기 ， .，에서 Z.2Z rriæc 

호 용기ν 떼 ZO% 이상 웅기인디고 "였다 
기*잉 *강 엉스엉괴 손 영측을 휘인 중" 

는 은g용의 흥기를 야기얀다 를과혀으토” 

이러인 길'"는 에너지 소에톨 용기시키고‘ 역 
여쩍 효를흩 g어뜨리게 왼다 

*진기 흩민의 상지 흩칙은 당인사‘ 사건 

(dosed ch펴n event)이라고 ‘ 수 잉다 

(Newsam 등‘ l명9) 그애서 *진기의 상지 
응용의 경호능 g셰어외 시용지의 정‘에 의 

해 추호 g정핑디(Bod αarc:yk외 Sandersoι 

19밍) 욕， 슨‘@↑외 길이 띠라서 융찍이므토 

오든 싱힘대강;q긴잉 유잉안 싸이는 ’‘견g 
지 않는 .징율기진다 

。101 ~뼈 외ν1는 엄틴시g 사건(OJ:8 ß 

chaln ewnt )이라고 ε떠I(Newsam 용， 1999) 
추진기외 g리 외.기 용E에는 슨이 바위와 

정‘~ ')지 앙는다 그해서 상지기 8뻐에 

의빼서 ε빼. 양지 않고 잉어 잉연ζ~ 신 

퇴도는 더용 커지 게 핑디(fu。 등， ，잊.) 

외‘기는 손의 용칙임이 슨잉10)에 잉안 영 

양@ 쩍게 강으브를 다양안 영비잉 은흩뼈연 

흩 보여주고 있다 S<I"". 등(1999)은 외‘ 
기의 응용해연흩 3기지토 구톨')잉는<1， 슨용 

~의 오잉어 띠버 잉은흩ωIαlar rmvemmt). 

인영운용(semkircular lllO'YelTl'ßtl. 그리고 엉 
표운동(pumpn.g m:>verænt )으호 니누엉디 

(S.~용rson， 1985). Sar양rson 등(1985)은 이 

중 횡응용 스타잉이 다튿 기g용다 우션안다 

고 주~~고ι SWrnrl> 등u영"은 ?영의 칙 
수슨정치에서 u에서 zz rrJ~토 속도가 증 
기‘ 예 외‘기 응용해연의 쳐이는 g다고 

했다 그러에 외아기 은용해린피 역인적 t 

23 

흩간의 원져에 애안 영흑인 과학적 경톨은 

이끽 내려잔 것이 ~Q(Rudins 등 199'7). 

2) 견관정 운동악 

손상와 관힌원 생져억악적 O(얘 를 위’K 톨 

세흰 외적 핀경8에서 톨쳐어 추진시 각 원 

엉의 응용~，에 대인 정'i안 개녕은 인듯이 

엄"')다 원겉 응동익삐 애인! 이애는 잉” 모 
엔E 그리고 응용'(motion)이 굿쇼좌표JI(]oca1 

c∞rdinate system에 의애 섬영월 떼 기능” 

디{BoniJ녕" 응， 1991), Boo inger 등{I 99B)은 

'fl.억적 요쇼와 관연있는 굿소징요1에서 
g에어 *씬 시의 강 판엉의 은동융 섬영') 

기 위해 엄g인1 .. 익쩍 논리톨 소깨')였다 

그낀나t 에.!l'의 연구지i은 g찌어 추진과 

원연핑 생쩌억<t~ 설영')기 위빼 구영죄g 

JI (globe! <<Þ<<이nate syste찌- 이용’뼈 성 

영”고 있다{Vanlanæ얘，lck， 1994; Newsam 
응‘ 1999)，(그엉 3) 이러인 구영경표끼는 운 
용힌 연 .. - ‘§정 8Je에 이용되는 기얻적인 
수악쩍 요소기 성영되지 앙고 잉디 그애λt 

이톨 연구률을 서호 비，，.)능 것은 인1기 

흔셰안디 이i 지E예 의인 추기 시간과 기 

흩엄위에 원안 ;q".에서 ~') 그엉다 

- ‘ -

그형 3 구~ "ll꺼(N세wnm -:-. 1999) 



˚ ˚

˚ ˚

˚ ˚

˚



낀국경{톨혀시l이외에 까i앤 까" 

K I\ IJTPT V이 i No, ~ ~DD1 

기의 슨옥씨는 추진기의 이지악용인 신전 

에서 i은으호 H연쩌에서 적i연쩌호 그 

리고 외외에서 외애호 연" " 판다(NeW3am 

퉁 19 9'3) 

추진흥안 슨강이‘ 띠라 웅직이으호 른 연 

쩌없이 융직이는 추진기에서도 최애에 추진 

동인 슨옥 최얘 각도는 언치안 시이기 은새 

에였다(Booinger 등 19 !ß; Veeger 퉁 ''''' 
Booinger 퉁(1!l'37 )에 외에연 신선(뻐갱도) 

.:i1} .a i-연쩌(2ü ~25도)의 최대값응 서호 비슛 

에여다 그긴니 슨혹의 최얘 .은강응 시이 

기 적었으여 직i연써강응 시이기 심셋다 

g셰어 추진시 인i‘적인 흥각으호 인안 슨옥 

슨상 핑인& 유영에기 쩌애서 언새는 

Booinger 통(1 997)과 Veeger 통 (19æ)의 연 

구팅양적 정근이 사용되고 이다 추진 % 
에 띠튼 슨상의 ‘엄 유영에기 쩌 면 

에서는 슨상 역인과 응덤§에 관안 사힘이 

잉써 포잉되 거 이 안다 또안 enclosι、g gn]: 과 

∞ntact @:i01( 길응 강는 임강 ，coιw 통 

w이)과 선임추진 또는 .잉추진 임강에 띠튼 

시에c，써 릉 ''''이 애애서도 관싱& 기 

져이 ‘ 것이다 

2 를져어 추진 시 근흥동 i얘현 
g셰어 추진흥안의 근~용 때띤에 예안 연 

구는 지긍까지 ‘리 이’지지 않앙다 g셰어 

추진. 쩌안 잉의 ’‘낌시 근육의 역 1，':피 g 
셰어 추진 시긴씨 띠튼 서호 다튼 근육의 역 

“' "기 쩌애 i연 근선도와 3치앤 흥~;t 
약& 경잉"에 연구‘ 애용다 (Vooger 통 

19æ) 

MJlroy 통 (1 9'36)응 g셰어 추진 시 견. 
근육기능의 2기지 응용각용& 흥멍에에다 추 

진기 응용각용응 견관섣의 응은(상각근 선. 

성응 애용근l 외외선(극상근 굿에근) 그러 

고 견깅i 선인(선거근) 근육i에 외에 샅영 

핀다 안얘호 외i‘기 공동각용응 견관정 신선 

(상ζ)근 .. 성음) 외선 (상ζ)근 중.성응 극 

상근) 이뼈젠견깅8딩) 그리고 전 •• 인 

(송오근 중.성음) 퉁이 우세안 기능& 나타 

낸다 추진기 근육i응 또안 외iν'"도 ~용 

‘i- tN는'. 이는 ’‘의 ~~J셋선(t:ock swing) 

‘ i 강유시키기 쩌애 그리고 슨강"，" 강안 
잉‘i 주기 쩌애 슨흥~i- 준비에는 ~용(슨 

의 유도‘ 흥기시키기 쩌애 ，. 안다 

추진기 동안 상지의 근을i의 주R안 역‘ 

응 슨강。'" 추진 “ ‘ i 안i어 선g씨는 것이 
%。 통 ]엠) 슨쐐 M적인 추진익 

‘ i 셰응에기 쩌애 서는 슨강이의 인*이 선 

두연 상에서 외선빵으호 오언트기 생성되 

어이 안다 애용근응 인대 잉힘의 내전임힘으 

호의 잉‘i 생 성"이 또안 추진& 에기 쩌애 

상Bi-i- 앙으호 나이기1 ε띠 애용근의 g 
용이 추진기 용인 얀되는 한i- ~o~에지 

3는'. 이는 상액이 신선판 .‘씨에서 

는 i 은。] 되지 않'1 때응이Q(MJlroy 퉁 

19'36) 상각근 선.성유는 견싹 시염상에 

서 상대적으호 선엠 쩌치에기 때온， .은 

얀 추진익에 도웅. 준다Ih에 통 1992; 

에S 등 1994) 이i 두 근육의 최얘g흥응 

슨이 슨강이 "시 잉힘애 도g‘ 떼인 초기 

추진기 용안‘영안다 
추진기의 근육i응 추진기 ~'!!에서 외‘ 

기 근육i의 g흥이 시각과 동시에 중지되기 

시각안다 이 시기에 슨응 슨강이의 "시 잉 
염 녕어서고 상판i응 i은과 외외선 응용 

이 강소에기 시각안다(씨'" 퉁 ,,., 슨 
이 슨강이에서 슨& 에기 시각안 • 경원 

의 i은과 외외선 운용응 추진 이의 ‘α 

끼지 지유판qlRoo 퉁 1995) 이 사정에서 

전섣의 응용 잉잉!Ol HI써1 판다 상각근 

.. 성응는 처응에는 견펀섣의 응은& 정시 

i이기 쩌애 핑심성 ιF‘;.j- tl다Jl， tiI셰어 

추진 시작지애호 상지‘ 선핀시키기 쩌애 구 

싱성 ιF“i- tlJt 판 QIιiÚlroy 퉁 1996) 

상완이두근응 견관"에 ~용에기보다는 추 

진 시 주호 주관"' 관 1 ‘ tl:끄 있다 주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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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용각응 추진기의 중간에서 정시 주 

견같 신전용각으호 선핀되어 진다(&0 통 

19 95 ) 또안 상완이두근응 추진기에 사용되는 

근을i보다 언저 근선도 g용이 정지되는'. 

얘깨 슨강이 "시 잉힘& 지나기 전까지 g 
동 i- t lJt 띤다 이긴안 상완이두근의 i은용 
각응 추진 주기의 초기에 추진 .. ’‘낌시키 
는 핑동익이 딩다(ν1J1roy 통 1996) 

이와 이찬기지호 상왼상두근응 주관섣 신 

전용각이 슨강。'" 추진 “ ‘ i 셰공‘ 떼'" 
g동에기 시각안다 Vooger 퉁09'31)응 상왼 

상두근도 견관섣보다 주견해 주호 옹에‘ 

에고 있다고 에영다 상완상두근의 근선도 싱 

호는 주원엉이 신전 "ðVI 시각에연 이 나타나 

이 g흥응 외i‘기의 초기까지 지유띤다 
추진기와 야기용안 외 잉 건깨 (rotator 

cuff) 근육i 중 안꺼 이상응 언치안 g흥& 

보여주고 있Q(M.llroy 통 19'36), tl지O써지 

* 대상으호 안 Mulroy 퉁이，%，의 연구서에서 

외신건깨 중외 에나인 극상근응 추진?에서 

근g용이 최애에 도W'예 외‘기의 O씨익 

.릉에서 각용& 안다고 에였다 즉 극상근 

응 추진기에서는 외외선 근육으호 외i‘기에 

서는 외선 근육으호 각용& 에고 있다 

，v때8llæ"，^κk 퉁 ，~이 또안 M.lIroy 퉁 

(1 996)응 근피호호 인애 극상근의 근g동이 

강소되연 상각근의 우싹이 커져서 앙상.i

두‘ 상잉으호 ~주시켜 견룰에 공간& 잉소 

" " 낸1 ’L띠 
g셰어 추진흥안 상지근육의 ~흥응 ιF흥 

적 최얘ιF‘§강도의 ‘ 0 얘야‘ 정도의 최얘강 
도. 보여주어으니 얘셰적으호 영g 최얘강 

도는 ZO~35% 정도의 보톰 강도‘ 나티얘었 

다(M.llroy 퉁 1996), 이긴안 근선도 우‘’강 

도는 상지. 이용안 옥내이용이나 셰쩌연 정 

에서의 강도보다는 약간 낮1 나용Q(Reye s 

통 19 95 ), M::n여(1 9 85 )는 인i‘적인 근ιF‘’의 

인도" 흥기" " 되연 긍지구익이 강소" " 
딩다끄 8냉다 그리고 Rodgers 통 (1 994)응 

g셰 어 추진용안 슨강이에 기애지는 추진! 

의 흥기와 근육의 지유적인 ~용응 근피호 • 

• " 흥기시키는 원인이 띤다고 에영다 

3 혈져어 추진 속도연와가 운동영해와 
근흥동에 이치는 영항 

e""오} Bruooker (1 984)는 g셰 어 추진& 

‘고 딩기기 동 작(pJll-pJSh actioof이라고 

요사에영다 이는 주견섣의 응용에턴에 중정 

‘ i 두고 잉안 것이다 ’~;애의 연구i응 슨강 

이의 유도에 관-" tN는 주관섣의 응용해띤에 

주호 관심& 기지고 있다 

v，찌"'"、ν"" 퉁11앵)응 1.11 r매~ 
1.67 r매~ 그리고 z.n r매~의 3기지 서호 

에 유도호 추진& 에에 씩의 유도에 띠 

튼 응용해힌& 연구에였다 느인 유도(1， 11 

이.，야서의 주펀성의 옹은피 신선응 거의 

용‘“안 시간비.호 융직이l 유도기 *리지 
연(ZJ2 m잊d 주펀섣의 응은과 신선의 전원 

응 추진기의 ，;;에서 밀어나1 딩다 

느인 유도 또는 높응 치잉)이 ~용에는 정 

우에는 선선 에 슨강이와 슨이 성1얘 판선 

안 추진 흥즈tO] 기긍애 인연 1튼 얀에 

서는 신세 의 각 !섭의 유도기 *려지기 때 

응에 추진기 동안 슨응 슨양10 핀전에 정 

‘8씨 추진에기보q는 슨강이‘ 치는 것과 

강응 용 "，I(strcke)으 호 .‘" 겨 .진i- t lJt 
판디yY，찌<llrllwij; k 퉁 1994) 

유도기 *히지연 슨강씨와 정‘tN는 시정 

에서의 견관엉 외전각도는 정경 커지1 판다 

이긴안 경피는 흥~;t석에 의안 지E에 의애 

서 응추‘ 우 있지인 이힌 용각에 λ냉되는 

근육i의 g용싱호‘ 근선도호 !석. " 에 
응추~ 우 이다 시상연에서 견관섣응 추진기 

용안 추진각헤 약 m도호 음지에연이 융직 

인다 이힌 용즈!에서의 주용근응 싱각근 선. 

성응와 대용근이 각용& 에고 이q(Ve eger 

퉁 19'3 1) 

견관섣의 관섣기동영쩌는 g셰어 추진유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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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흥기에더라도 크1 연에지 않으니 ~. 

유도에서 견견섣의 i은응 추진기 초?에서 

언저" " 이 커'" 띤다 또안 셰간응 선임 
응은상에‘ 지유" " 되는예 이는 상. 세간 
의 우1와 세간의 선임 기유 .. 이용에기 

쩌잉씨다"ε마e" 퉁 ]영CI 
추진유도기 흥기되연 능슷안 g셰어 사용 

자는 지잉의 추진 스티ι& 비"지 3고 외 
i‘기 용안의 응용i맨의 강도어πιlitude). 

증?씨인 q(Var어n: ... ",j<:k 통 1994) 그리고 

슨의 웅직잉. ，원1 에는 것과 % 신이 

각 %의 기‘응 아'1 "씨앤서 g셰어 

추진 주용근"상각근 선.성응 애용근)의 

농응 근~흥. 톰애이 이1어진다 샤용자i 

응 유도기 흥기에연 전세 추진주기시간 중에 

서 외i‘기 시간& 밑정 " " 에기 쩌애 상지 

.암음각J](oocb<ιard ar lll3‘."에의 유도. 

흥?씨키1 ‘~q(Sræren 등 19'36) 

c" 깅'"α 퉁 (1 %5)응 근~용에서 역였으 

호 효율& 얻기 쩌애서는 근육의 g‘"구심 

성 ιF‘"보다 신장(원심성 우 ‘’)이 이 효~적 

이라끄 에영다 이것응 g셰어 사용Z에 1 외 
i‘기 이지인 .용에서 능흥적 싱장기“i 이 

용8에 추진i- tN는 것이 보다 .피적밑 ιF 

있응. ν애 준다 외i‘기의 이지익에서 상지 

.잉음각7171 흥기에연[ 애용근피 상각근 선 

.성음기 신장삭용‘"이 핀다 이긴안 신장 
각용의 강아는 근~용의 역인적 효율& 증대 

시켜 추진“‘i 강잉~ 우 이1 안다(Sj::Q8j:>꺼 

퉁 1996) 

‘ 용져어 추진이 상지 근공격1 영연에 

이치는영향 

g셰어 사용자는 지싱의 옥외이용과 옥내 

이용. "기 쩌애 전적으효 자싱의 상지인& 

이용" " 되으호 이때 R구되는 신세적 근~ 

흥과 ~，이용응 견. 톰흥의 농응 ‘”엠.피 

‘정안 핀앤‘p씨1 딩이어"=와 ""= 
1994) 잉e 통 0，양)응 시지뼈)의 ‘ 6% 이 상 

그러고 써이비. 기진 사양의 %% 이상에 
서 인성 영흥 kk“이lic inflamrætioo J, 충i흥 
.긍 통과 같응 견. 톰흥 •• 징적으호 기 
지고 있다고 에영다 이중 g셰어 추진으호 

인애 경. 릉흥. 음’‘시키는 기장 밑'!!~인 
것 중 에나호 용i흥.긍‘ •• 우기 있다 
(이enik， 1995) 

g셰어 추진 시 상지의 인.응용 해힌응 
상왼i이 상예적으호 내외선되는 견깅i의 

전인~ 거생 elevatiool j- ‘“으키1 띤다 충 

i흥.긍응 주호 상액이 내전 잉 내외선이 

흰 상애호 거상. 잉으호써 그리고 상판i 

장4암잉으호의 세중." 호 인애 상왼i두기 

상임으호 이용8써 올이지1 딩 견톰" 공간 

(인uoo.orcmial s j:OCe) 내에서 외 성건깨의 연. 

조직~ 견톰。] 서호 충i잉으호써 얀" " 

핀대Burr이.m 퉁 19'3 3) 

이긴안 충i흥.긍의 원인응 g셰어외 과 

사용 야기 용안 견관.의 내외선으호 인안 

상왼i 대응.~ 견톰 선연~의 용i 그리고 

추진 시 상지에 ?빼지는 장‘;암힘으호의 세 

중.에기 주요안 ‘;영 쩌영R민risk loctcr) 
으호 ~，용 i- tl:끄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견. 주쩌의 근육의 용긍영(nuscle imt에=，' 

에 의애서도 충i흥.긍이 ‘영에고 있다고 

‘m고 있다(。ε，，" 퉁 1995) 

추진기와 외i‘기 용안 기장 중R'이 다1 
어져이 ~ 근육i 중의 " 나기 외신건깨와 

대용근이qlRoo 퉁 1% 씨II~ 통 1996) 

외신건깨와 애용근응 g셰어 추진 시 상잉으 

호 기애지는 ." 호'" 견관n 보호"고 

있다 추진기 용안 상왼i에 기애지는 세중. 

8임 인각용의 잉응 견견n 기호길긴 선g 

되는이 이 인작용의 잉에 의안 상Bi-의 상 

"'‘이용응 애용근의 내전 용즈i에 의애 이 상에 

되어 역셰띤다(M.llroy 통 ]엄" 

인익 애용근의 근피호호 인애 기능적 각용 

& 에지 옷~ 정우 상완“i 상탕으호 강이 

당기는 각용‘i- tN는 상각근의 기능응 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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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기에예 상완i이 샘프 이용에에 충i 

의 쩌영응 이용 흥기" " 행@ω=m 퉁 

1993) 또안 외i‘기에 상왼i응 내외전. " 
1 되는에 이긴안 내외선응 상섣i의 예경정 
이 견용의 전연.4 충 .. 밑으잉 ιF 있다 
(News8lll 퉁 199 9) 이호 인8에 견용에 공 

간의 잉식이 ‘영8이 되어 충i흥.긍의 ‘ 
생쩌영& 이용 가중시키1 딩q(h“y， 19뼈) 

Curtis 통，，~엄)응 견 ... 근육i의 근잊 

약~호 인안 견. 선.근육i의 g‘§이 용i 

흥~;?.:i1J- :，，;응 견# 릉흥& 응‘* ιF 이다 

고 에여다 또안 견. 주쩌의 근육 ."영응 

에지이비 펀지i에1 이용 경. 톰흥& 약~ 

시키는 앤인& 셰응에l 또안 상지 DIH] 펀지 

에1는 정직& 이용 약잉이키는 앤인& 셰공 

‘ 우 잉다끄 에여다(Powers ， 199 ‘) 
Vooger 퉁(1!l'l'l )응 전용 트이드‘에서 g 

셰어g 추진에는 용인 슨혹 <은근긍i의 근 

~용 i써힌훈인 아니라 3시원의 슨옥 응용인 

‘ i 잉세 릉석" 에다 커다란 한←생 각도 

훈인 。F니라 최애에 ?씨응 2.../직i 연쩌 

기 슨옥 응은근 ~흥과 잉꺼 관샅되었다 이 

긴안 g셰어 추진 응흥해힌응 싱각안 우근관 

증.긍& ‘ι영시잉 ιF 있는 쩌엉융소호 ~용 

~ ιF 있다 그zμ-f Vooger 퉁이~.，응 우근 

관에 깅리는 잉，낀 크기는 안‘렛 슨옥의 

쩌지 그리고 강는 앙강에 의애 ~~진다고 

이 야쩌치에 예안 응용역였 관정 1 충정 

& 두고 있다 g셰어‘ 오앤기간 인i‘적으호 

사용에는 사용자i응 근i걱1견연 .연i이 

이시적으호 응‘되어 g셰어 ιR룡지i의 이 

용성피 밑상영g흥~ 릉에 심각안 운애 •• 

긴밀으키고 있다 이긴안 근i걱1 관연 덤연 

중에서 기장 애i적으호 g셰어 사용Z 에 1 

L 타나는 .연응 견.의 심안 톰흥. 동안에 
는 용i흥.긍이다 

이긴안 충i증후긍으호 인애 견# 릉흥& 

경고 있는 대 .，’의 영어 사용자i응 엔 

근피호강 지구익 강소 웅직잉의 효율 잉 유 

도의 강소 각엉이나 이치g동의 장시간 지유 

어허융 그리고 싱t응Jt (cardiorεriratory 

syster띠 지구익의 강소와 같응 에긴 염에의 

기능적인 슨심 (luoctiooal ∞st) i- 경1 딩다 

(Curtis 퉁 19 95 ) 경굿 견. 톰흥& 호소에 

는 g셰어 사용자는 이긴안 이응호 인애 g 

’ * 꺼 추진 의‘ 작‘(;=띄ng an:l urdressirgJ, 
해 이용피 ~응 밑상영g의 기긍적인 g흥 

& 정~'I ιF앵‘ 우 없1 판Q(Rol::ins oo 

등 199 3; B에" 퉁 1!J3 7J 
이와 이흩어 최근에는 g셰어 λ냄과 4근 

관흥.긍피의 관 .. ‘1ft]기 쩌안 연구i이 

시앵되고 있다 g셰어 추진 시 슨옥관섣의 

칫‘/2... 연쩌4 <은/싱정이 인i‘적으호 “ 
어냥으호 인애 슨옥완성의 근i걱1 길핀의 

에여다 이긴안 우근관 증.긍의 음덤§응 슨 음 •• 이 흥기”고 이다 

i얘 생셰역인~ 원8에 용이 씨안 연구 이에 충i증후긍피 우근견증후긍의 응덤§ 

기이1어져이 ‘ 것이다 

m 경른 

g세에 자잉의 이용성 ~보의 도구호써 

샤용에는 싹슨상 장애인의 흥기호 인에예 

정시 g셰어 추진과 견연판 연구i이 주혹& 

받고 이다 이전의 연구는 주호 g셰어 추진 

의 영리적 관정에 굿안되어 이어으니 최근의 

연구i응 이긴안 생갱 영이외 , .슨강 

‘ i 강4시키기 쩌안 근정도 용석 응용역인적 
용석 그리고 생리적 릉석 퉁이 지유적으호 

염되어져이 안다 영어 추진 시 셰간의 

운용역 '"1 이긴안 앤괴잉 연견성에 예안 

연구는 이용안 심정인'. 앙으호 。'" 얘안 
연구도 동시에 이1어져이 ~ 것으호 샤E판 

다 

융 연구는 g셰어‘ λ냄잉으호 인애 ‘영 

• * 있는 덤연 .. 미리 에~Jtl기 쩌애서 

g셰어 g찌어 샤용자에 예안 다양안 지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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