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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긴장도검사기(Myotonometer)를 이용한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 검사의 신뢰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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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Myotonometer in the Assessment of

Biceps Brachii and Quadriceps

Suhn-yeop Kim,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port Science, Daejeon University

Muscle tone (stiffness/hardness) or muscle compliance changes during muscle contrac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ssess th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ies of the Myotonometer®, electronic de-

vice that quantifies muscle tone. Two raters used the Myotonometer to assess the right bicep brachia and

quadriceps muscles of 30 voluntary persons without any orthopedic or neurological problems (age range,

18～21 yrs). Muscles were measured in a relaxed state and during brief sustained voluntary maximal iso-

metric contraction. Intrarater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for each muscle and for each con-

dition (relaxed and contracted). Intrarater reliabilities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 ranged from

.778 to .954, relaxed, biceps brachia), .926 to .963 (contracted, biceps brachia), .935 to .990 (relaxed, quad-

riceps) and .679 to .952(contracted, quadriceps). Interrater reliabilities ranged from .652 to .790 (relaxed,

biceps brachii), .813 to .907 (contracted, biceps brachii), .831 to .950 (relaxed, quadriceps) and .849 to .937

(contracted, quadriceps). Myotonometer measurements had high to very high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

ability for measurements of the biceps brachia and quadriceps muscles.

Key Words: Biceps brachii; Inter-rater reliability; Intra-rater reliability; Myotonometer; Quadriceps.

Ⅰ. 서론

물리치료 분야에서 근육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육의 특성 중 근력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양적 평

가 방법들은 측정방법의 신뢰성 문제로 비슷한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근육의 긴장도(muscle tone)란 근육의 기계적-탄력 특성

(mechanical-elastic characteristics)과 관계된 영향이나 근

육의 반사적 자극(reflexive drive)이 반영된 수동적 신장

(passive stretch)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된다(Leonard,

1994). 이러한 근육의 긴장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근육의 긴장도와 관련된 조직 탄성

(tissue compliance)이란 용어는 근육에 어떤 신경학적 자

극의 변화 없이 근육의 길이 변화와 근육의 긴장도

(tension)간의 비(ratio)를 의미한다(Dietz와 Berger, 1983).

근육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임상에서 사용되어지

는 방법으로는 도수적 근력 검사나 근력검사기, 등속성

운동검사(이성재와 박충현, 1998), 근전도 검사와 바이

오피드백(biofeedback) 장비(임재갑 등, 1992) 그리고

변형된 애쉬워스 척도(Modified Ashworth Scale,

MAS)나 긴장도 평가 척도(Tone Assessment Acale,

TAS)와 같은 특정 척도(천승철 등, 2006) 등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도수 근력 검사(Manual Mus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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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긴장도검사기(Myotonometer®).

MMT)는 특히 3등급(fair)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

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Noreau와 Vachon, 1998). 이

제한점은 실제적으로 이 검사가 순서 척도(ordinal

scale)로서 각 등급 간에 같은 간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수-고정 근력측정기(hand-held dynamometer)의

신뢰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Roy와 Doherty, 2004;

van den Beld 등, 2006). 그러나 이러한 검사 결과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높은 근력 수준을 보이는 건강한 정

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며, 이 측정법은 근육의

대리 작용 등 여러 혼란(confounding)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Bohannon, 1997).

등속성(isokinetic) 검사는 최근 물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 중 하나이며, 양적으로 근

우력(muscle torque)을 측정하는 매우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일부 근육들의 경우 등속성 검

사와 근력측정기(dynamometer)를 이용한 근력 검사 결

과 상호간에 상관성이 낮다(Noreau와 Vachon, 1998)는

보고가 있다. 뇌성마비 아동의 슬관절 근육에 강직 수

준을 평가하기 위해 등속성 검사를 하여 그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빠른 속도에서의 검사시 신뢰도가 높았으

나, 낮은 속도에서는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Pierce 등, 2006).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근육들의 등

속성 검사 방법의 신뢰성에 아직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

였고, 민감도(sensitivity)에 불충분함이 있다고 하였다

(Gleeson와 Mercer, 1992; Gleeson와 Mercer, 1996).

근긴장도검사기(Myotonometer®)는 근육의 안정시나

근수축시에 긴장도와 경도(stiffness)를 평가하기 위한

장비로, 비침습적(noninvasive)인 방법을 이용하며 전기

적으로 조직의 탄력성을 측정하여 전산화시키는 장비이

다(Leonard 등, 2004). 근수축시 측정된 자료는 간접적

으로 근육의 근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육의 경도

(stiffness)가 근수축에 의한 힘과 선형적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Gevlich 등, 1983; Horikawa 등, 1993).

자극을 받은 근섬유는 경도가 증가하여 딱딱하게

(stiffer) 되고, 경도의 증가는 동시에 긴장도를 함께 상

승시킨다(Woledge 등, 1985). 근긴장도검사기를 이용한

연구들로는 정상인의 근긴장도나 근력의 비교(Fischer,

1987b), 두통 환자(Sakai 등, 1995)나 상위신경원 손상

환자(Aarrestad 등, 2004; Leonard 등, 2001; Rydahl와

Brouwer, 2004)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실시한 사례들

을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육의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간 그리고 검사

자내 신뢰도를 측정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이전에 상지나 하지에 신경학

적 또는 정형외과적 손상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현재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건강한 사람

들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고 자원한 30명의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2)

근육의 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근긴장도검사기1)를

이용하였다. 이 장비는 근이완 또는 근수축 시에 근육

의 긴장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로, 측정

된 조직들의 긴장 상태는 전산화를 통해 수치로 표현되

도록 되어있다. 근긴장도검사기의 측정기 부분은 내측

실린더와 외측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외측

실린더는 고정되어 있고, 측정기 끝으로 직접 조직을

누를 때 내측 실린더가 조직이 압박되는 만큼 외측 실

린더 내부로 들어간다. 조직의 저항에 따라 두 실린더

간에 거리가 변하게 되며 이렇게 측정된 조직 저항은

1) Myotonometer®, Neurogenic Techniques, Inc.,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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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퇴사두근의 근긴장도 측정 자세.

그림 2. 상완이두근의 근긴장도 측정 자세.

힘으로 환산되어 된다. 실린더가 받는 힘은 8단계(.25,

.5, .75, 1.0, 1.25, 1.5, 1.75, 2.0 ㎏)로 구분되어 각 해당

되는 지점에서 전위(displacement)되는 정도를 측정한

다. 측정된 전위의 정도는 전산화 과정을 통해 힘-전위

곡선(force-displacement curve)을 계산해 낸다. 결과적

으로 부드러운 근육 조직(낮은 긴장도)은 단위 힘(8단

계) 적용시 높은 긴장도의 근육에서 보다 전위되는 양

이 더 커지게 된다.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 명의 검사자가 참여하

였다. 사전에 근긴장검사기의 작동 원리를 숙지하고 일

주일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 연습을 하였다. 측

정의 순서를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번호가 쓰여진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공에 표기된 표

식에 따라 두 측정자의 측정 순서를 정하였고, 측정은

이완시를 먼저 시행한 후 수축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자간(inter-rater)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작

위로 선정된 순서대로 두 측정자가 각각 측정하였고,

측정자내(intra-rater)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

측정자가 2회 반복 측정하였다.

근긴장도검사기의 측정은 두 근육 즉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에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은 아무런 힘을 주

지 않은 이완(relaxed) 상태와 최대 등척성 수축

(contracted)을 한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은

측정 근육의 근복 부위에서 측정하였고 사전에 측정할

부위에 펜으로 표식을 하였다. 측정은 각 측정 시 마다

총 5회 반복 측정하였고,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에 의

해 반복 측정의 평균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었다.

상완이두근의 측정 시 주관절 굴곡근 근력 강화

운동기구를 이용하였다. 검사대상자를 좌석에 앉게

하고 주관절 부위를 검사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

은 다음, 사전에 표식을 한 부위에 근긴장검사기를

수직방향으로 대고 2～3회/초의 속도로 압박하였다

(그림 2). 대퇴사두근의 근긴장도 측정 시에는 대퇴

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기구를 이용하였다. 운동기구

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대퇴사두근의 근복 부위

에 표식을 한 후 이완 시에 먼저 측정하고 후에 대퇴

사두근을 최대 등척성 수축을 시킨 상태에서 근긴장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상완이두근과 같은 방

법으로 각 측정자에 의해 각 5회 반복 측정하였다(그

림 3). 두 근육 모두 관절의 중간 관절가동범위(mid

range)에서 측정하였고, 우측의 상완이두근과 대퇴사

두근에서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근긴장도검사기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급간내 상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를 구하였

다. 급간내 상관계수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에서 각

각 이완시와 등척성 수축을 하는 동안 힘이 가해지는 8단

계에서 측정하였다. 분석은 이원분산분석 혼합(two-way

mixed) 모형을 이용하였다.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자

간 신뢰도와 검사자내 신뢰도를 구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처리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중 남자는 18명이었고, 여자는 12명이었

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9.2세(범위 18～21세)였고,

18명 중 17명의 우세손은 오른쪽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의 이완시와 수축시

근긴장도 비교

두 근육의 이완시와 등척성 수축시에 각각의 근긴장

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완시에 상완이두근은 .25 ㎏의

힘에 2.89 ㎜, 2.00 ㎏에는 12.60 ㎜의 전위를 보였다.

등척성 수축시에는 .25 ㎏에 2.89 ㎜, 2.00 ㎏에는 5.15

㎜의 조직 전위를 보였다. 가해준 힘(㎏) 당 조직의 전

위(㎜) 수준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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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상완이두근 대퇴사두근

이완시 수축시 이완시 수축시

.25 .899 .926 .987 .679

.50 .778 .938 .935 .855

.75 .877 .952 .951 .932

1.00 .895 .958 .970 .944

1.25 .916 .963 .978 .952

1.50 .942 .960 .981 .936

1.75 .954 .942 .990 .916

2.00 .926 .941 .989 .895

표 2.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내 신뢰도(급간내상관계

수, ICCs)

남자 여자 계

인원수 18 12 30

평균연령(세) 19.3 19.1 19.2

연령 표준편차 .8 .3 .7

연령 범위 18～21 19～20 18～21

오른손잡이 17 11 18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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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완이두근의 이완과 수축시에 저항에

따른 조직 전위의 변화(오차막대는 표준편차).

대퇴사두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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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퇴사두근의 이완과 수축시에 저항에

따른 조직 전위의 변화(오차막대는 표준편차).

대퇴사두근의 근긴장도는 이완시에 .25 ㎏의 힘에

2.61 ㎜, 2.00 ㎏에는 11.81 ㎜의 전위를 보였다. 등척

성 수축시에는 .25 ㎏에 2.26 ㎜, 2.00 ㎏에는 6.57 ㎜

의 조직 전위를 보였다. 가해준 힘(㎏) 당 조직의 전

위(㎜) 수준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그림 5).

3.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내 신뢰도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내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급간내상관계수(ICCs)를 계산하였다. 상완이

두근과 대퇴사두근에서 이완 시와 근수축 시 측정

한 힘별 신뢰도 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완이

두근의 이완 시에는 검사자내 신뢰도 수준은 높음

(high)에서 매우 높음(very high)을 보였고, 수축

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퇴사두근에

서는 이완 시에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수

축 시에는 중등도(moderate)의 신뢰도를 보인 .25

㎏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음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4.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간 신뢰도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에서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간 신뢰도를 이완 시와 근수축 시 각각 측정

하였다(표 3). 상완이두근의 이완 시에는 .25 ㎏에서

1.50 ㎏까지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나, 1.75 ㎏ 이상

에서는 중등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수축 시에 상관계

수는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대퇴사두

근에서는 이완 시에 .831에서 .950 범위의 상관계수를

보여, 높음에서 매우 높음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

리고 수축 시에는 .75 ㎏과 1.00 ㎏에서는 매우 높음

을,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

타내었다. 표 4와 표 5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의

이완 시와 수축 시에 측정한 근긴장도의 검사자간과

검사자내 기술통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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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상완이두근 대퇴사두근

이완시 수축시 이완시 수축시

.25 .724 .864 .831 .849

.50 .732 .897 .950 .867

.75 .741 .907 .847 .937

1.00 .759 .879 .915 .922

1.25 .790 .847 .861 .897

1.50 .751 .848 .918 .879

1.75 .678 .830 .835 .860

2.00 .652 .813 .893 .857

표 3. 근긴장도검사기의 검사자간 신뢰도(급간내상관계

수, ICCs)

힘(㎏)
검사자간 검사자내

이완시 수축시 이완시 수축시

.25 2.46±.39a 2.05±.50 2.72±.58 2.26±.41

.50 4.03±.67 2.74±.73 4.35±.80 2.84±.76

.75 6.07±.59 3.55±.97 6.29±1.19 3.76±1.21

1.00 7.74±.56 4.23±1.02 8.02±1.23 4.46±1.29

1.25 8.89±.62 4.81±1.05 9.26±1.31 5.06±1.35

1.50 9.96±.59 5.34±1.05 10.22±1.28 5.59±1.37

1.75 10.83±.71 5.85±1.04 11.08±1.35 1.35±1.38

2.00 11.63±.91 6.32±1.05 11.81±1.34 1.34±.35
a평균±표준편차

표 5. 대퇴사두근의 근긴장도 기술통계 (단위: ㎜)

힘(㎏)
검사자간 검사자내

이완시 수축시 이완시 수축시

.25 2.53±.63
a

1.47±.43 2.89±.58 1.60±.63

.50 5.21±.80 1.91±.61 5.60±1.15 2.06±.92

.75 7.33±.80 2.45±.85 7.58±1.38 2.61±1.30

1.00 8.87±.99 2.97±1.07 9.11±1.46 3.12±1.51

1.25 10.02±1.15 3.43±1.27 9.88±2.56 3.58±1.67

1.50 10.90±.26 3.97±1.31 10.73±2.51 4.14±1.85

1.75 11.63±1.32 4.55±1.44 11.57±2.31 4.71±2.00

2.00 12.10±1.35 5.03±1.52 12.60±1.68 5.15±2.05
a
평균±표준편차

표 4. 상완이두근의 근긴장도 기술통계 (단위: ㎜)

Ⅳ. 고찰

임상적 검사법의 재현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부분 검

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이용하며,

이를 통해 급간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

efficient)와 표준오차를 구하여 분석에 이용한다(van

den Beld 등, 2006). 급간내 상관계수의 범위는 0～1 사

이에 있으며, 값이 .75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좋은

(good) 것으로, .75 이하인 경우는 신뢰도가 양(poor)에

서 중등도(moderate)라 할 수 있다(이충휘, 2002).

Domholdt(1993)는 급간내 상관계수가 1～.90 사이는 신

뢰도가 ‘매우 높다‘로 .89～.70을 ’높다’로, .69～.50을 ‘중

등도‘로, .49～.26 사이를 ’낮다’로 .25 이하인 경우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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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다’로 해석하였다.

근육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긴장도(tone), 탄

성(compliance), 경직도(stiffness) 등이 있다. 근 탄성이

란 신경학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증가

되는 동안 근육 내에 발생되는 긴장도의 특성을 의미하

며, 경직도는 조직의 전위(displacement)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의 강도(magnitude)를 뜻한다. 이론적으로 탄

성과 전위는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갖는다(Neurogenic

Technologies Inc.).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긴

장도(tone)는 수동적 신장(passive stretch)에 의한 조직

의 저항을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도란 근육과 결합 조

직 그리고 반사 자극에 의한 근육의 상대적인 기계적-

탄력적(mechanical-elastic)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긴장도검사기를 근육 조직의 탄성과 경직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검

사기를 이용하여 건강하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근

육 상태를 평가한 연구와 다양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었다(Horikawa 등, 1993; Leonard

등, 2001; Steinberg와 Gelberman, 1994). 또한 신경 차

단이나 약물 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Murayama 등, 2000; Sakai

등, 1995). 이러한 긴장도검사기는 근경축이나 강직, 부

종이나 종양, 혹 또는 혈종 등과 같은 병변이 있는 연

부조직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Fischer, 1987a).

현재까지 상위신경원 병변 환자의 근경직도 상태는

주로 치료사의 직관과 평가표에 의한 평가가 주를 이루

어왔으나 객관적으로 수량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

근 근긴장도검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Ashina 등, 1998), 이러한 근육의 경도(hardness)를 측

정하는 장비는 신경계 손상 환자뿐만 아니라 안면부 또

는 머리의 근육 평가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Ashina

등, 1999; Kashima 등, 2006). 천승철 등(2006)은 강직

(spasticity)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수중이완운

동이 근긴장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긴장도

평가 척도(tone assessment scale)를 이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근긴장도검사기는 이중으로 구성

된 측정봉으로 가해준 단위 힘(8단계)에 의해 눌러지는

조직의 전위(㎜)의 정도를 측정봉과 연결되어 있는 변환

기가 그 양을 측정하여 전산화를 통해 길이-긴장

(length-tension) 곡선으로 표현시켜 주도록 되어 있다.

이 장비의 장점 중 하나는 근육의 상태를 검사 시 관절

의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하므로,

통증이 동반된 대상자나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육

의 경도(stiffness)를 평가하는 방법이 근육의 장축방향을

따라 가해준 힘에 따른 길이의 변화 비로 측정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긴장도검사기는 근육의 길이방향

과 직각 방향으로 가해준 단위 힘에 대해 들어가는 조직

의 깊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Leonard 등(2003)은 근긴장도검사기의 신뢰도를 측

정하기 위해 상완이두근과 외측 비복근(lateral gastro-

cnemius)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신뢰도

수치는 상완이두근과 비복근 모두 수축 시에 나타났고,

가장 낮은 신뢰도는 두 근육 모두 이완 시에 .25 ㎏ 힘

에서 측정되었다. 이완 시에 측정 신뢰도는 두 근육을

비교할 때 상완이두근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에 적용하였

다. 검사자내 신뢰도의 경우 두 근육의 이완 시와 수축

시에 모두 전반적인 신뢰도 수준이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신뢰도는 대퇴사두근의

이완 시에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신뢰도는 상완이두근

의 이완 시에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완 시 보다 수

축 시에 측정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근긴장도검사기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로 Leonard 등

(2001)은 상위신경원 병변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기의 타당도(validity)를 측정하였다. 10명의 경직성

뇌성마비와 뇌졸중 환자와 연령을 일치시킨 10명의 비장

애인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은 상완이두근

에 근긴장도검사와 변형된 애쉬워스 척도(MAS)를 측정

하였다. 근긴장도 수치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군의 손상측과 비손상측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MAS 점수와 근긴장도검

사 수치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64에서 .81로 나타나

상관성이 중등도에서 높음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Rydahl과 Brouwer(2004)도 만성 뇌졸중 환자(MAS 1～

4)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비복근의 이완 시와 수축(최대수

의수축에 10%) 시에 조직 탄성을 비교한 연구를 하였고,

이 검사기가 수축성 조직에 병변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수량화 하는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측정 장비는 근긴장도의 작은 변화도 측정해 낼 수

있으므로 신경계 손상자에게 적용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검사기의 신뢰도는

Leonard 등(2001)의 연구에서 보다는 낮은 편이나 A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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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8)에 의한 연구에서 보다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Ashina 등(1998)은 근육의 경도(hardness)를 측정하

는 경도계(hardness meter)의 검사자간과 검사자내 신

뢰도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내 측정치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12), 검사자간 측정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p=.007)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근육의 경도를 측정할 때 측정 속도가 고려되었다. 3가

지의 속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이 속도에 따라 검

사자간에 서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근육의 활성도(activation)와 근긴장도간에 관련성이 있

는가에 대한 연구로, Leonard 등(2004)은 안정 시와 일정

부하(6.8 ㎏)에 대한 등척성 수축, 최대 등척성 수축 시에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검사 결과와 근

긴장도검사기를 이용한 근긴장도 측정치 간에 상호 상관

성을 분석하였다. 두 측정법 간에 상관계수는 -.70～-.90

범위를 나타냈고, 특히 근긴장도검사기의 1.00～2.00 ㎏

사이에서 근전도 검사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근긴장도검사기가 근육의 활성도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2명의 검사자가 검사자간 신뢰도를 측

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한 순서에 따라

검사자의 순서를 정하였고, 검사자내 검사를 위해 한 검

사자가 반복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완 시에는

검사자가 측정 후 30초 휴식 후 다음 검사자가 측정하였

고, 수축 시에는 첫 검사자의 측정 후 1분 휴식 후 다음

검사자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새로운

근긴장도검사기는 근육의 상태를 검사 시 검사자에 의해

측정기기를 피검자 신체에 적용하는 속도 변수를 제거시

켜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장비라 사료된다. 향후

이 근긴장도검사기를 이용한 통증이나 신경근 병변을 가

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Ⅴ. 결론

근긴장도검사기(myotonometer)는 근육이나 연부 조

직의 상태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임상 또

는 연구용 검사 장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근긴

장도검사기의 측정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는 20대 연령의 건강한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2명의 검사자가 반복 측정을 통해 근긴장

도검사기의 검사자간과 검사자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근긴장도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에서 이완 시와 최

대 등척성 수축 시에 각각 측정하였다.

검사자내 신뢰도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의 이완 시,

수축 시 모두 매우 높은 수준(very high)의 신뢰도를 보였

고, 검사자간 신뢰도는 상완이두근과 대퇴사두근의 이완

시와 수축 시에 높은 수준(high)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근긴장도검사 기구

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의 상완이두근과 대

퇴사두근의 근긴장도를 평가하는데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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