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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uscle activities of thumb and wrist during unimanual, bimanual 

symmetric and bimanual reciprocal movements using surface electromyography.   

Method : Thirty-six participa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Two blocks were used to perform unimanual, bimanual 

symmetric and bimanual reciprocal movements of thumb and wrist. Muscle activities in the flexor pollicis brevis, abductor 

pollicis brevis, extensor carpi radialis and flexor carpi radialis were measured using an surface EMG system.  

Result : For the flexor pollicis brevis and abductor pollicis brev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uscle activity were found 

among the unimanual, bimanual symmetric and bimanual reciprocal movement. For the extensor carpi radialis and flexor carpi 

radialis, the unimanual moveme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bimanual symmetric and reciprocal movements. 

Conclusion : Both the thumb and wrist, bimanual symmetric and reciprocal movements were more efficient than the 

unimanual movement. Moreover, with regard to the thumb, the bimanual reciprocal movement was more efficient than the 

bimanual symmetr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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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분의 일상생활활동은 한손 움직임(unimanual 

movement) 또는 양손 움직임(bimanual movement)으로 수

행되는데, 양손 움직임에는 양손 칭 움직임(bimanual 

symmetric movement) 또는 양손 비 칭 움직임(bimanual 

asymmetric movement)이 있다(Blinch 등, 2017). 양손 

칭 움직임에는 무거운 상자 들고 옮기기, 양손으로 서랍 

닫기, 농구공 받기, 평영(breaststroke swimming) 등이 있

으며, 양손 비 칭 움직임에는 한 손으로 컵을 잡고 다

른 손으로 물 붓기, 가위질하기, 자유형(freestyle swim-

ming) 등이 있다.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임, 양손 비 칭 움직임은 

운동형상학적(kinematic)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양손 

칭 움직임은 양손의 움직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사

하게 수행되지만, 양손 비 칭 움직임은 양손의 근육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수행된다(Wang 

등, 2017). 유원규 등(2005)의 연구에서는 삼차원 동작분

석장비(Zebris Mdizintechnik, Germany)를 활용하여 양손 

칭 움직임과 한손 움직임을 비교한 결과 양쪽 팔뻗기

가 한쪽 팔뻗기보다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latz 

등(2001)의 연구에서는 집게 손가락(index finger)으로 A

지점-B지점 이동 시 양손 칭 움직임이 한손 움직임보

다 공간적 오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양손 칭 움직임 수행 시 좌뇌 및 우뇌 

앞운동겉질(premotor cortex), 보완운동겉질(supplementary 

motor cortex)에서 커플링(coupling)이 발생한 결과로 생

각된다(Andres 등, 1999). 즉 양손 칭 움직임은 한손 움

직임보다 시간적, 공간적 요소의 효율성이 상 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훈(2015)의 연구에서는 삼차원 가속도계(Fitmeter 

tri-axial accelerometer, Fit Dot Life Corporation, Korea)를 

활용하여 양손 비 칭 움직임(왼손으로 컵을 잡고 오른

손으로 물 붓기)과 한손 움직임(오른손으로 물 붓기)을 

비교한 결과 양손 비 칭 움직임 수행 시 한손 움직임보

다 최  감속도(peak deceleration)가 증가하여, 움직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최 감속도 증가는 항근

(antagonist muscle)의 근활성도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것

은 동작 수행 중 움직임의 종료지점에서 빠르게 정확하

게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ray 등, 2012). 양손 

비 칭 움직임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이들 중 공간

적으로 같은 동작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되는 움직

임을 양손 교  움직임(bimanual reciprocal movement)으

로 정의한다(Goldberg & Bougakov, 2005). 사다리 오르기

나 네발기기와 같이 왼쪽 팔굽 폄과 오른쪽 팔굽 굽힘, 

왼쪽 팔굽 굽힘과 오른쪽 팔굽 폄이 교 로 일어나는 활

동이 양손 교  움직임의 예가 될 수 있다(Kurtzer 등, 

2016). 양손 교  운동은 교  억제(reciprocal inhibition)

를 촉진하여, 작용근(agonist)과 항근의 협응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Gribble 등, 2003).

기존 연구들에서는 각각 다른 동작(팔 뻗기, 손가락 

이동, 물 붓기 등) 수행 중 양손 칭 움직임은 한손 움

직임보다, 양손 비 칭 움직임은 한손 움직임보다 시간

적 및 공간적 효율성이 높다는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동작을 기준으로 세 가지 움직임 유형을 동

시에 측정하여, 양손 비 칭 움직임 중 양손 교  움직

임과 양손 칭 움직임 또는 한손 움직임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초음파나 적외선 기반의 동작

분석장비, 중력센서 기반의 가속도계를 측정 장비로 사

용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동작분석장비는 총 움직임 

궤적(movement trajectory) 등의 방법으로 가속도계는 x, 

y, z축에서 발생하는 측정값의 벡터합으로 활동량을 계

산하기 때문에, 근전도를 통한 근활성도 측정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근전도를 활용하

여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임, 양손 교  움직임에

서 근활성도를 측정하여, 세 가지 움직임 수행 시 상지 

움직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작업치료 임상가

와 전공 교수들에게 연구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의에 

한 연구윤리 자문을 받았고,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참여

자를 모집한 결과 최종 36명이 실험 참가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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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우선 우세손이 오른손인지 확인하였고, 최

근 1년 이내에 외과적 손상 병력이 없는지 확인 후 연구

의 목적 및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본 

실험은 2017년 11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수행하였고, 

참가자의 성별은 남 18명 및 여 18명, 나이는 22.20±2.21

세, 키는 167.35±8.29 ㎝, 체중은 61.03±10.19 ㎏이었다.  

 

2. 연구절차 

1) 양손 및 한손 움직임의 정의 

양손 및 한손 움직임의 세 가지 유형은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임, 양손 교  움직임으로 정의하였다

(Waller & Whitall, 2008). 측정 도구는 Action Research 

Arm Test (ARAT)의 항목에서 the Grasp Subscale에 사용

되는 2.5×2.5×2.5 ㎝ 크기의 나무 블록을 사용하였다

(Platz 등, 2005). 테이블 바닥에 시작과 끝 지점이 그려진 

용지를 A, C지점에 테이블 끝에서 20 ㎝ 위치가 되도록 

부착하였고, A-B, C-D의 간격은 각각 20 ㎝로 A-C, B-D

의 간격은 14 ㎝로 배치하였다(그림 1). 

한손 움직임은 오른손으로 블록을 C→D→C로 이동하

는 과제이며, 양손 칭 움직임은 오른손은 C→D→C로 

동시에 왼손은 A→B→A로 이동하는 과제이며, 양손 교

 움직임은 오른손은 C→D→C로 동시에 왼손은 B→A

→B로 이동하는 과제이다. 

  

 

그림 1. 실험 과제 도식   

2) 근육의 선정과 근전도 신호의 수집    

상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한 다수의 연구들은 물건 이

동이나 팔뻗기 동작 수행 시 위팔두갈래근(biceps bra-

chii)이나 위팔세갈래근(triceps brachii)과 같은 몸 쪽 근

육을 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먼 쪽 근육에서 

발생하는 잡기 동작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

헌 고찰을 통하여 물건 잡기 및 이동에 사용되는 주요 

근육 중, 표면근전도 수집에 적합한 짧은엄지굽힘근

(flexor pollicis brevis),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brevis), 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radialis), 노쪽손목굽

힘근(flexor carpi radialis)을 선정하였다(Kerkhof 등, 2016; 

Merletti & Farina, 2016; Rouse & Schieber, 2016). 

선정된 근육의 근활성도 측정을 위해 전극 부착부위

를 알콜솜으로 충분히 닦은 후 각 근육마다 두 개의 표

면 전극을 근섬유의 방향에 평행하게 부착하였다

(Merletti & Farina, 2016). 근전도를 부착한 후 각 근육의 

근전도 값을 정량화하기 위해 맨손 근력 검사 자세에서 

근육별로 최  등척성 수축값(maximal voluntary iso-

metric contraction, MVIC)을 5초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실효값(root mean square) 처리하였고, 처음과 마지

막 1초를 제외한 3초간의 평균 신호량을 100% MVIC로 

정의하였다. 측정은 3번 반복하였으며 측정 간에는 1분

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최  등척성 수축값 측정 후 상자에게 “최 한 빠르

고 정확하게 블록으로 이동시키세요.” 라고 지시하였고, 

충분한 사전 연습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최소화하였다. 

모든 과제는 엉덩관절을 100 ˚ 굽힌 자세로 체간을 테이

블과 10 ㎝ 간격을 유지하고 한손 또는 양손을 블록 옆에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시작” 신호와 동시에 측정을 시작

하며, 블록을 놓고 나서 손이 제자리에 돌아온 상태에서 

측정을 종료하였다.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 가

지 과제를 무작위로 제시하였고, 각 과제를 3회 반복 측

정하여 총 9회 수행하는 동안 근전도 신호를 수집하였다.  

 

3. 측정도구 

1) 표면 근전도 장비 

표면 근전도 측정 장비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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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G system(2EM, ReLive, Korea)을 사용하였으며(그림 

2), 표면 전극은 3M사의 Ag/AgCl electrode(직경 11.4 

mm, 전극테 직경 20 mm)를 사용하였다. 네 개의 근육에

서 수집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었고, 

태블릿 PC상에서 ReLive 4D-MT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를 수집 처리하였다. 표본 추출률은 1000 ㎐, 주파수 

역폭은 0∼500 ㎐로 설정하였다. 근육별 수집된 근전도 

신호는 RMS(root mean square) 처리 후, 최  등척성 수

축값을 기준으로 %MVIC 값을 산출하였다. 

그림 2. 2EM Bluetooth EMG system

  

4. 자료분석

4D-MT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표시된 측정값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통계 검정은 SPSS 

소프트웨어(SPSS ver. 18.0,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였다. 세 가지 움직임 유형(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

임, 양손 교  움직임)과 네 가지 근육(짧은엄지굽힘근, 

짧은엄지벌림근, 노쪽손목폄근, 노쪽손목굽힘근)에서 측

정된 값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분산

분석(two-way repeated analysis of variance)을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선형 비검정(linear contrast test)을 사용하

였다(Vasey & Thayer, 1987).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

로 하였다.    

Ⅲ. 결 과

1. 움직임 유형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움직임 유형에 따른 개별 근육의 근활성도를 분석한 

결과, 짧은엄지굽힘근은 모든 움직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 한손 움직임에서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가장 증가하였으며(p=.00), 양손 교  움직임에서 가장 

낮은 근활성도를 차이를 보였다(p=.00). 짧은엄지벌림근

의 경우에도 움직임에 따라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 한손 움직임에서의 근활성도가 가장 증

가하였으며(p=.01), 양손 교  움직임에서 가장 낮은 근

활성도를 보였다(p=.00). 노쪽손목폄근은 한손 움직임 시 

양손 칭 움직임(p=.00)과 양손 교  움직임(p=.00)보다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양손 칭 움직임과 

양손 교  움직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82). 노쪽손목굽힘근의 경우 한손 움직임이 양손 교

 움직임보다 유의한 근활성도 증가를 보였으나(p=.01), 

한손 움직임과 양손 칭 움직임(p=.06), 양손 칭 움직

임과 양손 교  움직임(p=.87) 간에는 근활성도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그림 3).

 움직임 유형
측정 근육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임

양손
교  움직임 

F p

짧은엄지굽힘근 47.47±18.12 28.52±17.26 18.73±8.54 33.15 .00**

짧은엄지벌림근 42.62±15.64 29.43±25.82 19.92±11.75 15.42 .00**

노쪽손목폄근 43.40±21.19 20.51±10.73 21.14±16.27 24.54 .00**

노쪽손목굽힘근 30.02±18.10 21.44±19.44 20.85±15.79 3.67 .03*

F 6.07 2.14 .24

p .00** .09 .87
*p <.05; **p<.01

표 1. 움직임 유형과 측정 근육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Unit= %M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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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육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 

한손 움직임 수행 시 다른 근육에 비해 노쪽손목굽힘

근의 근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 짧지엄

지굽힘근, 짧은엄지벌림근, 노쪽손목폄근 세 근육의 근

활성도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74; 

p=.99; p=83). 양손 칭 움직임 수행 시 네 가지 근육의 

근활성도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9), 양손 교

 움직임 수행 시에도 네 가지 근육의 근활성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87)(표 1). 

그림 3. 움직임 유형에 따른 근활성도 비교Unimanual: 한손 움직임; Symmetric: 양손 칭 

움직임; Reciprocal: 양손 교  움직임; FPB: 짧은엄지굽힘근; APB: 짧은엄지벌림근; 

ECR: 노쪽손목폄근; FCR: 노쪽손목굽힘근; *p <.05; **p<.01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양손 및 한손 움직임 시 움직임 유형과 

근육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움직임 유형

에 따른 짧은엄지굽힘근과 짧은 엄지벌림근의 근활성도

는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직임, 양손 교  움직임 순

서로 감소하였으며, 노쪽손목폄근, 노쪽손목굽힘근은 한

손 움직임보다 양손 움직임에서 유의하게 낮은 근활성

도를 보였다. 근육 위치에 따른 근활성도는 한손 움직임 

수행 시 노쪽손목굽힘근에서만 유의한 감소를 보였을 

뿐, 다른 동작에서 근육들 사이의 근활성도는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세 가지 움직임 유형에 

따른 엄지손가락과 손목 근육의 수축 비율은 유사하지

만, 움직임 효율성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손 움직임 수행 시 한손 움직임 보다 근활성도가 유

의하게 감소하였는데,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근활성도

가 상 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생체역학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기한상 등, 2010). 이것

은 동작분석장비나 가속도계를 활용한 기존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양손 칭 또는 교  움직임 시 신경생리

학적 커플링의 결과로 움직임의 총 궤적(trajectory)이 감

소하고 움직임의 효율성이 증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원규 등, 2005; Platz 등, 2001). 

양손 움직임 중에서도 교  움직임 수행 시 칭 움직

임 수행보다 근활성도가 감소한 것은 신경생리학적 측

면에서 의미가 있다. 부분의 상지 협응 동작은 작용근 

수축과 항근 이완, 작용근 이완과 항근 수축이 교

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중심패턴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에 의해 조절된다(Zheng & Wang, 2017). 이 때 

양손 교  움직임은 움직임의 시작과 실행에 관여하는 

Renshaw cell을 촉진하여, 협력근(synergistic muscle), 작

용근, 항근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

된다(Kofotolis & Kellis, 2006; Contreras-Vidal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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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동 연결 모델(the kinetic link model)에서도 수영

이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서 동측 및 반 측 상·

하지의 움직임이 서로 상호의존적이므로 리듬감 있는 

양측 교  움직임을 강조한다(Gard 등, 2004).  

양손 교  움직임과 양손 칭 움직임을 비교한 결과 

짧은엄지굽힘근과 짧은엄지벌림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 노쪽손목폄근과 노쪽손목굽힘근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짧은엄지굽힘근과 짧은엄지벌

림근의 근활성도는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것은 엄지손가

락으로 블록을 집고 놓을 때 더 적은 노력으로 수행했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은 집기

(pinch)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Kaufman 등

(1999)은 짧은엄지굽힘근은 엄지굽힘의 주작용근이지만 

엄지벌림 시 협력근으로써 약 58 %까지 활성화하고, 짧

은엄지벌림근은 엄지벌림의 주작용근이지만 엄지굽힘 

시 협력근으로 약 65 %까지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집기와 놓기 동작 시 두 근육이 모두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Levin 등(2004)의 연구에서는 양쪽 손목 

칭 굽힘과 폄, 양쪽 손목 교  굽힘과 폄을 수행할 때 노

쪽손목폄근과 노쪽손목굽힘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한 결

과 양쪽 손목 칭 움직임 시와 한쪽 손목 교  움직임 

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손 칭 

움직임과 양손 교  움직임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블록 집기 및 놓기 과제는 손목의 굽힘

/폄 움직임보다는 엄지손가락의 굽힘/벌림 움직임 중심

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Kerkhof 등, 

2016).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한손 움직임, 양손 칭 움

직임, 양손 교  움직임 시 발생하는 근활성도를 동시에 

측정하였으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간, 어깨, 

팔굽과 같은 몸 쪽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각각의 움직임이 시간이 통제되지 않아서 상자 사이, 

각 동작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를 통제하지 않았

다. 셋째, 건강한 20  젊은 성인만을 상으로 하여 일

반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추후에는 노인이나 신경계 손

상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블록 집기, 이동, 놓기 동작을 수행할 때 

한손 움직임보다는 양손 칭 움직임과 양손 교  움직

임 수행 시 엄지손가락과 손목의 근활성도가 감소하였

고, 이것은 양손 움직임이 한손 움직임보다 효율적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양손 칭 움직임 보다 양손 교  움

직임 수행 시 엄지손가락의 근활성도가 감소한 것은, 양

손 교  움직임이 움직임 협응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손 교

 움직임을 노인 또는 신경계 손상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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