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서론

기민성(dexterity ), 또는 협응동작(coordi-

nated movement )의 숙련도는 손기능의 중요

한 요소로 오랫동안 간주되어져 왔다(Stein과

Yerxa, 1990). 정상적인 손의 잡기 형태는 물

체 사용 의도와 물체의 크기, 모양, 무게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손

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가락의 운동이나

힘, 감각의 손상과 같은 제한에 따라 사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다(Poole,

1994).

손의 주요기능은 잡기, 놓기, 뻗기이며 손

을 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체를 다루는

능력인 기민성과 손 전체로 잡는 장악력은

손의 기능을 반영하는 중요한 측정치가 된다

(Weise와 Flatt , 1971). 손기능 장애 환자에서

상지 및 손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동작 및 작업표본을 이용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김연희, 1984). 의미있

고 효과적인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지기능을 평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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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도구를

사용하므로써 환자의 기능적 상태 및 문제점

을 알아내고, 호전이나 악화 등의 변화를 알

아낼 수 있으며(채경주와 이한석, 1997), 치료

과정 자체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오혜원 등, 2000). 그래서 평가 결과를 기준

으로 치료의 단·장기 목표와 치료 프로그램

의 종류와 난이도 등이 결정된다. Bear - Lehman

과 Abreu (1989)는 손의 평가는 환자의 손기

능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손기능의 질을 검

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손

평가에는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부

종,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 감각

검사, 기민성검사, 신체능력평가(physical capacity

evalu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검사도구를 이용한 손기능(hand

function ) 평가방법으로는 Box and block 검

사, Jebsen hand function 검사, 9 hole

pegboard 검사, O ' connor 검사, Grooved

pegboard 검사, Purdue pegboard 검사 등이

있다(김병식, 1987; 김윤태 등, 1994; 오혜원

등, 2000; McPhee, 1987). 이러한 손기능 평

가는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치료의 효과 판

정 및 예후 측정, 직업 적합성 여부 등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김용수, 1994; 오혜원 등, 2000). 그러나

손기능 평가방법을 통하여 환자의 손에 대한

기능평가를 하고 그 측정치가 정상인과 비교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비교할 수 없다

면 그 평가는 치료 전·후의 단순 비교만 가

능 할 것이며, 임상 치료사들은 치료의 목표

를 결정하고, 사후평가(follow - up)의 의의를

갖는 데 곤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인에 대한 손기능 평균치에

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나라

에서는 심재학(1995)이 10대에서 70대까지의

장악력(grip) 및 쥐는 힘(pinch strength)에

대한 정상치를 보고하였고, 김윤태 등(1994)

은 정상 성인의 장악력 및 쥐는 힘과 Purdue

pegboard 및 Pennsylvania bi- manual work

sample을 이용한 손의 기민성 검사를 실시하

여 정상치를 보고하였다. 김진현(1994)은 정

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쥐는 힘과 잡는 힘

의 평균치를 조사하였고, Box and block 검

사로 기민성 표준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

혜원 등(2000)은 만 3세부터 7세까지의 미취

학 아동에 대한 장악력을 연령별, 성별에 따

른 정상치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

리 나라에서는 Grooved pegboard 검사에 대

한 정상인의 표준치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Grooved pegboard 검사는 대부분의 모든

pegboard보다 좀더 복잡한 시각ㆍ운동 협응

(visual- motor coordination ) 능력이 요구되

는 조작적 기민성 검사로 신경정신학적 평가

와 시각ㆍ운동 협응능력 평가에 객관적인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이택영 등, 1999;

McKeever와 Abramson, 1991; Retian과

Wolfson, 1985; Ruff와 Parker, 1993; Schmidt

등,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좀더 복잡한 시각ㆍ운동

협응(visual- motor coordination ) 능력이 요구

되는 조작적 기민성 검사인 Grooved pegboard

검사를 통하여 정상 성인의 연령별, 성별 표

준치를 정립하고, 임상 치료사들에게 환자 치

료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정상인의

표준치와 환자의 평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Ⅱ . 연구 방법

1 . 연 구 대 상 및 연 구 기 간

본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과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10∼

19세를 10대, 20∼29세를 20대, 30∼39세를 30

대, 40∼49세를 40대, 50∼59세를 50대, 60세

이상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고,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였으

며, 연구 대상자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8권 제2호 
KAUT PT Vol. 8 No. 2 2001.

- 88 -



가. 과거력상 상지 및 손기능에 장애를 초

래할 수 있는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자

나. 수부의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

에서 이상소견이 없으며, 상지 관절구

축이 없는 자

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Grooved pegboard

검사를 경험하지 않은 자

2 . 연 구 도 구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Grooved pegbo-

ard는 Canada Ontario Ottawa에 위치한

Royal Ottaw a 병원의 Dr . Ronald T rites에

의해 신경정신학적 검사로 개발되었으며, 신

경정신학적 평가와 시각ㆍ운동 협응능력 평

가, 직업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다(이택영 등,

1999; Ruff와 Parker , 1993; Schmidt 등,

2000). 이 도구는 무작위로 놓인 25개의 열쇠

모양의 홈이 뚫어진 판과 열쇠 모양의 25개

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uff와 P ark er

(1993)는 정상 성인의 finger tapping 검사와

Grooved pegboard 검사(이하 기민성 검사)를

통하여 표준치와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와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우세손(dominant -hand)에서는 r =.72, 비

우세손(nondominant - hand)에서 r =.74로 비교

적 높은 편이었다(Ruff와 Parker ,1993).

3 . 연 구 방 법

우세손 검사는 김연희 등(1993)이 사용한

Annett와 Oldfield의 설문 내용 중 발췌 된

10개 항목 중 6개 이상을 사용하는 손을 우

세손으로 보았으며, 기민성 검사를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이택영 등, 1999).

가. 대상자는 의자에 앉아 책상에 양팔을

올린다.

나. pegboard는 대상자의 정중앙에 놓는다.

다. 대상자는 건측 손으로 먼저 pegboard

의 1줄(5개)을 연습한다.

라. 대상자는 검사자의 시작 소리와 동시

에 핀 끼우기를 시작한다.

마. Pegboard에 핀을 다 끼웠을 때까지의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한다.

바. 검사 도중 핀을 떨어뜨렸을 경우 대상

자는 계속 진행시키도록 하고 먼저 끼

웠던 핀을 뽑아서 검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검사의 순서는 우세손을 먼저 검사한 후

비우세 손을 검사하였으며, 양손잡이인 경우

에는 우측손을 먼저 측정하였다.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검사는 양측 1회만 실시하였으며,

양측 검사 사이에는 피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20초간의 휴식시간을 두었다(오혜원

등, 2000). 이 연구의 검사는 본 연구자가 평

가하였으며, 본 연구의 검사도구를 교육받은

작업치료사 1명이 보조연구자로 참여하였다.

4 . 자 료 처 리 방 법

측정된 자료가 정규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 표본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K olm ogorov - Smirnov )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측정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하여 모수검

정을 하였다.

측정된 검사의 결과는 우세손·비우세손에

따른 기민성 수행시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짝비교 t -검정을 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기민

성 수행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된 t -검정을 하였다. 연령과, 좌·우측에 따

른 기민성 수행시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반

복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ANOVA)을 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 추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결과 분석은 SPSS/ PC 통

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α는 .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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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결 과

1 . 연 구 대 상 의 연 령 및 성 별 분 포

전체 연구 대상자는 남자 89명, 여자 183

명으로 모두 282명이었다. 연령은 15세에서

78세까지의 성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자

30.24세, 여자 37.90세이었다. 남녀 각각 연령

별로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12개의 집

단으로 나누었다(표1). 우세손 조사에서는 남

자 우측 손잡이 79명(88.8%), 좌측 손잡이 5

명(5.6%), 양측 손잡이 5명(5.6%) 이었고, 여

자 우측 손잡이 182명(94.3%), 좌측 손잡이 3

명(1.6%), 양측 손잡이 8명(4.1%) 이었다.

2 . 성 별 및 연 령 별 기 민 성 검 사 결 과 의

기 술 통 계 량

기민성 검사의 성별, 연령별, 좌·우측 결

과에서 남자는 우측 58.34±9.22초, 좌측

60.73±9.74초의 평균시간을 보였고, 여자는

우측 58.59±12.07초, 좌측 61.49±11.76초를

나타냈다(표 2).

표 1 .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 명)

연령(세) 남(%) 여(%)

10∼19 19(21.3) 24(12.4)

20∼29 43(48.4) 47(24.4)

30∼39 8(9.0) 24(12.4)

40∼49 6(6.7) 42(21.8)

50∼59 6(6.7) 45(23.3)

60세 이상 7(7.9) 11(5.7)

계 89(100.0) 193(100.0)

표 2 . 성별 및 연령별 기민성 수행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초)

연령

(세)

남 여

대상자수 우 좌 대상자수 우 좌

10∼19 13 57.15±8.12* 58.24±6.53 24 52.48±4.36 54.44±6.88

20∼29 43 56.53±6.98 59.14±7.98 47 51.77±6.38 55.66±6.50

30∼39 8 56.44±3.87 57.26±5.21 24 53.73±4.98 56.81±6.73

40∼49 6 53.16±6.20 58.75±10.61 42 58.68±7.33 61.11±9.51

50∼59 6 71.54±7.54 75.17±10.89 45 66.87±14.36 70.01±12.46

60세 이상 7 72.92±11.63 73.73±11.13 11 77.52±17.66 78.66±14.50

계 89 58.34±9.22 60.73±9.74 193 58.59±12.07 61.49±11.76
*평균 ±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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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우 세 손 · 비 우 세 손 과 기 민 성 수 행 시

간 과 의 비 교

우세손·비우세손과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비교에서 남·녀 모두가 우세손의 기민성 수

행이 빠르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4 . 성 별 과 기 민 성 수 행 시 간 과 의 비 교

성별과의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비교에서

좌·우측 모두 기민성 수행시간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5 . 연 령 과 좌 · 우 측 에 따 른 기 민 성 수 행

시 간 비 교

연령과 좌·우측에 따른 기민성 수행시간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연령대간 기

민성 수행시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좌·우측 기민성 수행시간에서도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하지만 연령과 좌·우측에 따른

기민성 수행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표 5). 사후검정으로 T ukey 검정을 실시

한 결과, 10대와 20대에서 각각 40, 50, 60대

와 수행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대에

서는 50, 60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0대는 10, 50, 60대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표 3 . 우세손·비우세손과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비교 (단위 : 초)

성별 기민성 수행시간 t df p

남
우세손 58.19±8.96*

- 4.394 88 .000
비우세손 60.88±9.94

여
- 5.314 192 .000

우세손 58.52±12.10

비우세손 61.56±11.70
*평균 ± 표준편차

표 4 . 성별과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비교 (단위 : 초)

성별 기민성 수행시간 t df p

남
우측 58.34±9.22*

- .179 280 .858
좌측 60.73±9.74

여
- .534 280 .594

우측 58.59±12.07

좌측 61.49±11.76
*평균 ± 표준편차

표 5 . 연령과 좌·우측에 따른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관계 비교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연령 24818.852 5 4963.770 60.243 .000

좌·우측손 667.510 1 667.510 8.101 .005

연령*좌·우측손 62.296 5 12.459 .151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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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50대와 60대는 각각 전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기민

성 수행시간이 느리게 나타났다.

Ⅳ . 고찰

환자의 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손에

대한 해부학적, 기능적, 그리고 다양한 병리

학적 증상의 지식과 체계적인 평가방법들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한 적절한 진단과 효과

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Deusen과

Brunt , 1997). 그러므로 손기능의 정확한 평

가는 재활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얻어진 정

보는 장애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며,

치료 시작 전과 후의 개선 결과에 대해 객관

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오혜원 등, 2000;

Ager 등, 1984). 우리 나라에서의 손 기민성

의 정상 성인에 대한 연구는 김윤태 등(1994)

이 Purdue pegboard와 Pennsylvania bi- manual

work sample을 이용한 정상치의 보고가 유

일하게 있다.

본 연구는 기민성 검사도구인 Grooved

pegboard를 이용하여 정상 성인의 성별, 연

령별, 손의 좌·우 수행시간에 대한 표준치를

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손의 기민성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

다, 우세손이 비우세손보다 민첩하며, 장악력

은 남·녀, 우세손과 비우세손,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장악력과 기민성의 연령에 따

른 감소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Keller 등, 1971), 김윤태 등

(1994)의 연구에서도 모든 연령군에서 우세손

이 비우세손보다 빨랐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서도 우세손이 비우세손보다 기민성 수행시

간이 유의하게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윤태 등(1994)은 Purdue pegboard 기민

성 검사에서 남녀 모두 우세손 검사, 비우세

손 검사, 양측 손 검사, 조합(assembly)의 수

행항목 점수가 10대 후반군보다 20대에서 감

소했으며, 이후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60세 이후에는 현저하게 감

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남녀간 점수의 차이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녀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민성 수행시간의 평

균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빠른 수행도를 보였다. 그것은 본 연구의 대

상자 분포를 보면 남자인 경우 10대와 20대

가 6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9.7%를 차지하

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40대 이후가 98명으

로 전체 대상자의 전체 50.8%를 차지하고 있

어 남·녀간 대상자의 수, 연령분포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Ruff 등(1993)은 Grooved pegboard 검사에

서 연령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기민성에 차

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김윤태 등(1994)은 연

령에 따라서 남녀 모두 우세손 검사, 비우세

손 검사, 양측손 검사, 조합(assemble)의 수

행항목 점수가 20대 이후 감소되어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

였으며, 이는 Gardner와 Broman(1979), Hamm

과 Curtis (1980) 그리고 Mathiow etz 등(1985)

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

구의 결과에서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민성 수행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김윤태 등(1994)은 16∼59세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다가 60세 이후 유의하게 느려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60세 이

상 군은 모든 연령보다 기민성 수행도가 느

린 것으로 나타났다.

Ruff 등(1993)의 연구에서처럼 교육정도와

기민성 수행정도의 관계를 보려했으나, 대상

자들의 기피로 조사하지 못했다. 기민성은 직

업의 적합성 등과도 관련(김윤태 등, 1994)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교육정도와 직업에 따

른 기민성 수행정도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경기 지역과

서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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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의

정상 성인에게 적용하는 데 한계점

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의 연구에 임하는 동

기, 경제적ㆍ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국 대상의 무작위 대상

자 선정과 폭 넓은 대상자를 선별을 통한 표

준치 연구가 필요하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여 치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 전·후의 결

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상치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과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10∼

19세를 10대, 20∼29세를 20대, 30∼39세를

30대, 40∼49세를 40대, 50∼59세를 50대, 60

세 이상 군으로 분류하여 Grooved pegboard

를 이용하여 기민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우세손·비우세손과 기민성 수행시간과

의 비교에서 남·녀 모두가 우세손의

기민성 수행이 빠르게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5).

2. 성별과의 기민성 수행시간과의 비교에

서 10대에서 30대까지 여자가 남자보다

빠른 수행도를 보였지만, 남자와 여자의

전체 결과에서는 좌·우측 모두 기민성

수행시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 .05).

3. 연령과 좌·우측에 따른 기민성 수행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10대

와 20대에서 각각 40, 50, 60대와 수행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0대에서

는 50, 60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 40대는 10, 50, 60대와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그리고, 50대와 60대는 각

각 전 연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

령이 많을수록 기민성 수행시간이 느리

게 나타났다(p< .05), 연령대의 좌·우측

기민성 수행시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5).

이상의 결과는 임상의 치료사에게 정상 성

인의 손 기민성에 대한 정상치를 제공하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는

다른 연령 집단과는 구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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