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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wrist guards equipped with electronic muscle stimulation on reducing wrist 

pain and improving wrist function of actual lure fishing participants. This study combined conductive fabrics by 

selecting two products of wrist guards that can be used in lure fishing, which requires holding fishing rods with 

hands for a long time. It was conducted on ten healthy men aged 35 to 45, and the selection conditions were 

selected for those who did not have a history of surgery on the wrist and are currently enjoying lure fishing as 

a hobby. The experimental movement was performed 100 times before each experiment to cause delayed muscle 

pain to cause wrist fatigue when lure fishing was performed with the operation of grip strength and range of mo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ain reduction, range of motion, and grip strength were improved when 

electrical stimulation was applied after wearing a wrist band in the form of a wrist wrap and semi-glov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that when electrical stimulation was applied to the wrist guard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fatigue and function of the wrist could be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wearing electronic muscle stimulation wrist guards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venting wrist injuries 

and improving functional recovery for lure fishing participants. 

Key words: EMS/Electronic Muscle Simulation (EMS), Lure-Fishing, Wrist Guards, Wrist Pain, 

Wrist Tunnel Syndrome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EMS를 장착한 손목 보호 를 이용해 실제 루어낚시참여자의 손목 통증 하와 손목 기능개선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시간 손으로 낚싯 를 들고 있어야 하는 루어낚시에서 사용가능한 

손목 보호  두 가지 제품을 선별해 도성 원단을 결합했다. 건강한 35세에서 45세 남성 10명을 상으로 진행하

고, 선정 조건은 손목부 에 수술 이력이 없고 재 취미로 루어낚시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상으로 선별하 다. 

실험동작은 악력과 손목  굽힘의 측정(Range of Motion ROM)의 동작으로, 루어낚시를 했을 때의 손목피로도 

유발을 해 지연성 근육통을 유발하는 캐스  100회씩을 각 실험 에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손목을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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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반장갑형태의 손목밴드를 착용 후 기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 하와 ROM  악력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손목보호 에 기 자극을 용하 을 때 손목의 피로도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EMS를 장착한 손목 보호  착용이 루어낚시 참여자들로 하여  손목 

부상을 방하고 기능회복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기 할수 있다.

주제어: 루어낚시, 손목보호 , 손목터 증후군, 손목통증, 기자극

1. 서론

최근 낚시라는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2012)에 따르면, 한국

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연구한 

국내 낚시인구 추정결과 약 570만으로 추정되며, 이 

에서 바다낚시 193만 명(34%), 민물낚시 380만 명(66%)

로 집계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낚시는 과거의 식생활의 

수단인 조과(釣果) 심에서 과정을 시하는 스포츠피

싱 문화로 바 어 가고 있으며 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화의 기 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Min, 2008).

낚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에서도 루어낚시는 

한국사회에서 은 층을 심으로 속히 화되고 

있다. 무생물의 인조미끼, 즉, 루어를 이용해 살아있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은 미끼를 드리우고 물고기가 먹

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통  낚시 기법과는 차별된 

기법으로, 낚시인 자신이 물고기를 유인해서 물게 해야 

함으로써 개인 기량의 폭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Kim, 

2008). 루어낚시는 바다낚시와 민물낚시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민물낚시에는 배스, 쏘가리, 무지개송어, 

꺽지, 가물치 등이 해당되고 바다낚시는 농어, 넙치, 부

시리, 방어, 참돔, 우럭 등이 해당된다(Kim, 2008). 루어 

낚시처럼 자연을 상 로 하는 여가활동의 순기능에 

해서는 이미 잘 알려졌듯이 일상 생활과 빈틈없는 직

장 생활에 지친 인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거기다 인 분

기에 맞게 스포츠 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 인들

의 구미에도 잘 맞는 종목이라 할 수 있다(Kim, 2008).

이러한 장시간 즐길 수 있는 활동인 루어낚시는 

다양한 신체근육을 사용하며 손목, 팔꿈치, 목, 허리, 

종아리 등의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루어낚시에서

는 릴과 결합이 되어 있는 낚싯 를 항상 손으로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목터 증후군등의 증상이 유발

될 수 있다(Fig. 1).

손목터 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CTS)은 손

목에서 정 신경의 압박으로 생기는 가장 흔한 신경병

증  하나이다. CTS는 손목에서 정 신경이 좁아진 

수근 을 지남에 따라 정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되며, 

CTS의 증상은 림, 따끔거림, 타는 듯한 느낌, 둔한 

느낌이 손과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De 

Angelis et al., 2006). 최근 통증은 낚시 업계와 스포츠에

서도 심이 매우 높은 이슈로 장시간 낚시를 하거나 

운동, 트 이닝 후 발생되는 지연성 통증으로 압통, 부

종,  뻣뻣함, 그리고 가동범  하 등을 경험한

다. 지연성 통증에 수반되는 이러한 증상과 증후는 당연

히 낚시인들과 스포츠선수들의 신체 컨디션 유지와 경

기력 향상에 부정  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지연성 

근육통은 성 염증반응과정과 유사한 반응으로 과 

주변 조직을 뻣뻣하게 만들어 유연성 하를 가져

와 부상 험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Sherer, 2013).

한, 스포츠 는 스포츠 의학에서 심이 높은 통증 

조 과 회복에 한 미세 류 처치 효과의 검증에 따르

면, 무릎 굽힘 는 팔꿈치 굽힘과 폄 운동 후 발생된 

지연성 근육통 완화에 정  향을  것으로 나타났

다(Koh, 2018; Cho & Song 2014; Kim et al., 2009; Jung 

et al., 2000; Kim et al., 1995; Lee et al., 2013). 이 밖에 

미세 류 용에 따른 통증과 기능회복에 한 연구로 

만성 테니스엘보우 환자에게서 정  효과를 보고하

다(Poltawski et al., 2011). 이러한, 통증을 하시키는데 

Fig. 1. Lure-fishing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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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주  기근육자극요법(electrical muscle stimulation, 

EMS)은 신경과 근육에 주어지는 주 의 기 자극을 

통해 근육의 크기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수 있으며, 

기 자극은 근육의 비자발  수축  근섬유의 우선  

활성화를 발생시켜 기능향상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련 

근육의 기능 향상  운동 재활 역에서 최근 많이 활용

되고 있다(Kemmler & Von Stengel, 2012).

한, 최근에는 극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용방법이 

쉬워져 문 인 기계사용 교육법을 배우지 않아도 

구나 인 으로 근육의 수축을 유발시킬 수 있어, 운

동선수들 역시 기자극 요법을 훈련이나 훈련 후 회

복  재활의 역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고 하 다(Lee et al., 2020; Son & Park, 2016). 근육

에 직  용되는 EMS가 근력의 증가  의 가동

범  증가 그리고 근 축 감소 등을 하여 용되고 

있어(Doucet et al., 2012) 스포츠 퍼포먼스 증 를 한 

스포츠 웨어러블로 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 근육 

자극(EMS)이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을 한 운동 방법

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Yeun, 2021). EMS는 근육의 수

축이 추신경계로부터 활동 가 생긴 것처럼 보이

게 만드는 원리이며, EMS의 활용은 트 이닝의 안

인 기술로 언 된 바 있다(Zatsiorsky & Kraemer, 

2006). 그러나, 루어낚시를 즐기기 해서는 손목 통증

이 필연 으로 동반하게 되는데, 손목터 증후군이 발

병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손목보호  개발에 한 실태

조사와 연구는 지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EMS 트 이닝이 루어낚시 후 발

생하는 지연성 근육통과 가동범 (Range of 

motion, ROM) 하  악력(Grip strength)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루어낚시 활동시에 손목터 증후군을 

방할 수 있는 EMS 손목보호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자

본 연구는 실제 루어 낚시를 즐기고 있는 낚시인  

35~45세 남자 10인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상

자의 일반 인 신체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Variable n= 10

Age (yrs) 39.5±3.2

Height (cm) 174.3±3.4

Weigth (kg) 79.3±7.9

Wrist thickness (cm) 17.7±0.6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M±SD)

2.2. 측정방법

실험은 각 피험자가 낚싯 (ROD)를 거치하는 손의 

악력(Grip strength), 가동범  ROM (Range of 

motion, ROM), 그리고 통증자각도검사 VAS (Visual 

analogue scale)로 두가지 형태의 제품을 착용한 후 

EMS 트 이닝 과 후로 나 어서 총 3가지 항목을 

측정하 다.

실험순서는 교차설계법(cross over design)을 용하

여 상자가 반복측정에 참여하 으며, 반장갑형태와 

손목밴드형태의 손목보호 를 랜덤으로 측정하 다. 

실험과 실험사이에는 1시간의 차이를 두었고, 피로도 

유발을 해 던지는 동작인 캐스 을 100회 실시 후 

측정에 임하 다. 

2.2.1. 악력 (grip strength)

악력은 손의 근력 측정에 권장되는 평가 기법으로 

임상에서 근육 기능의 평가를 한 가장 간단한 방법

이며(Helen et al., 2011), 손과 손가락에 의해 가해지는 

힘 는 물체에 압력을 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Langer et al., 2017). 일반 으로 우세손이 비우세손 

보다 근력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수부치료

사들 사이에 사용되는 규칙인 우세손이 비우세손 보다 

10% 더 강한 악력을 가진다는 ‘10% rule’이 있다(Helen 

et al., 2011). 그러나,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두 손의 힘

에 차이가 없으며(Crosby et al., 1994), Bohannon(2003)

의 연구에서는 상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더 

강한 반면, 왼손잡이는 결과가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ohanno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각 피험자들이 캐스  후에 일상 으로 낚싯 (ROD)

를 거치하는 손을 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악력 측정에는 악력계 TKK-5401 (TAKEI, JAPAN)을 

사용하 는데, 시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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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 다(Chi et al,. 2019)(Fig. 

2, 3). 악력측정은 일어서서 다리를 바로 어깨 넓이로 

벌리고 서서 측정기의 손잡이를 잡고(손가락 둘째 마

디) 팔과 몸통을 15°로 손잡이를 잡아당겨 실시하 다. 

이때 압상승을 미리 비하여 입을 벌리고 악력측정

을 실시하게 하 다(Fig. 2, 3).

2.2.2. 손목  굽힘의 측정(ROM)

손목  굽힘의 측정(Range of motion, ROM)은 의

자에 앉은 자세에서 Dorsiflexion과 Plantar flexion의 측

정을 실시하 다. Dorsiflexion은 수 의 손등방향으

로의 운동과 족 의 발등 방향으로의 운동으로 모두 

배굴이라고 한다. 자에서는 요골을 기본축으로 하고, 

제2 수골을 이동축으로서 측정하는데 정상가동범

는 0~70도이다(간호학 사 )(Fig. 4). Plantar flexion

은 굴을 뜻한다(Fig. 5)(의학,간호 약어해설사 ). 

EMS 트 이닝 과 후에 제품별 2회씩 총 4회 반복하

여 측정하 고, 측정 피로를 최소화하기 해 약 30

간 휴식기를 가졌다. 2회 측정한 값에서 높은 기록을 

분석에 사용하 다. 손목  ROM의 측정을 해 연

구 참여자의 자  아랫부분(distal part of the ulna bone)

의 정 가운데(center of the distal part of the ulna) 부분

과 5번째 손허리  아랫부분(distal part of the 5th 

metacarpal bone)에 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마크를 

하 다. 이후 측정하는 쪽 아래팔(forearm)을 테이블 

에 올려놓고, 몸이 앞으로 굽어지지 않게 허리는 직각

을 유지하게 하 다. 이어서 고니어미터(8-inch plastic 

360° ISOM goniometer, BASELINE evaluation instruments, 

UK)의 심부분을 손목의 마크된 부 에 착한 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천천히 손목 을 굽히거나 폄

을 하도록 지시하 다(Koh, 2018)(Fig. 6).    

2.2.3. 통증자각도검사(VAS)

VAS (visual analogue scale)는 통증도에 따라 (0  

아 지않다~5  매우아 다)로 나뉘어서 EMS 트 이

닝 에 측정을 하 다. 1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으로 

Fig. 2. TKK-5401

Fig. 3. Grip measurement posture 

Fig. 4. Dorsiflexion 

Fig. 5. Plantarfle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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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 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 식으로, 11번

부터 12번까지는 주 식으로 질문을 하 다. 구체 인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VAS1은 재 손목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의 통증 정도, VAS2는 반복 인 손목 움직임이 있는 

일을 할 때의 통증 정도, VAS3은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의 통증 정도, VAS4는 손목을 앞으로 꺾었을 시의 

통증 정도, VAS5는 손목을 360도로 회 하 을 때의 

통증 정도, VAS6은 2리터 페트병 6개를 한 번에 들었

을 때의 통증 정도, VAS7은 낚싯 를 잡고 있을 때의 

통증 정도, VAS8은 낚싯 를 들어 올릴 시의 손목 통

증 정도, VAS9는 평소 개인활동을 할 때의 손목 통증 

정도, VAS10은 양치, 컵에 물 따르기 등 일상 인 생활

을 할 때의 통증 정도에 한 문항이다. 

VAS11에서는 가장 통증을 느낄 때의 손목이나 팔의 

동작에 해 주 식으로 질문을 하 다. VAS12에서는 

어느 부 를 서포터 해주는 손목보호 가 필요한지에 

해 주 식으로 질문을 하 다. 

디자인과 구조가 다른 2가지 손목보호 에 EMS 모

듈을 장착 후 25분간 EMS 트 이닝 후에 동일한 방법

으로 VAS를 측정하 고, EMS 트 이닝 과 후(총8

회)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 다.

2.2.4. 지연성 근육통 유발방법

모든 연구 참가자는 지연성 근육통 유발을 해 측

정  릴에 로드를 결합한 후 무게추 1oz(28g)를 달고 

EMS트 이닝 에 캐스  100회씩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하 다. 지연성통증 유발 후에 1차 측정 후 60분간 

휴식을 하 고, 먼  반장갑형태의 제품(A)을 착용하

고 EMS트 이닝을 실시하 다. 종료 후에는 60분의 

휴식을 하고, 손목을 감싸주는 밴드형태의 제품(B)을 

착용 후 EMS트 이닝을 실시하 다.

2.3. EMS 트 이닝용 손목 보호  제작

EMS 손목보호  제작에는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와(A) 손목을 감싸주는 밴드형태의 손목보호 (B)에 

EMS 모듈을 연결하기 해 자석 스냅을 도성 실로 

바느질 하 고, 제품은 손목 보호  안쪽 면에 도성

원단(가로3cm, 세로4cm)을 열 스기를 이용하여 

착하 다. 이때, EMS 모듈은 F사의 제품을 이용하

다. 모듈이 자석 스냅과 도성 실 그리고 도성 원단

을 통해 EMS 류를 달한다. 완성된 제품의 모습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Fig. 7, 8, 9, 10, 11). 

 

Fig. 7. EMS Module  

Fig. 8. Half Finger Gloves (A)

Fig. 6. Measurement of wrist 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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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ristband (B) 

Fig. 10. Ems attached to Half finger gloves

Fig. 11. Ems attached to Wristband 

2.4. 실험 과정

실험과정은 안정시 손목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증 자각도 검사(VAS)를 실시하 고, 그 이후에 

가동범  (ROM) 배굴과 굴 측정  악력 검사를 실

시하 다. 지연성 근육통 유발을 해 캐스 을 100회 

실시 후 VAS와 ROM, 악력검사를 차례 로 시행하

다. 손목의 피로도 회복을 해 1시간의 휴식을 하 다. 

휴식이후 VAS와 ROM, 악력 검사를 차례 로 시행하

고, 지연성 근육통 유발을 해 캐스  100회를 실시

하 다. 캐스  100회 후에 VAS와 ROM, 악력 검사를 

차례 로 시행하 다. EMS모듈을 장착한 반장갑형태

의 손목보호 를 착용 후 25분간 EMS트 이닝을 실시

하 다. 피로도 회복을 해 1시간의 휴식을 한 후에 

동일한 과정으로 손목밴드형태의 손목보호 의 실험

을 진행하 다.

2.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값은 SPSS PC+ for Windows 

(version 22.0)를 이용하여 모든 변인의 평균(mean: M)

과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나타내었다. 

안정시와 캐스  100회 후 ROM과 악력의 결과는 

사 , 사후의 값으로 종속표본 t 검증(paird t-test)을 

용하 다. VAS에 한 결과는 안정시와 캐스  100회 

후, 그리고 EMS 트 이닝 후의 통증 데이터로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통계 으로 

유의차가 나타난 변인은 사후분석으로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용하 다.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 은 (α)은 .05로 설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안정시 VAS와 ROM  악력(Grip strength)

3.1.1. 안정시와 캐스  100회 이후 통증자각도(VAS) 

안정 시 통증자각도 검사(VAS)와 캐스  100회 후 

VAS의 비교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AS의 1, 2, 3, 

5, 6, 7, 8, 9, 10은 안정 시와 비교하여 캐스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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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통증자각도 검사(VAS)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p<.05). VAS4 손목을 앞으로 꺾었을 시의 

통증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1.2. 안정시와 캐스  100회 이후 ROM의 비교 결과 

안정 시 ROM과 캐스  100회 후 ROM 비교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배굴(Dorsiflexion)에서 안정 시(42.0±7.3)

와 비교하여 캐스  100회 후(34.0±6.1)에 8도가  유의하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이는 배굴동작을 취

할 때에 지연성 근육통이 움직임에 부정 인 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굴(Plantarflexion)동작에서

는 안정시와 비교하여 캐스  100회 후 ROM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  수치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1.3. 안정시와 캐스  100회 이후 악력 비교 결과 

안정 시 악력테스트와 캐스  100회 후 악력테스트의 

비교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악력테스트 1에서는 안

정시(40.9±6.8)와 비교해서 캐스  100회 이후의 악력이 

(32.6±5.4) 8.3kg 감소하 다. 악력테스트2에서는 안정 

시(40.9±6.8)와 비교하여 캐스  100회 (31.7±4.6)후 

9.2kg 감소하 다. 이는 지연성 근육통 유발 이후 악력

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3.2. 반장갑 형태 손목보호 의 VAS와 ROM  

악력(Grip strength)

3.2.1. 반장갑형태 손목보호 의 EMS트 이닝 이후 

통증자각도

안정시 VAS와 캐스  100회 후 VAS  반장갑 형

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한 EMS 트 이닝 후의 VAS를 

비교한 결과는 제시된 Table 5와 같다. 모든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사후검증 결과 VAS 

1,2,3 에서는 캐스 을 100회한 직후 측정한 측정값(b)

Variable (pain)
Rest time VAS 

revcords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p

VAS1 How much pain do you feel when your wrist doesn’t move? 0.5±0.5 1.7±0.8 .005*

VAS2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you work with repetitive wrist movements? 2.2±0.9 3.3±1.1 .024*

VAS3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your wrist is tilted back? 0.6±0.8 2.0±0.9 .001***

VAS4 How much pain does it have when you bend your wrist forward? 3.5±1.2 4.0±1.1 .213

VAS5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you rotate your wrist 360 degrees? 3.5±1.1 4.7±0.6 .009**

VAS6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you lift 6bottles at once? 1.5±0.8 3.8±1.1 .000***

VAS7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holding a fishing rod? 1.1±0.5 2.6±1.3 .007**

VAS8 How much pain do you have when landing? 1.4±1.2 3.1±1.3 .002**

VAS9 
How much pain do you usually have during your individual activities? 

(Washing, wearing clothes)
0.1±0.3 1.4±0.6 .000***

VAS10 How much pain do you have in your daily life? (Job, daily routine) 1.6±0.6 2.5±0.9 .019**

*p<.05; **p<.01; ***p<.001

Table 2. Compared to rest time VAS records and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M±SD)

Variable n= 10 p

Rest time DF 42.0±7.3
.000***

After casting  DF 34.0±6.1

Rest time PF 39.7±9.4
.115

After casting PF 34.0±6.1

**p<.01; ***p<.001

Table 3. Compare rest time ROM and after casting 100times

ROM 

Variable n= 10 p

Rest time GRIP 1 40.9±6.8
.000***

After casting GRIP 1 32.6±5.4

Rest time GRIP 2 40.9±6.8
.000***

After casting GRIP 2 31.7±4.6

***p<.001

Table 4. Compare rest time grip test and after casting 100times 

grip test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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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시(a)의 VAS와  EMS트 이닝 직 후(c) VAS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캐스  100

회(b) 후에 진행한 EMS트 이닝(c)이 손목 통증 하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손목을 앞으로 꺾었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 4 와 손목을 360도 회 하 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 5 에서는 캐스 을 100회 이후 측정

한 VAS가 a, c보다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피험자

들이 캐스  100회 이후 지연성 근육통이 유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VAS 4,5 동작에서 a가 c보다 높게 나타

났다는 것은 EMS트 이닝이 손목을 앞으로 꺾는 동작 

 360도 회 하는 동작의 통증 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AS 6에서는 a보다 b, c가 수치가 

높고, b가 c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손목을 앞으로 꺾었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 4 와 

손목을 360도 회 하 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 5 에

서는 캐스 을 100회 이후 측정한 VAS가 a, c보다 높

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피험자들이 캐스  100회 이

후 지연성 근육통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VAS 4,5 

동작에서 a가 c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EMS트 이

닝이 손목을 앞으로 꺾는 동작  360도 회 하는 동작

의 통증 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VAS 

6에서는 a보다 b, c가 수치가 높고, b가 c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EMS트

이닝이 통증 회복에는 효과가 있지만, 일상생활만큼

의 회복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VAS 7,8,9 에서는 

b가 a,c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낚싯 를 잡고 

있을 때와, 낚싯 를 들어 올릴 때에는 캐스  100회 

이후에 진행한 EMS트 이닝에서 통증수치가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개인 활동을 할 때의 손목통증 정도를 물어본 

VAS9 에서도 캐스  이후 진행한 EMS트 이닝에서 

통증 수치가 나아짐을 알 수 있었다. VAS 10에서는 

b>a>c순으로 통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상 생활시

의 손목 통증에는 EMS트 이닝이 효일상 생활시의 손

목 통증에는 EMS트 이닝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캐스  100회 후 VAS 보다 EMS 트 이

닝 후 VAS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p<.05).

Variable (pain)
Rest time 

VAS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Post-

verification.
p

VAS1 wrist not moving 0.7±0.4 2.1±1.2 0.4±0.5 b>a, c .000***

VAS2 repetitive movements 1.9±0.8 2.9±0.9 1.9±0.5 b>a, c .013*

VAS3 tilted back 0.5±0.7 2.7±1.3 0.5±0.5 b>a, c .000***

VAS4 bending  forward 2.9±0.8 4.2±1.1 2.2±0.6 b>a>c .000***

VAS5 rotating 360 degrees 3.7±1.1 4.7±0.6 2.5±0.7 b>a>c .000***

VAS6 lifting 6bottles 1.4±0.5 3.8±1.1 3.3±1.1 b>c>a .000***

VAS7 holding fishing rod 1.1±0.5 2.7±1.1 0.9±0.5 b>a, c .000***

VAS8 landing 1.4±1.2 3.0±1.5 1.5±0.5 b>a, c .000***

VAS9 individual activities 1.0±0.0 1.6±0.9 0.4±0.5
a<b

b>c
.002**

VAS10 daily life 1.5±0.7 2.5±0.9 0.9±0.5 b>a>c .000***

a: Rest time VAS records; b: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c: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p<.01; ***p<.001

Table 5. Compared to Daily VAS records and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M±SD)

Variable n= 10
Post-

verification.
p

Rest time Dorsiflexion 41.3±6.3

a>b

a<c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Dorsiflexion
31.8±6.1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Dorsiflexion
47.3±5.4

Rest time Plantarflexion 38.7±10.0

a>b

a<c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Plantarflexion
28.8±8.5

After Half finger gloves 

training Plantarflexion
46.4±8.0

***p<.001 

Table 6. Compare after casting 100times ROM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ROM records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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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반장갑형태 손목보호 의 EMS 트 이닝 후 

ROM의 비교 결과

안정시 ROM과 캐스  100회 후 ROM  반장갑 형

태의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EMS 트 이닝 후의 

ROM을 비교한 결과는 제시된 Table 6과 같다(Fig. 12, 

13). 배굴(Dorsiflexion)과 굴(Plantarflexion)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사후검증 결과 배굴

에서는 c>a>b순으로 EMS트 이닝(47.3±5.4) 이후 측

정한 각도와 안정시(41.3±6.3)각도에서 6도의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캐스  100회 이후(31.8±6.1)와 

비교했을 때 15.5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배굴동작에서 EMS트 이닝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굴동작에서는 EMS트 이닝(46.4±8.0)

시와 캐스  100회 이후 (28.8±8.5) 값을 비교하 을 

때 17.6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한 트 이닝이 손목 움직임 

개선에 정 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001).

3.2.3. 반장갑형태 손목보호 의  EMS트 이닝 후의 악력 

비교 결과

안정 시 악력테스트와 캐스  100회 후 악력테스트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한 EMS 트 이닝 

후의 악력테스트를 비교한 결과는 제시된 Table 7과 같

다(Fig. 14, 15). 악력테스트 1과 악력테스트 2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사후검증 결과 악력테

스트 1에서는 안정시보다(40.8±7.1) 캐스  100회

(32.0±4.5) 후 8.8kg감소하 다. 이는 지연성근육통 유

발시 악력이 하됨을 나타내고 있다. 캐스  100회 이

후 측정한 악력과 EMS 트 이닝 (41.4±6.9)이후 측정

한 악력을 비교해보면 9.4kg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악력테스트2에서는 캐스  100회(32.8±6.8) 이후보다 

Rest time DF After casting After Half  finger 

gloves

Fig. 12. Compare after casting 100times DF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DF records, EMS training ROM 

records  ***p<.001 (M±SD)

Rest time PF After casting After Half finger 

gloves

Fig. 13. Compare rest time, after casting 100times PF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p<.001 (M±SD)

Rest time 

grip1

After casting 

grip1
EMS training grip 

1 

Fig. 14. Compare rest time, after casting 100times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GRIP1 ***p<.001 (M±SD)  

EMS training 

grip 2
After casting 

grip2

Rest time

grip2

Fig. 15. Compare rest time, after casting 100times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GRIP2 ***p<.001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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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트 이닝(41.3±7.3) 이후에 8.5kg이 유의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손목에 지연성 근

육통이 있을 때에 진행한 EMS트 이닝이 악력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밴드형태 손목보호 의  VAS와 ROM  

악력(Grip strength)

3.3.1. 밴드형태 손목보호 의  EMS트 이닝 이후 

통증자각도 

안정시 통증자각도(VAS)와 캐스  100회를 한후에 

측정한 VAS  손목을 감싸주는 밴드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한 EMS트 이닝 후의 VAS를 비교한 결과는 

제시된 Table 8과 같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1), 

사후검증 결과 손목이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았을 

때의 통증 정도를 묻는 VAS 1에서는 캐스  100회 이

후 통증이 가장 높았고, EMS트 이닝 이후 통증수치

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 인 일을 할 때의 통증정도를 묻는 VAS2에서

는 b에서 발생한 통증 수치가 가장 높았고, a보다 c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반복 인 일을 할 때에는 EMS트

이닝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3에서는 b>c>a순으로 통

증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캐스  100회 이후

에 실행한 EMS트 이닝이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시에 통증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손목을 앞으로 꺾었을 때의 통증정도를 묻는 VAS4

에서는 b>a>c순으로 통증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b이후에 진행한 EMS트 이닝이 손목을 앞으로 꺾는 

동작에서의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손목을 360도 회 하 을 때의 통증 정도를 묻는 

VAS5에서는 b>a>c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손을 

360도 회 하는 동작에서도 지연성 근육통이 유발되

어있는 통증은 EMS 트 이닝 이후에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리터 페트병 6개를 들었을 때의 

통증 정도를 묻는 VAS6에서는 b>c>a순으로 캐스  

100회 이후에 실행한 EMS트 이닝에서 무거운 물건

을 들었을 때에 통증수치가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낚싯 를 잡고 있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7, 낚싯

를 들고 있을 때의 통증을 묻는 VAS8, 평소 개인 활

Variable (pain)
Daily VAS 

records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Post-

verification.
p

VAS1 wrist not moving 0.7±0.4 2.6±0.6 0.2±0.4 b>a, c .000***

VAS2 repetitive movements 1.8±0.7 3.7±1.2 0.7±0.4 b>a>c .000***

VAS3 tilted back 0.4±0.5 2.2±1.0 1.4±0.5 b>c>a .000***

VAS4  bending  forward 3.0±1.0 3.7±1.3 1.8±0.6 b>a>c .001**

VAS5 rotating 360 degrees 3.7±1.4 4.2±0.9 2.3±0.6 b>a>c .000***

VAS6 lifting 6bottles 1.5±0.8 3.9±1.5 2.9±0.7 b>c>a .000***

VAS7 holding fishing rod 0.9±0.3 2.9±1.2 1.0±0.0 b>a, c .000***

VAS8 landing 1.1±0.8 2.6±1.3 1.1±0.9 b>a, c .000***

VAS9 individual activities 0.7±0.6 1.8±1.0 0.4±0.5 b>a, c .000***

VAS10 daily life 1.1±0.3 2.7±0.6 0.8±0.6 b>a, c .000***

a: Rest time VAS records; b: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c: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p<.01; ***p<.001

Table 8. Compared to rest time VAS records and  after casting 100times VAS records,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VAS 

records (M±SD)

Variable n= 10
Post-

verification.
p

Rest time Grip 1 40.8±7.1
a>b

b<c

c>a

.000***
After casting 100times Grip 1 32.0±4.5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Grip 1
41.4±6.9

Rest time Grip 2 40.6±6.8
a>b

b<c

c>a

.000***
After casting 100times Grip 2 32.8±6.8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Grip 2
41.3±7.3

***p<.001

Table 7. Compare after casting 100times grip test  and after

Half finger gloves, EMS training grip test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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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할 때의 손목 통증 정도를 묻는 VAS9, 일상생활

을 할 때의 통증 정도를 묻는 VAS10의 4가지 문항에서

는 b이후에 진행한 EMS트 이닝에서 통증에 한 수

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지연성 근육통 유발을 해 캐스 을 100회 한 이후에 

EMS트 이닝을 하 을 때 통증자각도 수치가 낮아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2. 밴드형태 손목보호 의  EMS트 이닝 후의 

ROM비교 결과

안정 시 ROM과 캐스  100회 후의 ROM의 비교 결

과  손목을 감싸주는 밴드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

후 실시한 EMS트 이닝 후의 ROM을 비교한 결과는 

제시된 Table 9와 같다. 배굴에서는 안정시(42.3±6.8)보

다 EMS트 이닝(52.2±6.2) 이후에 각도가 9.9도 유의

미하게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캐스  100회 이

후(31.6±8.5)와 EMS트 이닝 이후를 비교했을 때 20.6

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굴에서는 B<A<C

의 순으로 각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캐스 100회이후

(27.6±7.7)와 EMS트 이닝 이후(52.2±6.2)의 측정값을 

비교하면 24.6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시 

(40.1±9.9)와 EMS트 이닝 이후를 비교해보면 12.1도

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손목을 감싸

주는 밴드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트 이닝을 목

시키면 손목각도 개선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p<.001)(Fig. 16, 17). 

3.3.3. 밴드형태 손목보호 의  EMS트 이닝 후의 

악력 비교 결과 

안정 시 악력테스트와 캐스  100회 후 악력테스트 

 손목을 감싸주는 밴드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후 

실시한 EMS트 이닝 후의 악력테스트를 비교한 결과

는 제시된 Table 10과 같다(Fig. 18, 19). 악력테스트 1

과 악력테스트 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Rest time DF After casting 

100times DF

EMS training DF 

Fig. 16. Compare Rest time DF, after casting 100times DF and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DF ***p<.001 (M±SD)  

Rest time 

PF

After casting 

100times PF
EMS training 

PF 

Fig. 17. Compare rest time PF, after casting 100times DF and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PF ***p<.001 (M±SD)  

Variable n= 10
Post-

verification.
p

Rest time Grip 1 40.9±6.5

a>b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Grip 1 31.0±5.3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Grip 1
42.4±7.4

Rest time Grip 2 40.2±6.8

a>b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Grip 2 31.1±5.1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Grip 2
42.4±7.0

***p<.001

Table 10. Compare after casting 100times grip test  and after 

Wristband product, EMS training grip test (M±SD)

Variable n= 10
Post-

verification.
p

Rest time Dorsiflexion 42.3±6.8

a>b

a<c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Dorsiflexion
31.6±8.5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Dorsiflexion
52.2±6.2

Rest time Plantarflexion 40.1±9.9

a>b

a<c

b<c

.000***

After casting 100times 

Plantarflexion
27.6±7.7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Plantarflexion
52.2±6.2

***p<.001

Table 9. Compare rest time, after casting 100times ROM and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ROM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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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사후검증 결과 악력테스트 1에서는 캐스  

100회(31.0±5.3)이후 측정한 악력과 그 이후 실시한 

EMS트 이닝 (42.4±7.4)이후 측정한 악력에서 11.4kg

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악력테스트 2에서

는 캐스  100회 (31.1±5.1)후 측정한 악력보다 EMS트

이닝 이후 (42.4±7.0)측정한 악력에서 11.3kg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5)(Fig. 18, 19). 악력

테스트1과 악력테스트2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로 손

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트 이닝을 

실시하면 지연성근육통이있을 시에는 EMS가 효과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논의

본 연구의 목 은 루어낚시 참여자의 손목 통증이 

손목보호 와 EMS의 결합을 통해 실행한 트 이닝으

로 통증과 움직임에서 개선되는지에 한 효과를 통증

자각도(VAS)와 손목 굽힘의 측정(ROM), 악력테스

트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다. 

VAS에서는 안정시의 VAS와 캐스  100회 이후를 

먼  측정하 고, 안정시와 캐스 100회 이후 반장갑

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한 후 EMS트 이닝을 실시

한 VAS를 측정하 다. 캐스 100회 이후의 VAS보다 

EMS트 이닝 이후에 자각도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손목밴드 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한 후 

실시한 VAS에서도 EMS트 이닝 이후에 통증의 자각

도 수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한 트 이닝이 모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목 굽힘의 측정(ROM)은 안정시 배굴과 굴

을 각각 측정하고, 캐스  100회 이후의 배굴과 굴을 

측정하 다. 그 이후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

를 결합하고,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하여 EMS를 용하고 나서 사후 테스트

를 진행하 다.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용한 안정시-캐스 100회-사후를 비교해보면 배굴에

서는 EMS트 이닝이후와 캐스  100회 이후를 비교

했을 때 15.5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굴동작에서는 EMS트 이닝시와 캐스  100회 이후의 

값을 비교하 을 때 17.6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

합하여 실시한 테스트에서는 배굴에서 캐스  100회 

이후와 EMS트 이닝 이후를 비교하 을 때 20.6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굴에서는 캐스 100회

이후와 EMS트 이닝 이후의 측정값을 비교하면 24.6

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지연성근육통이 

있는 손목에 반장갑 형태 는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

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하여 트 이닝을 실시하

면 손목각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악력 테스트는 안정시 악력과 캐스  100회 이후 악

력을 측정하 다. 그 이후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하고,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하여 EMS를 용하고 나서 사후 테스

트를 진행하 다. EMS를 결합한 반장갑형태의 악력을 

측정한 악력테스트1에서는 안정시보다 캐스  100회 

이후 8.8kg이 감소하 으며, EMS트 이닝 이후에는 

9.4kg이 증가하여 유의미하 다. 악력테스트2에서는 

Rest time 

grip1

After casting 

grip1
After Wristband  

EMS raining grip1 

Fig. 18. Compare In advance, after casting 100times and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GRIP1 ***p<.001 (M±SD)

Rest time 

grip2

After casting 

grip2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grip2

Fig. 19. Rest time, after casting 100times and after Wristband

EMS training GRIP2 ***p<.001 (M±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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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보다 캐스 100회 이후 7.8kg 감소하 으며, 캐

스  100회 이후보다  EMS 트 이닝 이후에 8.5kg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EMS를 결합한 손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를 착용하고 측정한 악력테스트1에

서는 안정시보다 캐스 100회 이후에 9.9kg 감소하

으며, EMS트 이닝을 실시한 후에는 11.4kg이 유의하

게 증가하 다. 악력테스트2에서는 안정시보다 캐스  

100회 이후 악력이 9.1kg감소하 으며, EMS트 이닝 

이후에 11.3kg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실험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지연성근육통이 있을

시에 EMS를 결합한 손목보호 를 착용하고 EMS 트

이닝을 개하 을 때, ROM과 악력의 기능이 향상

되어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EMS를 장착한 손목 보호 가 낚시인들의 손목피

로도 회복에 정 인 향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VAS11에서는 손목보호 에 

EMS를 결합하여 진행한 EMS트 이닝 이후에 손목이 

훨씬 편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루어낚시 참여를 할때에 어느 부 를 어떻게 도와주

는 손목보호 가 필요한지 묻는 VAS12에서는 루어 낚

시 에는 손목으로 낚시 와 릴을 들고, 엄지손가락으

로 릴의 스풀부와 클러치부를 조작해야하기 때문에 손

목과 엄지손가락에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반장갑 형

태의 손목보호 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손목을 압박하

고 고정해  수 있는 손목밴드 형태의 손목보호 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장갑형태의 손목보호

는 손가락부터 손목을 연결시켜주어서 손목에 들어가

는 힘을 분산시켜주고 손목의 가동범 의 움직임을 서

포터 해주는 장 이 있는 반면, 손목을 감싸주는 부분

에 압박이 없어서 루어낚시 에 손목에 부담이 갈 수

가 있다. 손목을 압박하며 감싸주는 형태의 손목보호

는 손목사이즈에 맞게 압박이 가능해서 배굴과 굴시

에 장 을 보 지만, 손가락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서, 랜딩시에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구조라 루어낚

시를 할때에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루어낚시참여자를 상으로 손목 보

호 + EMS를 결합하여 진행한 실험에서 실제 루어낚

시 참여자들의 손목 ROM  악력 증가에 효과가 있음

을 입증하여 손목 통증 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 다. 한 반장갑형태와 손목을 감싸주는 형

태를 보완한 실제 루어낚시 참여자들의 손목통증 하, 

손목터 증후군의 완화 등의 기능뿐 만아나라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착용감이 우수한 손목보호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험자 수의 선정에 한

계가 있었던 이 아쉬운 이며, 가장 표 인 두 가

지 종류의 손목보호 를 상으로 진행하 으나, 실제 

루어낚시에 요한 엄지손가락을 동시에 서포트 해  

수 있는 제품을 용하지 못한 이 연구의 한계 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로 엄지손가락부

터 손목까지 함께 서포트 해  수 있는 손목보호 를 

설계하여, 루어낚시에서 착용감과 기능성을 보완한 손

목보호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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