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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 자세에 따른 손의 힘과 

체표 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수민

본 연구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손의 집기 자세 시 체표 변화

와 힘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고령자 손 부위에 착용

되는 제품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령 여성 9명(연령 68±4세, 신장 159.20±

2.90㎝, 체중 57±5.54㎏)을 대상으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의

부위별 체표 길이 및 각도 변화율과 손가락 압력 및 집기력에 대

해 20대 여성 9명(연령 26±3세, 신장 161.10±3.20㎝, 체중 50.02±

4.49㎏)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손을 해부학적 위

치에 따라 수지골, 중수골, 수근골로 나누어 편한 자세와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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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 자세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체표 길이 변화율

과 각도 변화율을 도출해냈다. 또한, 인체 압력 측정기를 통해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20초 동안의 물체를 집고 있는 각 손가락의 압

력과 집기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손의 정적 자세 시 부위별 체표 길이의 상관관계는 고령 여성보

다는 20대 여성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은 고

령 및 20대 여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손

부위별 차이는 중수골의 엄지와 검지에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열쇠집기 자세 시 20대 여성

의 수지골 영역에서 검지 부위가 큰 변화율을 나타냈다(x²=12.12**,

p<.01).

체표 길이 변화율에 대한 평균은 고령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지만(t=-4.17***, p<.001), 각도 변화율에

대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수지골에서

의 검지와 중수골에서 열쇠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의 엄지 부위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고령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의한

체표 길이 변화율이 20대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다(고령 여성 Y=-.40X+5.93, F=379.98***, P<.001, 20대 여성

Y=-.41X+3.63, F=356.87***, P<.001).

또한, 손가락 압력에 관해서는 고령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압력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고(고령 여성 26.89±19.23㎪, 20대

여성 40.40±30.20㎪, x²=3.89***, p<.001), 고령 여성은 세 손가락 집

기 자세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의 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다(세 손가락 집기 40.22±25.76㎪, x²=11.60**, p<.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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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손가락 집기 46.89±29.21㎪, x²=22.36***, p<.001). 집기력에 관해

서는 열쇠 집기와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초 동안 집기력을 유지하

는데 있어 시간에 따른 감소율이 고령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 여성 30.42%, 20대 여성 7.08%).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손의 동적 자세 시 체표 변화와 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노화로 인한 고령 여성 손의 특징을 고찰하였

다. 약해진 고령 여성의 손의 힘과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착용형

손 로봇 개발 시 특히 엄지의 신근 부위와 검지의 수지골 부위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집기력의 감소율이 큰 것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들을 위한 집

기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제품 생산 시 최적의 맞음새뿐만 아니

라 보조 기능을 추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

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손 체표 변화, 손가락 압력, 집기력, 3차원 인체 측정, 고령

여성, 집기 자세

학 번 : 2017-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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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통틀어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라 한다. 이

것은 고령자들의 일과 여가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

하여 그들의 선호와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과

기술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여러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

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연구가 의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연구로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

다.

인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 해부학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손은 인체 부위 중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뼈와 관절의 조합으로 일

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기 때문에 손의 힘과 운동

기능 저하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Carmeli et

al., 2003; Ueba, 2001). 이러한 이유로 손의 근력과 관절 운동 등이 약화

된 고령자들을 위해 손 부위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기능

성 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재활 및 공학 분야에서 고령

자들을 위한 착용형 손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송원경, 2016). 그러나 현재 고령자를 위한 의복과 관련된 산업표준

규격(KS)에는 ‘고령자 배려 설계 지침(KS A 5562)’이 존재하지만 손과

관련된 구체적인 치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대부분

손의 주요 치수인 손직선길이와 손둘레 항목에만 의존해 개발하는 연구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자에 대한 손 부위 치수 및 체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인체치수조사 사업(Size Korea)을 통해 인체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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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지만 손 관련 치수는 손직선길이,

손바닥직선길이, 손너비, 손두께, 손둘레 등에 관한 정적 자세에서의 데

이터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손 치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손 관련

인간공학적 디자인 설계 시 손등 부위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손바닥 면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Vergara et al., 2018). 그러나

손은 다양한 종류의 관절과 큰 관절 가동 범위를 가져 정적 자세의 치수

만으로 손 관련 제품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의 형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동작을 고려한 손의 체표 변화를 이해하고 반영하

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손의 운동기능 중 하나인 집

기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을 3차원 형상을

통해 분석하고,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을 측정하여 노화로 인한 고령 여

성 손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 손의 힘과 기능

을 보조할 수 있는 착용형 손 로봇 등을 개발 시 보조되어야 하는 구체

적인 손의 부위와 힘에 대한 정량적 크기를 제시하고, 다양한 신장률 및

수축률을 가진 소재 선택 시 활용하여 최적의 맞음새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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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65-74세 고령 여성 9명과 20-29세 여성 9명을 대상으로 손

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통해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로 변화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을 산출하여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식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또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을 비교 분석하여 노화로 인한 고령

여성 손의 체표 변화와 힘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의 동적 자세를 반영한 체표 변화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의

압력과 집기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근력과 운동기능이 약해진 고

령자의 손과 관련된 다양한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의 정적 자세 시 체표 길이를 측정하고 부위별로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을 도출해내어 손 부위에 따른 체표 길이 간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자 한다.

둘째, 네 가지 집기 자세와 손 부위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

율과 각도 변화율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두 변수 간 관계식을 도출하여 각도 변화율이 체표 길

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섯째,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손가락 압력

과 집기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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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인체 측정

인체 측정은 인체에 맞닿는 의복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하며 더 나아

가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를 위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한

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통해 인체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

며, 마틴식 인체계측기를 이용한 직접 측정 방법과 3차원 스캐너를 이용

한 간접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인체 치수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

특히,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간접 측정 방법은 인체의 머리 부위, 목

부위, 몸통 부위, 팔 부위, 다리 부위, 손 부위, 그리고 발 부위에 대한

측정 기준점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 표준에서 지정한 인체측정법

(ISO 20685)을 따르고 있으며, 전신 스캐너(Hamamatsu BL Scanner,

Japan)뿐만 아니라 발 스캐너(K&I EnFOOT, Korea), 그리고 손 스캐너

(K&I EnHAND, Korea)를 이용하여 인체 말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측정

되었다(국가기술표준원, 2015).

3차원 스캐너를 통한 인체 측정 방법은 직접 측정 방법보다 측정 시간

이 짧으며 직접 측정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단순 치수 정보뿐만 아니라

체형과 체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추출된 3차원 형상 정보를 반영

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3차원 인체 측정 방법은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류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및 재활, 인간공학, 그리고 인

체 측정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Istook & Hwang,

2001; Simmons & Istoo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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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 치수 측정 방법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인 Size Korea에서는 직접 측정과 3차원 스캔

을 위한 손 부위 측정 기준점과 정의를 제시하였다. 직접 측정을 위한

손 부위 기준점은 손안쪽점, 손가쪽점, 손끝점, 손목안쪽점, 손목가쪽점으

로 5개 항목이며, 측정 항목은 손직선길이, 손바닥직선길이, 손너비, 둘째

손가락직선길이, 둘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둘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손두

께, 막대쥔손안둘레, 손둘레, 손목둘레로 총 10개의 항목이 있다.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부위 측정은 19개 항목의 기준점과 측정 항목이 있으며,

스캔 방법은 손 스캐너에 표시된 손의 모양에 맞추어 손을 자연스럽게

편 상태의 정적 자세에서 측정되었다. 제시된 측정 기준점(그림 2-1, 표

2-1.)과 측정 항목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2-2.).

[그림 2-1]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측정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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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측정 기준점 및 정의(국가기술표준원, 2010)

번호 측정 기준점 정의

(1) 첫째손가 끝점 첫째손가락의 끝점

(2) 둘째손가락끝점 둘째손가락의 끝점

(3) 손끝점 셋째손가락의 끝점

(4) 넷째손가락끝점 넷째손가락의 끝점

(5) 다섯째손가락끝점 다섯째손가락의 끝점

(6) 첫째손바닥손가락사이구별점 첫째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 최저점

(7) 둘째손바닥손가락사이구별점 둘째손가락과 셋째손가락 사이 최저점

(8) 셋째손바닥손가락사이구별점 셋째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사이 최저점

(9) 넷째손바닥손가락사이구별점 넷째손가락과 다섯째손가락 사이 최저점

(10) 첫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첫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의 중심점

(11) 둘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둘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의 중심점

(12) 셋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셋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의 중심점

(13) 넷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넷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의 중심점

(14) 다섯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다섯째손가락 첫째마디 접힘선의 중심점

(15) 손목안쪽점 자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16) 손목가쪽점 노뼈 붓돌기 가장 아래쪽

(17) 손안쪽점
다섯째 손허리손가락 관절부분에서 가장 안쪽으로

돌출한 곳

(18) 손가쪽점
둘째 손허리손가락 관절부분에서 가장 가쪽으로

돌출한 곳

(19) 손목중심점
손목안쪽점과 손목가쪽점을 연결하는 선상의

중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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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측정 항목 및 정의(국가기술표준원, 2010)

측정 항목 측정 기준점 정의

손길이 손목가쪽점, 손끝점
손끝점에서 손목가쪽점 수준의

접힘선까지의 직선길이

둘째손가락길이
둘째손가락끝점,

둘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둘째손가락끝점에서 둘째손가락첫째마디

중심점까지의 길이

셋째손가락길이
손끝점,

셋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손 끝점에서 셋째손가락첫째마디

중심점까지의 길이

넷째손가락길이
넷째손가락끝점,

넷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넷째손가락끝점에서 넷째손가락첫째마디

중심점까지의 길이

새끼손가락길이
다섯째손가락끝점,

다섯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다섯째손가락끝점에서

다섯째손가락첫째마디 중심점까지의 길이

첫째손가락

-손목길이
손목가쪽점, 첫째손가락끝점

손목가쪽점과 첫째손가락 손끝점을 연결한

선상의 직선길이

첫째손가락길이

-손등쪽

첫째손가락끝점,

첫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첫째손가락끝점에서 1cm내려온 점에서부터

첫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내려온 점까지를 첫째손가락안쪽에서 잰

길이

첫째손가락

-둘째손가락길이

다섯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

첫째손바닥손가락 간 구별점

다섯째손가락첫째마디중심점과 같은

높이의 둘째손허리손가락 관절부분에서

첫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내려온 점까지의 길이

손둘레 손안쪽점, 손가쪽점 손안쪽점과 손가쪽점을 지나는 둘레

첫째손가락둘레-위 첫째손가락끝점
첫째손가락끝점에서 1cm 내려온 점에서의

둘레

첫째손가락둘레

-아래

첫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둘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을 지나는

첫째손가락의 둘레

둘째손가락폭-아래
둘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둘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올라간 높이에서의 손가락너비

셋째손가락폭-아래
셋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둘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올라간 높이에서의 손가락너비

넷째손가락폭-아래
넷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셋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올라간 높이에서의 손가락너비

새끼손가락폭-아래
다섯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

넷째손바닥손가락사이 구별점에서 1cm

올라간 높이에서의 손가락너비

둘째손가락폭-위 - 둘째손가락셋째관절의 너비

셋째손가락폭-위 - 셋째손가락셋째관절의 너비

넷째손가락폭-위 - 넷째손가락셋째관절의 너비

새끼손가락폭-위 - 다섯째손가락셋째관절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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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치수 관련 연구

사람은 일상생활 동안 주로 손을 이용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손에 착용

하는 모든 피복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목적 이외에도 손의 기능적인 목

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야한다. 특히, 손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손의 치수

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인체 치수 측정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

게 실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손 치수에 관련된 연구는 현저히 미흡하다

(전은경 외, 2004; 류경옥 & 서미옥, 2004a). 또한, 현재 국내 의복의 맞

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체 치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3차원 형상을 통

해 인체의 치수, 체형 등의 정보를 얻어 분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신주

영, 2014; 천린, 2017), 국내 손 치수 측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마틴식

계측기와 같은 측정 도구를 이용한 직접 측정 방법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정적인 자세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3과 같이 6-12세 여아의 손 치수에 대해 분석

한 전은경 외(2004)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은희 & 도

월희(2013), 그리고 14-19세 남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김현숙 & 천종숙

(2014) 이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았

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손의 단순한 치수 정보만을 분석하였으며, 3차

원 형상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김현숙 & 천종숙(2014)의 연구에 한정되

었다.

손 관련 국외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캔을 이용한 손 치수 및 체표 변화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이 손의 다양한

동작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정적 자세에서 측정되고 있다(Hsu &

Yu, 2010; Mirmogammadi et al., 2015). 이와 같이 손에 관련된 연구 중

특히 3차원 측정 자료를 통해 손의 운동기능을 고려한 체표 변화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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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내 손 치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측정 자세 측정 방법 및 항목

김은경(2003)
한국인 18-64세

성인 남녀 824명

정적 자세(KS 1997

인체측정방법 및 일본

생명공학공업기술연구소

측정방법)

직접 측정 및 간접 측정

59항목

윤훈용(2003)
한국인 18-60세

성인 남녀 578명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측정

자세 5가지(KS A 7004)

직접 측정(마틴계측기)

35항목

정화식,

정형식(2003)

한국인 11-93세

성인 남녀 600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 13항목

권오채 외(2004)
1988년 US Army

손 측정 자료
정적 자세 직접 측정 70항목

류경옥,

서미아(2004a)

한국인 18-35세

성인 남녀 271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개발) 86항목,

간접 측정(사진) 4항목

류경옥,

서미아(2004b)

한국인 18-35세

성인 남녀 531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개발, 마틴계측기)

86항목, 간접측정(사진)4항목

전은경 외(2004)
한국인 6-12세

여아 223명
정적 자세(KS A 7004)

직접 측정 및 간접

측정(사진) 27항목

최혜선,

김은경(2004)

한국인 18-64세

성인 남녀 824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 59항목,

간접측정5항목

권명숙 외(2005)
한국인 18-30세

성인 남녀 265명
정적 자세(KS A 7004) 직접 측정 63항목

권명숙,

최인숙(2005)

한국인 18-30세

성인 남녀 265명
정적 자세(KS A 7004) 직접 측정 63항목

기도형(2010) Size Korea 1차~5차 자료 정적 자세 직접 측정 5항목

기도형(2011)
한국인 4~60세

남녀 835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 5항목

김상호,

기도형(2012)

한국인 20~60세

남녀 325명
정적 자세 직접 측정 58항목

최은희,

도월희(2013)

한국인 60세 이상

노인 353명
정적 자세 2D 손 스캐너 측정 19항목

김현숙,

천종숙(2014)

한국인 14-19세

남자 349명
정적 자세 3D 스캐너 측정 1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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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표 변화 측정 관련 연구

의복은 인체와의 맞음새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제

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떠한 기능이 포함된 의복 개발 시 절개선과

봉제선이 인체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의 동작

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의 절개선 위치를 찾는 것은 중요하며

(Lee et al., 2013), 이와 관련되어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2-4.). 다양한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인체에서 가동 범위가 크고 상대

적으로 체표 면적이 큰 하지 부위에서 측정되었으며, 서있는 자세에서

정해진 각도에 맞춰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변화시켜 피부의 길이 변화율

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였다(이효정 외, 2015; Choi & Ashdown, 2011;

Choi & Hong, 2015; Lee et al., 2013; Wang & Wang, 2015). 또한, 팔

동작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을 분석한 한설아 외(2012)의 연구는 팔의

다양한 동작들 중 가장 큰 변화율을 가지는 것은 팔의 굽힘 동작이며,

팔 안쪽 길이에서 가장 큰 변화율, 팔 가쪽 길이에서 최소 변화율을 보

인다고 나타냈고 연구 결과를 통해 방화복 소매 패턴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 인체 특정 부위의 동작 변화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 연구, 학령전

기 여아의 팔 동작에 따른 상지의 체표 길이 변화를 분석한 연구, 사이

클 복과 같은 기능성 의복 개발을 위한 특정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

화 연구 등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배은아 외, 2006; 정다희 외, 2017; 정연희 & 이예진,

2012).

또한, 인체 부위 중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손도 다양한 관

절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있어 내전, 외전, 굽힘, 그리고 신전과

같이 여러 운동 방향을 가지고, 약 45도에서 120도의 큰 가동 범위

(range of motion, ROM)를 가지기 때문에 동작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

가 유의하게 변할 것이라고 나타냈다(권오채 외, 2005; Ueba, 2001). 따

라서 인체를 감싸는 의복과 마찬가지로 손 부위에 착용되는 제품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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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새를 유지하고 손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손의 형태 정보와 치수 정보뿐만 아니라 손의 움직임으로 인한 체표

변화를 고려하여 동적인 손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Naris et al., 2014).

손 부위의 체표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권오채 외(2005)

는 신축성이 있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손을 폈다가 주먹을 쥔 상태

로 변화할 때, 줄자를 이용한 직접 측정을 통해 손 체표 길이 변화율을

분석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손을 손가

락과 손등으로 총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손의 운동기능 중 중요

한 손가락 관절 부위의 유의한 변화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장갑을 착용

하고 측정함으로써 손 체표 길이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존재했다. Nasir & Troynikov(2017)은 치료용 장갑 개발을 위해 손

을 Relaxed, Grip, Power grip의 3가지 자세에서 부위별 피부 변화율을

수평, 수직 방향의 길이 변화율과 표면적 변화율을 분석하였는데, 2가지

동적 자세 중 Power grip 자세의 중수수지관절 부위의 변화율이 현저하

게 크며 수평 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의 변화율이 더 크다고 나타냈다. 그

러나 손등 부위인 손의 중수골 영역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며, 손의 운

동기능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 부위와 손끝 관절인 원위지절관절

부위는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손은 작은 크기에 비해 다양한 뼈와 관절들이 존재하고 관절의 운동

가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손 부위에 착용되는 제품 개발 시 단순한 손의

치수와 형태 정보뿐만 아니라 손의 자세나 관절에 따른 손 체표 변화에

대한 정보도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인체 다른 부위의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 손의 다양한 자세를 반영한 체표 변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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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내외 체표 변화 측정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측정 자세 측정 방법 / 부위

권오채 외(2005)
한국인 20-30세

성인 남녀 120명

동적 자세

(주먹을 쥐고 핀 자세, 총2)

직접 측정(줄자) /

손 10항목

배은아 외(2006)
한국인 6-7세 학령전기

여아 15명

동적 자세

(팔을 들어 올린 자세, 총6)

직접 측정(마틴계측기,

Surgical tape) / 상지 8항목

Choi &

Ashdown(2011)
18-24세 성인 여자 25명

동적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총4)
3D 스캔 / 하지 30항목

정연희,

이예진(2012)

한국인 20대 성인 남성 1명

(사이클 경력 1년 이상)

동적 자세

(사이클 자세, 총2)
3D 스캔 / 전신 78항목

한설아 외(2012)
한국인 29세 소방대원 1명

(경력 2년)

동적 자세

(팔꿈치 굽힘/어깨 굽힘,

폄, 외전, 신전, 총5)

3D 스캔 / 상지, 팔 12항목

Lee et al(2013) 30대 남성 1명
동적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총3)

3D 스캔 /

하지 가로 8, 세로 21 항목

이효정 외(2015) 한국인 20대 후반 1명
동적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총3)

3D 스캔 /

하지 가로 7, 세로 16 항목

Choi &

Hong(2015)
20대 남성 6명

동적 자세

(다리 구부린 자세, 총4)

3D 스캔 / 하지 가로 30,

세로 14, 커브 6 항목

Wang &

Wang(2015)

상하이 대학 여성 200명

(평균 21.5세)

동적 자세

(뛰는 자세, 총5)
3D 스캔 / 하지 30항목

정다희 외(2017)
한국인 20대

성인 남성 5명, 여성 5명

동적 자세(다섯 부위의

최대 신장 자세, 총7)

3D 스캔 / 팔꿈치, 무릎, 등,

목, 손목 12항목

Nasir &

Troynikov(2017)

40-65세 여성 13명

(손 사이즈 M)

동적 자세(주먹을 쥐고 핀

자세, 총3)
3D 스캔 / 손등 2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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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손의 구조와 운동기능

1. 손의 해부학적 구조

손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기관 중에 하나로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인체에서 차지하는

크기의 비중은 작지만 손은 작은 면적에 수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손상을 입으면 생활의 문제가 나타나 궁극적으로는 삶

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체 기관이다(Nasir et al.,

2014; 노태환 외., 2009). 또한, 손은 운동성이 많은 기관으로 손을 구성

하는 부분과 연관된 다른 부분들이 다양한 움직임을 조정하고, 손목뼈를

포함하여 27개의 뼈, 19개의 관절, 그리고 29개의 근육들이 독자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유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적응을 위한 구조

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손의 단면 형상은 활모양으로 되어 있어 물

건을 쥐는데 편리하며, 손등의 피부는 다른 곳보다 가동성이 많고 탄력

성이 풍부하다(Nordin & Frankel, 2003).

손에 존재하는 19개의 뼈는 손가락 부위인 14개의 수지골(Phalanges),

손등 부위인 5개의 중수골(Metacarpals), 손목 부위인 8개의 수근골

(Carpals)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지골 영역의 손가락은 일반적으로

각각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엄

지인 제1 중수골에서 소지인 제5 중수골까지 순차적으로 불린다. 제1 중

수골인 엄지는 가장 짧고 튼튼하고, 제3 중수골인 중지는 일반적으로 가

장 길며 나머지 검지, 약지, 소지는 제2 중수골보다 점점 작아진다. 손가

락들 중 검지에서 소지까지는 일반적으로 전방을 향해 나란히 정렬되어

있지만, 엄지는 다른 손가락들에 비해 약 90도 정도 내측으로 회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는 손바닥을 가로지르며 다른 손가락들과 맞닿

을 수 있어 다양하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엄지의 기능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Neumann, 2010). 손은 작은 크기에 비해 우리 인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활동은 손의 기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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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의 운동기능

손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운동기능, 감각기능, 형태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Ueba, 2001). 이러한 여러 기능들 중에 운동기능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의 운동기능

을 물체를 잡거나 집는 자세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Neumann, 2010;

Puh, 2010). ‘잡기(grip, grasp)’는 물체를 엄지와 다른 손가락 또는 손과

손바닥으로 잡을 때를 말하고, ‘집기(pinch)’는 엄지와 다른 손가락과의

조합으로 물체를 집을 때를 말하며, 집기 자세를 다시 손끝 집기(tip

pinch), 열쇠 집기(key pinch), 장측면 집기(palmar pinch)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을 집는 집기 자세는 더 복잡하고 섬

세한 동작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동작들 가운데 기본이 되

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Neumann, 2010; Puh, 2010; Ueba, 2001). 이

러한 손의 운동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물체를 잡거나

집을 때 손의 자세를 분석하였는데, Lee & Jung(2015)은 물체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손의 자세가 달라지며 이러한 특성은 왼손과 오른손에 따라

서도 다른 결과를 가진다고 나타냈다. 이뿐만 아니라 손의 운동기능에

따른 손가락 관절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물체의 무게나 모양보다는 물

체의 크기나 손의 자세가 손가락 관절각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냈으며, 물체를 잡거나 집는 자세에서는 특히 엄지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타냈다(Lee & Jung, 2016). 이와 같이 손의 운동기능을

고려한 손의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물체의 종류에

따른 손의 자세 변화와 손의 관절각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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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화로 인한 손의 변화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는 신체 활동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고령자

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lumenthal et al.,

1989). 특히, 손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되면 손의 기능 중 잡거나 집는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이 상당히 저하되

는데(Puh, 2010), 손의 관절, 근육, 뼈, 그리고 신경 등의 변화로 인해 고

령자들 손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을 수반하게 된다

(Carmeli et al., 2003).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들 손의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할 수 없게 만드는데 특히, 손가락의 가동 범위를 좁게 만들어 손으로

할 수 있는 세밀하고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노화로 인한 손의 변화는 손 표면의 유연성이 없어지고 피부

장력이 증가하며 회복 능력도 느려지는데, 한광호 외(1998)는 노화에 따

른 손의 피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대와 70, 80대 고령자의 피부를

비교했으며, 고령자 손의 진피 두께가 20대보다 20% 감소하고 표피의

탄성 비율도 30-50% 감소한다고 나타냈다.

최근 노화로 인한 고령자의 운동기능과 근력 저하를 보조하기 위한 재

활 로봇, 치료 목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개발은 주로 손과 팔 부

위 위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곽보건 외, 2018). 그러나 노화로

인한 인체의 운동기능 저하와 체형의 변화를 보완하기 위한 고려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KS A 5562), 상지와 하지 의복 개발 시 필요한 규

격이며 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규격은 제시되어있지 않아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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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손가락 힘은 크게 물체를 잡거나 집을 때 손가락과 물체의 접촉면 사

이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인 손가락 압력(Finger pressure,

㎪)과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인 파지력과 집기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파지력(Grip force, N)은 손이 물체를 잡는 힘, 집기력(Pinch

force, N)은 상대적으로 작은 물체를 집는 힘을 나타낸다. 이러한 손가락

의 힘은 노화로 인한 신경계 쇠퇴, 근육 감소 등 다양한 신체적 변화의

결과로 저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손가락 힘의 저하는 고령자들이 일상생

활 동안 자주 수행하는 지퍼 여닫기, 단추 풀기와 잠그기, 문 여닫기, 글

씨 쓰기 등과 같은 작업 등에도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

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환 외(2018)는 20대, 60대, 70대의 연령대와 체력 수준으로 엄지와

검지의 최대 쥐기 근력을 측정하여 손가락 힘 차이를 규명했다. 체력 요

인을 체지방율,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력으로 측정하였지만 이것은 손가

락 힘 조절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령대 따른 손가락 힘 조

절간의 관계는 유의하여 손가락 힘은 노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

냈다. 이경준 & 김갑순(2016)은 주로 사용되는 손가락 힘 측정 장치는

아날로그 형 악력계로 두 손가락 집기와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잡는 힘

을 측정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 물체를 잡고 손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3축 힘 센서를 개발하였다. 또한, 공용구 외(2009)의 20-35세 청년

층, 50-65세 노년층의 악력과 손가락의 힘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의 악력이 유의하게

높았고, 검지, 중지의 힘이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나타냈

다. 이외의 재활 및 공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손 관련 웨어러블 근력

보조 기구 등을 개발한 뒤 착용 전후의 손가락 힘을 측정해 성능 평가를

하고 있지만(이덕원 외, 2016; 함기범 외, 2018), 각 손가락 힘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거나 특정 손가락 힘만 측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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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령 여성 손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통해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로 변화 시 손의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손가락

관절각, 손등의 체표 각도 변화율을 분석하고,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 및 손의 집기력 특성에 대하여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을 비

교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자용 손 부위 관

련 제품 설계 시 손의 동적 자세 시 체표 변화와 힘의 특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64-75세 고령

여성 9명과 대조군으로서 20-29세 여성 9명을 선정하였다. 3차원 스캔

측정 기준점은 손가락 부위인 수지골, 손등 부위인 중수골, 손목 부위인

수근골과 집기 자세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의 신근 등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설정하였고, 측정 자세는 손의 운동기능 중 복잡하고 중요한

동작인 집기 자세와 편한 자세로 설정하였다. 3차원 핸디 스캐너를 이용

하여 손의 각 자세에 따라 형상을 추출하여 체표 길이와 각도를 도출해

냈다. 그리고 인체 압력 측정기를 이용하여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

가락의 압력과 집기력을 측정하였다.

추출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되었다. 먼저, 편한 자세인

정적 자세에서의 손 체표 길이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

해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편한 자세에서 집

기 자세로 변화 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을 도출해냈고,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손의 부위별 체표 길이 및 각도 변화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의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

율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수 간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의 압력 차



- 18 -

이와 함께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 평균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

다. 연구 방법 및 순서는 표 3-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3-1]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자료
① 연구 참여자 선정

· 65-74세의 고령 여성 선정, 대조군으로 20-29세 여성 모집

② 3차원 스캔 측정 기준점 및 자세 설정

· 손가락(수지골), 손등(중수골), 손목 부위(수근골)와 집기 자세 시 중요한 엄지 신전

운동을 돕는 신근 등 기준으로 3차원 스캔 측정 기준점 설정

· 연구 참여자의 손의 편한 자세와 네 가지 집기 자세(두 손가락 집기, 열쇠 집기, 세 손

가락 집기,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설정

③ 3차원 형상 추출 및 분석

· 비접촉식 간접 측정 방법인 3차원 핸디 스캐너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을 추출하여 랜드

마크 중앙에 Point를 표시

· 관절과 엄지의 신근 부위에 부착한 두 점 사이의 체표 길이 측정

· 손가락 관절의 세 점 사이의 각도와 손등의 체표 각도 측정

④ 손의 힘 측정

· 인체 압력 측정기를 통해 20초 동안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측정

⇩

2. 데이터 분석

① 정적 자세에서의 손 체표 길이 분석

·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손 부위별 체표 길이 간 상관관계 분석

②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분석

· 편한 자세에서 집기 자세로 변화 시 체표 길이 및 각도 변화율 도출

·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손 부위별 길이와 각도 변화율 차이 분석

③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비교 분석

·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고령 및 20대 여성 간 평균 차이 비교 분석

④ 네 가지 집기 자세의 체표 길이와 각도 변화율 상관관계 및 관계식 도출

·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식 도출

· 고령 및 20대 여성의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⑤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분석

·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 차이 비교 분석

·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손의 집기력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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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자료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고령 여성 9명과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20대

여성 9명으로 총 18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고령 여성은 노인복지법

(2018)에 따라 65세 이상을 선정하였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넓은 연령 분포에 따라 하나의 집단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기 때

문에 김태임 외(2014)의 성장 발달 연구에 따라 연령 범위를 초기 노인

인 65세-74세로 한정하였으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에 큰 부상이

나 트라우마가 있는 피험자들은 선정 시 제외하였다. 제 7차 한국인 인

체치수조사사업인 Size Korea에서 제공한 연령대별 손 평균 치수와 장

갑 설계 시 사용되는 주요 치수인 손둘레와 손직선길이를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

원회에서 승인 받은 연구 참여자 동의서(IRB No. 1903/003-004)에 자발

적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서명을 받았으며, 실험 전 연구 목적과 연구

순서를 정확하게 알렸다. 모집된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직

접 측정에 의한 손 치수 정보는 다음과 같았다(표 3-2, 표 3-3.).

[표 3-2]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표본 수 연령(세) 신장(㎝) 체중(㎏) 오른손잡이(n)

고령 여성 9 68±4 159.20±2.90 57.00±5.54 9

20대 여성 9 26±3 161.10±3.20 50.02±4.49 9

연구 참여자의 손 치수는 손직선길이, 손바닥직선길이, 손너비, 손둘레,

손두께에 추가적으로 각 손가락의 직선길이와 관절 너비를 측정하여 고

령 여성과 20대 여성 간의 평균 차이를 Mann-Whitney test를 통해 분

석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항목은 손직선길이, 손바닥직

선길이, 둘째손가락직선길이, 셋째손가락직선길이, 네번째손가락첫째관절

너비, 다섯 번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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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구 참여자의 손 치수 평균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x²
측정 항목

평균

(mm)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mm)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손직선길이 174.22 6.69 166 188 168.67 7.47 158 180 .160

ⓑ손바닥직선길이 98.22 2.99 95 104 96.67 4.30 90 103 .387

ⓒ손너비 83.00 3.00 80 88 76.56 3.58 70 81 -3.240***

ⓓ손둘레 199.67 9.03 190 218 177.22 8.80 164 192 -3.451***

ⓔ손두께 24.22 1.09 23 26 22.22 0.44 22 23 -3.459***

ⓕ엄지손가락직선길이 59.33 3.46 54 65 54.00 3.61 49 59 -2.574**

ⓖ엄지손가락첫째관절너비 21.33 1.32 19 24 18.56 1.01 17 20 -3.375***

ⓗ둘째손가락직선길이 67.22 4.60 62 75 64.67 4.00 58 71 .436

ⓘ둘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18.78 1.30 17 20 17.22 0.67 16 18 -2.451*

ⓙ둘째손가락째관절너비 18.33 1.94 15 21 15.00 1.73 11 16 -2.875**

ⓚ셋째손가락직선길이 75.22 4.09 70 80 72.33 3.91 67 79 -1.509

ⓛ셋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18.44 1.51 16 20 16.67 1.50 13 18 .035*

ⓜ셋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17.78 1.56 15 20 30.33 47.15 11 156 -2.281*

ⓝ넷째손가락직선길이 71.00 4.00 65 77 66.56 3.81 62 73 -2.310*

ⓞ넷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16.11 0.93 15 18 16.22 1.09 14 18 .535

ⓟ넷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17.22 0.97 16 19 14.33 0.71 13 15 -3.637***

ⓠ다섯째손가락직선길이 56.67 2.55 53 60 51.00 4.77 44 59 -2.437*

ⓡ다섯째손가락첫째관절너비 15.11 1.05 13 16 14.78 0.83 13 16 -1.004

ⓢ다섯째손가락둘째관절너비 15.67 0.71 15 17 13.00 1.00 11 14 -3.641***

***p<.001, **p<.01, *p<.05

[그림 3-1] 손 부위 치수 직접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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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기준점 및 자세 설정

3차원 스캔 측정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주 사용 손에 측정 기준점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 절차와 스캔 시 측정 자세에 대해

알려주었다.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부위 측정 항목과 측정 기준점은

Size Korea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지만(표 2-2.), 이는 길이 항목, 둘레

항목, 폭 항목으로 체표 길이 분석 시에는 측정 기준점으로 사용되기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측정 기준점을 다시 설정하였다. 측

정 기준점은 손등 체표 길이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손의 해부

학적 위치에 따라 설정하였다. 손등의 체표 길이와 체표 면적에 대해 분

석한 Nasir & Troynikov(2017)은 손의 영역을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수

지골, 중수골, 수근골로 나누었다. 그러나 손바닥뼈 부위인 중수골 영역

을 중수수지관절이 있는 부위로만 한정하였으며, 손가락의 끝 부분에 가

장 가까운 원위지절관절 영역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손가

락의 집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을 분석하기 때문에 세밀한 집

기 자세를 취할 때 사용되는 손끝 관절과 수지골의 관절을 모두 포함시

켜 측정 기준점을 표시하였다. 손가락 부위인 수지골①의 측정 부위는

원위지절관절과 근위지간관절에서 손바닥뼈 부위로 넘어가는 중수골의

중수수지관절까지 각각의 길이와 굽힘 각도를 분석하였으며, 중수골②

영역은 중수수지관절을 지나 손목 부위인 수근골③의 중심 부위를 포함

시켰다. 또한,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중요한 부위인 엄지의 신근을 포함하

여 엄지의 굴곡 및 신전 운동을 돕는 단무지신근건(短拇指伸筋腱)과 장

무지신근건(長拇指伸筋腱)을 지나도록 측정 기준점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스캐너는 랜드 마크를 표시하지 않아도 정확한 스

캔이 가능하지만, 자료 분석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손

가락과 손등에 5mm 지름의 원형 랜드 마크를 부착하며 실험 결과의 오

류를 줄이도록 하였다. 랜드 마크 부착 시 손의 자세는 연구 참여자 별

로 손을 편안하게 폈을 때와 피부 변형을 가장 많이 일으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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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착 후에는 부착된 랜

드 마크가 떨어지지 않는지 몇 차례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

게 하였다. 3차원 스캔을 위한 랜드 마크 부착 방법과 측정 기준점 및

측정 위치는 다음과 같다(그림 3-2, 그림 3-3.).

편한 자세에서의 랜드 마크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의 랜드 마크

[그림 3-2] 3차원 스캔을 위한 랜드 마크 부착 방법

[그림 3-3] 3차원 스캔을 위한 손 부위 측정 기준점 및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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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손 위에 랜드 마크를 부착하고,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추출한 후 측정할 체표 길이와 각도에 대한 측정 부위를

미리 설정하였다. 먼저, 그림 3-3과 같이 부착된 랜드 마크에 손가락 부

위의 엄지부터 소지까지 1~14, 엄지의 신근 부위인 15, 16과 손목 부위인

수근골 중심 영역 17로 번호를 매긴 후 이를 연결하여 본 연구에서 3차

원 형상을 통해 측정할 체표 길이 측정 부위와 각도 측정 부위를 표

3-3과 같이 나타냈다. 체표 길이는 두 랜드 마크 점 사이의 길이이며 각

도는 세 랜드 마크 점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표 3-4] 3차원 스캔을 위한 길이 및 각도 측정 부위

영역 체표 길이 측정 부위 체표 각도 및 관절각 측정 부위

수지골

엄지 1-2 1-2-17

검지 3-4, 4-5 3-4-5, 4-5-17

중지 6-7, 7-8 6-7-8, 7-8-17

약지 9-10, 10-11 9-10-11, 10-11-17

소지 12-13, 13-14 12-13-14, 13-14-17

중수골

엄지
단무지신근건 2-15, 15-17 2-15-17

장무지신근건 2-16, 16-17 2-16-17

검지 5-17 2-17-5

중지 8-17 5-17-8

약지 11-17 8-17-11

소지 14-17 11-17-14

3차원 스캔 시 연구 참여자의 측정 자세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실

험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주 사용 손인 오른손을 편한 자세와 네 가

지 집기 자세인 열쇠 집기, 두 손가락 집기, 세 손가락 집기, 다섯 손가

락 집기 자세로 총 5가지의 자세로 스캔하였다. 두 손가락 집기는 손끝

집기, 열쇠 집기, 장측면 집기 자세가 있지만, 이 중 다른 집기 방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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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힘을 얻을 수 있어 손가락 근육의 균형이 깨진 경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열쇠 집기 동작을 포함하여 두 가지 자세로 설정하였다. 편한 자세

는 아무것도 집지 않고 손을 늘어뜨린 후 측정 시 사용할 책상 위에 편

하게 올린 자세이며 손에 어떠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엄

지와 검지의 측면을 이용한 열쇠 집기,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안쪽을 이

용하여 집는 자세인 두 손가락 집기, 힘을 세 손가락에 집중시켜 강하고

안정된 집는 자세인 세 손가락 집기, 그리고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

여 집는 다섯 손가락 집기로 측정 자세를 설정하였다.

편한 자세와 열쇠 집기 자세를 제외하고 각 집기 자세는 지름 약

65mm, 무게 약 56g의 동일한 크기와 종류의 테니스공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열쇠 집기 자세는 검지의 측면을 사용하여 제공된 길이 약

55mm, 폭 약 22mm의 열쇠를 집도록 설정하였다. 스캔 전에 피험자에게

공을 제공하고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편하고 안정되게 집도록 안내하였

으며, 스캔 전 공과 열쇠를 각 집기 자세에 따라 집도록 한 뒤 3초간 떨

어뜨리지 않는지 확인 후 손을 측정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도록 요청

하였다. 또한, 손가락 집기 자세는 물체를 손가락만을 이용하여 집어야하

기 때문에 손바닥이 닿지 않게 주의하도록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

다. 본 연구에서 3차원 스캔 시 취해야 하는 5가지 측정 자세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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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자세 3차원 스캔 시 측정 자세

편한 자세

열쇠 집기 자세

두 손가락 집기 자세

세 손가락 집기 자세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그림 3-4] 3차원 스캔 시 측정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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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형상 분석

연구 참여자들 손의 편한 자세와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3차원 형

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비접촉식 간접 측정 방법인 3차원 핸디 스캐

너(Artec Eva Hand-held 3D Scanner, USA)와 추출한 3차원 형상 데이터

를 화면상에 처리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Artec Studio 11 Professional,

USA)을 사용하였다(그림 3-5). 사용된 핸디 스캐너는 초당 16프레임을

찍으며 스캔된 형상 데이터는 STL, OBJ, 그리고 WRL 파일로 저장하였

다. 스캔한 모든 데이터는 디자인 역설계 프로그램인 Rapid Form 2006

(Geomagic Solutions, USA)을 통해 설정된 랜드 마크 중앙의 삼각

mesh 꼭지점에 Point를 찍어 체표 길이와 각도 분석 시 오차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그림 3-6.). 각 Point 번호는 그림 3-3에 제시한 측정 기

준점 번호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각 Point 번호에 따라 두 점 사이

의 체표 길이와 세 점 사이의 각도에 대한 분석은 그림 3-7과 같이 실

시하였다.

[그림 3-5] Artec Eva 3차원 핸디 스캐너(www.exactmetr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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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3차원 형상 위 포인트 추출

손가락과 손등 부위 체표 길이 측정

손가락과 손등 부위 각도 측정

[그림 3-7] 3차원 형상 위 체표 길이와 각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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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의 압력과 물체

를 집어 들어 올려 유지하는 힘인 집기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Pliance 인

체 압력 측정기(Pliance, Germany)를 사용하였다. 인체 압력 측정기는

생체 역학적 분석을 통한 인체 압력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

다. 그리고 손, 발, 다리 등의 인체 부위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모

양의 센서 매트가 있어 원하는 부위에 맞는 매트를 선택할 수 있고, 2차

원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3차원으로 즉각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특히, Pliance 인체 압력 측정기는 재활 기구와 같은 제품 개발

시 사용되는 기기로 동적인 상태에서 압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손의 자세에

따른 각 손가락의 압력과 힘을 측정하기 위해 1024개의 압력 센서가 들

어 있는 Pliance hand mat sensor(S2037_34 200㎪)를 사용하였다(그림

3-8.).

[그림 3-8] Pliance 인체 압력 측정기(www.nove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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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테니스공과 열쇠 위에 그림 3-8과 같이 센서가 들어있는 압력

패드를 감싸고 3차원 형상 분석 시 측정 자세와 동일하게 열쇠 집기, 두

손가락 집기, 세 손가락 집기,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로 각각 측정을 하

였다. 집기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측정 시간은 5초 내외로 짧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측정 시간을 자세를 취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초로 설정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은 편한 자세로 앉아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라 자세를 취한

뒤 20초 동안 물체를 들고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같은 힘을 가하도록 요

청을 하였으며, 한 자세 측정 후 약 5분 간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였다.

각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측정 디스플레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9의 왼쪽 그림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하)와

검지(상)의 압력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손가락

의 최고 압력(㎪)과 힘(N)을 나타낸 것이다. 손가락의 압력은 20초 동안

의 각 손가락의 최고 압력의 평균값을 계산하였고, 집기력은 20초 동안

의 전체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였다.

[그림 3-9]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측정 디스플레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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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가락 집기 자세 열쇠 집기 자세

세 손가락 집기 자세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그림 3-10]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 분포 디스플레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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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데이터 분석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25.0의 통계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5, USA)과 Excel 2016 프로그램(Microsoft Excel,

USA)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 전 정규 분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방법은 Shapiro-Wilk test와 Kolmogorov-Smirnov Test가 주로 사

용되는데, 본 연구의 표본은 총 18명으로 표본수가 30이하 정도로 작을

때 주로 사용되는 검정 통계 방법인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정규

분포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 정규 분포 검정 방법의 귀무가설은 ‘데이터

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이고, 연구가설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이다. 추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p-value가 .05보다 작으면 귀무가

설이 기각되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 통계 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며, p-value가 .05보다 크면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데이터

가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모수 통계 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체표 길이 변화율, 각도 변화율, 손가락 압력, 그리고

집기력에 대하여 각각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정규 분포 유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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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적 자세 시 손 체표 길이 분석

손의 정적 자세인 편한 자세에서 손 부위에 따른 두 랜드 마크 사이의

체표 길이 측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65-74세 고령 여성과 20-29세 여성 손의 편한 자세 시 본 연구에서 설

정한 각 부위의 체표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량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손

부위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도출해냈다. 그리고 각 부위에 따른 체표

길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정규 분포 검정을 실시

하였다. Shapiro-Wilk test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

설이 기각되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손 부위별 체표 길이에 대한 관계성은 고령 여성과 20대 여

성 데이터를 각각 상관관계 분석의 비모수 통계 방법인 Spearman의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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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

율과 각도 변화율 분석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을 계산하고 집기 자세에서 손의 각 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길이 변화율은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얼마만

큼의 길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측정한 것으로 두 랜드 마크 점 사이의 변

화된 길이의 차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각도 변화율은 편한 자세에

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얼마만큼의 각도 변화가 일어났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세 랜드 마크 점 사이의 변화된 각도 차를 백분율(%)로 계산하

였으며, 길이 및 각도 변화율은 ＋와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값은

증가율, －값은 감소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화율은 Wang

& Wang(2015)의 연구를 응용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길이 변화율(%)=(집기 자세 길이(mm)–편한 자세 길이(mm))/편한 자세 길이(mm)×100

각도 변화율(%)=(집기 자세 각도(°)–편한 자세 각도(°))/편한 자세 각도(°)×100

계산된 데이터에 대하여 정규 분포 검정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데이터는 각각 p-value

가 .05보다 커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모수 통계 분

석 방법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데이터를 네 가지 집기 자세와

손 부위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p-value가 .05보다 작아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라 길이 변

화율과 각도 변화율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와 손의 각 부위에 따라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세 집단

이상의 비교 분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의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인

Kruskal-Wallis H test와 두 집단 비교 분석인 독립표본 t-test의 비모

수 통계 검정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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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

도 변화율 차이 비교 분석

도출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데이터는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모수 검정 통계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65-74세 고령 여성과 대조

군으로 설정한 20-29세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하

여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test의 귀무가설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이고, 연구가설은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이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길이 변화율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 시, 유의수준 5%에서 ‘두 집단 간의 길이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집단 간

의 체표 길이 변화율의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

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 분

석 시, 유의수준 5%에서 ‘두 집단 간의 각도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

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집단 간의 각

도 변화율의 평균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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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손의 각 측정점과 측정 부위에서 네 가지 집기 자

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길

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관계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을 손의 각 부위별로 네 가지 집

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변수 간의 상관 정도와

방향을 분석하였다.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900이상이

면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700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 .400이상이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변화된 각도 변화율이

체표 길이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독립변수를 각

도 변화율, 종속변수를 길이 변화율로 설정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이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손의 각 부위별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이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는 항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부위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부위에 따른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

는 Shapiro-Wilk test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아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비모수 상관관계 통계 분석 방법인 Spearman 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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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압력 및 집기력 분

석

본 연구에서 3차원 스캔 시 설정한 네 가지 집기 자세와 동일한 자세

로 각 손가락의 압력과 집기력을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Shapiro-Wilk

test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데이터

는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의

평균 차이 분석은 세 집단 비교 분석은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

였고, 두 집단 비교 분석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어떤 손가락의 압력이 유의하게 큰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집기력에 대해서도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으며,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에 대한 차이를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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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정적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분석

편한 자세의 체표 길이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에 대한 데이터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964와 .962로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1.). 두 집단 간 체표 길이 차이는 9-10(x²=2.782**, p<.01), 12-13(x²=

3.135**, p<.01), 15-17(x²=2.517*, p<.05)과 16-17(x²=2.517*, p<.05)부위를 제

외하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데이터에 대하

여 각각 Spearma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손 부위에 따른 체표 길

이 간 상관계수가 .700이상의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들을 다음과 같다.

[표 4-1] 편한 자세의 체표 길이 기술통계량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x²뼈

영역

손

부위
평균
(mm)

표준

편차
Cronbach’ α 평균

(mm)
표준

편차
Cronbach’ α

수지골

1~2 30.17 2.84

.964

29.58 2.73

.962

.397
3~4 23.46 2.91 21.80 3.10 1.104
4~5 43.31 2.91 42.04 3.58 .927
6~7 28.17 2.22 26.52 1.67 1.545
7~8 48.07 2.76 47.13 3.50 .839
9~10 27.57 1.75 24.40 1.71 2.782**

10~11 44.12 2.63 42.53 2.37 1.369
12~13 19.31 1.70 15.47 2.75 3.135**

13~14 35.25 1.64 32.82 3.62 1.280

중수골

2~15 47.16 3.83 47.96 4.74 -.221
15~17 48.25 5.53 41.49 3.30 2.517*

2~16 48.59 4.91 47.38 5.13 .574
16~17 34.44 5.82 26.89 2.34 2.517*

5~17 70.03 5.31 67.96 5.13 .839
8~17 62.25 6.22 61.67 4.92 .044
11~17 58.79 5.41 56.82 5.05 .839
14~17 59.62 5.11 55.02 4.20 1.810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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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의 편한 자세에서 손 부위별 체표 길이의 상관관계는 표 4-2

와 같았다.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은 8-17과 11-17(.967***, p<.001), 5-17

과 14-17(.933***, p<.001), 그리고 4-5와 10-11(.933***, p<.001)부위로 모

두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검지의 근위지간관절인 4-5 부위

이외에 모두 손목 부위의 수근골의 중심인 17로 이어지는 중수골 부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엄지의 장무지신근건 부위인 2-16과 16-17은

서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700*, p<.05). 중지

의 손끝 부위인 원위지골의 6-7과 소지의 손끝인 원위지골의 12-13은

어떤 부위와도 상관관계가 유의한 항목이 없었으며, 엄지의 단무지신근

건인 2-15 부위는 장무지신근건인 2-16 부위와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817**, P<.01).

[표 4-2] 고령 여성의 편한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상관관계 분석

손 부위 상관계수

1-2
3-4 .800*

10-11 .750*

13-14 .783*

3-4
4-5 .700*

13-14 767*

4-5
7-8 .795*

10-11 .933***

13-14 .733*

7-8
10-11 .845**

8-17 .828**

11-17 .812**

10-11 13-14 .833**

13-14 15-17 .817**

2-15 2-16 .817**

15-17 16-17 .867**

2-16 16-17 -.700*

5-17
8-17 .850**

11-17 .817**

14-17 .933***

8-17
11-17 .967***

14-17 .883**

11-17 14-17 .85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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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편한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4-3.). 상관계수가 .900이상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항목은 1-2와 7-8(.933***, P<.001), 3-4와 6-7(.900**, P<.01), 3-4와

15-17(.933***, P<.001), 3-4와 2-16(.933***, P<.001), 3-4와 5-17(.967***,

P<.001), 4-5과 2-16(.917**, P<.01), 6-7과 15-17(.917**, P<.01), 6-7과

5-17(.900**, P<.01), 9-10과 13-14(.950***, P<.001), 9-10과 11-17(.933***,

P<.001), 13-14와 15-17(.917**, P<.01), 13-14와 11-17(.917**, P<.01),

15-17과 2-16(.950***, P<.001), 15-17과 5-17(.983***, P<.001), 15-17과

14-17(.933***, P<.001), 2-16과 5-17(.933***, P<.001), 그리고 5-17과

14-17(.917**, P<.01)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항목

은 15-17과 5-17 부위로 엄지의 단무지신근건 부위에서 손목의 수근골

로 이어지는 부위와 검지의 중수골 부위에서 손목의 수근골로 이어지는

부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엄지의 단무지신근건 부위인 2-15는

다른 어떤 부위와도 상관관계가 유의한 항목은 없었으며, 중지의 중수골

에서 손목의 수근골로 이어지는 부위인 8-17은 검지의 수지골 부위인

4-5와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711*, P<.05). 또한, 정적 자세인 편

한 자세 시 20대 여성의 손 부위별 체표 길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

은 고령 여성의 손 부위별 체표 길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보다 현

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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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0대 여성의 편한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상관관계 분석

손 부위 상관계수 손 부위 상관계수

1-2

4-5 .750*

9-10

10-11 .700*

7-8 .933*** 13-14 .950***

9-10 .817** 15-17 .867**

10-11 .783* 2-16 .850**

13-14 .817** 5-17 .817**

15-17 .717* 11-17 .933***

5-17 .733* 14-17 .833**

11-17 .750*

10-11

12-13 883**

14-17 .817** 13-14 867**

3-4

4-5 .867** 15-17 .733*

6-7 .900** 5-17 .750*

7-8 .717* 11-17 .700*

9-10 .700* 14-17 .733*

13-14 .767*
12-13

13-14 .800*

15-17 .933*** 11-17 .783*

2-16 .933***

13-14

15-17 .917**

16-17 .733* 2-16 .850**

5-17 .967*** 5-17 .883**

14-17 .817** 11-17 .917**

4-5

6-7 .783* 14-17 .867**

7-8 .883**

15-17

2-16 .950***

9-10 .733* 16-17 .700*

13-14 767* 5-17 .983***

15-17 .833** 11-17 .767*

2-16 .917** 14-17 .933***

5-17 .850**

2-16
5-17 .933***

8-17 .711* 11-17 .750*

14-17 .767* 14-17 .850**

6-7

9-10 .717* 16-17 5-17 .750*

10-11 .717*
5-17

11-17 .717*

13-14 .833** 14-17 .917**

15-17 .917** 11-17 14-17 .700*

2-16 .867**
5-17 .900**

14-17 .750*

7-8

9-10 .717*

10-11 .717*

13-14 .733*

15-17 .717*

2-16 .733*

5-17 .767*

14-17 .75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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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 부위별 길이 및 각

도 변화율 비교 분석

1. 길이 변화율 비교 분석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로 변화 시 체표 길이 변화율은 두

랜드 마크 점 사이 길이 차의 비율로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손 부위

별 변화율 값의 평균을 표 4-4에 제시하였다. 두 손가락 집기 자세와 열

쇠 집기 자세는 엄지와 검지 부위의 랜드 마크만 측정하였고, 세 손가락

집기 자세는 엄지, 검지, 중지 부위,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는 모든 손가

락과 손등 부위의 랜드 마크 점에서 측정하였다.

[표 4-4]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unit : %)

650-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뼈

영역

손

부위
2digit key 3digit 5digit 2digit key 3digit 5digit

수지골

1~2 0.86 -0.53 1.28 -2.06 4.17 0.41 0.28 4.72

3~4 11.87 29.76 29.28 25.26 18.41 20.82 15.89 16.01

4~5 22.7 30.09 14.00 23.94 4.18 13.03 3.24 7.24

6~7 - - 21.25 23.13 - - 12.25 14.50

7~8 - - 23.96 25.56 - - 5.24 3.79

9~10 - - - 9.40 - - - 11.02

10~11 - - - 29.22 - - - 5.85

12~13 - - - 14.70 - - - 3.53

13~14 - - - 26.56 - - - 14.82

중수골

2~15 -12.49 -1.20 -8.57 0.26 -4.99 0.33 -3.94 -2.85

15~17 4.3 -8.71 0.08 -4.34 3.08 1.51 6.48 5.76

2~16 -0.79 3.11 1.44 -3.37 3.35 4.49 5.38 6.54

16~17 5.55 -9.07 2.17 5.08 5.42 2.00 8.03 7.44

5~17 -4.81 -4.22 -5.65 -7.22 -9.31 -4.78 -9.92 -11.39

8~17 - - -6.74 -4.77 - - -6.43 -8.60

11~17 - - - -8.2 - - - -6.69

14~17 - - - -3.78 - - -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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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고령 및 20대 여성의 수지골 영역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그래프

[그림 4-2] 고령 및 20대 여성의 중수골 영역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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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해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먼저, 각 자세에 따른 데이

터에 대해 정규 분포 검정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Shapiro-Wilk test

분석 결과, p-value가 .05보다 작아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집기 자세별 평균 차이는 Kruskal-Wallis

H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value가 .05보다 크기 때문

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네 가지 집기 자세별

체표 길이 변화율에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5.).

[표 4-5] 네 가지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차이 분석

65-74세 고령 여성 20-29세 여성

자세 사례수 평균
(%)

표준

편차
x² 사례수 평균

(%)
표준

편차
x²

두 손가락 집기 9 8.43 6.89

7.81

9 7.62 6.10

3.22
열쇠 집기 9 8.87 8.27 9 8.55 7.38

세 손가락 집기 9 6.65 6.65 9 7.66 5.87

다섯 손가락 집기 9 7.29 7.29 9 8.45 5.61

본 연구에서 설정한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의 각 부위별로 길이 변

화율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Kruskal

-Wallis H test와 Mann-Whitney U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6.).

고령 여성의 수지골 영역에서는 각 자세에 따른 손 부위의 평균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20대 여성에서는 검지의 4~5 부위에서 집기 자세

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4.18, 열쇠

집기 자세 13.03, 세 손가락 집기 자세 3.24,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7.24

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2.12**,

p<.01).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

여 두 집단씩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4~5 부위에서 길이

변화율은 열쇠 집기 자세 시 다른 집기 자세보다 더 큰 변화율을 가진다



- 44 -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수골 영역에서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서 모두 엄지의 2~15,

2~16, 5~17 부위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엄지의 단무지신근

건 부위인 2~15에서 길이 변화율 평균(%)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

기 자세–12.49, 열쇠 집기 자세–1.2, 세 손가락 집기 자세–8.57,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0.26이었으며(x²=21.46***, p<.001), 20대 여성의 길

이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4.99, 열쇠 집기 자세 0.33,

세 손가락 집기 자세 –3.94,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2.85이었다

(x²=25.47***, p<.001). 두 집단 씩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2~15 부위에서 길이 변화율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가 세 손

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며,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가 나머지 집기 자세보다 작았고, 열쇠 집기

가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지의 장무지신근건 부위인 2~16에서의 길이 변화율 평균(%)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0.79, 열쇠 집기 자세 3.11, 세 손가락 집기

자세 1.44,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3.37이며(x²=17.13**, p<.01), 20대

여성의 길이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3.35, 열쇠 집기 자

세 4.49, 세 손가락 집기 자세 5.38,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6.54이었

다(x²=20.08***, p<.001).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2~16 부

위에서 길이 변화율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가 세 손가락 집

기 자세보다 작으며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고,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는 열쇠 집기와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큰 변화

율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와 열

쇠 집기 자세가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작고, 다섯 손

가락은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큰 변화율을 가졌다.

검지에서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는 5~17 부위에서의 길이 변화율 평

균(%)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4.81, 열쇠 집기 자세–4.22,

세 손가락 집기 자세 –5.65,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7.22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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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28.36***, p<.001), 20대 여성의 길이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

기 자세 –9.31, 열쇠 집기 자세 -4.78, 세손가락 집기 자세 –9.92,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1.39였다(x²=18.19***, p<.001).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5~17 부위에서 길이 변화율은 고령 여성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가 가장 크고, 세 손가락 집기, 두 손가락 집기, 열쇠

집기 순서로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은 열쇠 집

기 자세가 변화율이 가장 작고 두 손가락 집기 자세, 그리고 세 손가락

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의 변화율 순서로 크지만, 세 손가락 집기 자

세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의 길이 변화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 네 가지 집기 자세의 손 부위별 체표 길이 변화율 사후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뼈 영역 손 부위 x² 사후검증 x² 사후검증

수지골

1~2 3.26 - .95 -

3~4 .996 - 1.86 -

4~5 6.63 - 12.12** a,c,d<b

6~7 .486 - 1.37 -

7~8 .04 - -.75 -

중수골

2~15 21.46*** b<c,d<a 25.47*** a<c,d<b

15~17 3.00 - 1.94 -

2~16 17.13** a<c<b<d 20.08*** a,b<c<d

16~17 6.700 - 5.54 -

5~17 28.36*** b<a<c<d 18.19*** b<a<c,d

8~17 1.02 - -1.19 -
**p<.01, ***p<.001, 사후검증: a=2digit, b=key, c=3digit, d=5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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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도 변화율 비교 분석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로 변화 시 각도 변화율은 세 랜드

마크 사이의 변화된 각도의 차를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표 4-7, 그림 4-3, 그림 4-4.).

[표 4-7]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 부위별 각도 변화율 평균
(unit : %)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뼈

영역
손 부위 2digit key 3digit 5digit 2digit key 3digit 5digit

수지골

1~2~17 15.26 0.62 13.45 7.55 11.93 -3.27 8.92 5.12

3~4~5 -12.93 -19.44 -15.07 -15.72 -15.93 -33.68 -15.66 -17.39

4~5~17 12.48 -6.84 13.19 6.57 -2.38 -19.63 2.73 -3.69

6~7~8 - - -4.90 -1.76 - - -19.48 -20.55

7~8~17 - - -13.66 4.27 - - -6.18 -4.27

9~10~11 - - - -12.56 - - - -18.41

10~11~17 - - - -6.61 - - - -3.84

12~13~14 - - - -9.41 - - - -6.42

13~14~17 - - - 3.13 - - - -14.67

중수골

2~15~17 7.54 -4.63 3.40 -8.59 7.48 -5.56 3.44 2.74

2~16~17 -1.65 -9.70 -7.93 -7.13 0.35 -7.60 -5.52 -5.87

2~17~5 33.32 11.35 32.21 -1.08 30.14 4.35 22.85 27.44

5~17~8 - - 24.73 8.61 - - 31.41 34.28

8~17~11 - - - -0.87 - - - 19.72

11~17~14 - - - -2.00 - -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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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고령 및 20대 여성의 수지골 영역 각도 변화율 평균 그래프

[그림 4-4] 고령 및 20대 여성의 중수골 영역 각도 변화율 평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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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집기 자세별 각도 변화율 평균 차이는 Kruskal-Wallis H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value가 .05보다 크기 때문에 ‘평

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네 가지 집기 자세

별 각도 변화율은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8.). 따라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각도 변화율의 차이는 각각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8] 네 가지 자세에 따른 각도 변화율 평균 차이 분석

65-74세 고령 여성 20-29세 여성

자세 사례수 평균
(%)

표준

편차
x² 사례수 평균

(%)
표준

편차
x²

두 손가락 집기 9 14.15 10.92

2.11

9 11.10 9.63

1.44
열쇠 집기 9 12.31 10.09 9 11.98 10.39

세 손가락 집기 9 14.56 11.17 9 12.27 9.91

다섯 손가락 집기 9 14.64 10.24 9 12.67 10.45

네 가지 집기 자세에서 손의 각 부위별 각도 변화율에 대한 유의한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한 Kruskal-Wallis H test와 Mann-Whitney U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9.).

수지골 영역에서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모두 엄지의 1~2~7 부위와

검지의 3~4~5, 4~5~17 부위에서 각도 변화율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고령 여성에서 1~2~7 부위의

각도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15.26, 열쇠 집기 자세

0.62, 세 손가락 집기 자세 13.45,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7.55로 평

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8.35***, 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1~2~7 부위의 각도 변

화율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는 열쇠 집기 자세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보다 크고,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의 1~2~17 부위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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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11.93, 열쇠 집기 자세 –3.27,

세 손가락 집기 자세 8.92,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5.12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3.13**, p<.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1~2~7 부위의 각도 변화율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는 열쇠 집기 자세보다 각도 변화율 평균이 크고,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작았다.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검지의 3~4~5 부위의 각도 변화율 평균(%)

은 각각 두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2.93, -15.93, 열쇠 집기 자세에서

–19.44, -33.68, 세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5.07, -15.66, 그리고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5.72, -17.39로 3~4~5 부위의 네 가지 집기 자

세에 따른 각도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x²=12.50**, p<.01, x²=19.41***, 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고령 여성

과 20대 여성의 3~4~5 부위의 각도 변화율 평균은 모두 열쇠 집기 자세

가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다는 동일한 결

과를 나타냈다.

검지에서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위인 4~5~17의 각도 변화율 평

균(%)은 고령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2.48, 열쇠 집기 자세에

서 –6.84, 세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3.19,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6.57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x²=18.59***, p<.001),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2.38, 열쇠 집기 자

세에서 –19.63, 세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2.73,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

서 –3.69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22.34***, p<.001). 구체적

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고령 여성의

열쇠 집기 자세 시 평균은 두 손가락과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는 작지

만,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는 컸다. 20대 여성은 열쇠 집기 자세는

다른 모든 자세보다 크고,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 자

세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지골 영역의 6~7~8과 7~8~17 부

위의 자세에 따른 평균 간 차이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서 모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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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수골 영역에서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모두 엄지의 2~15~17과

2~17~5 부위에서 각도 변화율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지만, 검지와 중지 사이인 5~17~8 부위에서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2~16~17 부위에서는 고령 여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

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 여성에서 2~15~17 부위의 각도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

기 자세 7.54, 열쇠 집기 자세 –4.63, 세 손가락 집기 자세 3.4, 다섯 손

가락 집기 자세에서 –8.59로 평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x²=27.80***, 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

Whitney U test 결과, 2~15~17 부위의 각도 변화율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가 열쇠 집기 자세보다 크고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며, 열쇠

집기 자세는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두 손가락 집기 자세와 열쇠 집기 자세는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

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여성의 2~15~17 부위의 각도 변화

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7.48, 열쇠 집기 자세 –5.56, 세 손

가락 집기 자세 3.44,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2.74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29.53***, 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20대 여성의 2~15~17 부위의 각도 변

화율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는 다른 자세들보다 크며,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과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 여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2~16~17 부위의 각도 변화율 평

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1.65, 열쇠 집기 자세 –9.7, 세 손가락

집기 자세 –7.93,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7.13으로 평균 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x²=8.31*, p<.05).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2~16~17 부위의 각도 변화율은 두 손

가락 집기 자세가 다른 모든 집기 자세보다 작았다.

또한, 엄지의 신근과 검지 사이 부위인 2~17~5에서는 고령 여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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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락 집기 자세 33.32, 열쇠 집기 자세 11.35,

세 손가락 집기 자세 32.21,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1.08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7.13**, p<.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두 손가락 집기와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작고, 세 손가락과 열쇠 집기 자세는 다섯 손

가락 집기 자세보다 컸다.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 평균(%)은 두 손가

락 집기 자세 30.14, 열쇠 집기 자세 4.35, 세 손가락 집기 자세 22.85, 다

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 27.44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x²=22.79***, p<.0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두 손가락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와 열쇠 집기 자세보다

크고, 열쇠 집기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9] 네 가지 집기 자세의 손 부위별 각도 변화율 사후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뼈

영역
손 부위 x² 사후분석 x² 사후분석

수지골

1~2~17 18.35*** a>b,d, b<c,d 13.13** a>b, b<c,d

3~4~5 12.50** b>a,c,d 19.41*** b>a,c,d

4~5~17 18.59*** a,c>b, b>d 22.34*** b>a,c,d, c<d

6~7~8 -1.10 - -.70 -

7~8~17 .839 - 1.10 -

중수골

2~15~17 27.80*** a>b>c, a,b<d 29.53*** a>b>c,d

2~16~17 8.32* a<b,c,d 5.62 -

2~17~5 17.13** a,b<c, b,c>d 22.79*** a>b,c, b<c,d

5~17~8 -.31 - .57 -
*p<.05, **p<.01, ***p<.001, 사후검증: a=2digit, b=key, c=3digit, d=5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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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및 각도 변

화율 차이 분석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정규 분포 검정 통계 분석은

Shapiro-Wilk test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데이터 각각 p-value가 .05보다 커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모수 통계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두 집단 간

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체표 길이 변화율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는 유의수준 .001

에서 유의하여 체표 길이 변화율에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17***, p<.001).

즉, 고령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은 6.71%이고,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은 3.83%로 나타나 20대 여성보다 고령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에 대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두 집단 간

차이가 의미가 있는 차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다.

[표 4-10] 고령 및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차이의 t-test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65-74세 고령 여성 9 6.71 9.94
790 -4.17***

20-29세 여성 9 3.83 9.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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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도 변화율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에 따르면, t값

은 1.22로 유의수준 .05에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간의 각도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즉, 독립

표본 t-test에서 t값의 p-value가 .05보다 커 고령 여성의 각도 변화율과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대한 평균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다고 나타났다.

[표 4-11] 고령 및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 평균 차이의 t-test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65-74세 고령 여성 9 -1.95 17.54
782 1.22

20-29세 여성 9 -0.50 15.83



- 54 -

제 3 절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1.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에 대한 회귀식

도출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관계 분

석을 위하여 두 변수 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부위의 관절각과 손등 부위의 신근과 뼈의 움직임

에 따른 변화된 체표 각도가 체표 길이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간의 관계식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평면상의 점포도로 나타냈다(그림 4-5.). 고령 여성

과 20대 여성의 데이터는 비슷한 형태로 산포되어있으며 이것은 직선형

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들의 산포된 정

도로 정확한 상관도를 계산하는 분석 방법으로 직선적 관계를 분석하고

자 Pearson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그림 4-5] 고령 및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점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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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 정도와 방향을 분석하였으며, 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4-12.). 고령 여성의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1에서 p-value가 .001보다 작으므로 ‘상관관

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며, 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

다고 나타낼 수 있었다. 따라서 65-74세 고령 여성 집단의 체표 길이 변

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70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변수의 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 집단인 20-29세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의 상관관계도 유의수준 .001에서 p-value가 .001보다 작으므로 ‘상관관

계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

다고 나타났으며, 20대 여성 집단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69로 다소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65-74세 고령 여성과 20-29세 여성 집단 모두 길이 변

화율과 각도 변화율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2]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길이 변화율 각도 변화율 길이 변화율 각도 변화율

길이 변화율 1 -.70*** 1 -.69***

각도 변화율 1 1
***p<.01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관절각과 체표 각도 변화율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정량

화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각도 변화율, 종속변수를 길이 변화율로 설정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회귀 모형을 도출해내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 추정 값의 p-value가 .001보다 작은 방정식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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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그림 4-6, 그림 4-7, 표 4-13). 선형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

고 3차 방정식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지만, 이 중 설명력을 의

미하는 R² 값이 가장 큰 모델은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서 모두 3차

방정식인 것을 알 수 있었다(R²=.498, p<.001, R²=.498, p<.001). 설명력

이 가장 높은 3차 방정식을 선택하면 비선형 회귀식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선형 회귀분석은 관계식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3차 항

을 가지는 비선형 회귀분석은 선형 회귀분석과 달리 변수 간의 임의적

관계식만 알 수 있고 R² 값과 p-value가 유효하지 않으며 Pearson 상관

관계의 상관정도를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라 각도 변화율이 변할

때 길이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비선형 회

귀분석이 아닌 1차 선형 회귀 모형을 선정하여 1차 선형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림 4-6] 고령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회귀 모형 추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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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회귀 모형 추정 그래프

[표 4-13] 각도 변화율에 대한 길이 변화율의 방정식 모델의 R² 값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R² 유의확률 R² 유의확률

선형방정식 .491 p<.001 .475 p<.001

2차 방정식 .497 p<.001 .489 p<.001

3차 방정식 .498 p<.001 .498 p<.001

선형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4, 표 4-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65-74세 고령 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각도 변화율은 종

속변수인 체표 길이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t=-19.49***, p<.001), 각도 변화율을 통해 길이 변화율을 예측하고자 하

는 회귀식은 Y=-.40X+5.93이다(표 4-14.). F-value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아 ‘회귀식의 설명력이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

게 되므로 회귀식이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타당하다고

나타낼 수 있다(F=379.98***, P<.001). 고령 여성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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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종속변수의 비율, 즉, 각도 변화율에 대한 길이 변화율의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R² 값이 .491로 49.1%만큼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4] 고령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회귀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독립변수 종속변수 B 표준오차 t F R²

각도 변화율 길이 변화율 -.40 .02 -19.49*** 379.98*** .491

***p<.001

그리고 20대 여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고령 여성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독립변수인 각도 변화율은 종속변수인 길이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t=-18.89***, p<.001), 각도 변화율을 통해

길이 변화율을 예측하고자 하는 회귀방정식은 Y=-.41X+3.63이었다(표

4-15.). F-value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여 ‘회귀식의 설명력이 0이

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회귀식이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

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낼 수 있었다(F=356.87***,

P<.001). 또한,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대한 체표 길이 변화율의 회

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R² 값이 .475로 47.5%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65-74세 고령 여성과 20-29세 여성은 각각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손가락 관절과 체표 각도 변화율은 모두 체표 길이 변화율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5]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회귀분석

20-29세 여성(n=9)

독립변수 종속변수 B 표준오차 t F R²

각도 변화율 길이 변화율 -.41 .02 -18.89*** 356.87*** .47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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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에 대한 회

귀식 그래프는 그림 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고령 여성의 회귀식

을 통해 각도 변화율이 1% 감소하면 체표 길이 변화율이 5.53% 증가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 여성의 회귀식을 살펴보면, 각도

변화율이 1% 감소하면 체표 길이 변화율이 3.22%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각도 변화율에 의한 체표 길이 변화율은 고령 여성이 20

대의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크고, 이것은 손이 편한 자세에서 네 가지 집

기 자세로 변화 시, 고령 여성의 손 체표 길이 변화율이 20대 여성의 길

이 변화율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간의

체표 길이 변화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결과

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림 4-8] 고령 및 20대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따른 길이 변화율의 회귀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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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부위별 길이 및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네 가지 집기 자세에서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이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는 항목들을 도출해내기 위해 손 부위별로 각각 비모수 상관

관계 분석인 Spearma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6

과 표 4-17에 제시하였다.

[표 4-16] 고령 여성의 손 부위별 길이 및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두 손가락 집기

5~17 길이 변화율 4~5~17 각도 변화율

5~17 길이 변화율 1 -.733*

4~5~17 각도 변화율 1

열쇠 집기

5~17 길이 변화율 4~5~17 각도 변화율

5~17 길이 변화율 1 -.733*

4~5~17 각도 변화율 1

세 손가락 집기

5~17 길이 변화율 5~17~8 각도 변화율

5~17 길이 변화율 1 -.667*

5~17~8 각도 변화율 1

6~7 길이 변화율 6~7~8 각도 변화율

6~7 길이 변화율 1 -.667*

6~7~8 각도 변화율 1

7~8 길이 변화율 6~7~8 각도 변화율

7~8 길이 변화율 1 -.767*

6~7~8 각도 변화율 1

다섯 손가락

집기

5~17 길이 변화율 5~17~8 각도 변화율

5~17 길이 변화율 1 -.767*

2~17~5 각도 변화율 1

13~14 길이 변화율 12~13~14 각도 변화율

13~14 길이 변화율 1 -.817**

12~13~14 각도 변화율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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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의 각 집기 자세에서 손 부위별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

이의 상관계수가 .700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소지의

근위지간관절인 12~13~14의 관절 각도와 근위지골과 중수골 사이의 체

표 길이인 13~14의 길이 변화율이고(-.817**, P<.01), 검지의 중수골에서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위인 5~17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검지와 중

지 사이의 체표 각도인 5~17~8이다(-.767*, P<.05).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중지의 근위지간관절인 6~7~8의 관절 각도와 근위지골에서 중수골까

지의 체표 길이인 7~8의 길이 변화율의 상관관계도 높은 부적 상관관계

를 가진다(-.767*, P<.05). 또한, 두 손가락 집기 자세와 열쇠 집기 자세

시 같은 부위에서 같은 상관계수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검지의

중수수지관절인 4~5~17의 관절 각도와 검지의 중수골에서 수근골 중심으

로 이어지는 부위인 5~17의 길이 변화율이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733*, p<.05).

20대 여성의 손 부위별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17에 제시하였으며, 각 집기 자세 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계수가 .700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은 다음

과 같았다.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의 장무지신근건에서 손목의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는 각도인 2~16~17의 각도 변화율과 근위지골에

서 장무지신근건 부위의 체표 길이인 2~16의 체표 길이 변화율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850**, p<.01). 또한, 열쇠

집기 자세 시 엄지의 단무지신근건에서 손목의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

는 각도인 2~15~17의 각도 변화율과 단무지신근건에서 수근골 중심으로

이어지는 체표 길이인 15~17의 길이 변화율도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700*, p<.05).

고령 여성의 손 부위별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들이 모

두 존재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열쇠 집기 자세와 다섯 손가락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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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세에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이 존재했다. 또한, 고령 여성

의 경우 검지의 손가락 부위인 수지골 영역과 손등 부위인 중수골 영역,

중지의 수지골 영역, 그리고 소지의 수지골 영역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이 있었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항목

들이 모두 엄지의 단무지신근건과 장무지신근건 부위에 있었다.

[표 4-17] 20대 여성의 손 부위별 길이 및 각도 변화율의 상관관계 분석

20-29세 여성(n=9)

열쇠 집기

2~16 길이 변화율 2~16~17 각도 변화율

2~16 길이 변화율 1 -.667*

2~16~17 각도 변화율 1

15~17 길이 변화율 2~15~17 각도 변화율

15~17 길이 변화율 1 -.700*

2~15~17 각도 변화율 1

다섯 손가락

집기

2~16 길이 변화율 2~16~17 각도 변화율

2~16 길이 변화율 1 -.850**

2~16~17 각도 변화율 1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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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네 가지 집기 자세의 손가락 압력과 집기력

1.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 차이 분석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손가락 압력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하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 여성의 전체 손가락 압력 평균은

26.89㎪이고 20대 여성의 전체 손가락 압력 평균은 40.40㎪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x²=3.89***, p<.001).

[표 4-18]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손가락 압력 평균 차이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x²

65-74세 고령 여성 9 26.89 19.23
216 3.89***

20-29세 여성 9 40.40 30.20

***p<.001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어떤 손가락의 압력이 유의하게 큰지 구체적인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각 손가락 압력

에 대하여 Kruskal-Wallis H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

다. 먼저, 고령 여성의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에 대한 평

균과 사후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4-19에 제시하였다. 고령 여성의 집기

자세 시 각 손가락 압력 평균은 모두 엄지 부위에서 큰 값을 가졌다. 그

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자세는 세 손가락 집기 자세와 다

섯 손가락 집기 자세에서였다(x²=11.60**, p<.01, x²=22.36***, p<.001).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와 검지의 압력 평균은 중지보다 유의하게 컸

으며,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의 압력은 다른 손가락의 압력 평

균보다 유의하게 컸고 검지와 약지의 압력이 소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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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고령 여성의 각 손가락 압력에 대한 사후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집기 자세 평균(㎪) 표준편차 x² 사후분석

두 손가락 집기
엄지 39.89 21.26

-.84 -
검지 29.78 11.05

열쇠 집기
엄지 35.00 10.74

-1.90 -
검지 28.44 18.88

세 손가락 집기

엄지 40.22 25.76

11.60** A,B>C검지 24.56 8.34

중지 15.89 13.04

다섯 손가락 집기

엄지 46.89 29.21

22.36***
A>B,C,D,E

B,D>E

검지 18.00 12.37

중지 16.89 7.90

약지 19.56 13.03

소지 7.56 20.14

**p<.01, ***p<.001, 사후검증: A=엄지 B=검지, C=중지, D=약지, E=소지

20대 여성의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손가락 압력에 대한 평균과 사후분

석에 대한 결과는 표 4-20에 제시하였다. 고령 여성의 손가락 압력과 달

리 20대 여성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에만 각 손가락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x²=18.00**, p<.01), 나머지 집기 자세에서는 각

손가락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엄지

의 압력이 다른 손가락의 압력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이것은 고령 여성

의 결과와 동일했다. 또한, 20대 여성의 중지와 약지의 압력이 소지의 압

력보다 유의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엄지의 압력 평균이 컸다. 그러나 두 손

가락 집기 자세와 열쇠 집기 자세 시 엄지보다 검지의 압력 평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고령 여성의 모든 집기 자세 시 엄

지의 압력이 가장 큰 것과 상이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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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20대 여성의 각 손가락 압력에 대한 사후분석

20-29세 고령 여성(n=9)

집기 자세 평균(㎪) 표준편차 x² 사후분석

두 손가락 집기
엄지 43.00 21.08

.13 -
검지 46.67 27.03

열쇠 집기
엄지 45.56 16.06

-.18 -
검지 46.33 23.28

세 손가락 집기

엄지 61.78 43.03

5.61 -검지 40.67 26.79

중지 33.22 29.38

다섯 손가락 집기

엄지 69.22 52.76

18.00**
A>B,C,D,E

C,D>E

검지 24.22 12.71

중지 28.67 18.74

약지 31.22 20.95

소지 14.22 10.71

**p<.01, 사후검증: A=엄지 B=검지, C=중지, D=약지, E=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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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 차이 분석

네 가지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에 대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

를 실시한 결과,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²=-2.34*, p<.05). 따라서 20

대 여성의 집기력 평균인 32.03N은 고령 여성의 집기력 평균인 23.04N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고 나타낼 수 있었다.

[표 4-21]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 평균 차이 분석

사례수 평균(N) 표준편차 자유도 x²

65-74세 고령 여성 9 23.04 17.26
72 -2.34*

20-29세 여성 9 32.03 15.04

*p<.05

또한, 20초 동안의 집기력 분석 결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은 처음

33.33N에서 20초 후 30.97N으로 2.36N이 감소한데 비해 고령 여성의 집

기력은 처음 27.84N에서 20초 후 19.48N으로 8.36N이 감소하였다. 즉,

20초 동안 집기력의 감소율은 20대 여성이 7.08%, 고령 여성이 30.42%

로 고령 여성이 20대 여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9]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 차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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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집기 자세 중 어떤 자세에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

에 대한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두 손가락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의 평균은 8.20N,

20대 여성은 23.87N으로 20대 여성의 집기력 평균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는 것 알 수 있었고(x²=-2.34*, p<.05), 다섯 손

가락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의 평균은 19.11N, 20대 여성은 39.06N으

로 20대 여성의 집기력 평균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는 것 알 수 있었다(x²=-2.43*, p<.05). 그러나 열쇠 집기 자세와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에 대한 평균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22]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 평균 차이 분석

집단 평균(N) 표준편차 사례수 x²

두 손가락 집기
고령 여성 8.20 3.36 9

-2.34*
20대 여성 23.87 12.48 9

열쇠 집기
고령 여성 45.14 11.82 9

.75
20대 여성 42.89 8.04 9

세 손가락 집기
고령 여성 19.70 13.03 9

-.93
20대 여성 22.32 12.39 9

다섯 손가락 집기
고령 여성 19.11 12.47 9

-2.43*
20대 여성 39.06 15.69 9

*p<.05

또한,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집기력을 각 집단에서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3과 같았다. 고령

여성의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두 손가

락 집기, 열쇠 집기, 세 손가락 집기,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가 유의수준

.01에서 집기력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21.04***, p<.001). 구체

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Mann-Whitney U test 결과,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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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은 열쇠 집기 자세 시 집기력이 가장 컸고

두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집기력이 가장 약했으며, 세 손가락 집기와 다

섯 손가락 집기 자세는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20대 여성의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의 평균도 두 손가락 집

기, 열쇠 집기, 세 손가락 집기,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가 유의수준 .01에

서 평균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²=13.99**, p<.01). 구체적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은 열쇠 집기 자세와 다섯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집기력이 가장 크고 두 손가락 집기와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집기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23]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집기력 사후분석

65-74세 고령 여성(n=9) 20-29세 여성(n=9)

자세
평균

(N)

표준

편차
x²

사후

분석

평균

(N)

표준

편차
x²

사후

분석

두 손가락 집기 8.20 3.36

21.04*** b>c,d>a

23.87 12.48

13.99** b,d>a,c
열쇠 집기 45.14 11.82 42.89 8.04

세 손가락 집기 19.70 13.03 22.32 12.39

다섯 손가락 집기 19.11 12.47 39.06 15.69

***p<.001, **p<.01, 사후검증: a=2digit b=key, c=3digit, d=5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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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 약 및 결 론

본 연구는 손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통해 집기 자세 시 부위별 체표

변화와 손가락 힘에 대해 65-74세 고령 여성과 20-29세 여성을 비교 분

석하여 노화로 인한 고령 여성 손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

령 여성을 위한 손 부위 제품 설계 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의 정적 자세 시 체표 길이에 대해 고령 여성은 중지를 제외

하고 같은 영역의 항목들끼리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20대 여성은 손 부

위에 관계없이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이 고령 여성보다 현저히 많이 나

타났으며, 이것은 노화로 인한 손의 변화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면서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네 가지 집기 자세에 따른 체표 길이 변화율 및 각도 변화율의

유의한 평균 차이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게 모두 나타나지 않았지

만, 손 부위에 따른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수골 영역에서는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 모두 엄지의 단무지신근건과 장무지신근건, 그리

고 검지의 중수골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수지골 영역에서

20대 여성에서만 검지에서 열쇠 집기 자세 시 가장 큰 변화율을 가진다

고 나타났다. 이것은 집기 자세 시 엄지와 검지의 신근과 중수수지관절

의 역할이 중요하며 손가락 부위는 열쇠 집기 자세 시 굽힘 각이 두드러

지게 작아짐에 따라 체표 길이 변화율이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셋째,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 평균 차이는 수지골

과 중수골 영역에서 모두 고령 여성의 평균이 유의하게 컸고, 특히, 수지

골에서 검지의 중위지골과 근위지골에서 큰 값을 보였는데, 이것은

Nasir & Troynikov(2017)의 중수골 영역의 체표 길이 변화율이 현저하

게 크다고 나타낸 연구 결과와 상이했다. 또한, 중수골에서는 고령 여성

에서만 열쇠 집기 자세 시 엄지의 신근 부위의 체표 길이가 감소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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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노화로 인해 손의 운동기능이

약해져 열쇠 집기 시 많은 근력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엄지의 신근 길이가 수축되어 생긴 결과로 판단되었다. 이와 달리 각도

변화율은 고령 여성과 20대 여성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넷째, 고령 및 20대 여성의 체표 길이 변화율과 각도 변화율은 서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고령 여성의 각도 변화율에 의한 체표 길이

변화율이 20대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도출된 회귀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고령 여성은 모든 집기 자세 시 엄지의 압력이 가장 컸지만

20대 여성은 두 손가락 집기와 열쇠 집기 자세 시 검지와 엄지의 압력에

는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고령 여성은 물체를 집기 위해 엄지 부위에

힘을 많이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기력에 관해서는 검지의 측면

을 사용하여 집는 열쇠 집기와 세 손가락으로 안정되게 집는 세 손가락

집기 자세 시 고령 여성의 집기력이 20대 여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20초 동안의 집기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고령 여성

의 집기력에 대한 감소율이 20대 여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들을 위한 손의 힘과 집기 기능을 보조

할 수 있는 착용형 손 로봇 개발 시 엄지의 신근 부위와 검지의 수지골

부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간에 따른 집기력 감소율이 큰 것

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고령자 손의 정적 자세 시 치수 정보 이외에 동적 자세 시 체표 변화

와 힘에 대한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제품 개발 시 최

적의 맞음새와 보조 기능을 추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제품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손의 운동 기능 중 하나인 집기 자세에 한정하

여 데이터를 도출하였고 다양한 물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 고령자 손과 관련된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연구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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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and forces and surface changes in elderly

women. This study compared the ratios of changes in length

and angle, finger pressure, and pinch force according to the



- 77 -

hand region between elderly women aged 65-74 years and

women aged 20-29 years, in the four pinch postures.

Participants’ hands were scanned in 4 different pinch postures

and a relaxed hand posture using a 3D Handy Scanner. The

anatomical regions of the hand were divided into the phalanx,

metacarpal, and carpal on the 3D scan data, and the ratio of

skin changes was confirmed according to the length between

the two landmark points and the angle among the three

landmark points. In addition, the pressure of each finger and

the pinch force were analyzed by a hand pressure gauge while

pinching an object for 20 seco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hen the hands were in the static posture, there were more

correlated items among women in their 20s than in elderly

wom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changes of length and angle among the 4 pinch postures in

both groups. However, among the hand region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changes of length and angle in

the thumb and index finger of the metacarpal between elderly

women and women in their 20s. The index finger had a larger

length change ratio in the phalanx area in women in their 20s,

especially during the key pinch posture. The mean difference in

the length change ratio was statistically higher in elderly

women than in women in their 20s, but the mean difference in

angle change ratio was not significant. The ratio of length

change was especially large in the index finger of the phalanx

area and in the thumb of the metacarpal area only in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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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during the key pinch posture. Moreover, the ratio

changes in the length and angle of each hand reg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the ratio changes of length according

to angle changes in elderly women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in women in their 20s. Regarding finger pressure,

elderly women showed the greatest pressure on their thumbs in

all pinch postur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inch force between both groups in the key pinch and three

digit pinch postures, but for 20 seconds, the ratio of decline in

pinch force was greater in elderly women than in women in

their 20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 changes in an elderly

woman's hand due to aging.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extensor muscles of the thumb and the phalanx of the index

finger when designing a wearable hand robot capable of

supporting the power and function of the weakened elderly

female hand. Moreover, it should be capable of compensating

for a large reduction rate in the pinch force. Therefore, the

basic data presented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 as the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of products that

can support the pinch function of the elderly. Moreover, this

study might help to establish criteria for hand forces and

surface changes for elderly women.

Keywords : Change in hand surface, Finger pressure, Pinch

force, 3D anthropometry, Elderly women, Pinch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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