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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uscle tone of resting and maximum contraction of biceps brachii 

in young adults. Methods 77 persons(man 26, female 51) were measured the muscle tone using a myotonometer(Myoton 

Pro) in resting and maximal contraction state on the both muscle bellies of the biceps brachiies, and compared the muscle 

tone the dominant with non�dominant hands, resting with maximal contracted states. Resul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muscle tone 1.5times between resting and maximal contraction(p<.05)(effect size=1.5),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differences the muscle tone variation values between dominant and non�dominant sides on resting and 

maximal contraction in biceps brachiies. Conclusion This study can show the standards the muscle tone of resting and 

maximal contraction, and to help identify the meaning of the neurological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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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긴장도(muscle tone)란 근육의 기계적-탄력특성(mechanical- 

elastic characteristics)과 관계된 영향이나 근육의 반사적 자

극이 반영된 수동적 신장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된다.
1) 
근긴장

도는 기계적인 뻣뻣함과 골격근의 탄력성과 관련되며 이 두가

지로 자세를 유지하며 능동운동을 할 때 긴장상태를 확인한

다.
2)
 근긴장도는 정상적인 사람이 이완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정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3)
 안정시 근긴장도는 근수축이 없는 

상태의 탄성 또는 점탄성(elastic or viscoelastic)의 경도라고 

하였고,
4)
 이러한 근육의 긴장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며,
5)
 근긴장도는 신체 자세 변화 등과 같은 역

동적이거나 병 또는 피로 같은 전반적인 신체적 계통 요인들, 

분노․우울 같은 감정적 요인들, 지지면의 형태나 온도 같은 

환경적 요인들, 노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동 요인들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6)

등척성 수축은 관절의 움직임이 없는 운동으로 고정된 저

항에 대해 근육이 수축함으로서 최대장력에 가까운 장력을 낼 

수 있으며,
7)
 다양한 각도가 아닌 운동을 시행하는 각도에서만 

근력의 증가가 크게 일어난다.
8)
 임상적으로 근긴장도는 피검사

자를 눕히거나 이완시킨 상태에서 검사자의 손으로 환자의 관

절을 수동적으로 구부리거나 펼 때 근육에서 느껴지는 저항의 

정도로서 평가된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MAS(Modified Ashworth Scale)가 주로 이용된다.
3)

근긴장도의 정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장비로, 근긴장도측

정기(myotonometer)를 사용하며, 이 검사기를 이용하여 건

강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

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들이 있

다.
9-11)

이러한 연구에서는 안정시의 근긴장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

는 많았지만 이완과 최대수축시의 비교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팔두갈래근의 안정시와 최대수축시의 근 긴장도의 

값을 구하고 이에 따른 효과크기를 결정하여 근긴장도의 표준 

값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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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yotonometer(Myoton PRO) Figure 2. measure muscle tone (belly of biceps brachii)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 당진 소재의 S대학교에 재학중인 건

강한 남, 여대학생 77명(남:26명,여: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1개월이내에 위팔두갈래근의 무리한 운동을 하지않고 근

육뼈대계의 손상과 질환병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방법

1) 측정도구 

위팔두갈래근의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MyotonPRO 

(MyotonAS, Estonia, 2013)를 사용하였으며, 근육의 전반적

인 긴장상태를 긴장도(Frequency, F)에 대한 결과 값으로 표

시하였다. F는 본연의 진동을 나타내며 수의적인 동작이 없이 

수동적인 상태 혹은 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근

긴장도는 12 - 16 Hz(자연 진동 주파수)기준이다(Figure 1).

2) 실험방법

연구대상자는 측정을 위하여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한 후 손바

닥이 천장을 향한 자세에서 위팔두갈래근 힘살의 정중앙을 촉

지한 후 원활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의학용 사인펜으로 표

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위팔두갈래근에서 안정시와 최대수축 시에 따

른 근긴장도 차이비교를 알아보기 위해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안정시 근긴장도를 측정 후 최대 등척성 수축시의 근긴장도를 

측정하였다(Figure 2). 평균값은 각각 3번씩 측정하여 구하였

으며 측정 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주변 소음과 같은 환경적 요

인을 배제하고, 최대 등척성 수축을 위하여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게 실행 하였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팔두갈래근 

촉지 기준점을 표시 및 근긴장도의 측정 모두 동일한 측정자로 

실험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나이, 키, 몸무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

며, 위팔두갈래근의 안정시와 최대수축시 근긴장도비교는 대응 

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모든 비교 값은 

Cohen's effect siz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우세손과 비우

세손의 안정시와 최대수축시의 근긴장도 변화량 비교는 독립표

본 t-검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3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

의수준 ⍺=.05로 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실험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는 총 77명(남자:26명, 여자:51

명)이며, 평균연령은 21.0 ± 1.3세, 평균신장은 165.3 ± 8.7 

cm, 평균체중은 63.7 ± 13.2 kg이었다(Table 1). 

2. 안정시와 최대 수축시의 근긴장도 비교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안정시와 최대수축시의 근긴장도 비교에

서 우세손과 비우세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p<.05), 효과크기 또한 우세손 1.404, 비우세손 1.454

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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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7)

Male (n=26) Female (n=51) Total

Age (years) 22.1 ± 1.6 20.6 ± 0.5 21.0 ± 1.3

Height (cm) 175.2 ± 5.2 160.3 ± 5.2 165.3 ± 8.7

Weight (kg) 74.0 ± 11.5 58.4 ± 10.8 63.7 ± 13.2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tone on resting and maximal contraction at biceps brachii (N=77)

Resting(Hz) Maximal contraction(Hz)  d† t p

Dominant hand 12.6 ± 0.8 18.5 ± 4.1 1.404 13.17 .00＊

Non-dominant hand 12.8 ± 0.8 19.2± 4.3 1.454 14.12 .00＊

†: size effects

*p<.05

Table 3. Comprasion of muscle tone variation on dominant and non-dominant hands (N=77)

Dominant hand Non-dominant hand t p

Variation value (Hz) 5.9 ± 3.9 6.4 ± 4.0 .808 .421

BBS 40.71 ±9.28 .905

3.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근긴장도 변화량 비교

우세손과 비우세손에 대한 안정시와 최대 수축이 변화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p<.05)(Table 3).

IV. 고찰

근육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는 긴장도(tone), 탄성

(compliance), 경직도(stiffness) 등이 있다. 근탄성이란 신경

학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의 길이가 증가 되는 동안 근육 

내에 발생되는 긴장도의 특성을 의미하며, 경직도는 조직의 전위

(displacement)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의 강도(magnitude)

를 뜻한다.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긴장도는 수동적 신

장(passive stretch)에 의한 조직의 저항을 의미하며, 근육의 

긴장도란 근육과 결합 조직 그리고 반사 자극에 의한 근육의 

상대적인 기계적 - 탄력적(mechanical-elastic) 특성을 내포하

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근긴장도 측정기를 근육 조직의 안정시와 

최대수축시의 근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적수축(static contraction)이라고도 불리는 등척성 수

축은 근육이 움직임 없이 수축하면서 근력을 발휘하며 이 경

우, 근육의 힘은 발휘 되지만 그 길이는 변하지 않고 관절의 

각도 또한 변하지 않으며, 근육에서 발휘한 힘보다 무거운 물

체를 들어 올려 근육의 장력을 느끼지만 무게를 움직일 수 없

게 되면서 근육의 길이는 줄어들지 않는다.13) 

본 논문에서 근육의 길이 변화 없고 관절의 각도 또한 변

하지 않으며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등척성 수축을 최대 수축 

값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근육의 활성도(activation)와 근긴장도 간에 관련성이 있는

가에 대한 연구로, 안정시와 일정 부하(6.8 ㎏)에 대한 등척성 

수축, 최대 등척성 수축시에 표면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 검사 결과와 근긴장도 측정기를 이용한 

근긴장도 측정치 간에 상호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근긴장도 측

정기의 1.0 - 2.0 ㎏ 사이에서 근전도 검사와 가장 높은 상관

성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근긴장도 검사기가 근

육의 활성도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데도 유용한 것으로 여겨

진다. 근전도(electromyography)는 근육 이완 상태에서는 측

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접촉식 근긴장도 측

정시스템은 이완시에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본 논

문은 접촉식 근긴장도 측정시스템(MyotonPRO)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근긴장도 측정기는 근경축이나 강직, 부종이나 

종양, 혹 또는 혈종 등과 같은 병변이 있는 연부조직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2)

실제 중요도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효과크기를 가장 자주 

사용할 경우 0.2는 적다고 분류되고, 0.5는 중간으로 분류된다. 

0.8는 크다고 분류했으며, 0.8 그 이상일 때는 높은효과를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위팔두갈래근 안정시와 최대수축시 근 긴장도

의 값을 구하고 이에 따른 효과 크기를 검정하여 근긴장도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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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값을 산출해 보고자하였다. 효과크기(d. Effecct size)는 우

세손 안정시와 최대 수축시 값에서 1.47 배 차이를 보였으며, 

비우세손에서는 1.5 배 차이를 보였다. 향후, 근긴장도 검사기

를 이용한 통증이나 신경근 병변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되길 바라며 측정값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건강한 남, 여 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위팔두갈래

근의 근긴장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실험한 결과, 위팔두갈래근

에서 우세손과 비우세손의 근긴장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안정시와 최대 수축시의 근긴장도는 약 1.5배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정시와 최대수축시의 근긴장도의 표준

을 제시하여,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환자에게 근

긴장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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