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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정상성인의 손 반응속도를 짧은 시간 내 측정하기 위한 방법인 자 떨어트리기 검사(Ruler Drop
Test: RDT)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eaction Speed Application: RSA)을 소개하고, 신뢰도와 타
당도가 검증된 박스 앤 블록(Box and Block Test: BBT)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대에서 70세 이상 정상성인 273명을 대상으로 박스 앤 블록(BBT),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손 장악력의 저하로 인한 Ruler Drop Test 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대상자 선별은 자마(Jamar) 장악력 평가로 정상범주의 해당하는 대상자만 선정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박스 앤 블록과 자 떨어트리기 검사,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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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떨어트리기 검사(RDT)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 검사가 시간과 도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정상 성인의 손 반응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손 반응속도의 객
관적 자료와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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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진 자극을 분석하고 자극이 요구하는 반응을 선택,
결정하며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반응을 계획 및 조

사람이 운동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

직화하는 모든 과정동안의 시간을 말한다(Ma &

대방의 움직임 및 환경변화를 빠르게 탐지하고 어떤

Trombly, 2004). 또한, 반응속도는 신체적인 능력과 더

반응을 일으킬지 결정하여 효과적인 동작을 시작하는

불어 일상생활에 필수적 요인으로써, 그 중요성이 매

것에는 반응속도가 중요하다(Kwon, 1994). 반응속도

우 크며, 일상생활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생존에

란 시작 신호부터 움직임의 시작까지의 시간이며, 주

직결되고, 신체적인 상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에도 크게 기여한다(Lee & Choi, 1999). 그러나, 이러

48

고령자 ․ 치매작업치료학회지/제11권/제2호

한 반응속도는 젊은 성인에서는 좋은 반응속도가 나

발할 수 있으며 재활 전문가들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

타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응속도의 저하로

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Kim & Park, 2008). 그러나

인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게 된다. Lord 등은 1992년과

손 반응속도에 관한 정상 표준치에 관한 연구는 매우

1994년의 연구를 통해 반응속도의 저하가 노인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사고의 위험인자라고 보고하였다(Loed, Ward, Wiliams

된 평가도구 역시 없는 실정이다.

& Anstey, 1994). 특히, 고령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

기존에 있는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들

로 반응속도가 느리고 주의력이 부족해 교통사고의

은 긴 검사시간과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장비를 이용

위험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매우 높다(Bin, Rue &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자 떨어뜨리기 검사

Gee, 2009). 반응속도는 교통안전 및 자동차 조작에서

(Ruler Drop Test)는 민첩성과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검

매우 중요한 신체적 조건인데 노인의 경우 시력의 약

사로 검사시간이 매우 짧고 간단하다(Fong, Ng &

화와 함께 신경체계의 저하로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Chung, 2013). Park(2000)의 연구에서는 임상치료사들

된다.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으면 신경계에서 근육계

에게 평가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

로의 정보전달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65세 이

고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제한된 치료시간에

상이 되면 대체로 젊은 사람의 속도보다 30%가 더 오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하는 임상적 여건과 둘째, 평가

래 걸리게 된다(Lee & Choi, 1999).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한 경우 각각의 평가에 대해 의

손은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및 작업능력을 위해 쓰

료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의

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George, 1991). 생

문제점이 있었고, 셋째,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존유지 기능 및 정보를 획득하거나 환경 안에서 상호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평가에 대한 교육 경험 또는 교

작용을 하는데 본질적인 운동 활동을 실행하는 기관

육 기회의 부족을 들었다(Park, Lee & Jo, 2000). Park

이다(Lim, Chung & Kim, 2011). 손의 민첩성은 자극에

과 Yu(2002)는 한국 작업치료사의 평가도구 사용에

대한 반응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들이 주로 사용하

있으며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민첩성이 좋아진다고 보

는 검사도구는 검사가 간편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

고하였다(Lim, Jung & Kim, 2012). 따라서 손의 기능

는 것이라고 하였다(Park & Yu, 2002). 그러나 국내에

을 평가하기 위해 손의 해부 및 생역학적인 지식을

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검사도구를 알아본 결과, 그 종

바탕으로 그 측정방법이 표준화될 필요성이 있다

류는 많이 있으나 표준화된 검사도구가 있어야 하고,

(Han, Nam & Ahn, 2009). 그러나 손의 기능과 관련하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여 악력, 집기력, 기민성, 민첩성 등 여러 기능에 대한

(Kim & Park, 2008).

기준치를 마련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반면에, 손 반응
속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 떨어뜨리기 검사는 바로 서거나 책상에 앉아 팔
을 기댄 자세에서 실시하게 되면, 의자와 자만 있으면

반응속도의 측정은 누적된 지속시간과 동작의 효율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 떨어뜨리기 검사 역시 표

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근․신경 기능의 통합 시간을

준치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

알 수 있게 한다(Schmidts, 1988). 손의 반응속도는 고

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상지 민첩성 및 손 기민

차원적인 통합기능중 하나로서 다양한 활동 중에 기

성 평가를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박스앤 블

능을 발휘하여 영향을 미친다. 일상생활활동 및 산업

록(BBT)을 기준으로 자 떨어트리기(Ruler Drop Test)

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인 수행에 관하여 대상

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자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

위해 시행하였다.

므로, 손 반응속도는 표준화된 도구로 측정 및 평가가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객관적인 평가는 치료

기존 상지 민첩성 및 손 기민성 평가를 위해 신뢰도

의 진전과정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치료 효

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과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환자의 동기를 유

박스 앤 블록(BBT)과 자 떨어트리기(Ruler Dr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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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3) 자 떨어트리기 검사(Ruler Drop Test: RDT)

위해서이며, 각 도구에 대한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

시각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령별 손 반응속도 통계적 기준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

30cm 자를 이용하였다. 시험자가 중력방향의 수직으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로 자를 잡고 있으며, 대상자는 양손으로 자의 0cm 부
분 위치에 검지와 엄지 사이를 2.5cm 유지한 후 실험
자가 자를 떨어뜨리면 대상자가 자를 잡았을 때의 거

Ⅱ. 연구방법

리를 이용하여 반응시간을 계산하였다(Ruler Drop
Test site, 2017) 이 때, 두 번 자를 치거나 바닥에 떨어

1.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3주
동안 김해시 건강한 성인 20대에서 70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

뜨리면 실패로 간주 하였으며 각각 3회 실시 후 평균
치로 계산하였다(Figure 1). 0cm와 엄지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민첩성과 반응시간이 낮음을 의미한다(Fong,
et al., 2013). (표준 값: 훌륭함 < 7.5, 7.5 ≤ 좋음 < 15.9,
15.9 ≤ 평균 < 20.4, 20.4 ≤ 낮음 < 28, 28 ≤ 매우 낮음)

해하고 실험에 동의한 사람으로 Jamar 악력 측정기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기준
치의 하위 10% 이하인 자와 만성 질환으로 전신 쇠약
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2. 연구도구
1) 자마(Jamar) 악력 측정기

장악력의 저하로 자 떨어트리기 검사(Ruler Drop
Test)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Jamar 악력 측정기를 사
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악력 측정 시 자세는 의
자에 앉아 견관절을 내전시키고 회전시키지 않은 상
태에서, 주관절은 90도 굴곡, 아래 팔 및 손목 관절은
중립 위치로 측정하며, 우세손과 비우세손 각각 3회
평균치를 사용한다.

Figure 1. Ruler Drop Test: RDT

2) 박스 앤 블록 검사(Box and Block Test: BBT)

상지 민첩성 및 손 기민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검
사 방법은 1인치 크기의 블록을 한 쪽 상자에서 다른
쪽 상자로 옮기는 것으로 각각의 손이 1분 동안 옮긴
블록의 개수를 점수로 하였다(Trombly & Radomski,
200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오른손은 r = 0.98이며 왼
손은 r = 0.94로 높았다(Cromwell, 1976). 동시 타당도
는 Minesota Rate of Manipulation Test의 하위검사 항목
을 적용해 보았을 때 r = 0.91이었다(Cromwell, 1976).

4)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eaction Speed
Application: RSA)

반응 속도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8x8칸으로 나눠져 있는 판에 빨간 불빛이 켜지는 곳
에 맞춰 60초 동안 그 지점을 정확히 터치한 수로 점
수를 낸다.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속도로 불이 들어오
게 3단계에 맞춰서 진행하였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였
고 대상자는 테이블에 앉은 자세로 아이패드를 책상
에 놓고 실시하였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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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순서대로 시행하였으며, 3개의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총 소요된 시간은 각 검사도구의 설명
시간과 검사 시행 시간을 합쳐 총 10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검사 간 간격은 2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검
사를 시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구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
Figure 2. Reaction Speed

료처리는 SPSS version 18.0을 사용하였다.

Application: RSA

Ⅲ. 연구결과

3. 연구절차
대상자들의 장악력의 저하로 인한 자 떨어트리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검사(RDT)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마(Jamar) 악력 측
정기를 사용하였으며, 300명의 성인을 대상자로 1차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96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모든 검사는 작업치료사 3명이

명(35.2%), 여자 177명(64.8%)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

평가하였으며, 300명 중 기준치의 하위 10% 이하인
27자를 제외한 27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

대상자들의 손 반응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박스 앤 블
록 검사(BBT),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반응속도 어
플리케이션(RSA)을 사용하였다(Figure 3). 검사 순서
는 박스앤 블록 검사, 자 떨어트리기 검사, 반응속도

Figure 3. Flow chart of study

item

category

Men
Female
20-29
30-39
40-49
age
50-59
60-69
More than 70
Right
Dominant
Left
hand
Both
Osteoarthritis
Diabetes
Hypertension
Cardiopulmonary
disease
disease
Etc
None
More than two
gender

N
(273)
96
177
74
32
24
35
44
64
223
47
3
15
3
18

Percentage
(%)
35.2
64.8
27.1
11.7
8.8
12.8
16.1
23.4
81.7
17.2
1.1
5.5
1.1
6.6

5

1.8

20
170
42

7.3
62.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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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20—29세 74명(27.1%), 다음 70세 이상 64명
(23.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우세손은 오른손

Table 2. Correlations of Box and Block Test
and Ruler Drop Test, Reaction Speed Application

이 223명(81.7%)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에서는 없음이

Jamar Jamar BBT BBT
RDT 1 RDT 2 RSA
(Rt.) (Lt.) (Rt.) (Lt.)

170명(6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1].

2. 자마(Jamar) 악력 측정,
박스 앤 블록(Box and Block: BBT),
자 떨어트리기 검사(Ruler Drop Test:
RDT),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eaction
Speed Application: RSA) 검사와의
상관관계

Jamar
(Rt.)
Jamar
(Lt.)
BBT
(Rt.)
BBT
(Lt.)
RDT 1
RDT 2
RSA

.946**
.271** .256**
.196** .180** .832**
-.414** -.411** -.350** -.185**
-.340** -.350** -.341** -.179** .774**
.381** .352** .436** .334** -.628** -.564**
**p<0.01

연구대상자 선별도구로 사용된 자마(Jamar) 악력측
정기의 점수와 각 대상자들을 평가한 Box and Block,
Ruler Drop Test,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 검사의 상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
과 Jamar(Rt.)와 Jamar(Lt.)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BBT(Bax and Block)
RDT 1(Ruler Drop Test): 자를 잡은 평균 거리(cm)
RDT 2(Ruler Drop Te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환산한 반응시간
RSA(Reaction speed Test)

.946, BBT(Rt.)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271, BBT(Lt.)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196, RDT 1 점수간에는 음
의 상관계수 r = -.414, RDT 2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

Ⅳ. 고 찰

수 r = -.340, RSA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381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Jamar(Lt.)와 BBT(Rt.) 점

본 연구는 건강한 성인 20대에서 70대 273명을 대

수간에는 상관계수 r = .256, BBT(Lt.) 점수간에는 상관

상으로 Jamar 악력 측정기를 사용하여 악력이 반응검

계수 r = .180, RDT1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r =

사의 오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준치의 하위

-.411, RDT2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r = -.350, RSA

10%이하인자를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본 연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352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는 정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냈다[Table 2].

기존 상지 민첩성 및 손 기민성 평가를 위해 신뢰도

BBT(Rt.)와 BBT(Lt.)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832,

와 타당도가 검증된 박스앤 블록(BBT)을 기준으로 자

BBT(Rt.)와 RDT1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r = -.350,

떨어트리기(Ruler Drop Test)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

RDT2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r = -.341, RSA 점수

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세

간에는 상관계수 r = -.436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검사도구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타냈다. BBT(Lt.)와 RDT1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본 연구에서 자마(Jamar) 악력측정기의 점수와 BBT

r = -.185, RDT2 점수간에는 음의 상관계수 r = -.179,

와 RSA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SA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334로 유의한 상관관

RDT1,2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계를 나타냈다[Table 2].

과는 대상자들의 장악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BBT 점

RDT1과 RDT2와의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774,

수와 RSA의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RDT1,2에서

RSA 점수간에는 상관계수 r = -.564로 유의한 상관관

는 장악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속도는 빠른 것으

계를 나타냈다[Table 2].

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의 장악력이 손 반
응속도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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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2009)연구에서는 장악력이 높을수록 상지기능이

상자들이 잡은 자의 길이의 결과치고, RDT2는 자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

길이를 반응속도로 변환한 도구를 사용한 속도이다.

한 BBT는 손의 민첩성과 기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

이러한 RDT1,2에서 RSA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가도구로 손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Bang,

으며, 이러한 결과는 RDT1,2의 반응속도가 좋을수록

Kim & Lee, 2009). 본 연구에서 장악력과 BBT에서 양

RSA의 점수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

본 연구에 사용된 RDT 검사는 30cm자만으로 짧은

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시간 내에 손 반응속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 이외

해주는 것이다.

에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BBT와의 상관관계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손 반응속도가 좋을수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손 반응속도를 평가하는

록 장악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단순 손의 장악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도구의 타

력만으로 손의 기능과 반응속도를 확인하기에는 제한

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을 구분하여

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손의 집기(pinch)능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

력을 검사하여, 다양한 손의 집기방법과 손 반응속도

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와의 상관관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의 연령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된다.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BBT는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간단
한 손 기능 평가로, 비교적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박스와 블록이 갖추어진 검

Ⅴ. 결 론

사도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BBT의 검사도구
는 부피도 다소 큰 편이며, 무게도 무거운 편에 속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지와 손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 없이도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BBT의 결과는 오른손과 왼손
의 점수로 양손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DT1,2점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BBT의 점수
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BBT와
RSA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
는 손의 기민성과 상지의 민첩성을 평가하는 BBT 도
구의 점수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SA는 손 반응속도를 평가하는 어플리케이
션으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반응속도
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결
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나 표준화가 없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BBT와 RSA의 상관관계를 확
인함으로써, RSA가 RDT이외에도 손 반응속도를 평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DT1,2의 결과는 RDT1은 대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손 반응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을 이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박스 앤 블록 검사(BBT)결과와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 짧은 시간 내 손 반응속도를 검사
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20대에서 70세 이상까지 정상성인 273명을 대상으
로 박스 앤 블록(BBT),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반
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 검사를 실행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손의 장악력을 측정한 자마(Jamar) 악력 측정기
의 결과에서 오른손(Rt.), 왼손(Lt.)의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박스 앤 블록
(BBT)과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 검사와의
결과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RDT1, RDT2 모두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상지 민첩성 및 손 기민성을 측정한 박스앤 블록
검사(BBT)와의 결과에서 오른손(Rt.), 왼손(Lt.)의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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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어플리케이션(RSA) 검사에서도 유의한 상

Han SH, Nam KS, Ahn TK. (2009). Analysis of Grip

관관계를 나타냈다.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and Pinch Strength in Korean People. J Korean

RDT1, RDT2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Orthop Assoc, 44(2): 219-225.
http://www.brianmac.co.uk/rulerdrop.htm

냈다.
3.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 RDT1, RDT2의 결과

Kim EJ, Park SY. (2008). Correlations Among the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반응속도

10-Second Test, Box and Block Test, and Fugl-Meyer

어플리케이션(RSA)검사와의 결과에서도 유의한

Motor Function Assessment for Hand Dexiterity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valuation in Stroke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6(3): 49-59.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손의 장악력과 손

Kwon YP. (199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반응속도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지의

Reaction

민첩성 및 손의 기민성 역시 손 반응속도에 영향을

education. 2(1): 38-52.

Speed.

The

Korea

Athletic

Academic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떨어트리기 검사

Lee KM, Choi JW. (2014). Effects of 12-week Regular

(RDT)와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RSA) 검사가 손 반

Exercise on Reaction Time in the Elderly women.

응속도를 검사하는데 시간과 도구에 제한을 받지 않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9(3): 66.

고, 간단하게 손 반응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확

Lim CJ, Chung ST, Kim YJ. (2011) Development of

인할 수 있었고, 향후 성인을 대상으로 손 반응속도를

Serious Game Contents using Dynamometer for

알 수 있는 자 떨어트리기 검사(RDT)와 반응속도 어

Senior. Korea Game Society, Special Edition: 71-81.

플리케이션(RSA) 검사의 연령별 평균치와 기준치를

Lim JY, Jung SH, Kim WS. (2012). Incidence and risk

구하는 연구가 시행되어 손 반응속도의 객관적 자료

factors of poststroke falls after discharge from in-

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patient rehabilitation. 4(1): 945-953.
Lord SR, Ward JA, Williams P, Anstey KJ. (1994).
Physiological factors associates with fall in older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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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relations Box and Block Test and Ruler Drop Test, Reaction Speed
Application for Hand Reaction Speed Test in normal adults
Lee, Hye-Jin*, O.T.R., Yang, Yeong-Ae**, Ph.D, O.T., Kim, Si-Eun***, O.T.R.
*Dep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aged life redesign, Inje University.
***Dept. of Psychia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Objective :

This study introduced Ruler Drop Test and reaction speed application that can measure normal
adults’ hand reaction speed without using a special test tool, and aim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with the results of Box and Block Test whose reliability and validity have been
proven.

Methods :

For research method, Box and Block (BBT), Ruler Drop Test, and reaction speed application
test were conducted on 273 normal adults aging from 20s to 70s or older. To reduce the error of Ruler Drop Test due to the declined power of individual’s hand command, only the
adults who belonged to the normal range were selected by the Jamar command power
assess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Windows SPSS 18.0 program.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Box and Block, Ruler Drop Test, and reaction
speed application.

Conclusion : This shows that Ruler Drop Test and reaction speed application test that are not restricted by
the time consumed and tool needed to carry out the test can simply measure the hand reaction speed of normal adults; they are also considered to be helpful for suggesting objective
data of hand reaction speed.
Key Words : Hand Reaction Speed, Reaction Speed, Box and Block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