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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 협응 기전 중 하나인 시너지를 통해 피질척수

로 손상과 관련된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제어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직형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7명의 환자(CP 집단)와 근·신경계

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성인 10명(통제 집단)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 

가설은, (1)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최대수축력이 더 작을 것이다, (2)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더 클 것이다, (3)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시너지 지수가 더 작을 것이다, (4) 선행 시너지 

조절은 두 집단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수축력 생성(MVC) 과제, 점진적 손가락 힘 

증가(RAMP) 과제, 그리고 손가락 굴곡/신전 변환 힘 생성(PULSE) 과제

를 수행했다. 네 개의 힘 변환기와 다섯 개의 EMG (electromyography) 센

서로 손가락이 굴곡 혹은 신전할 때 생성하는 힘과 근 활성도를 측정했

고, 다중 손가락 시너지는 UCM(uncontrolled manifold) 분석으로 정량화했

다.



MVC 과제에서 측정한 네 손가락의 최대수축력은 CP 집단이 통제 집

단보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신전이 굴곡보다 더 작았다. 반면, RAMP 과

제에서 측정한 손가락 종속성 지수는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신전이 

굴곡보다 더 컸다.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 동안 측정한 네 손가락의 

시너지 지수는 신전이 굴곡보다 더 컸으나 두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일정한 힘을 생성하는 유지 구간과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t0 사이의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Vt0)은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더 작았다. 시너지 지수가 미리 감소하는 현상인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tASA)은 두 집단, 양손, 방향 모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지 구간 동안 측정한 EMG 신호를 바탕

으로 근육의 동시수축을 측정했으며, 동시수축 지수는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굴곡이 신전보다 더 컸다.

일정한 힘을 유지하는 구간에서 두 집단 사이의 시너지 지수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재빨리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는 구간에서 

시너지 지수가 상당히 감소한 통제 집단과는 달리 CP 집단은 시너지 지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CP 집단이 빠른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뇌성마비, 다중 손가락 시너지, uncontrolled manifold 분석, 선행 
시너지 조절
학  번 : 2016-2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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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태아 혹은 영아의 미성숙한 뇌에 발생

하는 손상이 영구적인 비-진행성 장애 유형들을 통틀어 일컫는다(Paneth

N, 2008). 따라서 뇌성마비는 손상된 뇌의 영역과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며, 가장 흔한 유형은 피질척수로 손상과 

관련된 경직형(spastic)이다(Odding, Roebroeck, & Stam, 2006). 이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근력의 저하, 경직, 그리고 운동 협응의 

결손 등이 있다.

선행연구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해 뇌성마비 환자의 운동 협응이 

손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손으로 물체를 집는 힘과 들어 올리는 힘 사이

의 협응을 관찰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의 특징인 피질척수로

의 손상이 운동 협응과 예측 제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Eliasson, Gordon, & Forssberg, 1991). 보행에서 관절 사이의 협응을 관찰

한 연구에서도 정상 발달 아동과 뇌성마비 환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고 보고했다(허정식, & 박병림, 1999).

운동 협응 기전 중 하나로, 신체에 존재하는 다수의 요소가 특정 과제

를 안정시키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을 `시너지(synergy)'라고 정의한다

(Latash, & Anson, 2006). 즉, 시너지는 신체의 과잉된 자유도로 여겨지는 

요소 변인(elemental variable)들이 상호작용하여 특정 과제로 여겨지는 하

나의 수행 변인(performance variable)을 안정화하는 중추신경계의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시너지는 UCM (uncontrolled manifold) 분석을 통해 정량

화할 수 있다(Scholz, & Schöner, 1999). 이 분석에 따르면 수많은 요소 

변인들은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UCM 부분 공간에 분산되거나

(VUCM, UCM variance),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ORT 부분 공간에 분산된다

(VORT, orthogonal variance). VUCM이 VORT보다 큰 경우는 한 요소가 오차를 

생성할 때 다른 요소가 오차를 보완하여 수행을 안정시키는 시너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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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Latash, & Zatsiorsky, 1998; Latash, Scholz,

Danion, & Schöner, 2001). 시너지 지수는 이 두 분산의 상대적인 크기로 

계산하며 수행 변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한다(Latash, 2008).

그러므로 시너지 지수는 다양한 집단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중 신경장애 환자를 관찰한 선행연구는 특정 영역의 뇌 손상이 

다중 손가락 시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건강한 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질-하 영역이 손상된 파킨슨병 환자의 시너지 지수는 유

의하게 작았으나(Park, Jo, Lewis, Huang, & Latash, 2013), 피질 영역이 손

상된 뇌졸중 생존자의 시너지 지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Jo,

Maenza, Good, Huang, Park, Sainburg, & Latash, 2016).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의도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동작 직전에 시너지 

지수가 능동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했다. 이를 feed-forward 제어로

서 선행 시너지 조절(ASA, 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이라고 정의했

으며, 건강한 성인에게서 동작이 나타나기 200~250ms 이전에 선행 시너

지 조절이 나타나는 것을 다중 손가락을 이용한 과제를 통해 보고했다

(Olafsdottir, Yoshida, Zatsiorsky, & Latash, 2005; Shim, Olafsdottir,

Zatsiorsky, & Latash, 2005; Klous, Mikulic, & Latash, 2006). 앞서 언급한 

두 신경장애 중 파킨슨병 환자의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과 

시너지 지수가 감소한 크기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났지만(Park et al.,

2013), 뇌졸중 생존자는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만이 유의하

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Jo et al., 2016).

한편, 손가락은 많은 자유도를 가지므로 서로의 오차를 보완하면서 특

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Latash et al., 1998; Latash et al., 2001). 그러나 

뇌성마비 환자는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기 어려우며(Napier, 1953;

Twitchell, 1958; Brown, Van Rensburg, Lakie, & Wrigh, 1987), 건강한 성

인도 특정 손가락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선행연구에

서는 한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힘을 생성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의도치 

않게 참여하는 현상을 손가락의 종속성(finger dependency)이라고 정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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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lbreath, & Gandevia, 1994; Schieber, & Santello, 2004). 신경장애를 

다룬 연구에서는 환자의 손가락 종속성, 즉 한 손가락이 독립적으로 힘

을 생성할 할 때 다른 손가락이 관여하는 정도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상

당히 높았고(Park et al., 2013; Jo et al., 2016), 이는 장애에 의한 중추 영

역의 손상과 관련 있다고 보고했다(Park, & Xu,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자의 운동 협응 손상과 신경장애의 다

중 손가락 시너지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질척수로가 

손상된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UCM 분석을 통

해 정량화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UCM 분석을 통해 피질척수로가 손상된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 세 가지의 다

중 손가락 과제로 뇌성마비 환자(CP 집단)와 건강한 성인(통제 집단)의 

최대수축력, 손가락 종속성, 다중 손가락 시너지와 선행 시너지 조절, 그

리고 동시수축을 비교했다.

2.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최대수축력이 더 작을 것이다.

(2)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더 클 것이다.

(3)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시너지 지수가 더 작을 것이다.

(4) 선행 시너지 조절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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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CP 집단이 받은 재활 및 수술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2) CP 집단의 손상된 뇌 영역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대수축력(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force) : 첫 번째 

MVC 과제에서 네 손가락으로 힘을 생성할 때 5초 동안 가장 크게 나타

나는 각 손가락 힘의 전체 합력을 나타낸다.

(2) 손가락 종속성(finger dependency) 지수 : 손가락 종속성이란, 두 번째 

RAMP 과제에서 과제를 하는 한 손가락으로 힘을 생성할 때 과제를 하

지 않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생성하는 의도하지 않은 힘을 의미한다. 손

가락 종속성이 강할수록, 손가락 종속성 지수의 크기도 커진다.

(3) 시너지(synergy, ∆V) 지수 : 시너지란, 세 번째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에서 손가락들이 서로의 에러(error)를 보완하며 일정하게 힘을 생성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시너지 지수는 VUCM과 VORT의 상대적인 크

기로 계산한다. 만약 시너지 지수가 음의 값(VUCM < VORT)이라면, 이는 

힘을 안정화는 시너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시너지 지수 변화량(∆∆V) : PULSE 과제에서 유지 구간 동안 일정하

게 생성한 힘에 따른 시너지 지수와 pulse 구간에서 힘이 변화하기 시작

할 때(t0)의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Vt0, 유지 구간의 시너지 지수 - t0의 

시너지 지수)이다. ∆∆Vpeak은 PULSE 과제에서 유지 구간 동안 일정하게 

생성한 힘에 따른 시너지 지수와 시너지 지수의 최솟값(negative pea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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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유지 구간의 시너지 지수 - 시너지 지수의 최솟값)이다.

(5) tASA(time of ASA) : PULSE 과제에서 참여자가 유지 구간 동안 일

정한 힘을 유지하고 있다가 힘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t0), 시너지 지수가 

미리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tASA로 정의했으며,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6) 동시수축(co-contraction) 지수: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 동안 힘을 

생성할 때 측정한 EMG (electromyography) 신호를 통해 방향에 따라 굴

곡 동안에는 전체 근육의 활성화에 대한 신전 근의 활성화를, 신전 동안

에는 전체 근육의 활성화에 대한 굴곡 근의 활성화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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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형 양측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관

찰,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뇌성마비 환자의 특징 및 증상, 피질

척수로 손상의 영향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너지의 정의, 시너지를 정량화하는 UCM 분

석, 선행 시너지 조절, 그리고 신경장애 환자의 시너지를 다룬 선행연구

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보고되었는가를 기술했다. 그리고 경직형 양측마

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동시수축에 대해 정리했다.

본 장은 1. 뇌성마비, 2. 다중 손가락 시너지, 3. 근육 동시수축에 대한 

문헌 고찰로 구성했다.

1. 뇌성마비(cerebral palsy)

1) 뇌성마비 정의 및 분류

뇌성마비는 자세조절과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신경장애

로(Bax, 1964), 태아 혹은 영아의 미성숙한 뇌에 발생하는 손상이 영구적

인 비-진행성 장애들을 통틀어 일컫는다(Paneth, 2008). 임상적으로는 뇌

의 손상에 따라 경직형, 이상 운동형, 혼합형 등으로 구분한다. 해부학적

으로는 손상된 영역에 따라 편마비, 양측마비, 그리고 사지 마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마비의 건 측은 거의 정상에 가깝지만, 환 측은 

손상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들다. 양측마비의 양다리는 손상으로 인해 움

직이기 힘들지만, 양손은 거의 정상에 가깝다. 대근육 운동 기능분류 시

스템(GMFCS,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는 뇌성마비 환자

의 나이를 고려하여 앉기, 걷기, 달리기, 뛰기 등 전반적인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분류체계로써 Palisano, Rosenbaum, Walter, Russell, Wood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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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Galuppi (199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등급은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도움이 필요한 정도이다.

2) 뇌성마비의 주요 원인 및 증상

뇌성마비를 유발하는 요인은 산전기, 주산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조산, 감염, 그리고 외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산아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뇌성마비 발생률

도 함께 증가했다. 조산은 뇌실 주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대뇌의 백

질에 괴사가 일어나는 뇌실주위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을 

유발한다. 이 질환에 의해 뇌 손상이 일어나면 하위 운동신경원(lower

motor neuron)에 명령을 내려보내 수의적 움직임을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상위 운동신경원(upper motor neuron)이 손상된다. 하위 운동신경원을 억

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강직, 반사 항진, 간헐적 경련, 동시수축과 

같은 양성 증후(positive symptom)가 나타나고 하위 운동신경원과의 연결

이 손실되면 근력 저하, 피로도, 서투른 균형, 감각의 결손과 같은 음성 

증후(negative symptom)가 나타난다(Graham, & Selber, 2003). 또한 피질척

수로 corticospinal tract)를 손상해 양측 하지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Banker, & Larroche, 1962).

3) 피질척수로 손상

뇌성마비 중 경직형은 전체의 70~75%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이

며(Odding et al., 2006), 뻣뻣하게 경직된 근육이 특징이다. 어릴 때는 신

전근의 경직이 우세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굴곡근의 경직이 강해진다(서

울대학교 의학대학 출판부). 경직형 뇌성마비의 주요 손상 영역은 피질 

구조와 피질척수로를 포함한다(Shortland et al., 1988; Yokochi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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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척수로는 대뇌 피질로부터 척수에 운동명령을 전달하는 경로이다.

길항근의 H-반사를 비교한 연구에서 통제 아동은 주동근이 수축하기 시

작할 때 길항근의 H-반사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지만, 뇌성마비 아동에

게서는 길항근의 H-반사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처럼 뇌성마비 아동에게

서 흔히 나타나는 경직 및 강한 동시수축은 피질척수로의 손상에 따른 

상호억제(reciprocal inhibition)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 보고했다(Leonard,

Moritani, Hirschfeld, & Forssberg, 1990). 동시수축은 특정 움직임 수행에

서 주동 근과 길항 근이 동시에 수축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현

상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손가락으로 물체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움직임

은 피질척수로를 거쳐 운동 피질에서 직접 제어하는데(Muir, & Lemon,

1983; Lawrence, & Kuypers, 1968), 이 능력은 일반적으로 피질척수로의 

성숙과 동시에 두 살이 되기 전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wrence, & Hopkins, 1976; Koh, & Eyre, 1988).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

은 이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대부분 손 전체를 이용하거나 느리

고 서툰 손동작이 특징이다(Napier, 1953; Twitchell, 1958; Brown, Van

Rensburg, Lakie, & Wrigh, 1987). 선행연구 집단에서는 경 두개 자기자극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하여 편측마비 아동들에게서 

운동 피질로부터 손 근육까지 이르는 피질 회로와 피질척수로가 정상발

달 아동들보다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했다(Carr, 1996;

Vandermeeren, Sébire, Grandin, Thonnard, Schlögel, & De Volder, 2003).

한편, Eliasson 등(1991)은 손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과제를 관찰했다.

정상발달 아동은 물체를 집는 동시에 들어 올리는 힘을 함께 생성했지

만, 뇌성마비 환자는 물체를 집는 힘을 생성한 후에 차례로 들어 올리는 

힘을 생성했다. 이를 통해 뇌성마비 환자의 제한된 움직임은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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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동작의 미래 상황이나 활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움직임 계획 

단계에서도 나타나며, 뇌성마비 환자가 미리 힘을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미성숙한 운동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피질 영역과 피질척수로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다중 요소 시너지(multi-elemental synergy)

1) 시너지의 정의

`시너지'라는 용어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으로 내포하는 뜻은 `협력 작용 혹은 상승효과'로, 개별적인 요소가 

생성할 수 있는 결과보다 둘 이상의 요소 조합이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성’ 역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 공학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한 물체가 섭동 때문에 원

래 위치를 벗어나더라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다. 시너지에서 정의하는 안정성 역시, 다양한 자유도의 조합에도 불구하

고 수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회차에서 

수행한 특정 과제의 가변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운동과학 분야에서는 중추신경계가 하나의 목적(동작)을 수행하

기 위해 신체의 여러 구조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시너

지란 개념을 사용하므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수많은 요

소의 조합이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동작을 안정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Latash, & Anson, 2006). 따라서 시너지를 '공동작용'이라는 단어로 해석

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영국의 신경학자인 J.Hughlings Jackson부터 

시작했으며 Joseph Felix Francois Babinski에 의해 '근육 시너지'라는 용어

가 정의되었다. Babinski는 소뇌 병변으로 인해 근육 협응이 손상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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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컬어 `cerebellar asynergies'라고 불렀으며 이는 후에 소뇌의 구조에 

바탕을 둔 시너지 모델의 기반이 된다.

다중 관절로 하나의 같은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관절이 작

용하는 조합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 움직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인 움직임의 가변성에 의한 것이다.

Bernstein은 움직임의 가변성을 "repetition without repetition"이라 표현했

고, 이는 거꾸로 수많은 패턴으로 같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간 움

직임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의 가변성과 관련하여 요

소 과잉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요소 과잉이란, 특정 신체 부위의 자

유도(요소 변인)가 수행하는 과제(수행 변인)의 수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

다. 과잉된 요소 변인은 인체의 관절, 근육 또는 운동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거쳐 존재한다. 이로 인해 같은 과제라도 여러 번 반복하

는 경우에 운동학적, 운동역학적, 그리고 근 활성을 포함한 수행의 패턴

이 다양하다.

과잉된 요소 변인을 제거해야 하는 계산상의 부담으로 보는 견해에 반

해, 최근 연구들은 긍정적인 견해로 요소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수

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요소 풍족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

고(Park et al., 2013), 요소 변인 무리가 수행 변인을 안정화시키는 전략

을 시너지라고 정의했다(Latash, & Anson, 2006).

2) UCM(uncontrolled manifold) 가설

UCM 분석은 시너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Scholz, &

Schoner, 1999). UCM 가설에 따르면 요소 변인은 두 가지 가상의 부분 

공간에 분산되어 존재하는데, 수행 변인에 일치하는 UCM 부분 공간과 

그에 직교하는 ORT 부분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일치하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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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또한 UCM 분산(VUCM)과 ORT 분산(VOR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중요소 시스템은 VUCM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행 변인을 안정화한

다고 가정한다. VUCM이 VORT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는 한 요소가 오차

를 생성한 경우에 다른 요소가 오차를 보완하여 수행을 안정시키므로 시

너지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VUCM이 VORT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경

우는 한 요소가 오차를 생성한 경우에 다른 요소가 그 오차를 증폭시켜 

수행을 안정시키지 못하므로 시너지 경향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시너지 지수는 수행 변인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며 총 

분산에 대한 상대적인 VUCM의 크기를 계산하여 구한다.

3) 선행 시너지 조절(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

예측제어 중 하나로, 시너지 지수가 의도된 동작의 변화 또는 예측 가

능한 섭동이 나타나기 200~300ms 이전에 미리 감소하여 움직임을 쉽게 

하는 현상을 선행 시너지 조절(ASA, 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이라

고 정의한다(Olafsdottir et al., 2005). 이때 시너지 지수가 변화한 크기(시

너지 지수의 변화량)을 ∆∆V라 하며,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

을 tASA(time to ASA)라고 정의한다. 노화, 피로, 그리고 신경장애에 의해 

∆∆V가 덜 감소하거나 tASA이 지연되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

었다(Shim, Olafsdottir, Zatsiorsky, & Latash, 2005; Kim, Shim, Zatsiorsky,

& Latash, 2006; Klous et al., 2011).

4) 다중 손가락 특성

Latash 등(1998; 2001)과 Scholz 등(2002)의 연구에서 보고하듯, 개별 손

가락이 생성하는 힘은 과제 수행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일부 상호 보완하

는 형태로 작용한다. 이는 손가락이 수많은 자유도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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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다중 요소로 구성된 운동역학적인 요소 

과잉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손가락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힘을 내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단일 근육은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힘을 

생성할 수 있지만, 여러 근육을 사용하면 복합적인 근육의 작용을 통해 

복잡하고 능숙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며(Bernstein, 1967; Turvey, 1990),

한 관절 내의 주동근과 길항근은 굴곡 및 신전 동작에 관여한다. 같은 

관절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지만 굴곡과 신전은 상호작용과 시너지에

서 차이가 나타나며 시너지 지수는 신전 방향에서 더 크게 나타났지만,

선행 시너지 조절은 굴곡과 신전, 두 방향 간 차이가 없어 방향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Park & Xu, 2017). Yue, Liu,

Siemionow, Ranganathan, Ng 그리고 Sahgal (2000)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으로 엄지를 굴곡할 때보다 신전할 때 활성화된 피질의 부피가 두 배 이

상 큰 것을 관찰했다. 이는 중추신경계가 굴곡근에 비해 신전근을 덜 촉

진하므로 신전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질 영역을 활성화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굴곡을 일으키는 근육은 신전을 일으키는 근

육에 비해 더 큰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 더 큰 힘을 생성할 수 있다

(Davies, Parker, Rutherford, & Jones, 1988; Jacobson, Raab, Fazeli,

Abrams, Botte, & Lieber, 1992). 또한, 결합조직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신전 기전에 의한 영향과 피질 척수가 근육에 투영하는 비율이 굴곡근에

서 더 크기 때문에 굴곡 시 손가락들을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으로 움직

일 수 있다.

인간의 손가락은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 의존하는 힘 작동기로 볼 수 

있다(Li et al., 2002; Faher, 1981; Lieu, 2008). 여기서 상호 의존적인 힘 

작동기란, 개별적인 손가락의 힘 생성이 다른 손가락의 '의도치 않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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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다중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 중 하

나인 종속성(finger dependency)을 의미한다(Kilbreath, & Gandevia, 1994;

Schieber, & Santello, 2004; Zatsiorsky et al., 2004). 손가락 종속성은 손과 

아래팔의 결합조직에 의한 말초 요인(Schieber, & Santello, 2004)과 일차 

운동 피질에서 손가락을 제어하는 영역이 겹치면서 피질 투영이 발산,

수렴하는 중추 요인 (Schieber, 1990; Schieber, & Hibbard, 1993)에 의해 

발생하며, 손가락의 독립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손가락 간 의존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손가락 종속성 지수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신

경장애 환자에서 더 높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Park et al., 2013; Jo et al., 2016), 신경장애 환자의 높은 지수는 주로 피

질 투영 문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3; 2014).

5) 신경장애와 시너지

파킨슨병 환자와 뇌졸중 생존자를 대상으로 신경장애에 의한 다중 손

가락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저핵을 포함하는 

피질-하 영역의 손상과 피질 영역의 손상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

인하였다(Park et al., 2013; Jo et al., 2016).

다중 손가락 힘 생성 과제에서 건강한 성인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는 

작은 최대수축력과 큰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나타났으며, 상당히 감소한 

시너지 지수와 ∆∆V, tASA의 지연이 나타났다. 반면, 뇌졸중 생존자는 최

대수축력은 더 작았지만, 손가락 종속성 지수와 시너지 지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tASA는 유의하게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피질 영역이 수행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변화에 대한 반응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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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육 동시수축(Muscular Co-contraction)

특정 움직임 수행에서 주동근과 길항근이 동시에 수축하여 관절의 움

직임을 제어하는 현상을 근육의 동시수축(co-contraction)이라고 한다. 근

육의 동시수축을 관절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Falconer, & Winter, 1985; Van Galen, & De Jong, 1995), 인간의 

움직임을 비효율적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Solomonow, Baratta, Zhou, Shoji, Bose, Beck, & D’'Ambrosia, 1987).

한편, 동시수축은 뇌성마비 환자의 근력 약화(Tedroff, Knutson, &

Soderberg, 2008),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나타나게 하는 주요 원인으

로 여겨진다. 뇌성마비는 상위운동신경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

인 원인으로, 이 증후군의 양성 반응 중 하나인 동시수축은 경직형 뇌성

마비의 큰 특징이다. 뇌성마비 환자의 높은 동시수축은 상호억제

(reciprocal inhibition)의 교란(Leonard et al., 1990), 혹은 피질척수의 비정

상적인 투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Brouwer, & Ashlby, 1991; Brouwer

B, & Smits 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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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관

찰,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1) MVC 과제에서 최대수축력과 2) RAMP

과제에서 손가락 종속성 지수를 측정했다. 그리고 3) PULSE 과제에서 

각 분산(VUCM, VORT), 시너지 지수(∆V), 시너지 지수의 변화(∆∆V),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tASA)을 각각 관찰했다.

본 장은 연구대상, 실험장비, 실험 절차, 분석방법, 통계처리 순으로 정

리했다. 연구대상은 CP 집단과 통제 집단이며 실험장비는 힘 변환기와 

EMG 센서를 사용했다. 실험 절차는 1) MVC 과제, 2) RAMP 과제, 그리

고, 3) PULSE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과제별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변인을 계산했고, 혼합 설계한 3-way ANOVA로 검증하였다.

1. 연구대상

경직형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7명의 환자(CP 집단; 18.57±3.56세, 남 3/

여 4, GMFCS 2등급)와 신경학 문제가 없는 10명의 성인(통제 집단;

21.5±2.27세, 남 7/여 3)이 본 연구에 참여했다. 실험에 앞서 모노-필라멘

트 검사(monofilament test, North Coast Medical Inc. USA)와 에든버러 손

잡이 검사(Edinburgh handedness test)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두가 감각 반

응에 이상이 없으며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팔에 심각한 부상 혹은 손상을 입었거나 양손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참여자는 본 실험에서 제외했다.

전문의로부터 환자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CP 집단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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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자를 동행하도록 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험을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았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다(IRB No. B-1707-408-302).

2. 실험장비

그림 Ⅲ-1 실험장비 배치도. 본 연구에 사용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엄지를 제외
한 네 손가락 끝을 네 개의 슬롯에 각각 집어넣고 손가락을 당기거나(굴곡), 밀면
서(신전) 힘을 생성하도록 제작했다. 왼쪽 그림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슬롯에 
각각의 힘 변환기를 연결했다.

1) 다중 손가락 힘 측정 시스템

굴곡과 신전 방향에서 네 손가락이 생성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 네 개

의 단축 힘 변환기(Model 208A03, PCB Piezotronics Inc. Depew, NY,

USA)를 사용했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끝 마디뼈(distal phalange)를 

개별 힘 변환기와 연결된 네 개의 ‘ㄷ’모양 슬롯에 각각 집어넣고, 굴곡 

혹은 신전 방향으로 등척성 힘(isometric force)을 내도록 했다. 힘 변환기 

네 개는 나무 판과 고정된 자체 제작 알루미늄 패널(panel, size: 14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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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x 5mm)에 부착했다. 중력의 영향을 제외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 패널

은 옆으로 세워 고정했다. 패널은 25도 기울어져 있어서 모든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진 자연스러운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모두의 손

과 손가락의 조건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통형 손잡이를 쥐도

록 했다. 실험 데이터는 자체 제작된 LabView 프로그램(National

Instrument, Austin, TX, USA)를 이용해 수집했으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NI USB-6225, National Instruments, Austin, TX)를 통해 500Hz의 수집

빈도로 디지털화했다.

2) 근전도(Electromyography) 시스템

힘 생성 동안 근 활성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면 전극 방식의 EMG

(elctromyography) 센서(Model Trigno, DelSys Inc®, Boston, MA, USA)를 

사용했다. 근전도 신호의 수집빈도(sampling rate)는 2000Hz로 설정하여 

수집했다.

3) 자료 분석도구

초기 자료 분석 단계에서, 측정한 힘의 데이터는 자체 제작한 

MATLAB (MathWorks Inc., Natick, MA, USA)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변수 계산에 앞서 원본 데이터(raw data)는 zero-lag, 4th-order low-pass

Butterworth filter를 이용하여 필터링한 후, 분석방법에 제시한 공식을 통

해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들을 계산했다. 각 과제 수행 동안 손가락 굴

곡근과 신전근에 부착한 표면 EMG 센서를 통해 들어온 신호는 일차적

으로 FIR filter (50~450㎐ band pass)을 이용하여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정류(full-wave rectified) 작업을 거쳤다. 처리된 자료는 분석 구간별로 적

분하여 IEMG(integral EMG) 값으로 산출했으며, 또한 최대수축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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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표준화(normalization)했다.

3. 실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1) 최대수축력 생성(MVC) 과제, (2) 점진적 손가락 

힘 증가(RAMP) 과제, (3) 손가락 굴곡/신전 변환 힘 생성(PULSE) 과제로 

구성했다.

1) 실험 절차

연구 참여자는 실시간 피드백(손가락(들)이 생성한 힘을 시각화)을 나

타내는 컴퓨터 화면(27-inches, 1,920 x 1,080 resolution at 60Hz)을 마주 

보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위팔은 45도 외전

(abduction)하고 팔꿈치는 45도 굴곡, 손목은 회외(supination)와 회내

(pronation)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어 실험 조건을 같게 했다. 본 

실험에 앞서, 손가락의 조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페그보드 검사

(pegboard test, Lafayetatte Inst., Model 32025)를 실시했다. 페그보드 검사

는 각각의 페그를 모양에 맞는 구멍에 최대한 빠르게 집어넣는 것으로,

소요시간과 떨어진 페그의 개수를 기록했다. EMG 센서는 세 개의 굴곡

근(천지굴근(flexor digitorum superficialis), 척측수근굴근(flexor carpi

ulnaris),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과 두 개의 신전근(시지신근

(extensor indicis), 척측수근신근(extensor carpi ulnaris))에 부착했다.

(1) 첫 번째 최대수축력 생성(MVC) 과제는 네 손가락의 최대수축력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force) 측정 과제이다. 과제 수행 동안 근육

의 활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EMG 신호를 수집했다. 연구 참여자는 

지시에 따라 굴곡 혹은 신전 방향으로 8초간 가능한 세게 등척성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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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RAMP 과제 템플렛. RAMP 과제동안 목표 힘(초록 
선)과 과제를 하는 손가락이 생성한 힘(빨간 선)을 보여주는 실
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최대한 목표 힘에 맞게 힘을 생성하
도록 요청했다.

(isometric contraction)을 했다. MVC 과제는 방향(굴곡/신전)마다 각 손(오

른손/왼손)으로 두 번씩 실시했고 더 큰 값을 최대수축력으로 선택했다.

이 최대수축력은 다음 두 과제에서 목표 힘(target force)을 결정하는 데에

도 사용했다.

(2) 두 번째 점진적 손가락 힘 증가(RAMP) 과제는 화면에 나타난 템

플릿을 따라 한 손가락을 이용해 굴곡 혹은 신전 방향으로 점진적 힘

(ramp force)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게 "손가락 모두를 

각 슬롯에 끼우고 과제를 하지 않는 손가락이 힘을 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과제를 하는 손가락과 과제를 하지 않는 

손가락이 생성한 힘을 모두 수집했다. 화면의 템플릿은 (a) 0%에서 4초 

동안의 유지 구간, (b) 0%에서 40%까지 12초 동안의 힘을 증가시키는

(ramp) 구간, (c) 40%에서 4초 동안의 유지 구간의 총 세 구간으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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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PULSE 과제 템플렛. PULSE 과제동안 목표 힘(초
록선)과 네 손가락이 생성한 힘(빨간 선)을 보여주는 실시간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t0로부터 유지구간은 –900~-400ms 이며, 
굴곡으로 힘을 생성하면 힘의 값이 음수, 신전으로 힘을 생성
하면 힘의 값이 양수로 표시되도록 했다.

(3) 세 번째 손가락 굴곡/신전 변환 힘 생성(PULSE) 과제는 네 손가락

으로 유지 구간 동안 일정하게 힘을 생성하다가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목표 힘만큼 힘을 생성하는(PULSE) 과제이다. 손가락 굴곡 및 신전에 관

여하는 근육의 활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EMG 신호 또한 수집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네 손가락으로 최소 5초간 유지 구

간에서 힘을 생성한 후에 다음 5초 동안의 빠른 힘 생성(pulse) 구간에서 

목표 힘 크기로 빠른 힘을 생성하며 방향을 전환한다.

이때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은 외부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도

록 하여 연구 참여자는 힘의 방향과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

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했다. 본 과제는 방향전환에 따라, (a) 굴곡-신전

(FE, flexion-extension) 조건과 (b) 신전-굴곡(EF, extension-flexion) 조건, 총 



- 21 -

두 개로 이루어졌다. 두 가지 조건의 명칭에서 첫 번째는 유지 구간 동

안의 손가락 힘의 방향을, 두 번째는 pulse 구간 시 전환하는 손가락 힘

의 방향을 의미한다. 유지 구간에서 힘의 크기는 (최대 굴곡 힘+최대 신

전 힘)/2의 5%로 설정하며, "유지 구간"으로부터 "빠른 힘 생성구간"까지

의 힘의 크기 변화는 두 조건 모두에서 (최대 굴곡 힘+최대 신전 힘)/2의 

20%로 설정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는 대략 10~20분

의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양손으로 각 조건을 최대 25번씩 수행

했다. 따라서 최대 시도 횟수는 양손에서 100번(2 x (25회 x 2조건))으로,

매 5회마다 10초의 휴식이 주어졌다.

4. 분석 방법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자체 제작한 MATLAB (MathWorks Inc.,

Natick, MA, USA)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변수 계산에 앞서 원본 데

이터(raw data)는 zero-lag, 4th-order low-pass Butterworth filter를 이용하여 

필터링한 후, 다음 공식들을 통해 가설 검증을 위한 변수들을 계산했다.

굴곡근 및 신전근에 부착한 표면 EMG 전극을 통해 들어온 신호는 일차

적으로 FIR filter (50-450㎐ band pass)을 이용하여 filtering을 거친 후 정

류(full-wave rectified)작업을 거쳤다. 처리된 자료는 분석 구간별로 적분

하여 IEMG 값으로 산출했다.

1) 최대수축력 생성(MVC) 과제

(1) 최대수축력(MVC force) : 네 손가락으로 5초 동안 힘을 생성하여 

최대 힘을 산출했다. 각 손가락이 생성한 힘(Fi)의 합력(FTOT)은 공식 1을 

통해 계산했다(I : 검지, M : 중지, R : 약지, L :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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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1    ·

 

2) 점진적 손가락 힘 증가(RAMP) 과제

(1) 손가락 종속성(finger dependency) 지수 : 방향(k ={flexion,

extension})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손가락(j = {I, M, R, L})이 목표 힘

만큼 힘을 생성할 때,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손가락(i = {I, M,

R, L})의 의도치 않은 힘이 생성된다. 선형회귀 분석을 하여 과제 동안 

손가락(Fi)과 전체 힘(FTOT) 사이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s)를 계산

하여(공식 2), E 행렬(enslaving matrix, 공식 3)을 구했다. E 행렬의 각 요

소(e)는 k 방향에서 j 손가락이 과제를 할 때, 전체 힘에 대한 i 손가락이 

생성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공식 4를 통해 방향 별 E 행렬에서 j

손가락과 i 손가락이 같은 경우(대각선)를 제외한 요소들의 평균(손가락 

종속성 지수의 총 양)을 구했다.

공식 2   


공식 3  











   
   

   
   

   

공식 4   ≠

손가락 종속성 지수는 공식 5를 통해 계산했다.

공식 5   
  



     ≠

mode는 개별 손가락에 대한 가상의 명령을 의미하며 E 역행렬과 각 

손가락 힘을 곱하여 계산했다(공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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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6   
−  



3) 손가락 굴곡/신전 변환 힘 생성(PULSE) 과제

(1) 시너지 지수(∆V) : PULSE 과제의 구간은 크게 유지 구간,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는(pulse) 구간으로 구분했다. 수집한 힘의 데이터를,

pulse 구간에서 힘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t0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UCM 분석을 통해 다중 손가락 시너지 지수(∆V)를 계산했다. 유지 구간

은 t0의 600~400ms 이전으로 설정했으며, 유지 구간 동안의 시너지 지수

를 계산했다. UCM 분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분산이 존재한다(VUCM와 

VORT). 각 분산(요소 변인)의 변화(∆EV)의 합은 과제(수행 변인)의 변화(∆

PV)를 생성한다. 여기서 요소 변인은 손가락 mode vector를 의미하고 수

행 변인은 전체 합력(FTOT)을 의미한다(공식 7).

 

공식 7 ∆·∆
 

     는 1 x 4 자코비안 행렬을 의미한다. UCM은 수행 변인을 

변화시키지 않는 요소 변인의 공간 내 존재하는 unit vector(ei)로 정의된

다(공식 8).

 

공식 8  ·

 

UCM 공간에 평행하는 요소 변인과 직교하는 요소 변인은 각각 공식 

9, 10을 통해 계산했다. p는 수행 변인의 자유도 개수를 의미한다.

 

공식 9 공식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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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에 평행한 분산(VUCM)과 UCM에 직교하는 분산(VORT)은 다음을 통

해 계산했다(공식 11, 12). Ntrials는 트라이얼 개수를 의미한다.

 

공식 11 공식 12

 

║


 

⊥


시너지 지수는 VTOT(총 분산)에 대한 VUCM의 상대적인 크기를 의미한

다(공식 13). 반복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의 VTOT은 VUCM과 VORT의 합과 

같으며 공간(UCM 또는 ORT)에 해당하는 자유도로 분산들을 표준화했

다.

 

공식 13 ∆



 

(2) 시너지 지수 변화량(∆∆V) :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과 t0 사이 시

너지의 차이(∆∆Vt0, 유지구간의 ∆V - ∆Vt0)와 유지 구간과 시너지 지수의 

최솟값 사이(∆∆Vpeak, 유지구간의 ∆V - ∆Vpeeak)의 값을 구했다.

(3) tASA(time of ASA) : PULSE 과제에서 방향을 바꾸기 직전 시너지 

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tASA)을 계산하였다.

(4) 동시수축(co-contraction) 지수 : MVC 과제에서 측정한 근육의 활성

도를 기준으로 PULSE 과제의 근육의 활성도를 표준화했다. 그 후,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에서 신전할 때 굴곡근(FDS, FCU, FCR), 굴곡

할 때 신전근(EI, ECU)의 비율을 계산하여 동시수축 지수를 구했다(공식 

14).

 

공식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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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 실험과제를 통해 뇌성마비 아동과 통제집단 

아동의 다중 손가락 상호작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통계분석은 [집단: 2

level (CP 집단/ 통제 집단)]과 [손: 2 level (오른손/ 왼손)], 그리고 [방향:

2 level (굴곡/ 신전)]의 요인으로 3-way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했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 수준은  로 설정한다.



- 26 -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각 집단(뇌성마비(CP) 집단/통제 집단)이 손(오른손/왼손)과 

방향(굴곡/신전)에 따라 총 세 가지의 과제를 수행한 후, 그에 따른 변인

을 계산하였다.

본 장은 건강한 성인과 피질척수로가 손상된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의 

변인을 비교했다.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 산출한 변인인 최대수축력, 손

가락 종속성 지수, 분산, 시너지 지수,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V), tASA,

그리고 동시수축지수의 결과를 순서대로 서술했다.

1. 다중 손가락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각 집단별 연구 참여자의 손 기능

을 검사한 페그보드 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

왼손 오른손

시간(s) 낙하 수 시간(s) 낙하 수

CP 집단 199±29.8 4.6±5 212.7±34 5±5

통제 집단 84.6±4.2 1 78.7±4 2

표 1 집단 별 페그보드 검사의 소요시간 및 낙하 수의 평균, 표준오차

1) 최대수축력(MVC force)의 비교

본 연구에서 측정한 최대수축력은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50% 더 

작았으며, 두 집단 모두 왼손이 오른손보다, 신전이 굴곡보다 더 작았다.

CP 집단과 통제 집단의 최대수축력의 값(mean±SE)은 각각 54.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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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최대수축력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
단(흰색 막대)의 최대수축력을 나타낸 그래프(평균과 표준오차)
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다. 

104.69±3.52 (오른손-굴곡 방향), 20.71±1.28/ 35.94±1.25 (오른손-신전 방

향) 그리고 41.3±3.48/ 93.39±3.81 (왼손-굴곡 방향), 17.43±1.03/ 33.26±1.3

(왼손-신전 방향)이다. 이는 3-way 반복측정 ANOVA [집단 X 손 X 방향]을 

통해 검증했으며,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주 효과(집단: F1,15] = 11.55, p =

0.004, ηp² = .435; 손: F[1,15] = 6.67, p = 0.021, ηp² = .308; 방향: F[1,15] =

63.86, p < 0.001, ηp² = .810)가 나타났다.

한편, 집단 X 방향(F[1,15] = 9.41.p = 0.008, ηp² = .385)에서 유의한 상호

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CP 집단보다 통제 집단의 

방향 간 차이가 더 두드러져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2-way

반복측정 ANOVA [손 X 방향]을 통해 검증했으며, CP 집단에서 방향(F1,6]

= 24.01, p = 0.003, ηp² = .800)와 통제 집단에서 방향(F1,9] = 53.76, p <

0.001, ηp² = .857)에 유의한 주 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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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손가락 종속성 지수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단(흰색 막대)의 손가락 종속성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
(평균과 표준오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
다. 

2) 손가락 종속성(finger dependency) 지수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RAMP 과제를 통해 손가락 종속성을 나타내는 

손가락 종속성 지수를 측정했다. 손가락 종속성 지수는 통제 집단이 CP

집단보다 34% 더 작았으며, 굴곡이 신전보다 더 작았다. 그러나 양손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way 반복측정 ANOVA로 검증한 

결과, 집단(F[1,15] = 24.47, p < 0.001, ηp² = .620)과 방향(F[1,15] = 49.28,

p < 0.001, ηp² = .767)에 주 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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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시너지 지수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
단(흰색 막대)의 시너지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평균과 표준오
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다. 

2. UCM 분석을 통한 다중 손가락 시너지의 연구결과

1) 각 분산의 비교

본 연구는 세 번째 PULSE 과제에서 유지 구간 동안 각 부분 공간 상

의 분산 값을 비교해 본 결과, VUCM과 VORT 모두 CP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더 컸다. 그러나 두 분산을 3-way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각각 

검증한 결과, VUCM은 집단(F[1,15] = 10.56, p = 0.005, ηp² = .417)에서 유

의한 주 효과가 나타났지만, VORT에서는 유의한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2) 다중 손가락 시너지(multi-finger synergy) 지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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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 번째 PULSE 과제에서 유지 구간 동안의 다중 손가락 시

너지 지수를 계산했다. 시너지 지수는 두 집단 간, 양손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전이 굴곡보다 % 더 컸다. 3-way 반복측정 

ANOVA로 검증한 결과, 방향(F[1,15] = 16.7, p = 0.001, ηp² = .527)에서만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3)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의 비교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 ∆∆V는 양손 간, 방향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지만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53% 더 작았다. 이는 3-way 반복측정 

ANOVA를 통해 검증했으며, 집단(F[1,15] = 11.17, p = 0.004, ηp² = .433)에

서만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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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시너지 지수 변화량(∆∆Vt0)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단(흰색 막대)의 ∆∆Vt0을 나타낸 그래프(평균
과 표준오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다. 
 

그림 Ⅳ-5 시너지 지수 변화량(∆∆Vpeak) 결과. CP 집단(검은
색 막대)과 통제 집단(흰색 막대)의 ∆∆Vpeak을 나타낸 그래프
(평균과 표준오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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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tASA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단(흰색 
막대)의 tASA을 나타낸 그래프(평균과 표준오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다. 

4) tASA (time of ASA)의 비교

본 연구는 선행 시너지 조절, ASA에 의해 시너지 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tASA라고 정의했다. tASA는 두 집단 간, 양손 간, 방향 

간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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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동시수축 지수 결과. CP 집단(검은색 막대)과 통제 
집단(흰색 막대)의 동시수축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평균과 표준
오차)이다. 각 손마다 굴곡 신전의 값을 표시하였다.

3. 동시수축에 대한 연구결과

세 번째 PULSE 과제의 유지 구간 동안 수집한 EMG 신호를 통해 동

시수축 지수를 계산했다. 동시수축 지수는 통제 집단이 CP 집단보다 9%

더 낮았고 신전보다 굴곡에서 더 낮았다. 3-way 반복측정 ANOVA를 통

해 검증한 결과, 집단(F[1,15] = 5.22, p = 0.037, ηp² = .258)과 방향(F[1,15] =

9.05, p = 0.009, ηp² = .376)에서 주 효과가 나타났다. 비록 동시수축 지

수는 굴곡할 때 CP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27% 더 컸고 신전할 때 통제 

집단이 CP 집단보다 6% 더 컸지만, 이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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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특정 과제

를 안정시키는 전략인 시너지를 통해 뇌성마비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운동 협응의 결손은 뇌성마비뿐만이 아니라 대부

분의 신경장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파킨슨병, 뇌졸중, 그

리고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 연구 결과는 모두 달랐다. 이 

결과들은 각 신경장애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추후 환자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장은 MVC, RAMP, 그리고 PULSE 과제에서 계산한 변인들의 결과

를 바탕으로 논의를 구성했다.

1. 최대수축력과 손가락 종속성 (MVC force & finger

dependency)

본 연구에서 측정한 뇌성마비(CP) 집단의 최대수축력(MVC force)은 통

제 집단보다 모든 조건에서 거의 절반 정도 작았다. 낮은 근력은 뇌성마

비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발목 근력을 관찰한 연

구에서는 환자의 근력 약화에 미치는 요인으로 통제 집단에 비해 작은 

근섬유의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과 길항근의 높은 동시수축

(co-contraction)을 제시했다(Elder, Kirk, Stewart, Cook, Weir, Marshall, &

Leahey, 2003).

반면, CP 집단의 손가락 종속성(finger dependency) 지수는 통제 집단보

다 컸다. 다시 말해서 한 손가락이 힘을 생성할 때 다른 손가락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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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않은 힘이 통제 집단보다 CP 집단에서 더 많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가락의 종속성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말초 요인(peripheral factor)으로 손과 아래팔의 

결합조직에 의한 해부학적인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다른 요

인은 중추 요인(central factor)으로 뇌에서 손가락으로 투영되는 운동명령

이 서로 겹쳐 나타나는 것이다.

한 선행연구는 건강한 노인이 젊은 성인보다 최대수축력과 손가락 종

속성 지수가 모두 작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와 뇌

졸중 생존자에게서는 작은 최대수축력과 달리, 큰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CP 집단의 최대수축력과 손가락 종속성 지

수의 결과와 일치한다. 개별 손가락으로 물체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움직

임은 피질척수로를 거쳐 운동 피질에서 직접 제어하는데(Muir, & Lemon,

1983; Lawrence, & Kuypers, 1968), 피질척수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뇌성마비 환자(Carr, 1996; Van dermeeren et al., 2003)는 손 전체를 이용

하거나 손동작이 느리고 서툰 것이 특징이다. 선행연구에서 신경장애 환

자의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큰 것은 말초 요인보다는 중추 요인 때문이

라고 논의한 것처럼, 뇌성마비 환자 또한 다른 신경장애 집단처럼 뇌 손

상에 의한 피질 투영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손가락 종속성 지수가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다중 손가락 시너지(Multi-finger Synergy)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는 피질척수로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피질척수

로는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여 척수로 운동명령을 보내는 운동신경 경로

이다. 따라서 피질척수로의 손상은 운동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참여한 CP 집단의 대근육 운동기능 분류체계(GMFCS)는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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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며, 실험 전에 실시한 페그보드 검사(pegboard test)를 완료하는데 걸

린 시간은 통제 집단보다 최대 다섯 배 더 길었다. 이는 이들이 일상생

활에서 뛰기와 달리기처럼 격한 움직임을 도움 없이 수행하기 어려우며,

손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기능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와 정상 발달 아동의 운동 협응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에 존재하는 과잉된 자유도를 제어하여 수행을 안정시

키는 중추시스템의 전략인 시너지(synergy)로 뇌성마비 환자의 운동 협응

을 관찰하였다. UCM 분석으로 시너지 지수를 정량화한 결과, PULSE 과

제의 유지 구간동안 두 집단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 지수는 양의 값이었

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수행을 안정시키는 시너

지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시너지에 관여하는 영역은 피질-하 영역이라는 주장을 뒷받

침한다. 신경장애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관찰한 두 선행연구에서

는 건강한 성인과 피질 영역이 손상된 뇌졸중 생존자의 시너지 지수에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Jo et al., 2016), 기저핵을 포함하는 피질-하 영역이 

손상된 파킨슨병 환자의 시너지 지수는 유의하게 작았다는 결과를 제시

했다(Park et al., 2013).

3. 선행 시너지 조절(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

본 연구의 예측 제어(feed-forward control)는 선행 시너지 조절(ASA)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동작을 의도적으로 바꾸기 직전에 수행의 안정성

(즉, ∆V)을 미리 감소시켜 빠른 변화가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도움

을 준다(Olafsdotti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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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뇌졸중 생존자 연구결과와의 비교. 뇌졸중 생존자와 건강한 성인
의 시너지 지수, 선행 시너지 조절을 비교한 선행연구(Jo et al., 2016)의 그
래프에 본 연구의 데이터를 더했다. 연한 회색 선과 진한 회색 선은 각각 선
행연구의 뇌졸중 생존자와 건강한 성인을 나타내며, 빨간 선과 파란 선은 각
각 본 연구의 CP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타낸다. 네 선 모두 유지구간동안의 
시너지 지수(∆V)는 거의 동일하나, t0와 시너지 지수가 최솟값(negative 
peak)일 때 다른 세 선에 비해 CP 집단의 ∆V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한편, 건강한 성인에 비해 선행 시너지 조절이 나타나는 시간이 지연

되고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의 차이가 유의한 파킨슨병 환자(Park et al.,

2013)와는 달리 뇌졸중 생존자는 tASA만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Jo

et al., 2016), 이러한 차이는 피질 영역이 수행의 민첩성에 부분적으로 기

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CP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도 선행 시너지 조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와는 달리,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인 ∆

∆V에서만 차이가 유의했다. 이는 t0에서 시너지 지수의 감소량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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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시너지 지수 변화량의 도식화. 통제 집단과 CP 집단의 시너지 지수
의 변화량(∆∆V)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다. 두 집단의 시너지 지수(∆V)는 유
지구간동안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빨간 화
살표는 유지구간의 ∆V(옅은 색)와 t0의 ∆V(짙은 색)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나타났기 때문이다. t0는 PULSE 과제에서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때 통제 집단만큼 시너지 지수가 감소하면 각 손

가락들이 생성하는 힘들은 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현상은 빠

르고 효율적으로 힘을 바꿀 수 있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CP

집단처럼 시너지 지수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은 힘의 변화가 필요한 구

간에도 안정성을 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CP 집단의 높은 동시수축(co-contraction) 지수와 연결 지어 생각

해볼 수 있다. 동시수축은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

상으로 효율성(Solomonow et al., 1987), 안정성(Falconer, & Winter, 1985;

Van Galen, & De Jong, 1995)과 연관이 있다. 동시수축이 강할수록 근육

의 효율성은 낮아지지만, 동작의 변화를 억제하므로 안정성은 높아진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힘을 생성하는 pulse 구간에서 CP 집단의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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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많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근육의 동시수축 현상 때문에 동작이 

억제된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CP 집단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현상이 말초 요인에 의한 것인

지, 중추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동시수

축 현상과 시너지 지수가 감소한 현상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두 현상의 상관관계와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과제를 수행할 때의 이점과 단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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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UCM 분석으로 정량화한 시너지 지수를 통해 뇌성

마비 환자의 운동 협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총 세 가지의 다중 

손가락 과제를 실시하여 경직형 뇌성마비 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최대수

축력, 손가락 종속성, 다중 손가락 시너지, 선행 시너지 조절, 그리고 동

시수축을 비교하였다.

총 세 가지 과제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CP 집단은 통제 집

단보다 최대수축력은 더 컸고 손가락 종속성은 더 작았기 때문에 첫 번

째와 두 번째 가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사이 다중 손가락 시

너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세 번째 가설은 기각되었

다. 또한, CP 집단의 시너지 지수의 변화량(∆∆V)은 통제 집단보다 더 작

았기 때문에 네 번째 가설도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뇌성마비 환자의 다중 손가락 시너지를 관찰한 첫 연구로,

건강한 성인과의 차이 및 더 나아가 다른 신경장애 환자와의 차이를 확

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환자들의 재활 및 수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였고 손상된 뇌

의 영역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뇌성마비 환자의 안정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지에 대해 깊

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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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multi-finger synergy during

finger flexion and extension force production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Kong, Joo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or coordination in patients with cerebral palsy (CP) with

corticospinal tract damage through multi-finger synergy. Thus, the

hypotheses were that (1)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finger

forces will be low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2)

finger dependency will be larg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3) synergy index (∆V) will be low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4) there will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 (ASA) between groups.

To verify these hypotheses, (1)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task, (2) single-finger ramp force production (RAMP) task,

and (3) multi-finger quick pulse force production (PULSE) task were

performed. Four force sensors and 5 EMG sensors were used to

measure force and muscle activity generated by each finger. The

multi-finger synergy was quantified by uncontrolled manifold (UCM)

analysis. Patients with CP who were diagnosed as spastic by a

pediatric orthopedic specialist (CP group, age 18.6±3.6 years, 4 female

& 3 males, right-hander, GMFCS level 2) and 10 contro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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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neurological problems (control groups, age 21.5±2.3 years, 3

female & 7 males, right-hander) were enrolled. before the main

experiment, all participants performed the pegboard test to check their

dexterity.

In MVC task, MVC force was low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in the left hand than in the right hand, and at the

extension than at the flexion. On the other hand, the finger

dependency measured in RAMP task was larg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at the flexion than at the extension. In

the PULSE task, the steady state synergy index was larger at the

flexion than at the extens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magnitude of the change in the synergy index,

∆∆V, was low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time when synergy index decrease in advance to perturbation, tASA,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y factor. Based on the EMG

signals at steady state phase, the co-contraction index was larger in

the CP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nd at the flexion than at the

extension.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steady state synergy index when generating constant forces, the

CP group showed little change in synergy index at PULSE phase,

which had to change direction, unlike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CP group tended to maintain

their stability in the situation where rapid change was required.

keywords : cerebral palsy, multi-finger synergy,
uncontolled manifold analysis, 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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