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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손 끝 온도 변화가 인간 다중 손가락 

시스템에 미치는 신경역학적 효과

신  나  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손 끝 피부를 통한 온도 변화 자극에 의한 힘 생성 

정도의 변화, 중추신경계의 전략 수정, 그에 따른 힘 생성의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피부 온도 변화 자극이 운동수행력과 안

정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손 끝에 통제온도, 40℃, 4

3℃의 온도 자극을 부여함과 동시에 검지 최대 힘 생성, 점진적 힘 생성,

네 손가락 일정 합력 유지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각 손가락이 생성하는 

힘 값을 비제어 다양체 분석(UCM)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온도조

건에 따른 최대 힘 값 생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지의 독립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네 손가락 일정 합력 

생성 시 검지와 중지의 힘 분배 값이 각각 증가, 감소하였으며 검지, 중

지, 약지의 힘 분산값이 증가하여 네 손가락의 합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응(adaptation)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증가에 의해 증가한 분산 값과 동시에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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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분산( )과 수행 결과의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분

산()이 모두 증가하여 이들의 상대값으로 결정되는 공동작용 지수(

V)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 온도, 피부 접촉 자극, 최대 자발적 수축력, 종속성, 안정성,

적응전략, 공동작용.

학  번 : 2017-2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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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몸은 60여 개의 관절과 650여 개의 골격근으로 구성되며 중추

신경계와 골격근 간의 기능적 단위인 운동단위(motor unit)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의 움직임을 실행할 때 필요

한 관절이나 근육의 개수보다 더 많은 요소를 가짐을 뜻한다. 이처럼 인

간 근신경시스템(neuromuscular system)은 신체 시스템의 자유도가 수행변

수의 자유도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 과잉성(redundancy)을 특징

으로 한다(Bernstein, 1935). 즉, 동일한 움직임의 수행도 각 관절과 근육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움직

임의 가변성(variability)을 야기한다.

인간은 특정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구성요소들의 자유도를 조

합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이를 ‘협응(coordination)’이라 칭한다. 즉, 신체를 

구성하는 뼈, 근육, 신경 등의 기본 요소들(elemental variables)이 효과적

으로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협응이라 한다.

또한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되는 구성요소들의 작용이 과제의 

결과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인 형태의 

작용을 ‘협력 작용’이라 하고 움직임의 공동작용(synergies)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움직임의 공동작용은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가 인체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전략이며 구성요소들 간의 기

능적, 구조적 협력을 뜻한다(Latash et al., 2007).

특히 인간의 손은 물체를 조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

되는데 손의 과잉된 요소를 긍정적으로 조합하기 위해 중요하게 이용하

는 피드백은 말단의 피부를 통한 감각(cutaneous feedback)이다(Witne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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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피부를 통한 자극을 감지하는 피부 접촉 감각수용기(cutaneous

receptor)들은 접촉한 물체의 모양, 질감, 압력, 온도 등 기계적, 화학적인 

특성에 대한 피드백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여 움직임을 조정하도록 한다

(Johansson, 1998; Johnson et al., 2000). 다양한 주파수의 진동(vibration)을 

손 끝(finger tip)에 노출시켰을 때 일시적으로 근활성화 역치값이 이동한

다는 연구 결과(Harada & Griffin, 1991)가 존재한다. 접지력을 물체 표면

에 적응시키는 것은 촉각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Jenmalm & Johansson,

1997)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피부 접촉 감각이 제거되었을 때 최대 근

력(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force)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Shim et

al., 2011).

이처럼 피부 감각 신호는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양, 질감 등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

면 피부의 감각을 느끼는 피부 접촉 자극수용기의 자극, 특히 열을 감지

하는 온도수용기(thermoreceptor) 자극에 따른 손가락 힘의 변화가 힘의 

안정성(stability)과 공동 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 접촉 자극수용기 중 온도수

용기의 인위적 자극이 중추신경계(CNS)를 통해 조절되는 힘의 공동작용

과 그 안정성에 미치는 기전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것이고, 또한 온도수

용기의 자극이 수행력의 안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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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피부를 통한 자극과 힘의 작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온도수용기의 자극과 힘의 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 접촉 감각수용기, 특히 온도

수용기 자극을 통해 중추신경계가 어떤 전략(그림 1)을 사용하여 움직임

의 안정성을 확보하는지를 추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적인 목적 및 가설을 가진다.

1) 손 끝 온도 변화가 힘 생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손 끝 온도 변화가 손가락을 연결하고 있는 기계학적, 신경학적 연

결의 정도에 영향을 미쳐 손가락 독립성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손 끝 온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추신경계에서 말단의 

힘 생성 전략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그림 1. 인체 명령체계 개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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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대 자발적 수축력(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force)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 값을 뜻한다. 본 연

구에서 최대 자발적 수축력은 피험자가 네 손가락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일 것이다.

2) 종속성(Dependency)

과제를 수행하는 손가락 간 해부학적 또는 신경학적으로 종속되어 있

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과제를 수행하는 손가락 이외에 다른 손가락들

이 생성하는 의도치 않은(unintended) 힘을 이용하여 종속성 지수, 인접 

종속성 지수를 산출하여 그 정도를 이해할 것이다.

3) 공동작용(Synergy)

본 연구에서의 ‘공동작용’은 진행되는 과제에서 네 손가락이 일정 합

력을 만족시키도록 힘을 생성할 때 각 네 손가락이 생성하는 힘 값을 얼

마나 긍정적으로 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일 것이다.

4) 안정성(Stability)

위 공동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네 손가락의 공동작용

을 통해 목표 합력을 얼마나 정확하고 유연하게 만족시키는지를 해석하

는 용어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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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근육의 온도 변화

1) 근육의 온도 변화와 수행력

많은 체육인들이 신체활동 전 준비운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신체의 온

도를 증가시켜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근육의 온도 변화는 많은 이점을 가진다고 주장되어 왔다. Kenneth는 체

온이 증가했을 때 작업 기억(working memory), 시각적 주의(visual

attention)가 증가하며 반응 속도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Kenneth et al.,

2002; Asmussen & Boje, 194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축구경기 휴식시간 

중 선수들의 re-warm up으로 인한 체온의 증가가 후반 선수들의 경기력 

특히 주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Mohr et al., 2004). Bergh

는 신체온도 증가에 따라 최대근력이 증가하며, 근육의 온도가 31.4°에서 

38.3°로 증가하였을 때 ergometer로 측정된 주력이 15.27초에서 10.72초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Bergh & ekblom, 1979). 이렇듯 신체의 온

도 증가에 의한 운동 수행력 증가는 많은 연구 결과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

2) 근육의 온도 변화와 생리적·기계적 변화

신체 온도 변화를 이용한 전략에는 대표적으로 워밍업(warming up)이 

해당된다. 화학적인 효과로 인한 체온 증가는 혈관확장(vasodilation)과 산

소해리 증가를 통해 혈류량을 증가시켜 활동 조직에 산소 공급을 활발히 

한다고 나타났으며(McKardle et al., 1991; Agre, 1985) 근육의 온도 증가

는 근육 내 화학적 반응을 가속시켜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Asmussen & Boje,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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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효과로 인한 활동 근육의 온도 증가는 같은 양의 에너지 발생

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육의 점성과 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성은 낮아지며 움직임 동안 점성에 저

항하는 에너지가 적어지므로 외력을 발생시키는 수행력이 증가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Asmussen & Boje, 1945). 또한 근육 점성의 감소는 근수

축의 강도와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Woods et al.,

2007). 근육 온도의 증가는 점성뿐만 아니라 강성(stiffness) 또한 변화시

키는데 Buchthal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축하는 근육의 강성이 감소

했다고 밝혔다. 점성과 강성의 변화는 관절 주변 조직의 성질을 변화시

켜 관절의 가동범위(Range of Motion(ROM))을 증가시키기도 한다(LaBan,

1962).

2. 감각의 연구

1) 피부 접촉 감각(Cutaneous Receptor )

인간의 피부 접촉 감각수용기는 접촉, 변형, 진동, 압력, 통각, 온도 등

을 감지하며 각 감각에 의해 반응하는 수용기(그림 2)가 구분되어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메르켈 원판(Merkel disks)은 접촉과 변형에 반응하

고 마이스너 소체(Meissner corpuscle)는 흔들림이나 움직임에 반응하며 

루피니 소체(Ruffini corpuscle)는 따뜻한 온도 변화에, 크라우제 말단구

(krause end bulb)은 차가운 온도 변화에, 신경말단의 수상돌기(free nerve

endings)는 전반적인 온도 변화에 반응한다.

특히 온각수용기(그림 3)는 30℃~48℃의 온도에서 반응하며 43°에서 

최대 반응을 나타냈고, 냉각수용기는 10℃~40℃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반응하며 23°~28°에서 최대 반응을 나타냈다(Iggo, 1969). 냉각수용기와 

온각수용기가 활발히 반응하는 범위를 벗어난 10℃ 이하의 온도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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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온도에서는 통각수용기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nsel et

al., 1960). 또한 온도수용기의 신호를 전달하는 neural fiber는 C fiber로 

신호 전달 속도는 0.4~1.1m/s로 알려져 있다(Hensel et al., 1960; Mcglone

& Reilly, 2010).

그림 2. 피부 접촉 감각수용기

그림 3. 온도 범위에 따른 각 온도수용기의 

활성화 정도(Iggo,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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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의 피부 접촉 감각

물체의 정교한 조작에 손 끝의 모양, 변형, 진동, 압력 등의 감각정보

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져 왔다. 선행연구는 

신경장애로 인해 피부 접촉 감각을 잃은 환자들이 부정확한 힘의 발생을 

보였다고 밝혔다(Cole & Sedgwick,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피부 접촉 

감각을 임의로 마비시켰을 때 개별 손가락의 힘뿐만 아니라 네 손가락의 

최대 자발 힘 값 또한 감소하였다고 밝히며 손가락의 힘 생성에 있어 피

부 접촉 감각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시사했다(Shim et al., 2011).

Jenmalm(1997)의 연구에서는 인간은 다른 모양의 물체와 처음으로 접

촉할 때 얻은 감각을 이용하여 잡는 동작에 사용되는 힘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 정보를 제거한 상태에서 마찰, 형태, 무게가 다른 물

체를 쥐었을 때 한 번의 시도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여 물체를 잡

는 전략을 수정한다고 밝혔다(Jenmalm & Johansson, 1997; Johansson &

Westling, 1987). 손바닥에 진동 자극을 부여했을 경우 손가락의 최대 힘 

값 생성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손가락 간 간섭 효과는 증가했으며 일정 

합력 유지를 안정화시키는 긍정적 공동작용이 나타났다(Latash et al.,

2013). 이 외 여러 연구에서 피부 접촉 감각 자극이 힘을 생성하는 능력

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힘의 공동작용

인간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과잉성에 의해 움직임의 가변성이 관찰되

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체 시스템의 중추신경계는 움직임을 조

절하는 전략을 이용한다. 특정 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추신경계가 어

떻게 각 요소들의 움직임을 수정하는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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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작용 지수(synergy index)를 사용하여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rishnamoorthy et al., 2003; Latash et al., 2007). 비

제어 다양체 분석(uncotrolled manifold hypothesis)을 기반으로 과잉 요소

들의 공동작용을 정량화하는 이 분석법은 관련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

되고 있다(Scholz & Schöner, 1999;. Latash et al., 2002).

해당 분석법에서는 특정 과제에 대하여 반복되는 시도의 결과값으로

부터 두 종류의 분산(variance)을 추출하게 되는데,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산( )과 수행 결과에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

치는 분산()이 이에 해당한다. 비제어 다양체 공간에서의 분산

( )은 요소들간 참여 비율은 변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제를 만족시키

므로 과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 간 공동작용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변인이다. 반면 비제어 다양체 공간과 직교하는 공간에서의 분

산( )은 결과적으로 과제의 목표값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냄으로 과

제의 오차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변인으로 받아들여진다. 두 분산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 1>로 공동작용 지수를 계산하게 된다.

< 수식 1 >

위 공동작용 지수는 비제어 다양체 공간의 분산( )이 커질수록,

직교 공간의 분산()이 작아질수록 커지며 큰 지수 값은 중추신경계

에 의해 조정되는 요소 간 공동작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

다. 따라서 은 운동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동작용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은 운동 과제 중 발생하는 오류를 정량화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분산을 통해 계산되는 V는 공동작용의 정도를 나타

내며 요소 간 긍정적인 협응의 정도, 과제 수행 시 오차를 줄이는 안정

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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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신경학적 기능의 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없으며 손의 조작에 어려움이 

없는 9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자원자들은 오른손잡이

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전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 후 실험 진행에 동의하

였다.

2. 실험도구

1) PCB Force Sensor

손 끝 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범위 500 lb (2.224 kN)이며 

Sensitivity는 (±15%) 10 mV/lb (2248 mV/kN)인 PCB Piezotronics사의 

Model 208C03 force sensor를 사용하였다.

2) 그라핀 패드(Graphene Pad)

그림 4. 그라핀 패드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패드

열전달을 위한 도구로는 탄소가 한 층으로 배열된 그라핀 패드(그림 

5)를 이용할 것이다. 그라핀 패드는 0.2mm의 두께로 물리적, 화학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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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매우 높고 열전도율이 빠르며 전자 이동도 매우 빨라 본 실험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1)의 힘 센서 중 검지 센서 위에 패드(그림 6)

를 부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피험자의 검지 끝에 열을 전달하도록 설치

하였다.

3) 열화상 카메라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온도 자극에 의한 손 끝의 온도 변화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FLIR T660, 25℃ 명목 온도에서 ±2℃ 또

는 2%의 정확도, 측정 온도 범위 –40℃~650℃)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과제 시작 전 그라핀 패드의 온도와 피험자의 손가락 온도를 확인, 통제

하는데 사용하였다(그림 6).

그림 6. 열화상 카메라의 실험 상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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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및 방법

1) 실험환경 설정

실험환경은 그림 7과 같이 설정될 것이다. 피험자는 의자에 편히 앉은 

자세로 위팔(upper arm)을 45° 바깥 회전(abduction), 팔꿈치를 45° 굽히고 

손목은 중립각도를 취한다. 측정 시 중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

평선상에서 힘을 생성 할 수 있도록 각 센서를 세로로 배열하여 제작하

였으며 검지 센서 위에 그라핀 패드를 부착하여 온도 자극을 부여할 것

이다(그림 8). 피험자는 각 손가락을 힘 센서에 접촉하도록 위치시키고 

시선은 정면의 모니터를 향한다. 모니터(24-inches, 1,920 × 1,080

resolution at 60Hz)에서는 피험자가 생성하는 한 손가락 혹은 네 손가락 

힘의 합력이 나타날 것이며 피험자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시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 센서의 수평선상 우측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여 그

라핀 패드와 손가락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림 7. 실험환경 설정 그림 8. 실험도구(A:그라핀패드, B:PCB 

센서)를 설치한 실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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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조건 설정

앞서 언급하였듯 냉각수용기가 가장 활발히 반응하는 온도는 25℃, 온

각수용기가 가장 활발히 반응하는 온도는 43℃, 통각수용기가 가장 활발

히 반응하는 온도는 48℃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라핀 패드의 냉각기

능 부재로 인해 낮은 온도조건은 실험 설정에서 삭제하였으며 패드에 온

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실험 상황 주변 온도와 동일한 패드의 온도를 통

제조건(control)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실험 전 예비 실험을 통해 피험

자들의 온도 지각 정도를 확인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통각수용기가 반응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도보다 낮은 온도인 43℃에서 통각을 느

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온각수용기가 활발히 반응하는 온도조건으로는 

40℃, 통각수용기가 활발히 반응하는 온도조건으로는 43℃로 실험 온도 

설정을 하향 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실험 조건 중 통제조건 온도는 실

험 주변 상황과 비슷한 27℃ 부근의 패드에 온도를 가하지 않은 온도

(control), 조작조건으로써 그라핀 패드를 통해 피험자의 검지에 부여할 

온도는 40℃, 43℃로 설정하였다(그림 9).

그림 9. 실험 온도조건(control, 40℃, 43℃)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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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설정 및 절차

(1) 검지 최대 자발적 수축력 생성 과제(Index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Force Production Task: MVC task)

피험자는 6초의 과제 시간 내 원하는 시점에 온도 자극이 주어진 검

지를 이용하여 가장 세게 센서를 누르도록 지시받는다. 이 때 피험자 정

면에 위치한 모니터에 검지 생성 힘 정보를 나타내어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피험자는 최대 힘 값을 생성하는 본 과제를 각 온도조

건 당 2번에 걸쳐 시도한다. 피험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시도 

간 3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것이며 조건 간 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피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점진적 힘 생성 과제 (Single-finger Ramp Force Production Task)

피험자는 검지에 온도 자극을 부여받은 채 네 손가락 중 한 손가락씩

을 사용하여 목표 힘 값을 생성하도록 지시받는다. 목표 힘 값은 피험자 

정면의 모니터에 제시되며 피험자는 목표값을 따라 과제 시작 후 2초 동

안 5% MVC를 유지, 이후 6초 동안 5% MVC에서 25% MVC까지 선형

적으로 증가하도록 힘을 생성, 이후 1초 동안 25% MVC를 유지하도록 

한다(그림 10). 피험자는 과제 시 사용하는 한 손가락(task finger)의 힘 

값만을 피드백으로 제공받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non-task fingers) 또한 

자연스럽게 각 센서에 위치시키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힘에 대

해 신경 쓰지 않도록 지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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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점진적 힘 생성 과제 설정. 한 손가락(k=I, M, R, L)을 이용

하여 해당 손가락의 5% MVC 힘 값에서부터 25% MVC 힘 값까지 

점진적으로 힘을 생성하는 과제.

(3) 일정 합력 생성 과제 (Multi-finger Steady-state Force Production Task)

피험자는 각 온도조건에 대해 네 손가락을 이용하여 모니터에 주어지

는 목표값을 따라 일정 합력을 8초간 유지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목표값

은 각 피험자의 최대 자발적 힘 값(MVC)의 25%로 설정된다(그림 11).

피험자는 실험자의 신호에 맞추어 일정 합력 생성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각 시도 간 50초의 휴식 시간과 함께 온도조건 당 12회 시도를 수행한

다. 30℃, 40℃, 43℃의 각 온도조건 간 3분의 휴식이 주어질 것이며 피

험자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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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정 합력 생성 과제 설정. 네 손가락을 이용하여 합력의 

25% MVC 힘 값을 일정하게 생성하는 과제.

4. 자료 분석

측정된 모든 자료들은 MATLAB R2016a (MathWorks Inc. Natick, M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출된 분석 변인은 다음과 같다.

1) 최대 자발적 수축력 생성 과제(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1) 최대 자발적 수축력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Force: MVC)

최대 자발적 수축력은 네 손가락이 한꺼번에 수축하며 최대한으로 생

성해낸 힘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온도조건 당 각 2번의 시도에서 측정

된 최대 자발적 수축력을 모두 합하여 시도 수만큼 나눈 평균값을 채택

한다. <수식 2>에서 t는 30℃, 40℃, 43℃의 온도조건을, i는 과제 시도 

순서를, n은 과제 시도 수를 나타낸다.

< 수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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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 힘 생성 과제 (Single-finger ramp force production task)

(1) 종속성 지수 (Enslaving Index)

각 온도조건에 따라 점진적 힘 생성 과제에서 피험자가 사용한 손가

락(task finger) 외 나머지 세 손가락(non-task finger)이 생성한 의도하지 

않은(unintended) 힘 값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성 지수를 산출하

였다. 각 시도에서 네 손가락이 6초 동안 점진적으로 생성한 힘 값을 이

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진행, 종속성 행렬(Enslaving matrix)를 산출한다 

<식 3>. 이때 <식 4>가 회귀계수로 사용되며 j는 과제에 사용한 손가락,

i는 과제에 사용하지 않는 손가락을 나타낸다.

< 수식 3 >

< 수식 4 >

또한 Fi,j는 j를 사용한 과제에서 손가락 i가 생성한 힘 값을 나타내며 

Ftot,j는 j를 사용한 과제에서의 네 손가락 합력을 나타낸다. 종속성 행렬

의 성분들 중 과제에 참여한 손가락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종속성 지수를 계산하였다 <식 5>.

< 수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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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종속성 지수 (Proximity Index)

과제 손가락에서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손가락일수록 종속성이 높다는 

proximity theory에 따라 앞서 <식 3>에서 계산한 종속성 행렬을 이용하

여 다음 <식 6>의 방법으로 인접 종속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l은 

과제 손가락으로부터 l번째 떨어진 손가락을, m은 l번째 떨어진 손가락

들의 수를, k는 <수식 3>의 각 성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l=1일 때 k1

는 과제 손가락으로부터 1번째 떨어진 손가락의 행렬 성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제 손가락이 검지일 때 1번째 떨어진 중지(), 과제 손가락

이 중지일 때 1번째 떨어진 검지()와 약지(), 과제 손가락이 약지

일 때 1번째 떨어진 중지()와 소지(), 과제 손가락이 소지일 때 1

번째 떨어진 약지() 행렬 성분들의 평균값이 로 계산된다(m=6).

< 수식 6 >

3) 일정 합력 생성 과제 (Multi-finger steady-state force production

task)

(1)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 ror : RMSE)

일정 합력 생성 과제를 수행할 때 각 온도조건에 따라 운동 수행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산출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8초 중 시작 직후 2초, 종료 직전 2초를 제외한 중간 4초 구간

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각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 시 네 손가락이 생성

한 힘의 총합을 이용하여 <식 7>에 따라 RMSE를 계산하였으며 피험자

의 MVC값으로 각 RMSE값을 표준화(nomalization)하였다.  는 i번째 과

제 수행 시 모니터에 제시되는 목표값을, 는 I번째 과제 수행 시 네 손

가락 생성 힘의 총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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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7>

(2) 힘 분배 (Force Shar ing)

각 온도조건에 따라 일정 합력 생성 시 각 손가락 힘 값이 어느 정도 

분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식 8>을 이용하여 Sharing 변인()을 

산출하였다. 는 n번째 시도 시 네 손가락 합력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는 n번째 시도 시 i번째 손가락이 낸 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 수식 8 >

(3)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 iation: CV)

각 온도조건에 따라 일정 힘 값 생성 시 각 손가락이 생성하는 힘 값

이 각 손가락의 평균 힘 값에 대해 어느 정도 편차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 9>를 이용하여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와  은 각각 한 

시도 시 i번째 손가락이 생성한 힘값과 그의 평균 힘값이다.  로부터 

가 벗어난 절대 오차를 다시  로 나누어 표준화한 후 평균값을 계

산하였다.

< 수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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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작용 지수(Synergy Index)

각 온도조건에 따라 과제 시 합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네 

손가락이 서로의 힘 생성을 안정화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작용 

지수를 계산하였다. ,  ,  , 은 각각 검지(index), 중지(middle),

약지(ring), 소지(little)의 힘의 변화를 나타내며, 는 각 손가락 힘의 

변화로 생기는 합력 변화를 나타낸다<식 10>.

< 수식 10>

공간의 벡터는 시스템의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의 공간(null space)을 취

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식 11>.

< 수식 11 >

본 실험을 통해 얻어진 네 손가락의 힘의 조합들은 비제어 다양체 공

간( f|| )과 직교공간( f⊥) 에 각각 선형 투영되고 <식 12와 13>,

< 수식 12 >

< 수식 13 >

각 공간으로의 분산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식 14와 15>.

< 수식 14>

< 수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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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6>

는 <식 16>에 따라 계산되며 따라서 두 분산값을 이용하여 공동

작용의 지수를 구하는 <식 17>은 다음과 같다.

< 수식 17>

이때  ,  , 는 각 비제어 다양체 공간, 직교공간, 전체 

공간의 자유도(=3, =1, =4)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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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손 끝에 주어진 외부 온도 자극이 손가락 힘 생성 

정확성 변화, 힘 생성 전략 수정에 따른 안정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최대 자발적 수축력(MVC) 생성 

과제, 점진적(Ramp) 힘 생성 과제, 일정 합력(Steady-state) 생성 과제 순

으로 서술하였다.

1. 검지 최대 자발적 수축력 생성 과제(Index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force production task) 결과 

온도 자극이 주어진 검지의 최대 자발적 수축력(MVC)은 통제온도

(Control), 40℃, 43℃ 세 온도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조건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검지의 최대 자발적 

수축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온도조건의 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2. 온도조건별 검지의 최대 자발적 수축력(MVC). 조건

별 평균값이 평균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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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진적 힘 생성 과제 (Single-finger ramp force

production task) 결과

1) 종속성 지수(Enslaving Index)

한 손가락이 과제를 수행할 때 나머지 다른 손가락이 의도치 않게 생

성하는 힘 값의 정도는 검지에 43℃의 온도를 부여한 상태로 중지를 사

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중지로 과제를 수행하며 

검지에 통제온도를 부여했을 경우 종속성 지수의 평균값은 

9.92%(±1.6%), 40℃의 온도를 부여했을 경우 9.94%(±1.7%), 43℃의 온도

를 부여했을 경우 7.95%(±1.3%)의 평균값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

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로 확인하

였으며(F[2,16]=5.34, p=0.017) 사후 검정 LSD를 통해 통제온도와 40℃에 

비해 43℃의 온도조건에서 종속성 지수의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다(통

제온도, 40℃ > 43℃, p <0.05).

그림 13. 점진적 힘 생성 과제(Ramp task) 중 온도조건별(통제조건:

흰색, 40℃:회색, 43℃:검은색 막대) 검지(Index), 중지(Middle), 약지

(Ring), 소지(Little)의 손가락 종속성 지수. 조건별 평균값이 평균오

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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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종속성 지수 (Proximity Index)

과제를 수행하는 손가락과 해부학적으로 가까운 손가락일수록 종속성 

정도가 높다는 Proximity theory에 따라 온도 자극과 인접 종속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변인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인접 종속성 정도는 세 

온도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조

건(3 수준)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각 인접 종속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

정한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

로 확인하였으며 온도조건 요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4. 점진적 힘 생성 과제(Ramp task) 중 온도조건별 인접종속

성 지수. 해부학적 순서는 과제손가락(task finger)과 비과제손가락

(non-task finger)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정의하였다. 과제손가락과 

가장 가까운 비과제 손가락들이 1st에 속한다. 조건별 평균값이 평

균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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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합력 생성 과제(Multi-finger steady-state force

production task) 결과

1)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 RMSE)

각 온도조건이 일정 합력 생성 과제를 수행할 때 운동수행력에 얼마

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MSE를 합력으로 나눈 RMSE(%)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RMSE는 세 온도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조건(3 수준)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온

도별 RMSE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온도조건 요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5. 일정 합력 생성 과제 중 온도조건별 네손가락 합력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 조건별 평균값이 평균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

었다.



- 26 -

2) 힘 분배 (Force Shar ing)

검지의 온도 자극에 따라 일정 합력 생성 시 네 손가락 힘 값이 각각 

어느 정도 분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sharing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통제온도에서 검지의 sharing은 37.8%(±1.5%)인 반면 40℃의 온도 자극에

서 검지의 sharing은 40.4%(±1.4%)로 증가하여 요인 간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F[2,16]=4.253, p=0.033). 또한 통제온도에서 중지의 sharing은 

31.2%(±1.2%)인 반면 43℃의 온도 자극에서 중지의 sharing은 

29.2%(±1.4%)로 감소하여 요인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16]=3.994,

p=0.039). 이러한 결과는 온도조건 (3 수준)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온도별 

각 sharing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후 검정 LSD를 통해 통

제온도와 40℃의 온도조건에서 검지 force sharing의 유의한 증가(통제온

도<40℃, p<0.05)를, 통제온도와 43℃의 온도조건에서 중지 force sharing

의 유의한 감소(통제온도>43℃, p<0.05)를 확인하였다.

그림 16. 일정 합력 생성 과제 중 온도조건별(통제조건:흰색, 40℃:회색, 43℃:검은색 막

대) 검지(Index), 중지(Middle), 약지(Ring), 소지(Little)의 힘 분배(sharing) 정도. 이는 총 

합력 중 각 손가락이 생성한 힘 값의 백분율(%)로 표현되었으며 조건별 평균값이 평균오

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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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 iation: CV)

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일정 합력을 유지할 때 손가락이 생성하는 힘 

값이 각 손가락의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는 편차(deviation)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검지의 경우 통제온도에서 

평균 4.4%(±0.3%)의 CV, 40℃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4.8%(±0.4%)의 CV,

43℃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5.8%(±0.5%)의 CV를 가지며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CV값도 증가하였다. 중지의 경우 통제온도에서 평균 

3.7%(±0.4%)의 CV, 40℃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4.4%(±0.4%)의 CV, 43℃

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4.9%(±0.5%)의 CV를 가지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CV값도 증가하였다. 약지의 경우 통제온도에서 평균 4.6%(±0.4%)의 

CV, 40℃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5%(±0.4%)의 CV, 43℃의 온도 자극에서 

평균 6.1%(±0.4%)의 CV를 가지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CV값도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조건(3 수준)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온도별 각 

CV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one-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후 종속 t 검정(paired

t-test)를 통해 통제온도와 43℃, 40℃와 43℃의 온도조건에서 검지 CV의 

유의한 증가를, 통제온도와 40℃, 통제온도와 43℃의 온도조건에서 중지 

CV의 유의한 증가를, 통제온도와 43℃, 40℃와 43℃의 온도조건에서 약

지 CV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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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정 합력 생성 과제 중 온도조건별(통제조건:흰색, 40℃:회

색, 43℃:검은색 막대) 검지(Index), 중지(Middle), 약지(Ring), 소지

(Little)의 변동계수(CV). 이는 합력의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는 편차

를 다시 평균값으로 나눈 백분율(%)로 표현하였으며 조건별 평균값

이 평균오차 막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4) 공동작용 지수(Synergy Index)

네 손가락이 일정 합력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힘 생성을 안정화하

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작용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의 

경우 40℃보다 43℃에서 43% 증가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증가하였다. 의 경우 통제온도보다 40℃에서 19%, 통제온도보다 4

3℃에서 49% 증가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증가하였다. 반면 

Delta V(V)의 경우 온도조건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d ANOVA)으로 확인하

였으며(F[2,16]=4.567, p=0.027), 사후 검정 LSD를 통해 40℃와 43℃의 온

도조건에서 의 유의한 증가를(40℃<43℃, p<0.05), 통제온도와 40℃,

40℃와 43℃의 온도조건에서 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통제온

도<40℃, 통제온도<43℃,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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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일정 합력 생성 과제 중 온도조건별(통제조건:흰색, 40℃:회

색, 43℃:검은색 막대) UCM 공간상의 분산(VUCM), UCM 수직 공간상

의 분산(VORT), 두 분산의 상대값 V. 조건별 평균값이 평균오차 막

대와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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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손 끝 피부 온도 자극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전략 수정과 

힘 생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손 끝 피부 

온도 자극이 운동수행력과 안정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각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검지 최대 자발적 수축력 생성 과제에서는 

손 끝 온도 자극에 의한 힘 생성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가

설 1), 점진적 힘 생성 과제에서는 과제 손가락이 중지일 때 손가락 간 

독립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가설 2). 또한 일정 합력 생성 과제 결

과 평균 제곱근 오차(RMSE)는 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힘 

분배(Force sharing)와 각 손가락 힘 값의 변동계수(CV)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과 가 모두 증가하여 두 변인의 상댓값으로 나

타나는 공동작용 지수( )는 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3).

1. 검지 최대 자발적 수축력 생성 과제(Index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force production task)에 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신경차단마취(ring block anesthesia)를 통해 엄지와 검지

의 감각을 제거하였을 때 집기 과제(pinch grip task)의 최대 자발적 수축

력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Augurelle et al., 2003). 네 손가락을 마취시

켜 피부감각 피드백을 제거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각 손가락 최대 

자발적 수축력뿐만 아니라 총 최대 자발적 수축력 또한 25% 감소하였다

고 보고하였다(Shim et al., 2011). Nielsen의 연구에서는 대퇴사두근에 고

장식염수(hypertonic saline)를 주입하여 통각을 자극하였을 때 무릎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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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자발적 토크 생성량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손 끝

의 추가적인 피부감각 피드백이 손가락 최대 자발적 수축력을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실험 결과 온도자극에 따른 검지 최대 자발적 수축

력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손 끝 온도자극을 통한 

피부감각 피드백의 유형과 정도의 변화는 최대 자발적 수축력의 변화를 

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피드백의 변화가 운동단위의 동원(recruitment)과 운동단위 발화

율(firing rate, discharge rate)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힘 값은 동원된 운동단위의 개수와 그 운동단위의 발화율에 따라 결정된

다고 알려져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부자극에 따라 점진적으로 힘 

값을 증가시키는 과제에 동원되는 운동단위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Garnett & Stephens, 1981).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척골신경을 차단하여 

손의 피부감각 피드백을 제거한 후 최대 자발적 수축력 과제를 시행할 

때 감각신경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보다 운동단위의 평균발화율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Reilly et al., 2008). 따라서 손 끝 온도조

건에 따른 최대 자발적 수축력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힘 값 생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단위의 개수, 운동단위 발화율의 상대적인 변화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 동원된 운동단위를 측정하

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점진적 힘 생성 과제 (Single-finger ramp force

production task)에 대한 연구 

손가락 종속성에 대해 다룬 여러 선행연구에서 손가락들의 독립적인 

작용은 생체역학적 조건과 신경학적 조건과 같은 내부적인 제약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Schieber, 1995; Hager-Ross & Schieb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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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손가락을 이용한 힘 생성 시 과제 손가락과 인접한 손가락일

수록 종속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인접 종속성 가설

(proximity theory)을 설명한다(Olafsdottir et al., 2005).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계산한 인접 종속성 지수(proximity index)에서는 온도에 

따른 유의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과제 손가락과의 해부학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인접성을 정의하는 방식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예

를 들어 온도 자극을 받은 검지가 과제 손가락일 경우 가장 인접한 손가

락은 온도 자극을 받지 않은 중지가 될 것이며, 중지가 과제 손가락일 경

우 가장 인접한 손가락에는 온도자극을 받은 검지가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인접한 정도의 순서대로 분류되는 계산 상의 특징에 따라 온도 자극의 

영향을 받은 손가락과 그렇지 않은 손가락의 영향이 함께 포함되어 상쇄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손가락 간 상호작용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잘 알려진 것은 오차 보상

(error-compensation)에 관한 것이다. 오차 보상은 공동작용의 근본적인 특

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조작되는 손가락들 간의 

강한 부적(negative)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Latash, 2008). 종속성은 각 손

가락 생성 힘 사이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오차 보상은 손가락 생

성 힘 사이의 부적 상관을 뜻함으로 따라서 종속성과 오차 보상은 수행 

손가락들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Martin et

al., 2009).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지가 과제 손가락일 시 온도증가에 

따라 종속성 지수(enslaving index)가 감소하여 독립성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지의 독립적 작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과제 

수행 시 손가락 간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수행을 나타내기 적합한 상태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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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합력 생성 과제(Multi-finger steady-state force

production task)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 검지 끝에 가해지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검지와 중지

의 힘 분배가 각각 증가, 감소했으며 힘 분산값인 변동계수가 검지, 중

지, 약지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온도자극을 직접 부여받

은 검지의 힘 분배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합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중지

의 힘 분배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온도 증가에 따른 중지의 종속성 감소

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해된다. 증가한 변동계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non-noxious) 온도를 가했을 때보다 

유해한(noxious) 온도를 가했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어

려웠으며 이는 압력중심점(Center of Pressure)의 변화량 증가로 나타났다

(Garry A Tew, 2010). 이는 직접적으로 온도자극을 받은 검지의 변동계수 

증가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인 반면 온도자극을 받지 않은 나머지 손가

락의 변동계수 증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손가락 힘 생성 간 적응

이 일어난다는 ‘적응전략(adaptive strategy)’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Côté 외 연구자들의 연구(2002, 2008)에서는 운동학적으로 풍족한 요

소를 가지는 다관절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로 시 중추신경계

(CNS)가 피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요소들의 자유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

고 밝혔다. Singh 외 연구자들의 연구(2010)에서는 피로에 의해 한 손가

락 힘 값의 분산이 증가할 때 피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손가락들의 

힘 값 분산 또한 증가하여 합력을 안정화, 과제수행의 정확성을 유지한

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피로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의 수행변화를 보상하

기 위하여 피로의 영향을 적게 받은 요소들 또한 수행의 변화를 일으켜 

일정한 과제수행을 만족시키는 적응전략(adaptive strategy)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행에 정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온도 증가에 따른 

각 손가락 힘 값 변동계수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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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에서 일부 손가락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피로를 이용하였다는 

점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온도자극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온도자극의 영향을 받은 손가락의 수행오차 증가를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손가락들의 수행오차 증가를 통해 과제 수행력의 정확성을 유

지하였다는 점에서 ‘적응전략’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공동작용의 관점에서, 각 손가락에서 나타난 변동계수의 증가와 함께  

과 가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손가락의 힘 값 

변화가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여 정적 상관을 가진다

면 그만큼 합력의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본 실험 결과 평균 제

곱근 오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각 손가락들이 발생시키는 변

동계수는 부적 상관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손가락 간 종속성이 감소한 것의 긍정적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일

정 합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 손가락들의 힘 값이 반대로 증가 혹은 감소

를 활발히 반복하는 것은 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감소한 손가

락 간 종속성과 함께 손가락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Flexibility)을 증

가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온도의 영

향을 받은 검지에 작용하는 반사작용(reflex) 등 예측하지 못한 힘 값의 

변화로 인해 나머지 손가락의 힘 값 변화에 지연(delay)이 발생했을 가능

성이 존재한다. 이 두 분산의 결과 공동작용 지수( )에서 온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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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에서 각 온도수용기를 자극하기 위해 부여한 특정 온도가 

실제 피험자의 수용기를 정확히 자극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통각수용

기를 자극하기 위해 손 끝에 부여한 43℃의 온도가 실제 통각수용기를 

자극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인에 따라 43℃의 온도가 충분히 뜨

겁지 않아 온각수용기 자극에 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힘 값을 피험자 별 %MVC로 평준화하였지만 절대적인 힘 값은 차

이가 있으므로 피험자마다 손 끝과 패드가 접촉하는 면적, 손 끝이 감지

하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힘의 정도가 비슷

한 피험자를 모집하고 패드에 접촉하는 손 끝의 너비를 측정하여 제시한

다면 압력, 접촉 면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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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인간의 손은 물체를 조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며 손의 

과잉된 요소를 긍정적으로 조합하기 위해 중요하게 이용하는 피드백은 

말단의 피부를 통한 감각이라 알려져 왔다(Witney et al., 2004). 피부 접

촉 감각수용기(cutaneous receptor)들은 접촉한 물체의 모양, 질감, 압력,

온도 등 기계적, 화학적인 특성에 대한 피드백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여 

움직임을 조정하도록 한다(Johansson, 1998; Johnson et al., 2000). 하지만 

신체활동 전, 후 활동 중 운동수행력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진 온도를 감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Kenneth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손 끝 온도변화에 따른 운동수행력과 안정성 유지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검

지 손끝 온도 자극이 힘 생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 

자발적 수축력(MVC) 생성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조건, 40℃,

43℃의 온도 조건에 따른 최대 자발적 수축력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검지에 온도 자극을 부여한 상태로 각 손가락을 이용하여 점진

적으로 힘을 증가시키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조건, 40℃의 

온도조건에서보다 43℃의 온도조건에서 중지의 종속성이 유의하게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검지 손 끝에 온도자극을 부여한 채 네 

손가락을 모두 이용하여 일정 합력을 유지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네 손가락 합력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는 온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손 끝 온도가 증가할수록 직접적으로 온

도의 영향을 받은 검지의 힘 분배(sharing)는 증가하였으며 인접한 중지

의 힘 분배는 감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온도증가에 따라 검지, 중지, 약

지의 변동계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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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끝 온도변화에 따른 운동수행력 변화와 안정성 유지 전략을 확인

하기 위한 본 연구를 종합하면, 온도 자극은 최대 자발적 수축력의 변화

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지에 한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종속성이 감소, 독립성이 증가하였다. 직접적인 온도 자극을 부여받은 

검지의 힘 분배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변동계수가 증가하였을 때 온도 

자극을 부여받지 않은 나머지 손가락의 변동계수가 같이 증가한 것은 검

지의 수행 변화에 의한 오차를 다른 손가락들이 활발하고 유연하게 보상

하도록 중추신경계에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공동작용

의 관점에서 와 가 모두 증가하여 공동작용 지수의 변화는 없

었으나 직접 온도 자극을 부여받은 검지 이외에 자극을 부여받지 않은 

다른 손가락들의 수행변화를 증가시켜 상황에 적응, 수행력에 안정성을 

높이려는 중추신경계의 전략 수정을 확인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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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finger tip temperature on neuromechanical mechanism

of multi-finger system in human

Narae Sh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imulating fingertip temperature on

the patterns of force sharing and stability properties during multi-finger force

production tasks. The experiment consisted of three blocks: 1)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MVC) task, 2) single-finger ramp task to quantify

enslaving (i.e., unintended force production by non-task fingers), and 3) 12

trials of multi-finger steady-state force production task at 20% MVC. There

were three temperature conditions including body-temperature (i.e., control

condition), 40℃, and 43℃, and the stimulation was given to the index

finger only for all experimental conditions. As the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VC forces, enslaving, and the accuracy of

performance during the steady-state task between the conditions. These

represent that fingertip temperature stimulation only to index finger doesn't

affect to muscle force production capability of multi-finger, independency of

each finger, and force production accuracy of multi-finger. However, the

share of stimulated index finger force increased with the index fingertip

temperature, while the share of middle finger force decreased. Also,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both index and middle finger forces over repetitive

trials increased with the index fingertip temperature. Under the framework of



- 44 -

the uncontrolled manifold (UCM) hypothesis used to quantify indices of

multi-finger synergies (i.e., stability property) stabilizing total force during

the steady-state task, the two variance components within the UCM analysis

increased together with the fingertip temperature, while no changes in the

synergy indices between the conditions. The effect of fingertip temperature

on the sharing pattern and force variation may be due to diffuse reflex

effects of the induced afferent activity on alpha-motoneuronal pools.

However, the unchanged stability properties may be the reflection of the

active error compensation strategies by non-stimulated finger actions.

keywords : temperature, cutaneous stimulus,
maximal voluntary contraction, enslaving, stability,
error compensation strategy, sy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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