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6 pp. 2644-2651, 2011

DOI : 10.5762/KAIS.2011.12.6.2644

2644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의 차이

이현숙1, 김성중2*, 유재호3
1신성대학 작업치료학과, 2강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Difference of Grip Strength, Upper Limb Dexterity, and 

Hand Function according to Light Touch and Thermal Sensory 

Stimulus

Hyeon-Sook Rhee1, Sung-Joong Kim2* and Jae-Ho Yu3

1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2Dept. of Physic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Dept. of Physical Therapy, Sahmy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여 움직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극의 종류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건강한 성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체적 
특성을 파악한 뒤 악력과 상지 기민성 및 손 기능을 측정하였다. 이 후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촉각 입력을 발현한 
뒤 재측정 하였으며 다음날 핫팩을 이용하여 온각 자극 발현 뒤 재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악력과 상지 기민성 검사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Lifting small objects를 제외한 모든 손 기능 변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결론적으로 자극의 입력은 악력,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을 증가시킨다. 또
한 자극의 종류에 따른 영향에서 온각 자극 입력은 촉각 자극 입력보다 악력,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을 더욱 증가시
킨다. 따라서 재활치료 및 산업 현장에서 상지와 손의 기능 촉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의 적용이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자극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 between grip strength, upper limb dexterity, 
and hand function according to touch and heat sensory stimulus. Forty healthy men were recruited. After 
obtaining subjects characteristics, examined grip strength, upper limb dexterity, and hand function, then we made 
touch sensory input using soft brush and tried the test again. Next day, we made thermal input using hot pack 
and did retest, too. The resul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on every variable in grip strength and 
upper limb dexterity test (p<.001),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ppeared on every variable except lifting small 
objects in hand function (p<.01). In conclusion, sensory input is to increase grip strength, upper limb dexterity, 
and hand function. The thermal sensory input has a tendency to increase grip strength, upper limb dexterity, and 
hand function than that of touch sensory input in effect of stimulus classification. The application of proper 
stimulus helps to facilitate upper limb and hand function in rehabilitation and in industrial field. So it is 
necessary to try more tests of frequency and intensity of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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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각(sensory)이란 외부 환경에서 인체로 들어오는 정

보들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해석으로 고위중추에서 통합, 
처리된 이후 정확한 움직임을 발현시키며, 또한 인체가 
유해한 손상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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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감각들은 피부표면에서 들어오는 피부 감각
(cutaneous sensory), 근골격계에서 들어오는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 그리고 통증(pain)이 있다. 

감각은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대동작 
운동(gross movement)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그 
필요 정도는 크지 않지만, 섬세한 운동(fine movement)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설
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Rothwell 등은 말초감각에 심한 
손상이 있는 환자에서 환자의 근력은 거의 정상이었으나 
글쓰기, 컵 쥐기, 셔츠 단추 채우기 등 섬세한 동작의 기
능적인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다[4].

감각 자극 입력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
에 따르면 Pantall 등은 27명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트레
드밀에서 보행하게 하여 발바닥의 마찰 자극 크기를 증
가시켰을 때 운동 능력의 변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 감각
입력의 증가는 하지 운동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5]. 
Chastan 등은 체성감각 입력을 차단시킨 상태로 22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보행시킨 결과 운동성의 감소
가 나타났으며, 체성감각과 시각적 입력 두 가지를 동시
에 차단시켰을 때 운동성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 한 바 있다[6]. 

감각에 있어 민감도가 매우 높은 인체 부위는 손
(hand)으로 이곳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체의 한 분절로써 섬세한 움직임들을 통해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7-9]. 손은 인체의 다른 
부위와 비교하여 많은 체성 감각 수용기(somatic sensory 
receptor)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감각 입력에 영향
을 주는 신경학적 질환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러한 상황에서 손의 기능과 삶의 질은 크게 감소된다
[10,11].

감각 자극 입력이 손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들을 살펴보면 Schweizer 등은 20명의 대상자에게 주 5
회로 4주간 1시간씩 한쪽 손은 인지력 훈련을 시키고 반
대쪽 손은 시키지 않은 이후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촉각 
자극 입력을 시행한 결과, 인지력이 훈련된 손에서 감각 
입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손가락 위치에 대한 공
간적 인지력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12]. 또한 Chen, 
Shih과 Chi는 온각이 근전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에서 온각 자극 입력은 근육의 생리학적 잠복기
를 감소시키고 근 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
다[13].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감각의 종류가 통각, 온각, 냉
각, 압각 및 촉각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
의 감각 입력을 중재방법으로 사용하여 자극 입력 증가
와 감소에 따른 운동성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감

각 자극 종류에 따른 운동성과 기능 변화의 차이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감각 자극 입력 후 운동성의 변화
를 보행, 균형 능력 등 하지와 관련하여 시행해왔는데, 일
상생활에 있어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감각 자극 입력의 중
요성은 대동작 운동 뿐만 아니라 섬세한 운동에서도 비
중있게 일어난다. 따라서 활동 시 대동작이 주로 일어나
는 하지보다 섬세한 사용의 비율이 높은 손에서 종류에 
따른 비교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촉각
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움직임과 기능에 있어 가
장 영향력있는 자극의 종류를 규명하고 재활치료 및 산
업 현장의 임상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 위치한 S 대학교 남학생 4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로 근골격계와 신경계 
병력이 없고 상지 관절가동범위에 문제가 없으며, 감각 
입력에 따른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배재하기 위해 최근 1년간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지 않
은 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측정방법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우세손이 오른손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
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일반적 특성 n=40

연령(세) 22.24 ± .55

신장(㎝) 174.12 ± 5.36

체중(㎏) 66.74 ± 9.32

주 : 평균±표준편차

2.2 실험 방법

2.2.1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
성, 그리고 손 기능 변화의 차이를 비교 하고자 하였고 
피험자들에게 실험 중 유의해야 할 사항과 기본적인 측
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연습을 통해 실험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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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구들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그 방법을 숙지시킨 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피험자들의 우세손은 
오른손이었기에 모든 피험자들은 오른손을 이용하여 실
험에 참여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한 뒤 오른손의 
악력과 상지 기민성 및 손 기능을 측정하였다. 이후 솔을 
이용하여 20분간 상완에 전체적으로 솔질을 한 뒤 동일
한 방법으로 재측정하였다. 24시간 후 대상자들은 다시 
실험실에 방문하였고 20분간 핫팩을 이용하여 상완에 전
체적으로 온열을 가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실험실의 온도는 22∼24℃, 습도 60%
가 유지되도록 하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운동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2.2.2 촉각 자극 입력

대상자들에게 촉각 자극 입력을 위해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였다. Radomski와 Trombly는 최대 30분까지는 30
초 간격으로 솔질할 경우 망상 활동계(reticular activation 
system)의 C섬유를 자극하여 효과적인 촉각 자극을 발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부드러운 솔을 원위부
에서 근위부 쪽으로 가볍게 쓸어올렸으며 손목부터 주관
절까지 자극을 20분간 30초 간격으로 입력하였다[14]. 촉
각 자극 도중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대
상자는 솔로 쓸어올리는 도중 자극이 너무 세다고 느껴
지면 실험자에게 구두로 의사 표현하여 통증이 없는 범
위에서 실험하도록 교육받았다.

2.2.3 온각 자극 입력

대상자들에게 온각 자극 입력을 위해 전기 핫팩 처치
방법을 이용하였다. Blouin, Corbeil과 Teasdale의 온각자
극에 따른 자세동요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온각은 40°C라고 하였는데 측정 시 전기 
핫팩의 온도를 40°C로 고정하여 20분간 상완에 적용하였
다[15].

2.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은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 측정을 위한 검사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평가는 검사자간 신뢰도를 위해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들 변수를 측정하는 도구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악력 측정

(1) Hand dynamometer(악력 검사)

악력 평가를 위해 Jama dynamometer (SAMMONS 
PRESTON, USA)를 사용하였고 피검자의 자세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견관절 중립 위치, 주관절 90도 굴곡, 
전완 중립 위치, 수근관절 30도 신전과 15도 척측 변위 
상태로 측정하였다. 근력 검사를 위해 오른손에 대해 3회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다음 측정에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20초 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16].

  

2.3.2 상지 기민성 측정

(1) Box and Block test
기민성 측정을 위해 Box & Block test을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손 기민성(hand dexterity)과 대운동 협응(gross 
motor coordination)을 측정하는 도구로 검사방법은 1인
치 크기의 블록을 한 쪽 상자에서 칸막이 너머의 다른 쪽 
상자로 옮기는 것으로 손으로 1분 동안 옮긴 각각의 블록 
개수를 점수로 하였다[17]. 이 검사의 신뢰도는 오른손이 
r=0.98, 왼손이 0.94며 타당도는 r=0.91이다[16]. 측정은 
대상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3회 연습을 실시한 후, 5
분간 휴식한 뒤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2)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 (MMDT)
기민성 측정으로 눈과 손의 협응 운동과 맨손 작업에 

대한 손과 팔의 기민성 측정을 위해 표준화된 검사 도구
인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를 실시하였다. 이 검
사는 빠른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 도
구로써 본 연구에서는 오른손만을 검사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지름 3.7cm, 높이 1.8cm의 60개의 구멍이 있는 접
을 수 있는 얇은 보드와 구멍에 맞는 빨간색과 검정색으
로 칠해진 60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사용하여 하위 검사방법으로 놓기(placing)과 
뒤집기(turning)를 측정하였다. 놓기 검사는 오른쪽에서부
터 시작하여 위쪽 보드의 바닥에 있는 블록을 들어서 아
래쪽 보드의 가장 오른쪽 맨 위 구멍에 넣는 방식으로 검
사자는 60개의 블록이 순서대로 모두 꼽힐 때까지의 시
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였다. 

뒤집기 방법은 왼손으로 위-오른쪽 모서리의 블록을 
들어서 오른쪽 손으로 잡은 뒤 블록을 한번 뒤집어서 꼽
게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 역시 검사자는 수행시간을 초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r=0.87
∼0.95이다[18].

(3) Nine-hole Pegboard Test
정밀한 기민성 평가를 위해 Nine-hole Pegboard test를 

사용하였다[19]. 9개의 나무막대를 9개의 각 구멍에 끼우
고 빼는 것으로 눈과 손의 협응 뿐만 아니라 손가락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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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첩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평가가 쉽고 빠르며 표
준화된 도구이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r=0.79∼0.81이다
[20].

2.3.3 손기능 측정

(1)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일상에서 사용되는 손의 다양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1969년 Jebsen 등에 의해 고안, 7개의 하위검사로 구성된 
표준화된 상지 검사도구인 Jebsen- Taylor Hand Function 
Test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검사는 문장쓰기(writing), 카
드 뒤집기(simulated page turning), 작은 물건 집기(lifting 
small objects), 먹기 흉내(simulated feeding), 장기말 쌓기
(stacking), 크고 가벼운 깡통 옮기기(lifting large, 
lightweight objects), 크고 무거운 깡통 옮기기(lifting 
large, heavy objects)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검사는 항
상 같은 순서로, 비우세손부터 실시하며 각 항목의 소요
시간을 초(second)로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다. 이 검사
의 신뢰도는 우세손에서 r=0.67∼0.99, 비우세손에서 
r=0.60∼0.92이다[21].

 

2.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든 작업과 통계는 SPSS ver. 12.0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처
치 후 악력, 상지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one way repeated ANOVA를 실시한 후에 
Bonferroni로 사후검정하였다.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3. 결과

3.1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과 상지 기

민성의 차이 

감각 자극 미적용, 촉각 자극 적용, 온각 자극 적용 간
의 악력과 상지 기민성의 차이는 표 2, 그림 1과 같다. 악
력과 상지 기민성 검사의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사후검정 결과 악력은 미적
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5) 촉각 자극에 비해 온각 자극 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p<.01). Box and Block test는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적용에 비해 온각 적용 시, 촉각 자극 적

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1) MMDT는 두 가지 방법인 놓기(placing)와 돌리기
(turning) 모두에서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
적용에 비해 온각 적용 시, 촉각 자극 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1). Nine-hole 
Pegboard Test는 미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그리
고 촉각 자극에 비해 온각 자극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1)

[표 2]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과 상지 기민성의 
차이 

[Table 2] Difference of grip strength and upper limb 

dexterity according to light touch and 

thermal sensory stimulus

미적용 촉각 
자극 온각 자극 p

Hand dynamometer

(kg)

43.09 ± 

8.41

44.73 ± 

7.74*

42.50 ± 

6.80‡
0.002

Box and Block test 

(개)

 78.16 ± 

8.64

81.36 ± 

7.76*

85.23 ± 

8.66†‡
0.000

MMDT placing

(초)

 60.36 ± 

5.45

57.31 ± 

6.68*

56.13 ± 

5.96†‡
0.000

MMDT turing

(초)

51.19 ± 

8.14

45.93 ± 

6.44*

42.85 ± 

7.01†‡
0.000

Nine-hole Pegboard 

Test (초)

 18.18 ± 

2.34

17.85 ± 

3.17

16.39 ± 

2.69†‡
0.000

주 : 평균±표준편차
* : 자극 미적용(A)과 촉각 자극 적용(B) 간의 비교, p<.05

† : 자극 미적용(A)과 온각 자극 적용(C) 간의 비교, p<.05

‡ : 촉각 자극 적용(B)과 온각 자극 적용(C) 간의 비교, p<.05

[그림 1]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과 상지 기민성의
차이

[Fig. 1] Difference of grip strength and upper limb 

dexterity according to light touch and thermal 

sensory sti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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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손 기능의 차이 

감각 자극 미적용, 촉각 자극 적용, 온각 자극 적용 간
의 손 기능의 차이는 표 3, 그림 2와 같다. Lifting small 
objects를 제외한 모든 손 기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사후검정 결과 Writing은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Simulated 
page turning은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적용
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5) 
Lifting small objects는 미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촉각 자극 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p<.01). Simulated feeding은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p<.05) Stacking, Lifting large, lightweight 
objects, 그리고 Lifting large, heavy objects는 미적용에 
비해 촉각 자극 적용 시, 미적용에 비해 온각 자극 적용 
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표 3]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손 기능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hand function  according to 

light touch and thermal sensory stimulus

미적용 촉각 
자극

온각 
자극 p

Writing

(초)

8.27 ± 

1.51

7.73 ± 

1.40*

7.68 ± 

1.11†
0.009

Simulated page turning 

(초)

4.93 ± 

1.20

4.32 ± 

1.03*

4.11 ± 

0.95†
0.002

Lifting small objects

(초)

5.25 ± 

1.08

5.23 ± 

1.05

4.89 ± 

0.70†‡
0.053

Simulated feeding

(초)

6.23 ± 

2.08

5.71 ± 

0.55*

6.28 ± 

1.11‡
0.000

Stacking

(초)

3.40 ± 

3.08

3.05 ± 

0.53*

3.00 ± 

0.40†
0.001

Lifting large, lightweight 

objects (초)

2.91 ± 

4.08

2.69 ± 

0.48*

2.67 ± 

0.45†
0.001

Lifting large, heavy 

objects (초)

2.91 ± 

5.08

2.69 ± 

0.48

2.72 ± 

0.42†
0.001

주 : 평균±표준편차
* : 자극 미적용(A)과 촉각 자극 적용(B) 간의 비교, p<.05

† : 자극 미적용(A)과 온각 자극 적용(C) 간의 비교, p<.05

‡ : 촉각 자극 적용(B)과 온각 자극 적용(C) 간의 비교, p<.05

[그림 2]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손 기능의 차이
[Fig. 2] Difference of hand function according to light 

touch and thermal sensory stimulus

4. 논의

본 연구는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
성, 그리고 손 기능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
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피부 감각은 촉각, 압각, 통각, 온각, 그리고 냉각이 있
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계적인 자극(mechanical 
stimulus)들은 피부에서 가까운 부위에 주로 분포되어 있
는 체성감각 수용기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수용기로는 온각을 제공하는 루피니소체(Ruffini 
corpuscle), 냉각을 제공하는 크라우제 종말(Krause end 
bulb), 통각을 제공하는 자유신경종말(free nerve ending), 
촉각을 제공하는 마이스너 소체(Meissner corpuscle), 그
리고 압각을 제공하는 파치니 소체(Pacinian corpuscle)가 
있다[22,23]. 그 외 고유수용성 감각은 근육의 신장, 힘줄
의 긴장, 관절의 위치, 그리고 심부 진동감각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움직임에 대한 감각정보를 전달하는데 이와 
같은 정보에는 관절의 정적 위치감각과 운동감각이 있다
[7]. 

촉각 자극 입력과 상지 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McIsaac과 Fuglevand는 엄지와 검지의 촉각 자극 입
력이 근육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악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고 하였다[24]. 또한 Chang 등은 촉각 자극 입력 후 기능
적 MRI 촬영 결과, 일차감각영역(primary sensory motor 
cortex)의 흥분은 활동 시와 비교했을 때 비록 더 작게 일
어나지만, 좌뇌와 우뇌 중 한쪽을 크게 지배하려는 양상
에 있어서는 고유수용성 감각 자극이나 활동 시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적용과 
비교했을 때 보다는 촉각 적용 시 운동성에 영향을 주어 
기민성과 손 기능의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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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각 자극 입력과 상지 기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Daanen은 12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풍력을 이용하여 
손의 피부 온도를 6-32°까지 변화시키면서 상지 기민성
과 악력을 측정한 결과, 손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민
성도 증가하는 상관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지만 악력도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다고 한 바 있다[26]. 또한 Chen, Shih과 Chi는 
34°C로 고정된 온도의 물속에 손과 전완을 담그게 하였
고 손의 표면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이용하였는데, 연구 결과 근력과 기민성은 상지 표면열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3].

하지만 Long과 Hopkins는 종아리 부위에 열의 적용은 
근력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다소 상반
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대동작 운동에 사용되
며 감각 수용기의 민감도가 높지 않은 장딴지 근육(calf 
muscle)에 처치를 했기에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온각 자극 입력의 중요성은 섬세
한 운동에 사용되는 상지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27].

본 연구의 사후검정 결과에서 온각 자극 입력은 촉각 
자극 입력과 비교하여 근력, 기민성, 그리고 손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각이 상위 중추에 
전달됨에 따라 연수(Medulla oblongata)는 심장과 혈관을 
흥분시키고 이러한 영향에 따라 근육과 뇌로 가는 혈관
들의 혈류 속도는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혈액들은 더 많
은 열을 근육에 전달하고 활성화 시켜 기능 수행에 도움
을 주게 된다[28,29]. 이러한 근육으로의 열의 전달은 기
능향상 및 부상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Warm up)의 주요 
기전으로 사용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 온각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것 역시 이러한 기전과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0].

본 연구에서의 촉각 자극 입력은 부드러운 솔을 이용
한 통증이하의 자극이었다. 하지만 고빈도(High 
frequency)의 촉각 자극은 감각기능의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운동성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운동성에 영향
을 주는 촉각의 빈도와 강도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
다[31]. 또한 감각과 운동사이 상호작용에 대한 근거가 
현재까지 부족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촉각과 온각 자극에 따른 악력, 상지 기민
성, 그리고 손 기능 변화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움직임

과 기능에 있어 가장 영향력있는 자극의 종류를 규명하
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감각 자극
의 입력은 악력,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을 증가시킨다. 
둘째, 자극의 종류에 따른 영향에서 온각 자극 입력은 촉
각 자극 입력보다 악력, 기민성, 그리고 손 기능을 더욱 
증가시킨다. 따라서 신경계 재활치료 및 산업 현장에서 
상지와 손 기능 증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감각 자극의 적
용이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자극의 빈도와 강도에 대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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