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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의 체성감각유발전위에 근거한 체성감각자극의 
sub-threshold 강도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threshold of somatosensory stimulation
based on the EEG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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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체성감각은 근육, 관절, 피부 등에 분포된 

수용기를 통하여 획득한 촉각, 압각, 온도감각, 통
각 및 운동 감각으로 구성된 정보이다[1-2]. 체성감

각은 시각, 전정감각과 더불어 안정적인 자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조합하는 기본정보[3]
이기 때문에, 체성감각을 자극하여 인체의 자세안

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인체에 

체성감각자극을 인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는 스위치나 버튼을 통하여 감각자극의 역치를 

측정한 사례가 많다[4]. 이와 같은 역치 측정방법은 

감각자극을 받은 피험자가 감각자극을 인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고, 불확실한 

감각자극의 인지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

에서 입력되는 체성감각에 대한 개인적 역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강도를 뇌파의 유발전

위 분석을 통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간섭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암실에 체성감각자극시스템과 뇌파분

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피험자에게 체

성감각자극을 유입시키기 위한 체성감각자극시스

템은 기계적인 진동을 생성하는 선형 진동소자를 

사용하여 자체 제작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절대민

감도가 가장 높은 250Hz와 200Hz, 300Hz의 진동주

파수를 갖는 자극을 사용하였다. 체성감각자극의 

유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체의 반응을 뇌파로 

살펴보기 위해서 뇌파수집시스템(Brain-Product) 
및 뇌파분석시스템(BESA)을 사용하였으며, 뇌파

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10-20 전극배치법을 기반으

로 대표성을 갖는 7개 영역(F3, F4, C3, Cz, C4, 
P3, P4)에 전극을 배치하여 수집하였다. 실험은 

신경학적인 질병이 없는 성인 남성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체성감각자극의 강도

를 상승시키거나 하상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피

험자가 인지하는 체성감각자극의 역치강도를 획

득하였고, 이를 세분한 체성감각자극을 피험자의 

전경골건에 인가하면서 동시에 뇌파를 측정하였

다. 뇌파 데이터는 자극이 인가된 시점에서 생성된 

마커를 기준으로 하여 100~150ms (N150)에 발생하

는 SEP의 진폭 크기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추출

된 SEP는 안정시 뇌파에서 추출한 정보와 비교하

여 체성감각자극에 의한 뇌파의 변화로 분석되었

다.

3. 결과

손가락과 전경골건에서 측정한 역치를 기준으

로 하여 세분화한 체성감각자극을 전경골건에 유

입시켰을 때 나타난 체성감각유발전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200Hz의 체성감각을 인가하였을 

때, C3영역에서는 51%, Cz 영역에서는 57%, C4 
영역에서는 36% 강도일 때 최초로 체성감각유발

전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250Hz의 체성감

각을 인가한 경우에는 각각 54%, 65%, 30%의 강도

에서, 300Hz의 체성감각을 인가한 경우에는 74%, 
80%, 60%의 강도에서 최초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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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Cz C4
200㎐ 51.3 57 36
250㎐ 53.5 65 30
300㎐ 73.8 79.5 60

Table 1 The sub-threshold intensities(%) of somato 
- sensosry stimuli based on moment that 
SEPs change

4. 고찰

체성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손가락과 자세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성감각을 입력하는 

전경골건에서 획득한 역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분

화한 체성감각자극을 전경골건에 입력하여 획득

한 체성감각유발전위를 비교를 통하여, 전경골건

에서 획득한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을 인가한 

경우에도 체성감각유발전위가 발생하였으며, 이
를 통하여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활용이 인체

에 유의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을 활용하여 인체의 

자세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던 선행연구[5]
에서 감각자극 이외에 백색잡음을 활용한 소음공

명현상을 사용하여 체성감각을 자극하려 했던 노

력과 더불어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활용 가능

성을 높이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각역치 

이하의 자극은 인체의 반응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인체 생리 반응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전경골건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수용기가 활성화

되는 자극 강도를 역치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일부 

단일 수용기는 이 강도보다 작은 개별 역치를 가지

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기의 반응들이 합산되어 

인체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발생하는 결과

로 추론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치

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강도를 뇌의 반응에 근거하

여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체성

감각에 대하여 민감도가 높은 손가락과 체성감각

자극을 인가하려는 전경골건에서 획득한 역치 사

이에 전경골건의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이 존재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실험을 진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경골건과 손가락에서 획득한 역치강도의 

차의 약 80% 수준의 감각자극을 전경골건에 인가

하였을 때 체성감각 유발전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2.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도 인체에 유의한 반

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실험 결과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체성

감각을 통하여 인체의 유의한 반응을 유도함에 

있어서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역치보다 작은 

감각자극의 강도 설정에 대한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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