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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으로 물체 옮기기 과제 수행 시 우세손이 옮기는 물체의 종류와
목표점의 위치 변화가 비우세손의 팔뻗기 동작에 미치는 영향

김민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활학과

전혜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보건환경대학원 인간공학치료학과

Abstract1)

The Influence of Different Objects and Target Locations of Dominant Hand on the

Non-Dominant Hand Movement Kinematics in Bimanual Reaching

Min-hee Kim, M.Sc., P.T.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Hye-seon Jeon, Ph.D., P.T.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Ergonomic Therapy,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fferent objects and target location of

dominant hand on the non-dominant hand movement kinematics in a bimanual reaching task. Fifteen

right-handed volunteers were asked to reach from same starting point to the different target point of

right and left hand with grasping the objects of different size.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three differ-

ent object types (small mug cup, name pen, and PET bottle), and 2) three different target locations

(shorter distance, same distance, and longer distance than the non-dominant hand) of the dominant hand.

Dependent variables were movement time (MT), movement distance (MD), movement mean velocity

(MVmean), and movement peak velocity (MVpeak) of the non-dominant hand. Repeated measures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used to test for differences in the non-dominant hand movement kin-

ematics during bimanual reac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T of the non-dominant

hand was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raveling with grasping the mug cup and reaching the far target

location, and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traveling with grasping the PET bottle and reaching the

near target location of the dominant hand. 2) MD of the non-dominant han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reaching the far target location, and significantly decreased during reaching the near target loca-

tion with dominant hand. 3) MVmean of the non-dominant hand was increased significantly when traveling

with grasping the PET bottle, and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hen traveling with grasping the mug cup

of the dominant han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hanges of the ipsilateral hand movement

have influence on coupling of the contralateral hand movement in bimanual 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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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상지동작에서 양손 운동의 협응(bilateral coordina-

tion)은 인간의 운동조절(motor control)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Weigelt 등, 2007). 타이핑,

단추 잠그기, 병뚜껑 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일상생

활동작 및 직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은 잘 발달되

고 학습된 양손 협응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양손 협

응을 통한 상지의 정상적인 운동은 일상생활동작 수행

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된다(Page 등, 2003).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갑작스런 신경학적 결함은 자

발적인 운동조절을 제한하게 되고, 간단한 움직임조차

도 실행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운동 능력을 급격하게 감

소시킨다(Cauraugh 등, 2005). 실제적으로, 뇌졸중 환자

의 경우 60% 이상이 상지의 운동 불능으로 인한 일상

생활동작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Nakayama 등, 1994). 환측 상지는 운동능력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건측 상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여 움직

임의 기회를 점차 잃게 되고, 학습된 무용(learned

nonuse)과 비대칭적인 자세(asymmetrical posture)의

강화, 점진적인 구축(contracture) 등의 문제를 야기하

며 기능적 제한이 가중된다(Bonifer 등, 2005).

상지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 치료는 환측 상지의 근

력강화나 관절가동범위의 증진, 기능적 움직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져 왔다(Page 등, 2003). 환측 상지

에만 집중하여 훈련하는 치료 방식은 움직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운동조절을 학습시킴으로써 기능적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다(Bonifer와

Anderson, 2003). 이와 더불어, 최근 기능 재활 훈련에

있어서, 환측 상지 훈련뿐만 아니라 양측 상지의 동시

적 운동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한쪽 상지의 움직임의

양이나 정확성에 의해 다른 한쪽 상지의 움직임이 영향

을 받는 동기화(coupling)가 상지 재활 연구의 새로운

관심이 되고 있다(Kilbreath 등, 2006; Mason, 2008;

Weigelt, 2007; Weigelt 등, 2007).

Hung 등(2004)은 정상 아동과 편마비 아동을 대상으

로 양측 상지의 분리된 운동 과제를 제공한 후 양손 협

응 패턴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편마비 아동들의 환

측 상지의 운동 속도가 증가하였고, 양손 협응이 촉진

되어 보다 통합된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물체를 옮기기

위한 팔뻗기 과제를 수행할 때, 양손은 단일 협응 구조

로써 작용하여 거의 비슷한 움직임의 양을 만들어 내게

된다(Utley와 Steenbergen, 2006).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양측 상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 양손 과제 수행 시, 운동시간과 운동방향의 일치를

선호한다(Sabate 등, 2004).

수의적 움직임을 관장하는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는 연수의 아래 끝에서 그 80～90%의 섬유가 반대

쪽 척수로 옮겨가고, 피질척수로 중 10～20%의 섬유는

추체교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쪽으로 하행한다. 이

러한 중추운동신경로의 동측제어는 환측 상지에 전달되

는 운동 명령을 강화할 수 있다(Lundy-Ekman, 2002).

Cunningham 등(2002)은 양측 상지 협응 운동을 통

한 환측 상지의 훈련을 제안하였다. 환측 상지의 빠른

촉진을 위해서는 환측보다 건측의 작업부담을 감소시키

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적용하여, 건측 뇌영역의 활성

화를 통해 환측 상지로 하행하는 약 20%의 피질척수로

의 활성화 전이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상지 재활훈련을 위한 비대칭적 양측 상지 훈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양측 상지의 동기화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변수를 적용하여 상지 움직임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측

상지의 동시적 과제 수행을 통한 동기화의 유발이 상지

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양측 상지 협응 운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환측 상지 운동과 양측 상지 운동의 비교연구였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양손 탭핑(tapping)과제에 한

정되었다(김미현과 박상범, 2004; 이효경과 김기웅, 2001).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양측 팔뻗기

과제수행 시 한쪽 팔에 제공되는 과제변수의 변화가 다

른 쪽 팔의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오른손이 우세손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

세손에 다양한 과제를 제공하여 동기화를 유발하였고,

비우세손의 움직임 변화를 통해 동기화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과제변수는 우세손이 옮기는 물체

의 종류와 목표점(target point)의 위치 변화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명하

지 않고(단일맹검연구) 실험 방법에 대하여 실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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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실험 참여에 동의

한 일반 성인 15명을 연구대상자로 정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오른쪽 손이 우세한 자, 상지의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이 정상범위에 속하며 허리와 상지에 통증이 없는

자로 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 2)

비우세손의 운동형상학적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3차

원 동작분석 장치인 CMS-HS
1)
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

는 개인용 컴퓨터, 초음파 방식의 능동표식자, 측정감지

기, 케이블어댑터, CMS-HS 기본 장비로 이루어져 있

으며 WinData 2.19 프로그램(Zebris Medizintechnik,

GmbH, Isny, Germany)을 이용하여 각 표식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단일 표식자(single

marker) 2개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5 ㎐로 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차원 동작분

석 프로그램인 3DAWIN version 1.0(Neuropsycho-logy

Research Group, City Hospital Munich-Bogenhausen,

Munich, Germany)을 통해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

(movement time), 운동 거리(movement distance), 평

균속도(mean velocity), 최대속도(peak velocity)를 분석

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단일 표식자의 부착위치

비우세손의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단일 표식

자(single marker)를 왼쪽 척골의 경상돌기(styloid

process)와 팔꿈치 관절의 외측상과(lateral epicondyle)

에 부착하였다(박지혁 등, 2004). 2개의 표식자들 간의

연결선들은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띠를 이용하

여 고정시켰다. 2개의 표식자 중 외측상과에 부착된 표

식자는 기준표식자(reference marker)로써 사용되었고,

경상돌기에 부착된 표식자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

는데 사용되었다.

3. 실험방법

가. 실험과정

연구대상자는 무릎각도와 팔꿈치 각도를 90°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과제수행판(그림 1)이 올려

져 있는 책상과 체간과의 거리는 10 ㎝로 하였고, 과제

수행 시 체간이 앞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팔

을 뻗어 물체를 내려놓는 최대 거리는 대상자 체간의 움

직임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성인 평균

팔길이(액와에서 손목까지)의 70%로 정하였다(유원규

등, 2004; Levin 등, 2002). 본 실험 시작 전에 대상자가

해당 과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5회의 연습을 허용하였

다. 시작자세는 팔뻗기의 시작점(starting point)에서 물체

를 가볍게 쥔 상태로 정하였고 연구자가 시작하세요
라는 구령을 외치면 정해진 목표점까지 팔을 뻗어 과제

를 수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자연스러운 동작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점에 물체를 놓고

시작자세로 되돌아오도록 하였으나, 데이터 분석은 물체

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목표점에 물체를 내려놓는

시점까지로 정하였다. 비우세손 운동의 시작점은 경상돌

기에 부착된 표식자의 이동이 15 ㎜/s 이상의 속도로

70 ㎳ 이상 지속될 때로 정하였고, 비우세손 운동의 마

침점은 20 ㎜/s 이하의 속도로 70 ㎳ 이상 지속되며 감

속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나. 실험과제

우세손과 비우세손은 각각 독립된 목표점으로 물체

를 옮기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우세손의 변화에 따른

비우세손의 운동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세손의 팔뻗

기 수행 물체의 종류와 과제수행 거리에 변화를 두었

다. 비우세손이 5×5 ㎝, 112 g 크기의 작은 머그컵을

잡고 일정한 거리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우세손은

(1) 비우세손과 같은 거리, (2) 비우세손보다 긴거리,

(3) 비우세손보다 짧은거리로 수행거리를 다르게 하였

다. 과제 수행지점은 일반 성인의 평균 팔길이(575×25

㎜)를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정하였다. 과제 수행 거

리 변화와 함께 우세손의 팔뻗기 과제를 수행하는 물체

의 종류에도 변화를 주었다. 비우세손이 5×5 ㎝ 크기의

머그컵을 잡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우세손은 (1) 같

은 종류의 머그컵, (2) 지름 1.0 ㎝, 길이 13.5 ㎝, 42 g

인 펜, (3) 지름 8 ㎝, 길이 21 ㎝, 21 g인 페트병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4. 자료분석

우세손의 과제수행거리와 물체의 종류에 변화를 주

1) Zebris Medizintechnik, GmbH, Isn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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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23.6±2.3 21～31

체중(㎏) 61.5±7.5 45～75

신장(㎝) 172.3±3.2 157～180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15)

그림 1. 3가지 종류의 팔뻗기 과제수행 거리(a: 260 ㎜, b: 370 ㎜, c: 60 ㎜, d: 40 ㎜, A: 동일거리,

B: 긴거리, C: 짧은거리).

어 양측 팔뻗기 과제를 시행하는 동안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 운동 거리, 평균속도, 최고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Bonferroni's correc-

tio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α=.05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용

통계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일치하여 실험에 참가한 대

상자는 건강한 성인 15명이었고, 평균 연령 23.6세, 표

준편차 2.3세, 평균 체중 61.5 kg, 표준편차 7.5 kg, 평

균 신장 172.3 ㎝, 표준편차 3.2 ㎝이었다(표 1).

2.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비우세손

의 운동 시간

우세손의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의 변화에 따른 비

우세손의 움직임 시간을 측정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평

균의 변화를 보였다. 비우세손 운동 시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에서는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서

주효과(main effect)가 있었고(p<.05), 물체의 종류와 수

행 거리 간 상호작용(interaction)은 없었다(p>.05)(표

2). 사후검정을 통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에

서 물체의 종류에 따른 운동 시간은 컵에 비해 펜과 페

트병에서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padj<.05/3)(그림 2), 수

행 거리에 따른 운동 시간은 동일거리에 비해 짧은 거

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동일거리에 비해 긴거리에

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짧은 거리에 비해 긴거

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adj<.05/3)(그림 3).

3.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비우세손

의 운동 거리

우세손의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의 변화에 따른 비

우세손 운동 거리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에서는

수행 거리에서만 주효과가 있었고(p<.05), 물체의 종류

와 수행 거리 간 상호작용은 없었다(p>.05)(표 3). 사후

검정을 통한 쌍대비교에서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거리

는 동일거리에 비해 짧은 거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동일거리에 비해 긴거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adj<.05/3)(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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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종류 249422.933 2 124711.467 16.173 .000

거리 336059.244 2 168029.622 36.558 .000

종류×거리 36255.556 4 9063.889 1.396 .247

표 2.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시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종류 58.173 2 29.087 .073 .929

거리 12359.539 2 6179.769 17.509 .000

종류×거리 1968.225 4 492.056 1.389 .249

표 3.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거리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그림 2. 물체의 종류에 따른 운동 시간의 비교(*padj<.05/3). 그림 3.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시간의 비교(*padj<.05/3).

4.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비우세손

의 평균속도

비우세손 평균속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에

서는 물체의 종류에서만 주효과가 있었고(p<.05), 물체

의 종류와 수행 거리 간 상호작용은 없었다(p>.05)(표

4). 사후검정을 통한 쌍대비교에서 물체의 종류에 따른

평균속도는 컵에 비해 펜과 페트병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adj<.05/3)(그림 5).

5.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비우세손

의 최고속도

우세손의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의 변화에 따른 비

우세손 최고속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에서는

수행 거리에서만 주효과가 있었고(p<.05),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 간 상호작용은 없었다(p>.05)(표 5). 사후검정

을 통한 쌍대비교에서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최고속도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양측 팔뻗기 과제

수행 시 우세손의 목표점과 과제를 수행하는 물체의 종

류가 달라짐에 따라 비우세손의 팔뻗기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비우세손은 정해진 목표

점과 정해진 물체로 고정하여 반복 시행되었다.

실험 결과, 우세손에 의하여 옮겨지는 물체의 종류와

우세손의 이동거리에 의해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옮기는 물체의 종류에

따른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은, 우세손이 작은 머그컵을

잡고 팔뻗기를 할 때 가장 길었고 펜, 페트병 순으로 운

동 시간이 감소하였다(그림 2). 대칭적인 양측 상지의 운

동은 피츠의 법칙을 따른다(Fitts, 1954). 피츠의 법칙은

어떤 작업에 요구되는 운동의 양이나 정확성의 필요에

따라 상지의 운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론으로써 움직이

는 관절 내부의 요인 뿐 만 아니라 관절 외부 요인들에

의해 상지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Shumway-Cook과 Woollacott, 2006). 비우세손의 옮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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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종류 22833.832 2 11416.916 24.045 .000

거리 1887.158 2 943.579 1.386 .267

종류×거리 241.037 4 60.259 .100 .982

표 4.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평균속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종류 15196.904 2 7598.452 2.602 .092

거리 13575.126 2 6787.563 3.430 .047

종류×거리 5304.607 4 1326.152 .676 .612

표 5.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최고속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그림 4.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거리의 비교(*padj<.05/3). 그림 5. 물체의종류에따른평균속도의비교(*padj<.05/3).

는 물체에는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세손의 옮

기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달라

졌다는 것은 한 쪽 손에 든 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작

업에 요구되는 운동의 양이나 정확성이 변하게 되고, 이

는 곧 다른 한 쪽 손의 운동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됨

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로 볼 때, 머그컵은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옮기기에 조심스러워 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이는 비우세손의 동기화에 영향을 미

쳐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도 길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페트병의 경우, 가벼울 뿐 만 아니라 크기가 잡기에 용

이하여 팔뻗기 운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행 거리에 따른 운동 시간의 비교에서도 우

세손의 이동거리가 길 때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증가

하였고, 우세손의 이동거리가 짧을 때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감소하였다(그림 3).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였을 때, 운동 거리와 운동 시간은 비례한다(Fitts,

1954). 우세손의 이동거리가 증가하였을 때 우세손의

운동 시간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우세손 움직임

의 증가는 양손 운동의 운동제어체계에 의해 비우세손

의 공간적 동기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Rose

와 Winstein, 2004).

Cuadrado와 Arias(2001)는 환측 감각운동영역의 활

성화가 환측 상지의 단독 수행 시 보다 양측 상지의 동

시 수행 시에 현저히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양측 상

지가 동시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 양손 운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양반구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러

한 상호작용이 환측 운동피질의 활성화를 보강하여 환

측 상지의 운동 수행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였다(Sabate 등, 2004). 한쪽 상지의 움직임의 증가로

인한 구심성 통로와 원심성 통로의 활성화는 반대쪽 상

지의 움직임 증가를 반영하고, 이로 인해 양측 상지의

동기화가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비우세손의 운동 거리의 측정 결과, 우세손의 이동거

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 비우세손은 한 가지 정해진 과

제를 반복 수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비우세손에게 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 15권 제 3호

PTK Vol. 15 No. 3 2008.

- 50 -

어진 과제 수평거리(x축)는 일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세손의 긴거리 과제 수행 시 비우세손의 운동

거리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비우세손이 공간상에서 포물

선 곡선을 크게 그린(z축 좌표의 증가) 증거라고 볼 수

있다(Sherwood와 Enebo, 2005). 이것은 동시에 비우세

손이 공간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도 되며,

이는 우세손의 수행 거리에 따른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

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그림 3). 양손 팔뻗기 시 우

세손의 비대칭적 거리변화가 비우세손의 운동 거리의

동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비우세손의 평균속도는 우세손의 옮기는 물체의 종

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머그컵을 잡고

팔뻗기를 할 때 평균속도가 가장 작았고 펜, 페트병 순

으로 평균속도가 증가하였다. Klaiman과 Karniel(2006)

은 작업 수행 시 요구되는 움직임의 양과 정확도가 증

가할 때 평균속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물체의 종류 중 머그컵은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물

체로써, 팔뻗기를 시행 했을 때 요구되는 운동량이 가

장 컸을 것이다. 반대로, 페트병의 경우 가장 가벼운 물

체로써 팔뻗기 시 요구되는 운동량은 가장 작았을 것이

다. 우세손이 머그컵을 잡고 팔뻗기를 할 때 평균속도

는 감소했을 것이고, 이것은 비우세손의 평균속도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동일하게 우세손이 페트병을 잡고

팔뻗기를 할 때 평균속도는 증가했을 것이고, 양손 동

기화의 영향에 의해 비우세손의 평균속도는 증가했을

것이다. 양측 상지의 대칭적인 과제 수행 시보다 비대

칭적인 과제 수행 시 한쪽 상지의 방해자극이나 외부자

극에 의해 다른 한쪽의 상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Haaland 등, 1987). 우세손의 옮기는 물체의 종류가 비

우세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자극으로써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세손의 옮기는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의 변화에

대한 비우세손의 최고속도 비교에서 수행 거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그러나 사후검정을 통한

쌍대비교에서 물체의 종류와 수행 거리에 따른 최고속

도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15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사

후검정을 통한 유의성을 얻기에는 대상자 수가 부족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지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에서 양손 훈련은

양측 상지의 상호 협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되고 있

다(McCombe Waller와 Whitall, 2004). 손상되지 않은

대뇌반구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신경학적 반응이 연결피

질 정보교환(transcortical communication)을 통해 환측

피질영역을 활성화시키고 환측 상지의 운동 수행을 촉

진시킨다고 한다(Mudie와 Matyas, 2000). 본 연구의 결

과는 우세손의 운동수행 조건에 따라 비우세손의 운동

이 영향을 받아 움직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을 지지한다(Rice와 Newell, 2004).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따라 팔뻗기 과제를 수행 할 때 비마비측이나

마비가 덜한 상지의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환측의 기

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환측 상지의 팔뻗기 수행에

있어 과제 수행 시간과 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비

환측의 상지에 주어지는 물체의 종류를 변화시켜 빠른

시간과 높은 속도의 동기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절가동범위나 팔뻗기 거리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는

비환측의 상지에 충분한 팔뻗기 수행 거리를 제공하여

환측 상지의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Luft 등, 2004).

Sabate 등(2004)는 운동계획 과정에서 좌반구가 우반

구보다 우세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

은 피질척수로의 동측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우반구보다

좌반구에서 훨씬 크며, 왼손 사용 시 우뇌 피질척수 흥

분성보다 오른손 사용 시 좌뇌 피질척수 흥분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De Gennaro 등, 2004). 본 실험

은 오른손이 우세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우

세손의 운동계획과 운동실행 과정에서 좌뇌 피질척수로

의 흥분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고 이것이 동측 피질의

동시적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나

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과제수행 변수 중 우세손

의 옮기는 물체의 종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머

그컵, 펜, 페트병을 크기와 무게로 구분하여 나누었으

나, 이 외에도 물체의 재질, 잡기 방법, 모양 등, 세 가

지 물체를 구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물체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험을

디자인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

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므로 환자군에게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 환자군을 대상

으로 비대칭적인 양측 팔뻗기 과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지속된다면 임상에서의 상지 재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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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양측 팔뻗기 작업 시 우세손의 옮기는 물체의 종류

(머그컵, 펜, 페트병)와 이동거리(짧은거리, 동일거리,

긴거리)가 달라질 때 비우세손에서 나타나는 운동형상

학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우세손으로 컵을

옮길 때와, 수행거리가 비우세손보다 길 때 비우세손의

운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우세손이 비우세손보다 긴거

리를 이동할 때, 비우세손의 운동 거리는 가장 크게 나

타났고, 짧은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작게 나타났다. 우

세손으로 머그컵을 옮길 때 비우세손의 평균속도는 가

장 느렸고, 페트병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양

측 상지의 동시적 수행 시 우세손의 상태에 따라 비우

세손의 움직임에 변화를 유발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환자군을 대상으로 건측 상지의 작업 수행 조절에 따른

환측 상지 기능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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