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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t is known that hand strength and fingertip force are used as an indicator of 
muscle strength and are also highly related to the various chronic symptoms and even lifes-
pan. To use the individual fingertip force (IFF) as a quantitative index for clinical evaluation, the 
IFF should be measured and analyzed with various variables from various subjects, such as the 
normal range of fingertip force and the difference in its distribution by disease. 

Objects: We tri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mean maximum IFF distribution during grasp-
ing a cylindrical object in healthy adults and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SCI).

Methods: Five Force-sensitive resistor (FSR) sensors were attached to the fingertips of 24 
healthy people and 13 patients with SCI. They were asked to grip the object three times for 
five seconds with their maximum effort. 

Results: The mean maximum IFF of the healthy adult group’s thumb, index, and middle fin-
ger was similar statistically and showed relatively larger than IFF of the ring and small finger. It 
is a 3-point pinch grip pattern. All fingertip forces of patients with SCI decreased by more than 
50% to the healthy group, and their IFF of the middle finger was relatively the largest among 
the five fingertip forces. The cervical level injured SCI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d 
IFFs compared to thoracic level injured SCI patients.

Conclus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rehabilitation diagnosis 
and therapy goal decision with robust further study.

INTRODUCTION

손은 물체를 잡고 다루는 섬세한 동작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

통 수단이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이다[1]. 이러한 손의 기능 중 쥐기(grasp)에 대한 유형과 용

어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Feix 등이 33가지의 서로 다른 쥐기 유

형을 정리하여 맞섬 유형(opposition type), 가상 손가락 배치(virtual 

finger assignments), 손바닥 전체, 정밀, 중간단계 잡기(power, pre-

cision, or intermediate grasp), 엄지의 위치에 따른 집기와 같이 4가

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2]. 이러한 잡기와 쥐기(grasp and grip)와 관

련된 용어들은 손으로 조작하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손가락과 손이 적

절하게 위치하여 최적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적응이다. 손가락의 위

치뿐만 아니라 적절한 악력(hand strength) 조절은 정교한 손의 움직

임, 반복적 수작업, 일상생활, 직업적 활동에 필수적이다[3,4].

쥐기 시 손 전체 악력은 인체의 전반적인 근력 예측자로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생체지표로써 임상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5,6]. 최

근에는 악력이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7,8] 및 심혈관계 

질환과 수명에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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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jk 등[9]은 상대적으로 악력이 낮은 사람들의 79% 이상이 높은 사망

률을 보였으며, 악력이 1 kg 증가할 경우 사망률이 4%까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Lee [10]는 최대 악력이 높은 집단(26.97 kg 이상)이 낮은 

집단(20.53 kg 미만)보다 고혈압 유병률이 85% 낮다고 발표하였으며, 

Picon 등[11]은 악력 운동으로 고혈압을 호전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손 전체 악력 하나의 변인과 다양한 질환과의 연관성 조사 외에도, 

쥐기 작업 동안 개별 손가락 힘 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인간 대부분의 쥐기 작업은 쥐기 안정성을 위한 손가락 끝 힘의 

정밀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크

기의 쥐는 힘을 물체 표면의 접선 하중에 대하여 직교하게 적용하는 것

을 말한다[12].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물체 조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손

가락 끝 힘의 정밀한 조절과 제어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신

경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단순쥐기(simple grip) 또는 들어 올리는(lift) 

동작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손가락 끝 힘은 손 기능의 

나이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

으며, 노인군이 성인군에 비하여 평균 두 배 정도 큰 손가락 끝 힘을 발

휘해야 하는 반면, 시간적 지연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4-

16]. 그 외 몇몇 신경학적 연구 결과에서 쥐기 작업 시 손가락 끝 힘

과 대뇌 피질의 운동영역 활성에 관한 보고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힘

을 가하여 다양한 정밀 쥐기 작업을 수행할 때 손가락 끝 힘 제어와 관

련된 활성 대뇌피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MRI 등을 이용한 많은 인간 

대상 실험을 통하여 설명되었으며[17-22], 최근에 외부 섭동(external 

perturbation)에 대한 하중 및 하역(loading and unloading) 반응은 

중추신경계가 쥐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요한 자동 

힘 제어 메커니즘으로 그 신경 상관관계(neural correlates)를 밝히기

도 하였다[23]. 

최근에는 척수손상 환자의 상지 재활에 있어 외골격 로봇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4-29].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평

가는 아직 상지의 대동작에 대한 임상적 정성 평가방법이 대부분이며 

악력 또는 파지력 분석을 통한 손과 손기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척수마비 환자는 손상 수준에 따라 잔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악력 또는 개별 파지력에 대한 신경학적 분석의 좋은 대

상이 될 수 있다. 척수 마비환자의 악력 또는 개별 파지력에 대한 생체

역학적 연구는 많지 않으나 근전도를 이용한 몇몇 선행연구에서 척수

마비 환자라도 오랜 기간 운동을 해 온 대상자들의 경우, 쥐는 힘의 안

정성(force steadiness)가 다른 환자 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더 좋았

다는 보고가 있었고[30], 여러 쥐기 동작에 대한 근육의 연합(muscle 

synergy)에 대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과는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는 보고도 있었다[31]. 이처럼 손 기능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여겨지는 척수 마비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쥐기 동작에 대해 손

가락 끝 힘을 측정하여 건강한 성인의 결과와 비교하거나 질환별, 손상 

수준별 차이 등을 분석한다면 쥐기 작업 시 개별 손가락 끝 힘 정보가 

임상평가에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쥐기 작업 시 정량적 손가락 끝 힘 분포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써, 건강한 성인들과 척수마비 환자들을 대

상으로 단순한 쥐기 작업 시 최대 손가락 끝 힘 분포를 측정 및 분석하

고자 하였다.

14 mm

191 mmA

B

90 mm

70 mm

3 mm

FSR (A201-1)
R

f

C

FlexiForce

Figure 1.Figure 1. Fingertip force measurement 
system. (A) FlexiForce A201 pressure sen-
sor, (B) location positioning sensors on 
fingertips and connected environment with 
the force-sensing, (C) dividing circuit with 
the pressure sensor and a fixed resistor 
in series using the Vcc side with an input 
voltage of 5V, the Vout can be measured by 
the pressure sensor. FSR, force-sensitive 
re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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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자원한 대상자들 중에 건강한 20대 성인 24명(남자 12명, 

여자 12명)과 척수손상환자 13명(경수 손상 7명, 흉수 손상 6명)을 선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건강한 성인 집단의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는 손과 상지에 통증이 없고 쥐기 및 손의 기능이 정상인 대상자로 설

정하였다. 제외 조건으로는 1년 이내 손 또는 상지에 신경근골격계 질

환이 있었던 자, 상지 혹은 수부에 통증 또는 기타 이유로 쥐기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 설정하였다. 척수마비 환자 집단의 대상자 선정 조건

은 손상 수준에 무관하게 혼자서 앉은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

고, 손가락을 쥐었다 펼 수 있는 수준의 손의 기능이 가능한 자로 설정

하였다. 환자 집단의 제외 조건으로는 1시간 이상 혼자 앉은 자세를 취

하기 어려운 자, 쥐기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자, 구두 지시를 이

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지와 감정에 문제가 있는 자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호서대학교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처 승인을 획

득하였으며(IRB no. 1041231-190219-HR-090-02), 대상자들은 연

구 내용과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여 동의서에 서명

을 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2. 측정방법 및 도구

1) 개별 손가락 끝 힘 측정 센서 시스템

개별 손가락 끝 힘(individual fingertip force, IFF)을 측정하기 위

한 힘 센서로 얇고 작은 필름형 압력센서인 Force-sensitive resistor 

(FSR, FlexiForce A201, TekScan Ltd., Boston, MA, USA) 센서 5

개를 사용하였다(Figure 1A). FSR 센서는 가성비가 좋고 센서 출력을 

얻기 위한 회로구성이 쉬운 장점이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FlexiForce는 다른 종류의 FSR 센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며 높은 정확도의 출력 값을 가지기 때문에 생체역학 연구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Flexiforce는 3개의 입출력 핀을 가지고 있으며 A201-1 부

터 A201-3까지 3개의 모델이 있는데, 각각 최대 측정범위가 4.4 N (1 

lb), 111 N (25 lb), 445 N (100 lb)이다[32]. 본 연구에서는 Flexiforce

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4.4 N 측정 범위를 갖는 A201-1 

모델(두께 0.127 mm, 직경 14 mm)을 사용하였다. FSR 센서 출력전

압 측정을 위하여 전원 입출력, 풀다운 저항 등으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Figure 1C). 센서의 아날로그 출력은 아두이노 나노(Arduino Nano, 

Arduino, Somerville, MA, USA)를 사용하여 PC에 저장하였다.

FSR 센서 출력을 힘 값으로 보정하기 위하여 푸시풀 게이지(FGP-

5, SHIMPO Ltd., Kyoto, Japan)를 이용하여 각 센서에 가해지는 부

하와 센서 출력을 동시에 저장하는 별도의 보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보

정에 사용된 푸시풀 게이지 모델은 ± 0.2%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진 상용 힘 측정 센서로 ± 50 N (5,000 kgf)의 측정 범위를 0.01 N 

(0.001 kgf) 분해능으로 측정 가능하다. 보정 실험의 편의를 위하여 푸

시풀 게이지는 스탠드에 고정한 후 핸들을 조작하여 센서에 부하를 서

서히 가했으며 이때 시간에 따른 푸시풀 게이지의 출력은 전용 아날로

그 케이블을 이용하여 FSR 센서 신호와 함께 아두이노를 통해 PC에 저

장하였다. 

FSR 센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지는 부하에 따라 센서의 내부 저항이 

가변 되는데 부하가 0인 경우 무한대의 저항을 갖고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지수 감소하는 특성을 지닌다(Figure 2). 

각 FSR 센서 출력을 힘 단위(kgf)로 적절하게 보정(calibrate)하기 위

하여, 측정된 출력전압(Vout)과 입력전압(Vcc), 풀다운 저항(RF), 그리고 

센서 내부저항(RFSR)과의 관계식(식 1)으로부터 센서의 내부저항을 계

산한 후 내부저항의 역수를 취하여 센서의 전도도(Conductance, C)

를 구하였다(식 2). FSR 센서의 전도도와 부하사이에는 선형관계를 보

이므로 전도도-힘 사이의 선형회귀식을 도출하여 센서 출력을 힘 값으

로 변환하였다[33]. 5개의 각 센서별 전도도(mS) – 힘(kgf) 변환 행렬식

은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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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절차

대상자들은 미국 수부치료사 협회에서 제안한 악력 측정 표준화 자

세로 앉아서[34,35] 5개의 FSR 센서를 우세손의 손가락 끝에 부착한 

후 직경 7 cm의 원통형 물체를 각각 최대 힘으로 5초간 3회씩 쥐도록 

하였다(Figure 1B). 손가락 끝에 부착한 센서의 위치는 물체를 쥐어 보

면서 미세 조정하였다.

4. 분석

각 대상자들의 최대 IFF는 5초간 측정된 센서 데이터 중에서 측정 시

작 직후 및 종료 직전 1초씩을 제외한 3초간 데이터 3회 평균 값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건강한 성인의 최대 IFF 데이터에 대하여 

Shapiro-Wilk test와 Levene’s test를 각각 실시하여 정규성과 등분산

성을 확인하였고, 평균의 성별 차이 확인은 표본수를 고려하여 Man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척수손상 환자 집단은 다시 경수 및 흉

수 손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건강한 성인 집단을 포함한 3개의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다섯 IFF 평균에 대한 집단 내 비교와 집단 간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비모수검정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p < 0.001)으로 각 평균 값들 차

이에 대한 다중비교는 Bonferroni correc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IFF의 분포비는 2가지로 계산하였는데, 첫째는 각각의 손가락에 대해 

건강한 성인 평균 IFF에 대한 경수와 흉수 손상환자의 평균 IFF를 계산

하였고, 둘째는 각 집단 내에서 다섯 손가락 전체 합력에 대해 각 개별 

손가락 끝 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센서신호 획득과 처리는 상용 소프

트웨어 매트랩(Matlab 2019b, MathWorks Ltd., Natick, MA, USA)

을 이용하였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 (IBM Co., Ar-

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RESULTS

1. 대상자 인체계측 및 임상평가 정보

건강한 성인군과 척수마비 환자군 대상자들의 연령, 신장, 체중의 집단

별 평균은 Table 1에 나타나며, 환자군의 개별 계측정보 및 임상평가 정

보는 Table 2에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군의 우세손은 모두 오른 손으로 

조사 되었으며, 척수마비 환자군의 우세손 정보는 Table 2에 나타난다.

Table 2.Table 2. Clinical information

Number Sex Age (y) Height (cm) Weight (kg) Dominant hand Injury level ASIA scale

Patient 1 Male 13 166 66 Rt. T9 C
Patient 2 Female 39 166 95 Rt. T10 C
Patient 3 Male 58 170 75 Rt. T10 C
Patient 4 Female 65 158 56 Rt. T11 D
Patient 5 Female 67 150 58 Rt. T12 D
Patient 6 Female 51 159 48 Lt. T12 D
Patient 7 Male 60 177 79 Rt. C3 C
Patient 8 Male 73 169 58 Rt. C4 D
Patient 9 Female 79 154 46 Lt. C4 D
Patient 10 Female 57 156 83 Lt. C4 D
Patient 11 Female 76 161 69 Lt. C5 D
Patient 12 Female 52 162 52 Rt. C5 D
Patient 13 Male 72 165 54 Rt. C5 D

Rt., right; Lt., left; T, thoracic; C, cervical.

Table 3.Table 3. Normality test, homogeneity test, and mean comparison test results

Finger

Shapiro-Wilk test
Levene’s test

Mann-Whitney 
U testMale Female

Mean ± SD W p-value Mean ± SD W p-value F-value p-value p-value

Thumb 1.339 ± 0.354 0.930 0.389 1.212 ± 0.260 0.942 0.617 0.636 0.434 0.180
Index 1.367 ± 0.363 0.952 0.669 1.234 ± 0.248 0.956 0.805 0.416 0.525 0.496
Middle 1.346 ± 0.314 0.948 0.611 1.248 ± 0.247 0.943 0.634 1.490 0.236 0.538
Ring 0.991 ± 0.227 0.987 0.998 0.950 ± 0.198 0.976 0.977 0.039 0.845 0.674
Little 0.793 ± 0.189 0.921 0.297 0.831 ± 0.176 0.916 0.336 0.006 0.938 0.974

SD, standard deviation.

Table 1.Table 1. Subject characteristics

Healthy T-level C-level

Age (y) 22.0 ± 2.27 52.29 ± 20.66 66.0 ± 11.12
Height (cm) 167.74 ± 8.98 162.61 ± 7.23 162.63 ± 8.09
Weight (kg) 65.18 ± 11.53 65.23 ± 15.58 63.92 ± 15.1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level, thoracic 
level; C-level, cerv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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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20대 성인의 원통 쥐기 시 최대 개별 손가락 끝 힘 분포

IFF의 평균 데이터에 대한 정규성, 등분산성 검정결과 표본의 수가 

남, 여 각 12개에 불과하였지만 모두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다섯 IFF는 엄지, 검지, 중지의 평균(1.212–1.367 kgf)이 약지(0.991, 

0.950 kgf)와 소지(0.793, 0.297 kgf)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값을 보였

고, 약지의 평균 손가락 끝 힘은 소지보다 유의하게 컸다. 또한 성별 차

이에 있어서는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남성의 IFF가 여성보다 다소 높

은 값을 보였지만 다섯 손가락 모두 남, 여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3, Figure 3).

건강한 성인의 IFF은 엄지손가락부터 순서대로 1.31 ± 0.26 kgf, 

1.32 ± 0.23 kgf, 1.31 ± 0.23 kgf, 0.94 ± 0.18 kgf, 0.74 ± 0.14 

kgf로 측정되었다(Figure 4A). 힘의 크기는 검지가 가장 크게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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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엄지와 중지가 유사한 값을 보이며 두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소

지는 힘이 가장 작았다. 평균비교를 위한 통계분석 결과, 엄지, 검지, 

중지는 거의 유사한 값을 보였고, 약지, 소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약지와 소지를 평균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흉수 손상 환자군의 원통 쥐기 시 최대 개별 손가락 끝 힘 분포

흉수손상 환자군 최대 평균 IFF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각

각 0.27 ± 0.10 kgf, 0.31 ± 0.11 kgf, 0.55 ± 0.36 kgf, 0.38 ± 

0.16 kgf, 0.31 ± 0.11 kgf로 측정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Figure 4B).

4. 경수 손상 환자군의 원통 쥐기 시 최대 개별 손가락 끝 힘 분포

경수손상 환자군 최대 평균 IFF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각

각 0.24 ± 0.18 kgf, 0.20 ± 0.16 kgf, 0.29 ± 0.19 kgf, 0.22 ± 

0.14 kgf, 0.25 ± 0.09 kgf로 측정되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Figure 4C). 모든 손가락 힘의 평균이 흉수 손상 환자군보다 

작은 0.30 kgf 미만 값을 보였다.

5. 건강한 성인군과 척수마비 환자군 개별 손가락 끝 힘 분포 

비교

건강한 성인과 경수 및 흉수 손상환자의 IFF 평균비교를 했을 때 건

강한 성인의 최대 평균 IFF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컸다. 그러

나 척수 손상 수준에 따른 IFF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ure 4D).

6. 집단별 다섯 손가락 끝 힘 합력에 대한 개별 손가락 끝 힘  

분포비

건강한 성인의 IFF에 대한 경수 및 흉수 손상환자군의 IFF 비율을 

계산하였는데, 경수 손상 환자군의 경우 엄지 18.2%, 검지 15.4%, 중

지 22.3%, 약지 23.4%, 소지 33.8%, 흉수 손상 환자군의 경우 엄지 

20.6%, 검지 23.7%, 중지 41.6%, 약지 40.2%, 소지 42.4%의 비율을 

보였다(Figure 4E).

다섯 손가락 끝 힘의 합력에 대한 각 손가락 끝 힘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건강한 성인군은 엄지, 검지, 중지 3개의 손가락 끝 힘은 유사하

게 약 23% 정도를 차지 하였고, 약지가 16%, 소지는 13%의 비율을 차

지하였다. 흉수 손상 환자군은 엄지가 약 14%, 검지 17%, 중지 30%, 

약지 20%, 소지 17%의 비율을 보여 중지가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경

수 손상 환자군은 엄지 19%, 검지 16%, 중지 24%, 약지 18%, 소지 

20%의 비율을 보였다(Figure 4F).

DISCUSSION

본 연구는 쥐기 작업 시 손가락 끝 힘을 정량적 평가지표로 사용하

기 위한 초기 연구로서, 건강한 성인과 척수 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통형 물체 쥐기 시 최대 개별 손가락 끝 힘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물

체 조작 시 손가락 끝 힘은 전자 의수 제어 시 쥐는 힘에 대한 감각 되

먹임을 위해 몇몇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비 환자의 경우와 비교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엄지, 검지, 

중지의 최대 파지력이 유사한 3점 쥐기(Tripod pinch grip) 패턴을 보

였다. 척수 마비 환자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 비하여 최대 손가락 끝 힘 

감소가 엄지와 검지에서 가장 커서 다섯 손가락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지의 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다섯 개별 손가락 평균 끝 힘은 

손상 수준이 높은 경수 손상 환자 군에서 흉수 손상 환자군보다 더 작

게 나타났다.

손과 손가락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동안 물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

라서 그리고 조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손가락과 손바닥에 작용하는 힘

의 분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강력한 잡기(power 

grip), 정밀한 잡기(precision grip) 대부분에서 손가락 끝 힘의 크기

가 가장 크고 주요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36]. 또한 우리

는 본 연구 수행 전 원통, 육면체, 구 등의 물체를 쥐는 동안 손가락 끝

(terminal phalanges), 근위지(proximal phalanges), 중수지절관절

(metacarpophalangeal joint), 손바닥 정 중앙 등 전체 26곳에서 힘 

데이터를 측정하였는데 손가락 끝 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와 우리의 초기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쥐기 동작의 특성 

분석을 위한 힘 변인은 손가락 끝에서만 측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원통형 물체 쥐기 외에도 다양한 쥐기 과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

의 쥐기 동작에 대해서는 Feix 등[2]의 정성적 쥐기 용어 정의(GRASP 

Taxonomy)와 Stival 등[37]의 정량적 쥐기 용어 등에서 참조하여 향

후 본 연구의 추가 연구 대상이 되는 쥐기 과제를 결정하고자 한다. 위 

선행연구에서 정의하는 33가지 또는 15가지의 쥐기 과제에 대해 힘, 

생체신호, 운동형상학 등의 정량적 변인을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척

수마비 환자 등 다양한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측정 분석한다면, 손가락 

끝 힘이 전자 의수 제어뿐만 아니라 정량적 임상 평가 지표로써 중요한 

정량적,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FSR 센서는 로봇 의수 제작에도 손가락 힘 측정을 위하여 널리 사용

되는 센서로써,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다양한 물체를 쥐고 조작할 

때 손가락 끝 힘 측정용 센서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각 센서들의 보정과 반복성 및 신뢰도 검증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

였다[38,39].

본 연구의 한계로는 대상자들의 개별 손가락 끝 힘 평균을 성별로 그

룹화하여 비교하였는데, 남녀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차이가 유의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남녀 각 12명으로 표본수가 작았기 때문

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척수마비 환자들의 손상 수준별 차이를 비교해 보

았을 때 전체적으로 상위 손상 수준인 경수 손상 환자들의 손가락 끝 

힘이 흉수 손상 환자들보다 낮게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실험에 참여한 7명의 경수 손상 환자들 중에서 1명만 C

수준의 ASIA 척도를 보였고, 나머지 6명은 모두 ASIA 척도 D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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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흉수 손상 환자 6명 중에서는 3명이 ASIA C, 3명이 ASIA D

수준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경수 손상 환자들은 손상 수준은 높지만 기

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들이 많았고, 흉수 손상 환자들은 손

상 수준은 낮지만 기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들이 많았다. 이러

한 요인이 통계결과(유의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ASIA 척도가 손의 기능 또는 쥐기 기능 평가에 민감한 평가도구가 아

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ASIA 척도 외에 세부적인 손 기능 임상

평가도 실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군의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향후 연

구에서는 건강한 성인뿐만 아니라 환자군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의 표

본을 확보한 실험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대상자들의 손과 손가락의 크

기에 대한 인체 계측정보도 표준화를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함께 기

록해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FSR 센서를 이용한 손가락 끝 힘 측정 및 분석 결과 원통형 물체를 

최대 힘으로 쥘 때 건강한 성인은 3점 쥐기 유형을 보인 반면, 경수 및 

흉수 마비 환자들은 중지의 끝 힘이 상대적으로 큰 힘 분포를 보였으며 

힘의 크기도 건강한 성인에 비하여 50% 이상 감소된 값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쥐기 시 손가락 끝 힘 분포는 향후 다양한 환자군에서

도 측정 및 비교한다면 신경근골격계 손상에 따른 손가락 끝 힘 분포가 

중요한 재활 진단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량지표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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