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창호, 정상미, 최원호

만성 뇌졸중 환자의 손목 및 팔굽 굽힘근에 반복적 진동자극이 손 기민성과 장악력,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 ∙ 27

http:dx.doi.org/10.17817/2019.06.05.111415 

만성 뇌졸중 환자의 손목 및 팔굽 굽힘근에 반복적 진동자극이 손 기민성과 장악력,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

나창호1, 정상미2, 최원호*3

1글로리병원 작업치료실, 2상지영서대학교 작업치료과, *3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The Effect of Repeated Vibration Stimulation on Wrist and Elbow Flexor Muscle on Hand Dexterit, 

Grip Strength and Activity Daily Living in Patients With Chronic Stroke 

Chang-Ho Na, OT*1, Sang-Mi Joung, OT2, Won-Ho Choi, PT*3

1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Glory Hospital
2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angji Youngseo University

*3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ach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repeated vibration stimulus on wrist and elbow flexor 
muscle of chronic stroke patient to hand dexterity, grip strength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Methods The 23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randomly divided to two groups: vibration group, non-vibration group. Vibration group 
received vibration stimulus on wrist and elbow flexor muscle 5times a week for 2 weeks an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and study conducted re-evaluation 2 weeks after intervention. 23 participants were measure using Fugl Meyer 
Assessment(FMA), Box and Block Test(BBT), JAMAR hand dynamometer, Modified Barthel Index (MBI). Results 
Vibration group and non-vibration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FMA total, BBT, JAMAR hand 
dynamometer(p<.05). Only vibr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in FMA wrist(p<.05). Also, 
when comparing the changes value between the group pre and post BBT shower significantly difference(p<.05), and 
comparing the changes value between the group pre and 2 weeks after intervention JAMAR hand dynamometer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p<.05). But, MBI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p>.05) Conclusion Repeated vibration stimulus 
on wrist and elbow flexor muscle of chronic stroke patient was improved hand dexterity, grip strength and furthermore, 
grip strength showed effectiveness after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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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 혈관의 장애로 혈류의 흐름과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어 발
생하는 신경학적 손상인 뇌졸중은 반신마비, 운동, 인지, 언어 
감각장애를 동반하여 일상생활과 사회로의 복귀를 제한시킨
다.1~3) 이 중 운동 기능 및 감각장애는 뇌졸중으로 인해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4) 움직임 결손과 기능적 과제 수행에 제한을 
보이기 때문에 마비측의 운동기능 회복은 재활의 목표 중 필
수적인 부분이다.5~6) 

뇌졸중은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환자의 기능회복이 대부
분 이루어진다.33) 그러나 기능회복속도가 느려지는 만성기 시

기까지 지속되는 상지운동기능 저하는 옷입기, 식사하기와 같
은 기본 일상생활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7) 그렇기 
때문에 만성기뇌졸중 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접근방법이 필
요하다. 감각자극은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 증진을 위한 재
활치료 접근방법 중 하나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
다.8) 온도감각, 전기자극, 진동자극 등 다양한 감각자극 중재
방법이 있는데,3,9) 이 중 진동자극은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상
지의 경직을 감소시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효과가 있
다.10) 또한 진동자극은 큰 부작용 없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근육에 정량적 자극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다.11)

진동자극은 근육의 근방추에서 나오는 Ia 들신경섬유를 통
하여 대뇌겉질의 일차 체감각 영역과 일차 운동영역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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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며.12) 이런 변화로 인하여 진동자극은 감각과 신체기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11,13~1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hirahash 등(2007)은 진동자극
을 마비측 손바닥에 적용시 어깨 관절과 물체를 잡는 기능에 
효과가 있다 하였고,16) Caliandro 등(2012)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진동자극을 작은 가슴근, 팔굽 굽힘근, 손목 굽힘근
에 적용하였을 때 상지기능의 향상을 보았다고 하였다. 8) 또
한 Tavernese 등(2013)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2주동안 진
동자극을 팔굽 굽힘근과 자쪽 손목 굽힘근에 적용하였을 때 
손 뻗기 기능이 향상하였다고 하였다.12) 국내 사례를 살펴보
면 심선미 등(2013)은 진동자극이 물건을 쥐고 놓는데 효과적
이라 하였고,15) 배세현과 김경윤(2011)은 진동자극을 팔굽 굽
힘근에 적용시 상지기능의 향상이 있다 하였으며,11) 유은영 
등(2014)은 2주간 팔굽 굽힘근에 적용시 움직임의 순발력과 
두 점 식별감각의 향상을 확인하였다.17)

진동자극이 상지기능에 효과적인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단기간 연구들이 대부분이고,11,13,14) 대상자가 
적은 단일사례연구 였으며,15,16) 손 기능과 관련된 근육인 손
의 외재근과 내재근에는 진동자극을 주지 않아 손의 기능적인 
증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17)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진동자
극 중재 종료 후 지속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지 않아 
진동자극의 지속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팔굽 굽힘근과 손의 외재근인 손목 굽힘
근에 반복적 진동자극을 통하여 만성 뇌졸중 환자의 손 기민
성과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중재 종료 후 재평가
를 통해 진동자극의 지속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인천시 소재의 G병원에서 2017년 1월 25일부터 3
월 31일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참가자는 가천대학
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1044396-201701-HR-011-01)을 
받은 후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무작위로 두 
집단 분류하였으며,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는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뇌졸중으로 진단 받고 6개월이 지난 자
나. 진동자극에 대한 거부감이나 통증이 없는 자
다. 연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진 MMSE-K 

24점 이상인 자
라. MAS(Modified Ashworh Scale) Grade 2 이하인 자
마. 잡기능력이 가능한 자
 

2. 연구 절차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26명을 대상으로 카드뽑기를 통해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배정 후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두 그룹 모두 중재기간동안 주 5회 30분씩 작업
치료를 받았으며, 진동자극은 작업치료 후 30분간 휴식을 가
진 뒤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회기당 20분씩 주 5회, 2주(총 
10회)동안 진동자극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은 실험군과 동일
한 조건에 진동자극이 없는 중재를 받았다. 중재 종료 후 사
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주간 진동자극 중재를 실시하지 않
은 후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FMA(Fugl Meyer Assessment) 

FMA는 편마비 환자의 기능적 회복정도와 Brunstrom회복단
계를 분류하기 위한 검사로 평가항목의 수행 정도에 따라 
0~2점 3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체 점수는 0~100점으로 
상하지를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에 해당하는 검
사만을 사용하였으며 만점은 66점, 상지검사의 검사자 간 신
뢰도는 .96이다.18)

(2) BBT(Box and Block Test) 

BBT는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검사로 한쪽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1인치 크기의 적목을 1분동안 옮긴 개수를 환산한다.19) 

BBT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왼손 .99, 오른손 1.0이다.20)

(3) 자마악력계(JAMAR hand dynamoter)

자마악력계는 장악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어깨를 안쪽 모음시
킨 후 팔굽 관절을 90° 굽힘 시킨 뒤, 아래팔을 중립자세로 
하여 측정한다. 최대 등척성 수축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세번 
측정한 평균값으로 한다.19)

(4) MBI(Modified Barthel Index)

MBI는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일상생활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0~100점 점수가 부여된다.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처리, 계단오르기, 옷 입기, 대변조절, 

소변조절, 보행/의자차, 의자/침대 이동 총 10가지 영역을 관
찰과 면담을 통해 평가되며,21) 검사자 간 신뢰도는 .95이다.22)

4. 중재 방법 

본 연구에서 실험군에게 적용한 진동자극은 진동자극기
(Thrive MD-01; Thrive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
였으며(figure 1), 진동자극기의 진동수는 91Hz, 진폭은 
0.2mm 이었다.14) 실험군의 팔굽 굽힘근(Biceps brachii)과 
손목굽힘근(Flexor carpi muscle)에 연구자가 직접 진동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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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rive MD-01; Thrive Co., Ltd, Osaka, Japan 
and Experimental posture (without sandba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f Two Groups (n=23)

Ex(n=12) Co(n=11) X2/Z

Age, yr±SD 60.75±8.97 59.54±10.04 .304(t)

Gender, n(%)
Male 8(67%) 8(73%)

.100
Female 4(33%) 3(27%)

Hemiplegia side, n(%)
Right side 7(58%) 7(64%)

.068
Left side 5(42%) 4(36%)

Stroke type, n(%)
Ischemic 7(58%) 8(73%)

.524
Hemorrhagic 5(42%) 3(27%)

Lesion location, n(%)

Cortical 3(25%) 3(27%)

.577Subcortical 8(67%) 6(55%)

Brainstem 1(8%) 2(18%)

Stroke onset period, months±SD 21.47±71.21 18.36±15.08 -.493

MMSE±SD 28.33±2.10 27.54±2.20 -.838

*: P＜.05
Ex: Experimental group, Co: Control group

기를 부착하였으며, 한 회기당 20분간 수행하였다.13,14,17) 진
동자극 동안, 대상자들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아래팔과 손
을 편안하게 위치한 상태에서 자마악력계를 잡고 전방에 위치
한 거울을 보며 최대 잡는 힘의 10~20%힘을 사용하면서 잡
도록 하였다.13,23,24) 연구자는 대상자들이 중재를 받는 동안 
10~20%의 힘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였다.

진동자극 적용방법은 진동자극기의 머리부분과 대상자의 
환측 팔굽 굽힘근, 손목 굽힘근에 위치시킨 후 스트렙을 이용
하여 묶었다. 진동자극 동안 자극 위치가 달라지지 않도록 
2kg의 모래주머니를 진동자극기 목 부분에 올려 고정하였다
(figure 1). 대조군에게는 진동자극이 적용되지 않는 중재를 
실시하였다.

5. 자료 및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v.18, IBM,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집단간 일반적 정보는 카이제곱 검정
(Chi-square test)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만-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통해 동질성을 
검정하였으며, 콜모고로프 검정(Kolmogorov-Sminov test)

을 실시하여 정규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순위 척도인 FMA, 

BBT, MBI는 비모수 검정을 시행하였고, 비 척도인 JAMAR 

hand dynamometer는 정규성을 만족하여 모수검정을 시행
하였다. 사전 평가에서의 집단 간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T검
정(Independent T-test), 만-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사용하였고, 집단 내 중재 전, 2주후, 종료 2주 후 
유의성 파악은 프리드만 검정(Friedman test)과 반복측정분
산분석(Repeated measure on way ANOVA)를 적용하였
다. 각각의 대응별 비교를 알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과 본 페로니 검정
(Bonferroni test)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05

로 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도 탈락자 3명을 제외한23명으로 진동
자극 그룹인 실험군 12명과 진동자극을 적용받지 않는 대조군 
11명으로 총 2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
간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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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MA, BBT, JAMAR hand dynamometer, MBI Score Before, 2 weeks and 2 weeks after intervention

T0 T1 T2 X2(F)

F

M

A

total

Ex M±SD 37.08±10.32 38.00±9.93† 37.33±10.17‡ 10.231**

Co M±SD 43.82±11.89 44.91±11.44† 44.45±11.33 10.286**

Z -1.480 -1.510 -1.603

shoulder/elbow

/forearm

Ex M±SD 23.67±4.87 23.75±4.75 23.66±4.86 2.000

Co M±SD 26.91±6.27 27.09±6.38 27.00±6.29 3.000

Z -1.327 -1.296 -1.328

wrist

Ex M±SD 4.26±2.39 5.00±2.00† 4.66±2.26‡ 6.400*

Co M±SD 6.00±2.05 6.36±1.91 6.09±1.92 5.200

Z -1.504 -1.720 -1.568

hand

Ex M±SD 6.92±2.57 7.25±2.63 7.08±2.50 4.8000

Co M±SD 8.82±3.12 9.18±2.96 9.09±2.95 4.333

Z -1.585 -1.610 -1.798

coordination

Ex M±SD 1.83±1.03 2.00±1.12 1.91±1.08 3.000

Co M±SD 2.09±0.94 2.27±0.79 2.27±0.79 4.000

Z -.721 -.718 -1.006

BBT

Ex M±SD 12.83±7.58 16.67±7.80† 14.83±7.55†‡ 20.468**

Co M±SD 17.18±6.49 18.91±6.43† 17.82±6.78‡ 11.128**

Z -1.574 -.864 -.957

JAMAR hand 

dynamometer

Ex M±SD 10.93±5.05 13.78±6.32† 13.21±5.87 8.385*

Co M±SD 11.26±3.74 13.01±4.30† 11.55±3.59‡ 14.348**

t -.678 -.246 -.556

MBI

Ex M±SD 90.50±7.54 91.17±6.42 91.17±6.42 6.000

Co M±SD 90.91±8.83 91.45±8.02 91.36±8.18 6.500*

Z -1.087 -1.087 -1.056

*: P＜.05, **P＜.01
†: Significant compared with T0.  ‡: Significant compared with T1.
Ex: Experimental group, Co: Control group
T0: pre, T1: 2 weeks. T2: 2 weeks after intervention

2. 중재 기간에 따른 FMA, BBT, JAMAR hand 

dynamometer, MBI의 점수 비교 

중재 기간에 따라 FMA, BBT, JAMAR hand dyna-

mometer, MBI의 점수 비교 결과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2).

3. 중재 기간에 따른 FMA, BBT, JAMAR hand 

dynamometer, MBI의 변화량 비교

중재 기간에 따라 FMA, BBT, JAMAR hand dyna-

mometer, MBI의 변화량 비교 결과 BBT의 중재 전과 중재 
후 변화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또한 
JAMAR hand dynamomter의 중재 전과 중재 종료 2주후 

변화량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5)(Table 3).

Ⅳ. 고 찰 

뇌졸중 후 저하된 상지기능은 일상생활을 제한시키고, 나아가 
사회 참여도 감소 및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
문에 뇌졸중 환자에게 상지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중재방법
이 필요하다.25)

그 중 진동자극은 익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효
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입증되어 재활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26,27)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단기간 연구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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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FMA, BBT, JAMAR hand dynamometer, MBI Variances Before, 2 weeks and 2 weeks after intervention

T1-T0 T2-T1 T2-T0

F

M

A

total

Ex M±SD 0.92±0.79 -0.67±0.89 0.25±0.97

Co M±SD 1.09±0.97 -0.45±0.82 0.64±1.12

Z -.361 -.404 -.935

shoulder/elbow

/forearm

Ex M±SD 0.08±0.29 -0.08±0.29 0.00±0.00

Co M±SD 0.18±0.40 -0.09±0.30 0.09±0.30

Z -.685 -.063 -1.044

wrist

Ex M±SD 0.33±0.49 -0.33±0.49 0.00±0.43

Co M±SD 0.36±0.50 -0.27±0.65 0.09±0.30

Z -.149 -.144 -.578

hand

Ex M±SD 0.33±0.49 -0.17±0.39 0.17±0.58

Co M±SD 0.36±0.50 -0.09±0.54 0.27±0.65

Z -.149 -.343 -.463

coordination

Ex M±SD 0.17±0.39 -0.08±0.29 0.08±0.29

Co M±SD 0.18±0.40 0.00±0.00 0.18±0.40

Z -.094 -.957 -.685

BBT

Ex M±SD 3.83±2.44 -1.83±0.83 2.00±2.41

Co M±SD 1.73±1.42 -1.09±1.38 0.64±1.21

Z -2.325* -1.289 -1.445

JAMAR hand 

dynamometer

Ex M±SD 2.86±3.13 -0.58±0.97 2.28±2.98

Co M±SD 1.78±1.46 -1.46±1.27 0.28±0.53

t 1.075 1.896 2.189*

 MBI

Ex M±SD 0.67±1.23 0.00±0.00 0.67±1.23

Co M±SD 0.55±0.93 -0.09±0.30 0.45±0.93

Z -.265 -1.044 -.080

*: P＜.05, **P＜.01
Ex: Experimental group, Co: Control group
T0: pre, T1: 2 weeks. T2: 2 weeks after intervention

나, 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진동자극의 지속효과를 보는 연구
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뇌졸중 환자 23명을 대상으
로 손목 및 팔굽 굽힘근에 진동자극을 적용하여 손 기민성, 

장악력,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였고, 중재 
종료 2주 후에는 재평가를 통하여 진동자극의 지속효과를 알
아보았다.

Marconi, B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진동자극을 만성 
뇌졸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팔굽 굽힘근과 노쪽 손목 굽힘
근에 100hz의 진동자극을 적용했을 때 진동자극을 적용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상지기능의 향상을 보고하였으며, Conrad, 

M등(2011)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 10명에게 손목 굽힘근 힘
줄에 70Hz의 진동자극을 적용했을 때 FMA점수가 향상되었
다고 하였다.13,28)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그룹

내에서 FMA total점수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그러
나 FMA wrist항목은 실험군 그룹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향상을 보였다(P<.05). 이는 손목 굽힘근에 적용한 진동자
극이 손목기능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그룹내에서 BBT점수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는데(P<.05), 중재 전, 중재 후 변화량 비교에서는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5). 

이 또한 손의 외재근인 손목 굽힘근에 진동자극을 적용한 것
이 손목기능에 영향을 주었고, 손의 기민성을 평가하는 BBT

의 변화량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재 전과 중재 
종료 2주 후 변화량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실험
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BBT의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점은 진
동자극이 BBT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심선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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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연구에서 만성뇌졸중 환자 3명에게 손의 외재근인 
얕은 손가락 굽힘근에 90Hz의 진동자극을 적용했을 때 BBT

점수의 유의한 향상을 보았는데, 15) 이는 진동자극이 BBT점
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대조적으로 유은
영 등(2014)의 연구에서는 2주간 팔굽 굽힘근에 150Hz의진
동자극을 총 10회 적용하였으나 FMA와 BBT의 점수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17) 이는 손의 기민성에 영향을 주는 손의 외
재근에 진동자극을 주지 않아 점수변화를 확인하지 못했을 것
이다.29)

JAMAR hand dynamometer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는데(P<.05), 중재 전과 중재 종료 2주 후 
변화량 비교에서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향
상을 보았다(P<.05). Noma,T(2012)의 연구에서 팔굽 굽힘근
과 손목 굽힘근 힘줄, 손바닥에 91Hz의 진동자극을 5분간 적
용했을 때 MAS와 F-wave 값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배세
현과 김경윤(2011)의 연구에서는 91Hz의 진동자극을 팔굽 
굽힘근과 팔굽 폄근에 적용했을 때 F-wave 값이 감소하였으
며, Marconi, B(2011)의 연구에서는 100Hz의 진동자극을 
손목 및 팔굽 굽힘근의 적용했을 때 MAS 점수가 중재 종료 
2주 후에도 유의한 향상을 보았다.11,13,14) 이는 진동자극이 근 
긴장도 감소에 효과적이고 중재 종료 후에도 지속효과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동자극 역시 근 긴장도
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하여 손목의 운동성과 안정성이 증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는 장악력의 
각도는 손목의 30도 폄으로,30) 근 긴장도의 감소는 손목의 각
도를 변화시키고 이는 장악력 향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
다.31)  Conard, M 등(2011) 의 연구에서는 손목 굽힘근 힘
줄에 진동자극을 적용하였을 때 장악력의 향상되었는데, 28) 

이는 진동자극이 장악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다. 본 연구에서 진동자극을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역시 
JAMAR hand dynamometr 점수의 향상을 보았다. 이는 지
속적으로 10~20%의 힘을 내면서 자마악력계를 잡는 훈련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23,24) 

본 연구를 통하여 손목 및 팔굽 굽힘근에 진동자극이 만성 
뇌졸중 환자의 손 기민성과 장악력에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일상생활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대상자들이 비교적 MBI점수가 높았으며, 뇌졸중 환자 
대부분이 비 손상측 손으로 수행되므로,32) 손상측의 진동자극 
적용만으로는 점수의 향상을 보기에는 어려웠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일상생활활동 점수가 낮은 대상자에게 진동자극을 적용
하여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진동자극 적용이 근 긴장도의 변
화를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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