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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에서 상실된 감각기능을 보조할 목적으로 촉감이나 온열감을 사용하며, 시각장애
인은 정상인과 비교하여 촉감인지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에서 감각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온열감제시장치를 개발할 목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
인지능을 측정하였다. 연구실에서 개발한 온열감제시장치를 이용하여 온자극과 냉자극을 다섯 개의 손가
락에 가하였을 때 열통, 온감, 냉감, 냉통에 대한 온도역치를 측정하였다. 온열감인지능에 대한 남자와 여
자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측정된 다섯 개의 손가락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인에서 열통, 온
감, 냉감, 냉통에 대한 다섯 손가락의 역치온도 범위는 각각 43.2~44.9℃, 35.0~36.0℃, 23.1~23.8℃,
15.1~15.8℃이었으며, 시각장애인에서는 각각 43.0~43.7℃, 33.2~34.5℃, 22.5~23.9℃, 14.4~15.8℃이
었고, 또한 청각장애인에서는 각각 42.5~43.2℃, 34.1~34.6℃, 22.0~23.6℃, 15.0~16.1℃으로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감각온열범위는 정상인 23.8~35.0℃, 시각장애인
22.9~33.2℃, 그리고 청각장애인 23.6~34.1℃로 실험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인지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에서 온열감제시장치를 이용할 경우 열통, 온감, 냉감, 냉통의 역치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또한 무감
각온열범위의 온도는 사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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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열감의 장애는 말초신경 또는 중추신경의 손상을 갖는 많은 신경질환 환자에서 동반된다.
인간은 차고(cold), 서늘하고(cool), 따뜻하고(warm), 뜨거운(hot) 4가지의 뚜렷한 온열감을
감지한다. 이러한 감각은 정상적인 피부온도 32℃와 외부 대기의 온도 혹은 신체에 접촉하는
물체의 온도와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피부온도가 31~36℃ 범위에서 느리게 변화한다면 온열
감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31℃ 이하에서는 서늘함에서 차가운 느낌으로 진행하고, 10~1
5℃ 범위에서는 통증으로 감지한다. 또한 36℃ 이상에서는 따뜻함에서 뜨거움으로 진행하고
45℃에서는 통증으로 감지한다. 온열감을 감지하는 온도수용기는 체내에서 냉수용기가 온수용
기보다 3~10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체의 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입술은 냉점
(cold spots)이 15~25개/cm2,손가락은 3~5개/cm2,몸통은 1개/cm2이하의 분포를 보인다
(McKemy, 2007). 온도수용기는 자유신경종말에 위치한 일시적 수용기전위(transient receptor
potential; TRP) 이온통로이며 온열자극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Schepers & Ringkamp,
2009), 온도수용기에서 생성된 전기신호는 Aδ와 C 구심성섬유를 통하여 척수의 전측방신경계
(anterolateral system)를 따라 상행하여 시상을 거쳐 대뇌피질에 도달한다(Kandel et al., 2013).
최근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에서 상실된 감각을 대체할 목적으로 촉각을 이용하고 있
다. 피부를 소통의 채널로 이용할 경우 촉각제시장치의 자극 주파수와 강도를 변조시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Jones & Sarter, 2008). 즉, 응급상황에서는 촉감자극의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반면에 주의상황에서는 촉감자극의 주파수를 감소시킴으로 진동자극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정보
를 상위중추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촉각제시장치에 온열감을 추가할 경우 보다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은 정상인보다 촉각인지능이 향상되
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각피질 또는 청각피질이 촉각자극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신경가소
성으로 설명하고 있다(Levanen et al., 1998; Goldreich & Kanics, 2003, 2006). 즉, 시각장애
인이 점자해독을 위한 손가락 끝의 반복적인 사용은 대뇌의 체성감각피질에서 손가락 끝을 지
배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단일형 가소성(unimodal plasticity)을 동반한다(Sterr et al., 1999).
또한 시각장애인에서는 대뇌의 시각피질 영역이 촉감인지 과정에 관여하며, 정상인에서도 5일
동안 시각을 차단하면 시각피질 영역이 촉감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교차형 가소성(crossmodal
plasticity)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scual-Leone & Hamilton, 2001).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진동촉감자극기를 이용하여 손가락과 손바닥에서촉감인지능을
측정한 결과 정상인과 청각장애인은 60 Hz, 시각장애인은 80 Hz에서 높은 인지능을 보임으로
상실된 감각기능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3). 이러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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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상실된 감각기능의 종류에 따라 온열감의 인지능 또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촉
감과 온열감은 각각 촉감수용기와 온열감수용기가 감지하여 중추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 신
경로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 감각은 말초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진동촉감자극기를 이용하여 촉감인지능을 평가할 때 진동주파수를 명확하게 감별하기 위
해서는 정확한 진동주파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처럼 온열감인지능을 평가할 때도 온열자극기
의 정확한 온도 제시와 측정, 그리고 재현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상실된 감각기능을 보조할 목적으로 온열감을
이용한 감각제시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용하기 편리하고 재현성이
높은 온열감제시장치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인지능에 대한 특성을 추
구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대조군 51명(남 24명, 여 27명, 평균 20.5±10.7세), 시각장애군
38명(남 17명, 여 21명, 평균 21.8±12.5세), 청각장애군 33명(남 18명, 여 15명, 평균
18.7±8.5세)를 대상으로 온열감을 측정하였다. 실험의 신뢰성과 유의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모든 피험자에 대하여 한 사람의 검사자가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과정은 원광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였다(WKIRB-201308-SB-001).

2. 온열감 역치온도 측정

온열감제시장치를 이용하여 다섯 개의 손가락 말단부에서 시행하였다. 온열감제시장치는 교
육과학기술부의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에서“복합감각형 시각 및 청각보조시스템 기술 개
발”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온열감 제시장치는 전류의 흐름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Peltier에 온도감지센서를 연결하여 10~48℃ 범위에서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온도의 최
대상승속도는 10℃/sec와 최대하강속도는 5℃/sec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극을 변조
하고 결과를 저장하였다. 일측 손에서 한 손가락의 말단 부위를 Peltier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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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온도를 측정한 후 자극온도가 상승하여 피검자가 온감(warm sense)을 감지하는 순간 반
대측 손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면 자극온도는 하강하고, 자극온도가 하강하여 피검자가 냉
감(cool sense)을 감지하는 순간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면 자극온도는 다시 상승한다. 피검자가
온감과 냉감을 감지하는 순간의 온도가 각각 온감과 냉감에 대한 역치온도이며, 이러한 온도자
극을 5회 반복한다. 자극온도의 변화를 한층 증가시켜 피검자가 열통(heat pain)을 감지하는
순간과 냉통(cold pain)을 감지하는 순간의 온도를 각각 열통과 냉통에 대한 역치온도로 하였
으며, 이러한 온도자극을 5회 반복하였다. 온열자극의 반복에 의한 감각수용기의 피로와 적응
을 배제하기 위하여 온감온도역치와 냉감온도역치를 측정한 후 열통과 냉통에 대한 역치온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
과 예비실험을 연습한 후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Fig. 1).

<Fig. 1> Measurement of thermal threshold. Upper pannel shows thermal stimulator
which was composed of a heat generator and a display system. A finger touches on
Peltier in the heat generator and detects thermal senses. In lower pannel shows that
thermal threshold of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was measured in a display
system. In warm vs cool, upper peak shows the threshold of warm and lower peak
shows the threshold of cool. In heat pain vs cold pain, upper peak shows the
threshold of heat pain and lower peak shows the threshold of col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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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온열감자극에 대한 인지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검자가 5회의 반복실험에서 주관적으로 인
지한 온감, 냉감, 열통, 냉통에 대한 온도를 평균하여 각각의 인지감에 대한 역치온도를 산출하
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자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검정 후 Post HOC Test를 이용하여 다중비교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를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성별과 측정부위에 따른 온열감 인지능의 비교

<Fig. 2>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rmal acuity of control group.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was not observed in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Also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ive fingers was not
observed. 1st, 2nd, 3rd, 4th, and 5th represent 1st finger, 2nd finger, 3rd finger, 4th
finger, and 5th finger, respectively. Number of subject was 24 in male and 27 in
female.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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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감 인지능에 대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측정 부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목적으로 정상
인의 다섯 손가락에서 열통, 온감, 냉감, 냉통에 대한 역치온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손가락의
열통, 온감, 냉감, 냉통에 대한 역치온도에서 남자는 각각 44.7, 35.8, 23.8, 15.7℃, 여자는 각각
44.0, 35.0, 23.5, 15.8℃로 남자와 여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열통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역치온도에서 남자는 각각 44.7, 44.4, 44.3, 43.3, 45.
2℃, 여자는 각각 44.0, 42.8, 43.0, 44.2, 43.9℃를 보여 측정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Fig. 2).

2.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 인지능의 비교

<Fig. 3> Thermal threshold of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in five fingers
of control, blind, and deaf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ive
fingers in each group. 1st, 2nd, 3rd, 4th, and 5th represent 1st finger, 2nd finger, 3rd
finger, 4th finger, and 5th finger, respectively. A, control group; B, blind group; C,
deaf group. Number of each group was 51 in control group, 38 in blind group, and
33 in deaf group. Values are mean±SD.

온열감 인지능에서 남녀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였다. 열통,
온감, 냉감, 냉통에 대한 다섯 손가락의 역치온도 범위는 정상인에서 각각 4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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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6.0℃, 23.1~23.8℃, 15.1~15.8℃로 측정부위에 따른 역치온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며, 시각장애인에서는 각각 43.0~43.7℃, 33.2~34.5℃, 22.5~23.9℃, 14.4~15.8℃로 측정
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또한 청각장애인에서는 각각 42.5~43.2℃, 34.1~34.6℃,
22.0~23.6℃, 15.0~16.1℃로 측정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 인지능의 차이를 비교할 목적으로 둘째 손가락
에서 열통, 온감, 냉감, 냉통에 대한 역치온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인은 각각 44.3℃, 35.2℃,
23.8℃, 15.2℃, 시각장애인은 각각 43.3℃, 33.7℃, 23.3℃, 15.4℃, 청각장애인은 각각 43.
2℃, 34.5℃, 23.0℃, 15.1℃로 실험군간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Fig. 4> Comparison of thermal threshold among control, blind, and deaf groups.
Thermal threshold of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was assessed in the 2nd
finger of control, blind, and deaf groups. An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among three groups. Number of each group was 51 in control group, 38
in blind group, and 33 in deaf group. Values are mean±SD.

3. 무감각 온열 범위

무감각온열범위(indifferent thermal zone)는 온열감각이 나타나지 않는 온도의범위를 의미하
고, 온감역치온도와 냉감역치온도 사이의 범위 값이다.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무
감각온열 범위를 측정한 결과 정상인은 23.8~35.0℃, 시각장애인은 22.9~33.2℃, 그리고 청각
장애인은 23.6~34.1℃ 범위의 온도에서 온열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무감각온열 범위는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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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5).

<Fig. 5> Indifferent thermal zone was analyzed in control, blind, and deaf groups.
Indifferent thermal zone represents the range of temperature between threshold of
cool and threshold of warm, which can not be detected any thermal sense by
subject.

Ⅳ. 고안

피부에 주어진 온열감각은 적합한 작업온도에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하는 체온조절신호를 제
공하며, 유해한 온도자극을 감지하고, 촉감을 통하여 사물을 구별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한다
(Schepers & Ringkamp, 2009). 이러한 온열감각은 열통, 온, 냉, 또는 냉통자극이 피부에 주
어졌을 때 자유신경종말로 이루어진 온도수용기에서 신호변환작용에 의하여 전기신호가 발생하
여 Aδ와 C 구심성신경을 통하여 척수의 전측방신경계를 거쳐 상행하여 시상을 거쳐 대뇌피질
에 도달하기 때문에 감각신경계의 기능을 평가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Kandel et al.,
2013). 온열자극을 감지하는 온도수용기와 신호를 전달하는 구심성신경은 온열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온도수용기는 자유신경종말의 말단 부위에 부착된 일시적 수용기전위 이
온통로(TRP ion channel)이며, 인간에서 28 종류의 TRP channel이 존재하고, vanilloid TRP
channel (TRPV), melastatin TRP channel (TRPM), ankyrin transmembrane protein channel
(TRPA)가 널리 알려져 있다(Pedersen et al., 2005).
냉자극은 20~30℃ 범위에서 TRPM8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cKemy et al.,
2002; Peier et al., 2002), 박하(menthol)와 같은 물질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 C 신경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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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중추로 전달된다. 온자극은 TRPV3를 활성화하며, 인간에서는 33℃ 이상에서 수용기가
활성화되고, 장뇌(camphor)가 TRPV3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qrich et al.,
2005). 온자극은 평균 1 m/s의 전도속도를 갖는 C 신경섬유를 통하여 중추로 전달된다(LaMotte
& Campbell, 1978). 냉자극이나 온자극과 달리 유해자극으로 분류되는 냉통은 10~18℃ 이하
의 자극에서 인지되며, TRPA1 수용기가 활성화되어 Aδ와 C 신경섬유를 통하여 중추로 전달
된다. TRPA1은 icilin에 의해서 활성화된다(Kwan et al., 2006). 열통은 TRPV1과 TRPV2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되어 Aδ와 C 신경섬유를 중추로 전달되며, 이들 수용기는 약 43℃ 이
상의 자극에 의하여 활성화되고 capsaicin에 의하여 활성화된다(Caterina et al., 1997).
온열감인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장치는 Fruhstorfer
등(1976)이 고안한 Marstock 방법을 변형하여 고안한 장치로 피검자 본인이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즉, 피부온도에서 시작하여 자극장치의 온도가 상승할 때 피검자가 온감 또는 열통을 느
끼는 시점에 컴퓨터의 키보드를 누르면 온도가 하강하여 냉자극을 시작한다. 피검자가 냉감 또
는 냉통을 느끼면 키보드를 누르고, 이후 다시 온도는 자동으로 상승하여 열자극을 가한다. 이
처럼 온자극과 냉자극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피검자 본인이 조절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자극기는 주관적으로 온열감을 판
단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측정이 간편하여 빠르고 재현성이 좋으며,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 질환의 정도를 평가하는 민감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열감
을 제시하는 Peltier가 자극기에 고정되어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를 Peltier에 접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같은 선택적인 부위 만을 자극할 수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온열감
을 측정할 경우 고려할 점은 통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감각수용기가 자극에 대하여 쉽게 적응하
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강한 자극 후에 약한 자극은 인지하기 어렵다(Kandel et al.,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처음에 온감과 냉감을 측정한 후 열통과 냉통을 측정하여 감각
수용기의 적응현상을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고, 또한 다섯개
각각의 손가락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Kim 등(2013)이 보고한 진동촉감자극에 의한 연
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단, 진동촉감자극에서 손바닥은 손가락과 비교하여 진동촉감자극에 대한
인지능이 감소함을 보여 온열자극에서도 손바닥은 손가락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지만 실
험방법의 제한성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정상인은 냉자극의 온도역치범위가 23.1~23.8℃,
온자극은 35.0~36.0℃, 냉통자극은 15.1~15.8℃, 열통자극은 43.2~44.9℃의 온도역치범위를
보여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유사하였다(Kandel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23.8~35.0℃
범위의 온도자극에서는 모든 손가락이 온열감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감각온열범위에 해당며,
15.1℃ 이하와 44.9℃ 이상에서는 모든 손가락이 온열감이 아닌 통증으로 감지하고 있음을 시

166 視覺障碍硏究(2014) 30卷 1號

사한다.

시각장애인에서

온열감에

대한

온도역치범위는

냉자극

22.5~23.9℃,

온자극

33.2~34.5℃, 냉통자극 14.4~15.8℃, 열통자극 43.0~43.7℃를 보였고, 무감각온열범위는
23.9~33.2℃를 보여 모두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촉감인지능이 정상인과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와는 상이하였다(Goldreich & Kanics, 2003;
Park et al., 2011; Kim et al., 2013). 즉, 시각장애인은 정상인보다 촉감인지능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말초신경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촉감인지능은 현저하게 감소됨이 보고되어(Lord et al, 1993; Boven & Johnson, 1994;
Park et al, 2011)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의 합병증에 의한 시각장애인은 제외하였다. 시각장
애인의 촉감인지능이 정상인보다 우수함은 대뇌 체성감각피질에서 특정 부위의 지배영역이 확
장되거나 시각파질영역이 촉감인지 과정에 관여하며 (Sterr et al., 1999; Pascual-Leone &
Hamilton, 2001), 형태식별에 관여하는 체성감각영역의 신경로가 정상인과 다르게 변경되어 있
음에 보고되었다(Sadato et al., 1998). 그러나 온열감의 경우는 촉감처럼 생명 위협에 직접적
인 연관성을 갖지 않으며, 열통과 냉통처럼 유해한 자극은 통증신호로 처리되기 때문에 중추신
경계내에서 가소성의 발생기전이 촉감과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청각장애인에서 온열
감 온도역치범위와 무감각온열범위는 정상인 또는 시각장애인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으
므로 청각장애인이 촉감 인지능에서 정상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Park
et al., 2011; Kim et al., 2013).
결론적으로 온열감인지능은 정상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
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서 온열감제시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열통, 온감, 냉감, 냉통의 역치
온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또한 무감각온열자극범위의 온도는 사용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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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thermal acuity in blind and deaf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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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ctile or thermal sensory substitution is applied to persons with sensory loss of
vision or hearing. It has been known that the blind has more sensitive tactile acuity
than the normal person. In this study, thermal acuity was assessed in groups of
control, blind and deaf to investigate a thermal display system for blind and deaf.
Thermal threshold on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was measured by
home-made thermal stimulator in five fingers. Thermal acuity in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among five fingers.
Range of threshold of heat pain, warm, cool, and cold pain in five fingers was
43.2~44.9℃, 35.0~36.0℃, 23.1~23.8℃, 15.1~15.8℃, respectively, in control group,
43.0~43.7℃, 33.2~34.5℃, 22.5~23.9℃, 14.4~15.8℃, respectively, in blind group, and
42.5~43.2℃, 34.1~34.6℃, 22.0~23.6℃, 15.0~16.1℃, respectively, in deaf group.
Indifferent thermal zone was 23.8~35.0℃ in control group, 22.9~33.2℃ in blind
group, and 23.6~34.1℃ in deaf group, which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mal acuity does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ontrol, blind, and deaf groups. Thermal display system
for blind and deaf should be considered the thermal threshold and indifferent thermal
zone.
Key words : thermal threshold, blind, deaf, indifferent therm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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