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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림그림그림    차차차차례례례례    

 

Figure 1. 3-back verbal working memory task 

 

Figure 2. Correct rate after rTMS 

 

Figure 3. Error rate after rTMS 

 

Figure 4. Accuracy after rTMS 

 

Figure 5. Reaction time after rTMS 

 

Figure 6. Concentration and fatigue after rTMS 

 

Figure 7. Correct rate after tDCS 

 

Figure 8. Error rate after tDCS 

 

Figure 9. Accuracy after tDCS 

 

Figure 10. Reaction time after tDCS 

 

Figure 11. Concentration and fatigue after 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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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입력된 정보를 유지하는 여러 복잡한 과정 중, 입력된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하여 장기간 기억, 언어 학습 및 실행 기능에 기초가 

되는 과정을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경두개직류자극 

같은 비침습적 경두개 뇌자극술은 뇌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는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자극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비침습적인 뇌 자극 방법을 

이용하여 기억 기능이 일시적으로 향상 또는 억제된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나, 기억 기능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자극 영역, 자극 시간 및 자극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 발표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은 운동 역치의 100%, 

10Hz 로 1000 회 자극하였고, 경두개직류자극은 1mA 로 30 분 자극하여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극 정도 및 효과 지속 시간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으로 1000 회 자극 후, 정답율 및 정확도가 자극 

전과 500회 자극 후에 비해 향상되었다(p<0.05). 

2.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효과는 자극 종료 후 30 분까지 

유지되었다(p<0.05). 

3.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에 의해 오답율 및 반응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4. 경두개직류자극으로 20 분 자극 후, 정답율 및 정확도가 자극 전과 

10 분 자극 후에 비해 향상되었다(p<0.05). 30 분 자극 후에는 20 분 자극 

후에 비해 정답율 및 정확도가 계속 향상되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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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두개직류자극 효과는 자극 종료 후 30분까지 유지되었다(p<0.05). 

6. 경두개직류자극에 의해 오답율 및 반응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7. 두 가지 자극을 하는 동안 특이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은 작업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뇌 자극 방법으로 

생각되며, 작업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전두엽은 효과적인 자극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작업 기억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 역치의 

100%, 10Hz 로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을 하였을 때 1000 회 자극이 

필요하며, 1mA 로 경두개직류자극을 하였을 때 20 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두 자극 종료 후 30 분까지 작업 기억 향상 

효과가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 

핵심 되는 말 : 비침습적 경두개 뇌자극술,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경두개직류자극, 인지 기능, 작업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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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박 창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온  석  훈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인간의 기억 기능은 뇌의 어느 일부분의 단편적인 작용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피질과 피질하 구조의 복잡한 신경망에 의해서 인간의 

기억은 유지된다.1 뇌 기능을 영상화 할 수 있는 양전자단층촬영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자기뇌파검사 등이 발전하면서 기억 과제 수행에 관여하는 

뇌신경 구조가 밝혀지고 있다. 기억은 여러가지 독립적인 과정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짧은 시간 동안 입력된 정보를 유지하며 장기간 기억, 

언어 학습 및 실행 기능에 기초가 되는 과정을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2 

작업 기억은 주로 전전두엽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연구를 

보면 전전두엽은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신경망의 한 부분이며 두정엽-

측두엽 연결부위, 띠이랑(cingulated gyrus), 둘레엽(limbic area), 시상 및 

기저핵 등이 전전두엽과 함께 광범위한 신경망을 이루어 작업 기억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3,4 또한, 언어 작업 기억은 좌뇌, 시공간 작업 기억은 

우뇌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인간의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기억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물론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서도 학습 능력 증진 등을 

위해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인지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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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약물과 심리 치료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두개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경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같은 

비침습적 뇌자극술을 이용한 기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뇌신경재활과 인지과학 영역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경두개자기자극은 1985 년 Barker 등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인 

적용방법을 소개한 이후 대뇌피질의 흥분도를 측정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경두개자기자극은 두피 외측에 위치한 

전자기 코일을 이용하여 단시간 지속하는 자기장을 생성시키고, 자기장 

파동의 변동 에너지를 대뇌 피질로 전달하여 신경세포의 탈분극을 

유도하는 방법이다.7-9 이러한 경두개자기자극 파동을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repeatitive TMS, rTMS)이라 하며 

감각운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가 1993년 처음 발표되었다.10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방법이 고안된 이후 자기자극을 다양한 빈도 및 

강도로 대뇌 피질부에 가해주어 대뇌 피질의 흥분도를 일정 기간 변화시켜 

줌으로써 여러 질환의 치료법으로 적용되었다. 초기에는 정동장애, 

강박장애, 틱, 수면장애 같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로 많이 

연구되었다.11-14 그리고, 운동 피질 흥분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피질척수로의 

흥분도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운동 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으며, 뇌질환이나 척수손상 후 마비 부분의 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15-18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이 인지 신경망의 연구에 처음 쓰인 것은 1994 년 

Pascual-Leone 등의 연구이며, 이들은 배측외측전전두엽(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에 반복적으로 경두개자기자극을 가하여 그 부위의 

대뇌 활성도의 저하를 유도하여 단기 기억력의 수행 정도가 저하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단기 기억력에 외측전전두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발표하였다.19 이후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관련된 과제 모듈이 

개발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인과 뇌졸중 환자에게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을 실시한 연구에서 운동기능 및 실행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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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두개직류자극은 2000 년 Nitsche 등에 의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처음 발표되었고 경두개자기자극과 같이 비침습적으로 치료자가 

원하는 자극 부위, 시간 및 정도를 선택하여 대뇌 피질의 흥분도를 조절할 

수 있다.25 경두개직류자극은 극성에 따라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양극자극은 뇌 피질의 흥분도를 증가시키고, 음극자극은 반대로 

감소시킨다. 경두개직류자극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2001 년 Antal 등은 정상인의 뇌 일차운동영역을 자극하여 시공간 

지각기능이 향상됨을 발견하였고, 2004 년 Marshall 등은 정상인의 배측 

전두엽을 자극하여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26-28 작업 

기억에 대한 연구로 Fregni 등은 정상인의 좌측 전전두엽에 1mA 로 

10 분간 자극하여 작업 기억이 향상됨을 보고하였고, Boggio 등은 파킨슨 

병 환자의 좌측 전두엽에 2mA 로 20 분간 자극하여 작업 기억력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29,30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은 모두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이지만 서로 상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경두개자기자극은 작은 면적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어 뇌지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경두개직류자극은 시술이 간단하고 동시에 넓은 

면적을 자극할 수 있으며 또한 시술 중 두통이나 안면근육 수축과 같은 

불쾌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31 

이와 같이 기억 향상에 대한 두 가지 자극 방법의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은 첫째, 기억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뇌신경망 

중 효과적인 자극 영역, 둘째, 효과적인 자극 시간 및 강도, 셋째, 자극과 

기억 향상의 양적 관계 및 지속시간에 대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 부위를 작업 기억 신경망으로 알려진 뇌 

영역 중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으로 직접 자극이 가능한 

전전두엽으로 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자극 후 기억의 변화 정도와, 자극 

효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상인을 대상으로 

기억 기능의 향상을 위한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추후 환자에게 적용할 임상적인 기초 지식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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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 명의 건강한 20-30 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0 명씩 무작위로 

경두개자기자극을 받는 군과 경두개직류자극을 받는 두 군으로 나누었다. 

경두개 자기자극군은 평균 나이 25.2 ± 5.45 세, 남자 4 명, 여자 

6 명이었고, 경두개 직류자극군은 평균 나이 26.6 ± 3.95 세, 남자 2 명, 

여자 8 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우측 손이 우세 손이었고, 대학생 혹은 

대졸 학력이었다. 

약식정신상태 검사 상 30 점을 받는 사람, 손의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인공 심박기를 사용하는 사람, 두개 내 

금속물을 삽입한 사람, 간질의 과거력이나 현재 간질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정신과적 질환의 과거력이나 현병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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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언어성언어성언어성언어성    작업작업작업작업    기억기억기억기억    평가평가평가평가 

이전의 연구들을 통하여 유용성이 입증된 "n-back task"를 응용한 "3-

back verbal working memory task"를 사용하였다.30,32 SuperLab Pro 2.0 

소프트웨어(Cerus Corporation, San Pedro, USA)를 이용하여 "가, 나, 

다, ..." 등의 한글이 900msec 동안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고 100msec 

후 다음 글자가 나타나도록 프로그램화하였다. 피험자는 제시되는 

글자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서 제시되었던 글자와 같은 글자가 

두 글자를 사이에 두고 세 번째 다시 제시되면 인지하는 즉시 왼쪽 

손가락으로 자판의 space bar 를 눌러서 반응하도록 하였다(Figure 1). 

90 개의 글자가 제시되었고 이 중 30 개가 반응하여야 하는 목표 글자였다. 

실험 중 각 평가마다 모두 다른 순서의 글자가 제시되었다. 평가 후 전체 

목표 글자 30 개 중 피험자가 올바르게 반응한 수의 비를 계산하여 

정답율을 측정하였고,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글자 60 개 중 틀리게 반응한 

수의 비를 계산하여 오답율을 측정하였으며, 정답율에서 오답율을 

감산하여 정확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목표의 글자가 모니터에 제시된 후 

피험자가 space bar를 누를 때까지의 반응시간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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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back verbal working memory task 

    

소소소소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반응반응반응반응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1111초초초초    

다다다다    

머머머머    

루루루루    

다다다다    

가가가가    

루루루루    

보보보보    

반응반응반응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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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 ) 반복반복반복반복    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  

경두개자기자극기는 Magstim Rapid2(Magstim, Whitland, UK)를 

사용하여 직경 50 mm 의 8 자형 코일을 이용하였다. 피험자의 우측 첫 

번째 등쪽 골간근(1st dorsal interosseous)에 기록전극을 부착한 후, 1cm 

간격으로 표시한 천을 두피에 고정하고 자극을 실시하였다. 가장 낮은 

강도에서 가장 큰 운동유발전위가 유발되는 부위(hot spot)를 찾은 후, 

10 회 자극하여 진폭이 50 uV 이상인 운동유발전위가 5 회 이상 유발되는 

최소 강도를 운동 역치로 하였다. 자극 강도는 안정시 운동 역치의 

100%로 하였고 자극 빈도는 10Hz 로 하였다. 좌측 전전두엽을 자극하기 

위해 국제 10/20 EEG 기록법에 의거하여 F3 지점을 자극하였다. 자극은 

5 초간 실시하고 55 초 휴식기 후 다시 자극하는 양식으로 20 번 반복하여 

총 1,000 회 자극하였다. 위 자극은 코일을 두피에 수직으로 하여 실제로 

자기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피험자는 진동을 느끼게 되어 위 

자극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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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 ) ) 경두개직류자극경두개직류자극경두개직류자극경두개직류자극  

경두개직류자극기는 Phoresor PM850(IOMED, Salt Lake City, USA)을 

사용하였고 양극, 음극 각각 5 × 5cm 스폰지로 된 전극을 이용하였다. 

좌측 전전두엽을 양극 자극하기 위해 양극 전극을 국제 10/20 EEG 

기록법에 의거하여 F3 지점에 붙이고, 음극 전극은 우측 안와 위 이마에 

붙였다. 자극 강도는 1mA, 자극 시간은 30 분으로 하였고, 위 자극은 

10 초 자극 후 자극 강도를 천천히 줄여 환자가 모르게 자극을 정지하여 

실제로 전기자극이 거의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전극은 실제 자극과 

같이 30 분간 계속 머리에 붙여 놓아 피험자가 위 자극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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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실험실험실험실험    고고고고안안안안    

참가자는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군과 경두개직류자극군에 무작위 

분포되었고 각 군에서 실제 자극과 위 자극 실험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교차연구고안(cross over study design)을 적용하였다. 실제 자극과 위 

자극의 순서는 각 참가자에게 무작위로 적용시켰고, 실제 자극과 위 

자극의 사이에 2 주의 간격을 두어 앞의 자극의 효과가 뒤의 자극에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각 피험자는 실험에 들어가기 전 실제 작업 기억 

평가와 다른 글자 배열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연습하여 

정확도가 평형상태에 이르도록 친숙화 과정을 거쳤다. 

작업 기억 평가는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군에서 자극 전, 500 회 및 

1000 회 자극 후, 자극 종료 30 분 후에 실시하여, 자극 횟수에 따른 

반응과 자극 종료 후 반응 정도를 조사하였다. 500 회 및 1000 회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후 작업 기억 평가까지의 시간은 10 초의 간격을 두었다. 

경두개직류자극군에서는 자극 전, 10 분, 20 분 및 30 분 자극 후, 자극 

종료 30 분 후에 작업 기억 평가를 실시하여 자극 정도에 따른 반응과 

자극 종료 후 반응 정도를 조사하였다. 경두개직류자극군은 자극을 

받으면서 동시에 작업 기억 평가를 받았다. 

모든 참가자에게 각 평가마다 집중도(1~10 점)와 피로도(1~10 점)를 

조사하여 집중과 피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자극 

중과 자극 후에 피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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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결과결과결과결과    판독판독판독판독    및및및및    통계통계통계통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 후 실제 자극과 위 자극에 

따른 작업 기억 평가, 즉, 정답율, 오답율, 정확도, 반응시간의 변화를 

SPSS versio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with Bonferroni’s correction)을 통해 자극 정도에 

따른 양상을 비교하였다. 또한 자극 시간에 따른 집중도와 피로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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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1. 1. 1. 반복반복반복반복    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경두개자기자극    

    

1) 1) 1) 1) 정답율정답율정답율정답율    

자극 전 정답율은 실제 자극군이 0.69 ± 0.173, 위 자극군이 0.69 ± 

0.165 로 두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극 후에는 실제 자극군이 위 

자극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실제 자극군에서 

500 회 자극 후 정답율이 0.75 ± 0.122 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며, 1000 회 자극 후에는 정답율이 0.82 ± 0.117 로 

상승하여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자극 종료 30 분 후의 

정답율은 0.81 ± 0.133 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 자극 전에 비해 계속 

지속되었다(p<0.05). 그리고, 1000 회 자극 후의 정답율은 500 회 자극 

후의 정답율에 비해서도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p<0.05). 위 자극군에서는 

자극하는 동안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2).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두 군과 시간 요인(group ⅹ time factor interaction)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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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rrect rate after rTMS 



 - 13 - 

2)2)2)2)    오답율오답율오답율오답율    

오답율은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에서 모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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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rror rate after 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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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정확도정확도정확도정확도    

자극 전 정확도는 실제 자극군이 0.64 ± 0.187, 위 자극군이 0.64 ± 

0.190 으로 두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극 후에는 실제 자극군이 위 

자극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실제 자극군에서 

500 회 자극 후 정확도가 0.70 ± 0.141 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며, 1000 회 자극 후에는 정확도가 0.78 ± 

0.126 으로 상승하여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자극 종료 

30분 후의 정확도가 0.76 ± 0.160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 자극 전에 비해 

계속 지속되었다(p<0.05). 그리고, 1000 회 자극 후의 정확도는 500 회 

자극 후의 정확도에 비해서도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p<0.05). 위 

자극군에서는 자극하는 동안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4).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두 군과 시간 요인(group ⅹ time factor 

interaction)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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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curacy after 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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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반응반응반응반응    시간시간시간시간    

반응 시간은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에서 모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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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action time after 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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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집중도집중도집중도집중도    및및및및    피로도피로도피로도피로도    

집중도 및 피로도는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자극 경과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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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centration (a) and fatigue (b) after rTMS 



 - 21 - 

2. 2. 2. 2. 경두개경두개경두개경두개직류자극직류자극직류자극직류자극    

    

1) 1) 1) 1) 정답율정답율정답율정답율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두 군과 시간 요인(group ⅹ time factor 

interaction)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있었다(F=4.44, p<0.01). 자극 전 

정답율은 실제 자극군이 0.67 ± 0.146, 위 자극군이 0.67 ± 0.105 로 두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극 중 및 자극 후 실제 자극군에서 위 자극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실제 자극군에서 10 분 자극 

후 정답율이 0.72 ± 0.145 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20 분 및 30 분 자극 후에는 정답율이 순서적으로 0.79 ± 0.127, 

0.82 ± 0.110 으로 상승하여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자극 종료 30 분 후의 정답율은 0.80 ± 0.117 로 의미 있는 향상이 

지속되었다(p<0.05). 그리고, 자극 10 분부터 30 분 사이에는 각 구간별로 

의미 있는 향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p<0.05). 위 자극군에서는 모든 

검사 결과에서 의미 있는 향상이 보이지 않았다(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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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rrect rate after tDCS



 - 23 - 

2) 2) 2) 2) 오답율오답율오답율오답율 

오답율은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에서 모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8). 실제 자극군에서 자극 10 분부터 자극 종료 후 

30분까지 순서적으로 0.07 ± 0.035, 0.06 ± 0.029, 0.05 ± 0.041, 0.03 ± 

0.028 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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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rror rate after 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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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정확도정확도정확도정확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두 군과 시간 요인(group ⅹ time factor 

interaction)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있었다(F=5.46, p<0.01). 자극 전 

정확도는 실제 자극군이 0.61 ± 0.151, 위 자극군이 0.62 ± 0.098 로 두 

군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극 중 및 자극 후 실제 자극군에서 위 자극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실제 자극군에서 10 분 자극 

후 정확도가 0.66±0.151 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20 분 및 30 분 자극 후에는 정답율이 순서적으로 0.73 ± 0.126, 

0.77 ± 0.130 으로 상승하여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고, 

자극 종료 30분 후의 정답율은 0.78 ± 0.123으로 의미 있는 향상이 계속 

지속되었다(p<0.05). 그리고, 자극 10 분부터 자극 종료 후 30 분까지 각 

구간별 의미 있는 향상이 지속되었다 (p<0.05). 위 자극군에서는 자극하는 

동안 의미 있는 향상이 보이지 않았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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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ccuracy after 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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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반응반응반응반응    시간시간시간시간    

반응 시간은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에서 모두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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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eaction time after 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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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 ) 집중도집중도집중도집중도    및및및및    피로도피로도피로도피로도    

집중도 및 피로도는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자극 경과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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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ncentration (a) and fatigue (b) after tD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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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의 결과로 정상인에게 좌측 전전두엽을 고빈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과 경두개직류자극을 이용하여 양극 자극하였을 때 언어성 

작업 기억 과제 수행의 정확도가 위 자극군에 비해 의미 있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정확도의 상승은 오답율이나 반응시간과는 상관이 없었고, 

정답율의 변화와 양상이 비슷하게 진행되어 정확도의 향상은 주로 

정답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좌측 전전두엽이 언어성 

작업 기억에 중요한 뇌 피질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반응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 

반응시간은 모니터에 글자가 나타난 후 space-bar 를 누르기까지의 

시간이므로 손 운동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손의 섬세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기억 기능과 상관 없이 ‘3-back verbal working memory 

task’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 기능에 

의해 작업 기억력 검사의 정답율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의 

운동 및 감각 기능에 문제가 없고 우측 우세 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좌측 전전두엽을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 한 후 좌측 손가락을 

이용하여 space-bar 를 누르도록 하였다. 우측 손가락을 사용하였다면 

좌측 전전두엽 자극에 의해 좌측 뇌반구의 운동 신경망이 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반응시간의 변화가 일어나 정답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손 기능의 영향을 

배제하고 기억 기능만을 정확히 검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반응시간은 참가자의 신중함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율 및 

정확도의 향상이 반응시간의 연장과 동반되어 있었다면 정답율 및 

정확도의 향상이 기억 기능의 향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신중하게 검사에 참여하여 정답율 및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반응시간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답율 및 정확도의 향상은 참가자들의 신중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 

기억 기능의 향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업 기억 기능은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경두개직류자극 두 군에서 

모두 자극이 진행하면서 점차 향상되었고, 이 효과는 자극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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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분까지 지속되었다.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군에서는 500 회 자극과 

1000 회 자극 사이에 의미 있게 정답율 및 정확도가 상승하였고, 1000 회 

자극 종료 30 분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경두개직류자극군에서는 

자극 10 분부터 30 분까지 계속 의미 있게 정답율 및 정확도가 

상승하였고 자극 후 30 분에도 정확도는 계속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 

경두개직류자극군에서 정확도가 자극 후에도 계속 상승한 이유는 

경두개직류자극군에서 오답율이 자극 10 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자극 30 분에 비해 자극 후 30 분에 오답율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군 및 경두개직류자극군 모두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집중도와 피로도는 실제 자극군과 위 자극군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은 집중도나 

피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뇌 피질 자극에 의해 작업 기억 기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후 작업 기억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이전 연구 중 전전두엽에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을 하면서 기억 

기능을 검사한 연구에서는 모두 기억 기능이 감소하였다.33,34 Mottaghy 

등의 연구에서는 좌우 전전두엽을 각각 4 Hz 빈도와 안정 시 운동 역치의 

110 % 강도로 30 초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동안 작업 기억을 

검사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에서 작업 기억 기능이 감소하였다.33 Rami 

등의 연구에서도 좌측 전전두엽을 5 Hz, 안정 시 운동 역치의 90%로 

10 초간 자극하였을 때 작업 기억 기능이 감소하였다.34 또한, Mull 등은 

좌측 전전두엽을 안정 시 운동 역치의 115 % 강도로 한 번 

경두개자기자극하여 작업 기억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32 이는 

뇌 자극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가상의 뇌 병소(virtual brain lesion)” 

가 발생하게 되고,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이 일시적으로 전전두엽과 연결된 

뇌 신경망의 활성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35,36 그러나, 작업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Boroojerdi 등은 좌측 전전두엽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하면서 시행한 시공간 인지 유추 검사(visuospatial 

analogic reasoning test) 상 결과가 향상되어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중이라도 인지 기능의 향상이 증명된 경우도 있다.37 이러한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의 다양한 효과는 자극 빈도와 자극 강도 및 자극과 과제 



 - 33 - 

수행과의 시간 관계에 따라 각각 뇌신경망의 활성 또는 억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과는 달리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후 작업 기억 검사하기까지 10 초의 시간 간격을 

두었는데 이로 인해 “가상의 뇌 병소” 효과 없이 뇌신경망 활성 효과만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경두개직류자극은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에 비해 자극 영역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약한 전류를 이용하여 넓은 

영역을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regni 

등은 두 가지 자극 방법의 뇌 활성화 기전이 서로 다르며, 

경두개직류자극이 일정한 자극을 유도하기에 좀 더 유리한 뇌 활성화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0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은 직접 뉴런을 

탈분극 시켜 활동전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경두개직류자극은 세포의 안정막 전위에 약한 

변화를 유도하여 뉴런을 탈분극 역치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망을 

혼란시키지 않고 정보 처리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기전을 고려해 보면 운동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일차운동피질을 자극할 

때는 ‘hot spot’ 을 찾아 자극을 하므로 작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 인지 기능의 

조절을 위해 전전두엽을 자극 할 때는 넓은 영역을 한번에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경두개직류자극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작업 기억에 관여하는 뇌 

영역 중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과 경두개직류자극으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전전두엽 피질과 두정엽-측두엽 연결 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전두엽을 자극 부위로 선택하였고 앞으로 효과적인 작업 기억 향상 

기법 확립을 위해서는 두정엽-측두엽 연결 피질 자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자극 강도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yer 등은 정상인의 전전두엽을 2mA 로 경두개직류자극하여 일정시간 

동안 단어 발화 개수가 증가함을 밝힌 바 있고, Fregni 등은 척수 손상 후 

중심성 통증 환자에게 2mA 로 일차운동영역을 경두개직류자극하여 인지 

기능에 미치는 부작용 없이 통증 감소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38,39 즉, 

다양한 자극 강도를 적용하여 연구할 경우 인지 기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자극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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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군의 기억 기능 검사 횟수가 달랐다. 경두개자기자극군은 4 번, 

경두개직류자극군은 5 번 검사를 했기 때문에 두 자극의 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재활의학 분야에서 인지 기능의 손상은 매우 흔하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지기능장애의 치료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개입을 

극복할 수 있는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을 확립하는 것은 뇌질환 후 기능 

회복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상인에게 반복 

경두개자기자극과 경두개직류자극을 적용하여 기억 기능에 대한 향상 

효과를 고찰함으로서 기억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뇌자극 

기법을 확립할 수 있었다. 기억 기능의 향상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한 자극 기법은 반복 경두개자기자극의 경우 10 Hz, 안정시 운동 

역치의 100 %로 전전두엽을 자극했을 때 1000 회 이상 자극이 필요하며, 

경두개직류자극의 경우에는 1 mA 로 전전두엽을 양극자극 했을 때 20 분 

이상 자극이 필요하고 시간이 경과 할수록 자극 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자극 기법은 향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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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좌측 

전전두엽에 비침습적 경두개 뇌자극을 실시하여 작업 기억 기능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좌측 전전두엽을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을 

이용하여 자극하였을 때 작업 기억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정답율과 

정확도는 상승하였지만 반응시간에는 변화가 없어 운동 기능에는 변화가 

없음을 관찰하였다. 

2.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경두개직류자극군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작업 기억 기능이 향상되었고, 자극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3. 작업 기능은 집중도 및 피로도와는 상관없이 향상되었다. 

4. 두 가지 뇌 자극을 하는 동안 특이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반복 경두개자기자극 및 경두개직류자극은 작업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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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n on on the the the the 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normal person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normal person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normal personenhancement of cognitive function in norm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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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ang-Il Park) 

 

 

In the maintaining process of inputted information into the brain, it is 

called to working memory that makes the inputted information 

maintained for a seconds and plays a basic role of long term memory,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For the modulation of brain function, 

the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methods such as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 and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were proved to be effective. Recently, for 

the enhancement of memory, these two methods are being massively 

investigated. However, the optimal site of stimulation or dose of 

stimulation for the enhancement of memory function is not well 

established. It is also not well investigated how long the stimulation 

effect is lasted after stimulatio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termine the effective stimulation site, dose, and residual effect of 

rTMS and tDCS for the enhancement of working memory. For these 

purpose, rTMS with the intensity of 100 % motor threshold and the 

frequency of 10Hz, and tDCS with 1 mA were applied in the twenty 

normal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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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1. After 1,000 pulses of real rTMS, the correct rate and accurac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baseline and the previous test (p<0.05). 

2. rTMS effect was maintained for 30 minutes after the end of 

stimulation (p<0.05). 

3. The error rate and reaction time were not changed by rTMS. 

4. After 20 minutes of real tDCS, the correct rate and accurac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baseline and the previous test (p<0.05). 

After 30 minutes of real tDCS, the correct rate and accuracy were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test (p<0.05). 

5. tDCS effect was maintained for 30 minutes after the end of 

stimulation (p<0.05). 

6. The error rate and reaction time were not changed by tDCS. 

7. Side effect did not occur during or after rTMS and tDCS. 

 

With these results, both rTMS and tDCS were considered as effective 

and safe brain stimulation methods to enhance working memory in 

normal person. For the enhancement of verbal working memory by 

tDCS and rTMS, the left prefrontal cortex seemed to be a proper site 

of stimulation. By tDCS at 1mA, stimulation time more than 20 minutes 

was required, whereas by 10 Hz rTMS at the intensity of 100 % motor 

threshold, 1,000 pulses were needed to obtain the positive effect of 

stimulation. 

 

------------------------------------------------------- 

Key words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Cognitive 

function, Working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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