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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정상 성인에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한 대뇌피질 운동 

역의 흥분성 변화가 동측 손가락 운동에 미치는 향 

 뇌 운동 역에 대한 기능적 검사방법들이 발달하면서 운동과 뇌활

성화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손 운동에서 동

측의 대뇌반구가 함께 활성화된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

었다. 지금까지 양측 대뇌반구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동

을 시켰을 때 대뇌피질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들이 많았고, 반대로 대

뇌피질 운동 역 흥분성의 변화가 운동 기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들어 반복 경두부 자극이 대뇌피질의 흥

분성을 촉진 혹은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대뇌 피질 

역에 대한 평가 및 치료적 도구로서의 이용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속 반복 자기자극을 이용하

여 유도된 대뇌피질의 흥분성 변화가 양측 손에서의 손가락 운동 기

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사하여 양측 대뇌 반구의 상호작용 양

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오른손잡이인 정상성인 16명을 대상

으로 손에 해당되는 일차 운동 역에 1Hz, 역치하 자극강도의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1200회 가한 후 양측 손가락 운동의 반응시간을 

자극 전과 비교하 고, 단순, 순차, 복잡 배열에서의 반응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비교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편측의 운동 역에 가한 후 양측의 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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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운동의 반응시간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2. 반응시간의 증가는 반응 직후에 가장 뚜렷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서 그 변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3.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단순, 순차 및 복잡 배열의 손가락 운동

에서 반응시간은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 고, 운동 배열간

에 반응시간 증가의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4. 각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하고 동측의 손가락 운

동에 미치는 향만을 비교했을 때 자극 전에 비해 반응시간이 의미 

있게 느려졌다. 

 5. 각 대뇌반구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반대측의 제일 등쪽뼈사이

근에서 측정한 운동 유발전위는 진폭이 감소하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저주파 역치하 자극, 동측 손가락 

운동, 대뇌피질 운동 역 흥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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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성인에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한 대뇌피질 운동 

역의 흥분성 변화가 동측 손가락 운동에 미치는 향

< 지도 교수 강성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백  소  

I.  서  론

 

 뇌졸중을 포함하여 대뇌 반구의 편측 병변을 가진 환자들에서 병변

의 반대측뿐만 아니라 동측의 운동 기능 및 감각의 이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1-3 이러한 동측의 기능 저하는 뇌졸중의 회복 과정에서

도 변화를 보여 편마비의 기능적 회복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4,5
도 있으나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양측 대뇌반구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에는 주로 상지의 운동기능 상태를 이용하 으며 근

위부보다는 원위부의 운동기능 상태에서 더 뚜렷한 상관 관계가 관찰

되었다.
6
 그러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발병전과의 비

교가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편측의 운동기능 상태를 근거로 대뇌 피질의 활성

화 양상을 관찰하여 양측 대뇌반구의 상호작용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뇌에 대한 기능적 검사방법들이 발달하면서 대뇌피질의 활성화 양상



- 4 -

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동 역에 대한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졌다. Li 등은 기능적 자기 공명 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한쪽 손 운동시 동측의 대뇌 반구도 함께 활성화될 뿐만 아

니라 동측 대뇌 반구의 활성 정도가 좌측과 우측 손 운동에서 각각 

다르다고 보고하 다.
7
 대뇌의 운동 역 연구에서 최근 많이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한 방법이다. 경두부 자기자극

은 비침습적이며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 뇌척수 경로를 연구하는데 쓰

여온 방법으로 뇌졸중 환자의 진단, 평가 및 예후 판정 등에 이용되

어왔다.8,9 단파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한 운동유발 전위가 뇌척수 경로

를 통한 대뇌피질의 활성정도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라면 반복 경두

부 자기자극은 대뇌 피질의 흥분성에 향을 주어 그 흥분을 촉진시

키거나 혹은 그 반대로도 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

용되고 있다.
10-13
 저주파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했을 때 대뇌피질

의 운동 역의 흥분성 감소를 운동 유발전위의 변화로 관찰한 연구들

이 발표되었으며14-15 운동 유발전위의 감소가 반대측 뿐 아니라 동측

의 상지에서도 유발되었다는 연구도 있었다.
16 
이러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저속 경두부 자기자극을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편측 대뇌반구에서 흥분성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운동 기능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다면 운동 역의 역할 및 각 대뇌

반구의 운동기능에서의 상호 작용에 대해 연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 반복 자기자극을 이용하여 유도된 대뇌피질의 

흥분성 변화가 양측 손에서의 운동 유발전위 및 손가락 운동의 기능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검사하여 양측 대뇌 반구의 상호작용 양상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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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뇌병변을 포함한 중추 신경계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젊은 성인 남녀 

16명을 대상으로 하 다. 이들은 모두 오른손잡이로 에딘버러 척도

(Edinburgh Index)
17
를 통해 이를 확인하 다. 

2. 연구 방법

 가. 검사 자세

 

 목받침이 있고 편안히 뒤로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은 자세로 검사

를 시행하 다. 상지의 완관절과 주관절의 움직임이 검사에 향을 

주지 않도록 손가락 운동을 측정하는 쪽의 상지는 컴퓨터 자판이 있

는 책상 위에 안정시켰고, 반대쪽의 상지는 의자의 팔 지지대에 고정 

시켰다.    

 

 나. 손가락 운동기능 평가

 손가락의 운동을 단순한 구성으로부터 복잡한 구성으로 분류하여 시

행하 다. 무지를 제외한 각 손가락에 번호를 부여하고(2=집게손가락, 

3=가운데손가락, 4=반지손가락, 5=새끼손가락), 운동의 배열에 따라 

삼 단계로 나누었다. 모든 피검자는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시행하

기 전 각 배열별로 손가락 운동을 충분히 훈련한 후 반응시간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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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본 자료값으로 하 다. 반응시간은 화면에 지시가 나타난 후 

정해진 손가락으로 올바른 자판을 누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전산  

프로그램 Superlab Pro( version 2.0, Cedrus Corporation, San Pedro, 

CA,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운동 배열마다 양손가락의 

자극 전 반응 시간을 얻은 후,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시행하고 나

서 1분, 5분, 15분에 각각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그 변

화를 비교하 다. 

표 1. 손가락 운동 배열의 구성

운동 배열    손가락 운동의 순서     

 단순 배열

 순차 배열

 복잡 배열

2-2-2-2-2-2-2-2-2-2-2-2-2-2-2-2 

5-4-3-2-5-4-3-2-5-4-3-2-5-4-3-2 

2-5-3-4-2-3-5-2-4-5-3-2-4-5-3-4

각 숫자는 손가락 번호와 자판을 나타냄. 

각 숫자가 나타내는 손가락은 다음과 같다.

2= 집게손가락, 3= 가운데손가락, 4= 반지손가락, 5= 새끼손가락

 다. 운동 유발전위 측정

       

 근전도 기기는 Toennies NeuroScreen Plus 1.70c (Erich JAEGER 

GmbH, Germany)를 사용하 다. 코뿌리점(nasion)에서 뒤통수점(inion)

까지 연결한 정중시상선과 양이간선의 교차점을 Cz으로 하 다. Cz을 

기준점(0,0)으로 하여 양이간선을 X축으로, 정중시상선을 Y축으로 정

하 다. Cz으로부터 우측과 전방은 +로 좌측과 후방은 -로 하여 1cm 

간격으로 표시한 천을 두피에 고정시켰다. 기록 전극은 반대측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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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뼈사이근(first dorsal interosseus muscle)에 표면전극을 근복-건

법으로 부착하 으며 접지전극은 손등에 부착하 다. 자기자극은 

Magstim Super Rapid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or (Magstim 

Company, Dyfed, UK)에 접형 자성자극기를 연결하여 사용하 다. 접

형 자성자극기는 정중시상선과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두피와 접선방

향이 되도록 하 다. 먼저 제일 등쪽뼈사이근에서 최대 진폭의 운동 

유발전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극지점을 찾기 위해서 1cm 간격

으로 자극 위치를 이동하면서 역치상(suprathreshold) 자극강도로 자

극하여 정점간 최대 진폭이 얻어지는 지점을 두피에 고정시킨 천에 

표시하 다. 자극 부위가 결정되면 역치상 자극강도로 자극하기 시작

하여 2%씩 자극 강도를 줄여가면서 정점간 진폭이 50μV이상의 크기

로 10회에서 5회 이상 얻어지는 강도를 운동 역치로 정하 다.18 운동 

유발전위는 앞서 구해진 운동 역치에 20%의 강도를 더한 강도로 앞

서 구해진 적정 자극부위에서 자극하 고 기록은 자극하는 대뇌반구

의 반대쪽 제일 등쪽뼈사이근에서 하 다. 운동 유발전위는 반복 자

기자극을 주기 전과 자극 후 5분에 측정하 으며 자극간의 간격이 10

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 각각 10회씩 자극하여 정점간 진폭의 평균을 

구하 다. 

 

 라.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은 접형 자성자극기를 이용하여 각 피검자에서 

운동유발 전위를 위해 정했던 적정 자극부위에서 시행했으며, 자극은 

각 피검자에서 구해진 운동역치의 90%강도, 1Hz, 1200회 자극의 조건

으로 시행하 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우측 대뇌반구에 자극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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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주일 후 두 번째 실험에서는 좌측 대뇌반구에 자극을 준 상태에

서 검사를 하 다. 모든 실험에서는 자극을 주기 전 양측 운동 유발

전위의 측정과 손가락 기능 검사를 시행하 고, 자극 후 1분, 5분, 15

분에 손가락 기능 검사를, 자극 후 5분에 반대측의 운동 유발전위를 

측정하 다. 각 실험에서 실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주기 전 접형 

자성자극기의 각도를 돌려 실제 두부에 자기 자극은 가지 않도록 하

여 위자극(sham stimulation)을 준 후 반응 시간을 2회 측정하여 위자

극 전 후에 반응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1분

rTMSSham

1분 5분 15분

좌측 대뇌반구 자극

우측 대뇌반구 자극

1주일 후

rTMSSham

5분 15분

  

 

그림 1. 실험 진행의 개요. Sham은 위자극, rTMS는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을 나타낸다.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은 운동 역치의 90% 강도, 1Hz로 1200회 

시행하 고, 위자극은 접형 자성자극기의 각도를 돌려 실제 두부에 자기 자

극은 가지 않도록 하 다. 운동 유발전위는 자극 전과 자극 후 5분에 시행하

여 변화를 비교하 고, 반응시간은 위자극 전후,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 

자극 후 1분 5분 15분에 각각 측정하 다.

반응시간

운동 유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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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모든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 (version 8.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 

후의 반응시간 및 운동 유발전위의 변화의 비교와 각 대뇌 반구 자극

시 동측의 손가락 운동의 반응시간의 변화 비교는 M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 다. 모든 통계 결과는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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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는 모두 뇌병변을 포함한 중추 신경계의 병력

이 없었으며, 평균 나이는 25.9 ± 2.3세이었고, 연령의 범위는 23세에

서 30세까지 다. 남자는 9명이었고, 여자는 7명이었다. 피검자로 지

원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중 두통을 호소하여 

실험에서 제외되었고, 이 경우는 대상자의 총 수에서 제외하 다. 나

머지 16명의 대상자는 모두 실험 기간동안 별다른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1. 위자극 전후의 반응시간의 변화

 위자극 전후의 반응시간은 모든 배열의 운동 및 좌우측 대뇌 반구 

자극시 변화가 없었다.( 표 2, 표 3 )

표 2. 우측 대뇌반구의 위자극 전후 반응시간의 변화

 운동 배열 반   응   시   간 1

    자극 전 위자극 후

단순 배열  

           

순차 배열 

          

복잡 배열

오른손  

왼  손  

오른손  

왼  손

오른손

왼  손

144.1± 20.9

159.6± 27.0

163.1± 45.6

156.1± 76.5

325.0± 92.1

376.5±105.4

149.3± 24.7

161.6± 30.6

168.3± 62.3

166.7± 99.4 

335.3±104.3 

369.0± 99.2 

 

1 단위는 m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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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좌측 대뇌반구의 위자극 전후 반응시간의 변화

 운동 배열 반   응   시   간 1

    자극 전 위자극 후

단순 배열  

           

순차 배열 

          

복잡 배열

오른손  

왼  손  

오른손  

왼  손

오른손

왼  손

146.5± 20.7

160.6± 26.1 

149.8± 43.2

155.2± 52.4 

286.1± 62.7

320.8± 58.3 

143.2± 20.3

166.9± 28.7

156.5± 47.3

159.5± 55.5 

296.3± 70.5

343.0±112.8 

 

1 단위는 m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다.  

2. 손가락 운동의 배열에 따른 반응시간의 변화

 손가락 운동 기능 검사에서 우측 대뇌반구를 자극하고 운동의 배열

에 따라 자극을 주기 전 후 반응시간을 비교했을 때 단순 배열, 순차 

배열, 복잡 배열 모두에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준 후 측정한 반

응시간이 자극을 주기 전에 비해 의미 있게 느려졌다. 시간에 따라서

는 자극 후 1분에 가장 많이 느려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의 폭

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 다.( 표 4 )  



- 12 -

표 4. 우측 대뇌반구 자극시 운동 배열과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시간  

      의 변화

운동 배열                              반   응   시   간 
1
                

                      자극 전      자극 후 1분    자극 후 5분   자극 후 15분

단순 배열 오른손   143.5± 23.6    151.7± 24.1*   161.7± 30.6*   158.0± 29.5*  

          왼  손   158.5± 24.7    176.1± 34.1*   179.9± 33.2*   175.0± 30.5* 

순차 배열 오른손   159.7± 55.2    173.8± 63.5
*   192.6± 67.8*   189.0± 71.4*

          왼  손   160.5± 61.4    185.8± 67.1*   212.1±125.1*   184.7± 85.5*

복잡 배열 오른손   351.2±118.8    416.9±248.1*   379.9±130.1*   381.9±135.6*

          왼  손   373.5±118.7    439.7±217.8*   413.0±136.3*   402.0±117.0*

1 단위는 m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다.   

* p < 0.05

 좌측 대뇌 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한 경우에도 역시 모든 

배열의 운동에서 자극 후 1분, 5분, 15분 모두에서 자극 전과 비교하

여 의미 있게 반응시간이 느려졌다.( 표 5 ) 

표 5.  좌측 대뇌반구 자극시 운동 배열과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시간

의 변화

운동 배열                               반   응   시   간 
1
                

                     자극 전      자극 후 1분    자극 후 5분    자극 후 15분

단순 배열  오른손  142.8±21.7    163.0± 29.6*    162.3±29.0*    169.3± 37.2*

           왼  손  160.3±26.3    177.5± 32.8*    174.8±35.2*    176.6± 33.8* 

순차 배열  오른손  146.0±41.7    181.1± 61.7*    168.8±46.8*    171.2± 49.0* 

           왼  손  149.3±42.5    184.8± 82.7
*    186.8±85.1*    176.7± 79.2*  

복잡 배열  오른손  288.9±90.7    357.7±138.1*    322.6±81.6*    318.3± 92.4* 

           왼  손  325.1±71.4    360.6± 81.0*    367.1±92.9*    357.4±112.2*

1 단위는 msec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다.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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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뇌반구의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한 동측 손가락 운동의 변화 

 

 각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하고 동측의 손가락 운동

에 미치는 향만을 비교했을 때 자극 전에 비해 반응 시간이 의미 

있게 느려졌다.  단순 배열, 순차 배열, 복잡 배열의 운동에 따라 반응

시간의 느려지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각 배열간에 통계학적인 차이

는 없었다. 다른 운동 배열이나 시간 경과와 비교했을 때 단순 배열 

운동에서 자극 후 1분에 좌측 대뇌반구의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

해 좌측 손가락에서 나타나는 반응시간의 지연 정도가 우측 손가락이 

우측 대뇌반구의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느려

지는 경향을 보 다.( p> 0.05). ( 그림 2, 그림 3, 그림 4 )   

그림 2. 대뇌반구 자극시 동측 손가락의 단순 운동 배열에서 시간경과에 따

른 반응시간의 변화. 그림의 값은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주기 전후 시간에 

따라 단순 배열에서 손가락 운동의 반응시간을 평균으로 표시하 다. 오른손

과 왼손 모두에서 동측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준 후 자극 전

에 비해 반응시간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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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뇌반구 자극시 동측 손가락의 순차 운동 배열에서 시간경과에 따

른 반응시간의 변화. 그림의 값은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주기 전후 시간에 

따라 순차 배열에서 손가락 운동의 반응시간을 평균으로 표시하 다. 오른손

과 왼손 모두에서 동측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준 후 자극 전

에 비해 반응시간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 p<0.05)

그림 4. 대뇌반구 자극시 동측 손가락의 복잡 운동 배열에서 시간경과에 따

른 반응시간의 변화. 그림의 값은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주기 전후 시간에 

따라 복잡 배열에서 손가락 운동의 반응시간을 평균으로 표시하 다. 오른손

과 왼손 모두에서 동측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준 후 자극 전

에 비해 반응시간이 의미 있게 감소하 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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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운동 유발전위의 변화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후의 운동 유발전위는 우측 대뇌반구를 자

극했을 때와 좌측 대뇌 반구를 자극했을 때 모두에서 자극 후 운동 

유발 전위의 진폭이 감소하 다.( 표 6 )

표 6.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운동 유발전위의 변화

기록 부위 운 동 유 발 전 위 1

자극 전 자극 후 5분     

오른 손

왼   손

1.05±1.03

0.61±0.29

0.77±0.39* 

0.36±0.26* 

운동 유발전위는 각 대뇌반구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반대측의 제일 등쪽 뼈사이근에서 측정하 다. 

1 단위는 uV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이다.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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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경두부 자극은 사람에서 대뇌피질의 운동 역의 생리를 비침습적이

며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기

술적인 발전으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이 가능함으로써 여러 가지 연

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대한 연구는 대뇌피

질 언어 역의 우성대뇌반구 연구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19
 간질 위치

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20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은 일차 

운동 역에서 역치상 자극을 하 을 때 자극의 빈도에 따라 운동의 

진폭 및 복잡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21,22
 반복 경두부 자기

자극의 주파수는 대뇌피질의 흥분성을 촉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보고되고 있다.
10,23,24

 정상 성인에서 5-10Hz

의 고주파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했을 때 수분동안 피질척수로의 

흥분성이 증가된 상태가 유지되며,10,12 반면에 1Hz의 저주파 반복 경

두부 자기자극 후에는 그 흥분성이 감소된다.
15,23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에게 1Hz의 저주파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운동역치의 90% 강

도로 주었을 때 손가락 운동기능의 감소를 반응시간의 변화로 측정하

다. 대뇌피질의 억제성 자극이나 흥분성 자극이 모두 이 실험에서 

이용될 수 있었으나, 억제성 자극과 반응성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연구되어 좀 더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 다. 또 역치하 자극과 

역치상 자극 중 역치하 자극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연구에서 역치하 

자극도 억제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역

치상 자극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의 자극에 의한 효과를 배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자극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운

동 유발전위의 역이나 진폭의 변화 등을 이용한 피질의 흥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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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대뇌피질의 흥분도의 

변화가 반응시간의 변화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23,26 손가락 운동과 피질의 운동 역 기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

능적 뇌자기공명 상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  등을 이용하여 연구되

어 왔다.
27,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또 실제 손가락의 운동 능력이 대뇌피질의 운동 역에 변화가 올 경

우 어느 정도 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손가락의 순차적인 운

동을 난이도에 따라 평가하 다. 손가락 운동의 종류에 따른 대뇌피

질의 활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기능적 자기공명 상 연구에서 보고하

다.
7,29,30
 먼저 단순 배열로 운동을 하 을 때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후의 반응시간의 변화를 보면 우측 및 좌측 대뇌피질을 자극하 을 

때 모두에서 양측 손의 반응시간이 모두 의미 있게 지연되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극한 반대쪽 손의 반응시간이 단순 배열 

운동에서 지연되었음을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으며31, Chen 등의 연

구에서 단순 배열 운동에서 동측의 반응시간이 지연되었다는 결과와

도 일치하 다.
32
 뇌 상 연구에서 단순 배열 운동은 대부분의 경우 

반대쪽의 일차 운동 역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며, 반대쪽의 전운동

역과 동측의 전운동 역의 활성도의 증가는 저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배열 운동은 동측 전운동 역의 활성

화 없이 반대쪽 일차 운동 역과 전운동 역의 활성화만으로도 이루

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우 빠른 속도와 높

은 강도로 시행할 때 동측의 전운동 역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33 본 연구에서는 단순 배열 운동을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게 

하 으며, 동측 대뇌반구에 가해진 반복 경두부 자극에 의한 일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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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역의 활성도 저하가 동측의 전운동 역과 반대쪽의 일차 운동 

역 및 전운동 역의 활성화에 준 향으로 인해 동측 손가락 운동

의 반응시간이 느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측과 좌측 대뇌반구

의 동측 손에 대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 을 

때 좌측에서 더 지연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는 동측에 대한 조절에서 우성대뇌반구를 자극한 

경우에 동측 손의 반응이 감소하는 정도가 열성대뇌반구 보다 크다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34
 

 순차 배열 운동의 경우에도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후의 반응시간 

역시 우측 및 좌측 대뇌반구 자극 시 양측 손 모두에서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단순 배열 운동과 같은 결과로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측과 좌측 대뇌반구의 동측 손에 대한 반

복 경두부 자기자극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면 단순 배열 운동과는 달

리 양측의 지연된 정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순차 배열 운동에서 

보조운동 역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기능적 뇌 상 연구에 의

해 잘 알려져 있다.
35
 보조운동 역의 역할은 짧은 순차의 순차 배열 

운동에 관여하며 양측 손을 움직일 때 활성화된다.
36
 즉 보조운동 역

의 활성화에 의해 양측의 일차 운동 역의 활성도의 조절이 비슷한 

반응시간의 지연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다.

 복잡 배열 운동의 경우에는 시각반응 후에 운동기능을 시행하는 과

정이 앞의 단순 배열 운동과 순차 배열 운동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운동 역 외

에 전전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이 필요한 작업이 된다.
37
 이 연구에서도 

복잡 배열 운동에서도 역시 우측 및 좌측 대뇌반구 반복 경두부 자극 

시 우측과 좌측 손의 반응시간이 모두 의미 있게 지연되는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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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작업에 비해 반응시간의 지연 정도가 

더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운동 역의 지연뿐만이 

아니라 시각반응이 운동으로 연결되는 과정, 기억에서 숫자를 다시 

회생하는 과정 등이 모두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역시 우측 및 좌측 대뇌반구 자극 시 각 각의 동측 손 운동의 지

연 정도를 비교하 을 때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 복잡

한 기능이 연관되어 있어 직접적인 운동 역의 자극 효과에 의한 차

이를 보이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의 효과가 자극을 하 을 때 변화

가 될 것이라는 피검자의 예상에 의한 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극

의 효과가 반응시간의 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실시하 으며 또한 위자극 전후의 반응시간이 양측 모두에서 운동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저주파로 반복 경

두부 자기자극을 시행할 경우 반응시간의 지연을 유발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표2, 표3)

 편측 피질의 흥분성 감소가 반대측의 흥분성에 향을 주는 기전은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실험들에서 제시된 가설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흥분성 교련의 연결(excitatory commissural 

connection)을 통해 자극 받은 피질의 저하된 흥분성이 반대편으로 전

해지는 것이다.
38
 두 번째 가설은 반복된 자극이 대뇌반구간 억제성 

경로(inhibitory interhemispheric pathway)를 활성화 시켜 직접 자극 

받지 않은 반대편 피질의 흥분성도 억제될 가능성이다.
39,40
 마지막으로 

기저핵과 같은 어느 정도 양측성의 향력을 갖는 피질하 구조에 변

화를 일으켜 반대편 피질의 흥분성 억제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는 가설이 있다.
41
 이러한 동측으로부터의 향은 운동이 복잡해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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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더 클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었으나
31,3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

하지는 못하 다. 각 운동 배열과 관련 없이 반응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검사의 

순서가 단순, 순차, 복잡 배열의 순서로 이루어져 뒤로 갈수록 훈련 

효과가 어느 정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좌 우측 대뇌반구의 활성화를 

비교했을 때 왼쪽 손이 운동할 때 좌측 뇌가 함께 활성화되는 정도가 

오른쪽 손이 운동할 때 우측 뇌가 함께 활성화되는 정도에 비해 더 

컸다는 연구가 있었지만7 본 연구에서는 좌우측 뇌 중 한쪽에서 반대

편 대뇌 반구에 미치는 향력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

었다. 이는 활성화 정도를 보는 실험에서와 달리 이 번 연구에서는 

직접 뇌혈류나 당대사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아 손기능의 평가만으로

는 그 차이를 감별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실험 

방법과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실험 방법사이에는 그 민감도가 다를 수

도 있을 것이다. 기능적 자기공명 상이나 양전자방출단층촬 과 같

은 뇌기능의 상검사를 통한 뇌기능의 평가가 함께 시행된다면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정상 성인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의 실

험에서는 뇌병변을 가진 환자군에서의 분석 및 정상인과의 비교를 중

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 경두부 자기 

자극이 뇌피질의 흥분성을 촉진시키는 경우에 따른 기능적 변화에 대

한 연구도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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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상의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편측의 운동 역에 가한 후 양측의 손가

락 운동의 반응시간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2. 반응시간의 증가는 반응 직후에 가장 뚜렷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서 그 변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3.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단순, 순차 및 복잡 배열의 손가락 운동

에서 반응 시간은 자극 전에 비해 의미 있게 증가하 고, 운동 배열

간에 반응시간 증가의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

다. 

 4. 각 대뇌반구에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을 가하고 동측의 손가락 운

동에 미치는 향만을 비교했을 때 자극 전에 비해 반응 시간이 의미 

있게 느려졌다. 

 5. 각 대뇌반구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 후 반대측의 제일 등쪽 뼈사

이근에서 측정한 운동 유발 전위는 진폭이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는 대뇌 피질의 운동 역에 저주파 반복 경두부 자기자

극을 가한 후 손가락 운동기능의 저하를 관찰함으로써 대뇌 피질의 

흥분성이 저주파 반복 경두부 자기자극에 의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객

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편측의 대뇌피질의 변화에 의해 반대측 상지

만이 아니라 동측의 상지 기능에도 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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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ulation of Human Motor Cortical Excitability by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and 

Ipsilateral Finger Movements

Soh Young Bae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ong Woong Kang)

 

 Functional imaging and behavioral studies suggest involvement of the 

ipsilateral hemisphere in hand movements. If this is so, transient 

disturbance of the motor cortex(M1) with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rTMS) may affect ipsilateral motor movements. 

We studied 16 healthy right-handed subjects who played a simple, a 

sequential and a complex keyboard movement. Response time(RT) for 

each movement and motor evoked potential(MEP) amplitude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rTMS.  Low frequency(1Hz) subthreshold 

rTMS was delivered to the right-sided M1 and 1-week later it was 

delivered to the left-sided M1. M1 stimulation on either side induced 

delayed response time and reduced MEP amplitude in all seque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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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hand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omplexities. And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ominant and non-dominant hemispheric 

stimulation. 

 Subthreshold low frequency rTMS reduced the stimulated M1 cortical 

excitability. And it also can reduce the excitability of the unstimulated 

M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low 

frequency subthreshold stimulation, motor cortical excitability, 

ipsilateral finger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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