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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감  감  감  사  사  사  사  의  의  의  의  글글글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논문을 쓰게되고 졸업을하게 되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을 

쓰게되고 졸업을 하기까지의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지도교수님이신 김태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논문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

시고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혜영 교수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올립

니다. 그밖에도 지난 석사과정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오옥두 교수님, 김종배 

교수님, 박용석 교수님, 양용석 교수님께도 깊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까지의 실험과 자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대목동병원 이

향운 교수님께도 깊히 감사드리며  이대목동병원 신경생리 검사실의 여러 선생님

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교갈 수 있게 시간을 배려 해 주셨고 학교 가는 발걸음

을 옮길 때 마다 맘속으로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아니였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준 여러 선생님들과도 이 

영광을 나누고 싶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신 임병혁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문을 쓰면서 참으로 외로운 길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몸소 경험

한 거 같습니다. 하나의 논문이 완성하기 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하다는 걸 깨닫게 된거 같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

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이들 때 많은 위로가 되었던 나의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마지막

으로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이 논문을 바치고 싶습니다.

                                                               2007년 7월

                                                                이 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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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경두개 자기자극은 비침습적이고 안전하며 시행하기 용이하고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억제성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

만 자극한 부위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뇌경두개 자극이 자극하지 

않은 대뇌피질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들에서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을 실제적으로 시행하여  뇌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국소적으로 1Hz rTMS를 우측 측두엽에 시행하

였는데 주로 자극받은 부위에서의 변화와 또한 뇌 신경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자

극하지 않은 대뇌피질 부위에서의 변화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대상은 10명의 건강

한 정상 성인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두개 외상이나 두개내의 염증성 질환 또는 간

질 등의 과거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녀 성비는 4:6 이였고 평균연

령은 23±2.2세였다. 실험방법은 1Hz 저주파 rTMS를 우측 측두엽 부위(10-20 

국제뇌파 체계 T4에 해당, 손영역 운동피질 부위)에서 안정기 운동역치를 측정한 

다음 이 세기가 정해진 후에는 이 세기의 100%, 120%, 140%에서 MEP 

amplitude를 각각의 반복적 뇌경두개자극술 전, 후에 측정하였는데, 반복적 뇌경

두개 자극술은 안정기 운동역치의 110%의 자극강도로 하루 30 분간 총 1,800 

회의 자극을 5 일간 연속으로 시행하였다. 피질잠복기(cortical silent period)와 

피질간 억제 및 촉진(intracortical inhibition and facilitation)을 각각 자극을 가

한 동측과 반대쪽에서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의 전, 후에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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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마지막 자극이 끝난 후 2 주 후에 각각 한 번씩 더 측정하여서 rTMS가 뇌

신경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손 영역운동 피질 

부위의 억제효과를 보여주는 피질잠복기의 수치는 시행전에 비해 시행후가 자극

을 가한 대뇌피질에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자극을 가하지 

않은 대뇌피질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p=0.070). 저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이 자극부위 외에서도 피질의 흥분도의 억제효과를 일으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뇌피질의 흥분도를 보는  운동 유발전위는 120%와 

140%의 자극 부위에서 각각 유의하게 감소되어  피질 흥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3)(p<0.001). 본 연구는 1Hz rTMS 후

의 대뇌피질의 기능적 변화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정상인에서 여러 TMS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그 안전성을 입증하여 앞으로 TMS를 이용한 신경과

학과 임상신경학에서의 연구에 기초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되는 말: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 운동유발전위,  대뇌피질흥분도, 뇌신경망



1

제 제 제 제 1111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뇌경두개 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은 두부표면에서 

유도시킨 국소 자기장 파동을 이용하여 두뇌피질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운 비침습적 시술 방법이다. 즉, 두부 가까이에 전도 전자기 코일을 놓고 전류파

를 흘려서 생긴 자기장으로 두개골을 통과시켜 피질의 신경세포를 활성화 시키도

록 하는 것이다(1). 초기의 TMS는 주로 신경내과 에서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전

도도를 검사하는 데에 많이 사용 되어 왔으나 점차 시각 정보 처리, 언어, 기억, 

감정, 및 운동 등 다양한 두뇌 기능을 측정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또한 

TMS 개발 초기에는 TMS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운동유발전위를 근전도로 쉽게 

기록할 수 있었기에 주로 운동 피질을 검사 하는데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3), 

이에 따라 운동 영역의 기초 생리 조사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4). 

   예를 들어 TMS는 파킨슨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과적 질환에서 

중추 운동 전도 시간 측정, 특정 근육에 운동 유발 전위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자기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운동 역치 측정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

어 왔다(5,6). 현재 방법론적인 개선과 더불어 운동 역치, 운동유발전위, 피질잠복

기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두뇌 피질의 억제성과 흥분성을 조사 하는

데에 TMS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7,8). 

   특히 두뇌 피질을 국소적으로 자극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이 방법이 여

러 가지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부 신경과적 질환에서 운동 피질의 흥분도가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진단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9), 더욱이 TMS가 피질의 흥분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치료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0). 또한,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은(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은 자

극 조건에 따라 신경을 억제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자극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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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 rTMS는 신경 억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rTMS는 통증이나 우울증, 운동장애, 간질 

등 신경과 및 신경정신과에서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이번 저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은 일초에 한번 정도의 속도로 반복되는 

경두개 자기자극이 앞으로 간질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적용하였을 때  그 안정

성이나 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또한 경두개 자기자극은 운동피질을 자극했을 때 운동신경계에 대해 흥분성

과 억제성의 효과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 흥분성 효과는 피질 척수로 세포가 직접 

자극되어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로 나타나며, 억제성 효과

는 긴장성 자발 근수축 동안 해당근육의 운동피질을 자극했을 대 운동유발전위 

후 배경 근전도 활성기가 일시적으로 소실되는 정지기(silent period)의 형태로 나

타난다.

   이와같이 TMS는 현재까지 알려진 두뇌 자극 방법 중 가장 비침습적으로 국소 

자극이 가능한 방법의 하나이므로 향후 다양한 두뇌 기능을 탐색하는데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인간 대뇌피질을 본격적으로 자

극하여 운동 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것은 1980년에 Merton과 Morton의 

전기를 이용한 대뇌피질 자극에 관한 연구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자극

시 수반되는 동통과 불쾌감으로 자극통증이 너무 심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11). 

   그 이후 1985년에 Barker등이 자기자극을 이용한 대뇌피질의 활성화에 성공

한 이래 자기유발전위검사가 대뇌피질의 통증없이 자극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방

법이라고 제시되면서 운동 신경계질환들에서 진단과  예후 판정에 이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시작하였다(12). 그러나 MEP검사를 위한 경두개적 자기자극이 간질을 

유발하거나 중추신경기능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어  임상검사에 제한

이 되어왔다(13). MEP검사를 위한 3Hz 이하의 자기자극에서는 간질발작이 없고 

25Hz이상의 빠른 빈도의 자기자극 때는 간질이 유발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즉, 고주파의 자극은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키고 간혹 간질 발작을 유발하기

도 하는 반면 저주파의 자극은 대뇌피질의 흥분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왔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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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우울증 환자에서 1Hz rTMS를 우측 전전두부에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14) 저빈도 TMS가 고빈도 TMS에 비하여 경련과 같은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적다고하며 우울증 치료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계

속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합한 TMS 변수를 설정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현재까지의 안전 지침을 따라서 시행된 TMS 시술중에 경련 발생의 위험

도는 극히 미미하지만 TMS와 관련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역시 경련의 유발에 대

한 것이다(15). rTMS 시행시에는 경련의 고위험군을 시행대상에서 배제하고, 적

절한 신경학적 및 실험실 검사를 시행하여 TMS 전에 운동 역치를 결정하고 경련

의 경고 징후가 있는가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의 표준화된 준칙을 따르는 것이 경

련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필수적일 것이다(15). 그러나 TMS는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자기공명영상술과 같이 TMS는 

강력한 자장을 이용하므로 자성이 있는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기에 수술 등에 의

해 자성 물질을 두부나 안구부에 삽입받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금속성 삽입물을 가열시키거나 인공 심박기, 약물 주입용 펌프 및 보청기 등의 작

동 이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15). 

   즉, 미국에서는 rTMS가  미국 식품 및 의약 안정청에서  안정성을 공인받은 

방법으로 현재까지 축적된 많은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성인에게서 중증도 강도의 

단기 TMS로는 장기간 지속되는 현저한 부작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15). 반복적 

뇌경두개자극술을 시행하면 일정시기 피질의 신경세포체에 억제  또는 강화의 효

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아직까지 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극한 대뇌피질부위 뿐만아니라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자극하지 않은 대뇌피질 부위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는 것은 많은 연구에도 입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뇌 피질과 신경세포체 개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활발한 논란중이며 어떤 방식의 자극이 시행되었느냐에 따

라서 결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저주파(1-2Hz)로 전운동영역에 반복자극을 주

면 운동역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단일자극을 주면 운동유발전위가 감소하고 쌍

자극(paired-pulse)을 주면 뇌 피질간의 facillation이 증가하고 피질 잠복기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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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바 있고 고주파(5-20Hz) 자극을 시행하면 오히

려 시행받은 부위에서 운동 역치가 감소하는 신경세포체의 흥분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7). 

    1Hz의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은 건강성인에게서 운동과 시각피질의 흥분성

을 낮춘다고 보고한 바 있다(18,19). 실험실 연구에서는 저주파 자극의 전기 자극

이 신경의 시냅스 수준에서 장기간의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 성인들에서 1Hz rTMS를 시행하여 자극을 가

한 대뇌피질과 자극을 가하지 않은 대뇌피질에서의 뇌신경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뇌경두개 자극술 전, 후의 운동역치와 운동유발전위, 

피질잠복기와 쌍자극을 측정하여 운동전위의 변화를 보고자한다. 주로 자극받는 

대뇌피질 부위에서의 변화와 또한 뇌의 신경적 구성망을 통하여 전달되는 자극하

지 않은 다른 대뇌피질 부위에서의 변화도 아울러 관찰 하고자 한다. 고주파로 자

극할 경우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저주파만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측 측두엽에 1Hz rTMS를 자극한 후 TMS 운동피질흥분도 

지표를 분석하고, TMS 지표 측정방법 즉, 안정기 운동역치, 운동유발전위, 피질잠

복기, 쌍자극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또한 TMS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 및 rTMS 

시행방법을 제시하여 임상적, 학문적으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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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 두개외상이나 두개 내의 염증성질환 또는 간질 등의 

과거력이 없는 건강한 정상 성인이었다. 총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남자 4명

과 여자 6명이였으며 평균 나이는 23±2.2세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든 지원

자에게 경두개 자극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문서화된 설명서와 동의서를 

받았다. 우측 측두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1Hz rTMS을 시행하고 

매일 자극 전후 및 마지막 rTMS 2주 후의 TMS 지표를 좌우측 운동피질에서 각

각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일정하게 유지 하였으며 검사 도중에는 알코올의 과도한 섭취나 수면박

탈 등이 없도록 유도하였다.

2. 2. 2. 2. 실험 실험 실험 실험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경두개 경두개 경두개 경두개 자기자극술의 자기자극술의 자기자극술의 자기자극술의 검사기법검사기법검사기법검사기법

   TMS의 원리는 전자기 코일에 전기의 흐름을 흘려서 자기장을 생성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자기장을 두개 밖의 적당한 위치에 두고 그 자기장의 파동과 변동 

에너지를 두개를 통하여 두뇌로 전달하여 코일 아래의 신경세포의 탈분극을 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파동을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주는 것을 반복적 뇌경두개 자

극술이라 하고 그 반복 주기를 높게 하여 1Hz 이하로 자극하는 것을 저주파 

rTMS라고 한다. 검사방법은 시험자들이 팔걸이 의자에서 편안히 앉은 자세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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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부위는 우측 측두엽의 손 영역운동 피질 부위(10-20국제뇌파체계상 T4 에 해

당)의 두피에 수직방향으로 자극하였다. 전위의 기록은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배-

건 방법(tendon-belly)으로 좌측 첫째 골간근(frist dorsal interosseus, FDI))에

서 기록하였다. 이때 자극하는 전자기 코일의 모양을 적정하게 고안하여 골간근이 

가장 큰 반응을 보이는 즉, 최대의 진폭이 얻어지는 부위를 최적자극점으로 선택

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두개 자기자극술에 사용된 기계는 cadwell high speed 

magnetic stimulator(Caldwell, Kennewick, USA)로 근전도기계(Toennies 

Neuroscreen, Hoechberg, Germany)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자극체는 반경 5 

cm, 8-자형으로 구성된 코일로 수냉각(water-cooling)원리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자극으로 과열하지 않도록 하였다.  1Hz rTMS는  안정기 운동역치(resting motor 

threshold, RMT)의 110% 자극강도로 하루 30분간 총 1,800회의 자극이 가해지

도록 하였으며 자극시간은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1Hz rTMS 전후의 대뇌피질

흥분도 지표는 안정기 운동역치와 서로 다른 자극강도 100%, 120%, 140% RMT

에서의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s, MEP), 피질잠복기(cortical silent 

period, CSP), 피질간 억제 및 촉진(intracortical inhibition and facilitation, 각각 

ICI 및 ICF)을 각각 자극을 가한 동측과 반대측에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2) 2) 2)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역치역치역치역치(motor (motor (motor (motor threshold)threshold)threshold)threshold)

   운동역치란 단위 운동유발전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강도를 말하

고, 크게 안정기와 수축기에서 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기의 운동역치

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좌측 first dorsal interosseus (FDI) 근육에서 완전

히 힘을 뺀 상태로 우측 이마엽의 해당 운동영역에 단일 자극의 TMS를 가하고 

안정시 1 mV 운동역치는 10 회의 시도 중 5회 이상 50 ㎶ 이상 기록이 되는 최

소 자극 강도로 정의하였다. 

   운동역치가 나타나는 것은 피질 척수로의 막과 연결된 신경 세포간의 흥분성

을 의미하는데 이때 경련성 질환에서는 보통 운동 역치가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일 자극을 시각 전조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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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가진 환자들의 후두엽에 단일 자극(single-pulse)을 주었을때 운동역치가 정

상군보다 유의할 전도로 낮아져서 이는 편두통 환자에서 피질의 흥분성이 정상보

다 더 큰 것을 반영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이 실험에서는 뇌경두개자극술 전, 후

에 걸쳐서 운동역치를 측정하므로써 저주파의 뇌경두개 자극술이 정상군에서 피

질의 흥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운동역치는 매일의 1 

Hz rTMS 전후 및 마지막 rTMS 2주 후의 휴지기 운동역치를 측정하였고, 시간

에 따른  1 Hz rTMS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단기간의 영향은 5일 간의 1 Hz 

rTMS 전후 데이터 평균을 비교하고, 장기간의 영향은 첫날 rTMS 전과 마지막 

rTMS 2주 후의 데이터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3) 3) 3) 3)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유발 유발 유발 유발 전위전위전위전위(motor (motor (motor (motor evoked evoked evoked evoked potential)potential)potential)potential)

   운동 유발전위의 크기는 피질 척수로의 보전과 운동피질 및 신경총, 그리고 말

초신경을 따라 생기는 흥분성을 의미한다. 운동 유발 전위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

는 것은 중심전도 장애(central conduction defect)의 여부이다. 운동유발전위의 

값 분석은 정상인에게서도 개인마다 다양하여 실제적으로 양적인 측정이 어려우

나, 이 연구에서는  안정기 운동역치의 100%, 120%, 140% 자극강도에서 각각 

총 10회의 운동유발전위 진폭을 구하여 평균을 내고 이 값을 다시 자신경(ulnar 

nerve)을 자극하여 얻은 FDI 근육의 운동활동전위의 크기로 나누어 시행간

(interval), 그리고 피검자 간의 다양성(inter-subject variability)을 최소화 하고

자 하였다. 

   운동유발전위 값은 매일 1 Hz rTMS 전후 및 마지막 자극이 끝나고 2주 후에 

한번 더 측정하였고, 5일간의 rTMS 전후 데이터의 평균과 첫날 rTMS 전 및 마

지막 rTMS 2주 후의 데이터를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4) 4) 4) 4) 피질 피질 피질 피질 잠복기잠복기잠복기잠복기(cortical (cortical (cortical (cortical silent silent silent silent period)period)period)period)

   피질잠복기라는 것은 특정근육을 일정한 힘으로 수축한 상태로 반대편 그 영

역의 운동피질을 자극하면 일정기간 나타나지 않는 근육의 휴지기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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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운동피질의 억제성 또는 척수의 억제성(Renshaw 억제)에 의해 발생되고 

GABAB receptor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질잠복기는 성별, 

근력, 신장별 및 좌우간의 차이가 없어 편측 중추 신경계의 병변이 있는 경우 유

용한 검사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일정한 근수축 정도를 유지하고 일정한 자극강도

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질잠복기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휴지기 운동 역치를 측정한 

다음 좌측 FDI 근육 최대 근력의 20%로 근육을 수축시킨 채로 유지하면서 TMS 

단일자극을 준 후 피질잠복기를 측정하였고 자극 강도는 휴지기 운동역치의 

140%로 정하였다. 피험자는 근전도기계 화면에 나타난 운동유발전위의 진폭을 보

고 최대 값의 20% 크기의 운동유발전위가 유지되도록 교육하고 계속 화면을 주

시하면서 피드백 하였다 간질환자에게서는 피질잠복기의 잠시가 자극의 강도가 

강해져도 짧아지는 반면 정상인에서의 피질잠복기는 일반적으로 자기자극이 강해

져도 길어진다고 알려져 왔다(Fig. 1). 피질잠복기가 자극의 세기나 매번 자극마다 

또는 개인간의 차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질

잠복기/운동유발전위크기(CSP duration/MEP amplitude)의 비를 계산하는 피질잠

복기 지수(CSP index)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피질잠복기 지수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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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0 2,000 2,000 ㎶㎶㎶㎶

                                                                            

                                                        Figure Figure Figure Figure 1. 1. 1. 1. rTMS rTMS rTMS rTMS peaks peaks peaks peaks at at at at normal normal normal normal cortical cortical cortical cortical silent silent silent silent periodperiodperio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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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쌍자극쌍자극쌍자극쌍자극(paired-pulse)(paired-pulse)(paired-pulse)(paired-pulse)

   쌍자극은 TMS 방법중의 하나로 대뇌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을 평가하는 방

법중의 하나이다. 피질간 억제와 피질간 흥분성은 쌍자극을 주어서 구하였다. 짧

은 간격의 자극과 긴 간격의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 사이

의 시간을 피질간 억제의 간격은 2 ms 주었고 피질간 촉진의 간격은 15 ms의 

방법으로 주었다(Fig. 2). 쌍자극 중 선행하는 조건자극의 강도는 역치 이하로  안

정기운동역치의 70%의 세기로 하였는데  강도는 안정기운동역치에 대해 1 mV의 

peak-peak의 운동유발전위를 발생시키는 크기의 자극으로 정하였다. 평균시행 간

격은 5초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번의 자극을 무작위로 자극간격을 주어서 자극하였다. 피질간 

억제의 평균값은 자극간격(interstimulus interval, ISI) 2 msec를 기준 MEP로 나

누었고 피질간 촉진의 평균값은 자극간격(interstimulus interval, ISI) 15 msec 

에서의 MEP를 기준 MEP로 나누었다.



11

                        Preconditioned               Preconditioned               Preconditioned               Preconditioned               2ms 2ms 2ms 2ms ISI                  ISI                  ISI                  ISI                  15ms 15ms 15ms 15ms ISIISIISIISI

                                                                                                                                                                                                                                                                        

            

                                                                                                                                                            

                                                                                                                                                                                                                                                                                    100 100 100 100 ㎶㎶㎶㎶    

            

                30 30 30 30 ms   ms   ms   ms   

Figure Figure Figure Figure 2. 2. 2. 2. rTMS rTMS rTMS rTMS obtained obtained obtained obtained by by by by Paired-pulse Paired-pulse Paired-pulse Paired-pulse stimulation. stimulation. stimulation. stimulation. 

Intracortical Intracortical Intracortical Intracortical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inhibition at at at at 2 2 2 2 msec msec msec msec interstimulus interstimulus interstimulus interstimulus interval interval interval interval (ISI) (ISI) (ISI) (ISI) and and and and 

Intracortical Intracortical Intracortical Intracortical facilitation facilitation facilitation facilitation at at at at 15 15 15 15 msec msec msec msec ISI.ISI.ISI.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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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통계 통계 통계 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1 Hz rTMS 시행 5일 동안 매일 자극 전후 지표 평균 및 rTMS 시행 전과 2

주 후를 짝을 지어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정 중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in 

signed ranks 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

시하였다. 본 실험의 통계처리를 위해서 데이터 윈도우용 SPSS (version) 12 를  

이용하였고, P-값이 0.05 이하인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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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 1. 1. 1. 경두개 경두개 경두개 경두개 자기자극의 자기자극의 자기자극의 자기자극의 지표 지표 지표 지표 분석 분석 분석 분석 (TMS (TMS (TMS (TMS index)index)index)index)

   뇌경두개 자기자극의 지표 분석을 위해서 총 1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1Hz 저주파 rTMS를 우측 측두엽의 손 영역운동 피질 부

위 (10-20 국제뇌파 체계 T4에 해당)에 좌측 첫째 골간근 (first dorsal 

interosseus, FDI) 근육에서 배-건(tendon-belly method)의 방법으로 전위를 기

록하였다.  안정기 운동역치는 단위 운동유발전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강도를 말하는데 10회 자극하여 50 ㎶ 이상의 운동유발전위가 5회 이상 발생

하는 자극의 크기로 정의하였는데 안정기 운동역치 110% 자극 강도로 하루 30분

간 총 1,800회의 자극을 5일간 연속으로 시행하였다. 안정기 운동역치가 정해진 

후에는 이 세기의 100%, 120%, 140%에서 MEP amplitude를 각각의 반복적 뇌

경두개 자극술 전, 후에 측정하였고 피질잠복기는 안정기 운동역치의 140%로 정

하였으며 피질간 억제 및 촉진은 쌍자극 중 선행하는 조건자극의 강도는 역치 이

하로  안정기운동역치의 70%의 세기로 하였는데  강도는 안정기운동역치에 대해 

1 mV의 peak-peak의 운동유발전위를 발생시키는 크기의 자극으로 정하였다. 평

균시행 간격은 5초로 하였고 각각 자극을 가한 동측과 반대쪽에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 자극이 끝난 후 2주 후에 각각 한 번 더 측정하여서 rTMS가 

자극을 가한 대뇌피질과 자극을 가하지 않은 대뇌피질에서의 뇌신경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지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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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휴지기 휴지기 휴지기 휴지기 운동역치 운동역치 운동역치 운동역치 분석분석분석분석

   운동역치는 단위 운동유발전위를 얻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강도를 말하

는데 10회의 시도 중 5회 이상의 50 ㎶ 이상 기록되는 자극을 더하여 10으로 나

눈 다음 이것을 다시 자신경 (ulnar nerve)을 자극하여 얻은 진폭의 크기로 나누

어 평균을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지기 운동역치는 우측 대뇌피질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자극

시 1 Hz rTMS 자극 전의 5일간의 평균은 61±8.1%였으며 자극 후는 60±8.0%

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0.378). 좌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 전의 평균은 

65±9.5%에서 자극 후는 64±9.7%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80)(Fig. 3)(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 후에 각각 한 번 더 측정한 평균은 각각 우측이 

66±9.8%와 64±7.8% 으로 좌측이 62±8.1%와 64±8.1 으로 차이는 없었다

(p=0.208 와 p=0.623)(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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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 values of RMT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MT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for 5 

consecutive days. The 'R' and 'L' mean 'Right motor cortex and 'Left 

motor cortex respectively. RMT means resting motor threshold.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B) RMT means values of MT 

before (pre) and two weeks after the final r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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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운동유발전위값 운동유발전위값 운동유발전위값 운동유발전위값 분석분석분석분석

   운동유발전위 값 분석은 정상 성인에게서도 개인마다 다양하여 실제적으로 양

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는 안정기 운동역치의 100%, 120%, 140% 자

극강도에서 각각 총 10회의 운동유발전위의 진폭을 구하여 평균을 내고 이 값을 

다시 자신경 (ulnar nerve)을 자극하여 얻은 FDI 근육의 운동활동전위의 크기로 

나누었다. 

   월-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1 Hz rTMS 전후의 운동유발전위폭의 평균은 휴지

기 운동역치 100%에서 우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3.2±2.0%이고 자

극후는 3.8±2.2%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p=0.146). 좌측 대뇌피질의 경우는 자

극전이 3.9±3.0%이고 자극후는 4.1±2.9%로 큰 변화는 없었다(p=0.558)(Fig 

4)(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 후에 각각 한 번 더 측정한 평균은 각각 우측 뇌

가 이 3.7±1.3% 과3.3±1.6%이였으며 좌측 뇌가 각각 3.9±2.0%과 4.3±2.7%으

로 차이는 없었다(p=0.401 및 p=0.779)(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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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00% RMT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0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MEP means 

motor evoked potential.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B)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0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two weeks later.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cely. MEP means motor 

evoked potential.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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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일 5일간의 1Hz rTMS 전후의 운동유발전위 폭

의 평균은 안정기 운동역치의 120% RMT 자극 강도에서의 MEP는  우측 대뇌피

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60±31% 였으며 자극 후는 51±27%로 유의하게 감

소 되었다(p<0.05). 좌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 전은 57±32%에서 자극 후는 

58±30%로 차이는 없었다(p=0.633)(Fig.5)(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후에 각

각 한 번 더 측정한 평균의  우측 대뇌피질의 경우 각각 평균은 49±20%과 

50±32%로 증가 하였고 좌측 대뇌피질은 각각 50±24%과 42±30%으로 감소 하

였으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p=0.327 및 p=0.779)(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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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Mean values of MEP amplitudea at 120% RMT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2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Symbol '*' 

means 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here is significant decrease in 

MEP amplitudes in the stimulated (right) hemisphres, but no changes were 

noted in the left hemisphere. (B)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2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two weeks after the final rTMS.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MEP means evoked potential.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hemi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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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매일 5일간의 1Hz rTMS의 전후의 운동유발전위 폭

의 평균은 안정기 운동역치의 140% RMT 에서의 MEP amplitudes는 우측 대뇌

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117±32%이였으며 자극 후는 95±34%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5). 좌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전에는 115±62%에서 자극 후에

는 123±66%으로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317)(Fig 

6)(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 후에 한 번 더 측정한  평균의 변화는  우측의 경우 

자극 전의 평균은 95±32% 이였으며 2주 후는 90±42%로 다소 감소하였고 좌측

은 자극전이 111±52%에서 2주 후에는 122±117%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각각 p=0.674, p=1.000)(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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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40% RMT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4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rTMS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Symbol. '*' means 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of MEP amplitudes in the right hemisphere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ft hemispheres. (B)Mean values of MEP amplitudes at 

140% resting motor threshold before (pre) and two weeks after the final 

rTMS.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MEP means motor evoked potential. There is no significance 

changes in both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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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피질잠복기값 피질잠복기값 피질잠복기값 피질잠복기값 분석분석분석분석

   피질 잠복기는 전극의 세기, 전류 방향과 자극 코일의 모양에 따라 매우 다양

한데, 피질 잠복기를 경두개 자극술 간의 차이와 개인간의 다양성을 최소화하는 

신뢰성 있는 지수로 피질 잠복기/운동 유발전위크기(CSP duration/MEP 

amplitude) 의 비를 제시하여서 이에 기초하여 값을 계산하였다(22). 결과로는  

피질 잠복기는 1 Hz의 반복적 뇌경두개자극술 시행 전후의 latency를 보았을 때, 

우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0.1±0.03%였으며 자극 후는 0.2±0.26%

로 CSP값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좌측 대

뇌피질의 경우는 자극전이 0.1±0.03%였고 자극 후는 0.2±0.35%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p=0.070)(Fig 8)(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 후에 한번 더 측정한 평균은 우측의 경우 자극전 평

균은 0.2±0.2%였고 2주후는 0.3±0.3%로 차이는 없었다. 좌측의 경우는 자극전

은 0.2±0.1%이였고 2주 후는 0.2±0.5%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다(p=0.484 과 p=0.263)(Fig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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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8. Mean values of CSP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cortical silent period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rTMS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Symbol '*' means a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There is a significant prolongation of CSP in the 

right motor cortex, and showed the same tendency in the left motor 

cortex. (B) Mean values of cortical silent period before (pre) and two 

weeks after the final rTMS. The'L' and 'R' mean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CSP means cortical silent period.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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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쌍자극값쌍자극값쌍자극값쌍자극값(paired-pulse)(paired-pulse)(paired-pulse)(paired-pulse)분석분석분석분석

   쌍자극은 TMS 방법중의 하나로 대뇌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을 평가하는 방

법중의 하나이다. 피질간 억제와 피질간 흥분성은 쌍자극을 주어서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사이의  피질간 억제의 간격은 2 ms 로 주었고 피질간의 촉진의 

간격은 15 ms 방법으로 주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일간의 1Hz rTMS의 전후에 30번의 자극을 무

작위로 자극하였으며  평균값은 자극간격(interstimulus interval, ISI) 2 msec를 

기준 MEP로 나누었으며  안정기운동역치의 70%의 세기로 하였는데 강도는 안정

기운동역치에 대해 1 mV의 peak-peak의 운동유발전위를 발생시키는 크기의 자

극으로 정하였다. 평균시행 간격은 5초로 하였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

만 cortical inhibition이 자극을 주지 않는 왼쪽 뇌에서는 자극 전에 비해서 후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질간 억제는 rTMS를 자극 한 우측 대뇌피질의 경

우 자극전의 평균은 0.4±0.23%였으며 자극 후는 0.4±0.34%로 차이는 없었고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다(p=0.401). 좌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

은 0.34±0.19%였으며 자극 후는 0.3±0.16%로 차이는 없었다(p= 0.889)(Fig. 

9)(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후에 각각 한 번 더 측정한 평균은  우측 뇌가 자

극 전의 평균은 0.4±0.34%였으며 자극 후는 0.5±0.39% 였으며 좌측 뇌는 자극 

전의 평균은 0.3±0.17%였으며 자극 후는 0.4±0.07%였으며 각각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p=0.131 및 p=0.298)(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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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9. Mean values of ICI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intracortical inhibition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ICI means intracortical inhibi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B) Mean values of 

intracortical inhibition before (pre) and 2 weeks later. The '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respectively. ICI means intracortical inhibi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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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일간의 1Hz rTMS 전후에 30번의 자극을 무작

위로 자극하였으며  평균값은 자극간격(interstimulus interval, ISI) 15 msec 에

서의 기준 MEP로 나누었으며 안정기운동역치의 70%의 세기로 하였는데  강도는 

안정기운동역치에 대해 1 mV의 peak-peak의 운동유발전위를 발생시키는 크기의 

자극으로 정하였다. 평균시행 간격은 5초로 하였다.

   피질간 촉진의 평균은 rTMS를 자극 한 우측 대뇌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

은 1.2±0.44%였으며 자극 후의 평균은 1.3±1.33%로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다(p=0.289). 좌측 대뇌 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1.7±0.49%였으며 자극 후는 1.5±0.54%로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다(p=0.180)(Fig 10)(A). 마지막 5일의 평균과 2주 후에 한번 더 

측정한 평균의 우측 대뇌 피질의 경우 자극전의 평균은 1.3±1.33%였고 자극 후

는 0.9±0.44%로 차이가 없었다. 좌측의 경우는 자극전은 1.5±0.54%이였고 자극 

후는 1.3±0.61%였으며 각각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173 및 

p=0.890)(Fig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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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0.  Mean values of ICF treated with 1Hz rTMS.

(A) Mean values of intracortical facilitation before (pre) and after (post) 

daily for 5 consecutive days. The 'L' and 'R' mean 'Left motor cortex and 

'Right motor cortex respectively. ICF means intracortical facilit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B) Mean values of 

intracortical facilitation before (pre) and 2 weeks later. The ' L' and 'R' 

means 'Left motor cortex respectively. ICF means intracortical facilita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s in both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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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4 4 4 4 장 장 장 장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뇌경두개 자극술의 기본 이론은 1831년 Faraday 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전

기자기장 유도(electromagnetic induction)의 원리에 기초한다(23). 경두개 자기

자극술은 방전되지 않도록 처리된 코일을 두피에 대고 코일을 통해 매우 짧은 전

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자극이 두피와 두개골을 지나 뇌의 피질부위, 즉 뇌 

표면부에 부분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형성하여 자기장을 유발한다. 드물게 정상인

에서 경련을 일으킨 보고가 있었던 고주파 자기자극술과는 달리, 저주파 rTMS는 

최근 FDA에서 사람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 도중 2명 정도가 

일시적인 두통을 호소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금방 회복되었다. 시험도중 두통

이 지속되지 않아서 일시적이고 경미한 부작용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류의 기원

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뇌경두개 자극술은 주로 피라미드세포를 직접적

으로 자극하여, 간접파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직접파를 일으키게 신경엑손에 작용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뇌경두개 자극술은 피질내 흥분성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

로를 따라 피질과 피질하 구조와 척수로에 영향을  미친다. 

    저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은 신경의 억제성을 일으키고 또한 이러한 효

과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4). 저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의 억제

성 변화(long-term depression)에 대한 연구는 이미 보고된 사실이다(21).  동물 

연구에서는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이 미치는 생체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해  

long term depression 효과는 NMDA 수용체의 활성과 함께, 시냅스 후 칼슘이온

의 중증도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Hz 뇌경두개 자극술을 시행하였을때 

운동피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26). 또한  단기간의 반복적 뇌경

두개 자극술을 시행하였을 때 설치류에서 모노아민의 양이 증가하고 전두엽 피질

에서는 도파민의 양이 감소한다고 보고 하였다(27). 장기간의 반복적 뇌경두개 자

극술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수용체 자체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특히 

전두엽에서 5-HT2 수용체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였다(28). 

     또한 자극술이 다른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반복적 자극의 위치

는 지금까지의 주요 반복 부위였던 주요운동영역이나 전운동영역이 아닌 우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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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엽으로 정하였다. 측두엽을 자극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많은 연구들이 전

두엽이나 전전두엽 자극을 이용하였지만 측두엽 자극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수

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인간에서 이부분의 기능적 그리고 해부학적 정의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임상적인 의의가 측두엽간질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론은 매일 rTMS를 한 후에 자극을 가한 반구의 120%, 

140%에서  운동유발전위의 진폭이 작아졌으며,(Fig. 7) 피질잠복기는 자극된 부

위와 자극되지 않은 부위가 모두 증가되었다.(Fig. 8). 이것은 자극된 부위와 인접

부위에서 피질흥분성이 감소하고 억제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 연구에서 매일 rTMS를 실시한 후 피질잠복기는 자극을 가한 쪽에서 증

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극되지 않은 피질간 억제에서도 차이가 없을것으로 

여겨진다.  피질간억제는 GABAB 활성과 관련된 자극간 간격을 5 ms에서 200 

ms으로 하였고, (29)   자극간 간격이 5 ms보다 짧은 피질간 촉진은 GABAA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30). 짧은 피질간 자극간격과 피질잠복기는 명확하게 피

질억제의 다른 양상을 보이며, 1Hz rTMS를 우측 측두엽에 자극하였을 경우, 특

히 GABAB의 물질이 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는 1Hz rTMS를 우측 측두엽에 자극하였는데  안정기운동역치와 피질간억제, 피

질간 촉진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1Hz TMS가 피라미드 신경들의 피질

흥분성이나 신경간의 흥분성의 활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원자들의 운동피질에 대해 1Hz rTMS의 자극을 주었던 이전의 연구

들은 자극된 운동 피질에서 피질흥분성을 감소 시켰다고한다 (RMT는 증가시키고 

MEP진폭은 감소). 막전위가 Na
+

와 Ca²
+

 채널들의 변화와 관련되어 RMT에 현저

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GABA성 기능들은 피질간 억제와 피질잠복기에 중요한 영

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31).

   그래서 1Hz rTMS가 자극된 피질신경들의 막전위를 변화 시킬 수는 있지만, 

(20) 이에 인접하거나 떨어진 피질부위의 신경들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대신, 억제된 신경간의 세포들이 다른 피질부위들의 신경활성들에 영

향을 줄것으로 추측한다. 뇌신경의 억제성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피질잠복기를 각 

피험자에게 측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손 영역운동 피질 내의 억제효과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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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잠복기의 수치는 1Hz rTMS를 매일 5 일간 시행하였는데 시행전에 비해 후

가 자극을 가한 쪽과 자극을 가하지 않은 쪽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저

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기자극술이  자극 부위 외에서도 피질간 억제 효과를 유

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질의 흥분성 정도를 보는 다른 지표로 매일 1Hz rTMS를 자극을 가한 

반구에서의 운동 유발전위의 진폭을 측정하였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하였고 모

두 증가하는 즉 피질의 억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마다 운동

유발전위의 다양성으로 인해 좀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피험자와 다른 영

향을 줄 수 있어 약한 자극이 주어진 피험자의 결과 분석에 있어 다양한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주파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은 우울증, 편집증 장애, Obscessive- 

Compulsive disorder,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등의 정신과적 질환과 파킨스

씨병, task-related dystonia, 틱 질환 등의 운동성 질환, 뇌경색 등의 혈관성 질

환, 다발성 경화증, 척수 위축증 등의 퇴행성질환 그리고 경련성 질환 등에서 응

용되고 있다.  반복적 뇌경두개 자극술은 그 자극 강도와 자극의 빈도에 따라 질

환에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주로 고주파 자극술은 뇌활성도를 증가시켜 파킨

스씨 병이나 우울증환자에게 사용하고 또 저주파 경우는 뇌활성도를 억제하여 

task-specific dystonia나 간질 환자등의 경련성 질환에서의 반복적 경두개 자극

술에 대한 연구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동물과 사람 실험에서 경련의 역치를 높이고 경련의 빈도를 낮춘다는 보고가 

있었다(32).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상군에서  여러 TMS 지표들이 저주파 뇌

경두개 자극술이 대뇌피질 흥분도를 감소시키고 피질간 억제성을 강화시키는 효

과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경련성 질환에서의  치료적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TMS 지표의 측정 및 지표 분석

시 개인차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TMS 연구 표준화의 기초 자료로 제

시하고, 앞으로 국내 TMS를 이용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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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총 10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술을 우측 측두엽에 손영역

을 담당하는 운동 피질 부위에 안정기 운동역치의 110% 자극강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일간 하루 30분간 총 1,800회의 자극을 하였고 1Hz rTMS 전

후의 대뇌피질흥분도 지표는 안정기 운동역치의 서로 다른 자극강도 100%, 

120%, 140% RMT에서의 운동유발전위, 피질잠복기, 피질간 억제 및 촉진을 각각 

자극을 가한 동측과 반대측에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2주후에 각각 한번 더 

측정하여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정기운동역치(resting motor threshold, RMT)에서 우측뇌의 경우 자극전과 

자극후 각각 61±8.1%와 61±8.0%로 다소 감소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좌측뇌의 경우는 자극전과 후는 각각 65±9.5%와 64±9.7%로 감소 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주 후의 값은 뇌경두개자극술 시작 전에 비

해 차이가 없었다.

2.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는 100% RMT 자극강도에서는 

오른쪽 뇌자극시 자극 전은 평균 3.2±2.0%이였고 자극 후는 3.8±2.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자극 반대측에서는 자극 전이 3.9±3.0%

이고 자극 후가 4.1±2.9%로 큰 차이는 없었다. 2주 후에도 차이가 없었다. 자극

강도 120% RMT에서는 오른쪽 뇌를 자극시에는 자극 전의 평균은 60±31%이며 

자극후에는 51±27%로 다소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따라서 

치료자극을 시행한 우측뇌에서  120% RMT에서 MEP는 자극 전-후에 의미가 있

게 감소되었다. 좌측뇌 자극후 반대측에서는 57±32%에서 자극후에는 58±30%로 

큰 차이는 없었다. 2주 후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자극강도 140% 

RMT에서 MEP는 오른쪽 뇌를 자극시 자극전에는 평균이 117±32%이였으며 자

극후에는 95±34%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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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는 자극전에 115±62%에서 자극후에는 123±66% 으로 평균값이 다소 증

가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주 후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피질잠복기(cortical silent period, CSP) 오른쪽뇌 자극시 자극전 평균 

0.1±0.03%였으며 자극후 에는 0.2±0.26%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

다(p<0.05). 왼쪽뇌 자극시에는 자극전은 0.1±0.03%에서 자극후에는 0.2±0.35%

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p=0.070). 그러나 2주 후의 

장기간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쌍자극(Paired-pulse, PP): 피질간 억제의 대뇌반구는 매일 rTMS를 자극을 

가한 쪽과 가하지 않는 쪽의 평균값은 각각 0.4±0.23% 과 0.4±0.34% (p=0.401 

및 p=0.889)였다. 2주후는 각각 0.4±0.34% 과 0.5±0.39% 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피질간 촉진의 대뇌반구는 매일 rTMS 자극을 가한 쪽과 자극을 가

하지 않은 쪽은 각각 1.2±0.44% 와 1.3±1.33%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주 후에는 각각  1.3±1.33% 와 0.9±0.44%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 1Hz 저주파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을 우측 측두엽에 5일간 

메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시행 후 자극 부위와 자극하지 않은 운동피질에서 

피질잠복기가 모두 연장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p=0.070)(Fig. 8). 

운동유발전위의 120% (p<0.05)(Fig. 7)와 140% (p<0.05)(Fig. 7) 에서의 진폭의 

크기가 자극을 주기전에 비해 자극을 준 후가 감소하였다(Fig. 7). 그러나 자극을 

가한 쪽과 가하지  않은 쪽에서의 안정기 운동역치와 피질간 억제와 피질간 촉진

과 운동유발전위의 100%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각각의 2주후의 변화도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1Hz rTMS가 대뇌피질간 억제작용을 증가시키고, 자극부

위 뿐 아니라 인접 부위와 동측 및 반대측에서도 뇌활성도의 동시화를 감소시키

고 복잡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극을 준 그 부위보다 대뇌연결을 

통한 간접적 억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 후 휴지기 

운동역치의 유의한 변화는 없었고 피질잠복기가 연장되어 자기자극을 한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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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피질흥분도 변화보다는 피질상호간 억제성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TMS가 아직 대학병원급에 국한하여 보급되어 있으나, 앞으로 임

상적, 학문적으로 널리 보급될 전망이므로 TMS 검사기법을 표준화하고 교육 및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TMS 지표 측정과 

rTMS 시행 기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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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in in in in cortical cortical cortical cortical excitability excitability excitability excitability after after after after 1Hz 1Hz 1Hz 1Hz 

repetitive repetitive repetitive repetitive transcranial transcranial transcranial transcranial magnetic magnetic magnetic magnetic stimulation stimulation stimulation stimulation andandandand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standardized method method method method for for for for measuring measuring measuring measuring TMS TMS TMS TMS indiceindiceindiceindice

Lee, Min Ah

Dept. of Biomedical Lif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Environment

Yonsei University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is a powerful, non-invasive 

tool for studying the human brain. TMS is commonly used in clinical 

neurology and neuroscience fields to study cortical physiology. Low 

frequency, 1Hz repetitive transcranial stimulation on motor cortex is known 

to decrease motor cortical excitability that suggesting a possibility to use 

this method for epilepsy treatment. But the treatment mechanism or the 

effects at distant cortical area remain unclea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gain insight into the mechanisms underlying reduced cortical excitability 

after the administration of 1Hz repetitive transcranial stimulation and to 

estabilish a standard method for measuring various TMS indices. TMS 

indices were evaluated for motor cortical excitability in 10 right-h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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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volunteers before and after repetitive magnetic stimulation. One-Hz 

rTMS at 110% of resting motor threshold (RTM) was applied to the right 

temporal cortex (T4 of 10-20 international EEG system) for 30 minutes 

(total 1800 stimuli) daily over 5 consecutive days. RMT, motor evoked 

potential (MEP) amplitudes, cortical silent periods (CSP), intracortical 

inhibition (ICI), and intracortical facilitation (ICF)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daily rTMS, and 2 weeks after final TMS sessions. Wilcoxin 

signed ranks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fter daily 1Hz rTMS, 

MEP amplitudes were decreased in the stimulated hemispheres at 

intensities of 120% (p<0.05) and 140% RMT (p<0.05), but not in the 

unstimulated hemispheres. CSP was prolonged in the stimulated hemisphere 

(p<0.05), and showed a similar trend in the unstimulated hemisphere 

(p=0.070) after daily 1Hz rTMS. So,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smaller MEP amplitudes at 120% and 140% RMT only in stimulated 

hemispheres.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bilateral RMT, ICI, ICF or 

contralateral MEP amplitudes post-daily, or 2 weeks post-stimulation.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1Hz rTMS reduces cortical 

activity at stimulated neurons and in adjacent cortical areas by modulating 

the neuronal network. Modulation of neuronal activity by 1Hz rTMS 

decreases regional cortical activity and modulates neuronal activity on 

cortical network mediated by corticocortical inter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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