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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말초신경-피질 연계자극을 이용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생리학적 증거 및 기전
운동학습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뇌피질의
가소성을
연접후

보여주는
신경의

현상이다.
동시적

뇌피질의 가소성은 연접전 신경과

활성을

통한

신경연접의

강화라는

장기상승작용(long-term potentiation, LTP)기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은 깨어있는 사람에서
운동피질의

신경생리학적

말초신경-피질
유도되는

특성을

측정할

연계자극(paired-associative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는

의한

현상으로

추측하고

mechanism)에

수

있는

stimulation,

도구로서
PAS)으로

장기상승작용양기전(LTP-like
있어

운동학습과

관련된

운동피질의 가소성을 조사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한 손에서 운동학습을 할 때 이 효과가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반대편

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운동학습

손간전달(intermanual transfer of motor learning)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신경기질은 운동피질이며 뇌량이 운동학습의 손간전달에 관여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나 신경생리학적 증거와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운동학습 손간전달이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 사이에서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운동학습 손간전달에 관한 신경생리학적인 증거와 대칭성, 그리고

-1-

그 기전을 증명하기 위하여 10명의 건강한 오른손잡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뇌자기자극 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우성반구에

시행하고

PAS를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우성반구,

PAS전후의

potential,

비우성반구의

변화와

MEP)의

자극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른 MEP의 변화인 MEP 점증곡선(recruitment curve, RC)을
측정하여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신경생리학적인 증거를 조사하였다.
둘째,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후

PAS

비우성반구의 짧은간격 피질내 억제(short-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피질내

SICI),

촉진(intracortical

비우성반구로의

facilitation,

우성반구에서

ICF),

반구간억제(interhemispheric

inhibition,

IHI)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AS를 비우성반구에 시행하였을 때의 양측 반구의 MEP
변화를 측정하여 우성반구에서 시행하였을 때의 변화와 비교하였다.
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에

우성반구

뿐만

아니라

비우성반구 에서도 MEP가 증가하였다. 자극강도가 증가함에 따른
우성반구에서는

RC는

기준

자극강도(stimulation

intensity,

SI)

0.5~1.0mV의 90-130%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비우성반구에서는 SI
0.5~1.0mV의

80-120%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우성반구

PAS후의 비우성반구에서의 SICI와 ICF는 PAS전과 비교하였을 때에
차이가

없었으나,

감소하였다.

또,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비우성반구에서의

MEP변화와

IHI는
PAS전

유의하게
IHI간에는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운동피질에서의

MEP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 우성반구의 MEP 역시 변화가 없었다.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우성반구

PAS에

의한

운동피질의

흥분성의 증가는 비우성반구 운동피질의 흥분성도 증가시킴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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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이는

반영한다고
비우성반구에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판단된다.

운동학습

PAS를

시행하였을

신경생리학적인

손간전달의
때에

대칭성

MEP증가가

현상을
여부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이 실험을 통하여 결론을 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PAS의
영향이

우성반구에서만

비대칭적임을

시사하는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사실은
PAS후

운동피질의
IHI가

감소한

가소성이
현상은

비우성반구에서의 MEP증가가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 작용하는
IHI의 억제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반영하며, PAS전 IHI와
비우성반구 MEP변화의 역상관관계를 통하여 PAS에 의해 유도되는
뇌피질가소성의 크기가 기존에 존재하는 IHI정도, 즉 뇌량을 통한
운동피질간의 연결정도에 따라서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 되는 말: 뇌피질 가소성, 장기상승작용, 말초신경-피질 연계자극,
운동학습 손간전달, 반구간억제, 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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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피질 연계 자극을 이용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생리학적 증거 및 기전
<지도교수 손영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신 혜 원

Ⅰ. 서론
1. 연구 배경

가. 뇌피질의 가소성과 장기상승작용

인간의 뇌피질이 출생 이후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으로 외부의
여러가지 자극과 학습에 의하여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1 어린아이의 뇌뿐만 아니라 발달을 멈춘 성인의 뇌 역시
다양한 감각자극및 학습과 같은 경험에 반응하여 기능적, 구조적으로
재구성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외부로부터 초래되는 뇌손상에 대한
반응으로도

뇌피질은

변화할

수

있다.2-4

신체의

다양한

경험에

반응하여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바꾸고 뇌의 신경조직망이
변화하는

성질을

뇌피질의

가소성(plasticity)이라고

한다.5

기존에

존재하는 신경조직망간 연접의 변화는 신경의 구심성 자극의 변화나
원심성 신경에 필요한 정보의 변화에 대하여 피질-피질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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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피질하간

신경시냅스의

연결의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신경 시냅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뇌의 가소성에 대한 개념은
Donald Hebb 가 최초로 주장하였다.6 이 가설의 개념은 학습이란
연접전 신경(presynaptic neuron)과 연접후 신경(postsynaptic neuron)의
동시적인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신경연접이

강화된다는 것으로(장기상승작용),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7,

8

저장과

관련된

장기상승작용(long-term potentiation, LTP)은 기억의 형성 및
기전일

뿐만

아니라8-10

운동

학습의

생리학적인

기전과도 연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11-14 신경구심자극이 연접후
신경세포의

탈분극(depolarization)과

신경연접전·후의

동시자극이

연계될

LTP를

때

유도한다.15-17

이루어지는
감각피질과

시상으로부터 구심성정보를 받는 운동피질은 연접 전후의 연계자극을
통해서 LTP가 유도되며 이는 운동기술의 습득과 저장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11-14

사람에서

일어나는

운동학습에 대한 뇌의 가소성도 동물실험에서와 같이 LTP와 관련된
기전에 의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나 사람에서 LTP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수술로 적출된 뇌의 조직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LTP를 조사한 바는 있으나18 깨어 있는 사람에서의
실험은 동물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나. 뇌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깨어5있는

사람에서

뇌피질을

자극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은

뇌전기자극(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TES)이 시초이다.19 이는
짧고 강한 강도의 전기자극을 두피의 운동피질에 해당하는 부위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피질척수경로의 흥분을 통하여 근육의 동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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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뇌전기자극은 두피의 통증감각신경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그 활용도에 제한이

있었다.

이후

뇌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이 개발되었고 이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뇌피질-특히 운동피질-신경망 조직의 흥분성
정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0 뇌자기자극은
순간적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자기장의 방향에 평행하게 전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뇌피질을

국소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다21.

운동피질을 자극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해당 근육의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를

흥분성(excitability)을 수치화할 수 있다.20,
대하여

평행으로

주행하는

피질내

22

통하여

운동피질의

뇌자기자극은 운동피질에

섬유를

통하여

운동피질의

피라미드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한다.21

(1) 운동피질 흥분성의 측정
(가) 운동역치(Motor threshold)
운동역치는 해당근육의 운동유발전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
자극강도이다.

이완근육

운동역치(resting

motor

threshold,

RMT)는

10번의 자극 중에서 5번 이상에서 50uV이상의 운동전위가 유발되는
자극 강도로 정의하며 최대 자극강도의 1%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한다. RMT는 자극지점의 중심에 있는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전압개폐 Na+ 통로(voltage-gated Na+ channel)관련
약물을

처치하였을

때에

그

값이

변하므로

세포막의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23

(나) 운동유발전위 점증곡선(MEP recruitment curve,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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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성을

RC는

자극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나타나는

운동유발전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RC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아마도 자극강도가 커질수록 자극부위의 중심에 있는
신경의

활성에

주변신경의

활성이

더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극부위의 중심에 있거나 매우 흥분성이
높은 신경은 낮은 자극강도에서 활성이 되며 자극부위에서 멀리
있거나 흥분성이 높지 않은 신경은 높은 자극강도에서 활성이 될
것이다. RC의 변화는 높은 자극강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RC는
흥분성이 낮거나 주변부에 위치한 신경의 흥분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24

(2) 쌍자기자극(paired-pulse)방법
쌍자기자극방법은 실험자극(test stimulus, TS)전 선행자극(conditioning
stimulus,

CS)을

주었을

때

운동유발전위가

변하는

정도를

실험자극만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운동유발전위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TS나 CS의 강도, 그리고 TS와 CS사이의 시간간격에 따라서
MEP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가) 짧은간격 피질내 억제(short 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SICI)와
피질내 촉진(intracortical facilitation, ICF)
RMT이하의

자극강도로

사이신경세포(interneuron)를
interval,

ISI)

8-20ms에서는

1-5ms

운동피질을
흥분시켜서

에서는

TS에

자극하는

자극간

의한

경우에

시간(interstimulus

MEP를

억제하고,

TS에 의한 MEP를 촉진시킨다.25 이를 각각

ISI
SICI,

ICF라고 부른다. SICI와 ICF는 역치 이하(subthreshold)의 CS와 역치
이상(suprathreshold)의

TS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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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며,

그

수치는

CS을

적용하지 않은 MEP를 CS을 적용한 후 발생한 MEP로 나눈 퍼센트
값으로 나타낸다. SICI는 GABAA 작용제에 의해 증가하고,26 ICF는
glutamate 길항제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27 각각 운동피질의 GABAA
수용체관련 억제작용 그리고 glutamate 수용체관련 촉진작용의 기전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나) 반구간 억제(interhemispheric inhibition, IHI)
뇌반구는 뇌량(corpus callosum)으로 연결되어 있고 운동피질 역시
뇌량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28,

29

서로

하고

흥분성을

증가시키기도

쌍자기자극방법을

이용하여

반구간

양측 운동피질은 뇌량을 통하여
억제시키기도

억제(interhemispheric

한다.30,

31

inhibition,

IHI)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뇌량 기능의 정도를 반영한다.29 역치
이상의 CS을 반대편 운동피질에 주었을 때에 ISI 6-50ms사이에서
TS에 의한 MEP가 억제된다.30 IHI수치는 CS을 적용하지 않은 MEP에
대한 CS을 적용할 때의 MEP의 비로 나타낸다.

다. 뇌피질 가소성과 말초신경-피질 연계자극

앞에서도 기술 하였듯이 깨어 있는 사람에서 뇌피질가소성에 관한
실험을 동물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침습적인 뇌자기자극을 이용하여 뇌피질의 가소성을 조사할
수

있다.

수렴한다.

체감각신경
32,

33

따라서

정보는

운동피질내의

말초감각신경을

피라미드신경으로

운동피질과

연계시켜서

반복적으로 자극한다면 LTP와 같은 기전으로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4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여 말초

신경 전기자극과 운동피질의 뇌자기자극을 연계하여 반복자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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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말초신경-피질

연계자극(paired-associative

stimulation,

PAS)이라고 한다. MEP는 PAS에 의하여 의미있게 증가한다35. PAS에
의하여 증가된 운동피질 흥분성은 오래 지속되고 가역적이며 구심성
자극에

대해

특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에서의

장기상승작용양기전(LTP-like mechanism)에 의한 뇌피질의 가소성을
34, 35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PAS는 동물실험의 LTP실험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깨어있는 사람에서 뇌피질의 가소성을 조사할 수
있는

뇌자기자극방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

PAS에

의한

운동피질의 변화는 NMDA 길항제에 의하여 억제가 되고, 운동학습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유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동학습과 관련된
장기상승작용양기전을 실험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34, 36, 37

라. 운동학습 손간전달

한 손에서 특정 운동기술을 학습할 때에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반대편 손에서도 해당하는 운동기술에 대한 능력이 함께 향상되는데
이를 운동학습 손간전달(intermanual transfer of motor learning)이라고
한다.38-44 이는 여러 인지행동실험을 통하여 증명이 된 바가 있다.38-44
운동학습 손간전달에 관련되는 신경기질로 운동피질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41,
뇌량이

없는

45

신경생리학적인 증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

환자에서

이

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양쪽

운동피질을 연결하는 뇌량(corpus callosum)이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으나46,
확실하지 않다.

마. 뇌피질의 가소성 및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성
-9-

47

이 역시

PAS에

의한

뇌피질의

가소성을

실험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우성반구를 자극하여 오른손에서 측정한 MEP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의 운동피질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48-51 뇌내미세전기자극을 통한 원숭이의 운동피질
지도에서 손의 운동과 관련된 운동피질의 표현부위가 우성반구에서
더 넓고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뇌영상에서 관찰한
사람에서의 운동피질도 우성반구에서 구조적으로 복잡한 연결형태를
보여주었다.48,

50,

51

따라서

운동학습에

의한

신경연접조직의

재배열등의 가소성 역시 양쪽에서 차이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52-55
운동학습 손간전달에 대한 실험은 대부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운동학습이

전달되는

현상을

관찰한

것으로,

이것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도 전달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41,
운동학습
결과가

손간전달이
있는

반면,41

양쪽

방향으로

오른손에서

보여준 연구들도 있다.43,

56

동일하게

왼손으로만

일어남을
전달되는

43, 56

증명한
현상임을

따라서 운동학습 손간전달이 뇌반구

사이에 양측으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주로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 전달되는 현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운동학습의 손간전달에 대한 생리학적 증거 및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PAS를 시행한 뇌피질과 PAS를 시행하지 않은 반대편
뇌피질의 흥분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 PAS에 의한 운동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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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성과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성을

알아보고자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에 시행한 PAS에 대한 각 운동피질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가.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신경생리학적인 증거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AS는 장기상승작용양기전을 통하여
운동피질

흥분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PAS는

운동학습효과를 반영하는 뇌자기자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한쪽 운동피질에 PAS를 시행한 후 반대편 운동피질의
MEP가 증가하는지를 관찰하고 PAS를 시행한 반구의 MEP의 변화와
비교하여 운동학습이 반대편 운동피질로 전달되는 신경생리학적인
증거를 찾고자 하였다.

나.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

운동피질의 변화와 기전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뇌자기자극 방법이
존재한다. 이 중 쌍자기자극방법으로 측정하는 SICI와 ICF가 대표적인
방법이다.25,

57, 58

또한 뇌량의 기능을 반영하는 IHI를 통하여 양측

운동피질의 억제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30,

59

이 실험에서는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우성반구 운동피질의
SICI, ICF 그리고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를 PAS전후에
시행하여 PAS전의 값과 비교하였다.

다. 뇌피질 가소성 및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성

(1) 비우성반구에 대한 PAS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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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에

의한

비우성반구에서도

운동피질의

변화가

유발되는지는

아직

우성반구뿐만
확실하지

않다.

아니라
따라서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여 왼손에서의 MEP가 PAS전에 비하여
증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PAS의 대칭성
운동학습 손간전달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만 전달되는 현상인지
양손 사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1)에서 기술한 실험으로 비우성반구의 PAS에
대한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우성반구에 대한
PAS의 효과가 반대쪽 운동피질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왼손의
MEP 변화 정도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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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대상 선정
열 명의 건강한 오른손잡이 성인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통하여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조사하였고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

실험에서 PAS에 의한 운동피질 흥분성 증가의 정도가 어릴 때부터
악기를 다룬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보고하였으므로60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

성인을

선택하였다.

손잡이는 약식 Edinburgh 손잡이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61

2. 근전도
양쪽 짧은엄지벌림근(abductor pollicis brevis muscle, APB muscle)에
표면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를 위한 전극을 붙여서 근육의
활성정도를 측정하였다. Ag-AgCl 근전도전극을 사용하였고 활성전극을
APB근육의 복면에 붙이고 비활성전극을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에
붙였다. 근육에서 측정되는 신호는 증폭기(P511 High Performance AC
Preamplifier, Grass, West Warwick, RI, USA)를 통하여 확장되어 3-3000 Hz
사이로 여과하였다. 이렇게 여과된 신호는 5kHz주파수로 계수화 되어
오프라인 분석을 위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3. 뇌자기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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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일과 자기장 자극기

뇌자기자극을 위한 자기장 코일은 팔자모양의 70 mm직경을 가진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있다.

이

팔자형태코일은

Magstim

200

자기자극장치(Magstim, Whitland. Dyfed, UK)와 연결되어 있어 자극기를
통하여 특정 강도로 자기장이 흐르면 뇌피질에 평행한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어 운동피질을 자극하게 된다.

나. 자극조절 프로그램

뇌자기자극의 횟수, 무작위 자극설정, 자극간 간격, 연계자극의 조절
등

뇌자기자극의

자동조절

및

자료의

저장을

위하여

LabView

프로그램(National Instrument, Austin, TX, USA)을 이용하였다.

다. 운동피질결정

운동피질을

찾기

위하여

팔자형태코일을

실험자의

머리

위에

편평하게 위치 시키고 반대쪽 손 APB근육의 표면 근전도 전극에서
측정되는

MEP의

움직여가면서

크기가

찾았다.

가장

코일의

크게

측정되는

이동방향은

먼저

위치를
앞뒤로

코일을
약

1cm

간격으로 이동하여 APB근육에서 MEP가 최대인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이랑방향에 평행한 방향(앞-뒤 방향의
45°방향)으로 코일을 이동하면서 MEP가 최대인 지점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대편 APB근육에 해당하는 운동피질을 결정하면
이 지점의 두피에 빨간색 유성펜으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실험 과정
동안의 코일 자극지점으로 삼았다.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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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B근육에 해당하는 운동피질을 상기한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완근육의 MEP 역치(resting motor threshold, RMT)와
뇌자기자극강도, 말초신경자극강도의 결정

피험자 각 개인의 RMT는 10번의 자극 중 5번 이상에서 50μV
이상의 MEP가 유발되는 자극 강도로 정의하여 최대 자극강도의
1%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역치를

결정하였다.

각

개인의

자기자극강도는 이완된 APB근육에서 0.5mV~1mV의 MEP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 강도로 정하였고(stimulation intensity, SI 0.5~1mV) 이는
10번의 자극 중 5번 이상에서 0.5mV~1mV의 MEP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치로 정의하였다. 말초신경자극강도는 정중신경을 자극할 때
피험자가 감각을 느끼는 역치의 3배로 정하였다.

마. TMS 로 측정하는 실험 변수

(1) MEP
단자기자극방법(single-pulse

TMS)으로

MEP를

측정하였다.

자극

강도는 앞서 측정한 SI 0.5~1mV를 이용하였고 자극 횟수는 12번으로
하였다. 자극과 자극 간격은 5초-7초 간격으로 무작위 설정하였다.
12회의 자극에서 얻어진 전위의 최소-최대 크기의 평균을 MEP로
정하였다. MEP는 양쪽 APB 근육에서 PAS의 전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2) MEP 점증곡선 (recruitment curve, RC)
자극강도를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점점 증가시키면서 MEP를
측정하여 RC곡선을 그렸다. 자극강도를 SI 0.5~1mV의 80% 지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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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90, 100, 110, 120, 130%로 증가시키면서 자극강도당 10회의
뇌자기자극에 대하여 유발되는 MEP의 평균값을 연결하였다. RC
곡선은 양쪽 APB근육에서 PAS 전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3) IHI
두

개

코일

쌍자기자극방법을

이용하여

IHI를

측정하였다.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를 PAS 전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IHI는 우성반구를 해당 운동피질의 SI 0.5~1mV의 CS로 선행자극하고
10ms후에 비우성반구를 해당 운동피질의 SI 0.5~1mV로 자극하여 얻은
MEP을 CS를 적용하지 않은 비우성반구의 MEP로 나눈 퍼센트
값으로 정하였다(그림 1-A). 자극 횟수는 각각 12회로 하였다.

(4) SICI
한 개 코일 쌍자기자극방법을 이용하여 SICI를 측정하였다. SICI는
역치 이하의 CS을 적용하고 2.5 ms후에 역치 이상(suprathreshold)의
TS을 주었을 때 유발되는 MEP를 CS을 적용하지 않은 MEP로 나눈
퍼센트 값으로 정하였다. 역치 이하의 자극 강도는 앞서 측정한
RMT의 80% 강도를 사용하였고 TS은 SI 0.5~1mV를 사용하였다. 자극
횟수는

각각

12회로

하였다.

SICI는

우성반구

PAS전후에

비우성반구에서 측정하였다(그림 1-B).

(5) ICF
한 개 코일 쌍자기자극방법을 이용하여 ICF를 측정하였다. ICF는
역치 이하의 CS을 적용하고 10 ms후에 역치 이상의 TS을 주었을 때
유발되는 MEP를 CS을 적용하지 않은 MEP로 나눈 퍼센트 값으로
정하였다. ICF의 선행자극과 실험자극 및 자극횟수는 SICI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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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ICF는

우성반구

측정하였다(그림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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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전후에

비우성반구에서

Figure 1. Paired-pulse TMS protocols for measuring IHI, SICI and ICF.
MEP on the left APB muscle is inhibited by CS on the dominant
hemisphere at ISI of 10 ms (A). MEP on the left APM muscle is
inhibited by CS at ISI 2.5ms (B), while facilitated by CS at ISI
10ms (C). TMS: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IHI:
interhemispheric inhibition, SICI: short-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ICF: intracortical facilitation, MEP: motor evoked
potential,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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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AS

PAS는

정중신경을

손목에서

전기자극하고

25ms후에

반대편

운동피질을 자기자극하는 방법으로 연계자극간 시간을 4초 간격으로
설정하여 총 225회 반복 시행하였다. 정중신경은 양극형전극으로
음극전극이 팔의 근위부를 향하게 하여 구형파자극으로 2ms동안
지각자극 역치의 3배 강도로 자극하였고 운동피질은 해당 운동피질의
SI 0.5~1mV강도로 자극하였다.60

4. 실험 세션
실험대상자는 적어도 1주의 간격을 두고 두 번 방문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한번은 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한 후 양쪽 운동피질의
RMT, MEP, RC의 변화와 반대편 운동피질의 SICI와 ICF 그리고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 변화를 측정하였고, 다른 한번은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한 후 양쪽 운동피질의 RMT, MEP 및 RC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하였다(그림 2).

5. 통계방법
우성반구 및 비우성반구에서의 PAS후 양쪽 MEP, RMT의 변화와
우성반구

PAS후

비우성반구에서의

SICI,

ICF와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의 변화는 대응표본 t 검정(paired-t test)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양쪽 운동피질의 RC는 반복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이용하여 PAS의 MEP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았다. 각각의
자극강도에서 PAS에 대한 MEP의 변화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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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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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perimental sessions. MEPs of the both motor cortices, IHI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hemisphere, SICI and
ICF of the non-dominant hemisphere were measured in session of
PAS on the dominant hemisphere. MEPs of the both motor
cortices were meausred in session of PAS on the non-dominant
hemisphere. MEP: motor evoked potential, IHI: interhemispheric
inhibition, SICI: short-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ICF:
intracortical facilitation, PAS: paired-associati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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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우성반구 PAS에 대한 우성·비우성반구 MEP의 변화
가. 실험대상자의 기본정보

실험대상자는

남자

23-28세)였다.

이들은

동의서에

9명,

여자

모두

서명하였다.

1명으로

기관이

대상자의

나이는

인정하는
평균

평균

25세(범위,

형식의

실험참여
우성반구와

RMT는

비우성반구에서 각각 48.3±2.1%, 50.8±2.5로 수치의 차이는 없었다
(p=0.4). 모두 오른손잡이였고 Edinburgh 손잡이 검사상 손잡이 지수는
평균 90(범위 67-100)이였다(표). 10명의 피험자가 모두 우성반구
PAS가 운동피질에 작용하는 효과에 대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중
9명의 피험자가 비우성반구 PAS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8명이 우성반구 PAS후 비우성반구에 대한 ICI, ICF및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RMT(우성반구;
0.5~1.0mV에서의

IHI변화에
48.3±2.1%,

대한

실험에

비우성반구;

MEP(우성반구;

참여하였다.

50.8±5.5%)와

0.92±0.11mV,

SI

비우성반구;

0.92±0.98mV)는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 22 -

PAS전의

Tabl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Laterality

Subject

Age

Sex

Handedness

1

24

M

Right

100

2

23

M

Right

66.7

3

24

M

Right

100

4

23

M

Right

77.8

5

24

M

Right

100

6

27

F

Right

100

7

24

M

Right

100

8

24

M

Right

76.5

9

28

M

Right

100

10

25

M

Right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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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tient

나. 우성∙ 비우성반구에 대한 우성반구 PAS의 효과
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

우성반구에서

측정한

MEP는

PAS전후에 각각 0.91±0.10mV에서 1.95±0.20mV로 PAS후 의미있게
증가하였고,

비우성반구에서

0.92±0.11mV에서

측정한

1.72±0.19mV로

MEP역시

PAS전후에

증가하였다(그림

3).

각각

우성반구

PAS전후의 RMT는 우성반구에서는 각각 48.3±2.1%에서 46.1±2.4%,
비우성반구에서는
RMT는

변화가

각각

50.8±5.5%

없었으나

에서

46.4±2.5%로

비우성반구의

감소하였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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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는

우성반구의
의미있게

Figure 3. Mean MEPs of APB muscles in both hands, before PAS (gray
bar) and after PAS (black bar) on the dominant hemisphere. Mean
MEP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after PAS in both hands.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MEP: motor evoked
potential,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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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MTs of APB muscles in both hands, before PAS (gray bar)
and after PAS (black bar) on the dominant hemisphere. RM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PAS in the left hand, whereas it was
not changed in the right hand.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RMT: resting motor threshold,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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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성반구 PAS의 우성∙ 비우성반구 RC에 대한 효과
우성반구 PAS는 우성반구 MEP증가뿐만 아니라(F=8.6, p<0.05), 비우
성반구 MEP의 증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F=7.6, p<0.05). 각각
의 자극강도에서 PAS전후의 MEP를 비교하였을 때에 우성반구에서는
SI 0.5~1mV의 90, 100, 110, 120, 130%의 자극강도에서 PAS후에 MEP가
증가하였고(그림 5-A), 비우성반구에서는 SI 0.5~1mV의 80, 90, 100, 110,
120%의 자극강도에서 PAS후에 MEP가 증가하였다(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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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Cs of the APB muscles in both hands, before PAS (dot line)
and after PAS (solid line) on the dominant hemisphere. Mean
MEP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after PAS at 90%~130% SI
0.5~1mV in the right hand (A) and at 80%~120% SI 0.5~1mV in
the left hand (B). *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RC:
recruitment curve,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MEP motor
evoked potential,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SI:
stimulat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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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성반구 PAS에 대한 비우성반구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
화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 작용하는 IHI는 우성반구 PAS전후에 각
각 63.9±15.8%에서 82.2±16.3%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그림 6-A). 우
성반구 PAS전후에 비우성반구에서 측정한 SICI는 각각 43.4±22.4%
에서 49.9±16.3%로 변화가 없었고 ICF 역시 각각 145.7±37.0%에서
133.3±54.2%로 변화가 없었다(그림 6-B). 우성반구 PAS후 비우성반구
MEP의 변화는 PAS전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 정도와 역비
례하였다(r=0.67, F=12.27, p<0.05,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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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an IHI from the dominant hemisphere to the non-dominant
hemisphere, SICI and ICF of the non-dominant hemisphere,
before and after PAS on the dominant hemisphere. Mean IHI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 p<0.05), while mean SICI and ICF
were not changed after PAS (B, p>0.05). IHI: interhemispheric
inhibition, SICI: short-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ICF:
intracortical facilitation,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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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attergram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PAS MEP
changes and pre-PAS IHI in the left APB muscle. MEP changes in
the left APB significantly and inversely correlated to the degree
of pre-PAS IHI (r2 =0.67, F=12.27, p<0.05). MEP: motor evoked
potential,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IHI:
interhemispheric inhibition,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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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S효과의 대칭성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 비우성반구에서 측정한 MEP는
PAS 전후에 각각0.94±0.11mV에서 1.15±0.12mV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고, 우성반구에서 측정한 MEP역시 PAS 전후에 각각 0.93±
0.11mV 에서 1.04±0.16mV로 변화가 없었다(그림 8).
비우성반구 PAS는 비우성반구와 우성반구 MEP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모든 자극강도에서 PAS 전후에 비우성반구와 우성반구 MEP
의 차이가 없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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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ean MEPs of the APB muscles in both hands, before PAS
(gray bar) and after PAS (black bar) on the non-dominant
hemisphere. Mean MEPs were not changed after PAS in both
hands (p>0.05). MEP: motor evoked potential,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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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Cs of the APB muscles in both hands, before PAS (dot line)
and after PAS (solid line) on the non-dominant hemisphere. Mean
MEPs were not changed after PAS at any SI tested in the left hand
(A) and the right hand (B) (p>0.05). RC: recruitment curve,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PA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MEP: motor evoked potential, SI: stimulation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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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우성반구 PAS의 양쪽반구에 대한 영향
이 연구에서는 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한 후 MEP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여 PAS가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항진시킴을 확인 하였다. 이는
이전의 PAS실험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PAS 프로
토콜은 0.5~1mV 사이의 MEP를 발생할 수 있는 뇌자기자극강도와 정
중신경 지각역치의 3배 강도의 말초신경 자극을 25ms의 간격으로 연
계자극한 것으로서 다른 실험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계자극간의 빈도와 전체자극시간은 실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 실험에서는 ‘long’-PAS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0.05-0.1Hz로
23-30분 동안 자극하는 방법으로,62-65 이전에 사용하였던 ‘short’-PAS
프로토콜35,

37

에 비하여 MEP 강화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

다.64
우성반구 PAS후 MEP의 증가는 PAS를 시행한 우성반구 뿐만 아니라
PAS를 시행하지 않았던 비우성반구에서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자극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MEP의 변화를 관찰한 RC에서도 PAS는 우성반
구 및 비우성반구 모두에서 각각의 MEP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PAS후 우성반구 뿐만 아니라 반대쪽 운동피질에서도 MEP가 증가한
사실은 PAS로 유발된 운동피질의 가소성이 반대쪽 운동피질로 전달
된다는 가설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각각의 SI 대한 PAS전후의 MEP를 비교하였을 때에 130%의 SI에서
는 MEP가 우성반구에서만 증가하였고 비우성반구에서의 변화는 통계
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RC는 자극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MEP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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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낮은 자극강도에서는 자극 지점의 중
심에 있거나 흥분성이 높은 신경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높은 자극강도
에서는 자극 지점에서 멀리 있거나 흥분성이 낮은 신경이 활성화 되
는 현상을 반영한다. 우성반구에 비하여 비우성반구의 운동피질 신경
연접이 덜 발달해 있으므로48,

49

자극강도가 증가함에 따른 피질척수

신경의 최대 활성화가 비우성반구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SI 0.5~1mV 130%강도의 자극에 대하여 우성반구에서는 유의한 MEP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으나

비우성반구에서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에 의하여 더 이상의 MEP 증가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또, 80%의 자극강도에서 비우성반구에서는 PAS전후에
MEP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나 우성반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80% SI 0.5~1mV의 자극 강도는 PAS전에는 양쪽 운동피질에서
모두 RMT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충분히 MEP가
유발될 수 있는 자극강도가 아님을 의미한다. PAS후에 우성반구에서
는 RMT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강도에서는 MEP가 충분
히 유발될 수 없었던 반면에 비우성반구에서는 RMT가 낮아졌기 때문
에 PAS전 80% SI 0.5~1.0mV에 해당하는 자극강도에서 MEP가 유발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80% SI
0.5~1.0mV의 자극강도에서 비우성반구에서만 MEP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PAS로 유발된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가 곧 운동학습과 관련된 변
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66 그러나 PAS전에 운동학습을 하는 경우
에 PAS에 의한 운동피질의 흥분성의 증가가 일시적으로 일어나지 않
고,36,
34, 37

66

PAS가 동물 실험의 장기상승작용양기전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에, 이 실험에서 관찰한 PAS에 의해 유도된 반대편

운동피질의 변화는 운동학습의 손간전달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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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쪽 운동피질의 변화가 반대편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관찰한 반복뇌자기자극 실험에서 저주파 반복자기자극
(low-frequency repetitive TMS)으로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억제시켰을 때
에 반대편 운동피질의 MEP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우
리 실험과는 다른 결과이다.67-70 그러나 한쪽 운동피질의 억제가 반대
쪽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 반대 현상(한쪽 운동
피질 흥분성의 증가가 반대쪽 운동피질을 억제시킨다)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므로 이 실험결과와 상반되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
다. Heide등이 제시한 바대로 반복뇌자기자극으로 인한 운동피질흥분
성의 변화와 PAS에 의한 변화의 기전은 같지 않을 것이다.67 반복뇌자
기자극에 의한 운동피질의 변화도 LTP와 관련된 기전에 의할 것이라
고 추정하고 있으나 시냅스 전-후의 동시활성화라는 LTP의 모델을 고
려할 때에는 PAS 프로토콜이 그것과 더 유사하다. 따라서 이 실험에
서 증명한 PAS에 의한 반대쪽 운동피질 흥분성의 증가는 운동학습
손간전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성반구 PAS의 비우성반구에 대한 영향의 기전
우성반구 PAS후 비우성반구의 MEP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운
동학습 손간전달의 신경생리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서는 이러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PAS전후
에 비우성반구에서 SICI와 ICF, 그리고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를 비교분석 하였다. PAS후에는 MEP가 증가하고 운동피질의 흥분
성에 변화가 있으므로 SI 0.5~1mV에 해당하는 SI가 달라진다. 쌍자기
자극방법으로 측정하는 여러 변수들은 CS이나 TS에 따라서 그 수치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PAS후 뇌피질의 흥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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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SI 0.5~1mV에 해당하는 SI를 다시 설정하여
변수들을 측정하여야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SICI, ICF, IHI를 측정 하기 위한 CS와
TS을 PAS전후에 각각 따로 측정하였다. PAS전후에 SICI와 ICF는 변하
지 않았으나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는 PAS후에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IHI는 양쪽운동피질을 연결하는 뇌량의 기능을 반영하는
뇌자기자극 방법으로30, 71 한쪽 운동피질이 흥분될 때 반대쪽 운동피질
을 억제하는 운동피질간 억제 현상을 수치화한 방법이다. 이는 한쪽
운동피질의 변화가 반대쪽 피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
험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반복뇌자기자극 실험에서 저주파 반복자극
으로 한쪽 운동피질을 억제시켰을 때에 IHI가 감소함으로써 반대편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대표적이다.68,

69

이 실험에

서는 PAS후에 IHI가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앞서 기술한 반대쪽
운동피질 MEP 증가의 기전이 IHI의 감소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Perez등은 뇌자기자극을 이용한 여러 변수를 측정하여 손가락
연속동작운동학습이 반대쪽 운동피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
였다.45 여기에서는 IHI와 함께 SICI가 감소하였는데, 저자들은 운동학
습이 IHI의 감소를 통하여 반대쪽 운동피질의 SICI에 영향을 줌으로
써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반대쪽 운
동피질 흥분성이 증가했다는 면에서는 우리 실험과 비슷한 결과이나,
우리 실험에서는 PAS가 SICI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SICI의 평균치가 PAS후에 감
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마도 PAS의 영향이 실제 운동학습과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PAS와 운동학습에 의한
SICI변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PAS 전후에 측정한 양쪽 손의 RMT는 오른손에서는 변화가 없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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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왼손에서는 의미있게 낮아졌다. RMT는 신경막 전위를 변화시키는
약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경막의 흥분성을 반영한다고 알
려져 있다.23 PAS에 의하여 유도되는 운동피질 흥분성의 증가는 시냅
스의 강화에 의한 현상이므로 PAS를 시행한 우성반구에서 RMT에 변
화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비우성반구
의 RMT가 감소한 기전은 정확하지 않다. 한 연구에서 non-NMDA
glutamate수용체 길항제인 ketamine에 의하여 RMT가 변화함을 증명한
바가 있다.72 따라서 비우성반구 RMT의 감소는 우성반구 운동피질의
변화가 비우성반구의 non-NMDA glutamate전달의 조절을 통하여 비우
성반구의 흥분성을 증가시켰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PAS 효과가 반대쪽 운동피질에 전달되는 기전에 대한 또 다른 흥미
로운 결과는 PAS후 비우성반구 MEP증가의 정도가 우성반구 MEP증
가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었으나 PAS전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와는 역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PAS의 반대쪽 운동피질에
대한 영향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IHI의
정도와 관계가 있어 IHI가 강할수록 반대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양쪽 피질사이의 억제기전이 강할수록
반대편으로의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IHI의 정도
는 운동피질간 뇌량의 밀도와 관계가 있고29 이는 두 운동피질사이의
기능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IHI가 클수록 한
쪽 운동피질이 반대쪽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성반구 PAS에 의한 효과가 비우성반구에 전달되는 것
은 PAS에 의하여 IHI가 감소됨으로써 일어나며, 그 증가는 기존에 가
지고 있는 IHI의 정도 즉 뇌량을 통한 두 운동피질간의 연결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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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피질가소성의 비대칭성
운동피질 가소성의 양쪽 반구간 대칭성과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
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성반구와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
을 때에 자극한 운동피질 흥분성의 변화를 비교하였고 PAS에 대한
효과가 반대편 운동피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앞서 살펴본
결과대로 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우성 반구 MEP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우성반구에 PAS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비우성반구 MEP 크기는 증가하지 않았고 반대편 운동피질의 MEP 역
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운동피질의 가소성이 우성반구에서 두드러지
는 현상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비록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으나
비우성반구의 PAS후 운동유발전위가 오히려 줄어들었던 두 명의 피
험자를 제외하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운동피
질의 가소성이 비우성반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성반
구에서만큼 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운동학습과 관련된 뇌피질의 변화는 우성
반구에서만 일어나거나,52 양쪽 모두 변화가 있으나 우성반구에서 더
현저한 항진을 보이는 비대칭성을 나타낸다.53 운동학습 대신 우리 실
험과 같은 운동피질의 가소성을 유발시키는 뇌자기자극 프로토콜을
적용하였을 때에도 운동피질의 변화는 우성반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55 그러나 우리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PAS의 효과를 양쪽에서 비교
한 한 실험에서는 PAS로 유발되는 운동피질의 흥분성의 변화가 우성
반구와 비우성반구간에 차이가 없었고 운동학습 후의 운동피질의 변
화 정도에도 차이가 없었다.54 이렇게 같은 실험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운동학습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행동실
험의 방법이 서로 다르고 각 실험마다 뇌피질가소성을 유도하는 방법

- 40 -

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PAS의 효과가 비우성반구에서 유도되지 않았기 때문
에 관찰하고자 했던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비대칭성 여부는 알 수 없
었다. 그러나 PAS의 우성∙ 비우성반구에 대한 영향이 현저하게 비대
칭적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운동피질의 가소성이 우성반구에서 더 우
세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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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운동학습 손간전달은 한쪽 손으로 운동학습을 시행하였을 때에 운동
학습을 하지 않은 반대쪽 손에서도 운동학습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으
로 이과 관련된 주요한 신경기질은 일차운동피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여러 행동신경학적 실험에서 운동학습효과가 반대쪽 손에서도
나타난다는 현상을 증명하였는데, 이는 뇌피질 가소성이 반대쪽 뇌피
질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신경생리학적인 증거와
기전을 아는 것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한쪽 손의 운동기능이 떨어진
경우 손상이 없는 반대쪽 뇌의 가소성을 통하여 기능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운동학습과 관련된 기전인 장기상승작용양기전을 반영하는
PAS를 이용하여 우성반구 PAS의 효과가 해당 반구의 운동피질뿐만
아니라 반대쪽 반구의 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킴을 보여줌으로써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신경생리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 우성반
구 PAS후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 향하는 IHI가 감소한다는 결과
로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기전이 IHI의 감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PAS가 반대쪽 운동피질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우
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 향하는 IHI의 정도와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는 뇌량의 기능을 반영하는 IHI의 크기와 운동학습 손간전달
의 정도가 관련됨을 보여준 것으로 뇌량의 양쪽반구 연결정도가 클수
록 한쪽 손의 운동학습의 효과가 반대쪽으로 용이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성반구에서 비우성반구로의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증거 및 기전과 더불어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였던
운동학습 손간전달의 대칭성은 비우성반구의 PAS가 해당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증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PA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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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유도되는 운동피질의 가소성이 우성반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운동피질의 가소성이 비대칭적
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운동학습과 관련된 뇌피질 가소성은 우성반구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성반구 운동피질의 가소성, 즉 운동학
습의 효과는 반대쪽 운동피질에도 전달이 되며 이는 뇌량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쪽 운동피질의 손상으로 인
한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반대쪽 운동피질의 가소성을 항진시키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반대쪽 손의 운동학습을 통하여 기능이 저하된 손의
운동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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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urophysiological evidence and mechanism of
intermanual transfer using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Hae-Won Shi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H. Sohn)

Motor learning is one of the most obvious examples of brain plasticity
that persists throughout the human lifespan. Brain plasticity including
motor learning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strengthening of synapses
in response to repetitive coincident activity in both the presynaptic and
postsynaptic neurons; this process is termed long-term potentiation
(LTP).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provides a non-invasive,
painless and safe means to explore and alter the activity of human
cortical networks in awake, behaving human subjects.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PAS), which consists of repetitive paired afferent median
nerve stimulation with magnetic stimulation over the motor cortex,
induces long-lasting excitability changes. Such PAS-induced changes are
considered to be associated with an LTP-like mechanism. Therefore, a
PAS protocol is a method for evaluating brain plasticity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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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motor learning.
Motor learning by one hand modulates the performance of
corresponding tasks with the other hand, a phenomenon known as
intermanual transfer. The neural substrates underlying intermanual
transfer may involve the primary motor cortex and the transfer may occur
via the corpus callosum, which is a structure connecting the bilateral
hemispheres. Although motor learning and intermanual transfer have
been

demonstrated

using

various

types

of

motor

tasks,

neurophysiological evidence for the mechanism underlying the
transformation of a learned motor skill from one hand to the other is
lacking. In addition, it is also unknown whether intermanual transfer
occurs between both dominant and non-dominant hands or only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hand.
In the present study, we sought to obtain the neurophysiologic evidence,
symmetry and mechanism of intermanual transfer. Ten right-handed
healthy volunteers participated in the work. We compared motor-evoked
potentials (MEPs) and recruitment curves (RCs) in both abductor pollicis
brevis (APB) muscles before and after PAS in the dominant motor cortex
to investigate the neurophysiological evidence of intermanual transfer. To
evaluate the mechanism of intermanual transfer, we measured short
interval intracortical inhibition (SICI) and intracortical facilitation (ICF)
in the non-dominant hand, and interhemispheric inhibition (IHI)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hemisphere, both before and after PAS.
We also compared the MEPs and RCs in both hemispheres before and
after PAS was applied to the non-dominant hemisphere, to assess the
symmetry of intermanual transfer.
Mean MEP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after PAS on the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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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rtex at 90-130% of the stimulation intensity (SI) of 0.5~1 mV in
the dominant APB muscle and at 80-120% of the SI 0.5~1 mV in the
non-dominant APB muscle. The mean IHI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motor cortex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PAS on the
dominant hemisphere, whereas neither the SICI nor the ICF of the
non-dominant hand was changed. In addition, post-PAS MEP changes in
the left APB muscle were significantly and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degree of pre-PAS IHI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hemisphere. MEPs were not changed in either APB muscle after PAS was
performed on the non-dominant motor cortex, at any SI value tested.
These results showed that PAS-induced plasticity in the dominant motor
cortex

affected

the

contralateral

cortex.

This

constitutes

neurophysiological evidence of intermanual transfer. Symmetry of
intermanual transfer was not demonstrated because PAS on the
non-dominant hemisphere did not induce excitability changes in the
corresponding motor cortex. Asymmetric PAS-induced excitability
changes suggest that the plasticity of the motor cortices is asymmetric
between hemispheres. Decreased IHI from the dominant to the
non-dominant motor cortex after PAS indicates that the corpus callosum
may mediate the transfer of PAS-induced excitability changes to the
contralateral motor cortex. Furthermore, IHI toward the contralateral
motor cortex seems to determine the feasibility of transfer of
PAS-induced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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