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상 ι1 ;è l 료학회지 제 10권 저13호 

KAUTPT Vo l. 10 No. 3 2003 

경두부 자기자극이 운동학습과 뇌 운동영역 
활성화에 미지는 영향 : 예벼연구 

반복적 

박지원 
삼성서울병원 엄상의학연구소 

김종만 
서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김연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and Brain 

Abstract 

Effect of rTMS on Motor Sequence Learning 
Acti vation A Preliminary S tudy 

Park Ji-won , Ph.D., P.T. 
SMC Clinical Research Institute, Samsung MedicaJ Center 

Kim Jong-man, Ph.D. , P.T. 
Dept. of PhysicaJ Therapy , Seonam University 

Kim Yun-hee, Ph.D. , M.D. 
Dept of PhysicaJ Medicine and RehabiJitation , Samsung Medical Center 

SchooJ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Repetiti 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 modulates cortical excitability 
beyond the duration of the rTMS trains themselves. Depending on rTMS parameters, 
a lasting inhibition or facilitation of cortical excitability can be induced. Therefore, 
rTMS of high or low frequency over motor cortex may change certain aspects of 
motor learning performance and cortical activ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high and low frequency subthreshold rTMS applied to the motor coπex on motor 
learning of sequential finger movements and brain activation using functional MRI 
(fMRIl . Three healthy right-handed subjects (mean age 23.3) were enrolled. AJJ 
subjects were trained with sequences of seven-digit rapid sequential finger 
movements , 30 minutes per day for 5 consecutive days using their left hand. 10 Hz 
(high frequency) and 1 Hz (Jow frequency) trains of rTMS with 80% of resting 
motor threshold and sham stimulation were applied for each subject during the 
period of 미otor learning. rTMS was delivered on the scalp over the right primary 
motor cortex using a figure-eight shaped coil and a Rapid@ stimulator with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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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er Modules (Magstim Co. Ltd, UK). Functiona! MnI (α1R I) was perfonned on 
a 3T ISOL Forte scanner before and after training in all su이ects (35 slκes per one 
brain volume T R/TE 3000130 1115 , Flip angle 600, FOV 220 ID IlI, 64 x64 matrix, slice 
thickness 4 mm). Response time (RT ) and target scores (1'5) of sequential fingel 
movements were monitored duri ng the training period and fMRl scanning. Al! 
subjects showed decreased IlT and increased T5 which reflecting leaming effects 
。ver the training session. The subject who received high frequency rTMS showed 
better perfonnance in T5 and RT than those of thc subjects with low frequency or 
sham sti mulation of rTMS. 10 fMR1, the subject who received high freQuency rTMS 
showed incrcased activation of primary m이。r cortex , premotor, and medîal cerebellar 
areas after the motor sequence leaming after the training. but the subject with low 
frequency rTMS showed decreased activation in above areas. High frequency 
subthreshold rTMS on the motor cortex may facilitate the excitability of motor 
cortex and improve the peπ。rmance of motor seQuence learning in normal subject 

Key Words: Functional MRI: Motor cortex: Motor sequence lcaming: Repetitive transσanial 

magn앉κ stlmu녀tlOn 

l 서론 

정우부 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에 의한 피엘의 흥푼성 

kortical exc itabîlity)온 자극의 인토， 기간， 

강도 같용 몇 가지 연수에 의하여 연회}핑 수 

있다(Maeda 등， 20001. TMS율 이용한 연구 

흉 용하여 여러 가지 갱신철항의 앵태생리에 

대한 이해용 녕히고 신경채용 치료 기승의 

개앙 동에 유용한 자료훌훌 얻을 수 있다 

(Pascual- Leone 중， 1없81 반복적 정 우부 차 

71 자극 (repetitive TMS ‘ rTMS )용 자극 후에 

도 피질의 용운성용 연화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앙허져 있으며 자극의 연수에 따라 피정 

의 흥분성이 억제 또는 촉진윌 수 있는 것으 

호 알려 씨 있다(Gerschlager 둥 20011 일 안 

적으로 정상인에서 5-20 l~의 자극인도에 

해 양하는 고빈도(high← frequency )의 반복직 

경우우 자기자극은 피질척수료의 흥운성올 

중가시키는 것으호 보끄되고 있으며 안연 l 

Hz흐 자극되는 져 인도(low-frequency)의 반 

욕석 경두부 자기자극은 피질최수로의 홍용 

성올 당기간 감소시키는 것으료 보고되고 있 

다(Chen 퉁 1997: PascuaJ • Leone 둥， 19981 

안욕적 경두우 자기자극의 Af용에 있어서 

새로운 관싱온 지료룡 위한 도구료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Pascual-Leone 뭉 

(J 9961온 우윷충 환자를에게 5일간에 걸쳐 왼 

쪽 전두엽 (fronta l cortex)에 10-20 Hz의 l간 

옥적 경투우 자기자극응 실시한 절과 6주 갱 

도까지 우올중이 개선되능 효과홍 보였다고 

보고하였으여 ， Lefaucheur 등 (20011용 신경인 

성 홍종(neurogenic pain) 환자균에서 10 Hz 

의 반복석 경두부 자기자극이 일시객이지얀 

풍중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러한 견과율용 반북적 자기자곡이 피정의 기 

놓에 반영구적인 변화용 가져융 수 있용용 

의이하는 것이지안 아직까지 신경 재땅의 영 

역에서는 그다지 양용되지 옷하고 있는 실정 

이다 

안쩍-적 갱두부 자기자극의 효과는 직접적 

으로 자극융 받는 며질영역에안 국안되지 않 

고 시냉스 연경에 의하여 보다 넓온 신경앙 

에 영향율 미칭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률은 안 

옥적 정두우 자기자극과 용시에 뇌 기능 애 

핑 기엉 (neuroimaging techniQue)에 의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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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서"로 규명될 수 있다(Pascual-Leone 의 내용에 이해하고 동의하였다 

등， 1998) . ，"에 순서적 운동학습은 단 가간 

의 훈련에도 대뇌피질의 가소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뇌 신경망 매 

핑 기법에 의하여 연구되어 오고 있지만 

(Dominey , 1998; Grafton 등， 1998; Kami 등， 

1995; Toni 등， 1998; Ungerleider 등， 2002) 

운동학습의 과정에서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 

극이 피질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극이 신경 연 

접 의 long-terrn ∞tentiation (L TP)과 long

term depression (L TD)에 영 향을 미 칠 수 있 

다는 의 견도 있다(Berardelli 퉁， 1998). 학습 

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운동 

학습의 관점에서 자극의 빈도가 비교적 느리 

게 되면 long-term depression이 발생하게 

되 고 반대 로 자극의 빈도가 빠르면 long

term facilita t ion 이 발생 한다는 것 이 다(Sastry 

퉁， 1986) 하치만 이러한 현상에 반복적 자 

기자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 

하며 이러한 시도 역시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순서적 운동학습 

시 촉진 빚 억제의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극 

이 운동파습의 과정과 뇌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질 마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기업을 이용하여 예비연구를 

실시하는데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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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연구방법 

L 연구대상 
실험에는 건강한 정상 성인 3명(남자 1 명， 

여자 2 명， 평균나이 23.3세)이 참여하였으며， 

모두 오른손잡이(평균 Edinburgh 접수 +100 

접)였다 기 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의 대상자 

선정에서는 실험의 특성상 치아 교정 장치를 

비 롯한 신제 내 금속물 삽입을 하지 않았고 

폐쇄공포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지니지 

않은 사람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모두는 실 험 

2. 운동 훈련 과제 및 훈련 절차 

운동 훈련올 위한 과제로써 l에서 4까지의 

숫자 7개가 무작위의 순서로 구성된 8개의 

조합순서룹 만들었다(표 1). 훈련 과제의 구 

성 은 SuperLab Pro 2.01)올 이 용하여 3초간 

조합순서를 제시한 후 30，초간 제시된 조합을 

훈련하고 30초간의 휴식을 가지는 형태로 만 

들었으며 이 과정 을 총 4회 반복하여 하나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모두 8개 

의 과제를 고안하여 훈련하도록 하였으며 각 

각의 과제는 매 훈련마다 8개의 조합순서가 

무작위로 배열되도록 하여 추측에 의한 순서 

학습을 배제하였다， 전체 훈련에 소요된 시간 

은 약 30분이 었고 훈련은 오른손잡이 의 비 

우세손인 좌측 손에서 실시하였다. 과제의 제 

시는 피험자 앞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이 

용하였으며 반응키를 활용하여 제시된 조합 

을 가능한 빠르게 반복하여 누르도록 하였다 

3.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극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극의 적용은 두 개의 

부스터 를 장착한 Magstim stimulator2)에 8자 

모양의 코일 자극기를 연결하여 시행하였다 

피험자에게는 뒤로 기울일 수 있는 면안한 

의자에 앉아서 자기자극 시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머리를 의자에 밀착시키도 

록 하였다 피험자의 머리에는 자극의 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좌표가 그려진 두건을 

밀착하여 씌웠다. 두건의 좌표는 nasion oJ]서 

inion 까지 연결한 정중시상선과 양이간선의 

교차점 을 Cz (0 ， 0)로 하여 각 lcm 간격 으로 

바둑판 모양드로 그려진 것이다 두건의 착용 

후 먼저 자극의 위치와 자극의 강도룹 결정 

하기 위하여 운동유발전위 (MEP)환 시행하여 

1) Cedrus, USA 
2) Magstim , Whitland, Dyfe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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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운동피질의 hot spot를 결정하였으며 ， 

이 영역에서의 운동역치 (motor th reshold l를 

찾았다 

반복적 경두부 자기자극에서의 자극 강도 

는 각 피 험자의 운동역치의 80%로 정하였으 

며 자극 방법은 촉진 대상자에게 10 Hz로 10 

초， 억제 대상자에게는 1 Hz로 10초， 대조 대 
상자에 게 는 속 임 자극(sham stimulati on )을 10 

초간 적용하였다 속임자극은 직접적인 운동 

피질의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자극이 자 

극접을 수평으로 통과하도록 하여 실제로 자 

극을 하지 않고 자극 소리 만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극을 주는 시점은 과제 제시 후 훈 

련이 시작되 는 10초간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하나의 과제당 4번을 자극하였다- 코일의 온 

도가 지나치 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극을 쉬는 동안 얼음주머니 를 이용 

하여 코일을 냉각시켰다. 피험자는 자극을 받 

는 것에 상관없이 주어 진 과제 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행력의 측정은 훈련과 

정과 동시에 반응키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 

을 바탕으로 수행 점수와 반응시 간을 얻었다 

4. 기능적 영상을 위한 운동활성 과제 
기능적 자가공명영상 실험의 진행은 훈련 

전과 훈련 종료 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 을 위 한 과제는 훈련과제에서 사용된 8 

개의 순서조합(표 1)을 이용하여 SuperLab 

Pro 2.0으로 만들었다， 과제의 기본적인 구성 

은 휴식 (15초) 순서제시 (3초)-숫자회상05초)

순서 제시 (3초) 순서운동과제 05초) 등이 하나 

의 블록이 되어 모두 여섯 번에 걸쳐 반복되 

는 블록디자인 형태로 고안하였다. 휴식에는 

“휴식 ”이 라는 단어를 제시하여 피험자가 움 

직임 없이 화연을 가만히 응시하도록 하였으 

며 비 교조건의 숫자회상에서 는 “숫자회상”이 

라는 단어를 제시 하여 앞서 3초간에 걸쳐 제 

시된 숫자조합올 반복하여 회상하도록 하였 

다 실험조건의 순서운동과제에서는 “시작”이 

라는 단어를 과제 수행 동안 제시하여 앞서 

3초간에 걸쳐 제시된 숫자조합올 최 대한 빠 

르게 반복하여 누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조건으로 숫자회상을 쓴 이유는 실험조 

건의 과제 수행 시 피험자가 숫자를 누르연 

서 언어작용 및 회상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은 기억과 언어활동에 의한 뇌 활성을 

감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서 제시는 학습효 

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8개의 순서조합 중 6 

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 블록에 적용하였 

으며 하나의 블록에 사용된 숫자회 상과 순서 

운동과제의 순서조합은 서로 다르게 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모든 제시어는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여 화연의 중앙에 제시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반웅버튼은 자기장 필드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소재로 자체 제작하였으 

며 반웅버튼은 모두 4개로써 숫자 1에 둘째， 

2에 셋째， 3에 넷째， 4에 다섯째 손가락을 누 

르도록 하였다 과제는 피험자의 눈에서 14 

cm 위에 설치된 액정모니터를 이용하여 저l 시 

되었다， 모든 실험에서는 SuperLab Pro 2.0 

으로 제작된 과제를 통하여 수행력에 대한 

표 1. 운동훈련 및 기능적 뇌 자기 공명영상 실 

험에 사용된 순서적 손가락 운동과제의 패턴 

패턴 순서 

A 1 4 2 3 1 4 3' 

B 41 32 134 

C 342 1 24 1 

D 2413421 

E 4 2 13 3 1 4 

F 1 3 4 2 3 1 4 

G 2 1 3 4 231 

H 324 1 243 

'1 ‘ 둘째 손가락 2’ 셋째 손가락 
3: 넷째 손가락 4: 다섯째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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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접수와 반응시간을 기록하였다 

5 기능적 자가공명영상촬영 및 분석 
기능적 영 상을 얻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촬 

영과 해부학적 영상촬영은 한국과학기술원 

뇌파학연구센터에 비치된 3T ISOL Forte 

scanner3l를 이 용하였다 기 능적 자기 공명 영 

상촬영에서는 한 개의 뇌 볼륨 당 35장의 뇌 

절편을 얻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의 촬영 

변수는 TR (repeat time) 이 3000 ms , TE 

(echo time) 간 30 ms 이 었 으며 , Flip angle은 

700 , Field of View (FOV)는 220 mm 이 었다 

매트럭스 크기 는 64 x 64 , 뇌 절편 당 두께는 

4 mm 이 었다 기 능적 자기공명영상촬영 후에는 

Tl 영성 을 전교련과 후교련(anterior com

missure-posterior commi ssure) 연 결 선 에 평 

행하게 수평 띤 (axial plane)으로 35장의 뇌 

절편을 얻었다 Tl 영상의 촬영 변수는 TR 

이 800 ms , TE가 14 ms 이었으며， 나머지 조 

건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촬영의 변수와 같 

았다 

얻어진 자료는 MatLab4l 환경에서 구현되 

는 SPM99 (StatisticaJ Parametric Mapping 

99 vers ion ) software5l로 분석 하였다. SP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머리의 움직임을 보정 

하기 위 한 재배열( realignment)을 하였으며 

각 피험자의 Tl MRI 영상에 재배열 절차에 

서 생 성 된 mean-lmage와 EPI 영 상을 상관 

정 렬 koregister)하였다 이어서 EPI 영상과 

Tl 영상을 SPM99에서 제공하는 T1 tem

pJate에 맞추는 공간표준화(normalization) 작 

업을 하였다 표준화된 영상은 8 mm의 

FWHIVI (full width of half maximum)을 갖 

는 Gaussian Kernel filter를 적 용하여 편 평 화 

(smoothing)하였다 이 렇게 처 리된 결과를 바 

3) ISOL, 안국 
4) Mathworks Inc. USA. 
5) WelJcome Department of Cognitive 

Neurology , London , UK 

탕으로 BOLD 신호의 변화를 얻기 위 하여 

실험조건과 비교조건을 감산 (subtraction)하 

였i며， 분석에서 실험조건은 버튼누르기 블 

록으로 비교조건은 숫자회상 블록으로 하였 

다 결과 분석 은 높이 역 치 (height threshold) 

를 corrected p 값이 .05보다 낮은 수준에서 ， 

범위역치 (extent threshold)는 부피소 3개를 

기준으로 활성 지 도를 얻었다 

6. 분석방법 

본 연구에 이용한 SuperLab Pro 2.0 소프 

트워l 어는 피험자가 반응키를 누르면 정확한 

반응여 부와 반응시 간을 자료값으로 처 리 하여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값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수행접수와 반응시간을 측정하였다 

수행접수는 제시된 패턴을 따라 반응한 개수 

중 정확하게 누른 개수를 합한 것으로 툴리 

게 반응한 개수는 수행점수에 포함하지 않았 

다 반응시간은 정확하게 누른 반응 개수의 

반응시간들을 평균하여 얻었다 

m. 결과 

1. 수행력의 변화 

순서 적 운동학습과 동시 에 반복적 경 두개 

자기자극을 시행한 결과 각각의 대상자들에 

서 5일간의 훈련 후 모두 수행력에서 호전 

상태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 10 Hz로 자극한 

경우 수행접수는 훈련 2일째부터 1 Hz 자극 

과 속임자극에서 나타난 수행력의 변화보다 

더 높은 변화를 보였다(그림 1) 반응시간의 

변화에서도 훈련 2일째부터 1 Hz 자극과 속 

임자극보다 더 빠른 반옹시간을 보였다(그림 

2). 하지만 1 Hz 자극과 속임자극 시 수행력 

의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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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 훈련 기간에 따흔 깐용시간의 연화 

2 가능직 뇌 자가공명영상 걷과 
가능적 뇌 자기공영영상 경과 훈석에서 주 

관싱 영 역 (retúon of interest: RüD온 일 자용 

용영역 (primary motor area), 선용동영역 

(premotor area) 후우정엽 (posterior parietal 

lobe) 소뇌의 내측으료 하였다 오흔쏟 대뇌 

일차용용피질의 연화는 10 Hz의 자극 적용 

시 훈련 종료 후 실시한 기능석 뇌 시기공영 

영상왈영에서 훈연 전에 비하역 뇌 황성이 

중가하였으며 1 Hz와 옥임자극 후에는 한성 

이 강소원 상태홍 보였다 오흔쪽 선운용영역 

에서 뇌 횡성의 연화는 10 Hz 의 자극에서 활 

성이 중가한 안연 1 Hz의 자극에서는 활성이 

감소하였다 후두정영에서는 오은 자극에서 

훈련 .f 뇌 횡성의 중가중 보었으며 1 륙히 10 

H，와 속잉자극에서 활성 충가가 크게 나타났 

다(그림 3) 내측 소뇌에서의 연화는 10 Hz와 

속잉 자극의 경우 훈현 .f 활성이 중가하였 
지안 1 Hz의 경우 땅성의 강소흥 보었다(그 

링 4) 

W 고창 

순서적 운동학융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자을이 수행력과 뇌 휠성과의 관련성을 

여러 방엽의 실엉올 흥해시 중영해 오고 있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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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검 3 손가약 운동용 이용한 순서 서 운 ε1’{숨 통안 반석적 경우부 

자시자- f 에 익한 훈연 전과 훈힌 후의 "1 진 안성화의 연화 A. B. C는 
각각 10 Hz, 1 117. 속임자낙의 훈띤 전 싣과이며 A ’, B’, C 는 각각 

101ι 1 Hz 속잉자극외 훈덩 ’ 건과이다 피질에서 주깐심영역mOIl 
은 이 사운동영역(흰색 화산1[ 1 선운동영역(연두색 화상표)， 후두정엽 

(파항색 화산표) 등으강 하었다 

으 "1 샤 δ1 잉사운동 i피진이 중요한 역 ~1'} 13. 
'-, 깃으S~ l.!. :i~껴어 았다 하지만 운장학습의 

과강에서 인사응농 피진영역의 증가 또는 감 

소에 내해서 간 연 구자간의 이 긴 」은 보이고 있 

으 "1 각각의 "엉 양염과 훈련 시간 빚 기간 

S 에 따라 차이5 보이눈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O\arni 등 1995: ']、이" 둥 )9981 

빈샤서 싱.!f- ll!.. 자기자단용 자각의 종 .\1-에 

III아 상까!rl'::- {l:i!~{} 가져 옳 수 있옹이 여 

러 'i'! -{A -:I-에 의하여 엄혀져 았는데， 륙히 

자샤민1ι가 g 문석 또는 억세적 작용 여부에 

ε요한 역한。r 하는 깃으호 안려져 있다 

(Chen 강 1997: Pascual- Leone 풍 1994 1 

만석 사 깅우우 자기자극의 자극인도에 따ε 

"1 섣의 용싸성 인"깐 3 보연 1 H2 의 자각은 

피생시수의 @운성응 순간석으포 감소시키며 

(Chen 둥， 1997 1 촉진성으호 적용되는 5 Hz 

23 

'"간 10 Hz의 지 각은 피진시수의 흥분성 3 

순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호 보고되어 왔 

다CBerardelli 동， 1998; Pascual - Leone 강‘ 

1998). Maeda 등(2αx))은 안샤 석 갱 우 개 지 

기자각의 자극인또가 피징척수의 흥분성융 

조 신 하는지깐 연구하기 워하여 반꽉석 갱두 

개 자기자극 시행 전과 F에 운동유앙선 RI 

l MEPl의 크기 얀 측정 하여 "1 고1한 신과 1 H2 

자극에서 운동유1샤션위의 크기가 강소히였으 

며 20 Hz 자팍에서는 운용 유알진위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10 바에서는 연화5 보이지 않았 

아고 보고하였다 온 언 f에서는 10 Hz {} 지 

속적으μ 자낙한 낀파 뇌 영상견과에서 인차 

운동영역의 활성이 중가하였으며 1 H2 자극 

에서는 감소하였응율 보었다 10 Hz의 자극에 
서 Maeda 등 (2000)의 인구와 용 연구와의 긴 

과가 다5 이유는 자극의 적용 시간으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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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컴 4 손가락 용동융 이용하 순서적 웅동학습 동안 안복적 경 

우우 자기자극에 의한 훈련 신과 훈련 후의 내옥 소뇌외 얀성화 

연화 A. B. C는 각까 lO Hι 1 H, 옥임 자극의 훈연 전 건과이 
에 A ’, 8 ’ C 는 각각 10 Hz, 1 Hz, 속영 자극의 훈련 후 건과이 
다 10 Hz 가극에서 내흑 소뇌의 황성이 훈련 선(흰색 화상표)에 
비하여 훈련 후(연두색 화산표)에 가장 우드퍼진 중가삼 보였다 

각도| 여 잔 연구에셔는 시속석인 사극으iE 인 

하여 피섣의 영삼성에 번 ~H상 보였던 것으쿄 

생각왼다 

온 연구의 결과에서 지속쩍인 1 Hz 자극으 
호 훈-、 1 한 후 일차용꽁영역에서 뇌 안싱의 

강소견 보였는에 이 건다는 속잉자극에서도 

동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속잉자극과의 차 

이성응 소>1 잉역에서의 연화로 성영 한 수 있 

다 1 Hz 의 경우 내간 소에의 딴성이 감i응 

보였치얀 속잉자 f의 깅우 내옥 소뇌의 한성 

이 증가야였다 이는 반씌적 경우우 자기자낙 

윷 지 상하지 않옹 순서적 운장학습의 여리 

연구 경까‘:이 뒷받칭한다 Jueptner ~。

(1 9971은 PET 연구잔 용하여 새 로운 운동과 
제{} 학 G 한 때 싱우소뇌핵과 더 풍어 내속 

소에인 중우의 안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으여‘ UngerJeider 웅(2002)도 순서적 운풍학 

습 후 소뇌의 내즉 우위에서 안성이 ;가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허한 건과등욕 반욕적 경 

두부 자기자극용 적용하지 않뇌노 순서적 용 

퉁한숭 시 내쪽 소뇌의 환성이 증가한다는 

것 3 λl냉하는 것으로 본 싱혐의 속잉자극에 

서 내끽 소뇌의 했성 증가와 일시한다고 양 

수 있다 따라서 1 Hz 자극에서 니타난 내측 
소뇌의 활성 감소는 안복적 경우우 자기자극 

에 의한 억세의 긴파로 추정한 수 있다 

7) 극 후 뇌 아성의 연화와 수앵녁파의 낀 

련성에서 10 Hz의 자극용 뇌 찍성의 ‘;;'"/}와 

함께 수행혁의 증 가5 보였기 때문에 피징 

신경앤5의 풍앤 능력이 증가한 것으오 성영 

한 수 있다 운웅아습의 관정에서 자콕의 인 

도7) 비교적 느리게 되띤 LTD가 얀생하게 

- 24 -



힌국진운용r~ 1 ~ I효악회지 셰 10권 세3호 

KAUTPT Vo l. 10 No . 3 2003 

되 2 안대로 자극익 인도가 빠르연 LTP가 

앙생한다(Lefaucheur 동， 2001l 욕히 연정의 

연건은 증카시키는 LTP는 '1슐과 관연왼 기 

선으쿄 성명 한 수 있는데 신경씬에 대한 반 

복객 구신성 잉력이 연정의 장새직 능력융 

증혹시 싸 구싱성 입력이 총료된 후에도 몇 

시간 Z 안 지 ;속되는 것으흐 알혀져 있다 

IL∞nard↑ 1998) 따라서 10 바의 지속적인 

자극이 집중적이며 반복적인 구싱성 입혁에 

의해 연섞 후 신경원흥에 연회툴 유발하는 

LTP 상태n i'r양하였올 가웅성을 또한 추정 

한 수 있다 이려한 결과호 다흔 치극올 수앵 

한 예상자요다 더 높온 수행역용 보였고 대 

'1 피섣과 소뇌에서외 왕성 중가가 더 두드려 

지게 나타났다 생각힐 수 있다 

한씬， 1 Hl 의 자극에서는 속영자극과 유사 

하게 피씌의 왕성회}는 갑소하고 수앵견온 호 

션융 보이는 경과흩 나디}냈다 이는 이미 여 

야 연 Il..~.에서 보고원 바와 강이 옹흥학슐 

시 '1 숭이 숙인되어 정에 따라 퉁원되는 뇌 

영역의 안성이 증어든다는 보고와 일시되는 

건과이다<Jenkins 웅 1994‘ Jueptner 동 

1997l. 1 Hz 지 극이 속잉자극과 갑응 경과용 

보인 것온 시 민도의 반용직 경우부 자기자극 

이 피질의 올동학습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킬 

만당의 총운힌 자극으효 작용되지 옷하였거 

나 학융의 과정을 방해양 갱도로 영향융 이 

지지 옷한 것 o 로도 추갱양 수 있다 륙히 훈 

련외 괴정용 손가약 근육훈이 지속척으로 수 

의적인 수융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셰안 

으쿄도 "1 죄의 흉용성이 높아진 상태로이여 

따라서 저강도， 셔인도의 자기자극으호는 피 

싱의 용 c 성에 영향윷 촌 수 없었용 것으로 

생각왼다 

피질이 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온 

선운동영역과 고유운용영역 사이에 지일한 

상호영걸이 이후어져 있다는 해부학석 연구 

로 성영양 수 있다 이미 기능적 영상 결과에 

서는 전용홍영역파 운용영역간외 강한 기능 

적 연경성이 잉인되고 있으여(f-ink 등‘ 1997 

Jahanshahi 동 l잊}5)， Gerschlager 웅12001l 

온 외측 전운동며질에 억치하의 강도로 1 Hz 

의 안옥적 정두부 자기자극올 적용한 후 운 

동유양전위흉 이용하여 며짙혀수의 흥운성용 

측성한 걷과 고유응용영역에서 'g， 운성이 깎 

시 동안 억제되었융율 보고하였다 온 연낀의 

결과에서도 훈련 후 싱운동영역에서의 안성 

연화가 일사옹동영역의 경과와 동영하게 10 

Hz의 자극에서 중가하고 1 Hz 의 자극에서 감 
소었기 때운에 영차운용영역과 선운동영역의 

기능적 연경성올 지지할 수 있다 

아직까지 안욕직 경두우 자기자극의 효과 

당 뇌 기 놓 얘 영 기 영 (ncuroimaging techni

quc)에 의해 규영한 보고는 않지 않으나 현 

재 꾸준히 진앵 중에 있다 온 연구에서는 안 

욕석 경두부 자기자극과 기능석 뇌 자기공영 

영싱r 실영의 대싱r자흥 집단화시키지 옷하었 

기 때운에 그 결과용 일반화시칭 수E 없지 

안 앞요로의 연구훌 위한 션'!연구호서 반옥 

직 경두부 자기자극의 효과룡 기능적 뇌영상 

기엄으로 가시화 했다는 것에 의의흩 둥 수 

있다 또힌 추후의 연구용 용하여 반욕적 경 

우우 자기자극올 이용한 피질 흥운성애 대한 

연구가 신경재" 영역에서 치료적인 기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용 세우는데 도용이 힐 

수 있용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욕적 경두부 자기자극이 

순서적 운동학습에 미치는 영힘용 연구하키 

워하여 예비연구의 형태로 3영의 정상 성인 

올 대상으흐 순서적 운흉악융윷 훈련시키연 

서 안북적 경우우 자기자극을 적용하여 다옹 

과 같용 결과창 영었다 

2.'; -

l 안꽉적 경두부 자기자콕올 적용한 대상 

자 오두 5일간외 훈련 후 수앵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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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올 보였다 그 중 10 Hz 의 안적적 

경두우 자기자극을 적용 얻용 대상자의 

수맹력이 가장 높게 번회용 "-였다 

2 기능쩍 뇌 자기공영영상 걸과는 10 H2 

의 자녁에서 일자웅동영역， 선운동영역 ‘ 

내측소뇌 영역풍에서 횡성이 중가하였 

premotor corlex. NeuroJogy . 2001:57(3) 

449-455 

Grafton ST, Hazeltine E. Ivry 118. Abstract 

and effector-specific representatlons of 

motor sequences identified with pet. J 

Neurosd 1998;18(22):9420-9428 

으며 l H，의 자극에서는 이중 영역의 Jahanshahi M, Jenkins JH , 8rown RG , et 

영성 이 훈련 후 감소하였다 al. Self• initiated versus extemally 

이상의 경과에서 순서적 운동학습온 훈련 

후 수앵력의 중신용 가져오며 고인도 반혹적 

경우우 X 기자극온 운동학융과 운동피질의 양 

성에 촉진 j(파흉 일으키능 것으로 추정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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