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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studied  the  changes  in  motor  response  time  andstop  signal  response  time  following  visuomotor  skill 
learning  of  a  stop  signal  task  in  young  healthy  subjects.  This  study  also was  designed  to  determine what  an  effective 
practice  is  for  different  stop  signals  in  the  stop  signal  task  (SST).

Methods:  Forty‐five  right‐handed  normal  volunteers without  a  history  of  neurological  dysfunction were  recruited.  They 
all  gave written  informed  consent.  In  all  subjects, motor  reaction  time  (RT)  and  stop  signal  reaction  time  (SSRT) were 
measured  for  the  stop  signal  task.  Task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redictable‐stop  signal  task  (P‐SST) 
practice  group  random‐stop  signal  task  (R‐SST)  practice  group  control  group.

Results: Motor  reaction  time  in  the P‐SST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comparing pre‐  and post‐tests  (p<0.05).  Stop 
signal  reaction  times  in  the P‐SST  and  the R‐SST were  significantly  reduced  following motor  skill  learning  (p<0.05). Also, 
the  reaction  time  of  the  R‐SST  was  shorter  than  that  of  the  P‐SST.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ractice  of  an  SST  improves motor  performance  and  stop  function  for  some 
stop  signals  in  the  SST.  P‐SST  practice was  effective  in  the  stop  function  of  regular movement  because  of  faster of  the 
motor  prediction  and  preparation  but  the  R‐SST  was  effective  in  the  stop  function  of  movements  because  of  faster 
motor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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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운동학습에서의 실행적 제어는 특정한 행동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순차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동작의 순서에 포함된 동작 요

소들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인지적, 행동적 처리과정에 한 복

잡한 고위 인지기능의 연합이다.1,2 이러한 실행적 제어에서 동

작의 정보 처리과정 중 동작정지기능은 계획된 동작에 한 음

성 피드백 또는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동작에 한 억제성 활동

을 나타내는 인지-운동적 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4 이러한 

실행적 제어로써의 동작정지기능은 일상생활에서 목표에 도달

하기 위한 동작을 최적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이며, 인지적 제어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다.5 따라

서 동작정지기능은 행동적 유연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매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상생활동작의 많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작정지기능의 실행적 제어에 관한 표적인 이론 중 하나

로 정지신호 패러다임(stop-signal paradigm)은 Logan6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 정지신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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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Group B Control

Sex
Male (n) 7 7 10

Female (n) 8 8 5

Age (years) 21.80±2.18 22.07±1.98 22.80±2.80

Height (cm) 166.53±8.90 170.20±9.67 168.60±5.72

Weight (kg) 61.40±12.45 64.53±12.79 61.27±8.34

M±SD: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Predictable stop signal task (P-SST) practiced group
Group B: Random stop signal task (R-SST) practiced group
Control: non-practiced grou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M±SD)

(stop-signal task, SST)이다. Logan6의 정지신호 패러다임은 

일련의 제시되는 자극에 한 반응과 신호로 제시되는 ‘정지신

호(stop-signal)’라는 목표 자극에 한 반응으로, 정지신호과제

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실행을 요구하는 단순한 진행 과제(go 

task)와 이와 동시에 때때로 예측할 수 없게 그러한 활동을 중

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지 과제(stop task)를 포함한다. 이러

한 패러다임을 기초로 한 정지신호과제에서는 제시된 자극에 

한 반응이 일차적 자극이 주어진 이후에 정지신호가 주어진

다면 일정한 시점에서 반응을 하려는 경향과 반응을 정지하려

는 경향이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동작의 유무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차 운동반응시간, 정

지신호가 주어진 정지신호지연시간, 마지막으로 정지신호반응

시간이 있다.7,8

이러한 정지신호과제는 수의적 운동수행에서 반응을 계속하

게 하거나 계획된 정지에 한 행동적 처리를 직접적으로 제공

하며, 실행 기능 중의 하나인 동작정지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

써 인지과학, 신경심리학, 행동발달학 및 정신의학에서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고 있다.9-11 정지신호과제를 이용

한 동작정지기능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 신경과학 분야

에서는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의 병변이 있는 환자 중 특히 

우하전두이랑(right inferior frontal gyrus) 병변에서 정지신호

과제를 통해 동작정지기능의 결핍이 나타났으며, 기저핵 병변

에서도 더 낮은 동작정지기능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또한 정신병리학에서는 행동의 억제가 결핍되고 충동적 행동이 

많은 ADHD 집단이 정상 집단에 비해 더 긴 정지신호반응시

간을 보였으며,15 강박 신경증(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이 있는 집단에서도 동작의 반응정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낮은 

실행적 제어를 보인다고 하였다.16 이처럼 동작정지기능의 결핍

은 뇌신경학적 손상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강박, 충동 및 틱(tic)

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과 같은 만성적 

물질남용 질환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17-20 따라서 정지신호과제

는 자극에 한 동작의 실행 반응과 자극에 한 정지 반응을 

통하여 수행 중 나타나는 운동제어의 처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정지신호과제를 통하여 반응의 실행과 정

지에 한 인지적 제어, 동작의 준비과정과 관련된 동작의 예측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21-23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지신호과제와 같은 동작정지기능에 관한 연구는 정신병리, 

인지심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뇌 신경과학 분야

에서 운동학습과 연관된 동작의 실행과 정지, 인지 및 실행적 

제어에 관한 메커니즘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전까

지 운동학습에 관한 연구는 운동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반

응에 한 실제 동작을 멈추는 능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 기능에서 동작의 정지에 초

점을 맞추어,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에 따른 정지신호과제의 수

행이 동작의 실행 및 정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운동

학습을 통한 동작의 자동화에 있어 운동제어 시스템의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성손의 판별 검사인 Edinburg Handedness Inven-

tory에서 오른손잡이로 입증된 20  정상 성인 45명(남: 24명, 

여: 21명)을 상으로 하였으며, 상자의 선별 기준은 1) 최근 

3년 이내에 상지의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두개에 자기 또는 전기 자극과 같은 뇌피질에 외부 

자극을 가하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자, 3) 신경학 및 정신의

학적 질환의 병력이 없는 자, 4)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에 문제가 없는 자로 하였다. 모든 상자는 실험에 참가

하기 전 연구 목적과 방법에 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자발적 동의를 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Table 1). 

2. 실험방법

1) 실험도구

본 실험에 사용된 정지신호과제는 과제의 진행 및 정지반응을 

구성하기 위한 자극 제공 프로그램(STOP-IT, Universiteit 

Gent, 벨기에)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정지신호과제는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에 따라 정지신호가 일정하게 제시되는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predictable stop signal task, P-SST), 

정지신호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무선-정지신호과제(random stop 

signal task, R-SST)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과제에서 제시되는 

자극에 한 과제 수행은 개인용 컴퓨터(Compaq 6520s, HP, 

미국)의 반응키(←, →, ↓, ↑)를 사용하여 각각의 도형에 해당

하는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자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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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M±SD)

Post-test
(M±SD)

t pa F (p)b

Period Group Period x Group

Group A 727.25±71.09 647.88±52.55 5.43 0.00*
18.82*
(0.00)

4.18*
(0.03)

3.38*
(0.04)

Group B 774.62±96.05 720.06±106.27 3.02 0.02*
Control 781.56±53.01 771.59±62.46 0.42 0.68

*p<0.05, apaired t-test, btwo way repeated ANOVA
M±SD: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predictable stop signal task (P-SST) practiced group
Group B: random stop signal task (R-SST) practiced group
Control: non-practiced group

Table 2. Comparison of the motor reaction time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at P-SST (unit: msec)

극 시점과 반응 시점에 한 정보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반응시

간의 분석은 STOP-IT의 분석 프로그램(ANALYZE-IT, 

Universiteit Gent, 벨기에)을 사용하였다. 

2) 정지신호과제의 구성

정지신호과제는 한 블록 안에서 진행 과제와 정지 과제로 구분

되며, 과제 전체 시행의75%는 진행 과제, 나머지 25%는 정지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진행 과제(go task)에서는 고정점인 십자

표(+)가 나온 이후에 시각적 자극으로 사각형(■), 원형(●), 삼

각형(▲), 마름모(◆) 모양의 도형 중 하나를 컴퓨터 모니터 중

앙에 무작위로 제시되며, 정지 과제(stop task)에서는 진행 과

제에서의 일차적 자극 이후에 엑스(Ｘ) 모양, 즉 반응을 정지하

라는 자극이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에서는 진행 과제 중 제시되는 자극

의 4번째마다 정지신호가 제시되도록 하였으며, 무선-정지신호

과제에서는 진행 과제 중 순서에 상관없이 제시되도록 하였다. 

3) 측정방법

상자는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극이 제시되는 모니터와 전

방 75 cm 거리를 두며, 네 가지 반응 버튼 위에 왼손을 올려 

두도록 하였으며, 버튼을 누르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자극을 제시하기 전에 고

정점(+)을 250 msec 제시하고, 이 후에 서로 다른 네 가지 종

류의 자극 중 하나를 1000 msec 동안 제시하였다. 진행 과제

에서 상자는 자극이 제시되면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눌러야 하며, 상자가 자극에 반응할 때까

지 자극 제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최  1250 msec의 시간

이 지날 때까지 계속 제시되도록 하였다. 정지 과제에서는 네 

가지 자극 중 하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정지신호자극(Ｘ)을 

제시하는데, 이 때에 상자는 어떠한 버튼도 누르지 않도록 하

였다. 

각각의 정지신호과제에 맞게 구분된 집단 즉, 집단 A는 예

측가능-정지신호과제를 연습, 집단 B는 무선-정지신호과제를 

연습하는 집단은 연습 전에 두 가지의 과제를 모두 시행하였으

며, 측정 후 5일 동안 각각의 과제를 구분하여 연습하였고, 연

습 종료 후 다음 날 두 가지의 과제를 모두 시행하였다. 실험군

을 제외한 조군은 두 가지의 과제에 한 연습이 없으며, 단

지 측정 전·후 두 가지의 과제만을 시행하였다.

3. 자료분석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한 집단 간 차이 

검정 및 연습 전 집단 간 반응시간의 차이는 일원 분산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에서 연습 전과 후

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응표본 t-검정(paired t-test)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정지신호과제에서 연습 전·후 집단 내 

차이의 검정과 집단 간 비교를 개체 간 요인이 있는 이원 반복

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을 사용하였다. 통계

학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III. 결과

1. 과제에 따른 연습 전, 후 운동반응시간의 변화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P-SST)에서 모든 집단의 연습 전·후 운

동반응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연습 후 운동

반응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조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p>0.05).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을 통한 집

단-내 효과 검정 결과, 모든 집단에서 연습 전·후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p<0.05), 집단-간 효과 검정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습 전·후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

났다(Table 2)(p<0.05).

무선-정지신호과제(R-SST)에서 모든 집단의 연습 전·후 운

동반응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연습 후 운동

반응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집단 A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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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est
(M±SD)

Post-test
(M±SD)

t pa F (p)b

Period Group Period x Group

Group A 775.55±80.14 679.38±80.42 5.11 0.00*
12.49*
(0.00)

4.87*
(0.02)

5.84*
(0.01)Group B 788.64±94.21 742.30±100.22 1.49 0.17

Control 831.88±87.39 840.99±72.99 -0.88 0.40
*p<0.05, apaired t-test, btwo way repeated ANOVA
M±SD: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predictable stop signal task (P-SST) practiced group
Group B: random stop signal task (R-SST) practiced group
Control: non-practiced group

Table 3. Comparison of the motor reaction time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at R-SST (unit: msec)

Pre-test
(M±SD)

Post-test
(M±SD)

t pa F (p)b

Period Group Period x Group

Group A 315.90±51.74 270.79±29.26 3.56 0.01*
25.63*
(0.00)

5.25*
(0.01)

1.83
(0.18)Group B 306.44±48.31 258.11±32.36 3.12 0.01*

Control 337.64±29.39 320.34±37.72 1.97 0.08
*p<0.05, apaired t-test, btwo way repeated ANOVA
M±SD: Mean±standard deviation
Group A: predictable stop signal task (P-SST) practiced group
Group B: random stop signal task (R-SST) practiced group
Control: non-practiced group

Table 4. Comparison of the stop signal reaction time between the pre- and post-test on each group at R-SST (unit: msec)

차이가 있었으며(p<0.05), 조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able 3)(p>0.05). 집단-내 효과 검정 결과, 모든 집

단에서 연습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집단-간 

효과 검정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연습 

전·후와 집단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Table 3)(p<0.05).

2. 과제에 따른 연습 전·후 정지신호반응시간의 변화 

정지신호반응시간이 측정 가능한 무선-정지신호과제(R-SST)를 

통하여, 모든 집단에서 연습 전·후 정지신호반응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집단 B에서 가장 짧은 반응시간이 나타났고, 모

든 집단에서 연습 후 운동반응시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조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p>0.05).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

peated measure)을 통한 집단-내 효과 검정 결과, 모든 집단에

서 연습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집단-간 효과 

검정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5), 연습 전·

후와 집단 간 상호작용은 없었다(Table 4)(p<0.05).

IV. 고찰

운동수행에서 반응정지와 동작의 억제적 제어(inhibitory con-

trol)는 실행 기능과 연관되어 같은 본 연구는 인지행동적, 신

경심리적, 발달 및 정신병리적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적 

활용 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지신호과제

를 이용하여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에 따른 연습이 동작의 실행 

및 정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떠한 형태의 연습이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집단에서 과제

의 연습에 따른 동작의 실행 및 정지기능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를 연습한 집단에서는 연습 후 운동반응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무선-정지신호과제를 연습한 집

단에서는 운동반응시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무선-정지신호과제에서 정지

신호에 한 반응은 모든 집단에서 정지신호반응시간이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를 연습한 집단에서 연습 후 유의하

게 감소된 운동반응시간이 나타난 것은 일정하게 제시되는 정

지신호자극에 한 연습이 진행 과정에서의 자극 이후에 제시

되는 다음의 정지신호를 예측할 수 있어 반응에 한 인지적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시점에서 제시

되는 진행 자극에 한 운동반응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Chikazoe 등24은 정지신호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정지신호에 한 반응정지의 준비(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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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과제의 수행이 동작의 실행과 정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과정의 연구에서 준비 과정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105.5 msec정도 빠른 반응을 나타내어, 반응정지는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정지신호에 한 준비소요(preparation cost)에 따

라 효과적인 반응정지를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행동적 또는 심

상적 준비는 반응정지에 있어 준비소요를 증가시켜 동작의 실

행과 정지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 또한, Verbruggen과 Logan25은 단순한 정지신호과제에서 

원래의 자극뿐만 아니라 정지신호과제와 아무 관계없는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goal) 즉, 반응정지에 

따른 인지적 제어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관계없는 자극은 정지신호과제에서의 동작정지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지신호과제에 한 목표는 

해당 과제의 수행을 준비시키고, 이로 인한 자동적 처리과정은 

실행적 제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동작의 실행과 정지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반면에 무선-정지신호과제에서는 연습 후 감소된 운동반응

시간이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ohen과 

Poldrack26은 시열반응과제를 응용하여 반응정지가 운동반응의 

자동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시열반응과제

에서 반응정지는 이중과제(dual-task)로서의 기능으로 운동수행

의 자동화에 이르게 하며, 운동수행을 제어하는 데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응정지가 운동기

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지신호

가 무작위로 제시되는 과제에서는 정지신호에 한 예측이 불

가능하며, 반응정지의 성공여부에 따라 정지신호지연시간의 변

화로 다음에 제시되는 자극에 한 반응 준비 시간이 상 적으

로 짧기 때문이다.24 또한, 과제의 목표는 진행 과제의 자극이 

아니라 정지 과제의 정지신호에 한 반응정지에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제에 한 수행은 상 적으로 빠른 반응을 유도하지 못

하며, 진행 과정에서의 제시되는 자극에 한 준비시간이 그만

큼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25 

각각의 과제에 따른 연습 전·후 정지신호반응시간의 변화에

서 모든 집단에서 연습에 따라 정지신호반응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에 관계없이 정지 과제의 신

체적 연습을 통하여 지각-운동성 기술을 바탕으로 시간이 경과

하면서 운동학습으로 반응정지에 한 내재적 정보를 이용하여 

운동기술의 자동화 또는 습관화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

다.27,28 진행 과제와 정지 과제를 동시에 포함하는 정지신호과

제는 동작의 실행과 정지기능을 함께 평가하는 데에 유리하여,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정지신호과제를 이용하여 동작의 정지기능

에 한 뇌신경학적 기전 및 행동패턴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다.29-31 또한, 반응정지에 한 인지적 제어의 손상으로 

임상에서는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의 환자에서 요구되

는 동작정지기능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저핵의 손상, 실행증 등과 같은 뇌 손상 환자에서 뿐만 아니

라 발달장애 및 신경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에서도 반응정지 제

어의 손상으로 인한 반응정지의 저하가 나타나 이에 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4,32-34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어온 한정

된 과제 즉, 정지신호가 무작위로만 제시되는 기본 과제를 응용

하여 정지신호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운동반응시간

과 정지신호반응시간을 알아보았다. 이는, 정지신호가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 반응시간으로 나타나는 동작의 실행 및 정지기능

은 다를 것이며, 연습에 따른 학습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

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정상

인을 상으로 정지신호 제시 형태에 따라 구분된 정지신호과

제를 적용해 봄으로써 동작의 정지기능에 한 평가를 통한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프로토콜로써 세

분화된 정지신호자극의 형태는 환자의 능력에 맞는 정지신호과

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적합한 정지신호과제

는 동작의 정지기능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효율적

일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로 반응정지의 준비와 예측에 관한 인지적 제어 기전의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작의 정지기능이 손상된 뇌 손상 환자

를 상으로 반응정지에 관한 명확한 실행적 제어의 연구가 필

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정지신호의 제시 형태에 따라 연습 후 동작

의 실행 및 정지기능이 향상되었으며, 숙련된 정지 동작의 수행

이 나타났다. 또한, 일정한 동작정지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는 예측가능-정지신호과제의 연습이 효과적이고, 가변성이 있는 

동작정지기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무선-정지신호과제의 연

습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상인을 상으로 한 정지신호자극

의 제시 형태에 따라 구분된 정지신호과제의 수행은 ‘정지신호’

에 따른 과제의 적합성과 수행의 효율성에 따라 동작의 실행과 

정지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임상적으로 손상된 뇌의 영

역으로 나타나는 비적절한 운동반응에 한 반응정지를 향상시

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지신호과제의 연습

을 통한 운동학습은 반응에 한 선택적 제어와 반응을 예측하

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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