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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effect of 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or higt frequency (10Hz)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 on hand spasticity in stroke patients. Methods Forty patients with history of stroke and upper
limb hemiparesis (age at intervention: 51.3 years, time after stroke onset: 11.3 months) were studied.
Forty pati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IAH, n=10), 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EAH, n=10), 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IAL, n=10), 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EAL, n=10). The intervention was performed for four times a week, for four
weeks. Results As shown by the result of the Modified Tardieu Scale (M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follow up test in the hand spasticity of the TIAH group, whera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during intervention (between baseline and 4 weeks) in those of the TEAL group.
Furthermore, results of motor evoked potentials (ME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four groups.
Conclusion The 4 weeks protocol of TIAH seems effective in improving hand spasticity in upper limb
hemiparesis after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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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뇌졸중(stroke)이란 뇌혈관의 출혈(bleeding) 및 허혈(ischemia) 등의 병리적인 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뇌에 오랜 기간 산소와 포도당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국소적인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기능장애가 나타난
것을 말한다.1) 뇌졸중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은 종종 척수 운동 신경에 내려가는
흥분입력의 손실의 결과로 대뇌 운동겉질의 흥분을 감소시킨다.2) 비정상적인 긴장도에 의해
나타나는 강직(spasticity)은 뇌졸중 발병 이후 상지 기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기능적
손실과 삶의 질 저하에 원인이 되며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합병증
및 잠재적인 기능 감소의 요인 중 하나이다.3) 그래서 강직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스트레칭 기법, 전기 자극 등의 물리치료 기법이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증가된 저항의 생체 역학적 요소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임상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물리치료 기법들은 강직의 치료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고 한다.4,5,6)
경두개 자기자극은 머리의 가장 바깥쪽 피부에 전자기 코일을 위치시켜 단시간에 자기장을
생성하고

자기장

파동을

이용하여

미세전류를

인간의

뇌세포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대뇌겉질에 위치한 신경세포의 탈분극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7) 이러한 경두개 자기자극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이라 하며
자극빈도에 따라 국소 부위 대뇌겉질 활성화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뇌
자극 방법 중 하나이다.8) 경두개 자기자극이 비침습적이고 특정 뇌 부위의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작용 기전에 대한 의문과 임상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기능적 뇌영상 기술 등의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자극치료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주로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 기능장애 질환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뇌졸중 환자에게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하여

작업

기억력이나

발표되어지고 있다.

9,10)

언어기능,

운동기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그 동안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한 치료는 발작의 위험이 있어

적용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으나 자극빈도와 강도의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함에
따라 발작의 위험을 현저히 피할 수 있게 되었다.11)
고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고빈도 자극이 연접 후
신경원들에 변화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대뇌겉질과 소뇌에서의 활성 증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은 운동학습과 운동겉질의 활성에 촉진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12) 20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1,000회의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운동역치의 80% 강도로 시행하였을 경우 대뇌겉질척수로와 겉질
내 촉진 신경로의 흥분도를 증가시키고 겉질 내 억제 신경로의 흥분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변화된

흥분도는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한

뒤

10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이와는 대조적으로 저빈도(≤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은

겉질반응의

억제를

유발한다.14)

지속적인

1Hz

자극으로

훈련한

후

일차운동영역에서 뇌 활성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속임자극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속임자극과의 차이점은 소뇌영역에서의 변화로 설명하였는데 1Hz 적용 시 내측
소뇌의 활성이 감소를 보였지만 속임자극의 경우 내측 소뇌의 활성이 증가하였다고 한다.12)
비손상측

대뇌반구에

저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의

적용은

물리치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도 상지의 강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저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의 적용
후 최소 4주 동안 그 효과를 유지하였다.15) 또한 비손상측 하지의 일차운동겉질에 저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의 적용은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하지 근육 강직의 감소와 함께 운동
손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의 운동 신경 흥분성과 보행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였다.16)
이전의 연구에서 1Hz 이하의 저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은 대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는데, 경두개

자기자극의

강도가

증가

할수록

잔존효과의

크기(aftereffect-size)가

감소하였다. 즉, 자극의 강도가 더 높을수록 억제효과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평균 자극
강도는 101% MT(80∼110% MT)였고 평균 31%의 잔존효과 크기(10∼82%)를 보였으며 평균
효과지속 시간은 31분(15∼70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은
대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경두개 자기자극 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잔존효과의 크기도 함께 증가하였다. 평균 자극 강도는 96% MT(80∼110% MT)였고 평균
30%의 잔존효과 크기(10∼60%)를 보였으며 평균 효과 지속 시간은 28분(25∼30분)이었다.17)
과거

경두개

자기자극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뇌졸중

환자에게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효과 검증에만 집중한 반면
최근의 연구들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 범위 내에서 최적의 자극 및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한 자극의 적용 방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도 경두개 자기자극의 강도와 주파수 및 속임 자극을 통한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적용의 유무에만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와 같이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의 지속 효과에 대한
연구로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하여 대뇌운동겉질 활성의 지속 시간 내에 사용
근육을 활성화시켜 차별적인 대뇌겉질의 자극을 만들어 내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손에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강직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대뇌운동겉질에 1Hz 또는 10Hz의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 훈련의 적용 또는 자극효과 외 과제지향 훈련의 적용에
따라 손의 강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 까지 약 7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화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ce imaging; MRI)에 의하여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뒤 입원하여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 뇌졸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6개월 이상인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측

어깨에

아탈구가

없고

뇌졸중으로 인하여 손의 운동 능력에 손상이 있는 환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제외
기준으로는 실험 과정 중 운동 과제와 운동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실어증 또는 인지 장애를
가졌으며 실행증과 편측무시, 시야결손 등의 환자와 그 외 정신과 또는 정형외과 질환자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두개 자기자극의 금기증으로 알려진 심장박동기 적용환자,
머리에 금속물질이 있는 환자, 간질발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한 제외되었다.18)
2. 실험방법
총 40명의 실험대상자 중 각 그룹당 10명의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네 개의
그룹(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으로 나누었다.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은 경두개 자기자극 후 연속하여 과제지향훈련이 적용되었고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은 경두개 자기자극 후 40분이 지난 후 무작위의 순서로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하여 잔존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을 피하여 과제지향훈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17) 각각의 그룹은 기초 평가를 거친 후 1주간 그룹에 해당하는 중재가 적용
되어졌고 1주차 평가 후 다시 3주간 중재가 적용되었다. 기초 평가 후 총 4주간의 중재가
적용되었고 모든 중재가 끝난 후 4주차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4주차 평가를 마치고
2개월이 흐른 뒤 보유효과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측정결과는 측정자 사이에 서로
공유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모든 측정순서는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1) 실험 기기 및 과정
⑴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
과제지향훈련 프로그램은 마비측 상지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디자인 된 다음 여섯 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과제의 순서는 대단위 운동과제에서부터 소단위 운동과제 순으로 1번
과제에서부터

시작하여

6번

과제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각

과제

당

5∼6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기능에 따라 과제의 구성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첫 번째는 스위치 누르기로 시작 스위치와 종료 스위치의 간격을 30cm로 설정하여 놓고
대상자는 팔을 뻗어 스위치를 손바닥으로 누르는 과제이다. 두 번째도 스위치 누르기로
일정한 거리에 놓여 있는 5개의 스위치를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누르는 과제이다. 세
번째도 스위치 누르기로 앉은 자세에서 상ㆍ하ㆍ좌ㆍ우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스위치에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누르는 과제이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컵 옮기기로 무게, 높이, 굵기가
각각 다른 5개의 플라스틱 컵을 팔 뻗기-잡기-옮기기-놓기를 통한 과제(목표물의 위치를
변화)이다. 다섯 번째는 페그보드에서 페그 빼서 넣기로 앉은 자세에서 환측 손을 이용하여
두께 2.5cm, 높이 12cm인 페그를 빼서 마비측으로 놓여진 바구니에 이것을 담는 과제이다.
여섯 번째는 구슬 옮기기로 직경이 1cm인 구슬 각각 40개를 옮기는 과제로 목표물의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과제를 적용하였다.19) 실험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는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과 함께 하루 중 40분, 주 4회, 총 4주 동안 과제지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였다.20)
⑵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하기 위하여 Magpro X100(Medtronics Inc., Skovlunde,
Denmark)을 사용하였다. 대상자들은 머리 받침과 팔걸이가 있는 편안한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은 장치에 부착 된 8자형 코일에 의하여 실시되어 졌다.
경두개 자기자극의 시작 전에, 짧은엄지벌림근으로부터 휴식기의 운동역치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손에서

사용하는데

본

운동유발전위

연구에서는

측정

시

짧은엄지벌림근을

짧은엄지벌림근과
목표

근육으로

첫째

등쪽뼈사이근을

사용하였다.

운동역치는

짧은엄지벌림근으로부터 10회의 측정 중 5회 이상에서 0.05mV 보다 큰 운동유발전위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최저 단일 경두개 자기자극의 강도로 정의하였다. 자극의 위치는
운동역치의 결정에서 정의된 위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뇌성 마비 아동의 강직을
줄이기 위해 Valle 등21)이 이전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자극 매개 변수를 사용했다.
따라서 1500펄스에 운동역치 90%의 강도로 비손상측 대뇌운동겉질의 억제를 위하여
비손상측 대뇌반구에 1Hz의 주파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손상측 대뇌운동겉질의 활성화를
위하여 손상측 대뇌반구에 10Hz의 주파수를 적용하였다.
⑶ 운동유발전위 검사(motor evoked potentials; MEPs)
운동유발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짧은엄지벌림근에 근전도 전극을 부착하고 접지전극은 앞팔
부위에 부착시켜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근전도 활동은 이동식 KEY POINT.NET 장치를 통해
기록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100mV/div로 증폭시킨 후 2Hz∼10KHz로 필터링하였다. 손
운동겉질 영역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코일의 위치를 조금씩 옮겨가며 단일 반복
자극을 주었다. 짧은엄지벌림근의 기록전위에서 가장 큰 운동유발전위가 나타나는 지점을
해당근육의 운동겉질영역으로 판단하였다. 휴식기 운동역치(resting motor threshold)는 10회
자극 중 적어도 5회 이상 자극에서 0.05mV 이상의 유발전위가 기록되는 최소한의 자극
강도로 정의하였으며 110%의 운동유발전위로 자극하여 5회 측정하였다.22)
⑷ 수정된 Tardieu 척도(Modified Tardieu Scale; MTS)
MTS는 강직 평가 시 두 가지 속도(느린 속도, 빠른 속도)로 수동 움직임을 하여 강직이
느껴지는 저항점의 각도를 기록하여 측정한다. 검사자는 처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손목관절
굴곡과 신전의 관절 가동 전 범위를 움직여 스테인리스(stainless) 형태의 측각기로 그
범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속도로 손목관절 굴곡과 신전을 시켜 첫 번째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근육 강직 반응 각도를 측정하였다. 강직의 크기를 나타내는
저항점의 각도는 측정된 관절 전 범위 각도에서 근육 강직 반응 각도를 뺀 값을 기록하여
비교하였다. 즉, 검사자는 가장 느린 속도로 손목관절을 움직인 후 수동적인 관절 전 가동
범위를 측정한다. 그 후 가장 빠른 속도에서 생성되는 첫 번째 저항점에서 근육반응 각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두 각도의 차이가 강직의 크기로 기록된다.23)
2) 분석 및 자료처리
모든 통계 자료의 분석에는 SPSS version19.0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모든 모집단의 동질성 검증으로 MEPs의 기초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으며 MTS의 기초평가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크루스칼-윌리스 일방향 분산분석(Kruskal-Wallis 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으로 구성된 네 그룹의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4주차 평가, 보유효과 검사
간의 평균 비교를 위하여 MEPs에서는 반복 측정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고 MTS에서는 프리드만 이원분산분석(Friedman two-way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반복

본페로니(Bonferroni)

측정된

분산분석(repeated

방법을

사용하였고

measures

프리드만

ANOVA)을

사용한

이원분산분석(Friedman

경우

two-way

ANOVA)을 사용한 경우 윌콕슨 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으며 윌콕슨 검정을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페로니 수정을
적용하여 유의수준을 α=0.01로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TIAH(n=10)

TEAH(n=10)

TIAL(n=10)

TEAL(n=10)

5/5

6/4

6/4

5/5

52.40±9.09

50.20±7.11

52.80±10.81

49.60±10.39

Type of stroke
(infarction / hemorrhage, 4 / 6
n)

4/6

5/5

5/5

Paretic side
right, n)

6/4

5/5

6/4

5/5

11.90±4.89

12.20±4.29

10.20±3.91

10.70±5.91

Gender
female, n)

(male /

Age
(years,
Mean±SE)

(left /

Time since onset of
stroke (months,
Mean±SE)

p

0.839

0.758

TIAH, 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EAH, 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IAL, 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EAL, 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able 2. The comparison of baseline test value for each group
(n=40)

MEPs
mV)

MTS

(Amp.,

(deg.)

TIAH

TEAH

TIAL

TEAL

χ² or F

p

0.112 ±0.097

0.102 ±0.084

0.112 ±0.109

0.110 ±0.080

0.026

0.994

5.03

4.00

5.63

4.13

1.029

0.794

±4.06

±3.71

±4.51

±3.44

MEPs, Motor evoked potentials; Amp., Amplitude; MTS, Modified tardieu scale

Table 3. The comparison of Motor Evoked Potentials Amplitude for each trial in each group
(n=40, Unit: mV)
Group

baseline

1 week

4 weeks

follow up

F

p

TIAH

0.112 ±0.097

0.190 ±0.115

0.332 ±0.178

0.296 ±0.138

23.085

0.001**

TEAH

0.102 ±0.084

0.194 ±0.122

0.296 ±0.141

0.272 ±0.132

16.833

0.001**

TIAL

0.112 ±0.109

0.200 ±0.146

0.286 ±0.185

0.248 ±0.148

9.158

0.008**

TEAL

0.110 ±0.080

0.180 ±0.105

0.230 ±0.124

0.220 ±0.112

6.608

0.019*

*p<0.05; **p<0.01
Table 4. The comparison of Modified Tardieu Scale value for each trial in each group
(n=40, Unit: degree)
group

baseline

1 week

4 weeks

follow up

χ²

p

TIAH

5.03±4.06

6.27±5.88

5.60±4.63

4.20±4.25

8.844

0.031*

TEAH

4.00±3.71

4.03±4.34

4.07±4.56

4.03±4.03

0.097

0.992

TIAL

5.63±4.51

5.10±4.34

4.03±3.16

3.97±3.00

9.505

0.023*

TEAL

4.13±3.44

3.00±2.53

2.33±2.03

3.13±2.92

16.500

0.001**

*p<0.05; **p<0.01

Figure 1. The comparison of Motor Evoked Potentials Amplitude for each trial in a)TIAH group and
b)TEAH group
*p<0.05, **p<0.01

Figure 2. The comparison of Motor Evoked Potentials Amplitude for each trial in a)TIAL group and b)TEAL
group
*p<0.05, **p<0.01

Figure 3. The comparison of Modified Tardieu Scale value for each trial in a)TIAH group and b)TEAL group
*p<0.01

III.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는 총 40명으로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IAH group) 10명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EAH group) 10명,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IAL group) 10명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EAL group) 10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전체 대상자 40명 중 남자가 22명이었고 여자가 18명
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51.25세 이었다. 뇌졸중의 원인은 뇌경색 18명, 뇌출혈 22명 이었고
마비측은 우측 22명, 좌측 18명 이었다. 발병 이후 유병기간은 평균 11.25개월 이었다(Table
1).
2. 그룹 간 기초평가 측정 자료의 비교를 통한 동질성 검정
TIAH group, TEAH group, TIAL group, TEAL group으로 구성된 네 그룹 기초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EPs amplitude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AH group은 0.112mV, TEAH
group은 0.102mV, TIAL group은 0.112mV, TEAL group은 0.110mV이었으며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TS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TIAH group은 5.03°, TEAH group은 4.00°, TIAL group은
5.63°, TEAL group은 4.13°이었으며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MEPs 진폭(Amplitude)의 변화 비교
TIAH group, TEAH group, TIAL group, TEAL group의 기초평가, 1주차 평가, 4주차 평가,
보유효과 검사에서 MEPs에 대한 진폭 평균값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AH group은 기초평가에서 0.112mV, 1주차 평가에서 0.190mV, 4주차 평가에서 0.332mV,
보유효과 검사에서 0.296mV 이었으며 평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에서는

기초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1주차 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5)에서 1주차 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1.a).
TEAH group은 기초평가에서 0.102mV, 1주차 평가에서 0.194mV, 4주차 평가에서 0.296mV,
보유효과 검사에서 0.272mV 이었으며 평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에서는

기초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1주차 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1주차 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1.b).
TIAL group은 기초평가에서 0.112mV, 1주차 평가에서 0.200mV, 4주차 평가에서 0.286mV,
보유효과 검사에서 0.248mV 이었으며 평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에서는

기초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사이(p<0.05)에서 1주차 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2.a).
TEAL group은 기초평가에서 0.110mV, 1주차 평가에서 0.180mV, 4주차 평가에서 0.230mV,
보유효과 검사에서 0.220mV 이었으며 평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검정에서는

기초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서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사이(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2.b)(Table 3).
4. 수정된 Tardieu 척도(Modified Tardieu Scale; MTS)의 변화 비교
TIAH group, TEAH group, TIAL group, TEAL group의 기초평가, 1주차 평가, 4주차 평가,
보유효과 검사에서 MTS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AH group은 기초평가에서 5.03°, 1주차 평가에서 6.27°, 4주차 평가에서 5.60°, 보유효과
검사에서 4.20°이었으며 평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검정에서는
4주차 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igure
3.a).
TEAH group은 기초평가에서 4.00°, 1주차 평가에서 4.03°, 4주차 평가에서 4.07°, 보유효과
검사에서 4.03°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IAL group은 기초평가에서 5.63°, 1주차 평가에서 5.10°, 4주차 평가에서 4.03°, 보유효과
검사에서 3.97°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그러나 사후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EAL group은 기초평가에서 4.13°, 1주차 평가에서 3.00°, 4주차 평가에서 2.33°, 보유효과
검사에서

3.13°이었으며

기초평가와

4주차

평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이(p<0.01)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었다(p<0.01).
유의한

사후검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Figure

3.b)(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대뇌운동겉질에 1Hz와 10Hz의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을 적용한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 훈련의 적용
또는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 훈련의 적용에 따라 손의 강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대구광역시 소재의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40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IAH group) 10명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high
frequency (10Hz) rTMS; TEAH group) 10명,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in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IAL group) 10명과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군(Task-oriented training
excluding aftereffect after applying low frequency (1Hz) rTMS; TEAL group)으로 나누어 총
4주 동안의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각각의 집단에 기초평가와 1주차 평가, 4주차 평가,
보유효과 검사를 실시하였다.
rTMS와 같은 직접적인 대뇌겉질의 자극 기술은 뇌졸중 후 운동의 감소, 실어증과
편측무시의 이 세 가지 장애에서 가장 크게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장애에서 rTMS을 이용한 임상 치료들은 일반적으로 직접 손상측 대뇌반구의 흥분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비손상측 대뇌반구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손상측 대뇌반구에 억제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24) 이러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rTMS를 적용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비손상측 대뇌반구는 저빈도
rTMS로 자극하여 비손상측 대뇌겉질 내 억제성을 증가시키고, 손상측 대뇌반구는 고빈도
rTMS를

적용하여

손상측

대뇌겉질

내

흥분성을

증가시켜

마비된

팔과

손

신경의

재지배율을 증가시켜 빠른 회복을 불러일으키고, 뇌의 신경가소성에 변화를 유발시켜
마비측 손가락의 움직임과 손의 장애 개선을 촉진시키는 연구가 있었다.25) 그리고 15명의
만성 뇌졸중 환자에서 손상측 대뇌반구에 10Hz rTMS를 실시하여 속임 자극에 비하여 실제
10Hz rTMS에서 운동기술 획득의 정확도 및 반응시간의 향상과 운동유발전위의 진폭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겉질척수로의 흥분도를 높여 상지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제시하였다.10) 본 연구의 운동유발전위 진폭 비교에서는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저빈도
rTMS의 적용에서도 진폭의 유의한 증가가 이루어짐으로 TIAH group, TEAH group, TIAL

group, TEAL group 네 그룹 모두 중재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ally와 Dinya의26) 연구에서는 1주 동안 비손상측 대뇌반구에 1Hz rTMS의 반복 연속
적용은 만성 뇌졸중 환자의 환측 사지 강직을 비약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뇌졸중 환자에게 저빈도 rTMS를 작업치료와 함께 15일 동안 적용하게 되면 뇌졸중 후
마비측 상지의 강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해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보유효과 검사에서도 여전히 유익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저빈도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과 결합한 치료중재 프로토콜은 강직의 감소 뿐만
아니라, 강직성 상지 마비의 뇌졸중 환자에서 운동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적으로
유용한 방법이라 하였다.27)
강직의 원인이 중추신경계, 특히 척수 상부 신호 전달의 이상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중추
신경계 손상의 발생 또는 손상이 있게 된 직후부터 강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수일에서
수주 내지는 수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강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척수 상부
신호의 이상 이외에도 손상된 부위 이하의 척수에서 미시적인 세포 수준의 이차적 변화가
강직 발현의 원인 기전으로 생각하였고 병태생리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운동신경세포집단의 흥분성 및 억제성 신경자극의 균형에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 하였다.28)
만성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서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군이 운동치료군에 비해 수정된
Asworth 척도(Modified Asworth Scale; MAS) 점수를 낮추었고, 발목관절의 관절운동 범위가
증가되었으며,

가자미근에서

호프만

반사

억제

지수도

증가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증가되었던 척수의 흥분성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rTMS에 의한 겉질척수로의
활성으로

Ia

신경섬유

말단에서

연접이전억제(presynaptic

inhibition)와

알파신경세포의 흥분 정도에 변화가 나타난 결과로 추정하였다.

29)

척수

내

본 연구에서도 강직의

정도를 평가하는 수정된 Tardieu 척도(Modified Tardieu Scale; MTS)의 비교에서 TIAH
group에서 4주차 평가와 보유효과 검사 사이(p<0.01)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 TEAL
group에서 초기평가와 4주차 평가 사이(p<0.01)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의 적용은 중재 적용 이후 강한 강직 감소의
효과를 보였고 1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적용 시에는 잔존효과 외 과제지향훈련을
적용하였을 때 중재 기간 동안 강직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뇌졸중 환자에게 rTMS의 적용은 저빈도와 고빈도를 적용하는
모든 중재의 프로토콜에서 운동유발전위의 의미있는 증가를 만들어 내었지만 강직의 유의한
감소에는 TIAH group과 TEAL group에서 나타났다. 특히 TIAH group에서는 보유효과
검사에서 유의한 강직 감소가 나타나 고빈도에 해당하는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군은 4주간의 중재 이후 강한 강직 감소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0Hz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 후 잔존효과 내 과제지향훈련의
적용은 뇌졸중 환자의 효과적인 강직 감소와 더불어 손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방법으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과제 지향적 상지 운동
프로그램은 기능적인 수준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에게는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뇌졸중 환자의 손의 강직에 국한된 조사였기 때문에 뇌졸중 재활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일상생활활동과 관련한 평가 항목의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제 지향적 상지 운동 프로그램 과제의 난이도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상지 기능 손상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손 기능과 더불어 일상생활활동과 관련된 평가들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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