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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은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두피를 통해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어 운동 피질의 

흥분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양극(positive) 자극과 음극

(negative) 자극에 의한 신경막의 흥분과 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이다

[1]. 양극으로 자극 시 흥분성 변화는 자극의 극성과 지속시간 및 전류

강도에 의해 진행되어지며[2], 1-2 mA의 전류세기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3].

경두개직류자극에는 지속 및 단속직류의 차이가 없으며, 양극 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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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직류자극(positive tDCS)은 행동반응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경두개직류자극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지의 활동수행력 증진[5]과 하지의 근활성

[6]에 효과적이며,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지의 보행에 

필요한 근활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unctional MRI)을 통한 연구[8]에서는 경두개직류자극이 운동

피질의 신경흥분성을 조절하여 운동기능 향상에 효과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러한 경두개직류자극이 운동관련 기

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9-12]이 보고되고 있다. 

Kim and Kim [13]은 경두개직류자극은 정신적,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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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학습, 운

동기술의 촉진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

였다. 따라서 경두개직류자극은 사람의 뇌피질의 흥분성을 조절하여 

인지 및 운동관련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첩성이란 재빠른 동작으로 신체를 잘 조정하고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신체 동작에 있어서 전신 또는 부분 동작을 신속하

게 변경한다든지 운동의 방향을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며, 중추 신경계의 빠른 판단, 신경과 근의 협조성, 근수축 속도 등의 

주요 요인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14]. 따라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서 민첩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물론 특히, 손상으로 인한 재활과정에서도 이러한 민첩성을 다시 회복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사이드 스텝검사

(side step test)는 근수축에 따른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

며, 버피 검사(burpee test)는 반복 동작에 따른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

법 중에 하나로 남녀 어린이들로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실

시 할 수 있는 타당도가 높은 민첩성 검사이다[14]. 민첩성 향상을 위

한 연구들에는 대부분 근력강화[15,16]나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17-

20]을 활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상자가 일

정 이상의 근력을 가지고 저항운동이나 신체의 무게를 활용해 탄성적

인 활동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대상자

들이 회복을 위한 초기 방법으로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많이 허약하거나 손상 후 회복 초기에 있는 대

상자들에게 있어서 민첩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수축 반응시간과 사이드 스텝 및 버피테스트 

측정을 통해 경두개직류자극이 정상 성인 하지의 민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건강한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에 지원한 

18명을 선발하여 무작위로 9명씩 경두개직류자극군과 허위 자극군

(sham group)에 배치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참가에 동의

한 자, 무릎 수술을 하지 않은 자, 머리에 금속 삽입물이 없는 자로 선

정하였다. 실험을 하기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실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하고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기자극 방법

경두개직류자극은 Endomed 482 (Enraf Nonious B.V. CO, Nether-

lands)를 사용하였다. 경두개직류자극은 대상자가 편안하게 앉은 자세

에서 국제 10-20 system에 따라 양극 전극은 발의 운동영역에 해당하

는 Cz에 배치하고 음극 전극은 우세측 안와상부에 배치하고 벨크로

(velcro)를 이용해서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착하였다. 전

기자극은 단속직류 삼각형파를 사용하였으며, 맥동시간 2 msec, 맥동 

간 간격시간 5 msec, 자극시간은 총 15분으로 설정하여 1회 적용하였

다. 전극은 4 × 6 cm2 크기의 탄소 고무전극(Daeyangmed, Korea)을 사

용하였다. 전류강도는 감각역치 이하로 적용하기 위해 실험 전에 모든 

군의 대상자들에게 전기자극을 서서히 증가시켜 감각역치(sensory 

threshold) 전류량을 확인한 후 경두개직류자극군에는 감각역치보다 

0.2 mA씩 낮추어 아감각역치 수준(subsensory level)으로 적용하였다. 

실험 중에 대상자들이 전기자극을 다시 느끼면 곧바로 0.2 mA씩 다시 

전류량을 낮추어 아감각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경두개직류자

극군의 평균 적용 전류강도는 0.083 mA/cm2이었다. 허위 자극군은 경

두개직류자극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극을 부착하되 대상자는 전기

자극을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실제는 전기자극을 적용하지 않고 15분 

후에 허위 전기자극을 종료하였다. 

측정방법

근수축 반응시간 측정

근수축 반응시간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MP150 (BIOPACK Systems,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Acqknowledge 4.1 (BIO-

PACK Systems, Inc., USA)을 사용하였다. 주파수 통과대역 필터(band-

pass filter)는 20-500 Hz, 표본추출률(sampling late)은 1,000 Hz로 설정

하였다. 전극을 부착하기 전에 알코올로 접착부위를 깨끗이 닦아 피부 

임피던스를 최대한 감소시켰다. 접지전극은 종아리뼈 머리에 부착하

였다. 대상자는 근육 넙다리 곧은근(rectus femoris),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반힘줄근(semitendiosus), 장딴지근(gastrocnemius)에 표면 근

전도를 부착하였다. 측정자세는 대상자 정면에 놓여진 LED 등에 불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고 높게 팔의 스윙을 이용하지 않고 무릎 반동

만을 이용하여 수직 점프하는 NAC (no arm with countermovemen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

Group
Age (y) Height (cm) Weight (kg)

M±SD M±SD M±SD

I 21.8±.4.0 178.9±6.5 69.4±10.0
II 21.6±.1.0 173.7±4.8 70.4±12.5

M ±SD, mean ±standard deviation. I, Sham group; II,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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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LED 등 불빛 신호는 MP150에 연결되어 디

지털 신호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석은 LED 등 불빛이 들어온 시작 

지점에서 각 측정 근육들의 활성화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분석하였

다. 근육들의 활성화되는 시작 시간 분석은 대상자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된 3초간의 신호를 실효치 진폭

값(root mean square)으로 변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표준

편차에서 3배 이상이 되는 실효치 진폭값 부분을 근수축 시작 시간으

로 분석하였다. 측정은 실험 전과 직후에 각각 2회 측정하였고, 각 측

정은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민첩성 측정

사이드 스텝 테스트

사이드 스텝 테스트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20 cm 간격의 

선을 그은 후, 대상자들이 중앙선 사이에 양발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였다. 측정자의 신호가 주어지면 대상자들은 

중앙선→우측선→좌측선→중앙선 사이를 순서대로 양발이 각각의 선 안

에 위치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여 이것을 1회로 측정하

였으며, 총 20초간 움직인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전과 직후에 각

각 측정하였다. 

버피 테스트

버피 테스트는 대상자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자세에서 시작하였

다. 측정자의 신호가 주어지면 대상자들은 서 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으면서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곧이어 대상자들은 양손을 바닥에 짚은 채로 두 다리를 힘차

게 뒤로 뻗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구부린 후에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이것을 1회로 측정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동작을 하도록 하였다. 총 20초간 횟수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전

과 직후에 각각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9.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

램으로 실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두 그룹 간 근수축 반응시간과 하지 

민첩성의 변화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 반복측정 분산 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근수축 반응시간의 변화

근수축 반응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근육에서 시간과 그

룹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Table 

2). 따라서 시간에 따른 그룹 간 근수축 반응시간의 변화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허위 자극군은 실험 직후에 근수축 반응시간이 약간 

증가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경두개직류자극군은 실험 직후에 

모든 근육들에서 근수축 반응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첩성의 변화

민첩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이드 스텝 및 버피테스트 모두에서 

시간과 그룹 간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0.05) (Table 3). 따라서 시간에 따른 그룹 간 사이드 스텝과 버피테

스트에서 횟수의 변화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허위 자극군은 실

험 직후에 약간 증가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경두개직류자극군

은 실험 직후에 모두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경두개직류자극이 정상 성인 하지의 근수축 반응시간 및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대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한 결과 경두개직류자극이 하지의 근수축 반응시간과 민첩성

Table 2. Changes of reaction time in muscle contraction (unit: sec)

Muscle Group
Before After F

M±SD M±SD Time Group Time*Group

Rectus femoris I 0.51±0.06 0.56±0.11 1.505 0.904 12.042*
II 0.62±0.07 0.50±0.06

Tibialis anterior I 0.54±0.13 0.53±0.06 7.621 1.168 5.866*
II 0.68±0.19 0.51±0.11

Semi tendinosus I 0.60±0.10 0.61±0.06 2.970 0.161 4.615*
II 0.67±0.14 0.58±0.09

Gastrocnemius I 0.59±0.06 0.63±0.07 0.436 4.229 5.045*
II 0.71±0.06 0.65±0.13

M±SD, mean±standard deviation. I, Sham group; II,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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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회성 자극이라는 특성에 대부분의 결

과에서 자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힐 수 없었다고 하였다. 연속된 

tDCCS 적용은 감각, 운동이나 인지적 영역에 영향을 주어 시냅스후연

접(postsynaptic junction)의 지속적인 변형에 기여하여, 반복적인 자극

에 의해 시냅스의 유효성이 장기적으로 증강하는 장기기억강화(LTP)

와 같은 효과로 나타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

Tanaka et al. [26]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편마비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양극 경두개직류자극을 병변쪽 대뇌피질 하지 운동영역에 자극

하였을 때 가짜 자극을 주었을 때에 비해 마비쪽 무릎관절 폄 근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뒷받침하여 Kim [27]의 연구에서 

또한 병변쪽 대뇌피질 하지 운동영역에 양극 경두개직류자극을 시행 

후 무릎관절 폄근력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하지근력 향상에 영향을 효

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 덧붙여 근력 증가로 인해 균형능력 또한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Manji et al. [28]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보행 기능 회복에 대한 

복합 요법 체중 지원 디딜 방아 훈련과 tDCS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tDCS가 허위자극군에 비교하여 보행 속도 및 적용 가능한 보행 능력

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보고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tDCS가 신체의 기

능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두개직류자극군에서 허위자극군보다 근수축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사이드 스텝과 버피테스트에서의 횟수가 증가된 것

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경두개직류자극이 운동관련 뇌

겉질 흥분성에 영향을 미쳐 하지의 운동피질영역이 활성화되어 근수

축 속도와 반사 속도를 높여 전기자극 직후에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스포츠 선수

들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이며, 1회 전기자극에 의한 전기자극 직후

의 변화라는 점이므로 변화의 유지시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 민첩성 외에 나

아가 순간의 정확성 향상과 지속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1]은 남녀 고등 투척선수들의 민첩성 향상을 알아보기 

위해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에 따른 사이드 스

텝과 버피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 훈련 전에 비해 훈련 

후에 횟수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im [22]은 플라이오

메트릭 트레이닝이 훈련강도가 매우 높아 훈련 간 활동근과 관절에 상

당한 부하를 소화해 내야 하고 연속적인 동작이나 민첩한 방향전환 

등에 다관절의 협응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통해 관절 주변의 인대나 

건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

이닝은 환자나 부상선수들에게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는 단점이 있다. 

tDCS를 적용하여 속도와 기능향상에 관한 연구로 Fan et al. [23]은 

두 그룹의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속도와 정확도를 알아보는 학습 패러

다임을 사용하여 손 쥐기 작업의 운동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일차운

동영역(M1)에 tDCS군과 허위자극적용군을 적용하고 과제를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양극 tDCS군은 허위자극군에 비해 메트로놈 속도와 정

확도 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Lee [24]의 연구에서는 tDCS군과 일반 재활치료군으로 나누어 상지

기능을 평가하여 자극 후를 비교하였다. tDCS군에서 FMA의 어깨관

절, 팔꿈치관절, 손 기능 평가 점수가 향상되었고 상지기능평가 항목 

중 먹는 동작의 수행시간, 무겁고 큰 물건을 옮기는 수행 시간에서는 

일반 재활치료군에 비해 tDCS 적용 군에서 수행시간에 대하여 효과

적이라고 보고하였고, tDCS의 적용 군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는 정

확한 동작과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이 향상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Ko [25]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8명을 대상으로 뇌가

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말초전기자극과 중추전기자극의 결합

을 통해 반복적임 움직임 훈련 전후에 손가락의 기능적 움직임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단일 tDCS 자극 후 무자극군에 비해 손가락 

움직임의 반응 속도가 단축되었다. 그러나 전기자극 후 손가락 움직임 

능력 평가에서 전기자극 직후 손가락 움직임 능력은 시냅스의 유효성

이 장기적으로 증강하는 장기기억강화(long term potentiation, LTP)와 

Table 3. Changes of agility (unit: number) 

Test Group
Before After F

M±SD M±SD Time Group Time*Group

Side step I 8.9±1.4 9.9±1.5 81.390* 0.386 6.644*
II 9.0±1.9 10.8±1.8

Burpee I 10.6±1.8 10.9±2.1 32.330* 0.667 19.959*
II 10.0±1.7 12.8±1.6

M±SD, mean±standard deviation. I, Sham group; II,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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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경두개직류자극이 정상 성인의 넙다리곧은근 앞정강근, 반힘줄근, 

장딴지근의 근수축 반응시간을 빨라지게 하고 사이드 스텝과 버피테

스트에서 횟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전기자극 직후에 하지의 민

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손상환자의 초기 민첩성 훈련과 관련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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