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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sence of ipsilesional movement deficit, with segmental

performance in each proximal or distal upper extremity. The visuoperceptual complex task of the ipsile-

sional upper extremity was investigated in patients with unilateral brain damage and a control group of

healthy sex-age-matched controls. Tracking movements were tested in the proximal and distal upper

extremities. Movements were measured by the accuracy index, which was normalized to each subject's

own range of motion and took into account any differences between subjects in the excursion of the

tracking target. The findings revealed that stroke patients experienced difficulties with tracking movement

of both proximal and distal segments in the upper extremities on the so-called "non-affected side", irre-

spectively of the extent of patient's age, time since onset, or severity of contralateral upper extremity.

Therefore, the unilateral brain damage affected ipsilateral motor function of the proximal and distal upper

limbs in the performance of complex motor tasks, requiring central processing and the higher order cog-

nitive function in the integrity of both hemisp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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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졸중은 암을 제외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으

로, 2002년의 통계에 의하면 100,000명당 77명에 이르고

있다(Kim, 2004). 생존자는 뇌졸중 후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환자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주

며(대한신경과학회, 1993), 손상 받은 뇌반구의 반대측

상지 기능에서 마비 또는 감각의 소실과 같은 운동 기

능과 관련된 주요한 장애를 보인다(Broeren 등, 2004).

그러나 최근 편측 뇌손상 후 비손상측(non-affected

side)으로 간주되어 온 손상된 뇌반구의 동측 상지

(ipsilesional side)에서 운동 결함(motor deficit)이 존재한

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권용현, 2004; Debaere 등, 2001;

Hermsdorfer 등, 2003; Hermsdorfer와 Goldenberg, 2002;

Jones 등, 1989; Kim 등, 2003; Roy 등, 1992;

Sunderland 등, 1999; Swinnen 등, 2002).

Brodal(1973)은 처음으로 동측 상지에서 근약증이 나

타난다는 실험적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그 보다 앞서 실

행증(apraxia)을 연구하던 Liepmann과 Mass(1907)는

편측 뇌손상 후 양쪽 상지 모두에서 의미 있는 상징적

행동(symbolic behaviour)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하

여 동측 상지의 결함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Haaland 등(1987, 1999)과 Roy 등(1992)은

동측 상지에서 근약증 또는 손가락의 타판운동의 속도

가 정상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의 연구 결과는 동측 운동 결함이 존재한다는 많은 증

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측 상지의 파악력 검사에

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고(Colebatch와

Gandevia, 1989; Sunderland 등, 1999; Sunderland,

2000), 타판 과제(tapping task)와 같은 빠르고 단순한

반복 동작에(rapid simple repetitive movement)에서 추

적 과제(tracking task)와 같은 복잡한 운동(complex

moto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동

측 상지에서 운동 결함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권

용현, 2004; Farne 등, 2003; Hanna-Pladdy 등, 2002;

Hermsdorfer와 Goldenberg, 2002). 그 외에도 동측 상

지와 하지의 지절간 협응력(interlimb coordination), 목

표지향 표적 동작(goal-directed target movement), 손

의 기민성(dexterity)에서 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다

(Debaere 등, 2001; Hermsdorfer 등, 1999; Kim 등,

2003; Sunderland 등, 1999; Swinnen 등, 2002). Jones

등(1989)은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 뿐 만 아니라 손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동 결함이 회복되어진다고

보고하였고, Jung 등(2002)은 근위부와 원위부의 운동

기능 모두에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행증과 양측 대뇌반구

의 역할 그리고, 양측성 신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이와

같은 편측 뇌손상 후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이 존재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 Hermsdorfer 등(2003)의 연구에

의하여 타판 과제에서 좌반구 뇌손상군이 정상군과 비

교하여 우반구 뇌손상군보다 더 심한 운동 결함을 보였

고, 좌반구는 실행증과 관련된 우성뇌(dominant hemi-

sphere)이기 때문에 동측 운동 손상의 원인을 실행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Kim 등(2003)과 Winstein 등

(1997)은 목표지향 표적 과제에서 정상군과 비교하여

동측 운동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

으로 복잡한 과제의 수행은 비록 편측 상지만을 사용하

지만 이때 활성화되는 뇌반구는 양측 모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편측 뇌손상 후 동측 상지에 결함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Wassermann 등(1992)은 양측성으로 신경 지배

하는 전정척수로, 그물척수로, 적색척수로와 교차하지

않은 앞쪽 피질척수로가 양측 상지의 운동 기능에 관여

하기 때문에 동측 상지에 운동 결함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편측 뇌손상 후 반대측 상지의 운동 기능

있어서 원위부보다 근위부에서 상대적으로 손상도 적을

뿐만 아니라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Dobkin, 1993; Muellbacher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측 뇌손상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측 상지의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운동 결함

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각의 상대적인 운동 결함의 정

도 차이와 원인을 밝혀보기 위하여 집단간 동측 상지의

근위부 및 원위부에서 추적과제의 수행에서 정확도 지

수를 알아보고 연령, 발병 후 기간, 손상측 상지의 손상

정도와 정확도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대구 영

남대학교의료원에서 편측 뇌손상으로 인해 뇌졸중으로

진단 받고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 32명과 정상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대상자는 물리치료실로 의뢰되는 순서로 본 연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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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P150과 전자측각기 및 근위부와 원위부의 과제 수행

합한 선정기준에 맞추어 환자군과 정상군의 연령과 성

별을 일치하도록 설계하였고 모든 대상자는 발병하기

이전에 우측 손이 우성이어야 하며 이를 검사하기 위해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Oldfield, 1971).

정상군은 정신 질환이 없고, 신경학적 손상과 상지 및

손의 근골격계 손상이 없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환자의 선정기준은 뇌 단층 촬영(CT) 또

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편측 뇌에서만 손상을 받은

자, 소뇌와 뇌줄기에 손상을 받지 않은 자, 동측성 반맹

증(hemianopsia)과 편측무시(unilateral spatial neglect)

증상이 없는 자, 언어 이해 능력에 장애가 없는 자, 지시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로 한국형 간이정

신상태 판별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 version)에서 연령과 교육 수준을

고려한 평균 이상(24점)인 자, 실행증이 없는 자로

Florida Apraxia Screen에서 28점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Rothi 등, 1997).

2. 측정 도구 및 방법

가. 추적과제

편측 뇌손상을 받은 환자에게 손상된 뇌의 동측 상

지의 근위 및 원위부에 각각 추적과제를 실시하였다.

추적과제는 전자측각기(electrogoniometer)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였으며 이 기구는 두

개의 단단한 팔이 용수철로 연결된 전자분압기

(electrical potentiometer)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A).

원위부의 추적과제는 대상자의 둘째손가락에 부착하여

정중면에서 일어나는 중수지절관절의 굴곡과 신전의 움

직임을 측정하였고(그림 1B), 근위부는 대상자의 견관

절에서 내회전과 외회전의 움직임만을 유발하도록 설계

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1C). 전자측각기

에서 나오는 관절 운동의 아날로그 신호가 MP150

Biopac system1)으로 보내져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다.

이와 연결된 개인용 컴퓨터에 내장된 Acqknowledge

3.7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필터링과 기타처리를 하였

다. 각 신호의 표본 추출률(sampling rate)은 200 ㎐이

고 1.5 ㎐의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를 하였다.

추적과제는 전자측각기에서 변환된 관절의 움직임이

원위부에서는 굴곡은 하향으로, 신전은 상향으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였고 근위부는 외회전은 상향으로

내회전은 하향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준거 사인

파는 평균 1.87 ㎐의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제시되었고,

최고점이 다르게 15초 동안 제시되었으며, 대상자는 골

곡과 신전, 외회전과 내회전으로 준거 사인파를 정확히

따라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준거사인파의 속도

와 최고점을 변화시킨 이유는 동일한 속도와 범위의 지

속적인 움직임이 빠른 학습효과를 일으켜 본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측정 시 제공되는 준거사인파와 다른 속도

와 파형을 연습 기간에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하였다(그림 2). 실험 전 대상자에게 실험

의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3번 연습 기간

1) BIOPAC System Inc., C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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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적 과제의 수행

AI = 100(P-E)/P

을 수행한 후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근위와 원위부의

측정이 대상자간 균형 설계(counterbalance)되도록 무작

위 할당하였다.

나. 정확도 지수(Accuracy Index: AI)

추적과제의 수행은 정확도 지수를 사용하여 준거사

인파와 수행값의 오차를 계산하였다(Carey 등, 2002).

초기 수행의 적응(initial adjustment)과 마지막 단계에

서의 집중도(attention)에 관한 변수를 통제하고 순수한

운동 결함만을 분석하기 위해 과제의 처음과 끝의 각 3

초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9초 동안의 수행 오차를 분

석하였다.

정확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

E는 준거 사인파와 반응선과의 수행 오차값(Root

Mean Square Error: RMSE)이며, P는 준거 사인파와

반응선의 상행선과 하행선을 분리하는 중앙선 사이의

RMSE 차이값으로 대상자가 수행한 반응선의 수행 패

턴의 크기를 의미한다. P의 진폭(magnitude)은 대상자

가 수행한 관절 가능 범위를 의미하며 수직축의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정확도 지수는 대상자가 수행한 관

절 가동 범위를 일반화하고 추적과제의 수행에 있어 대

상자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지수의 최대값은

100이며, 음수의 지수는 준거 사인파의 중앙선을 넘어

오차값이 클 때 나타난다.

다. Fugl-Meyer 검사

손상측 상지 기능의 평가를 위해 Fugl-Meyer 검사

를 사용하였고 이는 브룬스트룸의 편마비 분류와 회복

(Brunnstrom's hemiplegia classification and progress

record)의 6단계 과정을 근거로 50개의 항목으로 상세

히 분류되어 있고 움직임의 질적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서열 척도로서 각각의 항목에서 수행

할 수 없을 때 0, 부분적 수행 시 1, 완전하게 수행 시

2점이 주어진다. 전체 수치는 100점으로 상지 66점, 하

지 34점으로 구성된다(Fugl-Meyer 등, 1975). 본 실험

에서는 상지만을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집단 간 성별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

퀘어 검정을 실시하였고 연령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근위부와 원위부의 수행 정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독립 t-검정을 통해 검정하였다. 또한, 동일

집단 내 근위부와 원위부의 차이는 짝비교 t-검정을 실

시하였다. 수행의 정확도에 따른 반대측 상지의 손상

정도, 연령, 발병 후 기간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윈

도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환자군 32명 중 남자 16

명, 여자 16명이였고. 정상군 34명 중 남자 16명, 여자

16명로 총 64명이었다. 환자군은 오른쪽 뇌반구에 손상

을 받은 환자 16명(50%), 왼쪽 뇌반구에 손상을 받은

환자 16명(50%)이였고, 정상군은 오른손으로 수행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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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 정상군

성별(Male/Female) 16/16 16/16

연령(yrs) 54.94±8.87a 53.76±8.54

수행측 상지(Rt/Lt) 16/16 16/16

발병 후 기간(months) 8.24±9.35

환측 상지의 손상 정도(FMA) 36.91±4.17
a평균±표준편차

FMA: Fugl-Meyer 검사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수행 정확도 지수(AI)

근위부 AI 원위부 AI

환자군 36.81±16.75a 30.65±16.55 p>.05

정상군 52.36±9.91 51.28±13.33 p>.05

p<.05 p<.05
a평균±표준편차

표 2. 추적과제의 정확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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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 간 추적과제의 수행 정확도 비교

상인 16명(50%), 왼손으로 실험한 정상인 16명(50%)이

였다. 환자군의 손상 원인은 뇌출혈 11명, 뇌경색 21명

이였고, 유병기간은 8.24개월, 표준 오차 9.35이었다. 환

자군의 상지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Fugl-Meyer 검

사 결과는 평균 36.91, 표준오차 4.17이였다. 성별은 카

이스퀘어 검정에서 p=.811, 연령은 독립 t-검정에서

p=.586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추적과제의 집단간 근위부 및 원위부의

정확도 지수

환자군에서 손상된 뇌반구의 동측 상지에서 수행한 추

적과제의 정확도와 정상군의 수행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지의 근위부에서 추적과제의 수행 정확도 지수는

환자군이 36.81, 표준편차 2.92, 정상군이 52.36, 표준편

차 2.96으로 나타났고, 원위부에서 수행 정확도 지수는

환자군이 30.65, 표준편차 2.93, 정상군이 51.28, 표준편

차 2.27로 나타났다. 근위부의 수행에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원위부의

수행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그러나 환자

군과 정상군의 두집단 모두에서 집단내 변인인 근위부

와 원위부의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 따라서, 근위부 및 원위부에서 수행한 추적과

제의 정확도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에서 더 많은

수행 오차가 관찰되어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이 나타났

고, 두 집단 모두에서 근위부와 원위부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그림 3).

3. 연령 , 발병 후 기간 , 손상측 상지의 손상

정도와 수행의 정확도 지수와의 상관 관계

근위부 및 원위부에서의 수행 정확도 지수는 연령

(근위부: r=-.18, 원위부: r=-.17, p>.05), 발병 후 기간

(근위부: r=-.10, 원위부: r=.47, p>.05), 손상측 상지의

손상정도(근위부: r=.46, 원위부: r=.92, p>.05)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추적과제를 이용하여 편측 뇌손상 후 동

측 상지의 운동 결함을 측정하였다. 추적과제는 시각과

손의 협응력(eye-hand coordination)을 요구하는 시지

각 동작(visuospatial movement)이며 시각적 되먹임을

요구하는 닫힌 고리 움직임(closed looped movement)

으로 시공간적 요구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복잡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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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요구하는 과제이다(Harvey 등, 1994). 이러한 복

잡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

기 위해 환자군은 정상군과 연령과 성별이 일치하도록

설계하였고, 좌우 상지 기능의 차이 역시 중요한 변수

이므로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를 사용하여

우성이 오른손인 대상자만을 측정하였다.

손상된 뇌반구의 동측 상지를 측정한 결과, 환자군

에서 근위부의 수행 정확도 지수는 36.81, 표준편차

16.75로, 정상군은 52.36, 표준편차 9.91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원위부의 수행 정확도 지

수도 환자군에서 30.65, 표준편차 16.55로, 정상군에서

51.28, 표준편차 13.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상지에 추적과제를 수행한 결과,

근위부와 원위부 모두 정상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에서

운동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과제의 수행에서 동측 운동 결함을 보인다는 선행 연

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권용현, 2004; Debaere 등,

2001; Farne 등, 2003; Hanna-Pladdy 등, 2002;

Hermsdorfer와 Goldenberg, 2002; Jones 등, 1989;

Kim 등, 2003; Roy 등, 1992; Sunderland 등, 1999).

한편, 동측 운동 결함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되어온 연령, 발병 후 기간, 손상측 상지의 손상

정도의 임상적 변수들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발병 후 기간, 손상측 상지의 손

상 정도과 관계없이 만성의 편측 뇌손상 환자에서도 동

측 운동 결함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

다(Hermsdorfer 등, 1999; Sunderland 등, 1999).

선행 연구자들(Esparza 등, 2003; Farne 등, 2003;

Hanna-Pladdy 등, 2002; Hermsdorfer와 Goldenberg,

2002; Jung 등, 2002; Kim 등, 2003)은 이와 같은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Jung 등(2002)과 Wasseermann 등(1992)은 동측

성 하행 운동 신경로의 손상으로 동측 운동 결함이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양측으로 지배하는 신경로인 전

정척수로와 망상척수로와 같은 피질하 신경로

(subcortical pathway)는 견갑대와 상지의 원위부에 대

한 운동 조절에 관여를 하고, 뇌손상 후 경한 손상과 함

께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말초 부위인 손의 기능은

심각한 손상과 느린 회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마비측

상지는 편측 뇌손상으로 인해 마비측 상지로 이어지는

반대측 신경로(contralateral motor pathway)가 손상되

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뇌반구에서 마비측으로 연결되는

동측 신경로(ipsilateral motor pathway)가 존재하여 빠

른 회복을 보이며, 동측의 상지도 편측 뇌손상으로 인해

손상된 동측의 운동 신경로로 인해 동측의 운동 결함을

보이나 반대측 뇌반구에서 동측으로 연결되는 반대측

신경로의 보존으로 인해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이 빠른

회복을 보인다고 추정하였다(Jung 등, 2002). 이러한 결

론은 마비측 상지의 근위부에서 빠른 기능적 회복을 설

명하는 명확한 증거이고, 뇌손상 후 운동신경의 회복 기

전을 설명하는 뇌지도화 연구(neuroimaging study)에서

동측의 운동 신경로의 활성화는 마비측 상지의 기능 회

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Jang 등, 2003a;

Jang 등, 2003b; Kim 등, 2004), Nirkko 등(2001)은 기

능적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정상인의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대뇌 피질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근위부의 움직임 동안, 양측 대

뇌의 일차 운동 및 감각 영역(sensoriomotor area)에서

모두 활성화가 관찰된 반면, 원위부가 움직이는 동안, 반

대측 뇌반구에서만 활성화가 관찰되어 결과적으로 근위

부의 움직임은 양측 운동 신경로를 모두 사용하지만, 원

위부는 반대측 운동 신경로만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뇌손상 환자 뿐 만 아니라 정상인도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서로 다른 신경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근거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복 기전의 설명과 달리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에 관해 신경로의 설명만으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측의 원위부에도 앞쪽 및 바깥

쪽 피질척수로와 같이 양측성 신경재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측 상지에서 운동 결함의 회복이 느려지고

잔존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정상

인도 동측 상지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동

측 신경로는 뇌손상 후 반대측 신경로와 함께 손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활성 빈도와 역할이 미미하고 아직 명

확한 역할이 규명되지 않은 원위부의 동측 신경로보다

더 많은 손상을 보여 근위부에서 더 심한 운동 결함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숭이의 동측 피질척수

로는 동측 상지의 근위부와 몸통의 운동 신경세포와 연

결되어 있다는 연구는 동측의 피질척수로도 동측의 근

위부의 운동 기능에 관련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Brinkman와 Kuypers, 1973; Liu와 Chambers, 1964).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발병 후 기간과 관계없이 동측 상

지의 운동 결함이 나타났고, 서로 다른 뇌신경 회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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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모두 운동 결함이 존

재하였다. 따라서 손상 후 마비측 상지기능이 회복되는

기전은 상지를 지배하는 신경로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

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양측 뇌반구의 기여도에 관한 가설은 근위부

와 원위부 모두에서 운동 결함을 보인 본 연구 결과에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뇌지도화 연구 결과, 과제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동작의 수행할 때, 반대측 뇌반구의 활성화 뿐 아

니라 동측의 뇌반구에서도 활성도가 나타냈다(Catalan

등, 1998; Lotze 등, 2003; Pujol 등, 2000; Sadato 등,

1996). 또한 과제의 수행 난이도(task difficulty)를 어렵

게 할수록 양측 뇌반구의 활성도는 증가하고 동측 상지

의 운동 결함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Winstein 등,

1997). 이와 관련하여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목표지향 표적 동작(goal-direct tar-

get movement)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은 양측 뇌반구의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편측 뇌손상으로 인한 고위

인지 기능의 처리 능력(higher cognitive processing)과

중앙처리 능력(central processing)의 손상으로 동측 상

지의 운동 결함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Kim 등,

2003; Winstein 등, 1997; Winstein과 Pohl, 1995).

Winsten 등(1997)은 목표지향 표적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task difficulty and com-

plexity)에 따라 뇌의 활성화를 양전자 방사 전산화 단

층 촬영기(PET)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과제의 난이도

가 높아짐에 따라 활성화되는 영역이 양측 전운동영역

(premotor cortex),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꼬리핵(caudate nucleus), 두정엽(parietal cortex)

에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Seidler(2004)는 기능적 자기

공명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

이 증가함에 따라 양측 운동 영역(primary motor cor-

tex)과 양측 앞쪽 전운동영역(ventral premotor cortex),

양측 소뇌와 두정엽에서 활성도가 나타났고, 두정엽은

운동의 계획과 힘의 조절을 통한 피드백이 요구되는 움

직임의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측의 운동 영역(ipsilateral primary motor cortex)이

복잡한 과제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 계획을 위한

뇌반구사이의 상호작용(interhemispheric processing)에

의한 것인지 또는, 운동의 실행(motor excution)을 위한

교차하지 않은 앞쪽 피질 척수로(ventral corticospinal

tract)의 직접적인 역할인지에 관해 명확하지 않다고 하

였다. 그 외 대뇌반구의 역할에 대하여 Manganotti 등

(2002)은 편측 손상 후 동측 운동신경로의 변화를 경두

개자기자극기(TMS)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반대측

운동 신경로의 변화 뿐 아니라 동측 신경로 운동신경유

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에서 정상과 다른 소견

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손상되지

않은 뇌반구가 정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던 다른 뇌반구

에 대한 억제의 해리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측 뇌반구

의 역할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

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손상된 뇌가 회복되는 기전

연구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ng 등, 2003a;

Jang 등, 2003b; Kim 등, 2004).

결론적으로, 편측 뇌손상 후 동측 상지는 시공간적

요구에 정확한 수행이 필요한 추적과제에서 근위부와

원위부 모두 운동 결함이 관찰되었다. 그 원인은 동측

운동 신경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양측 대뇌

반구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추적과제와 같이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은 과제의 수행에서 편측 뇌손상

으로 인해 고위 인지 기능의 처리 능력(higher cogni-

tive processing)과 중앙 처리 능력(central processing)

의 손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Ⅴ. 결론

편측 뇌손상 환자에서 복잡한 시지각 동작인 추적과

제의 수행 시 연령과 성별이 일치하는 정상인과 비교하

여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이 존재하고 원위부와 근위부

의 운동 조절 모두에서 손상되어 있었다. 이러한 손상

은 환자의 연령, 발병 후 기간, 환측 상지의 손상정도와

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추적과제와 같이 과제의 난이도와 복잡

성이 높은 과제의 수행에서 편측 뇌손상으로 인하여 고

위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운동 계획과 실행, 중앙

처리 능력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측 상지의 운동 결함은 편측 뇌손상을 가

진 환자에게 면도나 운전과 같은 섬세한 움직임을 필요

로 하는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과 위험을 준다. 따라서

환측의 기능 장애로 인한 동측 상지에서의 보상적 전략

(compensatory strategy)이나 적응 전략(adaptative

strategy)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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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적절한 훈련 및 치료적 중재에 의한 기능적 능

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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