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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Motor Evoked Potential Waveforms in Patients 
with Lower Extremity Wea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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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힘이 없는 환자에서 효과적인 운동 유발전위 파형 측정에 
대한 고찰

임성혁, 박상구, 한형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Motor evoked potential of spinal surgery is known to cause damage due to the movement path of 
the continuous scan operation and surgery can be performed with minimized disability after 
surgery. However, if it is not at all formed at the wave motion evoked potential can occur during 
surgery and, in some cases the size of the waveform to be measured is very small and intermittent. 
In this case, the surgery can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whether there is neurological damage. 
Increased intensity of the wave-induced motion of the dislocation does not occur if it appears in a 
very small amplitude stimulus, but changing the inspection area that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waveform changes could not be found. However, stimulation of a wide area in the cerebral cortex 
was found to occur with a waveform in the patients who underwent examination.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useful motor evoked potential test.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5 three 
spine surgery patients visited Samsung Medical Center as neurosurgery patients with omission 
discomfort, gait disturbance, and no symptom of strength before surgery. In spine surgery patients 
with motor grade weakness, when motor evoked potential waveform has not been measured, in 
examination of the site of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cerebral cortex from entering the 
C3+C5/C4+C6 or C3+C1/C4+C2 if by the activity of more motor neuron unit, it was found that the 
waveform is better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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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54년 비침습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이용하여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한 운동유발전위 검사가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 

환자에게 고통스럽고 간질발작을 자주 유발시키는 이유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1]. 이후 1980년대 고전압이며 저항이 낮은 자극

기를 이용하여 두피전극으로 운동피질부위를 자극하였을 때 근전

도적인 연축이 발생함을 보고하였고 이것이 운동유발전위의 시작

이었다[2].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 최초의 자극기(magnetic 

stimulator)의 개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3], 수술실로의 

도입은 1990년대초 척추 수술 시 경추 부위에 전기자극을 주어 슬

와에서 기록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운동신경계를 직접적으로 감시

하며 수술 할 수 있게 되었다(transcervical electrical neurogenic 

motor evoked potentials, TcenMEP). 최근에는 두피에서 대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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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영역을 전기로 자극한 뒤 상지와 하지의 원위부 근육에서 기록

하는 방법(tranccranial electrical myogenic motor evoked 

potentials, TcemMEP)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4]. 대뇌 종양에서는 

운동영역에 인접한 뇌종양의 절제 수술에서 해당 부위를 제거하기 

전에 운동영역을 미리 파악하여 수술 할 수 있어 종양제거 과정에

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운동영역의 손상여부를 파악하며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뇌 혈관 관련 수술의 경우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뇌경색을 

운동유발전위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척수종양에서는 경막내척수

외종양 수술에서 해당부위의 근전도 검사와 함께 이용되며 퇴행성

질환인 후종인대골화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기구 고정술에서도 신

경뿌리의 손상이나 척수의 간접적인 손상들을 감지하는데 운동유

발전위가 매우 유용하다[5-14]. 이러한 운동유발전위의 장점이 많

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등급(motor grade)이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운동유발전위파형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상

당히 많다.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만 걸어 다닐 수는 있는 경우에도 운동유발전위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리가 약간 무겁고 환자의 생각보다 약간 느리게 반

응을 하는 정도에도 운동유발전위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수술로 환자의 불편한 점이 개선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신경계 

모니터링 검사를 하면서 신경계에 손상이 가는지의 여부를 측정하

게 되는데, 파형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수술 집도의는 신경계 

모니터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이러

한 점이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해

결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한 경우가 없다. 이러한 운동유발전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이 없는 근육에서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운동유발전위 전기적 자극의 세기(intensity)

를 높여 보기도 하였으나 별 차이가 없었고, 전기적 자극을 주는 머

리 부위 여러 곳을 바꾸어 자극을 해 보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하

지만 대뇌피질의 전기적 자극 부위를 넓혀 보았더니 형성되지 않던 파

형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보고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및 기기 

본 연구의 환자들은 수술 전 의료진에게 수술동의를 작성하였으

며, 수술동의서에 따라 수술 중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였고, 신경

계 검사자는 수술장에서 파형측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지도 하에 운동유발전위의 검사 술기를 효율적으로 제안 및 개선하

여 수행하였다. 수술 중 신경계 추적감시(intraoperative neu-

rophysiological monitoring, INM) 검사기기는 Xltek Protektor 

32 IOM (Natus medical Inc., Oakville, Canada)을 사용하였다.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s, MEP) 검사는 range 

±2.5 mV, reject threshold ±1.5 mV, low-frequency fil-

ter/high-frequency filter: 10 Hz/1 KHz, time base 10 ms/div로 

설정하였다. 

2. 운동 유발전위 파형 측정

수술 전부터 힘이 없어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나, 제자리

에 가만히 서있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유발전위검사를 시행

하였으며, 검사 중 복합근육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CMAP) 형성에 대한 마취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마취 gas를 배제한 완전정맥마취(total intravenous anesthesia, 

TIVA)로 전신마취 유도하였다. 침전극(subdermal needle 

electrodes)을 이용하여 파형을 기록할 상지에는 단모지외전근

(muscle abductor pollicis brevis, APB) 과 소지외전근(muscle 

abductor digiti quinti, ADQ), 하지에는 전경골근(muscle tibialis 

anterior, TA)과 무지외전근(muscle abductor halluces, AH)에 

삽입하였고, 운동유발전위 자극할 부위는 뇌파(electroence-

phalography, EEG) 10∼20 부착법에 의거하여 C3, C4에 300∼

400 볼트의 전기적 자극을 하여 파형을 기록하였다. 수술 전부터 

힘이 없었던 근육에서 운동유발전위 검사파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

우에 운동유발전위 자극할 부위를 C3를 기준으로 위아래로(C5 or 

C1) 전극을 더 삽입하고, C4를 기준으로 위아래로(C6 or C2) 전극

을 더 삽입하는 방식으로 침전극을 더 부착하여 점퍼케이블로 연결

하여 전기적 자극이 들어가는 범위를 넓게 하여, 전기적 자극과정

에 변형을 주었을 때 파형이 보다 잘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3. 수술 중 마취유지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지므로 마취의 심도에 파형이 영향

을 받는다. 마취의 심도가 너무 깊으면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형성 

안 된다. 그러므로 척골신경을 4번 연속적으로 자극한 후 엄지손가

락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연속자극(train of four, TOF)검사가 적

어도 2번 이상 되도록 근이완제(neuromuscular blocking agent)

의 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5]. 마취의 농도변화에 따

라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중 마취농

도의 변화가 없도록 마취과의사와 신경계 검사자 간에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오직 전기적 자극범위의 변

화로 인하여 운동유발전위 파형측정에 변화가 오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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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RI of intradural extra-
medullary tumor T9-11 levels. (B) 
Motor evoked potentials wave forms. 
C3/C4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C3+C1/C4+C2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A B

Fig. 1. (A) MRI of spine body fracture L12-T1. (B) Motor evoked potentials wave forms. C3/C4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C3+C5/C4+C6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결  과

1. 증례 1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 

간헐적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3개월 전부터 양측 

다리의 감각이 감소한 환자로 흉추에서 요추 사이(T12-L1)가 부러

져서 척수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Fig. 1A). 

근육의 힘 상태를 측정해 보면 양측 상지는 운동 등급 5로 정상이

고, 양측 하지는 운동 등급이 4로 약간의 힘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

만 운동유발전위 파형은 양쪽 하지에서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운

동유발전위 자극할 부위를 C3를 C3+C5로, C4를 C4+C6로 침전

극을 더 부착하여 전기적 자극이 들어가는 범위를 넓게 하였더니 

측정되지 않던 파형이 형성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Fig. 1B).

2. 증례 2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4주 전에는 서 있을 수 있었으

나,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다리 전

체에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 없었다. 우측 발가락과 무릎 이하로는 

약간 힘이 들어가나 발목은 못 움직이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것은 안 

되는 환자로, 흉추 척수신경(T9-11)에 종양(spinal cord tumo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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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4. (A) MRI of Choroidal plexus 
papilloma right. (B) Motor evoked po-
tentials wave forms. C3/C4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C3+C5/C4+C6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A B

  

Fig. 3. (A) MRI of spinal meningiomas T6-7 levels. (B) Motor evoked potentials wave forms. C3/C4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C3+C5/C4+C6 stimulation method waveform ⓑ.

있어서 척수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Fig. 2A).

근육의 힘 상태를 측정해 보면 양측 상지는 운동 등급이 5로 정상

이었으나, 양측 하지 운동 등급은 0으로 매우 힘이 약해져 있었다. 

운동유발전위 파형도 양쪽 하지에서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운동유

발전위 자극할 부위를 C3를 C3+C1로, C4를 C4+C2로 침전극을 

더 부착하여 전기적 자극이 들어가는 범위를 넓게 하였더니 측정되

지 않던 파형이 양쪽 발바닥에서 형성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Fig. 2B).

3. 증례 3

전반적으로 운동 등급은 사지 모두 정상인 환자로 양쪽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는 힘이 운동 등급 2였고, 양쪽 발목을 접었다 펴는 

운동 등급이 2인 환자로, 보행장애는 없었으나 걸을 때 우측 다리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불편한 감이 있었다고 한다. 흉추 척수신경

(T6-7)에 종양이 있어서 척수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Fig. 3A).

운동유발전위 파형은 오른쪽 하지에서 발바닥 즉, 무지외전근

(muscle abductor halluces, AH)에서만 아주 조그맣게 측정이 되

었고, 정강이 즉, 전경골근(muscle tibialis anterior, TA)에서는 파

형이 측정되지 않았다. 왼쪽 하지에서는 무지외전근은 파형이 잘 

형성되나 전경골근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파형이 측정되었다(Fig. 

3Bⓐ), 운동유발전위 자극할 부위를 C3를 C3+C5로, C4를 C4+C6

로 침전극을 더 부착하여 전기적 자극이 들어가는 범위를 넓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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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tient case with lower extremity motor grade 

Case Lower Motor grade (Rt, Lt)

1 4/5,  4/5
2 0/5,  0/5
3 5/5,  5/5 (knee, ankle 2/5, 2/5)
4 5/5,  4/5

Table 3. Percent change compared to the amplitude of thesubsequent stimulation waveforms wide range

　
　

Rt. side muscle Lt. side muscle

APB ADQ TA AH APB ADQ TA AH

Case 1 106.3 74.3 1969.2 4604.3 96.8 67.5 596.0 193.5 
Case 2 40.6 33.4 209.8 406.3 126.2 57.0 100.0 2496.2 
Case 3 82.8 577.3 623.0 637.3 162.7 105.6 1091.3 675.3 
Case 4 122.7 134.3 80.8 108.0 135.1 264.7 63.6 153.4 

*Each number is omitted percent
Abbreviation: APB, abductor pollicis brevis; ADQ, abductor digiti quinti; TA, tibialis anterior; AH, abductor halluces.

Table 1. The muscle strength grading scale (Oxford motor grade 
scale)

Grade Explanation

0/5 No contraction
1/5 Visible/palpable muscle contraction but no movement
2/5 Movement with gravity eliminated
3/5 Movement against gravity only
4/5 Movement against gravity with some resistance
5/5 Movement against gravity with full resistance 

였더니 아주 작게 측정되던 파형이 크게 형성이 되었고, 측정이 안

되던 것이 관찰 되었다(Fig. 3Bⓑ).

4. 증례 4

척수(spinal cord)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를 받아서 발생한 힘 

빠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대뇌(cerebrum)에 발생한 종양으

로 인한 힘 빠지는 증상이 발생한 환자로서, 3년 전부터 간헐적인 

어지럼증이 있어왔고 양쪽 상지와 오른쪽 하지의 운동 등급은 정상

이나 왼쪽 하지의 운동 등급이 4로서 보행 시 좌측 하지가 끌리는 듯

한 증상으로 대뇌의 운동신경로(motor pathway)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Fig. 4A). 환자의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운동유발전

위 파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하였으나, 파형

은 매우 정상적으로 잘 형성 되었다. 또한 운동유발전위 자극할 부

위를 C3를 C3+C5로, C4를 C4+C6로 침전극을 더 부착하여 전기

적 자극이 들어가는 범위를 넓게 하여서 검사를 하여도 파형의 변

화는 크게 없었다(Fig. 4B).

각 증례들에서 언급한 운동등급(motor grade)의 국제적인 분류

는 Table 1과 같으며, 각 증례 별 운동등급은 Table 2과 같이 분류하

였다. 본 연구에서 다리 쪽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선택적으로 증가

되어 관찰이 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운동유발

전위 측정파형과 연구를 적용하였을 때의 운동유발전위 측정파형

의 백분율은 Table 3과 같다.

5. 검사 방식의 새로운 시도

운동유발전위 자극부위는 일반적으로 C3/C4부위로 한다. 한쪽 

뇌를 활성화 시켜서 검사를 하며, C3⊝/C4○+ 로 자극을 주면 C4○+

+부위인 오른쪽 뇌가 활성화 되어서 좌측 팔 다리에서 운동유발전

위 파형이 형성되고, C3○+ /C4⊝로 자극을 주면 C3○+ 부위인 왼쪽 

뇌가 활성화 되어서 우측 팔 다리에서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형성된

다(Fig. 5). C1/C2로 자극을 하면 팔보다 다리 쪽 파형이 더 잘 형성

되고, C5/C6로 자극을 하면 다리 쪽 보다는 팔 부위의 파형이 더 잘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는 대뇌피질에 분포된 해당영역의 기능과 관

련이 있고,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에서 운동유발전위 파형 형성이 잘 안 되는 본 연구에서는 

C3 와 C5에 ○+ 와⊝ 극성을 주어서 각각 자극을 하고, 그리고 C4 와 

C6에 ○+ 와⊝ 극성을 주어서 각각의 대뇌를 분리하여 자극을 주어 

보았고, C1과 C3에 ○+ 와⊝ 극성을 주어서 각각 자극을 하고, 그리

고 C2와 C4에 ○+ 와⊝ 극성을 주어서 각각의 대뇌를 분리하여 자극

을 주어 보았으나 파형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C3를 기준으

로 FC3 또는 CP3를 점퍼로 연결하고, C4를 기준으로 FC4 또는 

CP4를 점퍼로 연결하여 자극부위를 넓게 하여 자극을 주어보았으

나 파형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C1와 C2에 ○+ 와⊝ 극
성을 주어서 다리영역 부분 위주로 자극을 주어 보았지만 파형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대로 오히려 자극 간격을 벌려서 C5 

와 C6에 ○+ 와⊝ 극성의 자극을 주어 보아도 파형에는 변화가 없었

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자극의 세기를 높여서 검사를 해 보아도 파

형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C3 주위와 C4 주위를 중심고랑

(central sulcus) 주변방향으로 자극범위를 넓게 하여 자극을 주는 

경우에는 하지의 파형이 형성되었다(Fig. 6).

6. 파형이 형성되는 이유

뇌 표면에서 운동중추에 해당되는 영역은 중심고랑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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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llustration of C3/C4 position of general stimulation methods.

Fig. 6. Illustration of C3+FC3/C4+FC4 or C3+CP3/C4+CP4 
position of stimulation methods and C3+C5/C4+C6 or C3+C1/ 
C4+C2 position of stimulation methods.

Fig. 7. Illustration of central sulcus in brain. Central sulcus is 
an important place the boundaries of the motor cortex and the 
sensory cortex.

Fig. 8. Illustration of electrical stimulation motor evoked potential 
pathway from the brain tumor ⓐ and spinal cord tumor ⓑ.

전두엽 쪽으로 앞에 존재한다. 정수리부분은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

으로 발, 장단지, 허벅지의 순서로 측두엽 방향으로 영역이 이루어

지며, 더 바깥쪽 측두엽 방향으로는 손, 팔, 어깨, 얼굴순서로 영역

이 존재한다. 누구나 이러한 영역의 순서로 뇌 표면이 구성되어 있

지만, 영역의 크기나 위치는 조금씩 다르고 머리의 크기나 모양이 

저마다 제각기 다른 점 때문에 운동중추에 손상을 받은 환자에게서

는 운동유발전위 전기자극 위치를 기존 환자와 같은 위치로 해서는 

파형이 잘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것을 좀더 쉽

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기자극을 주는 침전극이 하나일 경우 

영향을 미치는 반경은 국소범위이며, 이 범위 내에서 반응을 하는 

운동신경단위(motor neuron unit)가 10개라고 하면, 침전극 두 개

를 사용할 경우 전기자극이 미치는 반경을 좀더 넓은 범위로 확장

되고 이에 반응하는 운동신경단위가 20개로 많아지게 되어 파형이 

더 잘 형성되는 것이다. 단, 중심고랑을 따라서 전기자극 범위를 넓

혀야지 여기를 벗어나서 넓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Fig. 7).

7. 척수(spinal cord)와 대뇌(cerebrum)에서의 운동유발전위 

차이점

운동유발전위는 C3, C4 정도의 부위에 침전극을 통하여 400 볼

트 정도의 고전압의 전류로 자극하여 대뇌(cerebrum)의 전반적인 

운동영역을 흥분시키며 대뇌척수경로(cortico-spinal track)로 이

동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흥분된 전위는 대뇌의 피질부위 운동영

역에서 대뇌의 심부로 이동을 하고, 뇌간(brainstem)을 경유하여 

척수(spinal cord)로 전달이 된다. 척수에서는 척수신경(spinal 

nerve)으로 이동하고 결국에는 말초근육(peripheral muscle)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복합근육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CMAP)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

해야 할 점은 환자가 힘이 약해져서 다리를 잘 못 움직이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여도 척수의 문제로 발생한 경우와 대뇌의 문제로 발

생한 경우 운동유발전위 파형의 형성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운동

유발전위 검사는 대뇌의 피질부위 운동영역 전체가 흥분을 하게 된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대뇌에 포함된 일부분의 종양에 의한 

기능저하 부위는 반영이 되지 못한다. 즉, 뇌종양에 의해서 부분적

으로 손상 받은 운동중추는 부분적인 손상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기자극에 의한 대뇌의 전반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운동유발전

위 파형은 정상으로 측정이 된다(Fig. 8ⓐ). 이와는 다르게 척수에 

발생한 종양은 다리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힘 빠지는 장애를 보

인다 하여도 운동유발전위 자극으로 흥분된 전위가 척수에서 원활

하게 말초근육으로 마치 병목현상과 같이 전달이 안되므로 운동유

발전위 파형은 환자의 증상에 비하여 이상할 정도로 원활하게 측정

되지 않는다(Fig. 8ⓑ). 이러한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

여 뇌종양의 경우에는 직접 피질 운동유발전위(direct co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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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 직접 피질하 운동유발전위(direct subcortical MEP) 와 같

은 검사로 실제 운동중추의 손상을 감별하는 검사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척수에 발생한 종양으로 인하여 하지에서 운동유발전위 파

형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개발된 것은 아직 없다.

고  찰

수술 중 운동유발전위 검사 파형이 감소하였으나 수술 후 운동

등급의 변화가 없는 위양성(false positive)과 수술 중 파형의 변화

가 없었으나 수술 후 환자의 운동 등급이 떨어지는 위음성(false 

negative)이 존재 한다는 것이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최대 단점 일 

것이다[16]. 하지의 위약감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미 척수에 손상

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수술 중 운동등급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경우 운동유발전위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다리가 조금 불편한 정도의 환자증상에도 불구하고 운동유

발전위 파형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술하는 동안

에 환자의 운동신경 상태에 대해 외과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도움

을 줄 방법이 없는 단점도 있어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운동

유발전위 검사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적이 있다.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마취제인 근이완제(muscle blocker)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측정되는 운동유발전위 파형의 진폭을 크게 관찰하기 위하

여 운동유발전위 전기자극 부위를 Cz를 (+)로 하고, A1, F3, Fz, F4, 

A2를 동시에 (−)로 하여 자극하는 연구를 네덜란드 마취과의사가 

한 경우가 있고[17], 운동유발전위 본자극(main-stimulation)을 

주기 전에 전자극(pre-stimulation)을 주어서 운동유발전위 파형

을 훨씬 크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있었다[18]. 그리고 운

동유발전위 검사방법을 세분화 하여서 C1, C2, C3, C4, Cz, and 

Cz+6 cm으로 전기자극을 주어 보기도 하고, C3/Cz and C4/Cz 로 

전기자극을 주는 등 매우 다양하게 연구한 경우도 있다[19]. 이러한 

운동유발전위 검사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작게 관찰되는 파형을 조

금 더 크게 관찰하기 위한 연구였고, 파형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C3/Cz, C4/Cz나 C1/C2, 

C2/C1과 같은 방식이 아닌 대뇌반구의 한쪽을 양자극으로 자극하

는 방법으로 자극 부위를 넓혀 검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대뇌의 

운동신경단위를 더 많이 흥분시켜 잠재되어있던 파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의 운동등급이 조금 저하되어 있어서 운동유발전위 

파형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을 시도한다

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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