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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침습뇌자극의 형태에 따른 

숙련도별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      혜      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비침습뇌자극의 형태와 숙련도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

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

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서울시 소재의 S대학교 일반 대학생 14명(평균

=24.35세)과 수원시 소재의 S’대학교 야구선수 14명(평균=21세)으로 근육 

및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오른손이 우성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들은 숙련자 2그룹[숙련자A(anode;양극자극), 숙련자B(sham;무극자

극)]과, 비숙련자 2그룹[비숙련자C(anode;양극자극), 비숙련자D(sham;무극자

극)]으로 나뉘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중 그룹 A와 C는 경두개직류전기자

극(tDCS)을 통해 15분간 2mA 강도의 양극자극이 주어진 후 내적타이밍 훈

련을 시행하였다. 그룹 B와 D의 경우, tDCS의 양극자극을 5초간 적용하고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로 피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거짓자극(sham)을 

적용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과제 수행 전 외적타이밍 반응시간을 측정하였고, 2주 

후 tDCS를 착용한 상태에서 내적타이밍 훈련을 이틀에 걸쳐 받았다. 내적

타이밍 훈련이 끝난 이틀 째, 피험자들은 10분의 휴식을 가졌고 이후 외적

타이밍 과제 수행을 측정하여 외적타이밍의 사전-사후 반응시간 측정결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은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도 변화와 

일관성 변화 그리고 내적타이밍의 정확도 변화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각각의 tDCS의 자극 형태가 그룹간의 타이밍 과제의 정확성

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보기 어려웠다. 그러

나 숙련도에 따른 타이밍 과제의 정확성과 일관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었고, 비숙련자가 숙련자보다 tDCS(양극)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험자들은 tDCS의 자극에 따라 내적타이밍과제에서 정확성

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DCS의 양극(anode)을 적용한 그룹에서 그렇

지 않은 거짓자극을 적용한 그룹(sham)보다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효

과를 보았다. 하지만 tDCS를 적용한 내적타이밍의 정확성 훈련의 효과는 

외적타이밍의 정확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주요 용어 : 비침습뇌자극, 경두개전기자극장치(tDCS), 소뇌(cerebellum), 

      숙련자, 비숙련자, 양극자극(anode), 무극자극(sham) 

학     번  : 2013-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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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 물건을 잡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등 일상적

인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부터 특정한 스포츠의 숙달된 동

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기술들을 이용하며 살아간다(Ungerleider, 

Doyon & Karni, 2002). 이러한 운동기술들은 과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

라 학습의 양을 증가시키고 반복적인 연습으로 정교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때, 운동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

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동학습 방법들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길을 걸을 경우, 우리는 사지움직임의 타이밍을 

조정하여 옆 사람과의 걷는 속도를 맞추려 한다. 이처럼 타이밍은 신체요

소가 지각하는 대로 일정한 시간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운동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개념으로써, 운동수

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타이밍은 움직임 동

작의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특정 신체움직임이 가지는 

시간적인 조화를 의미한다(Zanone & Kelso, 1992). 즉, 타이밍이 조화롭다

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목표 위치를 탐색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정

확하게 잡거나 맞추고, 신체의 여러 분절을 통해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

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한다(김선진, 2010). 타이밍은 골프의 스윙에

서처럼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신체분절의 위치를 맞추는 동작자체의 시간

적 구조와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타구하는 동작의 목표물 일치구조라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제어 과정에 근거한다. 동작자체의 시간적 구조는 내적

타이밍(internal timing) 또는 상대타이밍(relative timing 또는 phasing)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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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미리 예측하여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은, 외

적타이밍(external timing), 또는 일치타이밍(coincident timing)이라고 한다

(Wollstein & Abernethy, 1988). 

 기본적 시간 구조를 나타내는 내적 타이밍 기술은 동작속도 또는 동작거

리와 관계가 없는 리듬(rhythm)과 템포(tempo)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리듬은 특정 동작의 시간적, 공간적 궤적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해 만

들어지는 패턴을 의미하며, 템포는 동작이 일어나는 전체시간에 따른 속도

라고 볼 수 있다. 운동수행 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템포를 가지고 있는

데 외부적인 현상에 따라 그 고유의 템포가 흐트러지게 되면 시간적 순서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동작 또한 무너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듬과 템포의 적절한 상보적 관계

가 필요하다. Jagacinski 등(1997)의 젊은 성인과 노인의 골프 정확도를 비

교하는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스윙 리듬과 템포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며 

노인 또한 템포훈련과 리듬훈련을 통해 골프스윙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템포훈련은 스윙 속도를 개선시키고 리듬훈련은 

스윙속도와 주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적타이밍 훈련의 이점을 보고하였

다. 

 반면 외적 타이밍의 경우, 날아오는 공을 정확한 순간에 맞추어 볼과 라

켓이 동시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일치를 말한다. 외

적타이밍 훈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연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상황과 가장 비슷한 환경적 특성에서 훈련하기 때문

에 시각적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이동하는 시각적 목표물에 대한 운

동반응의 협응(coordination)을 요구하는 훈련방법으로 외적 타이밍 훈련의 

이점을 보고 하였다(Maman, Gaurang & Sandhu, 2011). 하지만, Kida 등

(2005)은 외적타이밍 훈련으로 본 과제의 타이밍은 향상되었지만, 근본적인 

단순 타이밍 과제에서는 향상됨을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외적타이밍 훈련의 제한점을 보고하였다. 또한, 야구의 타격과 같이 고충격

(high-impact training)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신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상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테니스와 같은 라켓을 이용하는 경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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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전과 외전 동작을 통해 신체분절 부위에 부하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수행의 과정에서 부상을 방지하고 환경적 요구에 일치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의 타이밍 운동학습이 필요하다. 

 운동학습은 운동기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능력의 내적인 과정 변화

라고 정의할 수 있다(Schmidt & Lee, 2005). 김선진(2010)에 의하면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통해 학습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신경학적 기전의 변화 또한 이루어져 자발적인 협응 동작을 할 수 있

도록 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신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내적 

타이밍 훈련에서도 적용 될 수 있는데, 동작의 근본적인 심층구조(deep 

structure), 즉 내적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Rubia와 Smith(2004) 

또한 반복적인 내적 타이밍 훈련을 통해 두뇌 타이밍(시간처리, temporal 

processing)을 개선하며, 신체의 통상 협응력과 집중력에서 개선을 보인다

고 보고 하였다.

 내적 타이밍 학습의 훈련프로그램인 인터액티브 메트로놈(interactive 

metronome; IM)은 특허 받은 훈련 프로그램으로써 지속적인 템포에 맞춰 

사지를 움직이는 일련의 타이밍 훈련 프로그램이다. 내적타이밍 학습인 인

터액티브 메트로놈은 각 동작 후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움직임과 박자간의 

시간적 오차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며 타이밍과 리듬을 수정 가능

하게 하였다. 이 훈련을 통해 타이밍 기술이 개선되고 집중, 기억, 읽기 및 

운동기술 또한 개선 될 수 있다고 보고하며 훈련의 이점들을 주장하였다

(Shaffer et al, 2001). 이러한 내적 타이밍 훈련은 근본적인 타이밍 기술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외적 타이밍 훈련의 대체학습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운동학습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규명하고 

관련된 결과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철학, 생리학, 심리학 및 공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분야에서도 인간의 운동

학습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신경과학적 방법

을 접목한 연구들이 인간 움직임의 원리와 운동학습의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경과학적 방법을 접목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비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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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자극장치의 일종인 경두개직류전기자극장치(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자극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대뇌

피질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켜주는 장치로 쓰인다. Kidgell등 (2013)은 

tDCS의 뇌 자극이 운동 수행 및 운동학습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운동과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oggio, Zaghi & Fregni, 2006). 이와 같이, 신경자극을 통한 연

습은 운동피질의 뇌 재조직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변화로 

복잡한 과제의 속도와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며, 피질의 

재조직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Karni, Meyer, Jezzard, 

Adams, Turner & Ungerleider, 1995; Petersen, Mier, Fiez, & Raichle 1998; 

Schweizeremd, Braun, Fromm, Wilms, & Birbaumer, 2001; Ungerleider, 

Doyon, & Karni, 2002). 그 예로, tDCS가 예측타이밍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에 따르면, 피험자가 시간을 예측하는 동안에 뇌섬엽(insula), 중간

측과 후측 대상피질(middle/posterior cingulate cortex), 접두엽(frontal lobe), 

측두엽(temporal lobe), 선조체(striatum), 소뇌(cerebellum) 등을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뇌의 재조직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박지원 등, 2002). 그

럼에도 불구하고 뇌처리과정에 대한 확고한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는 것은 

운동학습 시 뇌 활성화 정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Petersen et al, 1998; Toni et al, 1998). 이는 뇌 활성화가 학습에 

의한 활성화인지 아니면 수행 시 변화되는 신경생리학적 움직임에 의한 것

인지에 대한 확고한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Leonard,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피질 활성도만을 근거로 한 기존연구의 제한점을 보완

하기 위해 타이밍 운동관련 피질부위에 인위적으로 활성화 조절을 주어 운

동관련 피질부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운동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타이밍 학습에 관여하는 소뇌

(cerebellum)에 비침습뇌자극을 제공하고 tDCS의 자극형태에 따라 숙련자

와 비숙련자의 수행 및 훈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측

정결과를 바탕으로 타이밍 정확성을 나타내는 절대 타이밍 오차(absolute 

error)와 일관성에 관여하는 가변오차(variable error)를 산출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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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열구결과를 토대로 피질 활성도의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타이

밍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소뇌의 병변으로 인해 운동학습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할 임상적인 기초 지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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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침습뇌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의 자극조건에 따른 그룹별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수행

에 미치는 학습효과를 보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의 자극 조건에 따른 그룹별(숙련자, 비숙련  

     자) 내적 타이밍 훈련은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① 양극(anode)자극(대뇌피질의 활성도를 증가)을 받은 그룹의 내적

타이밍 훈련은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절대타

이밍오차(AE)를 줄일 것이다. 

② 양극(anode)자극을 받은 그룹의 내적타이밍 훈련은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가변오차(VE)를 줄일 것이다. 

  2)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의 자극 조건에 따른 내적 타이밍 훈련은   

     시기에 따라(첫째 날, 둘째 날) 그룹별로 정확도 차이가 나타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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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실험 참가자는 20대 대학생 피험자로 한정하였다. 

 2)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타이밍 기술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오른손이 우세측(dominant hand)인 피험자로 한정하였다.

 3)　 내적 타이밍 훈련에서의 집중은 개인의 심리, 생리적인 요인들과     

     기온, 습도, 조도와 같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내적타이밍(internal timing)

 내적 타이밍은 동작속도 또는 동작거리와는 상관없는 기본적인 시간구조

로 동작 유형의 리듬 또는 템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왈츠에서 템포의 속

도를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왈츠는 기본적으로 왈츠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심층구조(deep structure)를 내적 

타이밍이라 한다(Schmidt, &Young, 1991). 본 연구에서는 리듬과 템포 훈련

으로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의 내적타이밍 훈련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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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적타이밍(external timing)

 외적타이밍은 동작의 특정 위치와 물체를 하나의 지점에 일치 시키는 것

을 말한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와 같은 기능 수행 시, 포

핸드 드라이브의 동작 준비자세, 허리를 비트는 피벗동작, 백스윙 동작, 동

체의 이동, 포워드 스윙, 볼과 라켓의 접촉, 그리고 팔로우 동작을 모두 하

나의 총체라고 본다면, 각각의 동작구간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조화를 이루

어 정확한 타이밍에 라켓을 공에 접촉시켜야 성공적인 외적타이밍 운동수

행이 가능하다(김선진, 2010). 본 연구에서는 예측타이밍 반응속도 측정기

(Bassin Anticipation Timer, Lafayette Instrument Co.)를 이용하여 날아오

는 불빛 자극을 볼이라 가정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윙하는 것을 외적 타

이밍 과제로 설정하였다. 

3) 두뇌 타이밍(temporal processing; 시간처리)

 인간의 뇌는 다양한 간격으로(1/1,000,000초, 1/1,000초, 초, 분, 시간의 단

위 간격으로) 시간을 기록하며 인간의 행동을 유발한다(Mauk & 

Buonomano, 2004).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동안 했는지, 자고 일

어난 후 얼마나 지났는지, 점심 또는 저녁 식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

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두뇌가 인식한다(Lewis & Walsh, 2005).

4) 인터액티브 메트로놈(interactive metronome)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은 반복적으로 내적타이밍을 맞추는 훈련도구로써, 

훈련을 통해 정보기억력, 운동 협응력, 주의 집중력 또는 타이밍에 맞는 기

능적 운동 패턴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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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다.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은 트리거 감지기를 통해 실제동작과 비트

음과의 시간차이를 ms(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하여 타이밍 반응 속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장치를 내적타이밍 훈련으로 

사용하였다.

5) 경두개직류전기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경두개직류전기자극은 비침습뇌자극의 기법중 하나로, 약한 전류의 공급

을 통해 대뇌 피질의 활성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자극의 극성에 따라 신경세포들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는데, 양극

자극(anode)은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의 막전위(membrane potential)를 활성

화 시켜 대뇌피질의 활성도를 향상시키고, 음극자극(cathode)은 대뇌피질의 

활성도를 감소시킨다(김석진, 2015). 본 연구에서는 tDCS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타이밍관련 뇌 부위를 자극하여 그에 따른 운동양상의 변화를 알아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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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비침습뇌자극의 자극조건(anode, sham)에 따른 그룹별(숙련자, 

비숙련자)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의 효과검

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비침습뇌자극이 타이밍 훈련에 가져다주는 변화

의 원인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들이 앞으로의 운동학습 방법에 어떤 이론

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신경과학적 접근

1) 비침습뇌자극(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운동학습과 신경과학과의 접목을 통하여 인간의 움

직임의 원리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Jantzen, 

Oullier, Marshall, Steinberg & Kelso, 2007; Jantzen, Steinberg & Kelso, 

2009; Karni et  al., 1998; Ungerleider, Doyon & Karni, 2002). 그 중, 경피

적전기자극(transcranial electronic stimulation; TES)은 1세기 전부터 뇌의 

기능과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Sparing & Mottaghy, 2008). 하지만, 

경피적전기자극은 마취되지 않은 뇌에 적용하여 피험자가 통증을 느끼면서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다(Merton & Morton, 1980). 그에 따라 다른 비침습

뇌자극 장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경두개자기자극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경두개직류전기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그리고 경두개교류자극(transcranial 

alternation current stimulation; tACS)등의 뇌 자극 장치가 널리 연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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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Barker외 2명(1985)이 TMS가 인간의 대뇌피질 흥분도를 변화

시키면서 그에 따른 움직임의 효과에 대해 소개하였고,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예로, Martin 등(2003)은 정상

인과 뇌졸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였고, TMS가 운동기능의 향상 및 우

울증의 치료로 효과적임을 밝혀냈다. 이렇듯 뇌 운동영역에 경두개자기자

극(TMS)을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점차 밝혀지며, 전기자극장치는 

신경가역성 연구를 위한 가능성 있는 분야로 대두되었다(Vine et al, 2006). 

최근에는 경두개직류전기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장치가 뇌 활동 전위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는 비교

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운동 상황에서도 착용할 수 있고, 양극(anode)과 

음극(cathode)으로 나뉘어 대뇌피질 활성화를 조절한다. 낮은 강도의 양극

은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증가 시키고, 음극은 활성화를 억제 시킨다고 보

고되었다(Purpura & McMurty, 1965; Creutzfeldt et al, 1962). 활성화를 억

제 또는 증가시킨 자극의 피질 활성도는 60분-90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Antal, Boros, Poreisz, Chaieb, Terney & Paulus, 2008), tDCS는 자극의 형

태와 전류의 세기, 자극의 기간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Nitsche 등, 2007). 하지만, tDCS를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전류의 강도를 자극 

면적당 0.029~0.08mA/cm²와 15-25분 사이의 전기 자극이 행동반응에 안

전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Nitsche et al, 2008). Nitsche와 

Paulus(2000)는 자극시간이 길수록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

였으나, 이는 전극 아래 두피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맞게 조절

되어야 한다(Prior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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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관련 피질 활성도(movement related cortical potential; MRCP)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침습뇌자극의 기능적 영상 연구에서는 뇌를 자극하

여 뇌의 기능측정이나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Kwon, Ko, Ahn, Kim, Song, Chang, Jang, & Lee, 

2008). Karni 등(1995)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가지는 운동 기술 

습득이 신경가역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운동피

질의 재조직 양상에 변화를 가져 온다고 보고하였다. 그 예로 연속적인 반

응시간 과제에서 보완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SMA), 일차운동

영역(M1), 담창구(putamen), 전운동영역(premotor cortex) 등으로 재조직이 

일어났음을 보고 하였다(Honda 등, 1998).

 운동영역에서는 tDCS의 적용으로 운동신경 활성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MEP, TMS, TES, EEG 등을 사용하였으며, 많은 신경생리학적 평가에서 

TMS와 신경영상화(neuroimaging)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Kwon et al, 

2008). Smith와 Staines(2006)은 운동과 관련된 피질을 EEG로 관찰하면서 

운동변화에 따른 활성도의 일시적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

된다고 보고하였고, 피질 변화를 통해 운동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활성도

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운동 관련 전위(movement related 

cortical potential; MRCP)는 신체의 수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 피질의 

활성화로, EEG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음극 전위(negative potential;NP)

와 양극 전위(positive potential; PP)로 나눠진다(Fang, Sieminnow, Sahgal, 

Xiong & Yue, 2001). 여기서 음극전위(NP)는 bereitschaft potentials(BP)와 

negative slope(NS)로 구분되는데, BP가 수의적인 움직임에 음성전위를 띄게 

되고, NS는 운동의 수의적인 움직임의 시작 전부터 피질의 활성화가 나타나 

운동계획과 실행에 관여한다(Ball, Schreiver, Feige, Wagner, Lucking & 

Kristeva-Fagie, 1999). 따라서, BP는 인간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운동 준비

단계와 실행단계에서 피질활성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Kristeva-Fagie, 

Rossi, Feige, Mergner, Lucking, & Rossini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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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뇌의 재조직화와 운동 타이밍

 운동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뇌(cerebellum)는 운동협응과 움

직임을 조절하기 위해 모든 뇌 영역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자세를 조절

하고, 다양한 자극에 대하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한다(Reichenbach et al, 

1998). 또한 척수(spinal cord), 연수(medulla oblongata), 교뇌(pons), 중뇌

(midbrain), 시상(thalamus), 대뇌피질(cerebral cortex)과 회로를 결성하여 복

잡한 조절 및 되먹이기 작용(feedback action)을 통해 운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능을 통합 조절하는 주요 중추이다(Morton & Bastian, 2004; 

Popesco et al., 2004). 또한, 소뇌는 내재적 기억의 형성, 기술학습과 유지 

및 습관을 형성하여 조건화된 반응에 관여한다고 보고 하였다(Doyon, 

Song, Karni, Lalonda, Adams, & Ungerleider, 2002). 

 Spencer 등(2003)은 움직임을 연속동작과 불연속 동작으로 나누어 볼 때, 

이 2가지 운동 작업은 소뇌가 연속적이고 리드미컬한 운동 초기의 타이밍 

목표를 정할 때 간여하고, 불연속적인 운동 시에는 계속해서 운동시간처리

에 간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소뇌의 활성화를 연구한 Muak(2000)에 따르면, 

쥐를 이용하여 운동타이밍 학습을 시켰더니 소뇌의 퍼킨제 세포(purkinje 

cell)에서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 후 더 오랜 시간의 학습을 할 시에는 심

부소뇌핵에 있는 이끼 섬유(mossy fiber)에서 가역적인 재조직이 일어난다

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소뇌는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Nobre와 O‘ Reilly(2004)는 타이밍과 관련된 인지 운동기능들이 소

뇌가 아닌 전두엽-선조체고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며 여전히 타이밍을 

결정하는 뇌 부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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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뇌의 타이밍 처리(temporal processing)

 신경과학접근법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뇌의 기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한다. 그 중, Mauk과 Buonomano(2004)은 인간의 두뇌는 내부의 시간을 처

리하는 두뇌시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이 두뇌 시계는 천분의 1초, 백분의 

1초, 초, 분 단위간격으로 시간을 기록하여‘시간처리(temporal processing)’

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두뇌타이밍이 시간을 계측한다는 구체적이

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역으로 내적인 흐름을 

지각하는 기능 치료를 통해 두뇌 타이밍의 시간처리를 조작 가능하다고 보

았다(Lewis & Walsh, 2005). Penton(1996)등은 반복적인 타이밍훈련을 통해 

시간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자극과 주의력훈련을 통해 증명하였다. 

그 중, 청각피드백을 통해 내적인 흐름을 지각하여 타이밍을 맞추는 훈련

도구인 인터액티브 메트로놈(IM)은 새로운 방법의 타이밍 훈련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도구는 기능훈련을 위한 단순 인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

밀한 시간단위로 매 리듬과 템포에 맞춰 실제 동작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으며 인간이 내부의 시간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도구이다. 양손, 양발 그리고 손과 발의 협응을 통하여 일어나는 양측사지

의 움직임을 일정한 리듬에 맞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반복적인 리듬을 

맞추는 이 훈련도구는 운동 타이밍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과 관련된 부위들

도 제어를 받았음을 Rubia와 Smith(2004)는 fMRI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증

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바다핵, 줄무의체와 소뇌 등의 여러 뇌 영역이 모두 

연결되어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다른 기

능을 하는 별개일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망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Rubia & Smith, 2004). 따라

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뇌의 모든 영역은 운동수행을 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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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과 타이밍

1) 타이밍의 개념

 운동기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에서 요

구되는 타이밍 수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김선진, 2010). 즉, 운동 

타이밍은 스포츠 수행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운동기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을 정확하게 타구해야 하는 탁구나 야구와 같은 

종목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 신체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요구된다. 타이밍은 자신이 움직이는 동작자체의 시간적 구조를 말하는

데, 이때 동작 시 움직이는 신체분절의 특정위치와 목표물의 일치라는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내적타이밍은 동작속도 또는 동작거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동작 유형의 리듬이나 시간적 구조를 말한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옆 사람과의 속도를 맞춰 나가는 비교적 동작속도

나 거리 또는 강도가 쉽게 수정되는 표면적 특성(surface feature)이라 할 

수 있다(Schmidt, 1991). 이에 반해서, 외적타이밍은 운동의 주체와 객체사

이의 시간적, 공간적 일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 동작 구간으로 나뉜 야

구의 풀스윙(full swing)은 각 동작구간에 맞는 적절한 체중이동을 통해 조

화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볼을 정확히 쳐낼 수 있다.  

2) 타이밍과 리듬, 템포

 타이밍은 리듬(rhythm)과 템포(tempo)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리듬

은 운동법칙에 따른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궤

적을 나타내고, 템포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작의 전체속도로 나타낸다. 운

동의 전체속도에서 리듬은 최대속도와 속도의 제로사이의 과정 중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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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골프 스윙 중 아이언이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 

백스윙 톱(back swing top)의 속도가 제로가 되고, 내려오면서 임팩트

(impact)하는 순간, 즉 아이언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 최대속도가 되면서 제

로속도와 최대속도 그 사이의 움직임을 리듬이라고 한다. 각 운동수행에서 

리듬만큼이나 템포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개인마다 고유의 템포

를 가지고 있다. 템포가 개인의 신체조건처럼 물리적 현상 등의 원인에 의

해 흐트러지게 되면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가야 하는 리듬 또한 무너지게 

된다. 개개인의 운동수행에 대한 고유의 템포는 탁구, 야구, 테니스와 같은 

스윙의 템포를 자신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적합하도록 구사할 수 

있어야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스윙의 동작구간에 맞는 

템포를 조절할 수 있어야 가장 적합한 수행을 해낼 수 있다. 

3) 타이밍 예측

 스포츠 상황에서 타이밍 예측은 운동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한 아

주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속도로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타구하기 위

해 공이 날아오는 시간과 스윙속도를 일치 시켜야 타이밍을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치된 동작은 지각시스템과 동작

시스템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Fleury, Bard, Gagon & Teadale,  

1992), 이는 연령, 성별, 기술수준, 자극 속도, 그리고 지각수준에 따라 예

측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Williams, Katene, & Fleming, 2002). 예

측은 수용기 예측(receptor anticipation), 지각 예측(perceptual anticipation), 

그리고 효과기 예측(effector anticip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수용기 

예측은 추적이 가능한 자극에 대한 예측을 말하고,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

보가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지각예측의 경우, 자극을 추

적할 수 없는 외적인 현상에 대한 예측을 뜻하며 자극이 나타나는 조건이

나 형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효과기 예측은 자신의 움직임

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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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자의 스윙 속도와 정보처리 시간의 관계(Schcmidt와 Lee, 2005) 

숙련된 운동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oulton, 1957). 타이밍 수행은 이

와 같은 형태의 예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환경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자극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과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정확한 운동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Fleury, Bard, Gagon & 

Teasdale, 1992).

4) 타이밍 전략

 정확한 타이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

리하다. <그림1>은 투수가 시속 140km로 공을 던질 때 타자가 타격을 하

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투수의 손을 떠나 홈플레이트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60ms이라고 예측하면, 타자의 스윙동작은 약 160m이 되고 

운동 명령이 이루어지고 근육에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68ms이 소요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날아오는 공을 맞추기 위해 타자는 최소한 

328ms안에 공의 궤적과 도착할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종료해야한다. 반면, 

스윙속도를 선수 B와 같이 140ms으로 빨리 스윙하게 되면 200ms의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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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탐색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타자는 좀 더 좋은 공을 선별할 수 있

다. 이처럼, 타이밍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자들은 자신의 스윙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투수가 던진 공을 보다 오랫동안 탐색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자들은 자신의 스윙 속도를 향상시켜 타격 지점

에서 스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훈련이 필요고 정확한 스윙 동

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분절 간의 적절한 협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김선진 등, 2000).

3. 운동학습의 개념과 이론

1) 운동학습의 개념

 인간은 컵을 옮기는 움직임부터 야구의 타격과 같은 복잡한 동작의 협응

까지 수많은 움직임과 동작들을 학습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단순한 동작들

은 수행의 복잡성에 따라 학습의 양이 달라 질 수 있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더욱 세련되어 지고 정교화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운동학습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운동행동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이론들은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먼저 정보처리 관점에서는 운동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기

억화체계에 도식화 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도식으로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의 경우 운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한 가장 효율적인 협응을 구성하고, 환경과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

에서는 연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지각 - 운동 활동영역 (perceptual-motor 

workplace)내에서 과제와 환경의 요구에 일치하도록 지각과 동작간의 협응

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 하였다(Newell, 1991). 이 이론들은 서로 공통적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운동학습이 숙련된 운동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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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영구적인 능력의 변화이고, 둘째는 운동학습은 그 자체를 직접적으

로 관찰하기 어려워 학습자의 반복수행을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셋째로, 성숙이나 동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행이 변화한 것은 학습이

라 할 수 없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진다(김선진, 2000).

2) 운동 학습의 이론적 설명

 

 성공적인 운동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운동학습의 이

해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

문에 적절한 이론들의 특성을 상호 보안하여 운동학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인간의 운동행동은 중추적 표상의 의하여 발현된다는 정보처리적 

관점에 의해 피드백에 근거한 운동학습과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운동학

습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피드백에 의한 학습의 경우 중추신경

계로부터의 운동명령에 관한 기억과 근육, 관절, 건 등의 신체의 내적정보

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 과정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억흔적과 지각흔적으

로 나뉜다. 다음,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운동학습의 경우 운동 프로그램

을 통해 내려진 명령이 운동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되어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운동명령만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의 오류 수정에 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Schmidt(1975)는 운

동 프로그램과 피드백을 같이 보완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generalized 

motor program)을 설명하였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동작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응을 위해 선택된 동작단위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과정

이다. 또한, 개개의 근육이 운동 프로그램에 저장되지 않고 동작에 따라 가

변적인 가변매개변수라고 정의한다(Whitacre, 2002 & She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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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숙련

1) 운동숙련의 정의

 스포츠에서의 숙련(expertise)은 특정 영역의 과제로 지속적으로 뛰어나게 

수행하는 것이자, 하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관적인 우수성(the consistent 

superior athletic performance)이라 정의한다(김선진, 2010). 이러한 숙련은 

단지 하나의 능력에서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술에 작용하는 다양

한 요인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생리적, 기술적, 인지

적, 정서적 요인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생리적 숙련의 

경우 근섬유의 분포나 형태, 신체구조, 유전적인 요인 또는 후천적으로 다

져진 유산소적, 무산소적 능력이 이에 포함 되고, 기술적 훈련의 경우 신체 

각분절의 조화로운 협응으로 효과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인지적 숙련과 정서적 숙련의 경우 심리적 기술로 자극의 탐지와 시

각탐색 전략, 움직임에 대한 예측, 효과적인 반응 산출의 능력이 뛰어나고, 

운동수행을 통해 갖게 되는 느낌들을 정서적 조절을 통해 최상의 운동수행

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 한다.

2) 숙련자-초보자 비교 연구

 운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숙련자와 초보자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숙련의 움직임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숙련자-초보자 접근 연구는 태권도(김충일, 2008), 테니스(Williams, Ward, 

Knowel, & Smeeton 2002), 야구(McPherson, 1993)와 같은 많은 과제에서 

인지기술과 운동기술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숙련자와 초보

자간의 예측능력과 시각탐색전략, 또는 지각능력의 차이를 기술하며, 숙련

자가 초보자보다 수행과 관련된 유용한 예측정보를 일관성 있게 추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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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 숙련자에게

서 더욱 뛰어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Borgeaud & Abernethy, 1987).  

이러한 연구들의 방향은 학습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과제, 환경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운동숙련자들이 과

제와 환경에 대한 정보처리 능력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김선진, 2010).

5. 운동의 정확성

1) 정확성과 일관성의 개념

 골프에서 강한 임팩트(impact)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신체 분절의 각속

도를 빠르게 하여야 한다. 이때 스윙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이언

이 공에 맞는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

된 스윙동작으로 일관성 있게 스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

럼 정확한 목표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지간의 긴밀한 협응이 요구

되며 세련된 운동수행을 일관성 있게 하여야만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

다. 운동의 정확성은 과제의 특성과 환경적 요구에 적합한 신체의 움직

임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이 운동수행이 끝

난 후에 수행의 결과를 측정하여 판단하게 된다(김선진, 2010). 운동의 정

확성은 일반적으로 실제 목표 수행과 수행간의 절대오차(absolute error, 

AE)와 항상 오차(constant error, CE)로 나타낼 수 있으며(김선진, 2010), 

수행간의 차이의 변화는 가변오차(variable error, VE)로 운동의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다(김선진, 2010). 한 두 번의 시행으로 나타난 수행의 결과

로는 운동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충분한 시행동안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야만 운동 정확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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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와 일관성은 운동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스포츠상황의 

경기력에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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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이 이루어

졌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근육 및 신경학적 손상이 없는 야구선수(숙련자, 

21세±4)와 일반인(비숙련자, 24세±5) 남자로 총 28명으로 선정하였다. 모

든 피험자는 오른손이 우성인 손이고, 이를 검사하기 위해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test를 사용하였다(Oldfield, 1971). 연구대상자와 관련

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집단 연령 인원(명)

숙련자
(S’대학교 야구선수)

양극(anode) 만20.3세±1 7명

무극(sham) 만21.7세±7 7명

비숙련자
(S대학교 대학생)

양극(anode) 만24.8세±6 7명

무극(sham) 만23.9세±3 7명

표 1. 피험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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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도구 및 측정 방법

1) 사전. 사후검사

① 외적타이밍 반응시간속도계(Bassin Anticipation Timer)

 사전검사에서 외적타이밍의 반응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빛 자극을 일정한 

속도로 진행시키는 타이밍 반응시간 측정기(Bassin Anticipation Timer, 

Lafayette Instrument Co.)를 사용하였다. 타이밍 반응시간 측정기는 최저 

1mile 부터 최고 시속 999 mile까지 불빛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김선진

(1996)의 연구에 의하면 불빛 자극의 이동속도가 134cm/s~357cm/s의 범위

에서는 이동속도 조건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여, 이 범위 내인 134㎝

/sec, 179㎝/sec, 223㎝/sec, 313㎝/sec와 357cm/sec, 5가지 속도로 설정하여 

무작위로 제시 하였다. 빛 자극의 도달 지점에 전기신호를 송출하는 광센

서를 설치하고 빛이 목표지점을 통과하였을 때와 방망이를 휘두른 그 시점

간의 시간오차(AE)를 통해 정확성을 파악하고, 절대타이밍 오차의 결과간

의 가변오차(VE)를 통해 일관성을 알아보았다. 

그림 2. 반응시간속도계 

그림 3. 외적타이밍 반응시간 측정(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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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적타이밍 반응시간 측정(옆) 

 실험자는 스탠스에 서서 타격자세를 취하고 각기 다른 속도로 다가오는 

빛을 야구공이라 생각하여 빛이 목표지점(Target point)에 도달했을 때 정

확히 반응하여 타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에 대해 약 5분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학습한 후, 각기 다른 5가지 속도(134㎝/sec, 179㎝/sec, 223㎝

/sec, 313㎝/sec와 357cm/sec)로 오는 빛을 각 속도 당 4회씩 스윙하여, 총 

20번의 스윙을 시행하였다. 실험구조의 세부설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사전검사 학습구성 사후검사

숙련자
(야구선수)

A그룹
(양극-anode) 오른손 

4x5회 =평균값

양극 (15min, 2mA)
IM-2회 오른손 

4x5회 =평균값B그룹 
(무극-sham)

통제 (5sec, 2mA)
IM-2회

비숙련자
(일반인)

C그룹
(양극-anode) 오른손 

4x5회 =평균값

양극 (15min, 2mA)
IM-2회 오른손 

4x5회 =평균값D그룹 
(무극-sham)

통제 (5sec, 2mA)
IM-2회

IM: Interactive metronome (내적타이밍 훈련 도구)

표 2. 실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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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타이밍 훈련

①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us)

 본 연구에 사용된 경두개직류전기자극장치(tDCS)는 비침습적 뇌 자극 장

치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부작용이 없는 뇌 전기 자극 장치이며, 이는 

tDCS의 자극의 극성에 따라 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양극자극(anode)은 

뇌 피질의 흥분도를 증가시키고, 음극자극(cathode)은 반대로 감소시킨다. 

실험에 사용될 전류의 일반적 특성은 시간: 1회 15분씩 2일, 전류세기: 

2mA, 소뇌에 부착할 전극판의 크기:35cm², 오른쪽 팔에 부착할 전극판의 

크기:16cm²이다. 두 전극판은 붕대로 고정시켰으며 양극자극 그룹(A, C)과 

무극자극 그룹(B, D)으로 나뉘었다. 실험에 사용된 tDCS의 세부 설정은 다

음의 <표 2>와 같다. 

시간 전류세기 전류밀도 전극판의 크기

숙련자 

A그룹
(양극-anode)

15min 2mA 0.033 C/cm 35cm²

B그룹 
(무극-sham)

5sec 2mA 0.033 C/cm 35cm²

비숙련자 

C그룹
(양극-anode)

15min 2mA 0.033 C/cm 35cm²

D그룹 
(무극-sham)

5sec 2mA 0.033 C/cm 35cm²

표 3. 실험에 사용된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 장치의 세부 설정

 35cm²의 전기자극판의 위치는 소뇌(cerebellum)부위로 양 귓볼에서 중앙

부 쪽으로 1cm 가량 안쪽부위에 전기자극판을 부착하였고, 나머지 회귀회

로전기자극판(16cm²)은 오른팔 삼각근 부위에 부착하여 붕대로 고정 시켰

다. 전극 판은 피부저항 값을 감소시키기 위해 알코올 솜으로 유분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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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고성능 젤을 발라 tDCS장비의 지속성을 극대화 시켰다. 그룹(A, C)

은 내적타이밍 학습(IM)을 하는 15분 동안 양극자극(anode)을 받았으며, 그

룹(B, D)은 5초간의 자극만 주어진 후 피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자동적 소멸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림 5. 경두개직류전기자극(tDCS) 그림 6. tDCS 부착위치

② 내적 타이밍 훈련-인터액티브 메트로놈(IM: Interactive Metronome)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은 반복적으로 내적타이밍을 맞추는 훈련도구로써, 

훈련을 통해 정보기억력, 운동 협응력, 주의 집중력 또는 타이밍에 맞는 기

능적 운동의 패턴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모든 피험

자는 IM훈련을 이틀에 걸쳐 2회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tDCS를 부착한 상태

에서 버튼트리거<그림6>를 양손에 착용하고 헤드폰을 쓴 다음, IM 9.0, 

Long Form Assessment 프로그램<그림 10>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

적 타이밍 훈련을 수행하였다. 이 훈련은 일정하게 제시되는 비트음에 지

속적으로 양손과 양발의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이틀에 걸쳐 

2회 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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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버튼 트리거 그림 8. 탭매트(무선) 

그림 9. MCU 
그림 10. 소프트웨어

IM 9.0 Long form assessment 

그림 11. 내적타이밍(IM) 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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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험절차

3. 실험절차

1) 대상자 선정

 본 실험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3일차로 진행 되었고, 1회차에 이루어

진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test를 거쳐 오른손이 우세측(dominant)인 피험자 28명으로 구성

되었다. 모든 피험자는 실험장비에 대한 설명과 실험과제방법을 충분히 들

은 후 동의하에 모든 실험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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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측정

 첫날, 모든 피험자는 외적타이밍 과제를 수행하였다. 외적 타이밍과제의 

수행 방법은 두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 선 다음 양팔의 상박을 몸통에 붙인 

상태로 배트를 잡도록 하였다. 이때 배트를 잡은 두 손은 귀 높이에 맞게 

올리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이

후, 무작위로 날아오는 5가지의 다른 속도의 빛을 총(4X5회)20회(trial) 타격

하도록 하였다.  

3) 그룹할당

 각 그룹당 피험자 수는 7명으로 숙련자(A, B) 2그룹과 비숙련자(C, D) 2

그룹으로 총 4그룹으로 나뉘었다. 이중 A와 C(anode)그룹은 내적타이밍 훈

련 시 tDCS의 양극자극을 15분간 적용하고, B와 D그룹(sham)은 양극자극

을 5초간 적용한 뒤, 피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

로 설정되었다. 

4) 훈련(내적타이밍)

 사전에 실시된 외적 타이밍 학습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2주의 시간이 지

난 뒤 내적타이밍 훈련을 시행하였다. 이 훈련은 tDCS의 그룹에 따라 각 7

명씩 나뉘어 소뇌(cerebellum)와 오른쪽 어깨세모근부위(deltoid region)에 

tDCS의 양 극판을 부착하여 진행되었다. 이 때 A와 C그룹은 내적타이밍 

학습을 하는 15분 동안 양극자극(anode)을 받았고, B와 D집단은 5초간의 

양극자극(anode)을 받은 후 피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자극이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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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tDCS 자극 형태(양극, 통제)
숙련도(숙련자, 비숙련자)

외적타이밍
정확성(절대적타이밍오차, AE)

일관성(가변오차, VE)
내적타이밍 

정확성(절대적타이밍오차, AE)

표 4. 실험 설계 

되도록 설정하였다. 내적타이밍 훈련은 이틀에 걸쳐 시행되었고 훈련이 끝

난 후 10분의 휴식을 가지고 난 이후 사후검사로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을 

측정하여 외적타이밍의 사전-사후 측정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4. 실험설계 

 본 연구는 tDCS의 자극 형태(2수준: anode, sham)와 숙련도(2수준: 숙련

자, 비숙련자)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에 따른 종속변인은 외적타이밍과(정

확성, 일관성) 내적타이밍(정확성)으로 독립 이표본 t검증을 통해 각 그룹별 

tDCS따른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효과를 보았다. 외적타이밍과 내적타이

밍의 반응시간의 오차를 측정하여 타이밍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절대타이밍

오차(absolute error)와 일관성을 나타내는 가변오차(variable error)로 각각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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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tDCS의 자극 형태(anode, sham)에 따른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날아오는 불빛자극의 이동속도별 스윙동작의 반응시간을 산출하였

다. 운동 정확성은 시간오차를 통해 절대오차(AE)로 산출하였고, 운동수행

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피험자들의 운동수행에 대한 시행간의 

중앙점수를 구하고, 매 시행 점수와 중앙점수의 차이를 통해 가변오차(VE)

를 산출하였다. 

1) 절대오차(absolute error, AE)

 절대오차는 매 시행에 있어서의 목표점수와 실제점수간의 절대적인 차이

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번의 시행에서 얻은 결과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

다.

절대오차(AE)=

2) 가변오차(variable error, VE)

 가변오차는 수행자의 원점수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산출하였다(Schmidt, 

1988). 

가변오차(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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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는 SPSS 23.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5로 설정 하였다.

1) tDCS 자극의 형태(2수준)와 숙련도(2수준)에 따른 그룹별 사전-사후의   

   반응시간의 오차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이표본 t검증    

   (independent two samplest-test)실시하였다. 

2)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 계수 추정값의 결과  

   로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3) 그룹별 내적 타이밍과제 간의 훈련시기에 따른 변화(향상도)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 계수 추정값의 결과로 유의수준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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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이동
속도

134㎝/sec 179㎝/sec 223㎝/sec 313㎝/sec 357cm/sec 합계

숙련자A
(anode)

평균 0.411 0.398 0.411 0.467 0.473 0.432
표준편차 0.066 0.040 0.050 0.098 0.046 0.060

숙련자B
(sham)

평균 0.366 0.369 0.392 0.445 0.429 0.400
표준편차 0.063 0.040 0.050 0.056 0.044 0.051

비숙련자C
(anode)

평균 0.400 0.409 0.391 0.489 0.470 0.432
표준편차 0.053 0.031 0.033 0.075 0.055 0.050

비숙련자D
(sham)

평균 0.374 0.423 0.433 0.452 0.465 0.430
표준편차 0.065 0.063 0.074 0.058 0.078 0.068

합계 평균 0.388 0.400 0.407 0.463 0.459 0.423
표준편차 0.062 0.044 0.052 0.072 0.056 0.057

표 5, 불빛자극의 이동속도에 따른 반응시간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사전)  단위:ms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비침습뇌자극(tDCS)에 따른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내적타이

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측정되는 정확성과 일관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적타이밍의 반응시간은 타이밍 반응시간 측정기를 이

용하여 사전 20회와 사후 20회로 각각의 반응오차시간을 측정한 값으로 정

확성이 평가되었으며, 측정한 반응시간의 오차는 중앙값으로부터 편차를 측

정해 일관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tDCS의 자극의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1. 외적타이밍 반응시간

1) 단순반응시간(평균과 표준편차)

사전-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각 이동속도별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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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이동
속도

134㎝/sec 179㎝/sec 223㎝/sec 313㎝/sec 357cm/sec 합계

숙련자A
(anode)

평균 0.329 0.375 0.328 0.417 0.394 0.369
표준편차 0.022 0.041 0.055 0.053 0.036 0.041

숙련자B
(sham)

평균 0.339 0.388 0.343 0.379 0.389 0.368
표준편차 0.056 0.062 0.051 0.048 0.048 0.053

비숙련자C
(anode)

평균 0.248 0.316 0.284 0.357 0.340 0.309
표준편차 0.029 0.024 0.040 0.029 0.030 0.030

비숙련자D
(sham)

평균 0.276 0.314 0.316 0.387 0.362 0.331
표준편차 0.036 0.026 0.028 0.031 0.046 0.033

합계 평균 0.298 0.348 0.318 0.385 0.371 0.344
표준편차 0.036 0.038 0.044 0.040 0.040 0.040

표 6, 불빛자극의 이동속도에 따른 반응시간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사후)  단위:ms

그림 13. 외적타이밍 전체반응 시간
 

사후-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각 이동속도별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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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그룹별 사전-사후의 반응오차시간을 통해 정확도

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숙련자A(양극; anode)그룹에서 0.090ms 반응시간의 

오차감소를 나타내었고 숙련자B(무극; sham)그룹에서 0.052ms 반응시간의 

오차감소로 A(anode)그룹에 비해 B그룹은 적은 오차감소를 보였다. 또한 

비숙련자C(양극; anode)그룹에서 0.089ms 오차감소를 보였고, 비숙련자D(무

극; sham)집단에서 0.078ms의 오차감소를 보이며 C그룹에 비해 D그룹은 

적은 오차감소를 보였다. 그래프 통해 tDCS를 적용한 내적타이밍 훈련을 

한 양극 그룹(A, C)이 tDCS를 적용하지 않은 그룹(B, D) 보다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더 큰 오차감소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2)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성

  운동수행의 정확성은 각 피험자별로 20회의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산

출되는 반응시간의 오차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설 (유의수준 =0.05)

  tDCS자극의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가져오는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성 효과가 같다.

  tDCS(양극) > tDCS(무극), tDCS의 자극형태에 따라 양극(anode)자극    

    을 받은 내적 타이밍 훈련의 그룹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서 정확  

    성의 효과가 더 크다. 

  (숙련자, 비숙련자)그룹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가져오는 외적     

    타이밍 수행의 정확성 효과가 같다.

  비숙련자 > 숙련자, 비숙련자 그룹이 외적타이밍과제 수행에서 정확성  

    의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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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의 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숙련도 1 0.0276 0.0276 5.2212  0.0315*

tDCS 1 0.0055 0.0055 1.0329 0.3196

숙련도*tDCS 1 0.0001 0.0001 0.0150 0.9036
오차 24 0.1270 0.0053

합계 27 0.1602

표 8. 외적타이밍 사전·사후 반응시간의 오차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극-무극
(tDCS)

양극 0.0933 0.0765
0.9584 26 0.1734

무극 0.0654 0.0777

비숙련자-숙련자
(숙련도)

비숙련자 0.1107 0.0896
2.328 26 0.0140*

숙련자 0.0479 0.0465

표 7. 각 그룹별 사전-사후 시간오차의 독립 이표본 t검증 결과 

p<.05*

  운동 정확성은 시간 정확성으로 각 그룹별 사전-사후의 반응시간 오차에 

대한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이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tDCS의 양극(anode)자극을 준 결과의 평균값이 더 크게 나왔으나[0.279],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 그러나, 숙련도별 차이에 

대해서는 비숙련자 그룹의 평균값이 더 크게 나왔고[0.0628],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좀 더 구체적으로 각 그룹별 사전-사후의 반응시간오차 값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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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제곱의 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숙련도 1 0.0276 0.0276 5.4353  0.0281*

tDCS 1 0.0055 0.0055 1.0753 0.3097
오차 25 0.1271 0.0051

합계 27 0.1602

표 9. <표8>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는 이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

추정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숙련도 0.0314 0.0137 2.2850 0.0314*

tDCS -0.0140 0.0137 -1.0160 0.3196
숙련도*양극-무극 0.0017 0.0137 0.1220 0.9036

절편 0.0793 0.0137 5.7700 6.01e-06***

표 10. <표9>에 대한 추정값의 결과 

 <표8>과 같이 각 그룹에 따른 정확성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나

[F(1,24)=5.2212, p<.05*
],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F(1,24)=1.0329, p>.05], tDCS의 자극 형태와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1,24)=0.0150, p>.05].

 tDCS와 그룹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오차항에 편입시

켜, 주효과에 대한 검정력을 높이는 상호작용이 없는 이원배치분산분석

(two-way ANONVA models with no interaction)을 실시하였다<표9>.

p<.05*

 

 실시한 결과, 유의성이 좀 더 높아지긴 했으나[0.0281], tDCS 변수가 유의

해 질 정도의 결과는 나오진 않았다[F(1,25)=1.0753, p>.05]. 이에 대한 계수 

추정값은 표<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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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 유의확률

숙련도 0.0314 0.0137 24  2.2850  0.0314*

tDCS -0.0140 0.0137 24 -1.0163 0.3196
숙련도*tDCS 0.0017 0.0137 24  0.1224 0.9036

절편 0.0793 0.0137 532  5.7703 0.0000

표 11. 외적타이밍 사전-사후 반응시간 오차에 대한 반복측정의 의한 이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위 두<표7,표8> 표는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20번의 결과를 요약한 

평균값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20회의 시행을 각각의 반복의 결과로 데이터 

값을 의미부여하여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p<.05*

 뚜렷한 주효과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외적타이밍의 사전-사후 반응시

간오차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별 주효과는[p<.05
*
] 

나타났으나, tDCS의 자극형태 따른 그룹과 숙련도 그룹과의 상호작용 효과

는 유의하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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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일관성

 운동수행의 일관성은 각 피험자별로 20회의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평

균값의 중앙값으로부터 오차를 측정해 분석하였다. 

가설 (유의수준 =0.05)

  tDCS자극의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이 훈련이 가져오는 외적타이밍   

    의 과제 수행의 일관성 효과가 같다.

  양극 > 무극, tDCS의 자극형태에 따라 양극(anode)자극을 받은 내     

     적 타이밍 훈련의 그룹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서 일관성의 효과가  

     더 크다. 

  그룹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가져오는 외적타이밍 수행의 일관성  

    효과가 같다.

  비숙련자 > 숙련자, 비숙련자 그룹이 외적 타이밍과제 수행에서 일관  

    성의 효과가 더 크다.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극-무극
(tDCS)

양극 0.3042 0.0029
-.0017 26 0.4843

무극 0.3042 0.0025

비숙련자-숙련자
(숙련도)

비숙련자 0.0314 0.0027
2.0878 26 0.0234*

숙련자 0.0294 0.0022

표 12. 각 그룹별 사전-사후 일관성(표준편차)의 독립 이표본 t검증 결과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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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자승의 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숙련도 1 0.0016 0.0016 2.0178 0.1678
tDCS 1 0.0000 0.0000 0.0496 0.8256
오차 25 0.0200 0.0008
합계 27 0.0216

표 14.  외적타이밍 사전·사후 반응시간 편차에 대한 이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

자유도 제곱의 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숙련도 1 3.963E-5 3.963E-5 0.164  0.755
tDCS 1 0.002 0.002 6.666  0.235

숙련도*tDCS 1 0.000 0.000 0.294  0.593
오차 24 0.020 0.001
합계 27 0.022 0.003

표 13. 외적타이밍 사전·사후 반응시간의 편차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운동수행의 일관성은 시간 정확성으로 각 그룹별 사전·사후의 표준편차

에 대한 차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이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tDCS의 자극형태 따른 평균값의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5]. 반면에 그룹별 차이에 대해서는 비숙련자 그룹이 

더 크게 나왔고[0.0020],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5].

 각 그룹별 일관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기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표13>에 제시하였다. 

  tDCS와 숙련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오차항에 편입

시켜, 주효과에 대한 검정력을 높이는 상호작용이 없는 이원배치분산분석

(two-way ANONVA models with no interaction)을 실시하였다<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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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외적타이밍 사전-사후 일관성의 변화

각 그룹과 tDCS에 따른 일관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

다[p>.05]. 그러나 <그림14>와 같이 그룹B(sham)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A, 

C, D)에서는 일관성의 효과가 나타났다. 

2. 내적 타이밍 반응시간

1) 단순반응시간(평균)

 내적 타이밍 훈련은 인터액티브메트로놈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4가지 

서로 다른 사지 움직임을 통해 내적타이밍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이틀에 걸쳐 2회 실시하였고, 내적타이밍의 훈련의 결과는 <그림1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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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내적타이밍 훈련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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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만 내적타이밍을 훈련하는 경우[2. Right hand], 왼발로만 훈련

하는 경우[6. Left toe]등 사지의 움직임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14가지

의 서로 다른 수행에 따른 반응시간오차의 결과표<그림15>로 ms는 일정하

게 소리 나는 비트음과 실제 수행간의 시간오차로 측정된 값이다.

첫째 날(ms) 둘째 날(ms) 향상도 %

숙련자A
(anode)

47.86 35.86 25.08

숙련자B
(sham)

50.28 47.14 6.25

비숙련자C
(anode)

46.00 31.43 31.67

비숙련자D
(sham)

36.71 28.86 21.38

합계 45.21 35.82 21.10

표 15. 내적타이밍 훈련의 기술통계량                                  단위ms,%

 내적타이밍 훈련 중에 tDCS의 양극(anode)을 적용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

은 그룹보다 더 큰 반응시간오차를 나타내었고, 비숙련자의 tDCS를 적용한 

그룹에서 가장 큰 오차의 범위를 나타내었다[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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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숙련도 1.8214 1.7951 1.015 0.3204

양극-무극 -3.8929 1.7951 -2.169 0.0402*

숙련도*양극-무극 0.5357 1.7951 0.298 0.7679

절편 9.3929 1.7951 5.233 2.31E-05

표 17. <표16>에 대한 추정값의 결과 

자유도 자승의 합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숙련도 1 92.89 92.89 1.0296 0.3204

양극-무극 1 424.32 424.32 4.7029 0.0403*

숙련도*양극-무극 1 8.04 8.04 0.0891 0.7680
오차 24 2165.43 90.23
합계 27 0.1602

2) 내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성

 운동수행의 정확성은 각 그룹별로 tDCS의 자극의 형태에 따른 2회(첫째 

날, 둘째 날)의 내적타이밍 훈련 시 산출되는 반응시간오차의 평균값을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표15>. 

표 16. 내적타이밍 Day1, Day2의 반응시간 오차에 대한 이원배치분산분석 결과

p<.05*

 

 이틀에 걸친 내적타이밍 훈련의 변화는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라 그 주

효과가 나타났으며[F(1,24)=4.7029, p<.05], 이외의 다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tDCS의 양극(anode)을 자극한 그룹에게서 타이밍 반응시간

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이에 대한 계수 추정값은 표<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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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전기의 사용은 의학에서 100년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으며(Pope, 2015), 

그 중 소량의 전기로 뇌 국소부위 신경원을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경두

개직류전기자극(tDCS)은 인간의 운동피질의 활성화를 조절하며 안전하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Miranda, Faria & Hallett, 

2009). 또한, 뇌의 가역성 및 기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뇌병변

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거나, 스포츠상황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 적용

되기도 한다. 반면에 tDCS의 적용방법에 따라 그에 따른 효과도 다르게 나

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 tDCS의 자극에 따른 운동피질의 기능 조절에 대

해 재조명되고 있다(Priori, 2003). 또한 tDCS를 적용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정확한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방법의 특성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Kwon et al, 2008). 기존 연구에서는 소뇌

(cerebellum)가 타이밍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며(Raymond, 

Lisberger & Mauk, 1996), 이에 따라 소뇌에 적용되는 tDCS의 일반적 특징

은 1-2mA/25-35cm2 로 20-30분정도의 양극자극(anode)이 소뇌 피질의 활

성화를 돕는다고 보고하였다(Ferrucci, Cortese & Priori,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DCS의 자극 형태(anode, sham)에 따른 타이밍 과

제 수행의 그룹별 변화를 통해 tDCS의 효과를 비교검증 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타이밍 과제에서 측정될 수 있는 반응시간의 오차를 통해 정확도와 

일관성의 변화를 보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장비사용으로 인해 제한된 과제 

수행 및 환경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김석진, 2015), 실제 스포츠상황에서

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험이 설

계되었다. 또한 자극의 특징으로만 분류되어 연구되었던 선행 연구의 제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동숙련에 따라 tDCS를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숙

련도별 차이 또한 검증하고자 하였다. 타이밍은 외적타이밍과 내적 타이밍, 

서로 다른 두 요소의 제어 과정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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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밝혀 낸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Frimalm, 2012). 따

라서 본 연구는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외적타이밍 과제의 반응시간의 

오차 변화(사전-사후)를 통해 정확도와 일관성, 두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

고, 더불어 숙련도(숙련자, 비숙련자)에 따른 그룹별 tDCS의 효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tDCS의 자극 형태(2수준: anode, sham)와 숙련도(2수준: 숙련자, 비숙련

자)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변화 비교분석은 타

이밍의 정확도, 일관성 그리고 내적 타이밍 훈련에서의 타이밍 정확도로 

설정하였다.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비교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변화

 운동기술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타이밍은 예측력과 움

직이는 자극에 대한 탐색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환경적 요구에 

따라 적합한 신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따라 운동 수행의 정

확도가 결정된다. 움직임의 정확성에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전연

구에서는 외적타이밍 과제를 통한 스윙 동작의 사전-사후 반응시간의 오차

를 측정하여 불빛자극의 이동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간 정확성이 감소한

다는 것을 밝혀내었고(Newell, Carton & Halvert, 1980), 운동 기술을 결정

짓는 타이밍 훈련이 운동숙련도에 따라 학습의 효과는 달라져 예측, 지각, 

인지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련자가 초보자보다 뛰어남을 보고 하였

다(Abernethy & Zawi, 2007).

 본 연구에서는 타이밍 요소를 결정짓는 정확성과 일관성의 사전-사후의 

변화를 통해 tDCS의 자극 형태(2수준: anode, sham)와 숙련도(2수준: 숙련

자, 비숙련자)가 타이밍과제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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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그룹별 사전-사후 정확성의 변화

1) 정확성(반응시간오차)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그룹별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변화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숙련도와 비숙련도의 그룹에 따른 외적타이밍 과

제 수행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든 그룹별 외적타이밍 과

제 수행의 정확성 변화는 다음 <그림16>과 같다. 

 비숙련자C(anode)의 그룹에서 사전-사후의 수행변화가 가장 큰 기울기를 

나타낸 반면, 숙련자B(sham) 그룹에서는 사전-사후의 수행변화가 가장 적

은 기울기의 변화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수행에서 정확

성 수준이 높은 숙련자일수록 학습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결과와 같이 초

보자 단계에서는 급격한 수행력 향상을 보이지만 숙련자 단계로 접어들면

서 점차 수행력의 향상이 줄어든다는 부적가속화, ‘파워법칙’의 기본 원

칙의 근거와 일치한다(Snoddy, 1926). tDCS의 양극자극(anode)을 적용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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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자는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서 반응시간의 오차 범위가 가장 큰 감소

변화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tDCS를 적용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효과에 대

해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Bullard et al, 2011)에 따르면, tDCS를 적용한 비

숙련자가 숙련자보다 이미지를 탐색하는 과제에서 보다 큰 학습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숙련자C(anode) 그룹이 가장 큰 기울기의 변

화를 보인 것처럼 소뇌의 활성화를 준 그룹에서 학습의 효과가 자극을 주

지 않은 숙련자B(sham) 그룹보다 운동학습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MRI를 통해 엘리트, 숙련자, 비숙련자의 시간처리과제에서의 피질활

성화 연구에 따르면(Callan & Naito, 2014), 과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뛰

어난 숙련자일수록 소뇌(cerebellum)와 일차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

에서 신경효율성이 더욱 활성화 된다는 보고와 같이 인위적으로 뇌 활성화

를 준 그룹이 과제에 대한 수행능력이 향상됨과 같은 논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오랜 기한을 두고 소뇌(cerebellum)와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의 각 부위에 양극(adnoal), 음극(cathode), 무극(sham)을 차례로 모든 

자극을 준 결과 소뇌의 양극과 음극을 준 반응시간의 오차범위의 변화는 

같았고, 전두엽에 양극과 음극을 준 반응시간의 결과는 음극(cathode)을 받

은 피험자에게서 반응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Ferrucci et al, 

2008). 이는 소뇌의 tDCS 자극 형태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미비하며, 전전

두엽 피질에 tDCS의 음극자극을 적용하는 것이 과제 반응시간을 더욱 줄

이는 효과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양극자극(anode)과 음극자극(cathode)을 주어 각 피

질의 활성화를 조절함에 따라 변화되는 운동수행의 효과에만 국한되어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피험자가 tDCS의 동일한 

효과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운동수행능력, 즉 숙련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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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그룹별 사전-사후 일관성의 변화 

2) 일관성 (가변오차)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집단별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일관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숙련도와 비숙련도의 집단에 따른 외적타이

밍 과제 수행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룹별 외적타이밍 과

제 수행의 일관성 변화는 다음 <그림17>과 같다. 

 tDCS 자극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일관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tDCS의 자극에 따른 숙련자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 tDCS 양극자극(anode)을 받은 그룹이 향상되었지만 비숙련자

의 그룹(anode C, sham D) 간은 tDCS 자극과 상관없이 내적타이밍 훈련만

으로 타이밍 일관성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tDCS의 자극에 따른 

그룹별 일관성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숙련도 그룹 간의 일관성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비숙련자가 tDCS의 형태에 따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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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반응시간 오차의 향상도 (내적타이밍)
 

과 관계없이 내적타이밍 훈련만으로도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의 변화 

1) 정확성(반응시간오차)

 본 연구는 이틀에 걸친 내적 타이밍 훈련을 통해 외적타이밍 과제의 사

전-사후 변화를 알아본 연구이다. tDCS를 착용한 채 양극(anode)자극을 받

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으로 나뉘어 내적타이밍 훈련을 받은 첫날과 둘

째 날의 훈련 결과를 향상도%로 나타내었다<그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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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타이밍 훈련의 정확성의 향상도(%)를 살펴본 결과 비숙련자는 숙련

자 보다 높은 내적타이밍 훈련의 정확성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DCS의 양극자극(anode)을 적용한 그룹 A(anode)와C(anode)에서 적용

하지 않은 그룹 B(sham)와D(sham)보다 높은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내적타이밍 학습과 같이 tDCS를 적용한 연속적인 반응

시간의 과제 수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뇌에 

양극(anode)과 무극(sham)을 적용한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 양극자극

(anode)을 받은 그룹이 내적타이밍 훈련 과정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반응시간의 오차를 줄인 바 있다(Ferrucci et al, 2013). 

3. 종합논의

 

 본 연구에서는 tDCS의 자극형태(2수준: anode, sham)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시킨 각 그룹별 내적 타이밍 훈련은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성과 일

관성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그룹별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유의한 수

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그룹별 과제 수행의 정확도

와 일관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내적타이밍 훈련 과정에서 

tDCS의 양극(anode)자극을 받은 그룹이 자극을 받지 않은 그룹(sham 

group)에 비해 반응시간의 오차범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학습수준을 대상으로 tDCS를 적용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었으나, 이는 비침습뇌자극이 상위 수준에 있는 엘리트 선수에게도 똑

같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설계되었다. 따라서,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타이밍 과제의 정확성과 일관성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지만, 숙련도별 타이밍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내적타

이밍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tDCS의 자극형태에 따른 유의한 수준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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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내적타이밍 도중 tDCS의 양극자극(anode)은 타이밍 정확도를 향상시

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내적 타이밍 훈련의 정확도 향상이 외적

타이밍 과제 수행의 정확성 변화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이 ms 단위의 짧은 반응시간을 줄이는 학습을 토대로 연구를 

설계한 경우 과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오랜 학습기간과 더 많은 

피험자가 참여되어야 좀 더 뚜렷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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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 시 외적타

이밍 과제 수행의 그룹별 효과의 차이를 밝히는 데 있다. 14명의 야구선수

(숙련자)와 14명의 일반인(비숙련자)은 각각 두 그룹으로, tDCS의 양극

(anode)을 적용한 그룹과 전기 자극을 주지 않은 무극그룹(sham)으로 나뉘

었다. 실험은 사전-외적타이밍 과제에서 피험자의 타이밍 반응시간을 측정

하고 난 3주 후,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전기 자극을 적용

받은 채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내적타이밍 훈련을 2회 실시하였

다. 2회의 훈련이 끝난 이 후, 다시 사후-외적타이밍 과제를 측정하는 실험

방법으로 외적타이밍의 사전-사후의 측정결과로 얻어낸 그룹별 반응시간의 

오차와 평균 가변오차를 통해 타이밍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비교 분석하였

다.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tDCS의 양극자극(anode)을 준 내적타이밍 훈련 그룹A와 C에서 무

극자극(sham)을 적용한 그룹B와 D보다 사후측정 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지만, tDCS에 따른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숙련도에 

따른 정확성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둘째,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숙련도별 일관성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 숙련도 그룹 간의 일관성 변화는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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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숙련도별 내적타이밍 훈련의 효과는 유의

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tDCS의 자극과 동시에 내적타이밍 훈련을 

받은 결과 양극자극(anode)을 적용한 그룹에서 내적타이밍 훈련의 반응시

간의 오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tDCS의 양극자극(anode)이 외적타이밍의 정확성 변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준의 효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내적

타이밍의 훈련과정에서 수행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숙련자 일수록 수행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숙련자에게서 정확성 변화의 

유의한 수준을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비숙련자의 타이밍

훈련의 효과가 숙련자에 비해 더 많은 내적타이밍 학습효과의 영향을 받았

음을 나타낸다.

2.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할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측면

 타이밍 학습을 하는데 있어 피험자는 심리적 요인 및 생리적 요인들과 

기온, 습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 시 날아오는 불

빛의 선명도는 주변의 조도에 의해 개개인이 지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실험 참가자는 20대 대학생 남성 피험자로 한정되었으며,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타이밍 템포와 리듬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타이밍 

과제 수행 시 측정되는 반응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스윙동작에

서 개인마다 다른 움직임의 패턴이 존재 할 수 있으며, 내적타이밍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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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tDCS의 자극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또한 내적타이밍 훈련에서는 인터액티브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2회 훈

련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개개인의 기술 학습 능력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연구과제 측면

 실제 야구공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불빛의 움직임을 야구공이

라 생각하고 타격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스윙 시 같은 지점을 지나가도록 학습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스윙각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스윙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각 변위 측정기를 이용해 정확한 통제

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실험도구 및 측정방법 측면

 실험에서 사용된 tDCS는 사전연구에서 밝혀낸 정보를 근거로 소뇌부분에 

자극을 주었으나, 이는 정확한 소뇌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부위를 알아 낼 수 있다. 또한, 외적타이밍 과

제 수행 시 날아오는 불빛의 속도는 5가지 속도로 다양하게 적용되었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숙련자에게는 다소 난이도가 높은 과제일 수 있다. 

4) 연구절차 측면

 사후검사를 통하여 사전검사와의 단시간적인 수행 변화를 분석하였지만 

이후의 추가검사 및 파지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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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학습의 변화 추세 및 영구적인 학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효과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이후 진행 될 연구에서는 다양한 검사시기와 파지검사가 

요구된다. 

5) 연구분석 측면

 본 연구에서는 tDCS의 자극 형태에 따른 내적타이밍 훈련이 외적타이밍 

과제 수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외적타

이밍 과제 수행 시 날아오는 자극의 불빛 속도를 5가지 다른 속도로 제시 

하였으나 분석 시 각 속도에 따른 tDCS를 변화를 본 것이 아니라 5가지 

속도의 평균의 반응시간오차을 적용해 나타낸 결과 값이다. 각 속도에 따

른 정확도의 변화 또한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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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otor skill levels between experts 

and non-experts according to the effect of 

internal timing training with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tDCS) on the external timing task

Seo, Hye Ji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motor skill levels 

between expert and non-experts according to the effect of internal timing 

training with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tDCS) on the external timing task. 

The following experiment examined fourteen university students (14 male; age 

range 20-30, mean = 24, sd = 4.5) and fourteen baseball players (14 male; age 

range 20-25, mean = 21, sd = 4). All participants had no history of neurological 

disease and were right-handed as verified by the modified Edinburgh 

Handedness Scale (Oldfield, 1971). The twenty-eight participants were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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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four groups of seven persons each which included; expert A(anode), expert 

B(sham), non-expert C(anode), non-expert D(sham). Group A and C received 15 

minutes of tDCS over the cerebellum while participants trained internal timing 

task. Group B and D received 5 seconds of tDCS on the same area but the 

tDCS was then switched off without the participants knowledge. 

The experiment took place over a period of three days. On the first day of 

the experiment, all participants tested their external timing task and 2 weeks 

later, they were tested on their internal timing training with the tDCS applied 

for two sessions during that day. At the end of the second day, participants 

tested their external timing task again to compare the reaction time to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Based on the data from these measurement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accuracy and the variable of external timing task, 

as well as the accuracy of the internal timing t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awn as follows, the type of tDCS(anode, 

sham) between expert versus non-expert had different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motor skills, but not the type of tDCS applied(anode vs sham). 

Depending on the groups(expert, non-expert) motor skill levels were show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accuracy and variable in internal timing with 

tDCS(anode) and its non-expert had bigger improvements than expert in 

external timing task. In addition, accuracy of internal timing training 

Key words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cerebellum, expert, non-expert, anode, sham

Student number: 2013-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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