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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ta Gamma Coupling (TGC) analysis was carried out after performing simple and repeated

upper limb exercise and comparative experiment to observe changes in the motor cortex of the brain through TGC

and to see if mobile rehabilitation therapy is actually effective. As a result, exercise using mobile devices showed

higher TGC values in motor cortex as compared with simple repeat upper limb exercise. In addition, paired t-test

using SP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ercise using mobile devices and simple repeat exer-

cise at P3(t=3.390, df(degree of freedom)=12, p value=0.005). Exercise using mobile devices is effective for reha-

bilitation because it increases the Theta-Gamma Coupling and activates the motor cortex. Also, since the mobile

game contents required the subject to detailed athletic ability adjustment with immersion in the task, it may be

thought that brain activation is stronger than simple rehabilitation.

Key words: Upper extremity rehabilitation, Mobile rehabilitation, Theta-gamma coupling(TGC),

Cross-frequency phase-amplitude coupling(CFPAC), Parietal lobe

I. 서 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재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손쉽게 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르고 반복적인 운

동재활을 통한 치료효과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환자에게

맞춤식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전문적 장비가 아닌 일반 모바

일 기기이기 때문에 환자가 기기를 다루는데 부담이 적다.

또한 직접 재활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운동을

보조해 줄 보호자 없이도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훈

련 하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1, 2].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재활 운동이 실제로 운동피

질에서 뇌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상지 운동하는 것과 달리 모

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이 운동 피질에 어떠한 변화를 주

는지 비교해보고 재활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TGC는 쥐의 해마에서 처음 발견된 교차 주파수 위상 진

폭 커플링(CFPAC, Cross-Frequency Phase-Amplitude

Coupling)의 한 유형으로, 고주파의 진폭이 저주파의 위상

에 동기화 되는 것을 말한다[3,4]. 이러한 교차 주파수 결합

은 해마, 전두엽 피질 및 감각 피질을 포함한 여러 뇌 영역

에서 관찰되었다[4-11]. 저주파인 Theta와 고주파인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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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화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운동피질에서 단기 기억,

학습, 인지 및 정신 활동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데 관련이

있다[12-14]. 또한 저주파의 위상은 대뇌 피질에서 의사 결

정,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외부 감각, 운동에 의한 영향도 받

게 된다[14].

과제를 수행하면서 TGC 값이 커지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억, 운동 등의 영역들도 활성화 되기 때문에 Theta-

Gamma 동기화 정도에 따라 운동 훈련으로 인한 뇌의 변

화가 다르게 나타난다[12-15]. 측정한 뇌파에서 Theta-

Gamma 동기화의 정도를 분석하게 되면 뇌의 여러 영역에

서 일어나는 활성화를 관찰 할 수 있게 되고 피험자에게 어

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Theta-

Gamma 동기화를 알아보는 것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

동의 효과를 조사하는데 알맞은 분석법이라고 생각되어 상

지 운동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한 후 TGC 분석을 실시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heta-Gamma 동기화를 통해 뇌

의 운동피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모바일 재활 치

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운동과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을 실시한 뒤 TGC 분

석을 진행 하고 비교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피험자 선정과 실험 장소

본 연구는 남자 7명 여자 6명인 총 13명의 피험자(평균

나이: 23±1.87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별히 정신에 이

상이 있거나 커피 등의 약물을 섭취한 자는 제외하였으며

사전에 피험자에게 실험에 관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알려주

었고 동의를 얻었다. 실험 장소는 주변의 소음이 없는 곳에

서 진행하였고 머리의 땀과 이물질을 알코올로 제거한 뒤

장신구를 제거하였다. 

2. 실험에 사용한 기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지 운동에 사용된 모바일 기

기는 게임 컨텐츠랑 하얀색 십자표시가 있는 검은 화면을

보여주는 테블릿 PC와 상지의 움직임을 자이로 센서를 통

해 감지하며 게임에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움직임 감지 모

듈이 있다. 테블릿 PC는 피험자가 편하게 마주볼 수 있는

높이로 배치하였고 움직임 감지 모듈은 오른쪽 손목에 부착

하였다. 또한 뇌파를 측정할 때 사용한 장비는 Poly G-

I(LAXTHA, Daejeon, Korea)이며 Fp1, Fp2, F3, F4,

T3, T4, P3, P4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측정하였다. 

3. 실험에 사용한 게임 컨텐츠

모바일 게임을 이용한 운동에서는 5분 동안 게임 컨텐츠

를 이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손목에 부착한 움직임 감지

모듈을 이용해 게임 화면 속의 물뿌리개 오브젝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움직임 감지 모듈을 부착한

팔의 팔꿈치를 접으면 물뿌리개 오브젝트는 왼쪽으로 이동

하고 펴면 오브젝트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게임의 진행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화면의 왼쪽에서

씨앗이 나타나면 오른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며 화분이 있는

구간까지 이동한다. 움직임 감지 모듈로 움직이는 물뿌리개

오브젝트에서는 물이 나오게 되며 씨앗에게 물을 줄 수 있

도록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씨앗이 화분

에 도착하기 전에 물뿌리개로 물을 줘서 꽃을 피워야만 한

다. 만약 물을 주지 못해 씨앗 상태 그대로 도달하면 점수

는 0점을 얻게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계속 줘서 꽃이

그림 1. 실험에 사용한 기기.

Fig. 1. Using the device in experiment.

그림 2. 게임 컨텐츠 진행 과정.

Fig. 2. Progress of Gam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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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게 되면 100점을 얻는다. 씨앗에서 점점 싹이 트고 줄기

가 생기고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는 과정까지 0~100점의 점

수가 매겨지게 된다. 이 과정을 5분 동안 반복한다.

4. 실험 방법

피험자에게 Poly G-I를 착용 시킨 뒤 그림 3(a)의 게임

컨텐츠를 보여줄 테블릿 PC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이용한 상지 운동과 게임 컨

텐츠 없는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이 임의의 순서로 진행되며

실험의 총 소요시간은 약 37분이었다.

그림 3(c)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

은 실험 전 3분 동안 하얀색 십자표시가 있는 검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볼 때의 뇌파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험 중에

5분 동안 움직임 감지 모듈을 부착한 팔의 팔꿈치를 접었다

피는 동작을 수행하며 게임 오브젝트를 조정해 게임을 진행

하였다. 실험 후에는 실험 전과 같이 3분 동안 움직이지 않

고 하얀색 십자표시가 있는 검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볼 때

의 뇌파를 측정하였다.

단순 반복 상지 운동에서는 실험 중 5분 동안 게임 컨텐

츠 없이 그림 3(b)의 하얀색 십자표시가 있는 검은 화면만

바라보며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실험 전과 후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의 실험 전, 후와 같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과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의 실험 순서는 무작위적이며 첫번째

실험이 끝나면 15분 동안 십자가 모양을 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휴식시간을 가졌다.

5. 자료처리

Fp1, Fp2, F3, F4, T3, T4, P3, P4 위치에서 얻어낸 8

채널의 뇌파 처리는 MATLAB (MathWorks, Natick,

UNITIED STATES) 7.9.0 버전과 EEGLAB 도구상자를

사용하였다. Sampling Rate는 256 Hz 이고 전처리 과정

으로 Zero Padding, EOG (Electrooculography) 제거,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를 사용하였다. 대역 통과 필터

에서 Theta는 4~8Hz, Gamma는 70~75 Hz로 지정하였다.

TGC 값을 얻기 위한 분석 과정에서 위상 값의 왜곡을 피

하기 위해 EEGLAB Toolbox에 있는 eegfilt.m 함수를 통

해 least-squares FIR filter를 사용했다[16]. 또한

Gamma 진폭의 위상과 Theta 위상은 Hilbert 변환으로부

터 얻었다 (amplitude: p(t)=real[z(t)2+imag[z(t)2]),

phase: arctan(imag[z(t)]/real[z(t)])). 이렇게 얻어낸

Gamma 진폭의 위상과 Theta 위상은 Cohen에 의해 제안

된 동기화 지수(SI)에서 Øut과 Ølt으로 사용했다[13].

식 (1)

식 (1)에서 n은 시점 t의 개수, Ølt는 시점 t에서 Theta

의 위상, Øut는 시점 t에서 Gamma 진폭의 위상이다. SI

는 위상 동기화의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0이면 완전 비

동기화이고 1이면 완전 동기화를 뜻한다. 그래서 1에 가까

울수록 Theta 위상에 Gamma 진폭의 동기화가 높다는 뜻

이 된다. 식 (1)의 방법으로 교차 주파수 결합이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측정되는 지각 및 인지 과정에 어떻게 관련 되는

지에 대해 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13]. 

6.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IBM, New York, United States)21

에서 모바일 게임 컨텐츠 기반의 상지 운동과 단순 반복 상

지 운동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3명의

TGC 값으로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p value

는 0.05로 지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그림 4는 8채널에서 얻은 모바일 게임 컨텐츠 기반의 상

지 운동과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의 TGC 값을 비교한

Topographic map이다. 실험 결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

동이 단순 반복 상지 운동보다 전반적으로 운동피질에서

Theta-Gamma 동기화가 더욱 높았다. 또한 SPSS를 이용

해 paired t-test를 한 결과 P3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과 단순 반복 운동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t=3.390, df(degree of freedom)=12, p value=0.0138).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이 재활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단순 반복

운동을 할 때와 뇌파를 측정해 Theta-Gamma의 동기화 정

도를 알아보는 TGC 분석을 실시한 뒤 비교하였다. Theta-

SI
1

n

--- e
i

φlt φut–[ ]

t 1=

n

∑×=

그림 3. 실험 방법. (a)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일 때의 화면.

(b)는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일 때의 화면. (c)는 실험 패러다임.

Fig. 3. Experimental method. (a) Screen of exercise using a

mobile device. (b) Screen of Simple repeat upper limb

exercise (c) Experiment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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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동기화는 단기 기억, 학습, 인지 등 대뇌의 특정 영

역의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12-14]. 그래서 상

지 운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했을 때, 그림 4에

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이용한 상지 운동이

단순 반복 상지 운동보다 운동피질에서 TGC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이 실제로 뇌에 변화를 일

으키고 재활 치료에 유용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무슨 이유로 TGC 분석 결과가 게임에서 더 높게 나

온 것 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

동과 단순 반복 운동에서 피험자가 스스로 동일한 반복 상

지 운동을 수행하였지만 게임 컨텐츠의 유무가 달랐다. 지

루할 수 있는 상지 운동을 하는 동안 피험자가 온전히 집중

해 참여하기가 힘든데 게임 컨텐츠의 오락적인 요소가 피험

자에게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발시키게 되고 피험자가 실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순 반복

운동에서는 피험자가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에서는 단순히 팔을 움

직이는 것이 아닌 점수를 얻기 위해 피험자가 의식적으로

움직임 감지 모듈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씨앗에 물을

줘 꽃을 틔어야 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동안 단순 반복 운동보다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서 운동학습 메커니즘이 더 활성화 되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결국 모바일 게임 컨텐츠가 재미를 주는 동시에 피험자에게 세

밀한 조정도 요구 했기에 운동학습 메커니즘이 증가하게 되며

단순 반복 운동 보다 강한 뇌 활성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림 4를 보면 P3채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3채널은 대뇌의 운동 상상, 운동 실행과 관련이 있는 두정

엽(Parietal Lobe)에 위치해 있다[17-19]. 두정엽 중 열성

두정엽(IPL, Inferior Parietal Lobe)은 시청각 자극, 공간

인식, 과제 집중하는데 관련이 있으며 특히 좌측 열성 두정

엽(LIPL, Left Inferior Parietal Lobe)에서 몸의 움직임

통제, 행동 파악 및 인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가진다[20-31].

이로 인해 만약 좌측 열성 두정엽에 손상이 올 경우 몸의

근육을 제어 할 수 없는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32].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을 하는 동안 게임 컨텐

츠가 두정엽의 운동 실행 및 통제와 같은 부분의 메커니즘

을 더욱 활성화 시키게 되면서 P3채널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 컨텐츠가 주는 흥미와 몰입이 피

험자의 뇌에서 Theta-Gamma 동기화를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TGC 값이 높아질 수록 두정엽에서 운동 제

어 관련 영역의 활성화가 높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단순

반복 운동 보다 재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한 피험자들로 구성해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

문에 실제 상지 편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보아야 하

며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 개선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험 중 상지 운동을 실시한 시간은 5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긴 시간 동안 뇌파를 측정해 보아야 하고 상지 운동뿐

만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아

야 한다.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추후 연구로 TGC 분석 이

외에 Brain network를 구현하거나 Fourier Transform을

통해 coherence를 표현하는 등의 추가적인 연구도 진행해

보아야 한다.

IV. 결 론

모바일 게임 컨텐츠를 이용한 상지 운동 훈련이 운동피질

에서 활성화를 일으키고 재활 치료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반복 상지 운동을 할 때와 비교실험

을 진행한 뒤 TGC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기

기를 이용한 운동이 단순 반복 상지 운동보다 전반적으로

운동피질에서 TGC값이 더 높았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운동은 Theta-Gamma 동기화를 증가시키고 운동

피질의 활성화를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 치료에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게임 컨텐츠가 피험자

에게 과제에 대한 몰입과 함께 세밀한 운동 능력 조정도 요

구 했기에 단순 반복 운동보다 강한 뇌 활성화가 일어났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상지 운동이 주는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연구에서 환자의 상황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환자

스스로 재활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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