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제3권 제2호 

KAUTPT Vol. 3 No. 2, 1996. 

펀부전마버 환자에서의 근육약화에 대한 생리학적 고찰 

김종만 
서남대학교 재활학과 

김택훈 
연세의료원 재활병원 물리치료팀 

Abstract 

Physiologica1 Review of Weakness in Patients with Hemiparesis 

Kim Jong-man, M.P.H., R.P.T., O.T.R. 
Dept. of Rehabilitation, Seonam University 

Kim Tack-hoon, M.P.H., R.P.T., O.T.R. 
Dfψt. 01 Physical Therapy, Yonsei Rehabilitation Hospital, 

Yonsei University Medical αηter 

This paper reviews physiological changes in the nervous system of patients with 

hemiparesis that may contribute to muscle weakness. The discussion includes the 

important role that alterations in the physiology of motor units, notably changes in 

firing rates and muscle fiber atrophy , play in the manifestation of muscle 

weakeness. This role is compared with the lesser role that spasticity of the 

antagonist muscle group appears to play in determining the weakness of agonist 

muscles. The contribution of other factors that result in mechanical restraint of the 

agonist by the antagonist is discussed relative to muscle weakness in patients with 

hemiparesis. More studies on patients with hemiparesis are required to assess what 

role muscle strength training should play in rehabiliting patients after a stroke. 

Key Words Muscle weakness; Motor control; Cerebrovascular accident; 

Muscle strengthening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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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순위는 뇌졸중 

(cerebrovascular accidenÜ 둥의 순환기 계 질 

환이다(통계청， 1993). 뇌졸중은 운동기능장애， 

인지 및 지각기능의 장애， 언어장애 둥 여러 

가지 합병중이 초래된다(Anderson 둥， 1990). 

또한 불리치료사에 의해 치료 대상이 되는 환 

자들중 가장 보편적인 질환이다. 뇌졸중 초기 

에는 저긴장증(hypotonia)과 비반사(areflexia) 

를 초래한다. 운동행동은 일반적으로 항진된 

신전반사， 간대성 경련 (clonus) 및 접칼반사 

(clasp'-knife reflex)로 특정지워지는 강직 

(spasticity) , 바빈스키 징 후(Babinski sign)와 

같은 피부반사들의 변화， 여러 감각기능의 장 

애(예， 시각， 고유감각， 통각， 온도각) 그리고 

부전마비 (paresis)를 포함하는 강직성 편부전마 

비 (spastic hemiparesis)의 단계로 진행된다. 부 

전마비는 감소된 근력이나 근육약화에 의해 나 

타나는 부분적 인 마비 를 말한다. 

임상적으로 근육약화는 뇌졸중 이후 환자의 

운동장애를 재활하는데 있어 제한요인으로서 

환자들과 치료사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Duncan과 Badke, 1987). 상위운동신경원의 병 

변들의 경우 힘 생성을 위한 비신경적 부분과 

신경적 부분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신경학적 

병변들은 일차적으로 신경근육계에 손상을 일 

으키는데， 수의운동을 하는 동안 뿐만아니라 

보행하는 동안에서도 동원되는 운동신경원들의 

수， 유형 및 발사빈도에 영 향을 미 친다. 또한 

이들 변화들에 의해 근육섬유에 이차적인 영향 

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근장력을 생성하는 환 

자의 능력을 손상시킨다(Shumway-Cook과 

Woollacott, 1995). 근육약화는 정상치의 근육 

힘 (muscle forces)을 생 성 시 킬 수 없는 강직 성 

편마비 환자들에게서 보여졌다. 근력의 결핍이 

자세유지， 운동의 시작， 근육공격계의 부하상태 

동안의 움직임 조절 둥에 필요한 장력을 생성 

하는 근육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Smidt와 

Rogers, 1982). 초기의 견해들은 강직성 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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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운동조절에서 강직과 강직의 역할에 초 

점 을 맞춰 왔다(Chan， 1986). 여 기 에서 는 근육 

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 편마비 환자의 신경계 

에서의 생리학적인 변화들을 재검토하고자 한 

다. 

II. 몸말 

1. 정상적인 근력의 생성 

정상적인 근력 생성에 대한 생리학적 재검토 

는 편마비 환자들에서 근육약화의 가능한 기전 

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Ev따ts 둥， 1985; Brooks, 1986). 정 상적 인 근 

수축에 의해 생성되는 힘은 동원된 운동단위들 

의 수， 유형 및 발사빈도 둥의 특성에 의존한 

다. 운동조절에서， 운동단위는 최소한의 기능적 

인 단위를 나타낸다. 운동단위 (motor unit)란 

하나의 <1.-운동신경원과 그것이 지배하는 근육 

섬유군을 한데 묶어 일걷는 개념이다. 운동단 

위는 그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외 

안근(extrinsic eye muscle)에 서 는 하나의 운동 

신경원이 6개 정도의 근육섬유만을 지배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근육들에서는 훨씬 더 많아 

서 흔히 500내지 1 ，000개의 근육섬유를 지배하 

고 있다. 여기에서 근육단위 (muscle unit)란 운 

동단위 의 근육 요소(muscle component)를 말 

하는 것이다. 

근력(muscle force)이나 근장력(muscle ten상on) 

은 활성 운동단위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되었 

을 때나 이 활성된 운동단위의 발사율이 증가 

되었을 때 또는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도 증가 

된다<Burke， 1981). 일반적으로 이 두 과정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운동신경원의 흥분성은 

요구하는 근육단위 력 (muscle unit force)에 반 

용을 잘 일으키는 방법과 같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동단위들의 힘을 생성하는 특성에 

기초를 둔 운동단위들의 순서화된 동원패턴 

(orderly recruitment pattern)이 운동을 하는 

동안에 나타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작은 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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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는 운동단위들이 먼저 동원되고 힘의 요 한다. 힘을 생성할 때， S형으로부터 FR, FF형 

구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힘을 생성하는 운동 순서로 동원되기 때문에 힘을 생성하는 동안 

단위들이 동원된다. 예를 틀면， 셔츠를 입는 동 부드러운 증가를 나타낸다. 

작을 할 때， 주동근의 일부 운동단위들이 활성 활성 운동단위들(active motor units)의 젤대 

화될 것이다. 하지만， 소매로 손을 넣으려고 할 적인 수의 변화와 이들 운동단위들의 동원순서 

때 와 같은 저 항에 부 딪 히 면 증가된 힘 의 요구 (recruitment order)외 에 도 근육 힘 은 활성 운 

량에 맞추기 위 해 좀 더 많은 수와 더 큰 운동 동단위 들의 발사율(firing rates)의 변화에 의 해 

단위들이 동원된다. 움직임에 대한 힘의 요구 조절된다. 운동신경원의 매번의 발사 때마다 

가 감소됨에 따라 운동단위들은 더 큰 힘을 생 

성하는 운동단위들이 먼저 발사를 멈추고， 작 

은 힘을 생성하는 운동단위들이 나중에 발사를 

멈추는 것으로 동원이 해제 (derecruit)된다. 중 

추신경계는 일의 요구에 맞게 생성되는 근력의 

양을 찾아내는 것 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낮 

은 역치의 운동단위들(처음으로 동원되는 것 

들)은 더 작은 수의 운동신경원들과 축삭을 가 

지고 었으며 높은 역치의 운동단위들보다 더 

적은 수의 종말신경분지들을 보여준다. 

모든 근육섬유는 형태， 생리， 생화학적 특성 

이 같지 않다. 근육섬유형은 분포하는 운동신 

경원에 따라 결정된다. 운동신경원과 운동단위 

의 근육 요소들 모두의 동일한 특성은 운동단 

위들의 순서화된 동원에 적웅한다는 것이다. 

작은 힘을 생성하는 낮은 역치의 운동단위들 

Oow-threshold motor units)은 높은 역 치 의 운 
동단위 들(high-threshold motor units)보다 피 

로(fatigue)에 더 잘 견디어낸다. 운동단위들은 

피 로 저 항도(fatigue resistance)와 운동단위 들 

의 연축장력 (twitch tension)에 기초하여 FF, 

FR, 그리 고 S형 으로 분류한다(Burke， 1981). 

FF형은 높은 연축장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 

로 빠른수축(fast contracting)과 빠른 피 로도 

(fast fatiguing)7r 특정 인 운동단위 를 말한다. 

이러한 운동단위들은 손과 얼굴의 미세한 움직 

임을 일으키는 근육들에 주로 분포한다. FR형 

운동단위는 빠르게 수축(fast contracting)하나 

피 로에 는 강하다(fatigue-resistanÙ S형 은 낮 

은 연축장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로에 

잘 견디고 느련 수축(연축반응이 긴 시간경과 

를 보임)이 특정인 운동단위를 말한다.S형 운 

동단위들은 자세유지 근육들에 가장 많이 분포 

그것의 신경지배를 받는 근육섬유들의 수축에 

의 해 단일 연축(single twitch contraction)을 

일으킨다. 운동신경 원의 발사율이 증가함에 따 

라 각각의 근육연축들이 더 많은 힘을 내기 위 

해 가중(summation)된다. 최대의 힘을 생성하 

는 운동단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런 과정 

이 계속된다. 근육신경의 자극율과 근육에서의 

힘 생성간의 관계 (S형 관계 곡선)는 운동단위 

들을 위한 발사율의 최적범위를 정의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발사율의 증가는 운동단위들 

의 힘 생성을 증가시킨다(Rack과 Westbury, 

1969). 이 최적범위 이하의 운동단위들의 발사 

는 운동단위의 힘 생성하는 능력이 작아지게되 

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흥분성 연축들을 생성하 

게 될 것이다. 이 최적의 범위 이상에서는 운 

동단위들의 증가된 발사가 더 큰 장력을 생성 

시킬 수 없는데， 이는 연축들이 운동단위의 최 

대장력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이전의 발사율에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운동단위의 동원순서에 

따른 운동단위의 발사율의 변화는 아주 작은 

수의 운동단위들을 가지는 근육들에 의해 유발 

되는 눈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관찰되어지 

는 것과 같은 힘을 미세하게 둥분화 시킬 수 

있다<Brooks， 1986). 동원과 동원해제를 위한 

운동단위의 수가 많지 않은 이러한 근육들에서 

는 힘 발생 (force developmemt)이 사용가능한 

운동단위 들의 발사율에서 의 변화에 의 해 종종 

더 세분화된다. 

2. 편마비 운동계에서의 생리학적인 변화들 

운동신경원이나 근육수준에서의 특정한 변화 

들은 - 근육약화로 관찰， 측정， 임상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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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될 - 험을 생성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감 

소 시킬 수 있다. 아래에 요약된 이러한 변화 

들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관찰되어져 왔다. 

첫째. 운동신경원 변화들; 

운동단위들의 소설， 운동단위들의 동원 

순서에서의 변화， 운동단위들의 발사율에서의 

변화 

둘째. 신경 변화들: 

말초신경전도에서의 변화 

세째. 끈육 변화들: 

운동단위들의 형태학적이고 수축적 특성 

에서의 변화， 근육들의 기계적 특성들에서의 

변화 

단위 요소들의 기능 변화 뿐만 아니라 운동단 

위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섬 유연축(fibrillation)과 양성 극파(positive 

shæp waves)와 같은 탈신경전위들(denervation 

potentials)은 편마비된 사지에서 보고되어져 

왔다. 또한 탈신경전위들은 일부 근육섬유나 

근육단위들이 그들의 운동신경원들과의 연결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연축전위들(fibrillation 

potentials)은 편마비 환자의 약 70%에서 보고 

되 어 져 왔고， 원위 쪽 근육들(dist외 muscles)에 

서 좀 더 자주 기 록되 어 졌다(Gol따mmp， 1967). 

이 후의 연구에 의해 탈신경과정에서 피질척수 

로의 역할과 일치는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경 

로가 원위체지끈들에 분포하는 운동신경원들에 

게 더 많은 연접을 이루기 때문이다(Kuypers， 

편부전마비 환자의 주동근들에 의해 생성되 1981). 이들 근전도 연구들에서도 편부선마비 

는 힘의 정도에서의 감소는 직접적인 변화뜰 환자들에서 탈신경 과정들의 존재를 확신해왔 

(예， 주동큰 운동단위의 생리학적인 변화들)이 

나 주동근 활동에 반대되는 길항근에 의해 부 

과된 간접적인 변화들(예， 증가된 능동적이거 

나 수동적인 기계적 저항)로부터 일어날 수 있 

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한 생리학적 변화 

들이 편부전마비 환자의 근육약화 현상에 관여 

하는지에 대해 임상연구들로부터 그 증거를 검 

토하게 될 것이다 

1) 주동근 운동단위들의 직접적인 변화들 

(l) 주동근 운동단위 의 감소된 수 

매우 작고 세밀한 운동조절에 참여하는 활성 

운동단위들의 수는 편부전마비 환자들에서 검 

사되어져 왔다. McComas 등(1971)은 정상언을 

대상으로 기능적인 운동단위들의 수를 추정하 

는 방법을 개발했다. McComas 등(1973)은 편 
부전마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 

였다. 뇌졸중 후 2개월과 6개월 사이 의 환자들 

에서， 기능적인 운동단위들의 수는 약 50% 감 

소하였다. 이 운동단위들의 소실에 대한 설명중 

하나는 뇌졸중 후 운동신경원틀에 transynaptic 

변화를 일으키는 피질척수로 변성 때문이다 

(McComas 등， 1973; Dietz 등， 1986). 운동신 

경원들띄 특성들에서의 변화는 그 각각의 근육 

q(Cruz-Martinez, 1984; Segura와 Sahgal, 

1981; Spaans와 Wilts, 1982). 또 다른 대 안으 

로 편부전마비쪽 근육들에서의 탈신경전위들의 

출현은 말초신경들에 미치는 만성적인 압력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Chokroverty와 M어ma， 

1978). 하지 만 압력 차단(pressure blocks)은 편 

부전마비 환자들에서 말초신경들의 운동전달속 

도(motor conduction velocity)의 감소를 또한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일부 연구들에 

서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 

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뇌졸중 이후 

운동신경원들의 일부 탈신경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을 간접증거들이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신경원의 변성적 변화에 대한 신 

경세포의 위축이나 연접의 소실과 같은 해부학 

적 증거가 아직까지 사람에게서는 증명되어지 

지 않고 있다. 

(2) 주동근 운동단위들의 특성들에서의 변화들 
편부전마비 환자들에서의 근육위축(muscle 

atrophy)은 일반적으로 엄상에서 관찰된다. 근 

육생검에서 근육섬유의 측정에 대한 증거는 높 

은 역치의 운동단위들에 속하는 빠른 수축성 

섬유(FF， FR형)가 편부전마비 환자에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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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Edstrom 둥， 1973; 

Scelsi 둥， 1984; Dietz 둥， 1986). 이 들 운동단 

위들의 선택적인 상실은 빠르고 큰 힘을 요구 

하는 움직임들올 시작하거나 성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낮은 역치의 운동단위들에 

속하는 느련 수축성 섬 유들(S형 )의 비 대 

(hyperσ'Ophy)가 이 미 보고되 었다(Edstrom， 1970). 

일반적으로 근육의 형태학적 특성의 이러한 변 

화들， 특히 근육단위들의 변화들은 운동단위들 

의 힘 생성하는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편부전마비 환자들에서 운동단위 들의 수축하 

는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은 부전마비된 근육들 

에서 수축하는데 걸리는 전체시간이 길어졌음 

의 동원패턴에 좀 더 정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 이 다(Bigland-Ritchie， 1983). 

(4) 주동근 운동단위 발사율의 감소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모든 운동단위의 발사 

율이 감소한다면， 활성 운동단위들은 효과적인 

장력을 거의 생성하지 못할 것이다(Rack과 

Westbury, 1969). 결과적으로 주어진 힘의 정 

도에 도달하고자 하거나 특정한 움직임을 하고 

자 하는 환자에서 부차적인 운동단위들이 동원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 설명은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반대쪽 건측체지와 비교해서 환측 체 

지의 팔굽관절 굽힘근에서 증가된 근전도 활동 

을 보여준다(McComas 둥， 1973; Visser 둥， 이 관찰된 이유일 것이다(Tang과 Rymer, 

1985). 특허， 연축하는데 걸리는 시간(twitch 1981). 유사한 결과들이 상지와 하지의 다른 

contraction time)은 빠른 수축성 운동단위들에 

서 증가되었다(Young과 Mayer, 1982). 게다가 

정상인의 근육들에서 존재하지 않는 느린 수축 

성 섬유인 S형이나 피로에 약한 섬유가 오래된 

편부전마비 근육틀에서 발견되어졌다. Young 

과 Mayer(1982)는 편부전마비 환자의 마비쪽 

으로부터 기록되어진 모든 운동단위들이 피로 

수치(fatigue index; 반복 자극에 의한 훈련 전 

과 후의 연축장력의 비율)에서 증명된 것처럼 

더욱 피로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임 

상에서， 편부전마비 환자들은 반복적인 운동과 

제들이나 움직임들을 수행할 때 현저한 지구력 

의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마비쪽에서 기록되 

어진 운동단위들의 중가된 피로도를 반영한다. 

(3) 주동근 운동단위들의 분열된 동원순서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운동단위들의 동원순서 

가 분열되었는지에 따른 상반된 증거가 었다. 

현부전마비 환자에서 운동단위의 비정상적인 

동원순서에 관한 관찰(Grimby와 Hennerz, 

1973)에 대해， 다른 연구들은 지지해 주고 있 

지 않다(Rosenfalck와 Andreassen, 1980). 현 재 

연구에서 기술부족으로 운동단위의 표본설정에 

어려움이 었지만， 미래에는 높은 역치와 낮은 

역치의 운동단위들의 선택적 기록이 가능한 텅 

스텐 전극이 편부전마비 환자에서의 운동단위 

근육집 단에 서 도 보고되 어 져 왔다(Visser와 

Aanen, 1981). 또한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손의 

내재근육들으로부터 기 록된 운동단위 의 감소된 

발사율을 보여주었다(Freund， 1973). 유사한 감 

소가 편부전마비 환자의 앞경골근(tibialis 

anterior muscles)으로부터 기록되어진 운동단 
위의 평균 발사율에서도 관찰되었다(Rosenfalck 

와 Andreassen, 1980).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 

는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건측과 환측으로부터 

기 록된 장딴지 근(gastrocnemius muscles)에 분 

포하는 운동단위의 평균 발사율간에는 차이가 

없었음이 밝혀졌다(Dietz 둥， 1986). 더 많은 

연구들은 부전마비근들에서 운동단위들 발사율 

의 전반적인 감소가 근육약화에 직접적으로 기 

여 한다는 점 을 중요시 하였다(Rosenfalck와 

Andreassen, 1980; Tang과 Rymer, 1981). 

말초 되먹 임 (peripher머 feedback)은 운동단 

위 발사빈도를 수정함으로써 일정한 힘의 정도 

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일정한 힘을 유지하려고 할 때， 기록 

된 힘은 정상인에서 볼수 없는 불규칙성을 보 

였다(Rosenfalck와 Andreassen, 1980). 일정한 

힘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글씨를 쓰거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세밀하게 조절된 움직 

임을 수행할 때 중요할 수 있다.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일정한 힘의 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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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운동단위 발사빈도의 조절장애와 관련이 

되 어 져 왔다. Rosenfalck와 Andreassen (1980) 

은 이러한 문제가 편부전마비 환자의 운동조절 

을 위해서 말초되먹임을 사용할 때 장애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펀 

부전마비 근에 서 관찰된 변화들은 주동근 운동 

단위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생각을 뒷받침한 

다. 이러한 변화들의 근거가 될만한 특정한 기 

전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은 연구를 요하게 될 

것이디. 

2) 주동근 활동에 대한 수동적이거나 능동적 
인 구속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과정들에 의한 구속 

이 운동계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킴으로서， 주 

동근 수축은 수의 운동(voluntary movements) 

을 생성하는 환자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 개념 

은 주동근의 약화가 길항근의 강직(항진된 신 

전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을 한 

Bobath (1990)에 의해 강직성 펀부전마비 환자 

의 치료에 적용되었다. 주동근의 기능장애와 

길항근 강직간의 가능한 연결을 고려해서， 

Bobath는 근긴장도의 정상화(nonnalization of 

musc1e tone)가 이 러 한 환자들의 재 활에 우선 

함을 제안하였다 그는 강직의 감소내지 제거 

가 수의적인 웅직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부전마비 환자에 

서， 최근 연구들은 주동근의 수의운동을 제한 

하는 것이 길항근의 강직때문이라는 주장을 지 

지 하지 못하고 있다(Bohannon 둥， 1987). 또한 

이들은 편부전마비 환자의 상지근에서 감소된 

근력측정이 같은 근육들에서 측정된 강직의 정 

도와 관련이 있을 뿐 길항근의 강직정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1) 주동근 활동에 대한 수동적인 기계적 구속 

외적으로 부과된 신전에 따른 강직성 부전마 

비근의 증가된 저항을 검사하는 연구에서 반사 

와 기계적인(구조적인) 요인들의 기여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Lee 등(1987)의 

연구에서 반대측과 비교하여 부전마비측 팔굽 

관절 굽힘근에 외적으로 증가된 신전(예， 강직) 

에 증가된 저항을 보이는 4명의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서도 부전마비근(예， 굽힘근과 펴짐근)에 

서 낮은 근전도 활동을 보였다. 그러므로， 수동 

신전에 대한 사지의 측정된 저항은 증가된 신 

전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Lee 둥(1987)은 

신전에 대한 증가된 저항은 편부전마비 환자들 

에서의 팔굽관절을 이루는 근육들의 변화된 기 

계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였다. 

다른 연구자들도 근육들의 수의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신전반사의 증가이외의 변화된 

기계적인 특성들의 중요성을 지지하였다(Dietz 

등， 1981; Hufschmidt와 Mauritz, 1985). Dietz 
둥(1981)은 보행의 유각기 (swing phase)동안 

강직 이 있는 환자의 부전마비 쪽 발목의 둥쪽 

굽힘운동시 어려움이 있지만， 앞경골근의 근전 

도 전위상 정상인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때 길항근의 장딴 

지근에서는 의미있는 근전도 전위는 없었다. 

앞경골근의 과도한 활성은 길항근인 장딴지근 

의 수동적인 기계적 특성들의 변화와 같은 비 

반사성 기원의 저향을 극복하는데 필요하였다. 

Hufschmidt와 Mauritz(1985)는 장기 간의 강직 

을 갖고 있던 편부전마비 환자에서의 강직성 

발목관절근의 수동적인 기계적 특성들의 변화 

는 구조적이고 형태학적 변화가 강직성 근육에 

서 일어난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2) 주동근 활동에 대한 능동적 구속 
주동근군에서 선택적인 활성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하는 동안 길항근의 부적절한 활동은 

주동근에 의해 생성되는 힘을 제한시킬 것이 

다. 펀부전마비 환자에서 근육 활성화의 비정 

상적인 패턴들은 주동근-길항근 근육쌍의 일 

시적인 관계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그것들의 어 

려움에 의해 나타났다. 이것은 움직임을 생성 

하는 근육을 탈활성 화(deactivate) 시 키 는 것 

뿐만아니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 

를 들면， 이를 닦거나 글씨를 쓰는데 필요한 

빠른 교대적인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정상인에서 자세 웅직임과 수의운동 모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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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관절에서 작용하는 주동근과 길항근의 동 

시 활성화(coactivation)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Keshner 둥， 1987). 동시 활성 화나 동시 수축 

(cocontraction), 자체가 운동조절에 있어서 비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부전마비 환자에서는 주동근과 길항근의 부 

적절하고 순서화되지 않은 동시수축이 보행， 

역동적 움직임， 그리고 정적인 상태하에서 보 

여 진다(Angel， 1975; Sahnnann과 Norton, 

1977; Knutsson과 Richards, 1979; Knutsson과 

Martensson, 1900; Dietz 둥， 1981; Conrad 둥， 

1985; Knutsson, 1985). 이러한 부적절하고 순 

서화되지 않은 동시수축에 의해 생기는 운동장 

애는 수동적인 움직임보다 능동적인 움직임을 

더욱 제한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길항근에 의 

해 부과되는 억제가 수동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는 낮지만 같은 운동속도로 수행되는 

수의운동시에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McLel1an, 19'π Knutsson과 Martensson, 1900). 

이것은 수동적인 움직임을 하는 동안 길항근의 

부적절하고 순서화되지 않은 동시수축이 주동 

근의 힘 생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동근의 근 

력생성을 제한하는 것이 길항근 강직의 주된 

역할이라는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지 못하다. 

강직성 펀부전마비 환자의 주동근 기능이상은 

길항근과 주위 조직의 수동적인 기계적 특성에 

의해 제한되는 억제인자 때문일 것이다. 

3. 편부전마비에서 근육약화의 임상적 중요성 

근육약화(muscle we빼ness)와 근력 (muscle 

strength)이라는 용어가 강직이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어질지 안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근육약화는 정상 근력보다 적은 근력을 

설명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상지근육의 약화를 

보이는 편부전마비 환자는 근력강화운동으로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동 프로그 

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초기 근력수준 

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있어만 한다. 

그러나 뇌졸중이후 운동기능 상태와 회복을 조 

정하기 위한 근력검사와 근력강화운동은 논쟁 

의 여지가 었다. 실제 근력평가는 심한 강직， 

근육의 비정상적인 기계적 특성들， 그리고 동 

시수축과 같은 비정상적인 근육 활성화 패턴 

동에 의해 혼돈되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충분한 근육 수축을 생성할 능력이 어떠 

한 움직임에 기초가 된다면 치료사는 근력강화 

운동의 잠재적인 장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대 

부분의 편마비환자들은 장기간 고정 때문에 근 

력강화가 필요하다. 하위운동신경원 병변시의 

근력강화콜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저항을 

사용하는 것이나， 상위운동신경원 병변에서의 

최대저항의 사용은 강직이나 연합반응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편 

마비 환자에서의 근력강화 방법은 기능적인 활 

동들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의 저항은 참여하는 신체부위의 무게와 기능적 

인 활동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의해 제공된다. 

Bohannon(1986)은 편마비 환자들에서 근력 

증진이 기능적인 증진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 

였다. Andrew 동(1981)은 뇌졸중 발병 이후 3 

개월된 환자들에서 근력 증진은 일상생활동작 

의 증진과 일치된다고 보고하였다. 편부전마비 

환자에서 한달간의 재활 프로그램이후 20%의 

근력이 중진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중추신경 

계의 회복과 운동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운동회 

복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Bohannon과 Smith, 

1987; Bourbobbais와 Noven, 1989). 

많은 연구자들은 강직의 정도와 수행하는 기 

능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데 실패한것과는 대조적으로， 감소된 근력 

과 보행， 기 립， 균형 및 상지의 기능적인 과제 

들과 같은 동작들을 수행하는 능력의 손상과는 

매우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Hamrin둥"， 1982; Wilson 둥， 1984; Bohannon, 

1989a; Bohannon, 1989b; Bohannon 둥， 1991; 

이정원 등， 1996). 펀부전마비 환자에서 근육약 

화가 존재하였어도 지난 20년동안 치료의 초점 

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것은 강직이 존재하 

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더하였다. 최근 일부 

연구들에서 뇌졸중 환자의 치료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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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강화 활동들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시작하 

였다. Gowland 등(1992)은 상지를 이용하여 수 

의운동을 하는 동안 주동근과 길항근의 활동을 

연구하였는데， 운동과제들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는 편마비 환자군에서 길항근 활동의 증가없 

이 주똥근의 부적절한 동원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자들은 팔 기능을 재훈련할 때， 

길항근에서의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 

는 것보다 주통근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원의 동 

원을 풍진시키는 것이 치료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이 들 연구의 결과들은 운동조절을 

증진시키기 위해 강직의 감소를 일차적인 치료 

목표로 하는 치료전략을 재평가해봐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큰의 재활접근은 기능을 위 

해 환자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근긴장도나 비정상적인 반사활동에 영향을 주 

는 물리치료보다는 기능적인 운동수행을 하는 

동안에 근력과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근육활동 

을 조젤할 수 있도록 환자를 학습시키는 것으 

로 바뀌 어 가고 있다(Bourbonnais와 Noven, 

1989; Hagbarth, 1994; 김 종만， 1995). 

ill. 몇음말 

뇌졸중이후 면부전마비 환자들의 근육약화에 

대한 임상결과와 실험결과들이 고찰되었다. 이 

종셜은 끈육약화의 징후에 수반되는 근섬유 위 

축과 흥분발사율에 있어서의 주목할만한 변화 

들， 운동단위들의 생리학적인 변화에 중요한 

역 할을 포함한다. 이 역 할은 주동큰의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길항근의 

강직이 담당하는 역할과 비교된다. 길항큰(예， 

수동적인 기계적 특성들과 부적절한 동시수축) 

에 의해 주동근의 기계적인 억제를 가져오는 

다른 요인들의 기여가 펀부전마비 환자들의 근 

육약화와 관련하여 토의하였다. 

앞으로， 연구결과에 기초를 두고 어떻게 운 

통조절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임상 치료법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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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중 환자들의 운동조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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