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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ild-intensity exercise

training on the denervated muscle atrophy in the sciatic nerve injured rat.

Thirty-six male Sprague-Dawley rats (250～300 g)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groups; sham-denervated group (n=8), denervated group (n=8), and

denervated-exercised group (n=20). Exercise consisted of treadmill running at 20

m/min speed with 0% grade for 30 min/day. The animals were decapitated at the

second and sixth weeks postcrush. Soleus and medial gastrocnemius were

immediately excised to be weighed. Type Ⅰ and Ⅱ fibers of the muscles were

differentiated by m-ATPase (pH 9.4) stain, and fiber diameters were evalu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weight of the soleus and medial gastrocnemius

muscle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in both the denervation-exercised groups

compared to the denervated group. 2) In the 2-week denervation-exercised group,

type Ⅱ fiber diameter of soleus and type Ⅰ fiber diameter of medial gastrocnemiu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denervated control group. 3) In the

6-week denervated-exercised group, type Ⅰ fiber diameter of soleus and type Ⅱ

fiber diameter of medial gastrocnemius were hypertrophied significantly compared to

sham-denervated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readmill exercise

partially prevented denervation atrophy in the soleus and medial gastrocnemius of

the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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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말초신경은 외상, 질병, 독성 화학약품 및

영양부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Farber, 1982), 특히 외상 및 사고

등으로 일어나는 신경의 손상은 중추보다는

말초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말초신

경이 손상되면 신경세포체, 축삭, 신경종말기

관, 또는 지배근육의 대사와 해부학적 상태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대한신경외과학회,

1996), 특히 말초신경원의 표적 조직(target

tissue)인 근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Stockert, 1995). 말초신경의 병변 및 손상으

로 근육에 대한 신경지배(neural innervation)

가 차단되면 근육에서 탈신경 위축(dener-

vation atrophy)이 나타나며, 조직 계측시 근

무게 및 근섬유 직경의 감소와 근섬유 형태

의 변화가 발생한다.

탈신경 위축이 심화되면 대부분의 근섬유

는 완전히 파괴되어 섬유성 조직과 지방 조

직으로 대체된다. 섬유성 조직이 근섬유를 대

체하게 되면 근육은 구축(contracture)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으로 근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탈신경근에 대한 치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근 위축의 정도를 완화시키고

근육을 더욱 쇠약하게 하고 형태를 변형시키

는 구축을 방지하는 것이다(Guyton, 1986).

탈신경 근위축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기 위

한 치료방법으로 임상에서는 흔히 전기자극

이나 운동이 적용되고 있다(Stockert, 1995).

일반적으로 전기자극은 탈신경근 위축 환자

의 수의적 수축을 도움으로써(Rancho Los

Amigos Rehabilitation Engineering Center,

1979) 탈신경근에서 근 무게, 글리코겐, 효소

활성도, 근 단백질 등의 소실을 지연시키고

근육의 수축력 감소를 최소화시킨 것으로 알

려져 있다(AL-Amood 등, 1991; Cabric 등,

1988; Elliott와 Thomson, 1963; Lomo 등,

1980).

한편, 탈신경근 회복에 대한 운동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효과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까지 연구자

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논란을 거듭할 뿐

명확한 운동의 효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탈신경기 또는 신경재지배기 동안에 탈신경

근에 미치는 운동의 긍정적 효과로는 운동이

근 무게 감소를 지연시키고(Hines, 1942;

Karpati 등, 1972; Roy 등, 1998) 근섬유 직

경을 증가시킴으로써(Eisen 등, 1973) 탈신경

에 따른 근위축을 감소시키고, 근 수축력

(Irintchev 등, 1990), 효소 활성도(Gutmann

과 Jakoubek, 1963), 단백 합성능력(Herbison

등, 1974b)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Van Meeteren

등(1997)이 좌골신경 압좌손상(sciatic nerve

crush lesion)이 된 흰쥐에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한 결과 운동․감각 기능의 회복이 촉진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운동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Crockett 등(1975)은 좌골신경 손

상된 기니아 피그에서 장기간의 트레드밀 운

동이 근 무게와 수축력에 부정적 효과를 미

쳤다고 하였다. 특히 Herbison 등(1973a,

1973b, 1974a, 1974b, 1980)은 양측 좌골신경

압좌손상 후 신경재생기에 협력근 건절제술

로 유도한 과활동(Herbison 등, 1973a, 1973b,

1974b), 집중적 수영훈련(Herbison 등,

1974a), 트레드밀 달리기(Herbison 등, 1980)

의 모델을 사용한 일련의 연구에서 근 기능

요소들에 대한 운동의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

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탈신경근 회복에

대한 운동의 효과가 상반되게 보고되고 있는

데 이는 실험 방법 및 절차 등의 차이로 여

겨지며, 운동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변인으로 실험동물의 종이나 연령,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외과적 방법, 신경 손

상의 위치, 정도 및 손상의 진행 속도, 운동

의 유형, 강도, 부하 증가 속도, 운동의 적정

시기와 기간, 또는 손상된 근육의 섬유형 등

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흰쥐의 좌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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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좌골신경 노출

경을 압좌 손상시킨 후, 저강도의 운동을 적

용한 후 좌골신경의 지배근육인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에서 근무게 및 근섬유 직경을

계측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근섬유형

의 분포가 다른 두 근육에서 운동 적용 및

운동의 적용기간에 따른 근위축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향후 임상에서 신경근

육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Sprague-Dawley계의 수컷 흰쥐(n=36, 체

중 250～300 g)를 실험동물로 사용하였다. 실

험동물을 1주간의 적응운동으로 실험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시판되는 고형 사료와 물을 충분

히 공급하면서 사육하였다. 본 실험은 1999년

7월 5일부터 동년 9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2. 실험설계

실험동물을 탈신경 운동군, 정상군, 탈신경

군으로 나눈 후에, 탈신경 운동군(이하 운동

군)은 운동 적용시기에 따라 2주 운동군과 6

주 운동군으로 구분하여 10마리씩 무작위 할

당하였다. 정상군과 탈신경군은 각각 2주, 6

주군으로 나누어 각각 4마리씩 무작위 할당

하였다.

흰쥐의 탈신경근에 대한 운동의 효과를 규

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은 탈신경 2주 운동

과 6주 운동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근

무게와 근섬유 직경으로 설정하여 근위축 정

도를 평가하였다.

3. 실험방법 및 절차

가. 신경 손상 절차

실험동물을 복강내 마취(pentobarbitone 40

㎎/㎏ BW)시키고, 우측의 좌골절흔(sciatic

notch) 부위를 절개하고 둔부근육군을 박리

하여 좌골신경을 노출시킨 후(그림 1), 신경

이 좌골절흔에서 출현하는 부위에서 지혈겸

자(No. 5 jeweler's forceps)를 사용하여 30초

간 3단의 힘(4.7 ㎏/㎝2)으로 압좌손상을 주었

다(Koning 등, 1986). 정상군의 동물들은 신

경을 노출시킨 후 손상을 주지 않는 sham-

denervation 수술을 실시하였다.

나. 운동 방법

운동 프로그램은 신경근 질환 동물에 사용

한 Taylor 등(1974)의 방법을 수정하여 구성

하였다. 신경 손상을 유발하기 전 1주간의 적

응운동(15 m/min, 0%, 15 min/day, 3 days

/wks)을 모든 실험동물에 적용시켰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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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손상 후에는 본 운동을 탈신경 운동군에

적용시켰다.

본 운동은 20 m/min, 0%의 강도로 하루

30분, 주당 5일 실시하는데, 탈신경 2주 운동

군은 신경 손상 직후(1일) 운동을 시작하여 2

주간 실시하며, 탈신경 6주 운동군은 신경 손

상 직후(1일) 운동을 시작하여 6주간 실시하

였다. 운동 중 흰쥐가 임의로 운동을 중단할

때에는 되도록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기 위하

여 종이 막대를 이용하여 꼬리에 자극을 줌

으로써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다. 측정방법

1) 근 무게 측정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실험동물의 체중을

체크한 후 치사량의 pentobarbital sodium (70

㎎/㎏)을 복강내 주사한 다음 우측 하퇴부를

절개하여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을 적출하고

즉시 저울(chemical balance)을 이용하여 근

무게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실험동물의 근

무게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MW (muscle

weight)/ BW (body weight)로 체중에 대한

근 무게의 비를 구하여 상대근 무게로 하였다

(Herbison 등, 1973b; Kobayashi 등, 1997).

2) 근섬유 직경 측정

적출한 근조직을 액화 질소로 냉각된

isopentane 액에 넣어 10초 동안 급속 동결시

킨 후 -80℃의 냉동기에 보관하였다. 보관된

근조직을 -20℃의 냉동조직 절편기(micro-

tome cryostat) 안에서 10 ㎛로 절편하여 슬

라이드에 부착시킴으로써 근육 표본을 제작

하고 -20℃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근섬유

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작된 절편을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말린 후 m-ATPase (pH 9.4)

염색을 실시하였다(Stevens, 1990). m-

ATPase 염색이 된 표본 중 동결상태가 불량

한 조직은 분석에서 제외시켜, 동결상태가 양

호한 조직을 선택하여, 각 절편에서 CCD

video camera module (Model XC-77, Sony

Co.)을 장착한 광학현미경(Leitz)과 NIH

Image-1 program을 사용하여 100배의 이미

지를 캡춰한 후 저장하였다. 저장한 이미지

상에서 m-ATPase (pH 9.4) 염색으로 흐리

게 염색되거나 염색이 되지 않는 근섬유는

Ⅰ형, 진하게 염색되는 근섬유를 Ⅱ형으로 하

여 근섬유의 형태별 직경을 측정하였다.

4. 자료처리

IBM PC SAS Package (version 6.12)를 이

용하여 두 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체중에 대한 근 무게의 비(MW/BW)

를 대수전환(MW/BW×105)함으로써 분산을

정상화시킨 후, MW/BW를 포함한 근 무게

변인과 근섬유 직경 변인의 기초 통계량을 제

시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자료의 분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근

무게 변인의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성을 만족

할 수 없었으므로, 신경 손상 후 2주, 6주에

근 무게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비모수 통계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한편 근섬유 직경 변인의 정규성

검정에서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신

경 손상 후 2주, 6주에 근섬유 직경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근 무게 및 근섬유 직경에 대한 집단

과 운동지속기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3×2 (정상군, 탈신경군, 탈신경 운동군

×2주, 6주)의 반복측정된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사용하였다. 사후 검정

은 Scheffe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α는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근 무게의 변화

가. 탈신경 2주 운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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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표준편차

χ2 p post-hoc*

정상군 탈신경군 탈신경 운동군

체중 315.00±19.15 315.00±26.46 301.25±22.32 1.788 .409

근무게

가자미근 무게 .14±0.02 .08±.01 .09±.03 5.884 .053

가자미근 상대근 무게 47.57±6.70 25.91±5.33 31.39±13.47 4.914 .086

내측 비복근 무게 1.52±0.19 .73±.08 .73±.09 8.487 .014  
S E D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 486.28±64.51 233.46±27.87 245.59±41.95 8.537 .014  
S E D

* post-hoc: S, 정상군; D, 탈신경군; E, 탈신경 운동군

표 1. 탈신경 2주 후 체중 및 근무게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결과 (단위: g)

체중은 정상군이 315.00 g, 탈신경군이

315.00 g, 운동군이 301.25 g 이었다. 가자미

근 무게는 정상군이 .14 g, 탈신경군이 .08 g,

운동군이 .09 g이었으며, 체중에 대한 가자미

근 무게의 비는 정상군이 47.57, 탈신경군이

25.91, 운동군이 31.39 이었다. 체중, 가자미근

무게, 가자미근 상대근 무게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측 비복근 무게는 정상군이

1.52 g, 탈신경군이 .73 g, 운동군이 .73 g으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사후 검정결과 정상군과 손상 후 운동군․탈

신경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내

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는 정상군이 486.28,

탈신경군이 233.46, 운동군이 245.59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1), 사후 검정결

과 정상군과 손상 후 운동군․탈신경군간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1).

나. 탈신경 6주 운동의 효과

체중은 정상군이 277.50 g, 탈신경군이

313.33 g, 운동군이 324.00 g 이었으며, 가자

미근 무게는 정상군이 .14 g, 탈신경군이 .09

g, 운동군이 .10 g 이었다. 체중과 가자미근

무게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자미

근 상대근 무게는 정상군이 51.95, 탈신경군

이 37.75, 운동군이 34.62로 집단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p=.036), 사후 검정결과 정상

군과 손상 후 운동군․탈신경군간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 내측 비복근 무게는 정상군

이 1.37 g, 탈신경군이 1.00 g, 운동군이 1.11

g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45), 사후 검정결과 정상군과 탈신경군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는 정상군이 499.76, 탈신경군이

317.01, 운동군이 360.11로 집단간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p=.036), 사후 검정결과 정상

군과 손상 후 탈신경 운동군․탈신경군간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2).

다. 운동 지속기간의 효과

체중의 변화는 집단별, 기간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

호작용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자

미근 무게의 변화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173) 정상군과 탈신경 운동군․탈신

경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기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작용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

자미근 상대근 무게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97) 정상군과 탈신경 운동군․탈신

경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기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집단 및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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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표준편차

χ2 p post-hoc
*

정상군 탈신경군 탈신경 운동군

체중 277.50±37.75 313.33±83.86 324.00±63.48 1.402 .496

근무게

가자미근 무게 .14± .02 .09±1.90 .10± .01 5.777 .056

가자미근 상대근 무게 51.95±5.55 31.75±2.26 34.62±8.41 6.635 .036  
S E D

내측 비복근 무게 1.37± .11 1.00± .34 1.11± .09 6.187 .045
 
S E D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 499.76±28.30 317.01±55.90 360.11±77.53 6.635 .036  
S E D

* post-hoc: S, 정상군; D, 탈신경군; E, 탈신경 운동군

표 2. 탈신경 6주 후 체중 및 근무게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결과 (단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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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신경 후 기간에 따른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의 변화

(Sh-D: sham denervation, D: denervation, D-Ex: denervation-exercise)

교호작용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내측 비복근 무게의 변화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정상군과 탈신경 운동

군․탈신경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

이었다(p=.0314).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정상군

과 탈신경 운동군․탈신경군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으며, 기간별 변화도 유의한 차이

를 보이었다(p=.0124). 그러나 집단 및 기간

에 대한 교호작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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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S MS F p post-hoc
**

체중

집단 2 1948.33 974.16 .52 .6103

기간 1 226.40 226.40 .10 .7540

집단×기간 2 5601.66 2800.83 1.29 .3212

가자미근 무게

집단 2 .01 .00 6.59 .0173*  
S E D

기간 1 .00 .00 .20 .6673

집단×기간 2 .00 .00 .45 .6533

가자미근

상대근 무게

집단 2 1708.90 854.45 8.11 .0097*  
S E D

기간 1 47.22 47.22 1.14 .3143*

집단×기간 2 109.59 54.79 1.32 .3148*

내측 비복근

무게

집단 2 1.57 .78 33.33 .0001*  
S E D

기간 1 .15 .15 5.07 .0509

집단×기간 2 .32 .16 5.21 .0314
*

내측 비복근

상대근 무게

집단 2 215407.49 107703.74 37.21 .0001
*  

S E D

기간 1 27700.07 27700.07 9.70 .0124
*

집단×기간 2 9686.53 4843.26 1.70 .2372
*

*p<.05
**
post-hoc: S, 정상군; D, 탈신경군; E, 탈신경 운동군

표 3. 체중 및 근무게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2. 근섬유 직경의 변화

가. 탈신경 2주 운동의 효과

가자미근의 경우 Ⅰ형 섬유의 직경은 정상

군이 57.20 ㎛, 탈신경군이 44.54 ㎛, 운동군

이 42.75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02), 사후 검정결과 정상군․탈신경군

과 손상 후 운동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Ⅱ형 섬유 직경은 정상군이 41.31 ㎛,

탈신경군이 32.46 ㎛, 운동군이 39.50 ㎛로 집

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3), 사후

검정결과 정상군․손상 후 운동군과 탈신경

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 직경은 정상군이

40.15 ㎛, 탈신경군이 37.35 ㎛, 운동군이

44.38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16), 사후 검정결과 손상 후 운동군과

손상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Ⅱ형 섬

유 직경은 정상군이 41.35 ㎛, 탈신경군이

38.41 ㎛, 운동군이 30.91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사후 검정결과 정

상군․탈신경군과 손상 후 운동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나. 6주 운동의 효과

가자미근의 경우 Ⅰ형 섬유의 직경은 정상

군이 45.56 ㎛, 탈신경군이 35.69 ㎛, 운동군

이 48.39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p=.000), 사후 검정결과 손상 후 운동군․

정상군과 탈신경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Ⅱ형 섬유 직경은 정상군이 47.35 ㎛, 탈신경

군이 41.29 ㎛, 운동군이 40.78 ㎛로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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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표준편차

F p post-hoc
**

정상군 탈신경군 탈신경 운동군

가자미근

Ⅰ형 섬유 직경 57.20±10.11 44.54±6.80 42.75±8.96 8.128 .002
*  

S D E

Ⅱ형 섬유 직경 41.31±4.23 32.46±5.70 39.50±6.11 7.460 .003
*  

S E D

내측 비복근

Ⅰ형 섬유 직경 40.15±5.49 37.35±6.02 44.38±3.16 4.859 .016
 

E S D

Ⅱ형 섬유 직경 41.35±3.79 38.41±7.96 30.91±4.30 9.024 .001
*  

S D E
*p<.05
**
post-hoc: S, 정상군; D, 탈신경군; E, 탈신경 운동군

표 4. 탈신경 2주 후 근섬유 직경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검정 결과 (단위: ㎛)

변인
평균±표준편차

F p post-hoc
정상군 탈신경군 탈신경 운동군

가자미근

Ⅰ형 섬유 직경 45.56±4.93 35.69±4.83 48.39±7.06 13.672 .000
*  
E S D

Ⅱ형 섬유 직경 47.35±4.13 41.29±6.24 40.78±5.88 4.421 .022  
S D E

내측 비복근

Ⅰ형 섬유 직경 46.80±5.35 44.87±3.68 47.68±4.04 1.058 .361 
E S D

Ⅱ형 섬유 직경 40.86±5.95 38.23±3.58 45.62±4.40 6.203 .006*  
E S D

*p<.05
**
post-hoc: S, 정상군;D, 탈신경군;E, 탈신경 운동군'

표 5. 탈신경 6주 후 근섬유 직경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검정 결과 (단위: ㎛)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22), 사후 검정

결과 정상군과 탈신경군․손상 후 운동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 직경은 정상군이

46.80 ㎛, 탈신경군이 44.87 ㎛, 운동군이

47.68 ㎛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Ⅱ

형 섬유 직경은 정상군이 40.86 ㎛, 탈신경군

이 38.23 ㎛, 운동군이 45.62 ㎛로 집단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6), 사후 검정결

과 손상 후 운동군과 정상군․손상군간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표 5).

다. 운동 지속기간의 효과

가자미근 Ⅰ형 섬유 직경의 변화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정상군, 탈신경

운동군, 탈신경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 기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254). 또한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작

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었다(p=.0048). 가

자미근 Ⅱ형 직경의 변화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8) 정상군과 탈신경 운동

군․탈신경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07). 그러나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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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탈신경 후 기간에 따른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의 Ⅰ형, Ⅱ형 섬유 직경의 변화

(Sh-D: sham denervation, D: denervation, D-Ex: denervation-exercise)

작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내측

비복근 Ⅰ형 직경의 변화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p=.0141) 탈신경 운동군․정상군

과 탈신경군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01). 그러나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

작용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내측

비복근 Ⅱ형 직경의 변화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간에 따른 차이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p=.0036). 또한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p=.0002).

가자미근 Ⅰ형 섬유 직경과 내측 비복근

Ⅱ형 섬유 직경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및 기간에 대한 교호작용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그림 3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가자미근 Ⅰ형의 섬유 직경이 정상

군과 탈신경군에서는 기간에 따라 감소된 반

면 손상 후 운동군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내측 비복근 Ⅱ형의 섬유 직경 역시 정상군

과 탈신경군에서는 기간에 따라 약간 감소된

반면 탈신경 운동군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간에 따른 각 집단간 근섬유 직경

의 증감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Ⅳ. 고찰

말초신경의 병변 및 손상으로 근육에 대한

신경지배(neural innervation)가 차단되면 근

육에서 탈신경 위축(denervation atrophy)이

특징적으로 발달되는데, 탈신경근은 손상 후

2～3주까지 급속히 위축되다가 신경재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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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F SS MS F p
*

post-hoc
**

가자미근

Ⅰ형 섬유 직경

집단 2 1269.99 634.99 14.68 .0001
*   

S E D

기간 1 367.43 367.43 5.60 .0254*

집단×기간 2 860.89 430.44 6.56 .0048*

Ⅱ형 섬유 직경

집단 2 559.02 279.51 9.36 .0008*  
S E D

기간 1 434.81 434.81 14.65 .0007*

집단×기간 2 145.59 72.79 2.45 .1051

내측 비복근

Ⅰ형 섬유 직경

집단 2 242.06 121.03 5.01 .0141
*  

E S D

기간 1 488.26 488.26 23.38 .0001
*

집단×기간 2 47.16 23.58 1.13 .3380

Ⅱ형 섬유 직경

집단 2 105.26 52.63 2.34 .1153

기간 1 328.16 328.16 10.18 .0036*

집단×기간 2 754.85 377.42 11.70 .0002
*

*p<.05
**
post-hoc: S, 정상군; D, 탈신경군; E, 탈신경 운동군

표 6. Ⅰ형, Ⅱ형 근섬유 직경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neural reinnervation)가 이루어지면서 서서

히 회복된다(Badke 등, 1989; Herbison 등,

1973a, 1973b).

탈신경 위축이 일어나는 기전은 근육이 탈

신경되면 혈관 수축성의 마비가 동반되며 그

로 인해 혈관 내 울혈, 응혈, 또는 혈전이 생

기게 되고 이로써 근육에 영양장애가 생겨 근

위축이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된다(Sunderland,

1978). 또는 신경영양적 영향(neurotrophic

influence)이 단절된 탈신경근은 효율적인 대

사조절이 어렵고 그에 따라 형태학적, 화학적

특성 및 외부자극에 대한 적응 능력이 변하

게 되며, 결국 이러한 대사 장애가 탈신경 위

축을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이재

형과 이경로, 1990). 한편 Stockert(1995)는

탈신경에 따른 근수축 기능의 상실을 직접적

인 탈신경 위축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탈신경근은 근무게와 근섬유 직경이 감소

되는 등 조직계측학적으로 특징적인 위축 소

견을 보인다. Savolainen 등(1988)은 좌골신

경 손상을 유발한 쥐에서 비복근의 무게가 1

주 후 31%, 3주 후 66% 감소했음을 보고하

였으며, 이재형과 이경로(1990)는 좌골신경

압좌손상 4주 후 비복근의 무게가 60.19% 감

소했다고 보고하였다. Sunderland(1990)는 위

축근의 근무게가 탈신경 29일에 30%, 60일에

50～60%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탈신경근의

무게 감소의 원인을 Elliott와 Thomson(1963)

은 탈신경 후 당원합성(glycogen synthesis)

에 관련된 효소계의 장애로 인하여 당원이

소실되면 당원의 단백질 절약 작용(protein-

sparing action of glycogen)의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단백질 소실의 원인

이 되고 다시 단백질 소실은 근무게 감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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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흰쥐의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의 상대근

무게가 좌골신경 압좌손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는데, 가자미근의 경우 손상 2주 후

45.54%, 6주 후 38.98% 감소하였으며, 내측

비복근의 경우 손상 2주 후 51.99%, 6주 후

36.57% 감소하였다. 연구자마다 탈신경에 따

른 근무게 위축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

는 신경손상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유주용과 김희순(1980)은 흰쥐의 좌골신경

을 절단하고 전경골근의 섬유 직경을 계측하

여 정상측과 비교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경 감소가 현저해져 5주 후에는 50%

정도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압

좌 손상에 의한 신경지배의 상실은 가자미근

과 내측 비복근의 근섬유 직경을 감소시켰다.

즉 탈신경 2주에 가자미근의 Ⅰ형 섬유는

22.14%, Ⅱ형 섬유는 21.43% 감소되었으며,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는 6.98%, Ⅱ형 섬

유는 7.11% 감소되었다. 그리고 탈신경 6주

에 가자미근의 Ⅰ형 섬유는 21.67%, Ⅱ형 섬

유는 12.80% 감소되었으며,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는 4.13%, Ⅱ형 섬유는 6.44% 감소

되었다. 이로써 탈신경으로 지근인 가자미근

이 더 크게 위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근이 속근보다 신경영양 인자

(neurotrophic factors)나 신경조절인자(neuro-

regulatory factors)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탈신경시 지근이 더 크게 변화한다고 보

고한 Eisen 등(1973)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고

양이에서 좌골신경 절단으로 가자미근과 비복

근의 탈신경 위축을 관찰한 결과 속근이 비복

근, 특히 Ⅱ형 섬유의 위축이 크게 나타났다

고 보고한 Engel 등(1966)의 보고와는 상반

된 결과였다.

근섬유 원래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주 적은 시간, 최소의 수축력이라도

발생시켜야만 하는데(Dobkin, 1996), 일반적

으로 근육 신장이 탈신경이나 고정 후 근위

축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nkeny

등, 1983; Irintchev 등, 1991; Lieber 등,

1988). 따라서 임상에서 탈신경근 회복을 위

한 치료는 지속적인 근수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전기자극이나 운동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

지 고정, 후지 체공, 건절제, 및 신경 손상 등

근위축을 유발하는 다양한 조건을 인위적으

로 제공하고 전기자극 또는 운동 등 여러 가

지 치료 양식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탈신경근에 대한 임상적

적용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좌골신경이 손상된 후에도 흰쥐의 둔부 근

육들(hip muscles)에 대한 신경지배는 잔존하

여 고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므로, 신경손상

직후부터 하지 운동이 가능하며 운동시 탈신

경근이 신장(stretch)되어 운동의 영향을 받

게 된다(Irintchev 등, 1990, 1991). Irintchev

등(1987)은 흰쥐의 우측 경골신경을 절단하여

자발적인 런닝-휠을 적용한 후 가자미근, 전

경골근, 장지신근의 횡단면을 관찰하였는데,

신경절단의 처음 1～2일을 제외하고는 운동

수행력이 정상 쥐와 차이나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도 좌골신경 손상 1일 후부터 트레드

밀 운동을 실시하였는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운동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Irintchev 등(1991)은 런닝-휠을 이용한 지

구성 운동이 축삭 절단으로 손상된 가자미근

의 무게를 36% 증가시킴으로써 위축을 방지

한 반면 속근인 장지신근은 16% 무게 감소

가 초래되어 반대의 효과를 내었다고 보고하

였으며, Jaweed 등(1974)은 탈신경 24시간

후 5일 동안 하루 1시간의 수영이 가자미근

과 족저근의 상대근 무게를 각각 52%, 20%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운동이 위축근 섬유 직

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Herbison 등(1973a)은

탈신경 2주후 2주간의 운동이 가자미근의 섬

유 직경은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나, 족저근의

섬유 직경은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트레드밀 운동으로 탈신경 가

자미근의 상대근 무게는 21.15%, 내측 비복

근의 상대근 무게는 5.19% 증가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Jaweed 등(1974)과 유사한 결과로

적근 가자미근과 속근 내측 비복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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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사용된 운동의 유형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며, 본 운동유형에서 적근인 가자미근

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운동 적용시기 및 근육에 따라 근

섬유 직경이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여 운동의

효과를 해석하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해석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탈신

경 2주 운동은 가자미근의 Ⅱ형, 내측 비복근

의 Ⅰ형에서, 탈신경 6주 운동은 가자미근의

Ⅰ형, 내측 비복근의 Ⅱ형에서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의 지속

기간에 따른 효과는 탈신경 후 2주 운동보다

는 6주 운동으로 내측 비복근의 상대근무게

와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Ⅰ형과 Ⅱ형 섬

유의 직경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탈

신경 후 운동기간이 장기화될수록 탈신경 위

축의 회복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임상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

로 인해 말초신경 손상 환자에 대한 운동적

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결과에

미루어 탈신경 초기에 운동을 적용한다면 하

지의 운동성과 사용이 좀더 보존되어 근위축

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손상 후

회복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탈신경

기 동안 운동한 집단에서 운동이 효과적이었

던 반면, 탈신경 2주 후 신경재지배기 동안

운동한 집단에서는 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하

였던 Irintchev 등(1990)의 연구에서도 뒷받

침된다. 또한 편성범(1998)도 신경 손상 직후

탈신경기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손상 후

근력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신경재

생이 시작되는 시기에 과도한 운동을 시작하

는 것은 근 기능의 회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저강도의 트레드밀 운동이 좌골

신경이 손상된 흰쥐의 가자미근과 내측비복

근의 위축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탈신경 2주, 6주 동안 저강도의 트레드밀 운

동을 적용시킨 후 근 무게 및 근섬유 직경을

계측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탈신경으로 근 무게가 감소하였다. 즉

가자미근은 탈신경 2주 후 45.54%, 6주

후 38.98% 감소하였으며, 내측 비복근

은 탈신경 2주 후 52%, 6주 후 36.6%

감소하였다. 운동으로 가자미근과 내측

비복근 무게의 감소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 무게에 대한 운동 지속기간

의 효과는 없었다.

2. 탈신경으로 근섬유 직경이 감소하였다.

즉 탈신경 2주 후 가자미근의 Ⅰ형 섬

유는 22.14%, Ⅱ형 섬유는 21.43% 감소

되었으며,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는

6.98%, Ⅱ형 섬유는 7.11% 감소되었다.

탈신경 6주 후 가자미근의 Ⅰ형 섬유는

21.67%, Ⅱ형 섬유는 12.80% 감소되었

으며,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는

4.13%, Ⅱ형 섬유는 6.44% 감소되었다.

탈신경근에 대한 운동 적용시 근육의

종류 및 적용기간에 따라 근섬유 직경

의 증감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탈신경 2주 운동으로 가자미근의 Ⅱ형,

내측 비복근의 Ⅰ형 섬유의 직경은 감

소가 지연되었으나, 가자미근의 Ⅰ형과

내측 비복근의 Ⅱ형 섬유 직경은 오히

려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6주 운동으로

가자미근의 Ⅰ형과 내측 비복근의 Ⅱ형

섬유가 비대하였다. 2주 운동보다는 6주

운동으로 탈신경근의 섬유 직경이 크게

증가하여 운동 지속기간의 차이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저강도 트레드밀 운동은 근

무게와 근섬유 직경의 감소를 지연시켜 탈신

경 위축을 방지하였다. 또한 속근과 지근이라

는 근육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 사용된 운

동의 효과가 달라졌다. 따라서 탈신경근에 대

한 재활 전략을 계획할 때는 탈신경된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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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운동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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