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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c 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 bone density is decreased by disturbance of bone
remodelling due to lack of normal weight bearing and muscle contraction through
physical activity . Loss of bone density cause fracture, delays treatment with
immobilization , and leads to functional limitation. T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bone mineral density of lumbar spine in children with spastic
quadriplegia and diplegia. Six spastic quadriplegia and 14 spastic diplegia w ere
evaluated in this study. QDR 4500 X- ray densitometer was used to measure bone
density at lumbar spine (L1∼L4).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howed lower bone
density than that of normal children. Bone density in children with spastic
quadriplegia and diplegia was - 1.812±.962, - 1.519±.935, respectively . However , there
w 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ne density betw een children with spastic
quadriplegia and diplegia. T here w 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ne density
relation to motor development level, height , and weight .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the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loss of bone density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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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뼈는 성인의 뼈에 비

해서 조밀도가 떨어지고 다공성이어서 압력

과 장력긴장 모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유

전, 영양, 일반적 건강, 호르몬과 같은 요소들

이 골성장에 영향을 미치며(Hensinger와

Jones, 1981), 발달하고 있는 뼈에 가해지는

유전형질과 역학적 스트레스가 성숙골의 모

양, 크기,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매일 가해지는 역학적 스트레스, 기능적 활동

과 운동은 골격계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형

태를 성취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Cech와 Martin, 1995). 아동기의 골질량은 연

령, 체중, 사춘기에 따라 증가하는데(Southard

등, 1991) 선천적 문제나 아동기에 발생한 질

병은 골무기질 침착의 복잡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orbes, 1988; Lowrey , 1998).

뇌성마비의 경우 관절주위 근활동의 불균

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골격 발달이 일어나

게 되며 성장지연, 골감소증, 잦은 골절 등의

주요 신진대사적 골질환을 보인다. 뇌성마비

의 골무기질화 결손의 잠재적 원인으로는 신

체활동의 비정상(Stallings 등, 1993a), 영양불

량(Krick과 Van Duyn MAS, 1984; Evers

등, 1991; Stallings 등, 1993b), 항경련제(서

용배, 1991; Hahn 등, 1975; Lidgren 등,

1979; Morijiri 등, 1981), 수술처치 이후의 고

정기간, 비타민 D 부족(Jekovec- Vrhovsek

등, 2000; Sherk 등, 1977), 근활동의 불균형,

중력에 대항하는 운동의 부족(Abramson,

1948; KrØlner와 T oft , 1983) 등이 있다

(Henderson, Lin과 Greene, 1995).

뇌성마비의 경우 신체활동을 통해 획득되

는 정상적인 체중부하와 근수축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골재형성이 방해되어 골밀도가 감

소하게 된다. 정상적인 역학적 부하를 견디기

위해 골강도의 40%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골질량이 활동하는

동안 신체를 지지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순간

적인 골절이 초래될 수 있다(Mackinnon ,

1988). 경직성 뇌성마비아동의 골절율을 정상

아와 비교한 논문에서(Henderson, 1997), 외

상을 일으키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

적인 생활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아의 골

절율과 유사했다. 경직성 뇌성마비아의 골절

은 대부분 앉은 자세로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외상이나 보호자가 인식할만

한 특별한 외상적 사고 없이 발생했다. 이것

은 외재적 요인에 의한 보호작용이 그 뼈의

내재적 취약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골밀

도의 감소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경직성 뇌성마비아에게 있어 쉽게 골절을 초

래하는 원인이 되고(Henderson , 1997; Lee와

Lyne, 1990; Mclvor와 Samilson , 1966;

T olman 등, 1975),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고정

으로 치료를 지연하고 기능제한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직성 사지마비는 상하지 및 전신의 근긴

장이 증가된 상태로 기능적 협응적 움직임에

제한이 크며, 양하지 마비는 하지의 근긴장이

증가된 상태로 하지의 기능제한이 두드러진

다. 일반적으로 경직성 사지마비와 양하지 마

비 모두 근긴장이 증가되어있으나 근긴장도

의 분포상 하복부의 근긴장도는 오히려 저하

되어 있다. 이러한 근긴장도 저하 역시 다양

한 요인들과 함께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경직성 양하지 마비

아동과 사지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요추부 골

밀도를 분석하고 신장, 체중 그리고 운동수준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연 구방법

1 . 연 구 대 상

무정위나 실조형의 주요 특징이 없는 경직

성 뇌성마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호

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지원을 희망

하는 사지마비 6명, 양하지 마비 14명으로 시

행하였다.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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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제한함으로써 변수요인을 통제하고자 하

였다. 성장호르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대

상자의 연령을 만 4세에서 10세 사이로 하였

으며, 항경련제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않고 측정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로 하

였다. 이외에도 측정부위에 이전의 골절 경험

이 없고, 정형외과적인 수술처치를 받지 않은

경우, 측정부위에 금속내 고정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적절한 측정자세를 취하기 위해 고관

절 굴곡구축이 30°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 골 밀 도 측 정

골밀도 측정은 이중에너지 방사선 골밀도

촬영기구인 QDR 4500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

(Dual- energy X- ray absorptiometry), (Holo-

gic inc, Waltham, 1996)로 측정하였다. 이것

은 골질함량과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X- 선

튜브에 의해 생산된 두개의 다른 방사선 에너

지를 사용한다. 표준작동 상태에서 방사능 노

출은 35 mR 이하로 표준 흉부 X- 선의 노출량

과 유사하며, 측정이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며

촬영시간이 짧아서 아이들의 골밀도를 평가하

는데 유용하다(Southard 등, 1991).

측정하기 전에 대상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근긴장을 완화시킨

이후 측정하였다. 측정시 정확한 측정자세를

위해 받침대를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나 보조자로 하여금 아동의 자세를 유

지하고 진정시키도록 하였다. 요추부 측정 시

아동은 머리를 똑바로 하고 바로 누운자세로

하퇴 아래에 받침대를 두어서 대퇴가 최대한

수직이 되게 하여 요추전만을 감소시켰다.

L1에서 L4까지의 요추부 측정값이 나이와

성별에 맞는 기준점수(Z- 점수)로 제시되며, Z

점수는 표준편차와 백분율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 1.0의 Z점수는 골밀도가 정상보다 1

표준편차 이하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편차 Z점수를 이용하였다.

3 . 분 석 방 법

통계자료의 분석은 SPSS/ Win (version

10.0)을 이용하였다.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과

양하지 마비 아동의 운동수준과 요추부 Z- 점

수를 각각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

을 적용하였으며 운동수준에 따른 요추부 Z-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적용

하였다. 신장 및 체중과 요추부 Z-점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 결과

1 . 경 직 성 사 지 마 비 와 양 하 지 마 비 의 운

동 수 준 비 교

운동수준은 요추부에 적절한 긴장을 가할

수 있는 앉기 자세를 기준으로 하여 앉을 수

없음=1 , 앉기=2 , 서기=3 , 걷기=4 로 구분하

였다. 앉기 에는 앉혀두면 앉아있기와 혼자 앉

기가 포함되며, 그 이하의 운동수준은 앉을

수 없음 에 포함되었다. 서기 에는 잡고 일어

서기와 독립적 일어서기가 포함되며, 걷기 에

는 잡고 걷기 이상의 운동수준이 포함되었다.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운동수준이 평균

2.17±1.47로 양하지 마비 아동의 운동수준

3.07±.92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05),(표 1).

2 . 경 직 성 사 지 마 비 와 양 하 지 마 비 의 요

표 1. Motor level in children with spastic quadriplegia and diplegia

T ype Mean±SD t p

Spastic quadriplegia 2.17±1.47
1.686 .109

Spastic diplegia 3.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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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 Z- 점 수 비 교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요추부(L1- L4) 골

밀도 Z- 점수 평균은 - 1.812±.962로 나타났으

며, 양하지 마비 아동의 요추부 골밀도 Z- 점

수 평균은 - 1.519±.935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정상보다 1 표준편차 이상 골밀도가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하지 마비와 비

교했을 때 사지마비인 경우 요추부 골밀도가

보다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05),(표 2).

3 . 운 동 수 준 에 따 른 요 추 부 Z- 점 수

운동수준에 따른 요추부 골밀도 Z- 점수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운동수준별 요추

부 골밀도 Z-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 .05),(표 3).

요추부 골밀도 Z- 점수는 20명의 대상자 총

평균 점수가 - 1.607 이었다. 운동수준에 따른

Z- 점수는 걷기 의 경우 - 1.381, 서기 의 경우

- 1.438, 앉기 의 경우 - 1.687, 앉을 수 없음 의

경우 - 2.195로 대상자의 운동수준이 낮을수록

그림 1. Z- score of lumbar spine with motor level

표 2. Z- score of lumbar spine in children with spastic quadriplegia and diplegia

T ype Mean±SD t p

Spastic quadriplegia - 1.812±.962
.636 .533

Spastic diplegia - 1.519±.935

표 3 . Z- score of lumbar spine according to motor lev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

Between groups 1.929 3 .643 .713 .558

Within groups 14.422 16 .91

T otal 16.35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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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특히 앉을 수 없는 경우는 정

상적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골밀도가 2 표준

편차 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

4 . 신 장 및 체 중 과 요 추 부 골 밀 도 Z- 점

수 의 관 계

신장 및 체중과 요추부 골밀도 Z- 점수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경직성

사지마비아동과 양하지 마비 아동의 요추부

골밀도는 신장 및 체중과 통계적으로 관련성

이 없었다(p> .05),(표 4).

Ⅳ . 고찰

골은 유아기로부터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20세에서 30세 경에 최대 골질량을 획득하고

골형성과 흡수는 35세에서 40세까지 균형을

이룬다. 그 이후 골흡수가 골형성보다 더 빠

르게 진행되어 골질은 감소하게 된다. 성장하

는 동안 획득된 골질함량은 성인기 최대 골

질량의 근간이 되고 장래의 골격저항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아의

경우는 골의 비정상적인 무기질 침착과 근질

량의 감소, 근육의 불균형과 수축의 비정상적

패턴으로 효과적인 무기질 침착을 자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골에 가하게 되고 다양한

수술처치 이후의 고정기간과 영양불량, 저칼

슘, 항경련제의 복용 등도 골밀도를 감소시키

는 요인이 된다. 경직성 뇌성마비아의 경우

근긴장과 경직으로 인해 골에 가해지는 역학

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으나 수의적 조절

불량은 사용을 감소시켜 오히려 역학적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게 된다(Lin와 Henserson,

1996). 따라서 경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낮은

골밀도는 일반적이며 골밀도는 나이가 증가

함에 따라 정상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

근골격계의 성장효과는 긍정적, 부정적일

수 있는데 뇌성마비아와 같은 경우 성장자체

가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 경직과 근육의 불

균형이 점차 출생시 정상이었던 골과 관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다(Hensinger와 Jones,

1982). 뿐만 아니라 항중력적인 동작의 어려

움과 자신의 체중이동을 조절하는데 대한 어

려움 때문에 근골격계내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Styer - Acevedo, 1994). 중추신경계, 수

의근, 신체활동, 신체습관의 비정상으로 인해

경직성 사지마비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할 잠

재요인들이 많다(Stallings 등, 1993a).

골량의 감소는 생화학적으로 골의 교원질

또는 무기질의 형성결핍으로 인해 발생하거

나 골수의 증식으로 발생하는데 아마도 골세

포 활동의 변화 즉, 골아세포(osteoblast ) 활동

의 감소, 파골세포(osteoclast ) 활동의 증가,

또는 이 양자간의 음성 불균형(negative bone

balance)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뇌성마비의

골감소증에 대한 원인으로는 직접적 신경병

리적 영향과 직접적 역학적 요인이 있다. 전

자는 경직성 근육에서 무기질 침착을 방해하

는 화학적 요인을 방출할 것이라는 가정이며,

후자는 무용성과 의미 있는 동작의 부족이 근

질량을 감소시키고 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를 감소시켜 골무기질 침착에 대한 자극이 감

소한다는 것이다(Lin와 Henderson, 1996). 무

표 4 . Correlation of Z- score of lumbar spine and height and weight

Pearson correlation p

Height
.027 .910

Z- score of lumbar spine

Weight
.045 .851

Z- score of lumbar s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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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골다공증(disuse osteoporosis )이란 근육

의 비활동과 체중부하 감소로 인해 골량이 감

소함을 의미하는데 임상적으로 장기간 고정,

중추신경계, 척수 혹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

한 근육마비, 관절이나 근육질환에 의한 근육

비활동, 무중력 등에 의해 초래된다.

몇몇 연구자들(Geiser 등, 1958; Gillespie,

1954; Kharmosh와 Saville, 1965; Landry와

Fleisch, 1964; Walton 등, 1954)은 동물실험

에서 근력소실에 의해 골소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토끼모델에서 Geiser와 T rueta

(1958)는 근력이 체중부하력 보다 더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Lin과 Henderson

(1996)은 체중부하가 신경학적 손상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킨다고 한다.

골밀도 검사에 있어서 척추는 지주골의 구

성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측하는데 적합하다.

특히 요추는 늑골 및 골반 등이 같이 측정되

는 경우가 적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서

동원 등, 1995). Henderson (1995)의 연구에 의

하면, 요추에서 경직성 양마비와 편마비의 평

균 골밀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사지마비

그룹보다 골밀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한다. 이

것은 본 연구에서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요

추부 골밀도가 양하지 마비 아동의 골밀도보

다 낮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운동수

준에 따른 요추부 골밀도를 조사했을 때, 앉

을 수 없는 경우가 2 표준편차 이하로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운동수

준이 앉기, 서기, 걷기로 양호해질수록 상대적

인 골밀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Borner

등(1988)에 따르면 평균 골질량의 함량보다 2

표준편차 이하로 떨어질 때 골다공증이 있다

라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 앉을 수

없는 경우, 요추부에 가해지는 긴장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부분의 이전 논문에서 신장과 체중은 골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

으나 본 논문에서 신장과 체중은 요추부 골

밀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매일의 역학적인 스트레스, 기능적 활동,

운동은 골격계가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성취

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경직성 뇌

성마비 아동의 경우 골밀도 감소로 골절의

발생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한 이차적인 기능

제한이 우려된다. 따라서 뇌성마비와 관련해

서 골밀도 소실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차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접근을

고려해가야 할 것이다.

Ⅴ . 결론

본 연구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 6명과 양하지 마비 아동 14명

을 대상으로 요추부 골밀도를 측정 분석하였

다.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의 운동수준이 양하

지마비 아동의 운동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요추부

(L1∼L4) 골밀도 Z- 점수 평균의 경우, 두 군

모두 정상보다 1 표준편차 이상 골밀도가 낮

았다. 양하지 마비(- 1.519±.935)와 비교했을

때 사지마비인 경우 요추부 골밀도(- 1.812

±.962)가 보다 더 감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운동수준에 따른 요추부 골밀도 Z- 점수의 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운동수준별 요추부

골밀도 Z-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걷기(- 1.381), 서기(- 1.438),

앉기(- 1.687), 앉을 수 없음(- 2.195)으로 대상

자의 운동수준이 낮아질수록 골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장 및 체중과 요추

부 골밀도 Z-점수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경직성 사지마비 아동

과 양하지 마비 아동의 요추부 골밀도를 알

아보고 운동수준 및 신장, 체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정상아동에 비해 골밀도가 낮았다. 앞으로 골

밀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방

법 및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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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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