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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ronic ambulatory hemiplegic patients, structural changes might be developed at both ankles possibly

due to unequal and repetitive weight bearing on tendons and ligaments. We examined ankles by sonography

to find out structural changes of tendons and ligaments of both ankles in ambulatory hemiplegic patients.

Nineteen ambulatory hemiplegic patients over 1 year were included as study subjects. All subjects had no

previous trauma or disease history in their ankle joints and they were able to walk independently or with

supervision but had spastic ankles with equinovarus tendency. We examined both ankle joints by sonography

to see joint effusion and measure width, thickness, and area of tendons of the tibialis anterior, tibialis poste-

rior, and Achilles, and also ligaments of the anterior talofibular and calcaneofibular. We compared sonographic

features of the hemi-side ankle with the sound-side ank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emi-side and sound-side ankles in almost all measured parameters of tendons and ligaments. However, the

width of the hemi-side tibialis posterior tendon (7.24±1.52 ㎜) was narrower than the sound-side tendon

(8.61±1.37 ㎜). With the amount of active joint motion and weight bearing possibly preventing ligament and

tendon atrophy even though marked weakness, spasticity occurred during the chronic hemipleg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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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뇌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근력 약화,

경직, 비정상적인 보행 경향을 보이며, 또한 synergistic

움직임과 같은 상위운동신경 징후를 보인다(Chen 등,

2003; Richards 등, 2003). 편측의 하지 마비는 환자가

건측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경향이 생겨서 비대칭적이고

단절된 편마비 보행을 하게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행은 양측 하지의 생역학적인 영향을 끼쳐서 근육,

힘줄, 인대 및 연부조직의 손상 및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Chen 등, 2003; Richards 등, 2003).

족관절의 경직성 과항진은 뇌경색 이후 발생하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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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족관절의 경

직성 과항진은 반사적, 비반사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

하여 뇌경색 환자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

러 연구에서 경직의 정도에 따른 수동적 구성물의 생역학

적 변화는 족관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뇌경색 환자의 환측 족관절의 생역학적 변화

를 정확하게 검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Lamontagne 등, 2000; Siegler등, 1984; Tardieu 등, 1989).

최근에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상태 평가를 위하여

초음파 영상 진단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초

음파의 장점은 자기 공명 영상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

고 동적인 검사가 가능하며, 근육, 인대, 그리고 관절 주

변 조직의 해상도가 자기 공명 영상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으며,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도 없다(van Holsbeeck과

Introcaso, 2001).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기계 부하에

대한 골격근 의 적응성을 연구하였는데, 근육의 불용

(disuse)은 근위축과 근섬유의 길이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Bleakney와 Maffulli, 2002; Reeves 등, 2004; 2005).

이러한 사실로 뇌성 마비 환자에서 환측의 하지의 근섬

유 단축 및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ao 등(2009)은 초음파를 사용하여 뇌졸증 환자의 환

측 내측 장딴지근 생역학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를 검사

하였는데,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근육 다발의 길이와 우

상각(pennation angle)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Mohagheghi 등(2007)은 뇌성 마비 환아의 환측 장딴지

근육을 건측 과 비교 하였을 때 근육 다발의 길이 및

근육의 두께가 줄어 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뇌혈관 사고 후에 환측 하지의 경직, 관절 강직,

근 위약에 의한 근육의 생역학적 변화의 기전의 연구에

도움을 주어 뇌손상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행 가능한 편마비 환자의 발목 주변의 힘줄

과 인대의 너비, 두께, 면적을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하여

건측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환측이 건측에 비하여 인대 및 힘줄의

너비, 두께, 면적이 작거나, 얇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

활의학과 외래에 내원하는 편마비 환자 중 치료실에서 최

소 50 ｍ 이상 보행이 가능하며, 적어도 발병 후 1년이 지

나고, 환측의 족관절에 경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

환자 수는 19명이었다. 과거력 상에 발목 관절에 골절과

인대 파열 등의 사고에 의한 손상을 받은 경우와 Modified

Ashworth Scale(MAS)을 이용하여 측정한 족관절의 경직

성이 2단계 미만인 환자 경우에서는 제외 시켰다.

2. 초음파 검사2)

초음파 검사 기기는 ACCUVIX XQ®
1)
을 사용하였고,

3∼10 ㎒ 주파수의 고해상 선형 탐침(linear probe)으로

검사하였고, 검사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

골격계 초음파에 숙달된 1인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모든

환자를 검사하였다. 근골격계 초음파를 이용하여 횡단

면으로 전경골근 힘줄, 후경골근 힘줄, 아킬레스 힘줄의

너비, 면적을 측정하였고, 종단면에서는 두께를 측정하

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를 측정

하여 각각을 편측 및 건측을 비교하였다.

전경골근 힘줄을 측정 시에는 환자가 앉은 자세로 무

릎을 45도 굽혀 발바닥이 검사 테이블에 붙게 한 상태에

서 시행하였다. 전경골근 힘줄의 측정시 횡단면과 종단면

의 화면을 통하여 근육인대 접합부에서 아래부터 뼈 부착

부위(bony insertion)까지 확인하여 횡단면에서 가장 넓고,

큰 부위를 찾아서 너비, 면적을 측정하고, 종단면에서 가

장 두꺼운 부위를 찾아서 두께를 측정하였다(그림 1).

후경골근 힘줄을 측정 시에는 앉은 자세로 발을 검사

대 모서리에 걸쳐놓고 족저 굴곡(plantar flexed)상태에서

약간 외측으로 회전 시켜서 시행하였고, 아킬레스 힘줄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로 발을 검사대의 모서리 위에 자

유롭게 걸쳐서 시행하였다. 모두에서 너비, 두께, 면적을

측정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였다(그림 2)(그림 3).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를 측정시에는 환자가 앉

은 상태에서 무릎을 45도 굽혀 발바닥이 검사 테이블에

편평(flat)하게 놓은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모든 족관절

의 각도는 중립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위와 같이 측정

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였다(그림 4)(그림 5).

3. 통계분석

전경골근 힘줄, 아킬레스 힘줄, 후경골근 힘줄 그리고 전

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너비, 두께, 면적을 건측과 환측

을 비교하기 위하여 짝 비교 t-검정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1) ACCUVIX XQ®, Medison, Hongchu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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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거골

그림 1. 종단면에서 전경골근(화살표)의 두께(화살촉).

경골의 내측

복사

그림 2. 횡단면에서 후경골근의 너비 (흰 화

살표)와 면적(타원형).

Kager씨 지방층

그림 3. 종단면에서 Kager씨 지방층 부위

아킬레스 힘줄의 두께(화살표).

비골의 외측

복사

거골

그림 4. 종단면에서 전방거비인대의 두께(화

살표).

종골

그림 5. 종단면에서 종비 인대의 두께(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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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결과 환측 건측 p

전경골근-너비(㎜) 7.74±1.53
a

7.75±1.47 .88

두께(㎜) 2.55±.29 2.59±.49 .78

면적(㎟) 17.09±4.76 15.27±3.58 .33

후경골근-너비(㎜) 7.24±1.52 8.61±1.37 <.05

두께(㎜) 3.31±.51 3.30±.54 .90

면적(㎟) 21.03±5.48 21.62±4.29 .56

아킬레스 힘줄-너비(㎜) 16.96±2.31 16.78±2.29 .80

두께(㎜) 5.04±.83 4.99±.96 .56

면적(㎟) 66.96±15.12 63.22±10.81 .27

전방거비인대-너비(㎜) 6.49±1.28 6.83±1.29 .16

두께(㎜) 2.55±.39 2.49±.42 .47

면적(㎟) 12.73±3.11 13.02±2.98 .47

종비인대-너비(㎜) 6.57±1.25 6.43±1.32 .36

두께(㎜) 2.30±.42 2.28±.68 .27

면적(㎟) 14.18±.79 12.35±3.10 .16
a평균±표준편차.

표 1. 족관절의 인대 와 힘줄의 환측과 건측의 초음파 비교 (N=19)

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AS Enterprise Guide

4.1(4.1.0.471)이 사용되었으며, 유의 수준은 α=.05로 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의 평균 연령은 57.9±12.4세, 체중은 69.4±11.2

㎏, 키는 164±8.2 ㎝이었고, 족관절의 경직은 MAS로

측정 시 평균 2.38±.42이었다. 총 19명의 환자 중에 남자

는 12명, 여자는 7명이었으며, 발병 원인은 뇌경색 14명,

뇌출혈 5명이고, 좌측 편마비는 10명, 우측은 9명이었다.

2. 건측과 편측의 인대와 힘줄 초음파 결과

비교

초음파 측정한 전경골근 힘줄 과 아킬레스 힘줄의

너비, 두께 및 면적 그리고 후경골근 힘줄의 두께 및

면적에서 편측 및 건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너비, 두께

및 면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후경골근 힘줄의 너비에서는 편측 7.24±1.52

㎜, 건측 8.61±1.37 ㎜으로 편측에서 좁은 것으로 통계

적 유의성을 보였다(표 1)(p<.05).

Ⅳ. 고찰

경직, 관절 강직 그리고 근 위약 등의 증상은 뇌혈관

손상 이후에 발생할 우 있으며, 이로 인한 기능 장애와

근골격계의 구조적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편마비 환자의 긴장 항진(hypertonia)과 근위약 등이

근육, 힘줄, 인대의 구성 요소의 구조적, 생역학적 변화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Chung 등, 2004; Harlaar 등, 2000; Vattanasilp 등,

2000). 근긴장은 반사와 무반사적 변화에 의하여 결정

되며, 수동적 관절과 근 강직과 동반되어 나타난다

(Singer 등, 2001). 경직성 하지에서 족관절의 과항진이

족굴과 관련된 근육의 생역학적 구성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변화를 대해서 정확한 밝혀지지 않았다

(Harlaar 등, 2000; Katz 등, 1989).

최근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성마비와 뇌혈관 손상에

의한 편마비 환자의 환측 근육, 인대의 기능 및 구조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Gao 등, 2009; Li 등,

2007; Mohagheghi 등, 2007; Shortland 등, 2001).

Mohagheghi 등(2007)은 뇌성 마비 편마비 환아의 건측

과 환측의 장딴지근의 근육 다발의 길이와 근육 두께를

비교 하였는데, 환측이 건측에 비하여 각각 18%, 20%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근육 다발의 길이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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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측에 물리적 하중이 감소되어 연속 근육 섬유원마디

(serial sarcomere)의 숫자가 감소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근육 두께의 감소는 환측 근위축에 의한 것이

다. Gao 등(2009)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뇌경색 환자군

과 정상 대조군의 장딴지근의 근육 다발 길이, 두께와

족관절의 생역학적 변화를 비교 연구 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근육 다발 길이는 짧고

두께는 얇아진다고 하였으며, 이는 족관절의 경직 및 관

절 운동 가동범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근골계 구조의 기계적 변화는 주로 근육 다발의 길이,

우상각, 근육 두께등과 같은 골격근의 구조물에서 생기

며, 근육 구조는 정상 근육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

며, 관절의 기계적 구성과 관련이 있다(Lieber와 Bodine

1993). 생역학적 모델에 기초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족

관절의 강직(stiffness)은 장딴지 근육의 단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Harlaar 등, 2000). 뇌경색 환자에서 저

항성 토크를 조절한 상태에서 내측 장딴지 근육 다발의

강직(stiffness), 배굴시 관절 강직(stiffness)과 관절 운

동 제한이 심할수록 근육 다발의 단축과 더 많은 연관

이 있다(Gao 등, 2009). 뇌경색 환자는 족굴과 관련된

근육의 단축으로 족하수가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된 메

카니즘으로 내측 장딴지근육 다발의 강직을 생각할 수

있다(Gao 등, 2009). 이러한 메카니즘은 Friden와

Lieber(2003)에 의하여 주장되었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

상적인 근육에 비하여 경직성 근육 세포가 훨씬 단축되

고, 강직된다고 보고하였다. Svantesson 등(2000)은 뇌

경색 환자에서 편측에 비하여 환측의 다리에서 근육 강

직이 심하다고 보고하면서, 족관절의 강직과 MAS 점수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Gao 등, 2009; Harlarr 등, 2000; Mohagheghi 등,

2007)는 장딴지 근육의 생역학적, 구조적 변화를 다루었

고 다른 구조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 연구는 뇌혈관 손상 후에 발생하는 경직, 근위약,

관절강직이 족관절 힘줄과 인대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끼지는지를 초음파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후경골인대의 너비를 제외 하고는 전방 거비인대, 종비인

대, 아킬레스 힘줄, 전경골근 힘줄, 그리고 후경골근 힘줄

의 면적 및 두께는 건측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이러

한 사실은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한 가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가설은 뇌혈관 손상 후에

발생한 환측의 인대 및 힘줄의 상태 변화를 다룬 연구가

거의 않아서, 환측의 인대 및 힘줄의 상태를 disuse

atrophy와 immobilization 후에 발생하는 수동적 구조물

의 생역학적, 생화학적 변화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세웠

다. Akeson 등(1987)은 immobilization후에 인대 및 힘줄

에 발생하는 생화학적 변화를 콜라겐의 합성 과 분해율

이 모두 증가하지만, 합성에 비해 분해가 상대적으로 많

아서 전체적인 mass는 10% 가량 줄어든다고 하였다. 그

리고 글리코사미노글리칸(glucosaminoglycan) 경우는 전

체적으로 20% 감소하고, 하이알루론산은 40%, 콘드로이

틴 4,6은 20%, 더마탄 황산염(dermatan sulfate)은 8% 감

소하였으며, 물의 함량은 3∼4%정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Akeson 등 1987). Klein 등(1982)은 어린 개의 뒷다리를

금속 고정물로 고정시켜 부동을 유발한 후에 12주 동안

경과 관찰을 하였는데, 인대, 반달연골(meniscus), 긴 뼈

등에서 위축이 일어난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무위 위

축과 고정을 다룬 연구 외에 Mohagheghi 등(2007)은 첨

족보행을 하는 뇌성마비 경우에 장딴지근과 족관절의 족

굴(plantar flexor)과 관련된 다른 근육, 힘줄, 족관절의

관절낭 및 인대 등을 포함한 3가지 중에 하나 이상의 구

조물이 힘줄의 단축(shortening)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측의 인대

및 힘줄이 건측에 비하여 줄어들거나 차이가 있을 것이

라고 가정하였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Klein 등(1989)은 동물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 체중

부하를 하지 않는 슬관절을 이용하여 뼈와 반달 연골

그리고 인대 등의 변화를 살펴 보았는데, 슬관절의 능

동적 운동만으로도 반달 연골 및 인대의 무위위축

(disuse atrophy)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들의 연구에 따르면 족관절의 관절 이단술을 시행하여

대퇴골의 체중 부하를 없앤 후, 슬관절에 능동적 움직

임만을 일어나게 한 경우 뼈의 위축은 발생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및 측부 인대, 반달연골의 무위 위축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관절 구축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원리는 관절을 치료 기간 동안 가능한 자

유롭게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Akeson 등, 1987).

근골격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기능적 부목, 관

절가동 운동 그리고 환자의 올바른 자세 유지에 대한

보호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Akeson 등 1987). 또한 환

자의 협조가 가능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게끔 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 의한 지

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주로

정형외과적 수술 환자들의 무위 위축에 관련된 것으로

경직성 편마비 환자들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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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연구의 대상 환자들은 MAS의 2단계 이상의

족관절 경직이 있는 상태로 내반 첨족(equinovarus) 보

행을 하며, 관절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의 제한이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50 ｍ 이상의 독립적 보행이 가능

하며, 체중 부하와 일부의 관절 운동이 가능하며, 외래

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교육을 통하여 하루에 2회 정도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가 환측의 족관절의 힘줄 및 인대의 구조적 상태를

건측과 비교하여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았는지 추

측 할 수 있다. 그 외에 후경골근 힘줄의 너비가 건측

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로

disuse에 의하여 발생한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지만,

뇌혈관 사고 후에 발생한 후경골근의 증가된 긴장도

(tone)에 의한 힘줄의 단축으로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환자가 적고,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 참고 문헌이 거의 없어 비교 연구가

될 수 없었고,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와 정상 대조군

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연구 결

과가 미약 하지만 뇌혈관 손상 후에 발생하는 하지

경직, 근위약, 관절강직에 의한 근육, 힘줄, 그리고 인

대 등의 이차적인 상태 변화와 재활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Ⅴ. 결론

뇌 혈관 손상 후 발생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편측

족관절의 후경골근 힘줄, 전경골근 힘줄, 아킬레스 힘줄과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의 너비, 두께, 넓이를 건측과 비

교하였을 때 후경골근건의 너비가 건측과 비교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너비가 좁은 것 외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편마비 환자에서 환측의 경직, 근 위약, 관

절강직이 발생하여도 보행, 체중부하가 가능하고 능동적,

수동적 관절운동을 할 수 있다면, 힘줄 및 인대의 이차적

구조적 변화를 예방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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