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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valuate of the ultrasonographic changes in hemiplegic and unaffected knee joints of hemiplegic ambulators

with recent onset stroke. Twenty patients (40 knees) with prevalence duration of 14-39 weeks (mean 24.70 weeks)

after a stroke insult were included. All participants were walking independently without leg dragging, had no previous

knee inju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condylar cartilage thickness and pes anserinous tendinopathy

(PAT) between hemiplegic and unaffected knees (p<0.0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artilage thickness of medial

condyle and lateral condyle, patellar tendinitis/bursitis, suprapatellar effusion, synovitis, joint space narrowing, and

Baker's cyst of ultrasonographic findings and x-ray findings in hemiplegic knee compared to the control except PAT

(p<0.05). In hemiplegic knee, medial or lateral condylar cartilage thickn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dy

weight, intercondylar cartilage thickness, and PAT (p<0.05). PA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runnnstrom stage

and condylar cartilage thickness (p<0.05). Knee pai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lateral condylar cartilage

thickness (p<0.1). The hemiplegic knee had more ultrasonographic abnormalities including PAT and more cartilage

thickness preservation in patient with recent onset stroke. Intraarticular sonographic findings including cartilage

thickn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xtraarticular findings including PAT and a symptom of kne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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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혈관 질환은 근력 약화, 감각 저하, 보행 장애, 조화운동

장애를 포함하여서 심각한 기능적 장애를 유발한다1). 이중 하지

의 기능 장애는 보행 도중 건측의 하지에 체중 지지가 증가하여

비대칭적이고, 불연속적인 편마비 보행을 초래한다. 양측 사지

의 생체 역학적인 변화는 연부 조직 손상이나 관절연골의 변화

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3). Segal 등4)은 마비된 손이 마비

되지 않은 손에 비해서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골관절염의 변

화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마비의 심한 정도나 근력의 손

실은 골관절염의 비대칭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하지의 골관절염 중에서 무릎관절의 침범이 노인이나 편

마비 환자들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다. 편마비 환자에서 무릎

골관절염은 관절통,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근력 손실, 종국의 운

동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따라서 골관절염의 조기 진단은 임상

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뇌졸중 환자에서도 보행훈련의 재활치료

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골관절염에서 가장 흔하게 사

용되는 진단 방법으로는 방사선적 검사이며, 임상적으로

kellgren and lawrence 기준으로 골관절염의 진단 및 정도를 판



박순아․양충용․김지희․이강근․신병철․이 인

- 540 -

단한다5). 그러나 방사선적 검사는 촬영시 방사선에 노출되며, 연

조직 구조물과 염증 등을 평가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6). 자기

공명영상은 연골, 건, 인대, 반월, 골수를 포함한 무릎의 연조직

변화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동적인

실시간 평가에 제한점을 갖는다7). 초음파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낮은 비용, 휴대의 간편성, 동적인 실시간 평가, 양측 비교의 용

이성 등의 많은 이점이 있어 무릎관절을 평가하는 가치 있는 진

단적 도구로 선호되고 있다8). 이러한 초음파 검사는 건, 측부 인

대 및 십자 인대, 반월판, 관절연골, 활액막, 윤활낭, 지방조직,

섬유질, 신경혈관 조직 등을 포함한 무릎관절의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한다9).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는 이러한 골관

절염의 진단과 경과 관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10).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무릎관절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

행한 연구로는 뇌졸중 발병 후 2주에서 9년까지의 광범위한 유

병기간을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측

의 건염, 낭염, 삼출, 관절간격 감소 등의 근골격계 변화를 기술

한 보고가 있으나, 발병 후 평균 2년 2주가 경과된 만성기 환자

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방사선 검사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11).

최근 한의학계에서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증상의 정량화 및

변증의 객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뇌졸중 발병의 초기

에 발생된 무릎관절의 변화와 일반 방사선 촬영 등을 적용한 포

괄적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최근에 뇌졸중을

경험한 편마비 환자에서 편마비측 무릎과 건측 무릎의 초음파적

인 변화를 평가하여, 뇌졸중 환자의 보행 및 재활치료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자기공명영상이나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영상의

학적으로 편측 대뇌 반구에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진단된 경우,

편측마비가 동반된 경우, 연령이 20-80세 성인인 경우, 발병 후

40주 미만인 경우, 보행시 발의 끌림 현상 없이 독립적으로 보행

이 가능한 뇌졸중 환자의 경우를 포함 하였다. 기존에 무릎관절

의 외상성 손상이나 무릎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심한 균형장애

로 보행이 어려운 경우, 외상성 뇌손상이 동반된 경우는 연구에

서 제외하였다. 보행시 지팡이, 보조기의 이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2. 연구방법

양측 무릎 중 편마비측 무릎관절을 마비측, 편마비가 발생되지

않은 쪽의 무릎관절을 건측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은 성별,

연령,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고혈압과

당뇨 등의 성인질환 등이 조사되었으며, MRC(Medical Research

Council) grade를 이용한 무릎의 굴곡/신전 근력상태, 하지의 3

대 관절의 근력을 평가하는 하지 motricity index (최고 ≤100),

신경학적 회복 정도를 위해 Brunnstrom 회복단계, 뇌졸중 발생

후 유병기간, 보조기 및 지팡이 사용 여부 등이 조사되었다. 임상

적인 접근을 위해 무릎의 통증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영상학적

방법으로는 방사선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무릎의

통증 정도는 통증의 강도를 0-10단계로 평가하는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12). 양측 무

릎관절의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골관절염의 정도를

Kellgren-Lawrence grad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는 골관

절염의 변화에 따라 0에서 4단계까지 구분되고, 4단계일수록 무

릎 골관절염이 심한 상태로 평가된다
5)

.

모든 대상자는 양측 무릎관절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

으며, 초음파기기는 SONOACE 9900 (Medison, Seoul, Republic

of Korea), 5-12 MHz 고해상 직선형 탐촉자를 이용하였다. 환자

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연골을 관찰할 수 있게 무릎을 최대한 굴

곡한 상태에서 양측 관절융기간 연골과 내측, 외측 관절융기의

연골의 두께를 평가하였다(Fig. 1-A)
13)

. 이를 이용하여 내측 융기

연골 소실비와 외측 융기 연골 소실비를 구하였다. 이는 [(융기간

연골의 두께-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융기간 연골의 두께] * 100

와 [(융기간 연골의 두께-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융기간 연골의

두께] * 100의 공식을 이용하여 각 융기에서 연골 소실비를 각각

구하였다.

무릎관절을 30도 굴곡한 자세에서 무릎 위 삼출물의 유무,

슬개건염을 검사하였고10,11,14), 슬개건과 경골사이에 슬개건낭염

을 관찰하였다14). 거위발건염은 무릎관절 내측면에서 원위부

2.5-3cm에 있는 거위발 건의 부착 부위에서 평가하였다
10,11)

. 복와

위 자세에서 장딴지근과 반막모양근 사이의 베이커 낭종의 유무

를 살펴보았다15,16). 슬개상 삼출은 탐촉자로 압축할 수 있는 무에

코 또는 저에코의 액체가 슬개상 주머니에 위치할 때로 정의하

였다(Fig. 1-B)17). 급성 슬개건염은 건이 두꺼워지고 저에코 소견

이 관찰되고, 만성 슬개건염은 건이 두껍고 이질성의 저에코 소

견을 보이게 된다. 성인에서 정상 슬개건의 최대 두께는 약 4~5

mm, 너비는 약 20-25 mm이며, 슬개건염은 슬개건의 두께가 5

mm이상의 슬개건 비후를 보일 때로 정의하였고(Fig. 1-C), 슬개

건낭염은 슬개건주변에 저에코성 또는 무에코성 액체 저류가 발

생된 경우로 정의하였다17). 거위발건병증 즉, 거위발건염이나 거

위발낭염의 동반은 거위발건에 정상 섬유원성 에코질감의 비후

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거위발건 주변에 저에코성 또는 무에코

성 액체 저류가 발생된 경우로 각각 정의하였다(Fig. 1-D)18). 윤

활낭염은 2 mm 또는 그 이상의 국한된 저에코 또는 무에코의

관절액의 수집으로 정의하였다
19)

. 베이커 낭종은 오금 공간에서

최소 1 cm × 1 cm으로 보이는 저에코의 종물로 정의하였다11).

관절 간격의 협소(Joint space narrowing)는 골관절염의 연골소

견으로 이용하였으며, 융기간 연골의 협소(두께<2 mm)으로 정

의하였다11).

3. 자료 분석 방법

모든 연구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1.5

Standard)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초음파 검사결과의 편마

비측과 건측 비교를 위해서 변수의 특성에 따라 χ2-test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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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test) 또는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

적 특성과 초음파 검사 결과 등의 주요 특성 요인간의 상관도를

검사하기 위해 Spearman's rho correlation test를 실시하였다. 통

계분석의 유의성검정은 p값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으며, p값이 0.1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 경계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결 과

1. 대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편마비를 갖는 뇌졸중 환자는 20명(편마비측과 건측 무릎관

절의 총 40개 무릎)이 연구에 참여하였다(Table 1). 뇌졸중 환자

는 평균연령은 56.75세(범위: 37~80세)였으며, 평균 뇌졸중 유병

기간은 24.70주(범위: 14~39주)이였다. 성별은 남자 12명(60.0%),

여자 8명(40.0%)이었고,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무릎관절 굴곡/신전 근력, motricity index는 각각

164.20 cm, 62.05 kg, 22.89 kg/m2, 3.05/3.15, 58.10이었다. 신경

학적 회복정도를 위해 측정된 Brunnstrom회복단계는 평균 4.10

단계이었으며, 무릎통증은 6명(30%)에서 호소하였으며, 평균

VAS는 3.5점이었다. 질환별로는 뇌경색 환자가 8명(40%)이였고,

뇌출혈 환자가 12명(60.0%)으로 구성되었다. 편마비 발생은 우측

에서 9명(45%), 좌측에서 11명(55.0%)이었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 finding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Stroke (n=20)

Age 56.75±11.48

Gender (N, %)

Male 12 (60.00%)

Female 8 (40.00%)

BMI (kg/m2) 22.89±2.54

Height (cm) 164.20±9.55

Weight (kg) 62.05±11.34

MMT

Knee flexion 3.05±0.76

Knee extension 3.15±0.75

Motricity index 58.10±11.81

Brunnstrom stage 4.10±0.85

Stroke type (N, %)

Infarction 8 (40.00%)

Hemorrhage 12 (60.00%)

Hemiplegic site

Right 9 (45.00%)

Left 11 (55.00%)

Prevalence duration (weeks) 24.70±9.17

Knee pain (N, VAS) 6, 3.5±1.76

2. 무릎관절의 초음파 소견

편마비측 무릎과 건측의 무릎 초음파 결과를 비교할 때, 융

기간 연골의 두께와 거위발건병증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5, Table 2). 융기간 연골의 두께는 편마비측에

서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으며, 거위발건병증은 편마비측에서 유

의하게 많은 발생 빈도를 보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평균값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술을 고려하는 기준

으로 구분하여 0단계, 1과 2단계, 3과 4단계의 3개의 세부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측에서 골관절염의 정도가 더욱 진행된 소견이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p=0.083). 외측 융기

연골소실비는 통계적 경계성 범위 내에서 건측의 많은 소실률이

관찰되었다(Table 2).

Table 2. The comparison of ultrasonographic and x-ray findings

among hemiplegic, unaffected knee joints in stroke paints, and

healthy group

Ultrasonographic findings
Hemiplegic side

(n=20)
Unaffected side

(n=20)
p-value

Intercondylar cartilage (mm) 23.15±5.71 24.80±7.08 0.008*

Medial condylar cartilage (mm) 19.90±4.97 20.50±5.33 0.108

Lateral condylar cartilage (mm) 21.65±6.54 20.85±4.25 0.942

Medial condylar cartilage loss
ratio

12.17±18.06 14.84±17.91 0.149

Lateral condylar cartilage loss
ratio

5.46±19.53 19.57±27.56 0.064**

Suprapatella effusion (N, %) 2(10.00%) 3(15.00%) 1.000

Patella tendinitis (N, %) 1(5.00%) 1(5.00%) 1.000

Infrapatella tendon bursitis (N,
%)

1(5.00%) 0(0.00%) 1.000

Synovitis 0(0.00%) 0(0.00%) 1.000

Pesanserinus tendinitis (N, %) 6(30.00%) 1(5.00%) 0.037*

Baker's cyst (N, %) 1(5.00%) 1(5.00%) 1.000

Joint space narrowing (N, %) 5(25.00%) 6(30.00%) 1.000

K-L grade by x-ray 1.18±1.19 1.41±1.06 0.157

*p<0.05 and **p<0.1 analyzed by χ2-test (Fisher’s exact test) or Wilcoxon signed ranks
test between hemiplegic side and unaffected side, Medial condylar cartilage loss ratio =
(intercondylar thickness – medial condylar thickness) / intercondylar thickness * 100,
Lateral condylar cartilage loss ratio = (intercondylar thickness – lateral condylar
thickness) / intercondylar thickness * 100, K-L grade by x-ray: Kellgren-Lawrence grade
by x-ray

3. 편마비측 무릎관절에서 일반적 특성과 초음파 결과와의 상관

관계

체중은 뇌졸중 유병기간, 융기간 연골의 두께, 내측 융기 연

골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5, Table 3). 뇌졸중 유병기간은 체중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융기간 연골의 두께(p<0.05),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Table

3). 무릎관절 굴곡근력은 신전근력, Brunnstrom 회복단계,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강한/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Table 3). 그리고 신전근력은 굴곡근력, Brunnstrom 회복단계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0.05), 경직도와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Table 3). 무릎관절 통

증은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Table 3). 융기간 연골의 두께는 체중,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강한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p<0.05), 유병기간과 단순 방사선 검사의 골관절염

정도와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 Table 3).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는 체중, 융기간 연골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 거위발건병증과 뚜렷한/강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5, Table 3).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는 체중,

무릎관절 굴곡근력, 융기간 연골의 두께,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

거위발건병증과 뚜렷한/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유

병기간, 무릎관절 통증과는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1, Table 3). 거위발건병증은 Brunnstrom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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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계,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Table 3). 단순 방사선 검사의 골관절

염 정도는 융기간 연골의 두께와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1, 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of ultrasonographic and x-ray variables in

hemiplegic knee

BW
Dura
tion

Flex Ext
Brun
n
MAS Pain ICC MC LC PAT X-ray

BW 1.000
-0.54
3*
0.020

-0.00
4
0.112 0.027

-0.21
5
0.629
*
0.540
*
0.512
*
0.114

-0.30
9

Dura
tion

1.000
-0.14
4
-0.09
0
-0.09
7
-0.22
2
0.185

-0.43
9**

-0.23
9
-0.41
4**

0.038 0.137

Flex 1.000
0.867
*
0.721
*
-0.27
2
0.098

-0.24
0
-0.20
6
-0.47
7*
0.054 0.718

Ext 1.000
0.607
*
-0.42
7**

0.128 0.006
-0.03
5
-0.31
5
-0.06
5
0.420

Brun
n

1.000
-0.45
7*
-0.02
0
-0.17
2
-0.34
6
-0.32
1
0.468
*
0.216

MAS 1.000
-0.08
8
-0.14
2
0.169 0.195

-0.31
2
-0.31
0

Pain 1.000
-0.03
7
-0.07
0
-0.37
9**

0.047 0.359

ICC 1.000
0.729
*
0.805
*
-0.34
2
-0.77
8**

MC 1.000
0.658
*
-0.43
8*
-0.18
9

LC 1.000
-0.43
7*
-0.67
6

PAT 1.000
-0.31
0

X-ray 1.000

*p<0.05 and **p<0.1 analyzed by Spearman's rho correlation test. BW: Body weight,
Duration : Duration of illness, Flex: Knee flexion strength, Ext: Knee extension strength,
Brunn: Brunnstrom stage, MAS: Modified Ashworth scale, Pain: Knee pain, ICC:
Intercondylar cartilage thickness, MC: Medial condylar cartilage thickness, LC: Lateral
condylar cartilage thickness, PAT: Pesanserinustendinopathy, X-ray: Kallgren-Lawrence
grade

Fig. 1. The ultrasonographic findings of knee joint. (A) normal
intercondylar femoral cartilage, (B) suprapatellar effusion, (C) patellar tendon

tendinitis and bursitis, (D) pes anserius tendinopathy.

고 찰

최근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진단적 평가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근골격 분야에서도 초음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더욱 본 연구에서는 편

마비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편마비측 무릎과 건측

무릎의 연골의 결손, 슬개건염, 슬개골 상부 삼출액 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리질 연골(hyaline cartilage)은 관절조직의

이음새(arthroidal joints)의 표면을 덮고 있는데, 이 연골은 서있

을 때의 압박과 체중 부하 동안의 전단 하중(shear load)의 작용

에 대항할 수 있는 내구력을 가진다20). 초음파를 이용한 골관절

염의 진단에 있어 관절 연골의 두께를 측정하여 연골의 두께가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연골의 결손 정도는 연골의 부피

감소 및 퇴행성 골관절염의 정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21-23)

.

본 연구는 아급성기 뇌졸중환자에서 편마비로 인한 체중 부

하의 생체 역학의 변화에 따른 관절 연골과 관절 주변의 연부조

직의 변화를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편마비측 무릎

과 건측의 무릎의 초음파 검사 결과의 비교를 시행할 때, 융기간

연골의 두께와 거위발건병증 변화에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융기간 연골의 두께의 비교에 있어서 편마비측에서

건측에 비해 두께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융기간 연골에서 편마비측의 운동 마비 및 불용성으로 인한 이

차적인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뇌졸중과 뇌손상

환자의 경우 편마비측 사두근 근력의 감소와 경직, 족저 근력 감

소와 경직, 발목관절의 배굴력 감소, 발뒤꿈치 줄(heel cord) 구

축 등으로 인해 보행시 전반슬(genu recurvatum, back knee)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환자의 46%에서 발생)24), 이로 인해 무릎관

절의 체중 부하에 조절 이상이 생기게 되며, 이차적 퇴행성 변화

가 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적 체중부하가 이뤄지는 내측

융기와 외측 융기에서 연골의 소실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내

측과 외측 융기 연골소실비는 건측에서 편마비측에 비해 증가되

어 있었으며, 특히 외측 융기 연골소실비는 통계적 경계범위 내

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편마비측의 체중부하는 건측에 비교하여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5),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Monteforte 등
26)
은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

음파를 이용한 연골의 두께를 측정하였을 때 남녀 모두에서 내

측 융기 연골의 두께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임상적 증상이

없는 초기 무릎관절의 골관절염의 진단에서 초음파 검사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측 융기 연골(19.9 mm versus

20.5 mm; p=0.108)과 외측 융기 연골(21.65 mm versus 20.85

mm; p=0.942)에서는 편마비측과 건측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융기 연골소실비의 증가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볼 때 초음파

검사가 뇌졸중 후의 생체 역학의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진

단에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특히 편마비측의 융기간 연

골의 두께는 체중,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

께, 유병기간과 단순 방사선 검사의 골관절염 정도와 강한/뚜렷

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편마비측에서 연골의 두께에 대한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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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편마비측과 건측의 비

교에서 관절 간격의 협소와 일반 방사선 검사의 골관절염 정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렇듯 초음파 검사에서 관절 내부의

변화의 차이가 일부에서 유의하게 발생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

의 뇌졸중 유병기간을 아급성기에 제한한 연구조건과 연관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기준

으로 일반 방사선 소견을 3개의 세부군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측

에서 골관절염의 정도가 더욱 진행된 소견이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의 차이가 관찰되어, 건측에서 골관정염이 더욱 진행되는

경향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내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 모두에서

체중, 융기간 연골의 두께, 거위발건병증 등과 뚜렷한/강한 상관

관계를 공통적으로 보였다. 측정된 3군데의 연골의 두께의 변화

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는 측정된 연골의 두께가 체

중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연골의

두께를 포함하여 관절 내부의 변화가 관절 외부의 변화인 거위

발건병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뇌졸중 후에 생체

역학의 변화가 관절 내부와 외부에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 외부의 변화 중 유일하게 거위발

건병증이 양측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음파 검사는 건과

점액낭과 같은 표층 연부조직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유용한 검사

도구이므로, 건염이나 활액낭염 등을 발견하기 용이하다27). 건위

발건병증의 진단은 주로 임상적 증상과 거위발건의 부착부위에

압통과 때때로 국소적인 팽창 등의 임상 소견을 통해 진단되어

진다28). 거위발건병증은 무릎 골관절염의 46.8%에서 동반되며,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19,28,29).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측 무릎에서

거위발건병증의 발생은 건측 무릎에 비해 발생 빈도가 증가되었

다. 또한 거위발건병증은 Brunnstrom 회복단계, 내측 융기 연골

의 두께,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을 통해 거위발건병증이 편마비측에 잘 발생되고, 관절 내부의

변화와 높은 상관성을 갖으며, 뇌졸중으로부터 신경학적 회복단

계와 높은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뇌졸중 후 양측

무릎관절에서 체중에 변화에 따른 관절 내부의 변화와 외부 구

조물에 생체 역학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슬개건의 초음파 검사에서 횡단면 검사시 슬개건은 앞쪽은

볼록하고 뒤쪽은 직선형의 형태로 관찰된다. 슬개건염은 초기에

하부 슬개인대 부분의 염증상태를 의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무

릎관절 상부 사두근건의 염증을 포함하여 슬개인대의 어느 부분

에서 발생된 염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슬개건염의

병리기전은 스트레스의 과부하(stress overload)나 긴장 실패

(tension failure) 등의 원인이 제안되었다30). 본 연구에서는 뇌졸

중 편마비 환자에서 한쪽으로의 체중 과부하나 긴장 등에 의해

슬개건염의 발생이 증가 할 수 있다고 생각 했으나. 편마비측과

건측 무릎 모두에서 슬개건염의 발생이 매우 적었다. 이는 아급

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

으며, 초음파 검사의 일반적 단점인 연부조직의 음영의 제한과

조작자 의존적인 점도 반영된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31).

베이커 낭종은 비복근-반막모양근낭

(gastrocnemius-semimembranous bursa)의 확장으로 발생되며,

관절낭과 연결되는 낭종의 줄기인 통로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10,15)

. 진단은 내측 비복근 근두와 반막모양건 사이, 오금의 내측

면에 액체의 저류 및 확장을 확인하는 것이며, 낭종의 확장시 중

앙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10). 베이커 낭종은 내측 반월판 파열이

나 퇴행성 또는 염증성 관절병(arthropathy)과 연관되어 있고
10)

,

슬개상 삼출과 높은 체질랑지수와 함께 무릎 골관절염의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편마비측과 건측의 무릎에서 베이커 낭종의 발생이 매우 적었는

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

며, 베이커 낭종을 낭종의 크기가 1 c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

는데, 장축과 단축 영상에서 저에코성의 액체 저류가 4 mm이상

이면 베이커 낭종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14).

무릎관절 상부의 삼출은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에서 통증 유

발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14),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44.4%에서 무릎관절 상부의 삼출이 관찰되었다23). 무릎관절 상부

삼출은 편마비측 무릎의 비사용과 건측 무릎의 과도한 사용의

보상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25), 본 연구

에서는 양측 무릎에서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 또한 골관절염을 나타내는 관절 간격의 협소도

편마비측 무릎에서 25%, 건측 무릎에서 30%의 발생률을 보였지

만, 두 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뇌졸중 발병 후 체중부하 등의 생체 역학의 변화가 매우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으며, 발병 기간에 따른 검사 시기의 차이도 관

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무릎관절의 통증은 초음파 검사상 외측 융기

연골의 두께와 통계적 경계범위 내에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주로 무릎관절에 대한 통증은 골돌기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Kornaat 등
32)

은 자기공명영상에서 골돌기가 존재했을 때 무릎관절 통증이 심

하다는 하였으나, Park 등23)은 골관절염 환자에서 내외측 골돌기

길이가 무릎관절의 통증과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관절주변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으로 거위발건염을

고려할 수 있으며27), 이는 내측 무릎관절의 통증을 보인다. 따라

서 뇌졸중 발병 후 편마비 환자에서 무릎관절의 통증의 원인으

로 연골의 두께의 변화, 골돌기 발생, 거위발건염 등의 다양한 요

소들을 고려한 포괄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연구는 양측 무릎관절에서 초음파 검사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로써 대상 인원이 매우 적고,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입원환자의 표본추출이 이뤄진 단면적 연구로서 연구 결과의 일

반화에 제한점이 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기존의 유사 연구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편차를 확

인할 때, 결과의 대표화에는 제한적이지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발병 기간에 따른 근골격계의 이차적 변화

를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보행분석을 통해 생체 역학적인 연

구를 통해 동일 연령의 포괄적 대조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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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최근 발생된 뇌졸중 보행 환자에서 무릎관절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편마비측 무릎관

절에서 거위발건염을 포함하여 더욱 많은 초음파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연골의 두께가 더욱 보존되었다. 연골의 두께의

변화를 포함한 관절 내부의 변화는 무릎관절의 통증 증상과 거

위발건염을 포함하는 관절 외부의 변화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따라서 뇌졸중 발생 후 보일 수 있는 무릎관절에서의 초음

파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하여 향후 증상의 경중 및 양

상에 따른 변증 관계를 파악하는 예비연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치료 및 보행 훈련에 있어 개별화되고, 구별화된 접근과 다

양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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