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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sis of ultrasound sonography 
on both sides of tibialis anterior and soleus of stroke patient 
Subject and Methods: The tibialis anterior muscle of eleven subjects (5 male, 6 female) with 
stroke were scanned with ultrasound sonography at the muscle belly at rest at ankle angles of 
90 deg(sitting position) and it were measured with ultrasound sonography on both sides of the 
leg. Muscle architecture(thickness, pennation angle, fascicle length, density , white area index) was 
examined using real- time B-mode ultrasonography with 7.5MHz linear-array prob 
Results: Girth of non- paratic side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paratic side. Thickness of non 
-paratic side was significantIy thicker than paratic side. Pennation angle of non- paratic side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paratic side. Fascicle length of non- paratic side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paratic side. Density of non- paratic side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paratic side. White 
area index of non-paratic side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paratic side.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stroke have influenced on mechanical properties and 
quality properties of skeletal muscl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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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뇌졸중 환자는 생존 시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 

해 운동기능의 장애， 인지 및 지각기능장애， 언 

어장애 등이 나타나며， 특히 활동의 감소로 근 

위축을 초래하고 일상생활활동에 장애를 주어 삶 

의 질 을 감소 시 킨 다(Sharp and Brouwer, 1997). 

또한 이러한 장애를 통해 뇌졸중환자의 근육기 

능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어 근육구조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마비측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Li et a1., 2007). 많은 연구에서 뇌졸중환 

자의 근육의 변화가 근육약화， 강직， 구축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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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연계되어 근체적， 근섬유의 단축， 운동 

단위 수의 감소가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Patten et 

a1., 2004; Metoki et al. , 2003; Chae et al. , 2002; 

Becher et al. , 1998). 따라서 뇌 졸중환자의 근육 

구조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은 임상에서 진단 

과 치료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Li et a1., 2007). 

뇌졸중 환자의 골격근 평가는 치료프로그램 

의 효율성， 운동분석， 임상평가도구를 통해 치 

료 전·후의 신경근과 기능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Ju et a1., 2002). 운동학적 

측면에 대한 임상적인 평가는 Modified Ashworth 

Scale(MAS)과 같은 평 가도구 정 도로 운동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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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력 을 평 가받기 도 한다(Yeh et a1., 2004). 하지 

만 이러한 평가도구는 근육의 특성에 있어 특 

정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골격근의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함에 있어 구조적 특성인 

근 섬유의 크기나 두께， 섬유 형태 등을 파악하 

고 비교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Bilodeau et 

a1., 2003; Moore et a1., 2002; Svantesson et 머.， 

1998). 

골격근의 구조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컴 

퓨터 단층촬영 (computerized tomography, CT) , 

자기 공명 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D, 

초음파 촬영 (ultrasound sonography, US)과 같 

은 다양한 영상진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특 

히 , 실 시 간 초음파 영 상(real-time ultrasound 

sonography)은 인간의 근 구조(muscle architecture) 

를 생체 내 (in vivo)에서 휴식 시와 근수축 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Kuno and Fukunaga, 

1995; Kaw왜ami et al. , 1993; Henriksson-Larsen et 

al. , 1992), 컴 퓨터 단층촬영 (computerized tomography, 

CT) 이 나 자기 공명 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D 보다 좀 더 값싸고 비교적 휴대성 이 간편 

한 영상기법으로 근육의 특정에 관한 질적이고 

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Chi-Fishman et al. , 2004). 

최근 영상진단장비와 더불어 디지덜 영상분 

석기술의 발달로 골격근 구조의 특성과 기능적 

인 능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Karamanidis et 

a1., 2006; Andersen et 떠 , 2005; Karamanidis et 

a1., 2005)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골격근 구조는 근육 안에 있는 섬유 속의 기 

하학적 배열로서 정의되며 (Mairet et a1., 2006) , 

주로 근 두께， 우모각， 섬유 속 길이에 의해 특 

정 되 어 진다CRutherford and Jones, 1992), 근육 

구조의 측정은 영상분석을 통한 횡단면적 (cross 

sectional area) , 근육의 두께， 섬유 속 길이 

(fascicle length) , 우모각(pennation angle) , 부 

피 (volume) 측정 등이 있다(이정우 등， 2007). 

또한 초음파는 다양한 조직 구성에 따라 다 

르게 반영되는데 초음파 영상에서 근육조직은 

어굽게 나타나는 반면에 뼈와 결합조직은 밝게 

나타나는데 초음파 영상을 통한 골격근 구조는 

역학적 구조와 더불어 질적 구조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근육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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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할 때 근육 크기 감소에 비례해서 근력 

의 손실이 나타나므로 근력과 큰육의 두께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ollnick, 1983). 

뇌졸중 환자는 활동부족으로 마비측과 비마 

비측 모두에서 근위축이 발생하며， 마비측은 신 

경지배의 상실로 근수축 작용이 결여되어 근 

위축의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되지만， 마비 

측과 비마비측에 대한 역학적 구조 및 질적 구 

조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었다(이정우 등， 

2007; 안경 주 등， 200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영상을 이 

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과 비마측에 대한 

하지골격근을 다양한 디지털 영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골격근의 기능적 변 

화를 이해하고，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진단 

및 치료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실 

험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62.73 -:t 9.77세， 평균 

발병 기 간은 2.39H .4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 

마비는 왼쪽 8명， 오른쪽 3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 

능하고， 하지에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고 뇌졸 

중 발병 후 1년 이상의 환자를 선정하였다. 또 

한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었다. 

표 1 뇌졸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b 편마비측b 
니 이(에)" 반병기간(년)" 

남 여 Lt Rt 

환자 62.73土9.77 2.3911 .41 5 6 8 3 

"평균土표준편차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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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둘레 측정은 대상자가 

줄자로 양측 하퇴삼두근의 근복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근육 두께는 양측의 전경골근과 가자미근 두 

께를 측정하였는데， 건막(aponeuroses)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하였고 천부와 심부 건막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근육 두께 측정 시 피부의 압박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최대한 주의하였으며 충분한 양의 

초음파겔(Dayo Medical, Co. , PROGEL- II , Korea) 

을 변환기와 피부사이에 도포하였다. 

르i처 -, 。

의자에 앉아서 

길이 50% 되는 

두께의 다] 

^ 둘레 1) 골격근의 

골격근의 섬유속 길이와 우모각은 휴식 

[그림 1]과 같이 측정하였다. 근육 두께 및 

속 길이는 건막(aponeuroses)이 포함되지 

록 하였고， 우모각은 심부 건막에 연결된 

유속의 각으로 측정하였다. 

만약 영상에서 섬유속이 획득된 초음파 

밖에 있을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길이는 

속과 건막 양쪽으로 직선의 연장선을 그어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 오차는 대략 2.4% 

혹은 그보다 더 적다고 알려져 있다(N없i.ci et al., 

2003; Reeves and Narici, 2003). 

에
 
유
 
도
 
섬
 

시
 
섬
 
않
 
근
 

및 우모각 측정 2) 골격근의 섬유속 길이 

골격근 구조 측정을 위한 초음파 영상 수집 

은 SONOACE 9900(Medison Co. , Korea)를 사 

용하였다. 이 장치의 주파수 변조 범위는 6-8.5MHz 

이고 gam의 범위는 20-80이다. 초음파 영상 측정 

에 사용된 초음파 변환기 는 7.51\따-Iz 션형 탐촉자 

Oinear transducer)이며， gain(G55)은 고정된 값으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측정 

자세는 대상자가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 

굴곡하여 발바닥이 바닥면에 닿도록 한 자세에 

서 양측의 전경골근과 가자미근 각 근육의 근 

복 길이의 50%되는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이 

후 얻 어 진 영 상들은 Photoshop CS (Adobe, USA) 

프로그램을 통해 8-bit Gray Scale (332 x310 

pixels)로 변환시 킨 후 이 영 상을 Image Pro Plus 

4.1 (Media Cybemetics,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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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격근의 근육영상밀도 및 백색영 역지수 측정 

골격근의 근육영상밀도와 백색영역지수를 
그림 1.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of muscle 

architecture. 
FL: fascicle length, p: pennation angle, T: thickness 

三<.
-, 

정한 영상은 [그림 2]와 같다. 영상을 획득한 후 

건막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형의 영역을 

선택하여 이곳의 평균 화소값(pixel)을 구한 후， 

이것을 근육영상밀도(density)로 정하였다. 화소 

가 순수한 검정색이면 0이고， 순수한 흰색이면 

2557} 된다. 

백색영역지수는 근육 내에서 에코발생도(echo

genicity)가 높은 부분을 정 량화하기 위 해서 선 

택된 사각형의 영상에서 눈으로 백색으로 보이 

는 모든 영역(화소값이 130이상)의 숫자를 전체 

화소수의 숫자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Maurits 

et a l., 2003). 
그 림 2. Quality properties measurement of muscle 

arch에lítecture. 

까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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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방법 

본 연구의 통계는 SPSS!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골 

격근 구조에 대한 비교는 윌콕슨 부호순위검정 

(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 Q는 

0.05로 하였다. 

11 1. 연구결과 

1. 근육둘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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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4. Comparison of tibialis anterior thickness. 
** : p<O.01 

4 

iJ 

,‘ 

-

(E9) 

--a5i

“is• 口 ParadcJide

• Non-p.r.ti~ ‘ide 

0 

그 림 5. Comparison of soleus thickness. 
** : p<O.01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하퇴삼두근 근육둘레의 

비교는 [그림 3]과 같다. 비마비측의 둘레는 평 

균 30.91:1:1.42cm, 마비측의 둘레는 평균 30.18 

:1:1.32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O.Ou. 

2. 근육두께의 비교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전경골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근육두께의 비교는 [그림 4]와 같다. 

비마비측의 두께는 평균 2.25 :1:0.27cm, 마비측의 

두께는 평균 1.93 :1:0.32cm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O.Ou. 

또한 가자미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근육 

두께 비교는 [그림 5]와 같다. 비마비측의 두께 

는 평 균 2.34 :1:0.16cm, 마비 측의 두께 는 평 균 

1.95 :1:0. 17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O.Ou. 

3. 근육영상밀도의 비교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전경골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근육영상밀도 비교는 [그림 6]과 같다. 

비마비측의 근육영상밀도는 평균 52.43 :1:2.76, 마 

비측의 근육영상멸도는 평균 62.56:1: 2.27로 통계 

학적 으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다(p<O.Ou. 

또한 가자미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근육 

영상밀도 비교는 [그림 7]과 같다. 

비마비측의 근육영상밀도는 평균 48.51:1:1.4, 

마비측의 근육영상밀도는 평균 59.01:1:1.96으로 

통계 학적 으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다(p<O.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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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mparison of tibialis anterior density. 
** : p<O.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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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7. Comparison of soleus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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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색영역지수의 비교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전경골근의 비마비측 

과 마비측의 백색영역지수의 비교는 [그림 8]과 

같다. 비 마비 측의 백 색 영 역 지 수는 평 균 0.013:t0.OO3, 

마비측의 백색영역지수는 평균 0.ü34:t0.Oü6으로 

통계 학적 으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다(p<o.on 

또한 가자미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백색 

영역지수 비교는 [그림 9]와 같다. 비마비측의 

백색영역지수는 평균 ü.0014 :t0.001, 마비측의 백 

색영역지수는 평균 0.0049l:tü.ü01로 통계학적으 

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다(p<o.on 

5. 우모각의 비교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전경골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우모각의 비교는 [그림 10]과 같다. 비 

마비 측의 우모각은 평 균 13.5l:tü.970 , 마비 측의 
우모각은 평균 9.32:t0.4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ü.ün 

또한 가자미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우모 

각의 비교는 [그램 11]과 같다. 비마비측의 우모 

각은 평 균 14.96:t0.840 , 마비 측의 우모각은 평 균 

10.9:t0.82。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o.on 

18 

口 Paraôcside 

MU 

U 

9 

6 

3 

(
웅
강
특
얼
 
g
융
열
다
P
&
 

• Non-paraô( ‘id. 

0 

그림 10. Comparison of tibialis anterior penn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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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8. Comparison of tibialis anterior white area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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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9. Comparison of soleus white area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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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1. Comparison of soleus penn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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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유속 길이의 비교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전경골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섬유속 길이의 비교는 [그림 12]와 같 

다. 비 마비 측의 섬 유속 길 이 는 평 균 3.66:t0.19cm, 

마비측의 섬유속 길이는 평균 5土0.21cm로 통계 

학적 으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났다(p<ü.ün 또 

한 가자미근의 비마비측과 마비측의 섬유속 길 

이의 비교는 [그림 13]과 같다. 비마비측의 섬유 

따
 ω 



속 길이는 평균 3.47:t0.2cm, 마비측의 섬유속길이 중 환자의 하퇴삼두근의 둘레와 전경골근과 가 

는 평균 4.79:t0.24cm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자미근의 구조적인 특성인 두께， 우모각， 섬유 

이가 나타났다(p<o.on 속 길이와 질적 특성인 근육영상밀도， 백색영역 

지수의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비교평가를 통해 

뇌졸중환자에서 골격근의 구조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뇌졸중 같은 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한 골격근 

의 변화를 초음파 영상분석으로 보고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Li 등(2007)은 뇌 

졸중 환자 상완근의 마비측과 비마측의 변화에 

대한 초음파 영상분석에서 우모각은 마비측에 

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섬유속 길이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음을 보고 하였다. Ohata 등(2006) 

은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양측 상완근， 대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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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2. Comparison of tibialis anterior fascicl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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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3. Comparison of soleus fascicle length. 
** : p<O.01 

IV. 고 찰 

근육의 변화는 근육의 약증， 강직， 구축과 빌 

접 한 관련성 이 있으며 (Patten et a1., 2004; Chae 

et a1., 2002) , 특히 뇌졸중 환자는 마비측에서 

근체적의 감소， 근섬유의 단축， 운동단위의 감 

소로 인하여 (Metoki et a1., 2003) 마비측 근육 

의 형 태 학적 변화가 나타난다(Li et a1., 2007).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근육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에 매우 중요하며 임상적 효 

율성에 도움이 된다. 골격근의 특성에 대한 정 

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영상장치 중에 

서 자기공명영상， 컴퓨터 단층촬영 보다 초음파 

영상분석이 사용이 간편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 을 가지 고 있다(Chi-Fishman et a1., 2004). 

본 연구는 초음파 영상분석을 이용하여 뇌졸 

두근， 하퇴삼두근， 최장근의 초음파 영상을 통 

한 두께의 변화에서 양측의 변화는 의미가 없 

었지만， 보행유무에 따라 근 두께가 보행이 가 

능한 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골격근 비교에서도 마비측에서 둘 

레와 두께는 비마측보다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우모각은 비마측보다 각이 크게 나타났고， 섬유 

속 길이는 길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초음파는 영상에서 잘 훈련된 근육일수 

록 선이 밝고 선명하면서 어둡게 나타나지만 

약증이나 위축성 근육은 구조가 더욱 산만하여 

백 색 영 역 이 많이 나타난다(Nielsen et a1., 2000). 

골격근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근육영상밀도와 

백색영역지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이가 적 

을수록， 신경계 손상질환이 없는 근육일수록 근 

육영상밀도와 백색영역지수가 작게 나타남을 보 

고하고 있다(이정우， 2007; 윤세원 등， 2006; 정 

진규 등， 2006; Maurits et a1., 2004). 

초음파 영상을 통한 근육영상빌도와 백색영 

역지수에 대한 본 연구에서도 근육영상밀도는 

비마비측이 마비측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백색 

영역지수는 비마비측이 마비측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 뇌졸중 환자의 비마비측과 마 

비측의 하지 골격근 구조는 역학적인 측정인 

끈육둘레， 근육두께， 우모각， 섬유속길이에서 차 

이가 나타났으며， 또한 질적 구조인 근육영상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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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백색영역지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비마비측과 마 

비측에 대한 하퇴삼두근의 둘레와 전경골근과 

가자미근의 초음파 촬영 후 디지털 영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양측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측 

하퇴삼두근의 둘레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골격 

근 구조에 대한 역학적 특성의 비교 분석에서 

도 근두께， 우모각， 섬유속 길이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마비측에서 비마비측에 비해 근육둘 

레와 두께， 우모각은 작게 나타났으며 섬유속 

길이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의 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근육 

영상밀도와 백색영역지수 모두 마비측에서 비 

마비측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하지 골격근 구조에서 마비측 골격근의 

변화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하지근육의 분석 

및 평가에서 임상적으로 신경학적 변화뿐만 아 

니라 골격근의 변화를 이해하여， 향후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법과 치료중재를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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