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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 쥐에 실시한 특정 과제 운동이 운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경희
마산대학 작업치료과

Abstract1)

Effects of Specific Exercises on Motor Function Recovery in Rats With

Experimental Spinal Cord Injury

Kyoung-hee Jun, Ph.D., P.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Masan College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motor function recovery and the appropriate

period for therapy. The research began with spinal laminectomy of 40 white rats of Sprague-Dawley

breed and induced them spinal crush injury.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using the modified

Tarlov test (MTT), Basso, Beattle, Bresnahan locomotor rating scale (BBB scale) and modified inclined

plate test (MIPT). First, the measurement using the MTT confirm that the most severe aggravation and

degeneration of functions are observed two days after induced injury, and no sign of neuromotor function

recovery. Second, better scores were achieved by open-ground movement group on BBB locomotor rating

scale test, and weight-bearing on inclined plate group show better performance on MIPT. Third, both

BBB and MIPT scale manifested the peak of motor function recovery during 16th day after the injury

and turn into gradual recovery gradient during 16th to 24th. Fourth, the control group showed functional

recovery, however, the level of recovery was less significant when compared with group open-ground

movement group and weight-bearing on inclined plate group. Hence, it was clearly manifested that the

lumbar region of the spinal cord had shown the best performance when its functions were measured after

the execution of specific physical training; therefore it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learning specific task

even in damaged lumbar regions. Thus it is expected to come out with better and more effective func-

tional recovery if concentrated physical therapy was applied starting 4 days after the injury till 16 days,

which is the period of the most active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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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에 많은 기초과학적 연구들을 토대로 척수손상 환자

들에게 제공한 치료적인 이론들 중 특히, 운동 과제들이 손

상된 척수에서도 학습될 수 있다는 개념들이 보고되었다

(Edgerton 등, 1997). 이러한 개념은 중추패턴발생기(central

pattern generator)의 존재와 척수반사 검사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McCrea와 Rybak; Duysens 등, 1998).

중추패턴발생기는 요수의 분절들에 광범위하게 존재

하는데, 어떤 상위 척수 이상의 수준에서 정보의 입력

이나 구심성 감각 입력에 의해 자극되어 굴곡근과 신전

근들의 율동적인 활동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것은 기능적이며 다양한 이동활동(locomotor activity)

들을 생산한다고 보고되었다(Dimitrijevic 등, 1998;

Rossignol, 2006). 척수 동물들(spinal animals)에서 볼

수 있는 조화롭고 율동적인 보행의 형태를 척수보행

(spinal locomo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척수 자체 내

에 있는 신경회로망인 중추패턴발생기에 의해 생성된다

고 한다(Duysens 등, 1998; Rossignol, 2006).

척수가 완전히 횡절단(transection)된 동물들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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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신경 자극이나 전기적 자극에 대해 단순한 형태의

뒷다리의 운동 반응이 강화되는 것을 관찰함으로 척수

에서의 학습능력을 확인하였는데(Leon 등, 2000), 척수

내의 회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운동반응들은 걷

기나 서기와 같은 더 복잡한 운동과제를 이용해 훈련한

포유동물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De Leon 등, 1999;

Gerlinde 등, 2009). Klishko 등(2010)에 의하면 이동훈

련으로 움직임 생성과 무게(weight)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중추패턴발생기로 근육의 길이(Ⅰa, Ⅱ)와 힘(Ⅰb)

과 관련된 되먹임이 증가되며, 비대칭적-신근지배조절

적 구심성되먹임을 일으킨다고 하였고(Klishko 등,

2010), Gates 등(2010)은 쥐꼬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 단순한 트레드밀의 이동훈련보다 중추패턴발생

기를 자극하고 이동훈련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Edgerton 등(1997)은 고립된 요수 자체가

학습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며, 네발

동물을 이용한 고립 요수의 실험에서 운동과제를 실행

함을 학습에 대한 증거로 주장하였고(Basso, 2000;

Edgerton 등, 1997), 척수 완전 횡절단한 동물에서 걷기

와 서기 과제로 각각 훈련한 후 훈련받은 반대 과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실험동물들은 반대과제를 잘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여 요수에서 나타나는 과제 특이성

학습(task-specific learning)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Basso, 2000; Edgerton 등, 1997; McCrea와 Rybak,

2008). 신경 회복의 증가를 위한 노력으로 척수 후주가

손상된 고양이의 경우, 자극을 증가시켰을 때 회복이

증진되었고, 치료의 강도를 감소시켰을 때 회복이 감소

되었다는 보고(Goldberger과 Robinson, 1986)와, 척수

손상 후 아급성기와 만성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

측 사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연구들에서 기능이 회복

되었다는 보고는(Wolf 등, 1989), 운동 훈련이 척수 자

체 내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시냅스 형성을 촉진하여

학습을 일으키고, 치료적 자극이 신경계의 기능을 증가

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척수에서의 운동학습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척수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 척수 손상환자에서 척수손상 초기에 트레드밀에서 부

분적으로 체중을 지지하고 보행 시 하지를 도수로 지지하

면서 보행 훈련을 시행한 후에는 체중지지와 보행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는 보고와 기능적으로 완전한 병변을 가

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속

도를 증가시킨 트레드밀에서 독립적으로 걷기를 훈련하였

을 때, 하지에서의 왕복운동이 촉진되고 관절의 운동범위

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Behrman와 Harkema, 2000;

Harkema 등, 1997). 이러한 보고는 훈련이 척수 손상 후

신경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회복의 잠재능력

이 척수에 보존되어, 척수의 학습능력을 촉진시키므로, 손

상된 척수 신경에서 신경가소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학습은 손상된 척수신경의 가소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학습과정동안 지속적인 자극의 제공은 감각

신경원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구조적 변

화는 감각 신경원과 개재신경원 및 운동신경원 간의 시냅

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부학적 변화와 더불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Shumway-Cook과 Woollacott, 2006).

척수는 병변 후 첫 번째 시기인 18시간 정도부터 신

경원과 축삭의 괴사현상이 나타나서 병변 이후 추가적인

손상이 척수 조직 내에 발생하고, 이차적인 조직손상의

정도가 더 증가해 운동 기능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며

병변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고 보고했다(Bartholdi와 Schwab, 1996; Liu 등, 1997;

Popvich 등, 1996, 1997). 이후 병변의 회복이 점차 진행

되면서 신경계 내부에 조직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들이 급성기를 지나면서 기능적인 가소성으

로 연결된다고 보고하였다(Krenz과 Weaver, 1998).

이상의 많은 연구들에서 척수 손상 후 기능회복과

운동학습에 대해 논의 되고 있으나 특수한 과제 운동학

습에 대한 운동행동적인 증거와 적절한 훈련 시기에 대

한 연계성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척수 내에서의 운동학습에 대한 증거를 운동행동으

로 보기 위해 척수에 압좌 손상을 유발하여 손상된 요

수에 특정한 과제로 운동 훈련을 실시함으로 시간에 따

른 운동기능의 회복 정도, 특정과제에 대한 습득정도와

기능의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훈련의 시기를 알아

보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의 실험동물은 생후 8∼9주 경, 체중 250 g 전

후의 외관상 건강하고 신경 운동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성숙한 Sprague-Dawley 계 웅성 흰쥐 24마리를 사용하

였다. 실험기간 중에 물과 사료는 제한 없이 공급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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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험실의 온도는 21±1℃를 유지하였으며, 1일 12시간

의 광주기와 12시간의 암주기를 적용하였다. 모든 실험동

물은 수술 전과 수술 4일 이후에 한 사육장에 3∼4마리

씩 넣어 관리하였다. 신경 운동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실

험동물을 선정 후 추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척수 손상을

위한 압좌상을 유발하였으며, 압좌상 유발 4일 후 신경운

동학적 행동검사인 수정된 Tarlov 검사(Modified Tarlov

test; MTT) 점수에서 0∼3범위에 들어가는 실험동물들을

각 군당 8 마리씩 선정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연구설계

Sprague-Dawley 계 웅성 흰쥐를 사육을 위해 290⨯
430⨯180 ㎜크기로 만들어진 사육함에 넣고 물과 사료

를 주어 3일간 실험실 환경과 개별 운동에 적응하도록

한 후 신경 운동학적으로 이상이 없고 열린지면검사

(open field test)와 막대돌리기 검사 등을 실시해서 움

직임이 활발하며 막대 돌리기 3회 이상 가능한 쥐들을

각 군별로 10∼12 마리씩 분류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도중 죽거나 지나치게 기능이 좋은 실험동물 8마

리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MTT 검사 기준에 들

어가는 쥐를 각 군 당 8마리씩 분류해 실험에 사용하였

다. 실험실 온도는 21±1℃내외로 유지하며 1일 12시간

의 광주기와 12시간의 암주기를 적용하였다. 각 군별로

흉추 11번 위치에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하여 척추의 양

횡 돌기 사이 후방의 척추를 제거해 척수를 노출 시킨

후 척수에 drop 장치를 이용해 20 ㎝ 높이에서 9.6 g의

추를 유도선을 이용해 척수에 떨어뜨려 압좌상을 가해

하위 척수 손상을 유발하였다(Basso 등, 1995). 척수의

추궁절제술과 압좌상을 유발 후 근육, 근막과 피부를

봉합하였다. 그 후 1일, 2일과 4일에 MTT 척도을 이용

해 운동행동검사를 실시해 검사 값의 점수가 0∼3점 범

위 내에 들어가는 실험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사용

하였다. 각 실험군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열린지면운동군(실험군 Ⅰ): 척수 압을 가한 후 4일

째부터 65×130×20 ㎝의 직사각형의 편평한 바닥(open

field)내에서 하루에 30분씩 20일간 걷기 훈련을 실시한 군

나. 경사면에서 체중지지하기 운동군(실험군 Ⅱ): 척

수 압을 가한 후 4일 째부터 20일간 경사면에서 자세

유지하기 운동을 30분 동안 적용한 군

다. 대조군(실험군 Ⅲ): 척수에 압을 가한 후 실험 종

료시점까지 그대로 방치해둔 군

24 일간의 실험 종료 후, 이러한 요인들이 운동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경운

동학적 운동 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척수 손상 후 8일, 12일, 16일, 20일, 24일에 각각

Basso, Beattle, Bresnahan locomotor rating 척도(BBB

척도)로 8, 16, 24일에 수정된 경사판 검사(modified in-

clined plate test; MIPT)를 실시하여 각 군별로 운동행

동검사를 실시해 운동의 능력을 측정하였다.

3. 운동유발

가. 열린지면에서의 왕복 운동의 유도

열린지면에서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어두움

을 좋아하는 쥐의 행동특성을 이용하였다. 인위적으로

열린지면의 좌우 양끝에 교대로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때 쥐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행동특성으로 인

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지속적

인 왕복운동이 가능하였다. 이것은 BBB 척도의 검사

방법과 유사한 훈련법이다.

나. 경사면에서 체중지지하기

경사면에서 체중지지하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검사도구로 사용하는 경사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유도하

였다. 경사면의 경사를 변경해가면서 실험쥐들이 경사면

에서 5초 이상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자세 유지하

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데, 머리를 위로한 자

세,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를 위로하여 체중을 지지하

는 자세, 왼쪽 앞다리와 뒷다리를 위로하여 체중을 지지

하는 자세로 각각 운동하였다. 경사면에서 체중지지하기

운동은 MIPT의 검사방법과 동일한 훈련방법이다.

4. 측정도구

가. 수정된 Tarlov 검사(Modified Tarlov test; MTT)

1954년 Tarlov 과 Klinger에 의하여 고안된 척도를

1989년 Behrmann 등(1992)이 수정하였고 이것을 이 실

험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와 운동의 정도를 세분화하여 초기 운동

행동을 측정하였다. 각 점수를 0∼10점까지 분류(표 1)

하여 자발적인 움직임, 체중지지여부, 평편한 바닥에서

의 보행기능, 좁은 막대위에서 걷기 등을 실시하여 신경

학적 운동행동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하였다. 전혀 움직

임이 보이지 않으면 0점,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으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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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특성

0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

1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으나 후지의 통증 자극에 가볍게 반응(<정상 ROM 50%).

2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으나 후지의 통증 자극에 광법위하게 반응(≥정상 ROM 50%).

3 자발적인 움직임이 가볍게 나타난다(<정상 ROM 50%).

4 자발적인 움직임이 광범위 하게 나타난다(≥정상 ROM 50%).

5 체중을 지탱한 보행이 가볍게 나타난다.

6 체중을 지탱한 보행이 강하게 나타난다.

7 편편한 바닥에서 보행이 가능하다.

8 넓이가 1.8 ㎝인 좁은 막대에서 체중을 지탱하고 서있다.

9 넓이가 1.8 ㎝인 좁은 막대에서 보행이 가능하다.

10 넓이가 1.8 ㎝인 좁은 막대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막대돌리기 3회 이상 가능하다.

표 1. 수정된 Tarlov 검사 척도

지의 통증자극에 가볍게 반응(정상ROM 50%이하)하면

1점, 하지의 통증자극에 광범위하게 반응하면 2점(정상

ROM의 50% 이상), 자발적 움직임이 가볍게 나타나면

3점(정상 ROM의 50% 이하)이며, 초기 신경학적 운동

행동검사 점수에서 0∼3점 범위에 들어가는 실험동물을

각 군별로 8 마리씩 분류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BBB 이동 평가 척도(Basso, Beattle, Bresnahan

locomotor rating scale; BBB scale)

BBB 검사는 1995년 Basso 등에 의해 고안된 척도

(scale)로 초기회복기(initial recovery stage), 중간회복

기(intermediate recovery stage), 후기회복기(late re-

covery stage)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 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열린 평면의

공간 위를 이동하게 한 후 이동하는 흰쥐의 뒷다리의

운동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척도의 경우 후지의

움직임, 발가락의 움직임, 꼬리의 조절정도를 움직임의

범위와 정밀도 체중지지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분화

하여 점수화 했고 좌측 우측의 각각의 측정값을 합산해

평균점을 사용 하였다(Basso 등, 1995).

다. 수정된경사판검사(Modified inclined plate test; MIPT)

MIPT 검사는 Rivlin 과 Tator가(1977) 사용한 경사

판 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Rivlin와 Tator, 1977).

이 검사는 경사판 위에서 신체의 위치를 유지하는 능력

을 측정하는 것으로 실험에서는 깊이 3 mm, 1 cm의

간격으로 패여 있는 수평의 홈을 가진 딱딱한 재질의

경사판을 이용해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

하였다. 3가지 위치에서 5℃의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머

리를 위로, 오른쪽 신체 면을 위로, 왼쪽 신체 면을 위

로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신체 위치에서 5초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각을 측정하

여 평균값을 계산해 분석에 사용 하였다.

Ⅲ. 결과

1. 수정된 Tarlov 검사(MTT)의 평균 값

수술 후 I군의 1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70±1.03, 2

일째 1.60±.65, 4일째 1.90±1.08 이었으며, Ⅱ 군의 경우

수술 후 1일에 1.41±.86, 2일에 1.50±.77, 4일에 1.50±.44

로 나타났다. Ⅲ군의 경우 1일째 1.50±.50, 2일째

1.37±.47, 4일째 2.16±.28 로 나타났다(표 2). 각 군별 시

간에 따른 검사 값을 비교해본 결과 유의 확률은 1일에

.739, 2일에 .778, 3일에 .168(p>.05)로 나타나 4일까지

는 모든 군 간에 검사 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2).

2. BBB locomotor rating 척도를 이용한 분석

가. 시간에 따른군별 BBB척도값에 대한평균값의 비교

MTT로 실험동물을 2차로 선정하여 각 군별로 분류

된 실험동물은 4일째부터 각 군에 적합한 운동을 실시

하였다.그후 BBB 척도에 의한 검사를 각각 8, 12, 16,

20, 24일에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8일에 측정한 각군의 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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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8

군별 28.99 2 14.50 1.46 .256

오차 208.94 21 9.95

합계 237.93 23

12

군별 235.83 2 117.92 8.08 .003**

오차 306.61 21 14.60

합계 542.44 23

16

군별 449.13 2 224.57 19.53 <.001***

오차 241.48 21 11.50

합계 690.61 23

20

군별 435.53 2 217.77 18.02 <.001***

오차 253.80 21 12.09

합계 689.33 23

24

군별 435.15 2 217.58 21.73 <.001***

오차 210.21 21 10.01

합계 645.36 23

**p<.01, ***p<.001.

표 4. 군별 시간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 (N=24)

군／시간 8 12 16 20 24

Ⅰ 4.25±5.13a 11.00±5.78 13.90±5.81 14.81±5.89 15.63±5.38

Ⅱ 2.23±1.8 5.83±3.02 6.50±.65 6.83±1.22 7.33±.95

Ⅲ 1.70±.53 3.50±1.13 3.63±.58 5.00±.38 6.00±.38
a
평균±표준편차.

표 3. 시간에 따른 군별 BBB 척도값에 대한 기술통계 (N=24)

군(개체수)／시간 1 2 4

Ⅰ(8) 1.70±1.03a 1.60±.65 1.90±1.08

Ⅱ(8) 1.41±.86 1.50±.77 1.50±.44

Ⅲ(8) 1.50±.50 1.37±.47 2.16±.28

유의확률 .739 .778 .168
a
평균±표준편차.

표 2. MTT 평균값 (N=24)

4.25±5.13, Ⅱ군은 2.23±1.8, Ⅲ군은 1.70±.53이며 12

일에는 Ⅰ군은 11.00±5.78, Ⅱ군은 5.83±3.02, Ⅲ군은

3.50±1.13, 16일에는 Ⅰ군은 13.90±5.81, Ⅱ군은

6.50.±65, Ⅲ군은 3.63±.58, 20일에는 Ⅰ군은 14.81±5.89, Ⅱ

군은 6.83±1.22, Ⅲ군은 5.00±.38, 24일에는Ⅰ군은 15.63±5.38,

Ⅱ군은 7.33±.95, Ⅲ군은 6.00±.38이다.

나. 시간에 따라 실시된 각 군별 BBB 척도 값의 차이

시간에 따라 각 군별로 실시된 운동훈련에 대한

BBB 척도의 검사 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일원분산분석은 표 4와 같다.

시간에 따른 세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값과

유의 확률을 보면 8일에는 F 통계값이 1.46,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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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시간(개체수) 8 16 24

Ⅰ(8) 47.08±3.82a 61.04±9.39 69.80±6.33

Ⅱ(8) 52.08±3.76 62.50±15.20 75.43±14.14

Ⅲ(8) 45.08±1.52 48.00±2.31 51.50±2.32
a
평균±표준편차.

표 6. 시간에 따른 각 군의 MIPT 측정값의 기술통계 (N=24)

군 분산원 T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Ⅰ

개체간 879.21 7 125.60

개체내 905.84 32

시간 685.36 4 171.34 21.76 <.001***

오차 220.48 28 7.87

전체 1785.05 39

Ⅱ

개체간 70.18 7 10.03

개체내 169.04 32

시간 133.22 4 33.30 26.03 <.001***

오차 35.82 28 1.28

전체 239.22 39

Ⅲ

개체간 3.067 7 .438

개체내 97.664 32

시간 85.396 4 21.349 48.73 <.001***

오차 12.268 28 .438

전체 100.731 39

***p<.001.

표 5. 각 군내 시간에 따른 반복 측정 분산분석 결과 (N=24)

은 .256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12일에는 F

통계값이 8.08, 유의확률은 .003, 16일에 세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F 통계값은, 19.53, 유의확률은 .000, 20일

에는 F 통계값이 18.02, 유의확률은 .000, 24일에는 F통

계 값이 21.73,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각 군별로

실시한 운동 처치에 대한 BBB 척도 값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Scheffe의 사후 분석에서 12일,

16일, 20일, 24일 모두에서 Ⅰ군이 Ⅱ군과 Ⅲ군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 열린지면에서 이동운동을 한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각 군내 시간에 따라 측정한 값의 비교

각 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BBB 척도 값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BBB 척도 검사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Ⅰ군의 경우 F 통계 값은

21.76, 유의확률은 .000으로, Ⅱ군의 경우 F 통계 값은

26.03, 유의확률은 .000으로, Ⅲ군에서도 F 통계 값은

48.73,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시간에 따른 BBB 척도 값은 모든 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MIPT 검사

가. 시간에 따른 각 군의 MIPT 측정값의 비교

시간에 따른 MIPT 측정값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

와 같다.

시간에 따른 MIPT의 측정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시간별로 비교해 본 결과 8일에 Ⅰ군에서는

47.08±3.82, Ⅱ군은 52.08±3.76, Ⅲ 45.08±1.52 으로, 16일

에는Ⅰ군은 61.04±9.39, Ⅱ군은 62.50±15.20, Ⅲ군은

48.00±2.31로 24일에는 Ⅰ군은 69.80±6.33, Ⅱ군은

75.43±14.14, Ⅲ군은 51.50±2.32로 각각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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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8

군별 207.64 2 103.82 10.04 .001***

오차 217.07 21 10.34

합계 424.71 23

16

군별 1019.64 2 509.82 4.72 .02*

오차 2271.90 21 108.19

합계 3291.54 23

24

군별 2494.83 2 1247.42 15.25 <.000***

오차 1717.89 21 81.80

합계 4212.72 23

*p<.05., **p<.01, ***p≤.001.

표 7. 각 군별 시간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N=24)

군 분산원 T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Ⅰ

개체간 470.94 7 67.28

개체내 2630.35 16

시간 2101.76 2 1050.88 27.83 <.001***

오차 528.59 14 37.76

전체 3101.29 23

Ⅱ

개체간 1439.41 7 205.63

개체내 3865.94 16

시간 2189.22 2 1094.61 9.14 .003**

오차 1676.78 14 119.77

전체 5305.35 23

Ⅲ

개체간 61.84 7 8.83

개체내 196.68 16

시간 167.31 2 83.66 39.88 <.000***

오차 29.37 14 2.10

전체 258.52 23

**p<.01, ***p<.001.

표 8. 각 군내 시간에 따른 반복측정 분산분석 (N=24)

각 군에 실시한 운동훈련에 대한 MIPT의 검사 값에 대

해 각 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나. 시간에따라실시된각군별MIPT검사값에대한비교

8일에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 통계 값은 10.04

유의확률은 .001, 16일에는 F통계 값이 4.72, 유의확률은

.20으로 24일에는 F통계 값이 15.25, 유의확률은 .000으

로 각 군별 훈련방법에 따라 MIPT 검사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각 군의 차

이를 사후분석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8일에는 Ⅱ군에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6일에는 Ⅰ과

Ⅱ이 Ⅲ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24일에도 Ⅰ과 Ⅱ군이

사후분석에서 Ⅲ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7).

다. 각 군내 시간에 따른 MIPT 검사 값의 비교

각 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MIPT 검사 값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설계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군내에서 시간에 따른 MIPT 검사값의 차이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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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유의성 검정결과Ⅰ군에서 F 통계값은 27.83 유의확률은

.000, Ⅱ군에서 F 통계값은 9.14 유의확률은 .003, Ⅲ군에서 F

통계값은 39.88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시간에 따른MIPT 검

사값은모든군에서차이가 있는 것으로분석되었다.

Ⅳ. 고찰

요수 손상 후 손상 된 요수 내에서 일어나는 운동학

습에 대한 증거를 획득하고 치료에서의 최적시기와 요

수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과제에 대한 운동 학습의 운동

학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수술 후 운동기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수정된 Tarlov 검사(MTT)의 경우 1일, 2

일, 4일의 검사 값에 유의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다

(표 2). 이러한 현상은 척수 손상 후 손상 초기 추가적

으로 척수 조직 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이차적인 조직손

상의 정도가 더 증가하므로, 운동 기능의 개선이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군에서 나타나는 검사

값의 저하는 병변의 진행이 그 기간 내에 더 광범위하

게 진행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Bartholdi와 Schwab, 1996; Liu 등, 1997; Popvich 등,

1996; 1997). 이후 병변의 회복이 점차 진행되면서 신경

계 내부에 조직학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

화들은 급성기를 지나면서 기능적인 가소성으로 나타나

게 된다고 생각된다(Krenz과 Weaver, 1998). BBB 척도

와 MIPT를 이용한 검사에서 검사 값이 시간에 따라 점

차 상승하며 나타났는데, 이러한 검사 값의 변화로 손상

된 요수의 기능회복과 뒷다리의 운동 기능의 회복을 관

찰할 수 있었다. BBB 척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

균값을 볼 때 모든 군에서 그 값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MIPT를 이용한 측정에서도 각 군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이 상승했다(표 2)(표 5). 이것은 척수 손상

4일 이후부터 실험종료 시점인 24일까지 모든 군에서

확일 할 수 있는 현상으로, 각 군에 적용된 과제로 훈련

을 실시 한 군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동일한 회복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값의 변

화에서 보듯이 대조군 보다는 열린지면운동군과 경사면

에서 체중지지하기 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수치였다(표 3)(표 6).

척수내에서 특정과제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실시한 이번 실험에서 BBB 척도를 이용

한 검사에서는 BBB척도와 유사한 훈련방법을 사용한

열린지면운동군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이것은 경사면에

서 체중 지지하기 운동군과 대조군에 비교해서 유의하게

높은 검사 값을 보였다(표 4). 또한 MIPT를 이용한 검

사에서는 MIPT와 유사한 운동훈련을 한 경사면지지하

기 운동군이 다른 군들과 비교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

며, 시간별로 비교한 각 군의 평균비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또한 사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8일에는

Ⅱ군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6일,

24일에는 Ⅰ,Ⅱ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표 7). 이러한 결과는 Edgerton 등의 실험과

같이 고립된 요수가 특정한 과제를 학습했다는 과제특이

성학습에 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Edgerton 등, 1997). 이것은 척수 내에 존재하는 운동계

가 운동을 습득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Bizzi 등, 2000), 척수에서 일어나는 원활한 움직임은 척

수 상부 시스템과 하부 시스템들 간의 원활한 협응이 이

루어져야만 가능하다(Tanabe 등, 1998). 그러나, 본 실험

의 경우와 같이 척수의 압좌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

장애를 가진 실험동물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어진

과제들 즉, 열린지면에서 이동하기, 경사면에서 자세유기

하기 등을 수행하는 능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척수 상

부 시스템들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더라도 척수 자체

내에서도 운동 학습으로 인해 기능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MTT의 검사 값의 평균변화와 시간에 따른

BBB 척도의 검사 값의 변화, MIPT를 통해 본 검사

값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0∼4일까지는 기능의 회복

을 관찰 할 수 없었고, 8일, 12일, 16일, 20일, 24일 모

두에서 유의한 검사 값의 증가를 보여준다(표 2)(표 3)

(표 5)(표 6)(표 8). MTT의 경우 평균값은 4일까지 유

의한 증가가 없었으며, 4일 무렵에는 기능이 다소 회복

되었으나 이것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표 2).

BBB 척도에서 검사값의 변화는 8일에서 12일 사이에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었으나 모든 시간에 걸쳐서 유의한 평

균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표 3). 이것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척수손상 후 첫 번째 시기인 18시간 정도

부터 시작되는 신경원과 축삭의 괴사현상에 대한 조직학적

인 증거보고와 결과가 일치한다(Bartholdi 와 Schwab, 1996;

Popovich 등, 1997). 또한 척수 손상으로 뒷다리 기능장애를

나타내는 고양이에게 자극을 증가시켰을 때 회복이 증진되

고, 치료의 강도를 감소시켰을 때 회복이 감소되었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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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rger과 Robinson, 1986)와, 척수 손상 후 아급성기와

만성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측 사지를 집중적으로 사

용한 연구들에서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보고들과(Wolf 등,

1989)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iu 등은 척수 손상

후 몇 주 동안 병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Liu

등, 1997), 이 실험에서는 8일 이후에 지속적인 회복을 보여

Liu의 실험과 조금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렇다면 척수 손상환자의 어느 시기에 어떤 치료를 하

는 것이 척수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

는가? Behrmann 등(1994)은 급성의 척수 손상 후 운동 및

감각 기능의 회복은 1주 이내의 회복 정도에 따라 좌우된

다고 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MTT, BBB 척도와

MIPT를 종합하여 해석함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MTT의 검사에서 보는 것처럼 척수 손상초기에는 기능

의 회복을 관찰할 수 없고, 이시기는 조직 내의 병변이 진

행되는 시기이므로(Bartholdi와 Schwab, 1996; Popovich

등, 1996), 오히려 다양한 자극들이 유해인자가 될 수 있다

(Bergeron와 Yuan, 1998; Liu 등, 1997). 적어도 집중적인

운동은 아급성기를 지난 이후에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Weirich 등(1990)에 의하면 인체에서 척수 손상으

로 인한 척수 부종은 48∼72 시간에 최대로 심화된다고 하

였는데 이것은 조직세포의 손상과 염증의 진행, 괴사로 인

한 결과이며, 이시기를 지나면서 부종은 차츰 감소되어진

다. 저자는 실험동물에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과 임상의 환

자를 대상으로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아급성기의 시기부터

비교적 초기단계에 집중적인 운동훈련이 환자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특정 과제 운동(Bizzi 등,

2000; Edgerton 등, 1997)은 척수손상환자에 특정과제 운동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요수에서의 특정과제 운동 학습과 운동행

동적 가소성의 변화, 효과적인 치료시기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Sprague-Dawley 계 웅성 흰쥐 24마리를 추궁

절제술을 이용하여 척수 압좌손상을 유발한 후, MTT,

BBB scale, MIPT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MTT를 이용한 검사 결과 손상 초기 2일에 기

능의 후퇴와 악화가 가장 심했으며 4일째까지는 모든군

에서 신경운동학적 기능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BBB 척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 열린지면 운동

군인 Ⅰ군이 12일 이후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였고,

MIPT의 경우 경사면에서 체중지지하기 운동군인 Ⅱ군

의 측정값이 8일에 가장 높았다.

셋째, 각군별시간에 따른 운동기능의 회복 정도를 보면

BBB 척도와 MIPT 척도 모두에서 24일까지는 모든 실험

기간 내에 기능의 회복이 나타났고, 16일까지는 기능회복을

많이 보였으나 24일까지는 다소 완만한 회복을 가져왔다.

넷째, 대조군에서도 기능회복은 있었으나 Ⅰ군과 Ⅱ

군에 비해 미미하였다.

따라서, 손상된 요수에서 특정한 과제로 운동 훈련

후 동일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할 때 가장 수행능

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손상된 요수 내

에서 특정과제에 대한 학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

각된다. 또한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 해당하는 시기

부터는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훈련을 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인 기능회복을 유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도 가장 많은 훈련 효과로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손상 4일 이후부터 16일까지의 척수 손상 초기

에 집중적으로 운동을 실시한다면 더 효과적인 기능회

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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