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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ultrasound has different reflections depending on components of organization, analysis of ultra-

sound images of skeletal muscle can off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ports as concerns skeletal

muscle structu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ultrasound method for evalu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

istics of skeletal muscle and also conducted to examine its practicality. After obtaining images of the el-

bow flexors from an ultrasound image device with 88 normal subjects whose ages were between twenty

and seventy years old (44 men and 44 women), muscular density and white area index (WAI) which in-

dicat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keletal muscle were analyzed with gray scale analysis. The study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age and items which obtained from measuring ultrasound images

and the differences in relations to sex and age. Muscular density and WAI had a high correlation with

age and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men and women with greater age.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of skeletal muscle structure which analyzed the ultrasound images has high practicality because it

is a non-invasive method which complements physical therapy diagnosis and research methods and pro-

motes functiona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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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골격근은 인간의 활동능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화나 질병 및 외상 등 다양

한 원인에 의한 골격근의 기능변화에 대한 평가와 관리

는 물리치료학 분야에서도 가장 주된 연구영역 중의 하

나이다(Felici 등, 1997; Sbriccoli 등, 2001). 또한 골격

근의 기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특성

인 근 섬유의 크기나 두께, 섬유 형태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Bilodeau 등, 2003;

Moore 등, 2002; Svantesson 등, 1998). 지금까지 구조

적 평가방법으로 생검(biopsy)을 통한 조직 관찰이 주

를 이루고 있으나 침습적 방식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보

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으

며, 비침습적 방식으로 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한 골격근

인대, 신경 등 연부조직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

나 현재까지는 주로 질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Heers

와 Hedtmann, 2005; Koyuncuoglu 등, 2005; Naredo

등, 2005). 그러나 최근 영상진단장비의 성능이 향상되

면서 해상도가 높아져 골격근 등에 대한 정량적 영상분

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주로 초음파 영상이나 자기공명

영상(MRI)을 이용한 영상획득과 디지털 영상분석 기법

을 이용한 골격근 구조의 정량적 분석이 연구되고 있다

(Maurits 등, 2003, 2004; Nielsen 등, 2000). 특히 초음

파 영상장치는 골격근을 관찰함에 있어 적용 절차가 간

편하고, 비침습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MRI나 CT 등

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이고 방사능에 노출이 되지 않

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aurits 등, 2004).

Chi-Fishman 등(2004)은 초음파를 이용해 정상의 근

육과 약한 근육간의 수축력의 차이를 수축과 이완 시

근육의 횡단축의 변화로 비교하였고, Heckmatt 등(1980,

1982)과 van der Hoeven(2003)은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연구에서 아이들이나 성인에 있어서 근육의 병적 상태

와 진행상태를 평가하였다. Jull-Kristensen 등(2000)은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 일부 회전근개의

크기와 모멘트 길이(moment arm)를 측정 비교한 결과

두 기법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Bargfrede 등(1999)은 초음파와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근전도와의 비교를 통해 신경근,

신경총의 질환과 말초신경 질환에서의 근육의 위축과

같은 해부학적 비정상 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다.

초음파는 다양한 조직 구조에 의해 다르게 반향 되

므로 근육 조직은 어두운 반면에 골과 결합조직은 초음

파 영상에서 밝게 보인다. 건강하고 훈련이 잘된 근육

은 선명하고 밝은 선과 함께 어둡게 보이는 반면에 병

이 있는 근육은 구조에서 좀 더 산만하게 보인다. 이러

한 초음파의 특징을 바탕으로 Nielsen 등(2000)은 초음

파 반사 경향은 근육의 능력(capacity) 또는 질(quality)

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하였으며, 근육 조성에 대한

정보를 반사 경향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Maurits 등(2003)은 이러한 각각의 특징을 바탕으로 디

지털 영상 분석 기법을 통해 근육병증과 신경병증을 구

분하는데 필요한 측정 항목을 제공하였고, 정상 성인에

있어 연령별 구조적 특성과 근육병증 환자와 신경병증

환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발견하였

다. 일반적으로 근육병증의 근육은 전체적으로 증가된

반사강도를 보이는 반면 신경병증의 근육은 근육 구조

의 병적 손상으로 증가된 비 균질성(inhomogeneity)을

보인다고 하였다(Lamminen, 1991; Zuberi 등, 1999).

이와 같이 초음파의 반사 경향을 기초로 근육의 밀

도와 White Area Index(WAI)를 명암 분석법(gray

scale analysis)을 이용해 평가하는데 밀도는 근육병증

의 근육에서 높은 값을 보이며, WAI는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초음파영상을 이용한 골격근의 두께와 근 횡

단면적, 체적 등의 측정은 물론이고, 다양한 디지털 영

상분석 방법을 이용한 구조적 특성의 평가는 골격근의

기능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영상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용은 골격근 진단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음파 영상분석을 통한 골격근 구

조의 정량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초음파 영상 분석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정량화하여 분석하게 되면 퇴행화 과정이나 질병 및 외

상 등에 의한 골격근 병변의 구조적 진단 및 평가 결과

를 더욱 객관화 시킬 수 있으며, 향후 기능적 평가에 의

한 정량적 결과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어 골격근의 구조적 특성을 초음파 영상장치

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상자의 성별, 연령 등을 조사

하여, 이에 따른 상관성 및 차이점을 알아보고, 초음파

영상 측정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골격근의 구조적 진단 및 연구방

법으로 활용하고, 향후 기능적 평가 방법과 연계하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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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세 30∼59세 60세 이상

남성(n1=16) 여성(n2=13) 남성(n1=14) 여성(n2=17) 남성(n1=14) 여성(n2=14)

연령(세) 23.69±2.05a 22.08±0.76 49.85±7.96 48.53±8.53 69.36±3.39 69.43±4.80

체중(㎏) 66.81±8.14 53±5.16 69.5±5.96 56.53±4.67 63.43±5.45 56.79±8.75

신장(㎝) 174±3.79 162.31±3.45 170.21±2.94 158.53±3.87 167.86±4.22 157.57±3.44
a평균±표준편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8)

격근의 구조 및 기능적 변화에 대한 복합적 평가를 시

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04년 5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대에

서 70대 사이의 정상성인 88명을 대상으로 실험 절차에

따라 시행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경계 및 근

골격계의 병리학적 소견이 없고, 정기적인 근력강화 운

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적인 운동선수가 아닌

자로 하였으며 특히 실험 일주일전에는 근육통을 유발

할 정도의 과도한 운동은 제한 시켰다.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충분

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의

분류는 Maurits 등(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표 1).

2. 초음파 측정2)3)

근육의 디지털 영상분석을 위한 초음파 영상 수집은

SONOACE 6000C
1)
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의 주파수 변

조 범위는 6～8.5 ㎒이고 gain의 범위는 20～80이다. 초

음파 영상 측정에 사용된 초음파 변환기는 7.5 ㎒ 선형

탐촉자(linear transducer)이며, gain(G55)과 dynamic

range(C04)는 고정된 값으로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상완이두근의 측정 시 자세는 대상자가 허

리를 곧바로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견관절은 해부학적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주관절은 90˚ 굴곡위를 취하

게 하였다. 측정부위는 상완에서 최대 둘레를 나타내는

지점으로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부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술용 펜으로 표시 한 후 시행하였다.

영상 획득 시 피부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

분한 양의 초음파 겔
2)
을 변환기와 피부사이에 도포하

였고, 측정이 일정하게 되도록 변환기는 피부에 직각을

유지하고 영상에서 최대 골 반향(bone echo)으로 판단

하여 조절하였다.

가. 디지털 영상분석

초음파 장치에서 획득된 영상을 디지털 영상분석을

하기 위해 포토샾 4.0(Adobe, U.S.A.)을 이용해 디지털

화 시킨 후 영상 프로그램으로 옮겨 근막이나 근건 이

행부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부

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추출하였다(Maurits 등, 2003).

추출한 근육 마스크(그림 1)의 평균 화소수는 12,444 화

소(pixels)이었다. 디지털 영상 분석을 위해 Image-Pro

Plus 4.1(Media Cybernetics, U.S.A.)을 사용하였다.

나. 밀도

상완이두근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명암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근육의 에코발생도

(echogenicity)를 정량화 하기위해 선택된 부분의 평균

화소값을 구하여 밀도로 정하였다. 선택된 화소가 순수

한 검정색이면 추출된 부분의 grey scale의 평균값이 0

이 되고, 순수한 흰색이면 평균값이 255가 된다.

다. White Area Index(WAI)

근육 내에서 에코발생도가 높은 부분을 정량화하기 위

해 추출된 근육 마스크에서 시각적으로 백색으로 보이는

모든 영역(화소값이 170 이상)의 화소수를 구한 후 구해

진 화소수를 추출된 전체 화소수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1) Medison Co., Korea.

2) Dayo Medical, Co., PROGEL-Ⅱ,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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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WAI(White Area Index)

연령(세)

남성 .73* .80*

여성 .72* .64*

*p<.001

표 2. 남성과 여성의 연령과 밀도, WAI 간의 상관성

그림 1. 정상인의 상완이두근 초음파

영상분석을 위해 선택된 부분

연령(세) 20∼29세 30∼59세 60세 이상 x
2

p

밀도

남성

평균(표준편차) 53.26(8.42) 65.05(11.39) 72.24(6.49) 19.572 .000

대상자 수(명) 16 14 14

여성

평균(표준편차) 52.39(5.90) 69.35(12.99) 76.74(13.62) 17.994 .000

대상자 수(명) 13 17 14

Z -.768 .000 -2.068

p .449 1.000 .039

표 3.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상완이두근의 밀도

3. 자료분석

연령과 초음파 영상 측정 항목과의 상관관계는 피어

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령에 따른 밀도, WAI의 비교는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였고, 사후분석은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오류율을 .05로 하기위해 유의수준을

α=.05/3으로 하였다. 성별 간 차이는 Mann-Whitney 검

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

의수준 α=.05로 정하였다. 모든 자료는 윈도용 SPSS

1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1. 연령과 초음파 영상분석 항목 간의 상관관계

연령과 초음파 영상분석 항목인 상완이두근의 밀도와

WAI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

였다. 그 결과 연령과 밀도는 남성(r=.73, p<.001)과 여성

(r=.72, p<.001) 모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

며, 연령과 WAI에서도 남성(r=.80, p<.001)과 여성(r=.64,

p<.001) 모두 높은 양의 상관관계 나타내었다(표 2).

2. 연령에 따른 상완이두근의 밀도 비교

연령에 따른 밀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한 결과 남성(p<.001)과 여

성(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사

후분석에서 남성은 20～29세와 30～59세, 20～29세와

60세 이상 사이에서, 여성은 20～29세와 30～59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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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세) 20∼29세 30∼59세 60세 이상 x
2

p

WAI

남성

평균(표준편차) .0020(.0017) .0080(.0052) .0191(.0078) 27.825 .000

대상자 수(명) 16 14 14

여성

평균(표준편차) .0041(.0041) .0111(.0086) .0235(.0159) 13.776 .001

대상자 수(명) 13 17 14

Z -1.930 -1.032 -.781

p .056 .316 .454

표 4.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상완이두근의 WAI(White Area Index)

29세와 60세 이상, 30～59세와 60세 이상 사이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한 연

령별 남녀 밀도의 차이는 60세 이상(p<.05)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표 3).

3. 연령에 따른 상완이두근의 WAI의 비교

연령에 따른 상완이두근의 WAI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해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한 결과 남성(p<.001)과

여성(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

분석에서 남성은 20～29세와 30～59세, 20～29세와 60세

이상, 30～59세와 60세 이상 사이에서, 여성은 20～29세

와 60세 이상, 30～59세와 60세 이상 사이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한 연령별 남녀

의 WAI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Ⅳ. 고찰

본 연구는 초음파 영상 분석을 이용하여 정상 성인

88명을 대상으로 골격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일

반적 특성과의 상관성과 차이를 비교 평가하여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골격근의 구조적 진단 및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 향후 근전도와 같은 기능적 평가

방법과 연계하여 골격근의 구조 및 기능적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초음파는 비용이 적게 들며, 안전하고 사용하기 간편

한 영상 획득 장치이다. 초음파 영상은 골격근을 평가

하는데 다른 영상기법이나 다른 장비에 비해 심부근과

표재근을 평가하는데 용이하며, 근 수축과 이완에 따른

근골격계의 모든 형태와 구조를 시각화 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공간적인 시각화와 정량화를 할 수 있다

(Chi-Fishman 등, 2004). 디지털 영상 분석 항목인 밀

도는 명암도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고 WAI는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 상에서 시각적으로 흰색으로 보이는 170

이상의 화소값을 가진 화소수를 전체 화소수로 나눈 값

으로 구한다(Maurits 등, 2003). 디지털 영상 분석을 위

하여 사각형 부분만을 선택하였는데, 비만의 정상성인

의 경우 한 영상에 전체의 근육을 옮길 수 없고 전체의

영상을 분석함이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믿을만한 방법으로 증명되었으며, 특히

Maurits 등(2003, 2004)의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과 근

육병증, 신경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

해 각각의 특징적인 값을 정량화하였다.

근육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시도된 디지털 영상 분

석 측정 항목 중 밀도는 근섬유가 아닌 지방이나 결합

조직에 대해 높은 반사강도를 보이는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증가함을 보였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밀도의 증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Reimers 등

(1993)은 근육 생검의 조직병리학적 평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근 섬유가 섬유지방 조직으로 전환되어 있음을 발

견하였는데 이러한 섬유지방 조직으로의 전환은 근육의

반사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Lexell

등(1988)은 전체 내측광근의 근 섬유의 비율을 계산했

는데,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각각 70%와 50%의 근섬유

를 관찰해 고령화에 따른 근 섬유의 소실을 보고하였

고, Larsson(1995)은 나이가 들면서 근섬유가 지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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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조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또한 Sipila와

Suominen(1991)은 노년층의 정기 운동군과 비운동군

간을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결과 비운동군에서 높은 반

사율을 관찰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 운동 전․후의 외측광근과 대퇴골

의 반사강도를 평가한 결과 외측광근의 반사강도는 감

소하였고, 대퇴골의 반사강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는데, 근육에서의 반사강도의 감소는 지방조직의 소실

로 인한 것이라 제안하였다(Sipila와 Suominen. 1996).

또한, Wallgren-Pettersson 등(1990)은 비정상적으로 높

은 근육의 반사강도를 선천성 근육병증 환자에게서 발

견하기도 하였다.

WAI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에서 고령화에 따라 증가

하였는데, WAI는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높은 값

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영상 분석으로 볼 때

고령화와 신체적 활동의 감소로 인해 근섬유가 지방이

나 다른 결합조직으로 전환되어 초음파의 반사강도를

높여 밀도의 증가와 WAI의 증가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근육의 자연스러운 퇴행과정이라 생각되어 지며 초음파

를 이용해 골격근의 퇴행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밀

도나 WAI의 분석이 골격근의 내부 구조 상태를 나타

내 기능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골격근의 구조적 변화를 초

음파 영상분석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골격근의 구조적 평가가 근전도, 동력계 등을 이용한

기능적 평가와 연계 된다면 지금까지의 기능평가 중심의

근골격계 물리치료진단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음파 영상분석을 이용해 골격근의 구조

적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분석하여 골격근에 대한 진단 및 연구방법에 초음파

영상분석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

시하였다. 측정은 20대에서 70대 사이의 정상 성인 8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측정 자료를 이용

하여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상관관계 및 이에 따른 차

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연령과 초음파 영상 분석 항목인 밀도, WAI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연령에 따른 밀도 및 WAI는 남

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초음파 영상분석을 이용한 진

단방법은 골격근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물론, 이학적 측정, 표면 근전도, 동력계 등을 이용한

기능평가 방법들과 연계되면 골격근에 대한 복합적 평

가를 가능하게 하여 주로 기능평가에 치중된 물리치료

진단을 보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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