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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직이란 상부운동신경원 증후군의 한 요소로 긴장성 신

장반사가 신장반사의 과흥분성에 의해 신장되는 속도에 따

라 증가하는 운동이상이다.15) 경직은 뇌졸중 환자에서 운동 

기능 회복과 독립적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많은 향을 미

치므로 경직의 효율적 치료는 재활치료과정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경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 척추강 내 바클로펜 주입, 

수술적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어 왔다.
19)

  화학적 신경차단술은 경구용 항경직성 약물복용에 비해 

인지기능 장애 등의 전신적 부작용이 없고 국소적으로 원

하는 근육의 경직만을 줄일 수 있어, 경직 치료에 널리 이용

되어 왔다. 화학적 신경차단제로 이용되는 제제 중 알코올

은 보툴리늄 독소에 비해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고, 주사 후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작용지속시간이 길 뿐만 아니

라 페놀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4,5)

  과거 경직 치료에 알코올을 이용한 대부분 임상적 보고

들은 경직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근육 운동점에 주사 또는 

근육 내 주사 방법을 사용하 다.10,23) 최근 몇몇 연구들이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경직을 보이는 환자에서 말초신

경에 직접 알코올을 주사하여 경직의 치료효과를 보고하

다.
11,12,16,17,22,25)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알코올 신경차단 후 

경직의 임상적 변화를 측정하 으나, 전기생리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H반사는 근 방추의 Ia구심성 섬유의 운동신경 세포에의 

단일연접 반사의 활동도를 대변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므로 

그 진폭이 경직 환자에서는 클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행되

고 있는 방법이며, 진폭과 H파와 M파의 진폭 비가 사용되

고 있다. H반사와 M파의 진폭과 H파와 M파의 진폭 비의 

측정은 신경차단술 후 시간에 따른 알코올 신경차단의 효

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혼합신경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 으

나 본 연구는 신경차단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전도 검사하에 알코올을 경골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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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복근운동분지에 주사한 후 시간경과에 따른 임상적,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하여 향후 뇌졸중 환자의 포괄적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혹은 외래 치

료 중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 중 고정된 족관절

의 구축이 없고,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Functional 

Ambulation Classification (MGHFAC)
14)
상 category 3 이상으

로 보행이 가능했던 환자들 중에서 족관절 경직과 족간대

성 경련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가진 환자 14명을 대상으

로 하 다. 평균 연령은 55.6세(41세에서 77세)이었으며, 성

별은 남자가 12명, 여자가 2명이었다. 뇌졸중의 원인은 뇌

경색이 7명, 뇌출혈이 7명이었고, 평균 유병기간은 29.6개

월(3개월에서 70개월)이었다.

    2) 연구방법

  알코올 신경차단술은 환자를 복와위로 엎드린 자세에서 

근전도 기계를 이용하여 Teflon 절연된 26인치 신경차단용 

주사침을 사용하여 시행하 다. 알코올(Dehydrated ethyl 

alcohol; Terapharmaceuticals, USA)은 100% 주사용 에탄올을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50% 농도의 에탄올을 만들어 사용

하 다. 신경차단술 전 사체의 슬와부 부위를 해부하여 경

골신경에서 내, 외측 비복근으로 가는 운동신경분지의 위

치를 충분히 확인하 다(Fig. 1).

  임상적 족관절 경직변화는 modified Ashworth 척도,
9)
 수동

적 관절운동범위, 족간대성 경련 정도를 측정하 다. 족관

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슬관절을 신전한 상태에서, 

90도 굴곡한 상태에서 측정하 다. 지속적 족간대성 경련

은 발목을 갑자기 수동적으로 굴곡시켰을 때 5번 이상의 

떨림이 나타날 때로 정의하고 점수는 2점, 5번 이하로 간헐

적으로 족간대성 경련이 나타날 때를 간헐적 족간대성 경

련으로 정의하고 1점으로, 족간대성 경련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0점으로 하여 평가하 다.

  전기생리학적 변화는 Synergy
Ⓡ (Medelec, UK)를 사용하

여 H반사의 진폭과 잠시, M파의 진폭과 잠시, H파와 M파

의 진폭 비를 측정하 다. M, H파의 진폭은 음성정점에서 

양성 정점까지의 진폭을 측정하 고, 잠시는 기시 잠시를 

측정하 다. H파의 측정은 슬와부에서 경골신경을 음전극

을 근위부로 하여 자극하고, 슬와부 중심과 경골내과를 연

결하는 선의 1/2 지점 비복근에 활성 전극을, 아킬레스건의 

종지부 바로 근위부에 참고 전극을 부착하여 기록하고, 접

지 전극은 자극지점과 활성 전극 사이에 위치하여, 최대하 

자극 강도로 0.5∼1.0 msec 자극 시간, 1회/sec의 자극 빈도

로 측정하 다.

  경골운동분지 신경차단술은 표면전극을 사용하여 최소 

자극 강도에서 내, 외측 비복근의 수축을 유발하는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침전극을 사용하여 0.05 msec의 자극지속시

간하에 1 mA 이하의 최소 자극으로 비복근의 수축을 유발

하는 부위에 50% 에탄올을 먼저 1 cc를 주사 후, 1∼2분의 

시간 경과 후 자극 강도를 높여 다시 자극 시 비복근의 수

축이 없어질 때까지 주사하 다(Fig. 2).

  경골신경운동분지의 알코올 주사위치는 수평선은 슬와부

에서 보이는 가장 두꺼운 주름으로 하고, 수직선은 수평선

의 중간지점과, 경골 내과와 비골 외과 연결선의 중간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점으로 정하여 측정하 다.
1) 또한 주사 시 

경골운동분지신경의 최소 자극 강도와 알코올의 용량을 측

정하 다.

Fig. 1. The medial (A) and lateral (B) motor branches of tibial 

nerve.

Fig. 2. Alcohol was injected in the tibial nerve motor branches to 

the both gastrocnemius muscles with electromyographic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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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은 SPSS/PC windows version 10.0을 이용하 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하 다. 알코올 신경차

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전기생리학적 변화는 repeated meas-

ures ANOVA test, 족관절 경직의 임상적 변화는 Friedman 

test를 이용하여 평균값(평균±표준편차)을 비교하 다.

결      과

    1) 알코올 신경차단 위치, 용량 및 최소 자극 강도

  내측 비복근의 알코올 신경차단 위치는 수평선에서 평균 

1.9±0.7 cm 아래로, 수직선에서 1.7±0.4 cm 내측에, 외측 

비복근은 수평선에서 평균 1.8±1.1 cm 아래로, 수직선에서 

1.5±0.8 cm 외측이었다. 주사 시 평균 최소 자극 강도는 0.6 

±0.2 mA이었고, 주사한 알코올의 평균 용량은 1.2±0.3 ml

이었다.

    2) 족관절 경직의 임상적 변화

  Modified Ashworth 척도는 신경차단 전에 3등급이 2명, 2

등급이 11명, 1+등급이 1명에서 차단 직후 3, 2, 1+, 1, 0등

급이 각각 1, 5, 4, 4, 0명, 1주일과 1개월 후 각각 0, 3, 4, 

6, 1명, 3개월 후 각각 0, 3, 2, 8, 1명으로 감소하 다(Table 

1). 족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슬관절 신전 상태에서 

알코올 신경차단 전 0.8도에서 차단 직후, 1주일 후, 1개월 

후, 3개월 후 각각 6.7도, 9.0도, 9.3도, 9.4도로,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차단 전 12.7도에서 각각 17.5도, 19.2도, 19.4도, 

18.4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Table 2). 간

대성 경련은 신경차단 전 1.6±0.9에서 차단 후 1.3±0.7로 감

소하 다.

    3) 전기생리학적 변화

  M파 진폭은 신경차단 전 12.7 mV에서 8.2 mV, 7.1 mV, 

6.6 mV, 7.5 mV로, H반사 진폭은 신경차단 전 3.7 mV에서 

2.6 mV, 1.8 mV, 1.3 mV, 1.5 mV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H파와 M파의 진폭비는 신경차단 전 29.2에서 

차단 직후 30.8로 증가하 고, 1주일, 1개월, 3개월 후에 

28.5, 21.5, 18.7로 감소를 보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 다. H반사의 잠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

냈으나 시간에 따른 일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M파

의 잠시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Fig. 3).

고      찰

  경직은 중추 신경계 질환 환자의 재활치료에 있어 주요

한 방해요인 중 하나이며, 치료에 있어 득과 실을 면 히 

비교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화학적 신경차단술은 국소적 경직치료에 있어 부작용이 

적고,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임

상적으로 페놀과 알코올의 신경차단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없으나, 장 등
5)은 흰쥐 좌골신경에 에탄올과 페놀을 주사하

여 에탄올 신경차단이 페놀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현재 페놀은 공식적으로 임상약제로 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업용 페놀을 각 병원에서 임의로 무균 

Table 2. Changes of Clinical Parameters
ꠧꠧꠧꠧꠧꠧꠧꠧꠧꠧꠧꠧꠧꠧꠧꠧꠧꠧꠧꠧꠧꠧꠧꠧꠧꠧꠧꠧꠧꠧꠧꠧꠧꠧꠧꠧꠧꠧꠧꠧꠧꠧꠧꠧꠧꠧꠧꠧꠧꠧꠧꠧꠧꠧꠧꠧꠧꠧꠧꠧꠧꠧꠧꠧꠧꠧꠧꠧꠧꠧꠧꠧꠧꠧꠧꠧꠧꠧꠧꠧꠧꠧꠧꠧꠧꠧꠧꠧꠧꠧꠧꠧꠧꠧꠧꠧꠧꠧꠧꠧꠧꠧꠧꠧꠧꠧꠧꠧꠧꠧꠧꠧꠧꠧꠧ
 Parameter Preinjection Postinjection 1 week 1 month 3 months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OM1) (K/E2)) (o)   0.8±10.9  6.7±8.5  9.0±7.2  9.3±6.8  9.4±5.9 ＜0.001

 PROM (K/F3)) (o) 12.7±7.4 17.5±8.5 19.2±8.1 19.4±6.6 18.4±6.1   0.00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1. PROM: passive range of motion, 2. K/E: Knee extension, 3. K/F: Knee flexion

Table 1. Changes of MAS score
ꠧꠧꠧꠧꠧꠧꠧꠧꠧꠧꠧꠧꠧꠧꠧꠧꠧꠧꠧꠧꠧꠧꠧꠧꠧꠧꠧꠧꠧꠧꠧꠧꠧꠧꠧꠧꠧꠧꠧꠧꠧꠧꠧꠧꠧꠧꠧꠧꠧꠧꠧꠧꠧꠧꠧꠧꠧꠧꠧꠧꠧꠧꠧꠧꠧꠧꠧꠧꠧꠧꠧꠧꠧꠧꠧꠧꠧꠧꠧꠧꠧꠧꠧꠧꠧꠧꠧꠧꠧꠧꠧꠧꠧꠧꠧꠧꠧꠧꠧꠧꠧꠧꠧꠧꠧꠧꠧꠧꠧꠧꠧꠧꠧꠧꠧ
MAS1) score Preinjection Postinjection 1 week 1 month 3 month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  0 0 1 1 1

1  0 4 6 6 8

  1+  1 4 3 4 2

2 11 5 3 3 3

3  2 1 0 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numbers of patients.

1. MAS: modified Ashworth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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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사용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페놀에 의한 환경공

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6) 그러나 알코올은 제품화된 주사

용 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대량 사용 시 페놀

에서 보이는 독성을 가지지 않는다.
18)

  저농도 알코올(5∼10%)의 신경차단 기전은 나트륨과 칼

륨의 전도를 감소시켜 국소마취 작용을 하고, 그 이상의 고

농도에서는 비선택적인 단백 변성과 원형질의 탈수와 침전

에 의한 신경세포조직 손상을 유발한다.
13) Taylor와 Woosley24)

는 흰쥐의 좌골신경에 10∼50% 에탄올을 15초에서 60초간 

노출시키면 생화학적 반응이 즉시 일어나 수초의 분리와 

세포 소기관과 세포질의 부종으로 인하여 결국 Wallerian 

변성이 일어나지만 신경의 중심부는 정상 소견을 보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고농도 에탄올에 장시간 노출시키면 조

직 변성이 신경의 중심으로 확대되어, 신경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소견을 나타내었다.

  경직 치료에 알코올을 이용한 대부분 임상적 보고들은 

경직형 뇌성마비 환아에서 근육 운동점 또는 근육 내에 주

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Tardieu 등
23)은 45% 알코올을 

뇌성마비 환아들의 근육운동점에 주사하여 근력의 변화 없

이 경직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Carpenter와 Seitz
10)는 130명의 뇌성마비 환아들을 대상

으로 45∼50%의 알코올을 근육 내 주사하여 128명에서 경

직 감소를, O'Hanlan 등
21)은 45% 알코올을 근육 내 주사하

여 근력의 감소가 미미하면서 경직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27)

  최근 몇몇 연구에서 신경에 직접 알코올을 주사하여 경

Table 3. Changes of Electrophysiologic Parameters
ꠧꠧꠧꠧꠧꠧꠧꠧꠧꠧꠧꠧꠧꠧꠧꠧꠧꠧꠧꠧꠧꠧꠧꠧꠧꠧꠧꠧꠧꠧꠧꠧꠧꠧꠧꠧꠧꠧꠧꠧꠧꠧꠧꠧꠧꠧꠧꠧꠧꠧꠧꠧꠧꠧꠧꠧꠧꠧꠧꠧꠧꠧꠧꠧꠧꠧꠧꠧꠧꠧꠧꠧꠧꠧꠧꠧꠧꠧꠧꠧꠧꠧꠧꠧꠧꠧꠧꠧꠧꠧꠧꠧꠧꠧꠧꠧꠧꠧꠧꠧꠧꠧꠧꠧꠧꠧꠧꠧꠧꠧꠧꠧꠧꠧꠧ
 Parameter Preinjection Postinjection 1 week 1 month 3 months F 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H amplitude (mV)  3.7±3.5  2.6±2.9  1.8±2.2  1.3±1.8  1.5±1.6 5.319 0.01

 M amplitude (mV) 12.7±8.2  8.2±6.7  7.1±5.9  6.6±3.9  7.5±4.3 8.558 ＜0.001

 H/M ratio (%) 29.2±24.3 30.8±27.8 28.5±26.0 21.5±21.0 18.7±16.8 3.235 0.03

 H latency (msec) 29.1±1.5 28.9±1.6 29.2±2.3 28.4±2.4 29.5±2.2 3.663 0.04

 M latency (msec)  3.4±0.6  3.5±0.7  3.6±0.5  3.5±0.4  3.7±0.6 1.284 0.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Fig. 3. Changes of electrophysiologic parameters. A: H amplitude, B: M amplitude, C: H/M ratio, D: H latency, E: M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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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치료 효과를 보고하 다. Pelissier 등22)은 27명의 편마

비 환자에서 60% 알코올을 여러 말초신경에 주사한 후 4개

월간 경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100% 알코올을 이

용하여 고관절 내전 경직에 대한 폐쇄신경차단, 슬관절 굴

곡경직에 대한 좌골신경차단, 족관절 경직에 대한 경골신

경차단, 주관절 굴곡 경직에 대한 근피신경차단의 효과가 

보고되었다.
11,12,16,17,25) Chua과 Kong12)은 50% 알코올을 이용

하여 경골신경차단을 시행하여 modified Ashworth 척도 감

소, 족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증가 및 보행 호전을 보

고하 다. 본 연구는 족관절 경직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가진 뇌졸중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50% 알코올을 이용하

여 경골신경운동분지 차단술을 시행하 다. 신경차단 후 

차단 전에 비해 modified Ashworth 척도 감소, 족관절의 수

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유의한 증가를 보여 Chua과 Kong
12)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

은 관찰되지 않았다.

  H반사는 전기적으로 유발된 단일 접합 신전반사로, 신경

세포간 신경원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운동신경원의 흥분도

를 나타낸다.
7)
 Angel과 Hofmann

8)
은 H반사가 전극을 부착

한 위치, 피부의 두께, 자극강도, 긴장상태, 장딴지 근육의 

수의적 수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 H와 최대

M의 비는 H반사 측정보다는 신빙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제

시하 다. Wood 
26)는 신경섬유 손상은 수의적 근육 수축보

다 반사 활동을 더욱 억제시킨다고 보고하 고, Meelhuysen 

등
20)
은 척수신경에 페놀 차단 시행은 운동 요소뿐만 아니라 

구심성 고유수용감각 요소도 향을 받기 때문에 H반사가 

M반사보다 더 많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는 H파와 M파의 진폭, H파와 M파의 진폭 비는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이는 알코올을 이용한 운동분지 신경차단술

이 원심성 H반사궁에 향을 미쳐 알파운동 신경원의 활성

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Meelhuysen 등
20)
의 연구와 

달리 M파의 진폭이 H파의 진폭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비복근으로 가는 경골신경의 운동분지만을 차단하

던 저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Meelhuysen 등
20)
의 척수신경 

차단과는 달리 구심성 고유수용감각 요소보다는 운동 요소

에 더 많은 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

한 기전은 이번 연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H반사는 긴 반사 경로를 경유하므로 근위부 신경 축색의 

일부 손상이나 생리적인 차단 등의 병변이 있는 경우 향

을 받게 된다. 김 등
2)은 H반사 기시 잠시가 페놀을 이용한 

후경골신경차단 후 유의하게 지연되었는데, 이는 족간대성 

경련의 출현빈도 감소와 더불어 페놀이 후경골 신경수초에 

향을 주어 알파운동 신경원의 활성도를 감소시켰기 때문

이라고 제안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H반사 잠시가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으나 시간에 따른 일정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골신경운동분지 차단이 경

골신경차단보다 알파운동신경원의 활성도에 향을 적게 

주거나 신경수초에 미치는 알코올과 페놀의 효과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 등
3)은 흰쥐에서 90% 에탄올 신경차단 후 복합근 활동

전위 진폭이 2주 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개월까지는 H반사와 M파의 진

폭이 감소하다가 3개월 후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

다. 이는 장 등
5)이 90% 에탄올 주사 후 신경 섬유의 조직학

적 소견에서 2주 후 핵의 증식과 과염색성 등의 재생소견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서 4주 후까지 지속되다가 8주에는 정상

화되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적 신경차단술은 원하는 근육만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된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는 여러 근육들을 악

화시키고, 또한 감각신경도 함께 차단되어 감각이상, 감각

저하, 신경병증 통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감

각신경의 차단 없이 경직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분지의 정확한 선택적 차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술 전 경골신경운동분지 위치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체의 슬와부 부위를 해부

하 고, 운동신경분지 차단술은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근

전도 기계를 이용하여 0.05 msec의 자극지속시간하에 1 mA 

이하의 최소자극으로 해당 비복근의 수축을 유발하는 부위

에 시행하 으며, 경골신경차단 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

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50% 알코올을 이용하여 시행하 다.

  알코올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대부분 주사 시 통증이 

있으며, 그 외 혈관염, 구적 말초 신경 마비, 피부 자극 

및 전신적인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3)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환자에서 알코올을 주사하는 동안 타는 듯한 통증

을 호소하 으나 주사 후 지속되지는 않았으며, 그 외 부작

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알코올 신경차단 후 장기간 

경직의 변화를 조사하지 못했고, 둘째, 실험대상 환자군의 

수가 적었고, 셋째, 알코올 용량과 농도 차이에 따른 치료

효과 차이를 조사하지 못했고, 넷째, 알코올 신경차단이 실

제적 보행에 미치는 향을 보행 분석 등을 통하여 객관적

인 평가를 하지 못했다. 추후 알코올 신경운동분지 차단 후 

장기적인 임상 및 전기생리학적 평가와 알코올 용량과 농

도에 따른 경직치료 효과 차이 등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      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혹은 외래 치

료 중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들 중 족관절 경직으로 

인해 보행에 장애를 가진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알코올을 이

용하여 경골신경운동분지 차단술을 시행하 다. Modified 

Ashworth 척도는 감소하 고, 족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

위는 유의하게 증가하 다. H반사 및 M파의 진폭은 신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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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 1개월까지는 H

반사와 M파의 진폭이 감소하다가 3개월 후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H파와 M파의 진폭비도 신경차단 1주 

후부터 감소하여 유의한 변화를 보 다. 그러므로 알코올

을 이용한 경골신경운동분지 차단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

비 환자에서 족관절 경직완화를 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 임상 및 전기

생리학적 평가는 알코올 신경차단술 후 치료효과 판정뿐 

아니라 적절한 재주사 시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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