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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의 88% 이상은 운동기능 장해를 가

지므로 운동기능 손상과 회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

고 있다.4) 뇌졸중 후 신경학적인 회복은 첫 2주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신경학적 회복이 이루어진

다.
16)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향후 기대되

는 운동기능 회복의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활치

료 계획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뇌손상 후 운동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뇌자기도

(magnetoencephalogram), 경두개 자기 자극법(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뇌파검사(electroencephalogram), 양자

방출 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단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ized tomo-

graphy), 기능적 뇌 자기공명 상(functional magnetic reso-

nance imaging) 등이 이용되어 왔다. 최근 새로운 상기법

인 확산 텐서 상(diffusion tensor imaging)은 Basser 등
3)이 

최초로 소개하 으며, 물의 비등방도 확산을 이용하여 생

체에서 직접 뇌백질 특히 운동조절 신경경로 중 하나인 피

질척수로를 객관적이고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 

  뇌졸중에서 확산 텐서 상을 이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허혈을 유발시킨 후 즉시 

측정한 비등방성 확산은 20% 가량 증가하 다가 아급성기

와 만성기에는 감소되었으며,
5)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8,14,15,19,20) 그러나 뇌

졸중 환자에서 확산 텐서 상의 비등방도와 운동기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뇌

졸중으로 속 섬유막 손상을 가진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확산 텐서 상을 촬 하여 속 섬유막의 비등방도와 운동

기능 손상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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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Diffusion tensor imaging (DTI) fully charac-
terizes water molecule mobility, allowing an exploration of 
fiber tract integrity and orientation in the human br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motor impairment and the changes of fractional 
anisotropy (FA) in the internal capsule in post-stroke hemi-
plegic patients. 
Method: Six normal subjects and 19 post-stroke hemiplegic 
patients who had a lesion in the internal capsule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TI was performed with a 3.0 Tesla 
MR at the mean interval of 28.2 days after stroke. Motor 
impairment was assessed with the Motricity Index and Trunk

Control Test at the time of the imaging study. FA was 
measured in anterior limb and pos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Results: FA reduced significantly in the affected region 
compared with the other unaffected region in patients and 
normal region in controls. FA in the affected posterior limb 
of the internal capsule was correlated with the Motricity 
Index score of the affected upper limb (r=0.642, p＜0.05). 
Conclusion: DTI can be helpful to evaluate motor impair-
ment of the upper limb in post-stroke hemiplegic patients.  
(J Korean Acad Rehab Med 2004; 28: 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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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은 편마비성 뇌졸중 환자 중 뇌 자

기공명 상 검사에서 속 섬유막을 침범한 19명의 중뇌동맥 

역 경색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평균 연령은 59.1세이었

으며, 남자가 10명, 여자가 9명이었다. 대조군은 신경학적 

검사와 뇌 자기공명 상에서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정

상인 6명을 대상으로 하 다(Table 1).

    2) 연구방법

  확산 텐서 상은 뇌졸중 발병 후 평균 28.2일에 3.0 T 

자기공명 상장치(Signa VH/i, GE Medical System, USA)를 

사용하여 시행하 다. 확산 텐서 상은 초고속 상기법

인 스핀-반향 Echo Planar Imaging에 확산 강조 경사자장계

를 포함하여 사용하 고, 상 변수들은 diffusion-sensiti-

zing gradient 25 방향, b value 1,000 s/mm
2, TR 10,000 msec, 

TE 71.8/72.3 msec, matrix 128×128, FOV 23∼24 cm, NEX 

1, 5 mm slice thickness, 스캔시간은 4분 21초 다. 상 촬  

후 Functool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분할 비

등방도(fractional anisotropy) 상을 얻었다. 

  분할 비등방도는 이환측 병변 부위의 속 섬유막 전지와 

후지에서 각각 측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비이환측 부위의 

전지와 후지에서 각각 측정하 고, 대조군은 양측 속 섬유

막 전지와 후지에서 측정하 다(Fig. 1).

  운동기능은 Motricity Index (MI)와 Trunk Control Test 

(TCT)
7)를 이용하여 확산 텐서 상 촬  시 평가하 다. MI

는 상, 하지점수를 각각 1점에서 100점으로, TCT는 0점에서 

100점으로 측정하 다.

  통계분석은 SPSS/PC Windows version 10.0을 이용하 고,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으로 하 다. 속 섬유막의 분

할 비등방도와 운동기능의 연관성은 Spearman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환자의 이환측과 비이환측, 환자의 

비이환측과 대조군의 분할 비등방도는 paired t-test를 이용

하여 비교하 다. 

결      과

    1) 환자군과 대조군의 분할 비등방도 

  대조군의 분할 비등방도는 속 섬유막 전지, 후지에서 각각 

Table 1. Demographic Data
ꠧꠧꠧꠧꠧꠧꠧꠧꠧꠧꠧꠧꠧꠧꠧꠧꠧꠧꠧꠧꠧꠧꠧꠧꠧꠧꠧꠧꠧꠧꠧꠧꠧꠧꠧꠧꠧꠧꠧꠧꠧꠧꠧꠧꠧꠧꠧꠧꠧꠧꠧꠧꠧꠧꠧ

Characteristics Patients Control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Number 19  6

Age (years) 59.1±13.4  39.3±15.7

Sex (Male/Female) 10/9 4/2

Affected side (Right/Left) 10/9

DTI
1) after stroke (days) 28.2±9.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DTI: Diffusion tensor imaging

Fig. 1. Fractional anisotropy (FA) 

map at the level of the internal 

capsule (arrow) were shown as a 

axial scan image of brain MRI in 

a patient with right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A) and normal 

health control (B). The signal 

intensity of the right internal cap-

sule was much less compared to 

the left internal capsule in a patient 

and the same region of normal 

control.

Table 2. Fractional Anisotropy of Internal Capsule in Patients and 
Controls

ꠧꠧꠧꠧꠧꠧꠧꠧꠧꠧꠧꠧꠧꠧꠧꠧꠧꠧꠧꠧꠧꠧꠧꠧꠧꠧꠧꠧꠧꠧꠧꠧꠧꠧꠧꠧꠧꠧꠧꠧꠧꠧꠧꠧꠧꠧꠧꠧꠧꠧꠧꠧꠧꠧꠧ
Patient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ontrols
Affected Unaffecte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Internal capsule

Anterior limb 0.30±0.09* 0.40±0.07 0.40±0.08

Posterior limb 0.33±0.11* 0.52±0.09 0.53±0.0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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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0.53이었다. 환자군의 이환측과 비이환측 분할 비등방

도는 속 섬유막 전지에서 각각 0.30 및 0.40, 후지에서 각각 

0.33 및 0.52 다. 대조군과 환자군의 비이환측 분할 비등방

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군의 이환측 분할 비등

방도는 비이환측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

다(Table 2).

    2) 속 섬유막의 분할 비등방도와 운동기능과의 상관관계

  속 섬유막 후지의 분할 비등방도는 상지 MI 점수와 유의

한 상관관계(r=0.642, p＜0.05)를 나타내었으나, 하지 MI 점

수와 TCT 점수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속 섬유막 전지의 분

할 비등방도는 운동기능과 상관관계가 없었다(Table 3).

고      찰

  확산 강조 자기공명 상이 뇌허혈 진단에서 유용성이 입

증된 이후 뇌졸중 진단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11,17) 

확산 강조 상은 초기 허혈상태에서 세 방향의 다른 양극

성 경사자장을 가하여 자유로운 운동을 보이는 분자는 탈

위상에 의한 신호의 소실, 제한된 운동을 보이는 분자는 재

위상에 의한 신호의 회복을 일으켜 세포독성 부종을 잘 감

지해낼 수 있다. 그러나 세 방향의 경사자장만 가지고는 스

핀의 방향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도입된 개념이 텐서이다.
2,3,9) 확산 텐서 상은 기존의 

x, y, z 세 방향으로 가해지는 확산 경사자장 외에 추가 자장

을 걸어준 뒤 계산을 통하여 얻어지므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3차원 공간 내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의 물분자 확산은 전 방향

으로 동일한 값을 가지므로 등방성 확산(isotropic diffusion)

이라 한다. 뇌의 백질로와 같이 일정한 한 방향으로 물분자

들이 움직이는 경우 비등방성 확산(anisotropic diffusion)이

라고 하며, 확산 텐서 상은 비등방성 확산을 상화한 것

이다. 확산 텐서 상에서 물분자 비등방도 확산의 지표로 

상대적 비등방도(relative anisotropy), 분할 비등방도, 그리고 

용적 비(volume ratio)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분할 비등

방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완전 등방성인 경우 0, 

완전 비등방성인 경우 1로 규격화되어 표시된다.
1) 따라서 

백질은 비등방도 상에서 비등방도가 크므로 밝게 보이

고, 회백질이나 뇌척수액은 비등방성이 작으므로 어둡게 

나타난다.

  인체 내 비등방성 확산은 뇌백질에서 뚜렷이 나타나므로 

피질척수로의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확산 텐서 상은 최근 뇌백질의 이상을 가진 

다발성 경화증, 외상성 뇌손상 및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
6,10,13)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확

산 텐서 상에서 뇌백질은 분할 비등방도가 높기 때문에 

작은 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나 회백질은 

분할 비등방도가 낮기 때문에 경색부위를 구별하는 데 어

려운 경우가 많았다.
12) 그러므로 분할 비등방도 상은 뇌

졸중 환자에서 백질 병변의 평가, 특히 기저핵과 시상에 발

생한 병변과 속 섬유막에 발생한 병변의 구별이 용이하다.
1) 

본 연구에서 속 섬유막을 침범한 편마비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분할 비등방도가 높은 속 섬유막에서 분할 비등방

도를 측정하 다.

  피질척수로는 물분자의 일정한 확산 방향성을 나타내므

로 높은 비등방 확산도를 나타낸다. 뇌 허혈 후 초기 분할 

비등방도는 세포 부종으로 인한 수초와 신경다발 사이의 

공간이 감소하여 신경섬유의 방향을 가로지르는 물분자의 

움직임이 제한되므로 증가하고, 아급성기와 만성기에는 허

혈로 인한 세포막 파괴와 세포융해에 의한 구조적인 소실 

때문에 감소한다.
15)
 본 연구에서 확산 텐서 상을 뇌졸중 

후 신경학적으로 안정된 시기인 평균 28.2일에 시행하 으

므로 이환측 속 섬유막의 분할 비등방도가 비이환측에 비

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여 이전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골격근의 수의운동을 조절하는 피질척수로는 대뇌피질

의 운동 역에서 하나의 신경원으로 시작해서 대뇌부챗살, 

속 섬유막, 대뇌다리, 뇌교를 지나 연수의 하단에서 대부분 

교차하여 외측 피질척수로가 되어 척수운동핵에 종지한다. 

속 섬유막은 신경섬유들이 렌즈핵과 시상 사이의 좁은 부

위를 집중하여 지나가는 부위로서, 피질척수로는 얼굴, 팔, 

다리 순으로 후지의 전방으로 지나가며, 상행하는 감각신

경들은 얼굴, 팔, 다리 순으로 후지의 후방으로 지나간다.
18) 

본 연구에서 뇌졸중 후 약 1개월경 속 섬유막 후지의 분할 

비등방도와 상지의 운동기능 손상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이는 일차 운동 뇌피질 homunculus에서 상지가 하지보

다 넓은 부위를 차지하므로 피질척수로 경로 중 속 섬유막 

후지에서도 상지가 하지보다 넓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이

라 생각되며, TCT 점수가 속 섬유막 후지의 분할 비등방도

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체간의 조절과 안정성이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otor Function and Fractional 
Anisotropy of Internal Capsule 

ꠧꠧꠧꠧꠧꠧꠧꠧꠧꠧꠧꠧꠧꠧꠧꠧꠧꠧꠧꠧꠧꠧꠧꠧꠧꠧꠧꠧꠧꠧꠧꠧꠧꠧꠧꠧꠧꠧꠧꠧꠧꠧꠧꠧꠧꠧꠧꠧꠧꠧꠧꠧꠧꠧꠧ
Fractional anisotrop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nterior limb Posterior limb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Upper MI1)  r=0.009 r=0.642*

 Lower MI  r=-0.178 r=0.382

 TCT2)  r=-0.023 r=0.429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Values are correlation coefficients.

1. MI: Motricity index, 2. TCT: Trunk control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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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체외로의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확산 텐서 상을 뇌졸중 후 

급성기와 재활치료 후 운동기능 회복에 따른 추후 촬 을 

시행하지 못하 고, 둘째, 대상 환자 수가 적었으며, 셋째, 

속 섬유막 부위 뇌졸중 외 다양한 부위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하지 못하 다. 향후 뇌졸중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운동

기능의 회복과 확산 텐서 상에서 병변부위 분할 비등방

도의 변화, 뇌졸중 원인과 부위에 따른 분할 비등방도의 변

화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      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포괄적 재활치

료를 받은 19명의 속 섬유막을 침범한 편마비성 뇌졸중 환

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후 약 1개월경 시행한 확산 텐서 

상의 분할 비등방도는 속 섬유막 부위에서 이환측이 비이

환측과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이환측 

속 섬유막 후지의 분할 비등방도는 상지의 운동기능 손상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하지와 체간의 운동

기능 손상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확산 텐서 상

의 분할 비등방도는 뇌졸중 후 약 1개월경 편마비 환자에서 

피질척수로의 손상과 상지 운동기능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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