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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직은 파킨슨병의 임상적 특징 중 

하나로서, 수동적인 움직임에 대해 운동범위에 

걸쳐 지속적이고 균일한 저항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1]. 이는 환자의 일상생활 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방해하여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킨다.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경직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 

되었으나[2-3], 파킨슨병 환자의 경직이 무엇에 

의해 발생되는 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파킨슨성 경직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균일한 저항은 길항근의 동시수축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직을 보이는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어떻게 다른 동시수축 패턴을 

나타내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는 파킨슨병 환자 5 명 (73.2±6.9) 

과 젊은 성인 1 명 (28)이 참여하였다. Fig. 1 은 

일정한 운동속도로 피험자의 손목에 수동적인 

관절운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실험 

장치이다. 근전도 측정을 위해 delsys 사의 

Trigno wireless EMG system 사용하였고, 전극은 

요측수근굴근 (Flexor Carpi Radialis: FCR), 

척측수근굴근 (Flexor Carpi Ulnaris: FCU), 

요측수근신근 (Extensor Carpi Radialis: ECR), 

척측수근신근 (extensor Carpi Ulnaris: ECU)에 

부착하였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임상의가 고전적 

방법에 따라 UPDRS 경직 점수를 판정한 후에 

수동적인 관절운동 (굴곡/신전운동)을 8cycle 씩 

2 회 반복하였다. 

젊은 성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3 가지 

조건에 대해 실험하였다. 1) 자발적 동작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경우(파킨슨병 환자와 

동일한 실험 조건), 2) 수동적인 관절운동에 

저항하도록 지시한 경우 (resistance condition), 3) 

수동적인 관절운동을 따라 자발적 동작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assistance condition). 

 

3. 분석방법 
 

계측된 근전도 신호는 매트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신호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10Hz 와 250Hz 의 차단 주파수를 가진 5 차 

영위상 버터워스 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였다. 

근전도 신호는 전파정류를 한 뒤 최대자발 

수축(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MVC)에서의 

근전도로 정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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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torized passive move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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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표로서, 한 쌍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협력수축지수 (co-
contraction index: CCI)를 식 (1)과 같이 
산출하였다[4]. 두 개의 굴근과 두 개의 신근에 
따라 CCI 는 1) FCR/ECR, 2) FCR/ECU, 3) 
FCU/ECR, 4) FCU/ECU 총 4 가지로 나누었다. 

통계분석을 위해, 이원 변량분석 (two way 
ANOVA)과 사후검정 (post-hoc test)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Fig. 2 는 젊은 성인과 파킨슨병 환자군에 

대해 CCI 를 조건별로 평균하여 비교한 것이다. 

환자군은 경직 임상점수에 따라 두 그룹(score1, 

score2)으로 나누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CCI(score1, score2)는 젊은 

성인의 CCI(normal)보다 모두 컸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직이 심한 환자의 CCI(score2)는 

젊은 성인의 CCI(normal)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젊은 성인에게 

자발적 동작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assistance, 

resistance) 보다 파킨슨병 환자의 CCI(score1, 

score2)는 모두 큰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길항근의 동시수축이 

파킨슨성 경직을 유발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파킨슨병 환자의 

CCI 비교를 통해 일반인보다 파킨슨병 환자의 

길항근 동시수축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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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contraction index in the young and th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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