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20 October; 63(10):596-602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20.63.10.596

596  대한의사협회지

서론

척수손상 환자가 수상 후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이다. 척수손상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손상정도가 완전손상인지 불완

전손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정확한 신경학적 평가가 기초되어야 한다. 척수손

상 환자 신경학적 분류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은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척수손상 환자의 신

경학적 평가방법이다[1]. ISNCSCI는 1982년에 개발된 미국

척수손상학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 

표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왔

고,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개정은 2019년 개정이다(Figure 1). 

ISNCSCI의 개발은 외상성 척수손상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 및 연구자 간의 정확한 소통을 위한 분류체계가 필

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병리학적 기전이 다양한 비

외상성 환자는 외상성 환자와는 예후적 측면이 다르기 때문

에 이 분류체계의 이용에 제한이 있지만 현재의 신경학적 상

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용될 수 있다.  ISNCSCI는 감각

기능과 운동기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며, 감각레벨,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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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perform an accurate neurological assessment us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to judge the prognosis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We can gauge the 
prognosis for upper extremity function or gait ability according to the ISNCSCI results. ISNCSCI involves both sensory 
and motor examination, and it is performed with the patient in the supine position to enable a comparison between 
the initial and follow-up exams. The sensory exam is performed on the 28 key sensory points of dermatomes for light 
touch and pinprick. The motor exam is performed on 10 key muscles on each side. The sensory and motor levels 
for the right and left sides a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ensory and motor exam results. The neurological level 
of injury is the most caudal level of the cord at which both the motor and sensory functions are intact. Finally, the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Impairment Scale (AIS) is determined. AIS A indicates complete injury, and AIS B, 
C, and D indicate incomplete injuries. Once the sensory and motor levels, neurological level of injury, and AIS scale of 
a spinal cord injury patient are determined through ISNCSCI, the patient's prognosis can be predicted based on those 
results. Furthermore, ISNCSCI performed at 72 hours after an injury yields the most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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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단일 신경학적손상레벨, 완전·불완전 손상 여부 및 

ASIA 손상 척도(ASIA impairment scale, AIS)도 이에 근거

하여 평가된다. 직장 검사를 제외한 모든 평가는 추적검사에

서의 타당한 비교를 위해 환자를 바로누운자세로 눕힌 상태

에서 진행한다. 직장 검사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시행하지

만 환자의 척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누

운자세에서 시행한다. 

ISNCSCI에 따라 척수손상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를 진행

한 후에는 환자의 감각레벨, 운동레벨, 단일신경학적 손상레

벨 및 AIS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AIS는 환자가 완전손상인

지 불완전손상인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불완전손상은 운

동기능 보존 정도에 따라 척도가 달라진다. 이 AIS 척도에 

따라 환자의 보행에 대한 예후가 어떠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척수손상 환자의 예후 판단에 중요한 

ISNCSCI 평가방법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ISNCSCI

1. 감각평가

감각평가는 경수 2번부터 천수 4, 5번까지의 총 28개의 피

부분절의 중요점에 대해 촉각과 통각의 두 가지 감각을 평가

하며, 환자의 눈을 감긴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각각 평

가한다. 촉각은 면봉의 끝을 길게 잡아당겨 감각 중요점 위

를 1 cm 정도 가볍게 스쳐주며 평가하며, 뺨의 느낌과 비교

하여 0점(전혀 느낌 없음), 1점(느껴지지만 부분 또는 이상감

Figure 1.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worksheet, from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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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점(얼굴과 동일한 감각)의 3점 점수체계로 평가한다. 

통각은 안전핀의 핀 부위와 덮개를 이용하여 예리감과 둔감

을 평가하며, 뺨의 느낌과 비교하여 0점(전혀 못 느끼거나 

예리감과 둔감을 구분하지 못함), 1점(예리감과 둔감을 구분

하지만 예리감이 뺨과 다름), 2점(예리감과 둔감을 구분하며 

예리감이 얼굴과 동일)의 3점 점수체계로 평가한다. 통각평

가는 닿는 느낌이나 아픈 느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

자가 예리한 면과 둔탁한 면을 구분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라는 점이 중요하다. 환자가 예리감과 둔감을 정확하게 구분

하는지가 불명확할 때에는 10번의 대답 중 8번 이상 정확한 

대답을 하였을 때 그 대답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2019년에 개정된 ISNCSCI에서는 비척수손상 상태(예: 골

절, 화상, 말초신경손상 등)로 감각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평

가된 점수로 점수를 표시하되 점수 옆에 ‘*’를 같이 표기하

고, 검사지에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흉수 5번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환자가 우측 상완신경총 손

상으로 인해 경수 5번부터 흉수 1번 피부분절의 촉각과 통각

이 1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로 표시해야 한다. 석고 붕

대, 화상, 절단 등으로 인해 감각 중심점 위치에서 감각평가

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피부분절 내 다른 부위에서 

감각평가를 시행하고, 같은 피부분절 내 다른 부위에서도 감

각평가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지에 점수 대신 

‘NT* (not testable)’로 기록해야 한다. 

심부항문압력감각은 검사자가 검지를 환자의 항문 안에 

넣고 음부신경의 지배를 받는 항문직장벽에 부드럽게 압력

을 가했을 때 환자가 그것을 느끼는지로 평가하는 감각평가

이다. 또는 검지는 항문 안에 넣고 항문 밖의 엄지와 함께 항

문을 부드럽게 쥐어짰을 때 그 느낌을 느끼는지로 평가할 수

도 있다. 촉각, 통각과 달리 느낌이 있다·없다의 2점 체계

로 평가하며, 환자가 천수 4, 5번 피부분절 감각 중요점에서 

촉각 또는 통각이 1점 이상으로 체크되면 심부항문압력감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2. 운동평가

운동평가는 총 10개의 근육분절(경수 5-8번, 흉수 1번, 

요수 2-5번, 천수 1번)을 대표하는 10개의 중심근육의 근력

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시에는 ISNCSCI에서 제시하는 각 

근육의 표준 검사위치와 안정화 방법을 지키며 시행해야 정

확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0개의 중심근육은 Table 1

과 같다.

점수는 0-5점의 6단계 체계로 평가하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0점,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근수축이 있는 경

우는 1점, 중력을 제거하면 전체 관절 가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2점, 중력이 있어도 전체 관

절 가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으면 3점, 중등도의 저항을 이길 

수 있으면 4점, 충분한 저항을 이길 수 있으면 5점(정상근력)

으로 평가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점수에 +나 -는 표시하

지 않는다.

2019년에 개정된 ISNCSCI에서는 비척수손상 상태(예: 말

초신경손상, 골절, 비사용 등)으로 근력저하가 있는 경우에

는 평가된 점수로 점수를 표시하되 점수 옆에 ‘*’를 같이 표

기하고, 검사지에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

어, 흉수 5번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환자가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경수 5번인 팔꿈치 굴곡근과 경수 6번인 손목 

신전근의 근력이 3점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3*’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석고붕대, 화상, 절단 등으로 인해 10개의 중요

근육 중 운동평가를 시행할 수 없는 근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육 점수는 ‘NT*’로 기록해야 한다. 환자가 관절 가동 

범위의 50%를 초과하는 관절 구축이 있을 때에는 그 근육은 

‘NT*’로 평가하며, 50% 이하의 구축의 경우에는 가동 가능

Table 1.  Key muscles and mov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motor exams

Root level Key muscles

C5 Elbow flexion (biceps, brachialis)

C6 Wrist extension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and brevis)

C7 Elbow extension (triceps)

C8 3rd finger DIP  flexion (flexor digitorum profundus)

T1 5th finger abduction (abductor digiti minimi)

L2 Hip flexion (iliopsoas)

L3 Knee extension (quadriceps)

L4 Ankle dorsiflexion (tibialis anterior)

L5 1st toe extension (extensor hallucis longus)

S1 Ankle plantar flexion (gastrocnemius, soleus)

DIP, distal interphalang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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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절 각도 범위 내에서 동일한 6점 체계로 평가한다.

수의적 항문수축은 천수 4, 5번의 운동기능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검사자가 검지를 항문 안에 넣은 상태에서 환자에

게 대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을 꽉 조여보도록 지시하여 외항

문괄약근의 수의적 수축 여부를 평가한다. 심부항문압력감

각 평가와 마찬가지로 수의적 수축이 있다·없다의 2점 체

계로 평가하며, 평가 시 불수의적 반사적 항문수축과 혼동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항문수축이 발살바 조작 시

에만 관찰된다면 이는 수의적 항문수축이 ‘없음’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추후 설명하게 될 AIS는 완전손상인 A와 불완전손상인 

B-D, 그리고 손상에서 회복된 정상수준인 E의 5단계로 

나뉘어진다. 이 중 AIS B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Table 2의 비중심근육의 기능 여부를 평가하여 AIS B와 C를 

구분하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비중심근육의 기능을 평가하

는 정확한 방법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감각 및 운동레벨, 신경학적 손상레벨

감각평가와 운동평가를 진행한 후에는 감각레벨과 운동

레벨을 결정하고, 감각레벨과 운동레벨을 토대로 단일 신경

학적 손상레벨을 결정하게 된다. 감각레벨은 촉각과 통각이 

모두 정상인 가장 하부 레벨로 결정되며, 운동레벨은 직상

부 중심근육의 근력은 정상(5점)인 최소 3점 이상인 가장 하

부 레벨로 결정된다. 중심근육이 존재하지 않는 경수 1번부

터 4번, 흉수 2번부터 요수 1번과 천수 2번 이하 부위에서

는 감각레벨과 운동레벨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의

되고 있다. 

환자가 감각점수가 모든 피부분절에서 2점인 경우에는 감

각레벨은 INT (intact)로 표시하며, 경수 2번의 감각도 비정

상이고 얼굴은 감각이 정상이라면 감각레벨은 경수 1번으

로 평가한다. 

좌우 각각 감각레벨과 운동레벨이 결정되면, 이 중 가장 상

부 부위를 단일 신경학적 손상부위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

어 감각레벨은 경수 4번·경수 5번, 운동레벨은 경수 6번·

경수 5번이라면, 이 환자의 단일 신경학적 손상레벨는 4개 레

벨 중 가장 상부인 경수 4번이 된다. 비척수손상 상태에 의

해 감각 또는 운동저하가 존재하여 ‘*’ 점수가 평가된 경우에

는 감각레벨, 운동레벨, 신경학적 손상레벨에도 ‘*’를 표시해

야 한다.

4. AIS 척도

척수손상이 완전손상이냐 불완전손상이냐를 판단하는 가

장 중요한 기준은 ‘천수절 보존(sacral sparing)’ 여부이다. 

만약, 환자가 1) 천수 4, 5번의 피부분절의 촉각 또는 통각이 

있거나, 2) 심부항문압력 감각이 있거나, 3) 수의적 항문괄약

근 수축이 있는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천수

절이 보존되었다고 평가하게 된다.

AIS는 A-E의 5단계로 평가한다. AIS A는 완전손상으로 

천수 4, 5번 부위의 감각 및 운동 기능이 전혀 보존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한다. AIS B는 감각 불완전손상으로, 천수 4, 

5번 부위의 감각기능은 남아있지만 운동기능은 없는 경우이

다. 천수 4, 5번 부위에 촉각, 통각, 심부항문압력 감각 중 

어떤 하나의 감각이라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동레벨보다 

3 부위를 초과하는 운동절에 중심 또는 비중심근육의 운동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 또는 수의적 항문괄약근 수축이 존재

Table 2.  Non-key muscl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motor exams

Root level Movement

C8 Shoulder: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dduction, internal/ 
   external rotation
Elbow: supination

T1 Elbow: pronation
Wrist: flexion

L2 Finger: flexion at proximal joint, extension
Thumb: flexion, extension and abduction in plane of thumb

C8 Finger: flexion at MCP joint
Thumb: opposition, adduction and abduction perpendicular  
   to palm

T1 Finger: abduction of index finger

L2 Hip: adduction

L3 Hip: external rotation

L4 Hip: extension, abduction, internal rotation
Knee: flexion
Ankle: inversion and eversion
Toe: MP and IP extension

L5 Hallux and toe: DIP, PIP flexion and abduction

S1 Hallux: adduction

MCP, metacarpophalangeal; MP, metatarsophalangeal; IP, interphalangeal; DIP, dis-
tal interphalangeal; PIP, proximal interphalang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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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운동 불완전손상인 AIS C 또는 D로 평가하

게 된다. AIS C는 신경학적 손상레벨 아래의 중심근육 중 근

력 3점 이상인 근육이 절반 미만인 경우이며, AIS D는 근력  

3점 이상인 근육이 절반 이상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AIS 

E는 과거에는 척수손상으로 AIS A-D에 해당했으나, 기능

이 회복되며 현재는 감각 및 운동기능이 모두 정상으로 평

가되는 경우이다. AIS A 외에 AIS 척도가 비척수손상 상태

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를 표시하고, 비척수손상 상태로 

인해 AIS 척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AIS를 ‘ND (not 

determinable)’로 표시해야 한다. 

5. 부분보존구역 

부분보존구역(zone of partial preservation, ZPP)은 감각

레벨 또는 운동레벨 이하에서 감각 또는 운동기능이 보존되

는 가장 하위 분절로 정의된다. 2019년 이전에는 ZPP는 완

전손상환자인 AIS A에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

나, 2019년 개정판에서는 좌우 감각 ZPP와 운동 ZPP를 각

각 평가하며, AIS 척도와 상관없이 천수절 감각기능이 보존

되지 않은 경우 감각 ZPP를 평가하고, 천수절 운동기능이 

보존되지 않은 경우 운동 ZPP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예

를 들어, AIS D 환자이지만 천수절 운동기능인 수의적 항문

괄약근 수축이 0점인 경우에는 운동 ZPP를 평가해야 한다. 

6. 선택평가

앞에서 기술한 감각평가와 운동평가들은 모두 필수평가에 

해당한다. ISNCSCI에서는 이 외에도 선택평가에 대해 정의

하고 있으며, 선택평가는 평가자가 환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얻고 싶냐에 따라 선택적,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감각선택평가는 관절움직임감각과 심부압력감각의 두 가

지로 진행할 수 있다. 관절움직임감각은 상지에서는 엄지손

가락의 지절관절,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관절, 손목관절 등 세 

군데에서 평가하며, 하지에서는 엄지발가락의 지절관절, 발

목, 무릎관절 등 세 군데에서 평가한다. 큰 관절 움직임도 구

분하지 못하면 0점, 10도 정도의 작은 움직임은 구분하지 못

하지만 큰 움직임은 구분하면 1점, 10도 정도의 작은 움직

임도 구분하면 2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부압력감각은 촉

각과 통각이 0점으로 평가되었을 때 유용성이 높은 검사이

다. 상지에서는 손목(요골의 경상돌기), 엄지손가락의 손톱

바닥, 새끼손가락의 손톱바닥 등 세 군데, 하지에서는 발목 

(내측과), 엄지발가락의 발톱바닥, 새끼발가락의 발톱바닥 

등 세 군데에서 평가하며, 3-5초 정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

으로 평가한다. 압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0점, 느끼면 1점

으로 평가한다.

운동선택평가는 횡격막 움직임, 삼각근 근력, 복근 근력, 

고관절 내전근 근력, 무릎 굴곡근 근력 등의 다섯 가지 평가

로 구성된다. 횡격막은 정상적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두 개 이상의 늑간공간을 움직여야 한다. 투시검사를 통해 

환자가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횡격막이 각각 

두 개 이상의 늑간공간을 움직이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삼각

근, 고관절 내전근, 무릎 굴곡근은 근력을 근력없음·약함·

정상의 3점 체계로 평가하며, 복근은 Beevor’s sign 양성 여

부로 평가한다.  

척수손상 환자의 예후

앞에서 기술한 ISNCSCI라는 복잡한 방법의 신경학적 평

가를 모든 척수손상 환자에게 시행하는 목적은, 바로 척수

손상의 신경학적 회복에 대한 예후를 예측하기 위함이다. 

ISNCSCI를 통해 결정된 AIS 척도가 척수손상 환자의 기능

회복에 대한 중요한 예측인자이다. 특히, 수상 72시간에 시

행한 신경학적 평가 결과가 수상 24시간에 시행한 신경학적 

평가 결과보다 더 좋은 예측인자이다[2-5].

Model Systems Database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수상 

초기 AIS A였던 환자들 중 AIS C 또는 D로 호전된 경우는 

각각 8%와 7%에 불과하였지만, 수상 초기 AIS B였던 환자

들 중에서는 AIS C 또는 D로 호전된 경우가 각각 30%와 

37%로 AIS A 환자들과 비교하여 약 4-5배 높은 호전율을 

보였다. 수상 초기 AIS C였던 환자들은 호전이 더 양호하여, 

이들 중 80% 이상이 AIS D 또는 E로 호전되었다[6,7]. 

AIS A에서 B 또는 그 이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그 중 

2/3 이상은 수상 1달 내에 호전이 일어나며, 나머지 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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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3달 내에 호전이 일어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AIS A 환자의 AIS B 또는 그 이상으로의 호전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IS 척도의 호전과는 별개로, 신경학적 손상레벨 이하 부

위에서 부분적인 근력회복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상 초기

에 완전 사지마비였던 환자의 30-80%에서 한 레벨의 기능 

호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상지기능 

회복은 수상 후 첫 6-9개월 내에 이뤄지지만, 길게는 수상  

2년까지도 상지기능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 운동레벨보다 

한 단계 아래 분절의 수상 초기 근력은 수상 1년 후에 근력

점수 3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예측인자이다. 수상 후 72시간에서 1주일에 평가한 

신경학적 손상레벨 한 단계 아래 분절의 근력이 0점인 경우, 

이 중 1/3이 수상 1년 후 근력점수 3점 이상으로 회복되었지

만, 수상 후 72시간에서 1주일에 근력점수 1-2점이었던 경

우는 그 비율이 75-95%까지 상승한다[8]. 

van Middendorp 등[9]은 2011년에 발표한 종단 코호트

연구에서, 나이(65세 기준), 대퇴사두근과 비복근의 근력, 

요수 3번과 천수 1번의 촉각점수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이

용하여 수상 1년 후 시점의 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임상예측

규칙을 발표하였다. 임상예측규칙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 점

수에 강조계수를 곱하여 점수를 낸 후 총점을 구하여 보행 

가능성을 예측하게 된다. 척수 내에서의 피질척수로와 척수

시상로의 해부학적 근접성으로 인해, 그동안 통각이 촉각보

다 척수손상 환자의 근력회복을 예측하는데 있어 더 예민한 

인자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van Middendorp 등[9]은 통

각평가가 평가에 대한 환자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정

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각 대신 촉각을 사용하여 임상예

측규칙을 제안하였다. 

결론

척수손상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고 기능적 회복을 평가

하며, 척수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연구하는 연구

자 간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규격화된 평가도구인 

ISNCSCI를 이용하여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ISNCSCI는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신경학적 

검사로, 감각, 운동평가 및 AIS 척도 결정 등을 위해 정확한 

검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ISNCSCI 평가를 통해 척수손상 환자의 감각 및 운동레벨, 

신경학적 손상레벨 및 AIS 척도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환

자의 향후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예후 예측을 위해

서는 수상 후 72시간 시점에 신경학적 평가를 재시행 해야 

하며, 척수손상 환자를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호전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서 추적검사 시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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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척수손상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

는 방법과 이를 통한 예후 예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척수손

상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는 국제적 표준 지침인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2019년 개정

된 주요 내용을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

시하고 있다. 척수손상 환자의 치료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등 여러 과의 의사들이 관여하는 

만큼 환자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료진 간의 명

확한 소통이 중요하다. 이 논문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표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척수손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좋

은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