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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진단적,

수술적 연구는 1933년 처음으로 수술을 시행한 이후 지속

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21).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같은 신경생

리학적 검사가 높은 진단적 가치가 있으나 침습적 검사방법이어서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가중시키는 경우

가 있다. 또한 시각적인 자료 없이 신경생리학적 결과만을 가지고

수술 등의 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통

증은 주관적인 증상이기에 검사자가 통증 부위 및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파악하기는어렵다23,27).  

이러한 점에서 적외선 체열 촬 (Digital Infrared Thermo-

graphic Imaging, DITI)은비침습적이어서환자에게불편감이없

으며, 주관적인통증을객관적자료로전환해줌으로써환자의통증

의정도를파악할수있을뿐만아니라, 치료후에도증상의호전을

시각적자료로보여줌으로써환자와의사간의신뢰를구축할수있

어환자의진단및치료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3).    

수근관증후군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수술 전 체열 촬 소견을

정상 대조군과 비교함으로써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적외선 체열 촬

의진단적가치를찾아보고자이연구를실시하 다. 

대상및방법

1984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상에서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 후 수술받은 31명 중 근전도와 적

외선 체열 촬 을 모두 진단적 방법으로 사용했던 환자 20명(35개

의 수근관절)을 대상으로 하 다. 적외선 체열 촬 을 이용하여 검

사한 증상이 있는 측의 위팔과 손바닥의 온도차와 정상인 대조군

30명(60개의수근관절)의온도차를비교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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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체열촬 및온도측정

적외선 체열 촬

외부로부터 빛과 열이 차단되고 실내 기류가 일정한 19~21℃의

항온을 유지하는 폐된 검사실에서 디지털식 적외선 촬 기

(Dorex Inc. West Collins, USA)를 이용하여 촬 하 다. 검사

전 주의 사항을 주지시키고 약 15분간의 감시실 온도에 적응시킨

후에촬 을하 다.  

온도 측정

적외선 체열 촬 에서 온도차의 측정은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고

본원의 통증 사정도구에 표시한 부위를 중심으로 위팔과 손바닥의

온도차를 측정했는데 손바닥에서는 요골부(radial side), 척골부

(ulnar side)의 온도를 측정하여 위팔과의 온도차를 계산하 다

(Fig. 1). 정상 대조군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위팔과 손바닥의 온

도차를계산하 다. 

환자의주관적통증에따른분류

본원의 통증 사정도구(Fig. 2)를 이용하여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인 통증의 위치와 정도를 색연필로 표시하게 하 다. 환자가 느끼

는 통증의 강도를 환자가 직접 점수(무통증 : 0점, 참을 수 없는 심

한 통증 : 10점)로 표시하게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통증의

정도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하 다. 즉, 경한 통증인 경우를 제1군

(통증점수0~3), 중등도통증인경우를제2군(통증점수 4~6), 고

도의통증인경우를제3군(통증점수7~10)으로분류하 다. 

통계분석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분석은 SPSS

9.0을이용, t-test를사용하여환자군과정상대조군사이의온도

차를 비교 분석하 다. 증상의 정도에 따른 온도차의 변화는

Kruskal-Wallis 검증법을이용하 다. 신뢰구간은95%를적용하

여p 값이0.05미만인경우를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보았다.     

결 과

수근관증후군으로 수술받은 환자 20명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55.0세(43~61) 으며 15명은양측성이었다.

환자군의온도차

환자군의 평균 온도차는 ＋0.984±0.342℃이었고 고온 변화는

28개(80%)의 수근 관절에서 나타나 가장 많았고 평열 변화는 2

개의 수근 관절로 5.7%, 저온 변화는 5개의 수근 관절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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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TI(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findings of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 Authors measure thermal
differences(ΔT,℃) between forearm and palm of symptomatic site in
patients and normal control group. ΔT(thermal difference) = (point B
or point C) － point A.

Fig. 2. Patients are asked to draw the painful areas with color pencil
at the pain chart and point the numeric scale. More than seven point
is included Group Ⅲ (severe symptom).  

전면 후면

약간 아프다 보통으로 아프다 매우 아프다 참을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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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했다. 또한 온도차를 1.0℃간격으로 구분하여 보면 3.0℃

이상이 2개(5.7%), 2.0~3.0℃인 경우가 7개(20.0%), 1.0~2.0℃

인 경우가 19개(54.3%), 0.0~1.0℃인 경우가 2개(5.7%), 0.0℃

미만인 경우가 5개(14.3%)이었다(Table 1).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하 을 때 제1군은 －1.4℃ 고, 제2군은

＋1.1℃, 제3군의 경우는 ＋1.43℃이었다(Table 2). 증상의 정도

에 따라 온도차가 커졌으며 증상정도와 온도차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0.043)(Fig. 3).

정상대조군의온도차

정상 대조군의 평균 온도차는 ＋0.323±0.296℃이었다. 손바닥

요골부와 위팔과의 온도차는 ＋0.32±0.29℃, 척골부(ulnar side)

와위팔과의온도차는＋0.23±0.31℃이었다.

환자군과대조군의비교

환자군의 위팔과 손바닥의 온도차가 정상인에 비하여 통계적으

로 의미있게 증가 하 다(p=0.035). 환자군에서 평균 온도차는

+0.984±0.342℃ 고, 반면 정상 대조군에서는 평균온도차는

0.323±0.296℃(2SD:0.296)도 다. 두 군간은 통계상에서 유의

한차이를보 다. 수근관증후군의경우온도차가정상인의온도차

보다높은차이를보 다.

적외선체열촬 의민감도와특이도

환자군에서 위팔과 손바닥의 온도차가 1℃ 이상인 군이 80%를

차지하여 1℃를 기준으로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민감도와 특이

도를비교하 다. 민감도는80.0% 고특이도는86.7%이었다.

고 찰

수근관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수근관에서 압박되어 일어나는

질병으로진단및치료에대한많은발전이있었다6).

Margit 등13)은 임상적 진단외에도 진동역치(vibration thres-

hold), 적외선체열촬 , 컴퓨터단층촬 등의새로운진단방법

을 보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수근관 터널 증후군의 진단은 임

상적으로가능하지만, 동통, 둔감및이상감각등의증상이다른질

환들에서도관찰되므로전기진단학적검사법의도움을받게된다.

전기진단학적검사방법은 1956년 Simpson21)이처음도입한이래

로수근터널증후군을진단하는데사용되는가장객관적이며, 감수

성이높은진단법으로인정된다25). 

운동 신경 전도 검사의 경우 그 감수성은 60~70%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각 신경 전도 검사의 경우 그 감수성이 63~98%라고 한

다9). 그러므로 수근관증후군이 의심될 때에는 반드시 전기 진단학

적 검사를 통하여 확진 및 감별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검사는침습적이어서환자에게불편감을가중시킬수있으며,

생리적 검사이기에 해부학적 및 시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단점이있다. 또한검사자사이의오차, 검사까지걸리는시간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적외선 체열 촬 은 1956년 유방암 환자에 대

한 촬 을 최초로 보고하면서13)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하

다. 컴퓨터화된 체열 촬 기가 보급되면서 그 학문적 성과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기 시작하 고2,3,10~12,15,24)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하여

환자의진단및치료에많은도움을주고있다3).

피부는 피하의 많은 혈관과 말초 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변화에의하여심부체온을일정하게유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

다22).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심부 체온의 이상 분포를 나

타나게되는원인으로교감신경의 향으로인하여혈관운동기능

의 불안정이 조장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수근관증후

군도정중신경의압박으로인해증상을유발하는병으로체표온도

의 변화가 일어나는 병리생리학적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

지만 교감신경의 이상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그

증거로 교감신경은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실

험적으로국소마취를이용하여말초신경을마비시킨경우마취된

부위의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정상 혈관

Table 1. Distribution of patients group according to thermal differences
between forearm and palm

ΔT (℃) No. of patients %
>3  2 5.7
2 ~ 3  7 20.0
1 ~ 2 19 54.3
0 ~ 1 2 5.7

<0 5 14.3
* ΔT : thermal difference

mild

3

2.5

2

1.5

1

0.5

0

-0.5

-1

-1.5

-2

moderate severe

Fig.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rmal differences and severity of
symptom in carpal tunnel syndrome. These data show that as
symptom gets more severe, the thermal differences between
forearm and palm(pain area) become more prominent.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rmal differences and severity of symptom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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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긴장이없어지기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1,26). 

수근관증후군의 적외선 체열 촬 의 진단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보고가 있었는데 Herrick 등7)은 55명의 수근관증후군을 대상으로

검사하 는데 특이도가 97%, 민감도가 100%로 보고하 고, 조기

진단 및 예방에 가치가 높으며, 비침습적이고 불편함이 없어, 검진

적 진단의 가치가 높으며 경제적이라고 하 다. 또한 증상을 촉발

하게 하는 스트레스 검사가 많은 진단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도

움이 된다고 하 다18). 이는 이 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높은 진단적

가치를 보 는데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한 것이 이 연구와 다르다.

또한 정상 대조군이 없는 연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이 연

구가정상대조군과비교한연구이기에더욱연구적가치가있다고

생각된다. 또 Sheng 등20)은 61예의 편측 수근관증후군을 대상으

로적외선체열촬 의진단적가치에대하여연구하 는데특이도

가 98~100%가 된다고 하 고 민감도는 93%라고 하여 역시 이 연

구와 같이 진단적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편측에 국한

된환자만을대상으로하여반대측과비교한것으로반대측이정상

이라는가정하에한연구이므로양측성일때의진단이어렵다는단

점이있다. 이연구에서는현재까지정상인의체열촬 소견을나이

및 성별에 따라서 구분한 보고가 없어 정상 대조군 60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일측성과 양측성 수근관증후군 모두를 비교하 는데 이

대조군의 수가 적은 것이 미흡한 점으로 사료된다.  Dellon 등4)은

진동역치를이용한검사의경우수근관증후군증상을보이는환자

의72%에서비정상적감각을보이는것으로보고하 는데이는이

연구의결과보다진단적가치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적외선체

열 촬 이 진단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적

외선 체열 촬 에서는 절대값이 없어 혈관 운동 긴장(vasomotor

tone)에 향을 미치게 되어 한쪽의 온도가 떨어지면 상대편의 온

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값으로만 존재하는 한계가 있어 진단적

가치에대한논란이있다27). 

So 등23)은 수근관증후군 환자 22명에서 시행한 적외선 체열 촬

검사중 55%에서만 이상소견을 보여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 으며 현재 시행되는 근전도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

진다고 주장했다. Reilly 등19)도 23명의 수근관증후군 환자를 대

상으로 신경 전도 검사와 적외선 체열 촬 을 이용하여 검사한 결

과 신경 전도 검사는 17명의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 고

적외선 체열 촬 에서는 16명의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보

다고 보고하여 두 검사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소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16명 환자의 비정상적인 적외선 체

열 촬 결과들 사이에 일정한 진단적 양식이 없어 진단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나타냈고 반드시 신경 전도 검사를 시행해야하는 것

으로주장하 다19).

Meyers 등14)은 Liquid crystal thermography를 이용하여 정

상인의38개의수근관과수근관증후군이있는23개의수근관을검

사하여 신경 전도 검사와 비교 연구한 결과 liquid crystal ther-

mography의 민감도가 신경전도 검사의 민감도보다 떨어지는 것

으로파악되었다고보고했으며, 이전의발표에서적외선체열촬

의민감도가높게나타난이유를뚜렷한대조군이없었기때문이라

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감도가 80%로 신경 전도 검사의 문

헌상의 민감도보다 낮은 점과 일치했으나 특이도에 대한 연구결과

가 없어 이 연구의 특이도 86.7%와 비교할 수가 없어 아쉬움이 있

었다. 또한증상정도와온도차가 접한관계가있는것을밝힌이

연구 결과처럼 증상정도를 알 수 있는 진단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단순히 민감도나 특이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정도에 따른 적외선 체열 촬 의 변화를 연구한 문헌

은많지않은것으로보여연구가치가있다고하겠다. 

Jarvik 등8)은 신경 전도 검사의 특이도를 다른 문헌고찰과 함께

비교하 는데대략90%가넘는것으로보고되어이연구의적외선

체열 검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정상 대조군

설정에있어서대조군모두에게신경전도검사를시행하여정상임

이 확인 된 대조군을 설정한 것이 아닌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조군

으로 지정한 것이 본 연구의 특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이

유로 생각된다. 신경전도 검사의 시각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MRI를이용하는 경우도있는데 Jarvik 등8)은 MRI를이용하여 이

의민감도와특이도를확인하 는데민감도는96%로신경전도검

사 보다 높게 나타나 그 진단적 가치가 높으나 특이도에서는 39%

로매우낮은진단결과를보 다고보고하 다17). 

MRI는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이 연구의 결과에 비해 매우

낮아 검진적 가치가 떨어진다. 적외선 체열 촬 은 간편하면서도

비침습적이고특이도가높아검진적가치가있어외래등에서증상

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이의 1차적 검사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치료후적외선체열촬 의결과를치료전과비교

함으로써 증상의 호전과의 관련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추가 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신경재생의정도와의연관성, 통증의종

류와의 관련성, 다른 신경병과의 감별 등에 대하여는 더욱 추가적

연구가진행돼야할것으로생각된다.   

결 론

수근관증후군 환자의 위팔과 손바닥에서 적외선 체열 촬 의

온도차는 정상군의 온도차보다는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적외선 체열 촬 은 이 질환을 진단하고 증상정도를 감별

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특히 온도차가 1도 이상일 경우 이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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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할 수 있었다. 적외선 체열 촬 은 수근관증후군의 진단적 가

치가높으면서, 근전도검사보다비침습적이기에검진적(screening)

진단에먼저사용되면유용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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