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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상지다한증 치료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상지다한증은 손에 생리적 요구에 비해 과도한 땀을 분비하는 증상으로
일상적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며 삶의 질을 낮
추게 된다.따라서 다한증 치료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보다는 증상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현재까지 수
술에 의한 치료법이 효과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흉강경
하 교감신경절 차단술의 치료 효과는 우수하지만 주요 부작용인 보상성 다
한증이 발생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상지다
한증이 있는 40명의 환자에게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의
효과와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수술 후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37명(92.5%)에서 감소하였다.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은 28명(70%),
미각 다한증은 12명(30%)에서 발생하였고,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할 정도의 심한 보상성 다한증은 6명(15%)에서 발생하였다.미각다한증은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Keller평가방법에서 채택한 항목을 이
용한 삶의 질 평가에서 발부분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수술 후 모든
항목에서 삶의 질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따라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
감신경절 차단술은 상지다한증 환자에게서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삶
의 질적 향상에 유의하게 도움이 되었다.
��������������������������������������������������������������������

핵심되는 말 : 상지다한증,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보상
성 다한증,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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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다한증 치료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김김 원원원 옥옥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기기기 범범범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다한증이란 생리적 요구에 비해 과도한 땀을 분비하는 증상으로 손,발,
겨드랑이,얼굴 등에 호발하며 이는 일상적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어려움
을 주고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다른 내과적 질환의 결과로 발생하는 속
발성 다한증과 달리 본태성 다한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교감신경의 기능항진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다한증의 치료로는 염화
알루미늄 연고제,항콜린성 약제,이온삼투요법 등의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보존적 치료는 증세가 심한 경우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며 그
효과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수술적 요법인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가장 좋
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2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수술 후 효과가 즉시 나타나고 거의 영구
적이며 종전의 개흉에 의한 교감신경 절제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이 짧으며 미용적인 면에서 더 나은 이점이 있다.3또한 호너증후
군,기흉,혈흉,흉관 손상,횡격막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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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감신경절 차단술의 가장 흔하고 심각한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
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만족도가 감소되게 된다.3,4

그동안 흔히 시행되어 오던 제 2혹은 제 2,3흉부 교감신경절 절제술
은 보상성 다한증 발생률이 높아 많게는 8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5상위의 교감신경절을 차단할수록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률이 더욱 높
아지며 증상 또한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으며,6,7다한증 치료를 위해서는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으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8

다한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축축하게 젖은 손은 타인과
의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손으로 물건을 다루는 일과 같은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그러므로 다한증 치료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의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지다한증 환자에서 시행한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
단술의 효과와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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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상지다한증을 주소로 2003년 7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본원에
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받은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환자를 앙와위 상태에서 단순 기관 삽관하여
전신 마취를 시행한 후 2개의 투관침(trocar)을 정중 액와선의 3번째 늑간
부위와 전액와선의 5번째 늑간 부위에 삽입하였다.이산화탄소 주입으로
폐를 허탈 시킨 후 투관침을 통해 넣은 흉강경하에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의 위,아래를 절단하거나 클립을 통해 결찰 하였다.폐를 양압 환기로 재
확장 시킨 후 투관침을 제거하고 피부 절개를 봉합하였다.환자를 회복실
로 옮긴 다음 흉부 방사선 촬영 후 기흉이 없음을 확인하고 병실로 이동하
여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수술 다음날 퇴원하였다.
수술 전,후의 상지다한증 증상은 0점(손에서 땀이 전혀 나지 않음)과 10
점(손이 젖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으로 구분하는 시각 아날로그 척도
(VAS:visualanaloguescale)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흉강경하 교감신경
절 차단의 주요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과 미각 다한증의 발생률을 조사하
였다.수술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지금까지 다한증 수술 전,후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Keller평가방법과
MilanezdeCampos평가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는데,9 본 연구에서는
Keller평가방법에서 채택한 8개의 항목을 이용하였으며,각 질문항목에 대
하여 0점(아무 불편 없음)과 10점(손이 젖어 각 항목의 일을 하는 것이 매
우 어려움)사이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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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얻는 방법을 택하였
다.본 연구에 사용한 삶의 질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십니까?
2.종이에 손으로 글씨를 쓰십니까?
3.무거운 물체나 도구를 손으로 잡습니까?
4.손잡이나 수도꼭지를 손으로 돌리십니까?
5.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습니까?
6.맨발로 걷습니까?
7.샌달을 신습니까?
8.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십니까?

수술 전,후 상지다한증 증상에 대한 시각 아날로그 척도와 삶의 질 점수
의 비교는 Wilcoxonsignedrank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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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대상환자 40명중 여자는 18명,남자는 2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25.1±6.3세였다.40명중 30명(75%)에서 겨드랑이다한증을,37명(92%)은 발
다한증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수술 후 추적 기간은 평균 21.1±8.8개월이었
다(Table1).

Table1.PatientDemographics

Valuesareexpressedasmean±SD.

교감신경절 차단 후 상지다한증이 있던 40명중 18명(45%)은 손에서 거
의 땀이 나지 않았으며,19명(47.5%)은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감소되었
다.3명(7.5%)은 수술 전과 증상이 별 차이가 없었다.겨드랑이다한증이 있
던 30명중 22명(73.3%),발다한증이 있던 37명중 21명(56.8%)에서 각각 땀
이 나는 증상이 감소하였다(Table2).수술 전,후 상지다한증 증상 점수는
9.5에서 3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Numberofpatients 40
Sex(female/male) 18/22
Age(years) 25.1±6.3
Palmarhyperhidrosis 40(100%)
Axillaryhyperhidrosis 30(75%)
Plantarhyperhidrosis 37(92%)
Follow-up(months) 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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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Outcome after Thoracoscopic Forth Thoracic
SympatheticGanglionBlock

수술 후 기흉이 1명의 환자(2.5%)에서 발생하여 흉관 삽입을 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보상성 다한증은 28명(70%)의 환
자들에서 발생하였는데(Table3),발생부위는 대부분 가슴,등,허벅지였
으며 발생 시기는 수술 후 즉시 발생한 경우에서부터 2-3개월 후부터 발
생한 경우 등 다양하였다.이중 6명(15%)의 환자는 수술 후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은 감소하였으나 보상성 다한증 증세가 심해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였다.12명(30%)의 환자들에서 수술 후 미각 다한증이 심
해지거나 새로 발생하였으나(Table3),미각 다한증의 증세가 그들의 수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3명(7.5%)의 환자들은 상지다한증 증세가
수술을 시행 받고 나서도 별 차이가 없었으며 따라서 수술 결과에 대해 불
만족스러워하였다.이 3명중 2명의 환자들에게서는 보상성 다한증 증세도
심하게 발생하여 만족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Table3.SideEffectsafterThoracoscopicForthThoracicSympathetic
GanglionBlock

Palmar
hyperhidrosis(n=40)

Axillary
hyperhidrosis(n=30)

Plantar
hyperhidrosis(n=37)

Dry 18(45%) 9(30%) 0(0%)
Improvedsweating 19(47.5%) 13(43.3%) 21(56.8%)
Unchangedsweating 3(7.5%) 6(20%) 14(37.8%)
Worsenedsweating 0(0%) 2(6.7%) 2(5.4%)

Severecompensatorysweating 6(15%)
Compensatorysweating 28(70%)
Gustatorysweating 12(30%)
Compensatoryandgustatorysweating 1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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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시행 받은 40명의 환자들 중
수술 결과에 대해 22명(55%)이 매우 만족,11명(27.5%)이 만족,3명(7.5%)
이 불만족,4명(10%)이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였다(Table4).

Table4.SatisfactionLevelafterThoracoscopicForth
ThoracicSympatheticGanglionBlock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8가지 항목에서 모두 수술 후 삶의 질이 유
의하게 향상되었지만 발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5).

Table5.PreoperativeandPostoperativeQuality ofLifeAccording to
the Hyperhidrosis Scale afterThoracoscopic Forth Thoracic
SympatheticGanglionBlock

Allvaluesareexpressedasmedian(interquartilerange).

Verysatisfied 22(55%)
Satisfied 11(27.5%)
Unsatisfied 3(7.5%)
Extremelydiscontent 4(10%)

Questions Preop.score Postop.score P
Shakehandswithothers? 9(8,10) 2(1,3) <0.001
Writing(byhand)onpaper? 9(8,10) 2(1,3) <0.001
Graspheavyobjectsand/ortools? 8(5,10) 2(1,3) <0.001
Turnknobsortaps? 8(6,10) 1(0,3) <0.001
Putonsocksorstockings? 8(6,10) 6.5(3,9) <0.005
Walkbarefoot? 8(7,10) 7(4,9) <0.005
Wearsandals? 8.5(7,10) 8(6,10) <0.005
Sweatfrom axilla? 8(5,10) 3(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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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땀의 양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한증의 진단은 대부
분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다한증의 정
확한 발병률은 알 수 없으나 0.3%에서 2.8%까지 보고되었다.10,11본태성 다
한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교감신경의 기능 항진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이는 유전적인 것으로 보이고 증상의 발현은 대개
유소아기와 사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한증 치료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서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수술에
의한 치료법이 효과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흉강경하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치료 효과는 우수하지만
흔한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게 된
다.3,4따라서 수술 후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을 줄여주는 것 못지않게 보상
성 다한증을 줄이는 것이 교감신경절 차단술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보상성 다한증은 상위 교감신경절을 차단할수록 발생률은 더욱 높아졌으
며,증상 또한 심해져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됐는데,6,7보상
성 다한증 발생률은 제 2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에서는 86%,5제 3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에서는 25%,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에서는 8.5%
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Lin과 Telaranta등의 교감신경 질환에 따른 수술 방법의 분류13에 따르
면 제 4흉부 교감신경절을 절제 또는 차단하는 것으로도 상지 다한증 치
료에 충분하며 보상성 다한증도 현저히 감소하였다.8Neumayer와 Zacherl
등도 상지다한증 치료에 있어서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제 2-4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에 비해 성공률과 합병증 발생률은 비슷하나 보상
성 다한증의 발생률은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받은 환자 40명중 33명
(92.5%)에서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호전되었고,겨드랑이다한증이 있던
30명중 22명(73.3%)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감소하였으며,발다한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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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37명중 21명(56.8%)에서 땀나는 증상이 감소하였다.이 결과는
Panfoher와 Zacherl등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9그러나 발
에서 땀이 감소하는 양은 손이나 겨드랑이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또한 보
상성 다한증의 발생률은 70%로 기존의 연구보고에 비해 높았으며,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족을 느낄 정도의 심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한 경우도
약 15%로 다른 연구들에서의 발생률에 비해 높았다.8,14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시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기전은 반사 기전으로 설
명 되고 있다.15즉 자율 신경계는 포지티브와 네가티브 피드백 과정을 통
해서 조절되는데 제 2,3흉부 교감신경절이 차단되는 경우 땀샘에서 시상
하부로 가는 구심성 교감신경 섬유에 의한 네가티브 피드백이 차단되고 시
상하부에서 땀샘까지의 포지티브 피드백은 더욱 강화되어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된다는 것이다.제 3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은 제 2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에 비해 구심성 네가티브 피드백을 덜 억제하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
증상이 덜 심하다고 하였다.15따라서 상지다한증에 있어서 제 2,3흉부
교감신경절은 그대로 둔 채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만 시행한다면 보상
성 다한증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15

교감신경절 차단술 후 가장 흔하고 심각한 부작용인 보상성 다한증은 수
술 후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일부 환자는 보상성 다한증으로 인한 증상이
수술 전 상지다한증으로 인한 증상보다 더 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알려진다면 이
러한 환자들은 수술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러
한 위험인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따라서 환자들에게 보상성 다한
증에 대해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심각한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대신 클립으로 결찰 하는 방법이 도
입되었는데,5만일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심한 경우라면 클립을 제거하
여 수술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7수술 후 시간이 경
과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성 다한증을 해결하기에는 불확실한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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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각다한증은 교감신경 차단증의 다른 주요 부작용으로 병태생리학적인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상신경절에서 측부 발아(collateral
sprouting)나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신경의 교감신경부 발아(pars
sympatheticsprout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심한 미각적 발
한이 발생하면 이하선 부위에 보툴리늄 독소를 주사하거나 glycopyrrolate
연고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16,17본 연구에서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
단술을 받은 환자들의 30%에서 미각 다한증이 새로 발생 하였거나 더 심
해졌으나 어느 환자도 이것이 수술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수술환자 40명중 3명(7.5%)은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수술 전,후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이들은 수술 후 초기에는 증상이
감소하였다가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수술 전과 비슷한 상태로 손에서 땀
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수술 후 재발의 원인으로는 교감신경절을
잘못 판단했을 경우,불충분한 전기소작,절제 혹은 전기 소작 후 교감신경
의 재생,해부학적 변이가 보고되었다.18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 수술
의 경우는 Kuntz섬유에 의한 재발보다는 신경의 재생에 의한 재결합 때
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받은 40명의 환자들 중
증상이 재발된 경우가 3명,보상성 다한증이 심한 경우가 6명(이중 2명은
수술 후 상지다한증 증세도 재발함)으로,총 7명(17.5%)이 수술결과에 대
하여 불만족스러워 하였다.
Keller평가방법에서 채택한 8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상지다한증의 치료
로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 전,후의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삶의 질이 향
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나 발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39명(97.5%)의 환자들에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8가지 항목 총합이 65.5에서 29로 55% 감소하였다.이는 Panhofer와
Zacherl등의 78.7%의 감소보다는 덜 감소된 결과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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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지다한증 치료로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손에서
땀이 나는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삶의 질을 향상 시켰다.그러나 드
물지만 심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게 되므
로 수술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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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상지 다한증 치료로 흉강경하 제 4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손에서 땀
이 나는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하게
도움이 되었다.그렇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한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거
나 재발로 인해 불만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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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hidrosis is defined as excessive sweating beyond physiologic
needs,whichresultsinprofusesweatingofthepalms,axillae,feet,and
face. Palmar hyperhidrosis causes difficulties in the social and
professionallifeoftheaffectedpatientandimpairsqualityoflife.Thus
improvementofthequalityoflifeisamajorgoalofthetreatmentof
hyperhidrosis.Thoracoscopic sympathetic block has evolved into an
effectivetreatment forseverehyperhidrosisoftheupperlimbdueto
its high immediate and permanentsuccess rate and low morbidity.
Compensatorysweating,themostfrequentandunwantedsideeffectof
sympatheticsurgery,profoundly impairspostoperativequality oflife.
The aim of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thoracoscopic fourth
sympatheticblockforupperlimbhyperhidrosisisaneffectiveapproach
thatimprovesqualityoflife.A totalof40patientswereenrolledinthis
study.Thirtyseven(92.5%)patientsshoweddecreaseinsweatingofthe
palms. Side effects as compensatory hyperhidrosis and gust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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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hidrosis were observed in 28(70%) and 12(30%) patients
respectively.Severe compensatory hyperhidrosis which resulted in
unsatisfactionofthisoperationoccurredin6(15%)patients.Gustatory
hyperhidrosisdidnoteffectthesatisfactionlevel.Qualityoflifewas
evaluated by using questionsadopted from Kellerquestionnaire.The
decreased median sum score from 65.5 to 29(55%) showed the
improvementofquality oflife(p<0.001).In conclusion,thoracoscpic
fourth thoracic sympathetic block in the treatment of upper limb
hyperhidrosiswasaneffectivetreatmentandimprovedthequality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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