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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부 다한증에서 제 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 차단술과

절단술의 비교

다한증의 수술방법으로 신경절을 절단하지 않고 신경전도(conduction)의

전달(transmission)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방법으로 압력(compression force)

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Ligaclip Allop ort Endoscopic Clip (Ethicon,

Inc., NJ, USA)을 사용하여,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을 차단(blockade)함으로

써 보상성 발한을 가역적 재수술(reversible op eration)로 수술 전 상태로 회

복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수술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한증의 새

로운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160예의 수부 다한증 환자에서 2mm 흉강경을 이용한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T2 sympathicotomy) 80예와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

립 차단술(T2 sympathetic block) 80예의 두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 이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1~1.4일이었다. 평균 추적

기간은 9~9.6 개월(6~13개월)이었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에서

클립의 불완전한 시술로 2명이 재수술을 받았고 1명은 심한 보상성 다한증

으로 클립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중증도의 재발은 8명에서 발생하였

다. 안검 하수증이 12명에서 발생하여 2명이 안검 교정술을 받았으며 2명은

안검 교정술을 받을 예정이다. 3명은 증상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에서는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재발이 5

명, 한 손의 재발은 3명이고, 보상성 다한증으로 인해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

는 6명이었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과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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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만족도에서 10점을 기준으로 각각 6.73과 7.07점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보상성 다한증의 부위는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에서는 1.63개 부위,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에서

는 1.00개 부위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술 부위

의 땀 안 나는 정도를 10점 기준으로 각각 8.73점과 8.20점으로 약간의 차이

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상성 다한증으로 인한 불편함

을 1에서 4까지 등급을 정하였을 때 클립차단술이 절단술보다 불편함이 낮

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수술 후 나타난 보상성 다한증의 시기

와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수술 후 5개월까지는 7.3점, 그 이후부터는 5.6점

으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에서 보상성 다한증으로 생긴 환자의

불편을 수술 전 상태로 가역적 재수술에 의하여 회복시키려면 재수술의 시

기(클립의 제거)를 2주에서 4주내에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역적

재수술의 이점을 최대한 응용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수술로서 충

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에서 관찰된 15%의 안검 하수증의 주원

인은 부적절한 위치선정보다는 새로운 시술의 적용단계에서 클립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 발생된 초기의 박리와 신경견인을 생각할 수 있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보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 후 재발성 발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신경의 재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클립의 불완전한 시술의 보완으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수

술기법에서 신경견인으로 생길 수 있는 호너씨 증후군의 방지에 주의가 필

요하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 후 재발된 환자에서 신경의 재성장의

기간은 보통 6개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고찰되었고 앞으로 장기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핵심 되는 말 : 다한증,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 클립 차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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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 다한증에서 제 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 차단술과 절단술의 비교

<지도 이 두 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문 동 석

I. 서 론

1. 연구 배경

1910년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처음 시도된 후 최근에는 흉강내시

경과 비디오 영상기술의 발달로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이 안

전성, 효율성 및 미용적 측면에서 다한증 치료의 새로운 수술법으로 보편화

되고 있다.

현재까지 흉강경을 이용한 다한증에 관한 논문을 고찰해보면1 ,2 , 수술 후

95%이상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으며,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대부분은

등이나 가슴 등에서 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발한으로 느끼는 불쾌감 때문이

었다. 특히, 안면부 다한증 환자가 수장부 다한증 환자보다 보상성 발한이

높다고 보고되었다.3 그밖에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기흉, 혈흉, 일시적인 발

열증상, 호너씨 증후군, 상지나 흉부의 통증을 보인 신경절단 후 신경통

(p ostsymp athectomy neuralgia) 등이 보고되었다.4

높은 수술 성공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보

상성 다한증의 발생률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수술 후 초기에는 89-98%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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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다.5 ,6 ,7
불만족의 원인은 대부분이 과다한 보상성 발한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다한증의 수술방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교감신경의 절제

범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성 발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교감신경 절

제술(symp athectomy)보다는 절단술(symp athicotomy)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신경을 제거하지 않고 절개만 하는 교감신경 절단술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약 60-100%의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8,9 ,10 ,1 1

따라서 수장부 다한증에 대한 치료로 교감신경 절제술은 매우 효과적인 치

료법으로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보상성 다한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9

교감신경의 구조는 말초 신경과 같이 원심신경(efferent, motor) 와 구심

신경(afferent, sensory)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심신경섬유는 말초신경의 운동

(m otor) 섬유로서 손의 땀을 조절한다. 이 운동섬유는 감각 신경에 비해 좀

더 손상 받기가 쉽다. 클립의 강도를 단지 원심신경의 자극을 차단하거나 신

경의 재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말이집(myeline sheaths)의 손상

없이 자극을 감소시켜 수장부 땀의 정도뿐 만 아니라, 수술 후 보상성 다한

증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1 2

높은 압력으로 클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립을 시행한지 2주안에 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다시 수술 전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하였

으며, 클립 차단술의 다른 장점으로는 신경섬유를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호

너씨 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 3

교감신경 절제술 후 보상성 발한과 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성

상 신경절의 손상에 의한 호너씨 증후군이 수술 후 주된 불만족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거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수술 전 상태

로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클립 차단술에 대해 연구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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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목적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절제술이 미용효과를 높이고, 입원기간을 단축

시켜 통원 수술까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교감신경 절제술의 시

술은 급증하게 되었고, 그 수술기법도 급속도로 변화되었다.14

교감신경 절제술 후 보상성 발한은 수술 전의 안면이나 손, 발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체간부나 대퇴부 등에 나타나며 환자의 불쾌감은 본래의 수술

목적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한증 수술의 완전한 성공 또

는 환자의 만족을 높이고 이의 극복을 위한 수술기법의 연구가 필요함을 인

식하게 되었다.2 ,14 ,15

교감신경 절단술 후 교감신경의 재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절

제술은 체간과 대퇴부 등의 보상성 발한과 호너씨 증후군 등은 비가역적 현

상으로 수술 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5,6 신경절을 절단하지 않고, 신경

전도(conduction)의 전달(transmission)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방법으로 압력

(compression force)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 6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다한증 환자에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에 클립을 이용한

수술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Ligaclip Allop ort Endoscopic Clip (Ethicon, Inc.,

NJ, USA)을 사용하여,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을 차단(blockade)함으로써 보

상성 발한과 호너씨 증후군 등으로 생겨나는 환자의 불편을 가역적 재수술

(reversible op eration)로 수술 전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수술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한증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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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본 연구자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의 수부 다한증 환자를 수

술 적응자로 선택하였고, 예상되는 효과나 합병증에 대하여 수술 전에 충분

히 설명한 후 수술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

정하였다.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

스병원 흉부외과를 내원한 다한증 환자 중에서 흉강내시경을 이용하여 제2

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T2 symp athetic block by clipping)을 시행한

84명 중 외래와 전화로 추적조사가 가능한 80명의 환자군과 제2번 흉부 교

감신경 절단술 (T2 symp athicotomy)을 시행한 동수의 환자군을 선정하여 임

상결과를 분석하였다.

- 6 -



Ⅱ . 연구 방법

1. 수술방법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은 단순기관 삽관을 이용한 전신 마취

하에서 환자는 앙와위 자세에서 30도가량 상체를 높이는 semi-fowlers 자세

로 변환시키고, 팔을 90도정도 외전시킨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정중

액와선과 세 번째 늑간부위에 2mm 크기의 카테타를 삽입하여 늑막의 유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산화탄소를 6mm Hg압이하로 폐 허탈을 유도하여 수술

시야가 확보되면 2mm 흉강경을 삽입하여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을 확인하

였다. 이때 혈압 및 심박동수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고, 그 후 전액와선과

두 번째 늑간부위에 5mm크기의 도관을 삽입하게 되며, endoscopic endoclip

applicator 와 hooked diathermy probe를 이용하여 제2번 흉부신경절의 상

단을 Ligaclip (Ethicon, Inc., NJ, USA)으로 차단(block)하는 변형된 차단시술

(m odified sympathetic block)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늑골상부의 흉부교감신경간 절단만을 시행하는 제2번 흉부 교감

신경 절단술(modified sympathicotomy)은 위와 같은 동일한 마취와 수술자

세로 시행하며, 2mm 크기의 전기 소작용 가위를 삽입하여 제2번 흉부 교감

신경절과 신경절을 덮고 있는 흉측 늑막을 포함하여 약 3cm 길이를 두 번째

늑골을 따라 수평적 절단을 하였다.(이후부터 modified symp athetic cutting

과 clipping은 symp athicotomy와 sympathetic chain block으로 기술함)

수술 후 완전한 지혈을 마친 후 하부도관을 통하여 10F 소아용 흉관을

폐 첨부까지 삽입하여 흉강 내 공기를 10mmHg정도의 압력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일 측에 대한 수술을 끝내고, 반대편에 대한 수술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수술이 완료된 후 환자는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이동하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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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와 4시간 후의 단순흉부 사진을 촬영하여 기흉 및 혈흉이 없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병실로 옮기거나 당일 퇴원이 가능하였다.

2 . 두 군의 비교 및 통계학적 분석

수술시간과 수술 직후의 환자의 만족도 및 수술 후 초기 합병증, 호너씨

증후군 등과 외래관찰 기간동안부터 1999년 9월까지의 보상성 체간 다한증,

재발성 다한증 등의 후기 합병증을 퇴원 1개월부터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며,

그 후부터는 전화나 설문조사(부록; 다한증 설문지)로 추적하여 두 환자군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군의 통계학적 분석은 chi-squ are test (95% confidence

Interval)와 T-test로 검정하여 유의 수준을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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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결과

1. 두 환자군의 임상상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8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160예의 다한증 환자에서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

을 시행한 80예와 2mm 흉강경을 이용한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을 시

행한 80예에서 다한증의 증상은 주로 수부 발한이 대부분이었으며 얼굴과

겨드랑이의 발한도 있었다.

표 1. 두 환자군의 임상상태

클립차단술 절단술

성별

남

여

평균나이(세)

평균수술(시간)

평균입원기간(일)

추적기간(개월)

환자수(명)

다한증의 증상

손

얼굴

겨드랑이

53(66.3%)

27

24.6 ±5.6

30분 이내

1∼1.4

9.1 ± 2.0

80

65

14

1

41(51.3 %)

39

23.7 ± 7.5

30분 이내

1∼1.4

9.6 ± 2.3

80

7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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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특성은 평균나이가 각각 24.6세와 23.7세이었고, 남녀의 비는 남자

가 각각 66.3%와 51.3%로 나타났다. 평균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이었으며 평

균입원기간은 1~1.4일이었다. 평균 추적기간은 9~9.6개월(6~13개월)이었다.

두 환자 군은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

2 . 수술 후 합병증

수술 조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흉, 혈흉과 흉부 통증 그리고 팔 저림

등이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클립차단술 후 안검 하

수증이 12명에서 발생하여 2명이 안과에서 안검 교정을 받았으며 2명은 안

과에서 교정을 받을 예정이고 3명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다(표 2).

표 2. 두 환자군의 수술 후 합병증

단위; 명(%)

클립차단술 절단술

발관 후 기흉

지연성 혈흉

흉부통증

팔 저림

안검 하수증

3(3.75)

1(1.25)

9(11.25)

7(8.75)

12(15.00)

1(1.25)

1(1.25)

12(15.00)

3(3.75)

2(2.50)

합 계 32/ 80(40.00) 19/ 8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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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술 후 다한증의 변화

수술 후 수장부 다한증에서 증상변화의 평가는 linear analogu e scale을

이용하였으며(수술 전과 똑 같은 상태를 1로,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건조한

상태를 10으로 평가), 두 환자군에서 수술 후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수술 부

위의 땀 안 나는 정도를 10점 기준으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에서

8.73 점과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에서 8.20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두 환자군의 수술 후 땀의 변화

단위; 명(%)

※ 1. 수술 전과 똑 같다. 10. 땀이 전혀 안 난다.

클립차단술 절단술

1※

2

3

4

5

6

7

8

9

10※

5

3

3

1

3

3

4

3

6

51(63.75)

5

1

1

1

6

1

1

1

0

64 (80.00)
합계

평균값

80 (100.00)

8.20

80(100.00)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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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보상성 다한증의 평가

보상성 다한증의 등급(Grading)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추적

조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G1(Absent);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전혀 땀이 나지 않는 상태

G2(Mild);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어느 정도 땀은 나지만 속옷이나 내의

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

G3(Moderate);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땀이 배어나 속옷이나 내의를 적

시나 참을 만한 상태

G4(Severe);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과다한 땀으로 속옷이나 내의를 적

시고 하루에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

또한 보상성 다한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1에서 4까지 등급을 정하였을 때

각각 평균값은 2.5 와 2.0 이었으며 chi-square test (95% confidence Interval)

의 검정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 <0.05)(표 4). 특히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 후 수장부에서 촉촉할 정도(G2)의 오른 손 발

한은 3명에서 나타났고, 왼손 발한은 5명이었으며 양손 발한은 8명에서 증

상을 호소하였다.

보상성 다한증에서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전혀 땀이 나지 않는 상태

(G1)와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어느 정도 땀은 나지만 속옷이나 내의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G2)할 때 환자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보상성 발한

이 심하지 않은(G1,G2) 환자가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을 시술

받은 군에서 58명(72.5%)으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을 시술 받은 군

의 40명(50%)보다 많았다. 또한, 절단술을 시술 받은 군에서 보상성 다한증

으로 인해 수술을 후회하는 환자도 6명이나 있었다. 미각성 다한증도 클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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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술과 절단술에서 각각 4명(5.00%)와 13명(16.25%)로 나타났다.

*X2 < 0.05

5 . 재수술과 재발성 발한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 후 3명이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클립

의 불완전한 시술 (클립 탈락과 불완전 차단)로 2명이 발생되어 각각 클립차

단술과 절단술로 재수술을 받았고, 1명은 심한 보상성 다한증으로 클립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중증도의 수장부 다한증의 재발이 7명에서 발생하였

으며, 그 중 1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땀의 양이 증가하였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 후 수부 다한증의 재발이 모두 13명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 5명은 양측성 재발이고, 일측성 재발은 3명이었으며 5 개월 후 5명이 재

발성 발한의 양상을 보였다.

표 4. 보상성 다한증에서 불편에 따른 등급*

단위; 명(%)

클립차단술 절단술

G1

G2

G3

G4

30 (37.5)

28 (35.0)

10 (12.5)

12 (15.0)

18 (22.5)

22 (27.5)

23 (28.6)

17 (21.3)

합계

평균등급

80 (100.00)

G=2.0

80 (100.00)

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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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상성 다한증의 신체부위

두 환자군에서 보상성 다한증의 분포되는 신체부위는 가슴과 등이 각각

또는 동시성으로는 가장 많았으며, 클립차단술을 시술 받은 환자 중에 23명

은 보상성 다한증의 증상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보상성 다한증의 부

위는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에서 1.63개 부위,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의 클립차단술은 1.00개 부위였으며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클립차단술 절단술

가슴

등

목

머리

얼굴

배

엉덩이

허벅지

기타

가슴과 등

등과 얼굴

등과 배

등과 허벅지

얼굴과 허벅지

얼굴과 엉덩이

가슴, 등, 손

등과 손

손

전혀 없다

6

9

0

0

4

0

0

17

16

10

2

0

0

0

2

1

1

19

23

10

6

0

0

2

12

3

1

37

10

3

1

1

1

1

1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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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두 환자군의 만족도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과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 후

수부 다한증에서 만족도의 평가는 linear analogu e scale을 이용하였으며(매

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1로,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를 10으로 평가), 두 환자

군에서 수술 후의 상태를 비교하였다. 두 환자군에서 linear analogue scale

을 이용하여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분포에서 53명(66.25%)과 52명(65%)이

7이상을 보였고, 전체 각각의 평균치는 7.07과 6.73으로 나타났으며 두 환자

군의 만족도에서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그러나 수술 후

나타난 보상성 다한증의 시기에 다른 만족도와의 관계는 수술 후 5개월 전

은 7.3점과 후는 5.6점으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두 환자군에서 보상성 다한증이 기대한 수술의 만족도에서 환자들이 느

끼는 불만족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혀 불만이 없는 경우도 31

명(38.75%)과 22명(27.50%)로 각각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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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환자군의 만족도

단위; 명(%)

※ 1. 매우 불만족스럽다. 10. 매우 만족스럽다.

수장부 발한의 발생시기는 안정 시에 전혀 땀이 없다가 긴장만 하면 이

때부터 특정 신체부위에 심한 발한을 보이는 경우가 두 환자군에서 각각 36

명(45.00%)과 27명 (33.75%)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chi-squ are test (95%

confidence Interval)의 검정에 의하여 두 환자군간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표 8).

클립차단술 절단술

1※

2

3

4

5

6

7

8

9

10※

11

2

5

2

2

6

11

10

6

26(32.50)

7

3

8

0

8

2

10

12

9

21 (26.25)
합 계

평균값

80 (100.00)

7.07

80(100.00)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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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불만족의 원인

단위:명(%)

표 8. 보상성 발한의 주요 시기*

단위; 명(%)

*X2 > 0.05

클립차단술 절단술

보상성 다한증

미각성 다한증

흉부통증

재발성 발한

매우 건조한 손

안검 하수증

팔 저림

불만 없다

20(25)

2(2.5)

1(1.25)

8(10)

1(1.25)

6(7.5)

10(12.5)

31(38.75)

36(45)

6(7.5)

2(2.5)

10(12.5)

5(6.25)

1(1.25)

3(3.75)

22(27.5)

클립차단술 절단술

식사 중 발한

긴장했을 때 발한

항상 발한

기타

4 (5.00)

36 (45.00)

14 (17.50)

26 (32.50)

13 (16.25)

27 (33.75)

13 (16.25)

27 (33.75)
합계 80 (100.00) 8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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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고 찰

다한증(땀이 많이 배출되는 질환)은 불감성 손실이나 생리적인 요구량보

다 과도한 발한을 보이는 질환으로 젊은 동양인 0.15-0.3%에서 나타나며 주

요 증상으로는 얼굴, 손, 겨드랑이, 가슴 ,등, 사타구니, 허벅지, 다리, 발에서

유난히 땀이 많이 나며 특징은 안정 시에는 전혀 땀이 없다가 긴장만 하면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 심한 발한을 하게 된다. 다한증은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보통 유년기에 시작되어 평생 지속되는 일차성

다한증과 갑상선 기능항진증, 비만, 불안상태, 폐경, 갈색종 등의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이차성 다한증 등으로 크게 분류한다. 또한 부위에 따라

수장부 다한증, 액와부 다한증, 안면부 다한증으로 분류한다.

다한증은 교감신경에 의하여 지배되는 su domotor function의 과민 반응

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상기능이며 조직학적으로 sw eat gland 나

symp athetic chain과 ganglion 에서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교감

신경 절제술 후 보상성 다한증을 therm oregulatory function로 설명하였으며

이들은 Berkow's surface area 공식을 이용하여 교감신경 절제술이 한선의

기능을 40%까지 없앤다고 보고하였다.1 7 비록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신경

절을 제거하면 할수록 보상성 다한증이 많아 신경제거의 범위 확장이 보상

성 다한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Rennie 등은 2개 이상의 신경절 절제를 시행하지 않았고1 8 Bonjer

등은 T3의 신경절만 절제하는 제한된 교감신경절제를 시행하였고11 또한 다

른 보고에 의하면 T2 교감신경절만 절제한 경우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빈도

가 16-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또 다른 수술방법으로는 Drott 등8과 N opp en 등은11 다한증의 경우 T2

와 T3를 통과하는 교감신경의 과기능에 의한 것으로 T2 와 T3 의 신경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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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만 하는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절단술를 시행하여 절개술과 같은 결과

를 보고하였다. 상지에 분포하는 모든 교감신경은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

(key ganglion)을 통하게 됨으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만을 절제하여도 수

장부 다한증은 완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간혹 제2,3번 흉부 교감신

경절에서 기시하는 postganglionic fiber가 제1번 흉부 교감신경절을 통하지

않고 상완 신경총으로 연결되는 경우(Kuntzs nerve)가 있기 때문에 제3번 흉

부 교감신경절의 절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이 수부와 안면부 다한증에 key

신경절 역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한증 환자에서의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의 절단술은 다한증의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과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장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간단하고 편리한 수술방법이라고 생각된다.1 9

수술시 문제점은 전신마취에 의한 문제점으로 저혈압, 심장 및 신장부

전, 간부전, 호흡부전, 늑막유착, 출혈에 의한 문제 등이 있다. 호너씨 증후군

은 수술 후 눈꺼풀이 내려오는 증상으로 안과에서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또

한 가슴 및 근육통증, 감염, 수술 후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부위

감염, 늑막염, 기흉, 농흉 등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주로 등 및 가슴에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과 식사 중 얼굴에서 땀이 나는 증상은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수술 결과로 100% 모두 수술 직후 수술 전에 호소하였던 부위의 수장부,

액와부, 안면부 다한증이 소실되었으나 교감신경 절제술과 마찬가지로 약

75%정도 환자가 몸통의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였고 그 정도는 환자마다 차

이가 있었고 약 2%는 심하다고 호소하였다.1 9

보상성 다한증(compensatory hyp erhidrosis)은 많은 환자에서 주로 체간

부에 심한 증상을 보였다. 수술 후 환자의 손이 너무 건조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게는 25%가 되며 교감신경 절제의 효과는 땀의 배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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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땀의 양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

었다.2 0
다한증의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이지만 그

만족도는 대상성 다한증에 의해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술 전에 대상성 다한

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지 다한증에 대한 치료로서 흉강내시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 절제

술은 가장 좋은 치료방법으로 높은 수술 성공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생

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률이 높다는 문제 때문에 수

술 후 초기에는 98%의 만족도를 보이나 visible sw eating등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떨어져 66%정도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9 ,2 1

원발성 안면부 다한증에서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시 하부 성상 신경절제술

시와 같은 결과인 발한소실을 거의 전례에서 보았다.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

술로 호너씨 증후군, 상완 신경총 손상 등의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안전

하게 만족할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mm 흉강경의 사용으로 미용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통증, 창상과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

해상도가 더욱 좋아진 2mm 흉강경의 등장으로 안면부 다한증 수술이 더욱

보편화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게 되었다.2 2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이 호전 상태의 평가는 linear analogu e scale을 이용

하였으며(필기할 때에 종이가 젖거나, 땀이 손목으로 흐르는 정도를 10으로,

건조한 수부를 0으로 평가), 수 술 전후에 시행하여 이를 비교하여 보고한

문헌을 참고해보면 linear analogu e scale을 이용한 수술 후 보상성 발한 정

도의 분포에 서 보상성 발한이 없는 환자가 11명이었고 있는 환자가 39명

있었으며 이중 36명(92%)은 5이하로서 평균 3.4±1.61이었다. 흉부 3번 교감신

경 차단수술을 한 후에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의 분포에서 48명(96%)이 7이

상을 보였으며, 평균치는 8.5±1.2로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심하지 않고 느

끼는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3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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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표현을 scale로 정하여 자료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사용한 방법으로

설문 및 전화로의 추적조사에 유익하였다.

40예에서 시행되었던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 결과는 100%에

서 수술부위에 땀이 안 나는 소견을 보였고, 38예(95.0%)에서 높은 수술 만

족도를 보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은 2명의 환자에서 약간의 호너씨 증후군을

나타냈다. 4명의 환자에서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추적관찰 당시 모

든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이나 소실을 보였다. 수술직후부터 수술 1개월 내에

보상성 다한증이 31예(77.5%)에서 나타났으며 생활에 불편할 정도

(embarassing and disabling)는 9예(22.5%)였다. 보상성 다한증은 주로 등, 가

슴과 배 부위가 86.7%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부위로는 등 부위가 45.3%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4

교감신경의 구조는 말초 신경과 같이 원심신경과 구심신경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심신경섬유는 말초신경의 운동섬유로서 손의 땀을 조절한다. 운동섬

유는 감각 신경에 비해 좀 더 손상 받기가 쉽다. 클립 힘의 정도를 단지 원

심신경의 자극을 차단하거나 신경의 재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

경 말이집의 손상 없이 자극을 감소시키는 조절하여 우리는 수부의 땀의 정

도뿐 만 아니라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높은 압력으로 클립을 사용하기 때문에 클립을 시행

한지 2주안에 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다시 수술 전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클립차단술의 다른 장점으로는 신경섬유 절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호너씨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호너씨 증후군이 12예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신경차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경박리와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기의

과다 사용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어 진다. 만일 신경학적인 합병증이 전

기소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클립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클립을 제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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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감신경재생의 가역성은 언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가에 좌우되는 것으

로 생각되어지는데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 후 2주내에 제거한 환자에서 3명

이 회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제거한 환자에서는 9개월 후에 회복된 환자가

있었으며 1명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14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제2

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 후 3명이 재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클립의 불

완전한 시술 (클립 탈락과 불완전 차단)로 2명이 발생되어 각각 클립차단술

과 절단술로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1명은 심한 보상성 다한증으로 클립제거

수술을 2주 이내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므로 수술 후 최소한 2

주 이내에 클립을 제거하여야 신경의 재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도 증례가 적어 이 시기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재

수술 시기를 제시하기가 어려웠지만 교감신경 재생의 가역성은 재수술을 해

야 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단

기간의 추적조사에 의한 것이나 수술전의 상태로 전환이 필요하다면 가역적

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한증의 치료로서 제2번 흉부 교감신경절의 차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발성 다한증환자에서 다른 수술 방법들

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 다한증 수술의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여름철에 보상성 다한증에 의한 합병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가역적인 수술방법으로서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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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에서 관찰된 15%의 안검 하수증의 원

인으로는 부적절한 위치 선정보다는 새로운 시술의 적용단계에서 클립의 정

확한 시술을 위해 시행되는 초기의 박리와 신경견인을 주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보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 절단술

후 재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신경의 재성장과 밀접한 관계로 추정되

며, 추적 관찰된 환자들의 증상의 재발시기가 본 연구에서는 보통 6개월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15개월 이상에서도 재발이 보고됨으로 향후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환자군의 수술 후 발생되는 합병증 등은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였고,

만족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정도

의 비교에서 클립차단술이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5개월 후의

보상성 다한증과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클

립차단술은 절단술보다 보상성 발한을 줄여주어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에

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제2번 흉부 교감신경의 클립차단술에서 보상성 다한증으로 생겨나는 환

자의 불편을 수술 전 상태로의 복원을 위해 재수술을 시행하려면 보상성 다

한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주로 수술 1개월 내에 특히 2주에서 4주내에 클

립의 제거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재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앞

으로 많은 연구와 경험의 축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가역적 재수술의

이점을 최대한 응용할 수 있는 제2번 흉부 교감신경 클립차단술은 수술 후

발생되는 보상성 발한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

로운 시도로서 본 연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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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다한증 설 문 지 (설문날짜 : )

환자명 : 나이: 성별: 남 / 여 전화번호 ;

1.손에 땀나 는 정도 / 얼굴에 땀 나는 정도

-- (1) 수술 직후 (2) 수술 후 1개월 (3) 수술( )개월 후

손에 땀이 나는 정도가 땀이 전혀 안 나는 경우를 10으로 보았을 때

수술 후 현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의 정도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 수술 전과 똑같다. ---------------------------10. 땀이 전혀 안 난다.

2.보상성 다 한증

(1) 수술 직후 (2) 수술 후 1개월 (3) 수술( )개월 후

2-1.수술 후 신체 의 다른 부위에 수술 전 보다 땀 이 많이 납니까 ?

1.예 2.아니오

2-2.부위는 주 로 어디입니까 ?

1.가슴 2.등 3.목 4.머리 5.얼굴 6.배 7.엉덩이 8.허벅지

9.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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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언제 주로 땀 이 납니까 ?

1.식사 중 2.긴장했을 때 3.항상 4.기타 ( )

2-4.보상성 다 한증에 대한 귀하의 불 편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 까 ?

(귀하의 불편정도를 1부터 4가지 숫자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 매 우 만족하다 .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전혀 땀이 나지 않는 상태

2. 어 느 정도 땀은 나지만 불편 함이 없다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어느 정도 땀은 나지만 속옷이나 내의

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

3. 불 편하나 참을 만 하다 .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땀이 배어나 속옷이나 내의를 적시나 참

을 만한 상태

4. 매 우 불편하다 .

수술 후 다른 신체부위에 과다한 땀으로 속옷이나 내의를 적시고

하루에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불편한 상태

3. 만족도

수술 후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 경우를 10으로 보았을 때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귀하의 만족정도를 1부터 10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스럽다. -------------------------10. 매우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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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만족스 러운 경우 그 원인은 무엇 입니까 ?

1. 대상성 다한증(수술 전 보다 다른 부위에서 땀이 더 난다)

2. 미각성 다한증(음식 먹을 때 땀이 난다)

3. 흉부통증

4. 재발(땀이 계속 난다)

5. 너무 땀이 안나서(손이 너무 건조해서)

6. 안검 하수증

7. 팔 저림

5.계절에 따 라 땀의 양이 변화가 있습 니까 ?

1.예 2.아니오

6.참조사 항

설문에 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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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S tudy to Co m pa re T2 S y m pathe tic B lo c k by

Clip ping w ith T2 S y m path ic o to my in the Pa lma r

Hy pe rh id ro s is

Do ng S e o k Mo o n

Departm ent of M edicine

T he Gr adu ate School, Yonsei Univer sity

(Directed by Professor Doo Yun Lee)

T he therapeutic rationale in the treatment of hyperhidrosis is the

interruption of transmission of sympathetic impulses from the low er

sympathetic ganglia through stellate ganglia to the hand such as

thoracoscopic sympathectomy and sympathicotomy . However , due to it s

rever sibility , the new approach of clipping of T 2- sympathetic trunk

without transection has been reported. T his study w as designed to

examine patient s satisfaction against this new approach .

From July 1998 to February 1999, a total of 160 cases of the needle

thoracoscopic thoracic sympathicotomy and thoracoscopic clipping of the

T 2 sympathetic chain were performed to minimize compens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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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hidrosis . T he force of endoclip w as adjusted to a degree that only

the efferent nervous impulse w as blocked or decreased without destroying

the myeline sheath which is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nerve

regeneration . T his new method has low er incidence of compensatory

hyperhidrosis after operation and has the advantage that the sympathetic

tone of the hand could be recovered by the rever se procedure removing

the clips .

A linear analogue scale was used to assess the degree of sw eating on

the palm s, face, and trunk (ranged from 1 to 10 where 1 is excessive

sw eating and 10 anhidrosis ) as well as the patient s satisfaction with the

surgery (ranged from 1 regretted and 10 completely satisfied). Result s

showed that whereas the palmar sweat production and the patient s

satisfaction after sympathicotomy was 8.73 and 6.73, respectively , these

parameter s after clipping of the T 2 sympathetic chain w ere similar , 8.20

and 7.07, respectively . T here w ere 3 cases to be performed re- operation;

in one case, the rever sible operation (removal of clip) w as performed due

to severe compensatory hyperhidrosis ; in two cases, one operation w as

failed to clip the right position and the other case, the clip was slipped

out . Neither mortality nor life- threatening complications occurred in any

case related to operations . Both operations showed a similar incidence to

occur complications such as Horners syndrome. T hese result s suggest

that the endoscopic thoracic T 2 sympathetic chain block using clipping be

an equally efficient as compared with T 2 sympathicotomy and have an

advantage to rever sibly adjust the result s after surgery such as the

rever sible 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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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se result s are based on the preliminary study , it is

recommended that the thoracic T 2 sympathetic chain block by clipping is

the better alternative for the treatment of hyperhidrosis .

Key Words : essential hyperhidrosis, sympathetic block by clipping ,

sympathic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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