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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만성 요통 환자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의 의의

   만성 요통 환자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신경전도검사와 임상증상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저자는 만성 요통 환자에서의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검사를 시행

하여 만성요통에서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임

상적 특성과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만성요통의 임

상적 특성과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

가 통상적인 근전도 검사에 부가적으로 신경병증의 진단에 대한 검사로서의 유용

성과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의 이환 기간을 가진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이학적 

검사, 통증에 대한 시각적 상사척도를 시행하 으며, 일반 X  선 촬 , 컴퓨터 단

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촬 , 신경병변에 대한 검사를 위해 통상적인 침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 으며, 자율신경계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

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각군간의 비교에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진폭은 유의햐게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p<0.05), 잠시와 지속시간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 시각적 상사척도와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에서, 시각적 상사척  

         도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시각적 상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p>0.05),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진폭의 변화는 시각적 상  

         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증가되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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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병기간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병기간  

         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 으나,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유병기간에 대한 진폭의 변화는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되어 진폭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 으며,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05).

4. 근전도 검사 소견에 따른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  

         경병변과 정상 근전도 소견을 보인 두 군간에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신  

        경근병변 환자에서 잠시와 진폭이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5.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소견 등 상학적 소견에 따른 교감  

        신경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군에서의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잠시와 진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

핵심되는 말 : 만성 요통, 교감신경 피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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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요통 환자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의 

의의

<지도 박정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종 민

제1장 서   론

요통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서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생 유병율이 60-  

90% 정도이고, 매년 평균 발병률도 5% 정도로 흔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 요통은 

대개 자연치유가  이루어져 약 90%의 환자에서 6주 이내에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

다.  기간에 따른 요통의 구분은 Koes 등은 발병 후 6주 이내는 급성, 6주 이후는 

만성으로 구분하 고, Shekelle와 Markovich는 3주 이내는 급성, 3주에서 13주까

지는 아급성, 3개월 이상은 만성으로 구분하 다.

   만성요통과 같은 만성 동통은 증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급성 질환 및 

손상의 보편적 과정보다 길게 지속되는 동통을 말하며 급성 동통과는 현저히 다

르다. 만성 동통은 만성적 병소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이나 손상의 회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성 동통은 그 성질이 대개 무디며, 깊고 지

속적인 통각으로 그 경계 부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정서 불안, 우울증이 동반된다.  

만성 동통의 이론은 동통의 물리적인 면뿐 아니라 동기적인 면이나 인지적, 정서

적인 면을 포함한 가설로, 동통에 대한 기전을 유해 자극에 의한 동통, 중추 신경

계 동통, 심리적 동통, 습득된 동통으로 나눈다.  이중 유해 자극에 의한 동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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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 조직 손상 즉 암, 퇴행성 관절염, 근막통(myofascial pain) 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중추 신경

계 동통이란 뇌졸중, 척수 손상, 절단 등과 같이 중추 신경계의 말초 신경계에 대

한 조절 역할의 마비로 구심성 신경 섬유들의 비억제된 과잉 활동에 기인하리라 

생각되고 있다3. 

   특히, 신경병증성 통증은 교감신경 의존성 통증과 비의존성 통증으로 대별

되며
3, 8
, 교감신경 의존성 통증과 비의존성 통증을 구별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야 할 첫 번째 단계이나, 신경계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전기생리적 검사인 잠복시간 혹은 전도속도 등의 전기진단

학적 연구는 교감신경계의 병변을 찾는데 있어서  매우 드물다. 

만성 요통에서도 신경병증은 흔히 동반되며, 운동 및 감각신경계를 자주 침범

한다는 사실은 흔히 알려져 있으나5 자율신경계의 침범여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요통에 의한 신경병증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침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검사가 흔히 사용되지만 이것은 주로 유수섬유(large myelinated fiber)에 

대한 검사이며 무수초신경(small unmyelinated C-fiber)인 자율신경계에 대한 검

사로는 적합치 않다.  이러한 자율신경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검사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교감신경 기능의 평가로는 기립시와 지속적으로 손으로 쥔 

상태에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과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SSR: 

Sympathetic Skin Response)가 있다. 그 중 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는 피부나 말

초신경에 대한 전기자극 또는 심호흡 후에 피부로부터 얻어지는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써4, 6,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10, 11

. 그러나 만성 요통 환자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신경전도검사와 임상증상, 이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만성 요통 환자에서의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검

사를 시행하여 만성 요통에서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두 번째 목적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만성 요통의 임상적 특성과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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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가 통상적인 근전도 검사에 부가적으로 만성 요통환자의 

신경병증의 진단에 대한 검사로서의 유용성과 임상증상 및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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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요통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

자 23명을 대상으로 하 으며, 대조군은 요통의 과거력이 없으며 나이, 신장 등이 

환자군과 같은 23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 다.

1) 발병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경과된 자

2) 당뇨, 만성 신부전 등 자율신경계의 기능부전을 동반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지지 아니한 자

3) 요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실험 중 실험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군은 본 연구를 시행시 본 연구에 참여하기 이전의 물

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요통과 관계된 의학적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으며, 연구기간

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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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기구

본 연구에 사용된 근전도 기기는 Nicolet사의 Viking IV
Ⓡ
기기를 사용하여(그림 

1), 활성기록 전극을 양측 발바닥에 참고전극을 양측 발등에 부착한 후(그림 2), 

우측 정중신경을 손목관절에서 3회 전기 자극하 으며(그림 3) 습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자극간에 최소한 2분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 이때 주파수 범위는 0.2  

100 Hz, 증폭은 구간당 2 mV, 소인속도는 구간당 500 msec 로 하 고, 자극강도

는 15 ∼ 20 mA, 자극기간은 0.1 msec 로 하 다. 

그림 1. Nicolet Viking IV
Ⓡ
 근전도 기기



- 8 -

 그림 2.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보기 위한 전극부착부위

 그림 3.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보기 위한 자극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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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병력, 과거력과 요통에 대한 이학

적 검사, 통증에 대한 시각적 상사척도를 시행하 으며, 일반 X-선 촬 ,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촬 , 신경병변에 대한 검사를 위해 통상적인 침근전

도 검사와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 으며, 자율신경계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검

사를 시행하여 환자군과 대조군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잠시, 진폭과 지속시

간을 각각 비교하 으며, 시각적 상사척도, 해부학적 상촬 에 의한 진단, 근전

도 검사소견에 따른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잠시와 진폭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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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피하기 위해 검사실

의조명을 어둡게 하고 외부소음을 차단하 으며, 앙와위로 충분히 긴장을 풀도록 

하고 잠들지 않도록 하 으며, 검사실 실내온도는 27
o
C, 발바닥에서 피검자의 피

부온도는 34oC를 유지하도록 하 다. 세 번의 전기자극 후 반응이 가장 잘 나타난 

파형을 선택하 는데, 잠시(latency)는 처음 음극상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진폭

(amplitude)은 음극의 정점에서 양극의 정점까지로, 처음 음극상이 시작되는 부위

에서 양극상의 정점을 지나 기저선까지의 기간을 지속시간(duration)으로 하여 교

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잠시와 진폭 그리고 지속시간을 측정하 다(그림 4).

그림 4. 전기 자극에 의한 교감신경 피부반응 전위

latencylatency
amplitudeamplitude

duration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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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석방법

     대조군과 환자군의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고, 환자군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과 시각적 상사척도 및 통상적 근전도검사 사이

의 연관성은 비모수 상관분석인 McNemars 2 test 로 검증하 고, 교감신경 피부

반응에 대한 환자의 시각적 상사척도, 만성요통의 이환기간 사이의 연관성은 

SPSS 프로그램의 Willcoxon signed-ranks test 를 사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 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 값 0.05를 기준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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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학적 특성

     연구대상 각 군의 평균 나이는 대조군이 41.34 ± 15.78세, 환자군이   

40.26±16.97세이었고,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환자군과 대조군의 신장

은 각각 163.5 ± 9.3 cm, 164.2 ± 8.7 cm로 각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환

자군에서 남녀비는 12:11이었으며 대조군에서도 같은 소견을 보 다(표 1). 환자군

에서 만성요통의 유병기간은 15.37 ± 11.18개월이었고 상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인 환자는 각각 15(65.2%)명, 8(34.8%)명 이었으

며,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병변을 보인 환자는  16(69.6%)명, 정상 소견을 보인 환

자는  7(30.4%)명 이었다(표 2).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군(n=23) 대조군(n=23) p value

연령(세) 40.26±16.97 41.34±15.78 NS

성별      남(%) 12(52.2%) 12(52.2%) NS

          여(%) 11(47.8%) 11(47.8%) NS

신장(cm) 163.5±9.3 164.2±8.7 NS

평균±표준편차

NS: 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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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의학적 특성

환자수

 유병기간(개월) 15.37±11.18

 진단명       추간판탈출증(%) 15(65.2%)

         척추관협착증(%) 8(34.8%)

 근전도검사   신경근 병변(%) 16(69.6%)

 정상(%) 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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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각군간의 비교

     대조군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잠시, 진폭, 지속시간은 각각 1.73 ± 

0.24 msec, 2.37 ± 1.44 mV, 2.18 ± 1.03 sec 이었으며, 환자군에서 잠시, 진폭 

그리고 지속시간은 각각   1.69 ± 0.39 msec, 1.01 ± 1.41 mV, 2.27 ± 0.98 sec

이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진폭은 유의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 잠시와 지속시

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각군간의 비교

 환 자 군 대 조 군

  잠시(msec) 1.68 ± 0.38 1.73 ± 0.24

  진폭(mV)  1.01 ± 1.41
*

2.37 ± 1.44
*

  지속시간(sec) 2.27 ± 0.98 2.18 ± 1.03

    평균 ± 표준편차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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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상적 특징과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

3.3.1 시각적 상사척도와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회귀방정식 Y = -20.573 + 

1837.46에 따라 시각적 상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되었으며, 그 회귀계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그림. 5).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진폭의 변화

는 회귀방정식 Y = 575.9X + 573.21에 따라 시각적 상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증

가 되었으며, 그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그림.6). 

                     Y =-20.573X+1837.46

                     R2= 0.013

   

      그림. 5.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잠시의 변화(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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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575.9X+573.21

                      R2= 0.006

    그림.6.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진폭의 변화(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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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유병기간과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

    유병기간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회귀방정식 Y =-1695.75X + 1689.98에 따

라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되었으며,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고(p>0.05)(그림.7), 유병기간에 대한 진폭의 변화는 Y=-1071.27X +1048.12에 따라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되었으며,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05)(그림.8).

                         Y=-1695.75X+1689.98

                              R2= 0.002

      그림. 7. 유병기간에 대한 잠시의 변화(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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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1071.27X+1048.12

                       R2= 0.005

   

       그림. 8. 유병기간에 대한 진폭의 변화(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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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근전도 검사,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소  

        견에 따른 교감신경피부반응의 상관관계

     신경근 병변과 정상 근전도 소견을 보인 두 군간에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신경근 병변 환자에서 잠시와 진폭이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으며(표 4),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군에서의 교감신경 피

부반응은 잠시와 진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표 4. 근전도 검사 소견에 따른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

신경근 병변(n=16 ) 정 상(n=7 )

잠 시(msec) 1.65±0.34 1.75±0.40

진 폭(mV) 0.68±0.69 1.73±2.36

평균 ± 표준편차

* p<0.05

표 5.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소견에 따른 교감

      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

추간판탈출증(n=15 ) 척추관협착증(n=8)

잠 시(msec) 1.67±0.40 1.71±0.26

진 폭(mV) 1.10±1.76 0.80±0.52

평균 ± 표준편차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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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 찰

   전기진단검사에서 기록되는 모든 신호들은 전기적으로 여과되는데 이런 여

과의 목적은 전기적 잡음을 최소화하여 원하는 신호를 최대한 받아들여 화면 상

의 파동형성에 있어 시각적 질을 높여  주는데 있다.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향을 

줄 수 있는 전기적 잡음들로는 기계자체에서 오는 내부잡음과 기계외부에서 오는 

외부잡음이 있다. 외부잡음으로는 공급되어지는 전원에서 나오는 50 Hz나 60 Hz 

잡음과 기록하고자 하는 근육 이외의 근육활동, 호흡운동, 심장박동 등에 의해 생

기는 생체 전기잡음 등이 있다. 내부잡음은 전극, 전선의 움직임, 증폭기, 전기자극

장치 등에 의해 생길 수 있고 잡음의 진폭이 매우 작아서 대개 무시할 수 있으나 

기록하고자 하는 전위의 진폭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전극

전선의 움직임 등에 의해 생기는 저주파 잡음은 기저선의 흔들림을 유발시키고, 

고주파 잡음은 기저선을 흐릿하고 두텁게 만든다. 이런 전기적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기생리학적 검사에는 여과를 설정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들 여과의 종류

로는 저주파수 여과, 고주파수 여과, 구간 주파수 여과 등이 있다. 이런 여과의 이

상적인 형태는 신호의 전달기능에서 직각모양을 이루어야 하나 이것은 이론만으

로 가능하고 일반적인 전기진단학적 검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선상 아날로그 여과

는 강도의 50%가 감소하는 주파수로 대변된다
4
.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문헌 보고에서 보고된 주파수 여과범위를 참고로 하여, 

전기적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저주파수 역의 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의 전위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하여 0.2 ∼ 100Hz의 여과 역을 설정하 다.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대개 

말초신경에 가해진 전기자극이 직경이 큰 구심성 유수신경(제 II, III 군 섬유)을 

통하여 척수의 측주(lateral column)로 전해지고 직경이 작은 절전, 절후 원심성 

섬유를 통해 전달되게 된다7.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으로는 기침, 심

호흡, 놀람, 통각 혹은 말초신경에 대한 전기자극이 있으며 이중 말초신경을 전기 

자극하여 반응을 얻는 방법이 안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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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말초신경을 전기 자극하여 한선과 주위 표피 및 진피조직으로 

부터 발생되는 전기적 활동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전기적 활동을  진피전기활

동전위라 하며, 이것을 자연 진피전기 활동전위와 유발 진피전기 활동전위로 구분

한다. 자연 진피전기 활동전위는 손바닥, 발바닥의 피부와 그 외의 피부를 비교했

을 때 발한 리듬에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정서적인 감정은 손바닥, 발바닥의 발한 

리듬에 향을 미치고 체온조절은 그 외의 피부조직에 향을 준다. 또한 정상인

에서는 안정적인 리듬을 보이지만 교감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감신경 피부

반응이 없어지거나, 불안정성을 보이고 이는 교감신경조절의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4, 7.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만성요통 환자의 자연 진피전기 활동전위

를 비교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잠시는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

으며, 진폭은 유의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 으며 정상에서의 비교적 안정된 전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변위 되는 전위가 자주 관찰되었다. 

     유발 진피전기 활동전위는 교감신경 피부반응이라고도 하며 초기에는 음

성, 후기에는 양성의 이상성 파형이 관찰되며, 일부에서는 초기에 양성 파형이 관

찰되기도 한다. Shaver 등은 미세전극을 땀샘에 넣고 교감신경간을 자극하여 교감

신경 피부반응을 유발시킨 결과 교감신경 피부반응 초기의 음위상은 땀샘에서 기

원하며 땀의 분비와 관련이 있는 반면 양위상은 피부의 표층에서 기원하며 땀의 

분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하 다6. 

   Aisen과 Stallman은 사지마비 환자들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연구하여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척수상부구조(supraspinal structure)의 향이 있다고 보고

하 고 Wang과 Brown은 대뇌피질의 감각운동야와 시상하부, 두부뇌간 망상구조 

등은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흥분성 향을 미치며 내복측뇌간 망상구조은 억제성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유발을 위한 중추신경계 내에서의 

연결은 다연접을 이루나 시상하부와 척수의 운동신경원간의 연결은 불확실하며 

뇌간과 척수에서의 하행성 자율신경 경로는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퍼져 있

으며 서로 얽혀져 있다. 이 중추신경계내의 연결을 지나는 중추처리시간(central 

processing time)은 Fagius와 Walli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50 ∼ 300 msec 정도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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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감신경 피부반응을 임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질병들에서의 

소견들이 연구되었다. Shahani 등은 교감신경 피부반응이 축삭신경병증(axonal 

neuropathy)에서 소실되는 것을 발견하고 교감신경 피부반응이 무수축삭돌기를 침

범하는 질환의 진단에 지표가 된다고 하 고, 정 등은 척수손상 환자에서 정상인

에서보다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잠시는 길고 진폭은 크며 척수손상 부위가 높을수

록 교감신경 피부반응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 또한 뇌졸중 

환자에서는 신경자극부위와 기록부위가 좌, 우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보다 잠시가 

길다는 보고가 있으며 다발성 경화증에서도 이미 진단된 환자의 94.2%에서 교감

신경 피부반응의 비정상 소견을 보여 다른 유발전위검사들 보다 이상소견을 보이

는 비율이 높았다고 Elie와 Louboutin이 보고한 바도 있다. 

      요통환자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1977년 Eisen 

등이 F파에 대한 65%의 민감도를 보고한 이래 많은 주목을 끌어 여러 연구자들

이 연구하 으나, 자극 때마다 달라지는 가변성과 기록전극의 위치에 따른 제한점

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검사척도 및 검사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현재까지 요통

에 대한 전기진단학적 검사는 비교적 진단율이 높고 단일 항목의 검사로는 유용

한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침근전도 검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침근전도 

검사는 탈신경소견을 보이기 전의 급성기와 생리적 신경차단과 같은 축삭변성을 

일으키지 않는 경미한 병변들은 비정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침근전

도와 같이 운동신경에 대한 통상적인 전기생리학적 검사 외에 감각신경에 대한 

유발반응검사의 민감도와 요통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으나, 통증에 대해 진단 및 치료기준으로 의의가 있는 교감신경반응이 만성

요통에서 잠복기, 진폭, 모양 등의 비정상 소견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Sato와 Schmidt에 의하면 체교감반사를 유발하는 구심성 신경은 유수체성 구심성, 

무수체성 구심성, 내장성 구심성, 전정성 구심성 등으로 다양하며 각각은 다시 여

러 종류의 신경군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신경마다 반응을 유발하는 역치가 달라 

자극의 정도에 따라 자극되는 신경이 다르다고 하 으며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자

극의 위치, 피부저항, 자극의 횟수, 소음, 피검자의 이완정도 등에 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진폭은 내외적 환경에 민감하여 개인의 정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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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또한 습관성이 있어 지속적인 반복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런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검사사이에 2분 간격을 두어 습관성

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1, 2.

본 연구에서 이상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만성요통 환자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만성 요통은 교감신경반응의 진폭이 감소되는 이상 

교감신경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시에

도 이를 고려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급성 요통 환자에 대한 교감신

경 피부반응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요통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의 변화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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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의 요통의 이환 기간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요통

에 대한 이학적 검진, 통증에 대한 시각적 상사척도를 시행하 으며, 일반 X-  선 

촬 ,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촬 , 신경병변에 대한 검사를 위해 통

상적인 침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 으며, 자율신경계에 대한 교감신

경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감신경 피부반응에 대한 각 군간의 비교에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  

         해 진폭은 유의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p<0.05), 잠시와 지속시간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2. 시각적 상사척도와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에서 시각적 상사척  

         도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시각적 상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되는   

         음의 상관관계 소견을 보 으나,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p>0.05), 시각적 상사척도에 대한 진폭의 변화는 시각적 상  

         사척도의 값이 커질수록 증가되어 양의 상관관계 소견을 보 으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3. 유병기간에 대한 교감신경 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병기간  

         에 대한 잠시의 변화는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되는 음의 상관관계   

         소견을 보 으나,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유병기간에 대한 진폭의 변화는 유병기간이 커질수록 감소 되어 진폭도  

         음의 상관관계 소견을 보 으며, 그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p>0.05).

4. 근전도 검사 소견에 따른 교감신경피부반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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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변과 정상 근전도 소견을 보인 두 군간에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신경  

         근 병변 환자에서 잠시와 진폭이 감소된 소견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5. 컴퓨터 단층촬  혹은 자기공명 상 소견 등 상소견에 따른 교감      

         신경피부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군에서의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잠시와 진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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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gnificance of Sympathetic Skin Response Test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Jong Min Lee

                                                    Dept. of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eong Mee Park)

  Sympathetic skin response(SSR), symptoms and clinical usefulness of this 

measurement with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has not yet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sympathetic skin response was measured in 

patients with chronic back pain for baseline data of autonomic dysfunction. 

Correlations of SSR with clinical characteristics were also identified.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SSR in the assessment of 

chronic back pain in conjunction with routine electrophysiologic study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Patients who had symptoms duration of 3 months or longer were enrolled and 

evaluated using physical examination and visual analogue scale(VAS) for back 

pain. Herniated lumbar disc(HLD) or spinal stenosis were confirmed by routine 

X-ray study, computer tomography(CT) or magnetic resonance image(MRI) 

and for diagnoses of peripheral neuropathy, lumbosacral radiculopathy or 

autonomic dysfunction, nerve conduction study, needle electromyography(EMG) 

and SSR were performed.   

  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mplitude(p<0.05), but not in latency and duration(p>0.05).

  2.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VAS and SS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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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ime after onset and    

      SSR(p>0.05).

  4.  In patients with lumbosacral radiculopathy and normal EMG finding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mplitude and latency of    

        SSR(p>0.05).

  5.  In patients with HLD and spinal stenosi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mplitude and latency of SSR(p>0.05).

Key words : chronic back pain, sympathetic skin respo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