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 

항상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본 논문이 완성되도록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이두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또한 연구 시작부터 논문 작성까지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신 

성숙환 교수님과 장병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 을 올립니다. 

중소병원의 봉직의 생활에서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격려

해주신 김상태 혜민병원 이사장님, 적외선 체열검사실의 모윤

희 선생님 그리고 자료 정리를 도와주신 박경희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진료에 여념이 없는 후배 의국원들과 흉부외과학교

실 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늘 격려해주시는 형님, 그리고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모든 친지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저 자  



- i -

차  례

그 림 차 례 ··············································································································ⅱ

표 차 례 ····················································································································ⅲ

국 문 요 약 ················································································································1

Ⅰ. 서 론 ···················································································································3

Ⅱ. 재료 및 방법 ·····································································································6

    1. 대상 환자  ···································································································6

    2. 수술 방법 ·····································································································7

    3. 평가방법 ·······································································································7

    4. 통계분석 ·······································································································9

Ⅲ. 결 과 ·················································································································10

    1. 수술 결과 ···································································································10

    2. 임상적 특성 ·······························································································11

    3.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 ·············································································12

    4. 혼란 변수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15

Ⅳ. 고 찰 ·················································································································17

Ⅴ. 결 론 ·················································································································21

참 고 문 헌 ············································································································22

 문 요 약 ············································································································25



- ii -

그 림 차 례

그림 1. 적외선 체열검사 ·························································································8

그림 2. 수술 부위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 ·····················································12

그림 3. 수술 전후 적외선 체열검사 비교 ·························································13

그림 4. 족부의 수술 전후 적외선 체열검사 비교 ···········································13

그림 5. 보상성 다한증 유무에 따른 부위별 온도변화 ···································15



- iii -

표 차 례

표 1. 부위별 보상성 다한증 ·················································································11

표 2. 임상적 특성 ·································································································11

표 3. 수술 전후 온도 비교 ···················································································14

표 4. 정상군과 대상환자간 온도변화 비교 분석 ·············································16

표 5. 상관분석 ·········································································································16



- 1 -

국문요약

다한증 수술 후 발생한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적외선 체열검사의 적용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은 높은 수술초기 만족도와 미용 

적인 장점으로 다한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방법이 되었다. 다한증 수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에 의해 장기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이를  줄이

기 위한 수술방법의 변화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의 부재로 진단 및 비교연구에 미흡

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혜민

병원 흉부외과에서 수부 다한증으로 수술 받은 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후에 시행한 적외선 체열검사를 이용하여 수술효과를 판정하고 보상성 다한

증의 부위 및 심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검사로서 적외선 체열검사의  활

용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대상환자 모두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제3흉

부교감신경 클립차단술을 제3번 늑골상연에서 시행하 고 수술 전후에 적외선 

체열검사를 시행하여 각 신체부위의 온도차이를 비교하 다. Linear analogue 

scale에 의거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환자군을 선택하여 실험군으로 하고 

부위에 따라 얼굴, 수부, 가슴, 등, 둔부 및 허벅지, 다리 그리고 족부로 세분하

여 비교하 다. 나머지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역시 부위별로 세분하여 수술 전후 온도차이를 비교하 다. 수술부위의 

온도변화와 보상성 다한증 부위의 온도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 또

한 측정 시기에 따른 혼란변수 분석을 위해 다한증이 없는 30명에서 일정간격

으로 두 차례 적외선 체열검사를 시행하여 대상환자와 비교분석 하 다. 후향

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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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환자 34명중 보상성 다한증이 확인된 환자군은 18명(52.9%)이었고 

가슴과 등의 온도가 감소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대퇴부에서는 의

미있는 온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ΔT=2.63, p<0.05)

2. 수술한 부위인 손과 보상성 다한증 발생부위인 가슴 및 등 부위의 수술 

전후 온도차이 간에 상관관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r=0.893, p<0.05 / 

r= 0.861, p<0.05) 

    3. 혼란변수 분석에서 온도 변화 ΔT=1.85(p<0.001)로 대상환자와 일반 정

상 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적외선 체열검사를 이용하여 보상성 다한증의 부위와 심한

정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표현 가능하여, 임상적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

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말 : 보상성 다한증, 적외선 체열검사, 비디오 흉강경하 교감신경 클립

차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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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수술 후 발생한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적외선 체열검사의 적용 

<지도교수 이 두 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강  청  희

Ⅰ. 서 론

원발성 다한증은 전체 성인 인구의 약 1%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

이다. 젊은 층에 많으며 온난 다습한 지역 특히, 아시아에 많은 것으로 되

어 있다. 저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35 - 65% 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
 다한증은 교감신경에 의하여 지배되는 sudomotor function

의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기능으로 조직학적으로 땀샘이나, 교감

신경줄기 및 교감신경절에서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2 국소적

인 과도한 발한이 특징으로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유발하므로 적

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다한증 환자에 대한 상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1920년 Kotzareff가 처음 

성공하 으며, 그 후 1949년 Kux 등이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소작술을 

시행하면서 내시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최근 

흉강경 수술기구의 발달로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로도 개흉술과 거의 비슷

한 정도의 술기가 가능해져서 다한증을 비롯한 많은 흉강내 구조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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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강경하에서 수술하고 있다. 흉강경 시술은 1910년 Jacobaeus가 방광경을 

이용해 복강 및 늑막강의 관찰을 시도한 이후 폐결핵 환자의 늑막 유착을 

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1922년 처음으로 보고되었다.3,4,5 1945년 

Streptomycin이 개발된 이후 폐결핵 치료로 이용되던 허탈 요법이 감소되었

으며 조직 생검 에만 이용되었던 흉강경수술은 최근 비디오 카메라 상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종류의 수술 기구의 발달로 흉부외과적 질환의 수술

에 대한 적용분야를 넓혀 왔다. 

다한증에 대한 치료로 비디오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차단술이 일반화 된 것은 내시경 수술기법의 발달로 입원기간의 단축과 통

증의 감소,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미용적인 장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방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6

교감신경절제술 후 초기에는 98%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어 66% 정도의 장기만족도로 저하

되는데 이는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다.
7
  보

상성 다한증의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크게 두가지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신체의 체온조절기능과 연관이 있

다고 하 으며,
8
 두 번째 가설은 손상된 교감신경 말단부의 신경제거성 과

민증에 의해 절제한 교감신경 분절의 말단에 있는 손상조직의 아세틸콜린

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9

수술방법도 보상성 다한증을 보다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되었으며, 

절제 또는 차단부위와 범위에 따른 수술의 효과 및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0

제 2,3,4번 흉부교감신경절 절제술에서 제 2,3번 흉부교감신경절 절제술

로 다시 제 2번 흉부교감신경절만 절제하는 수술로 변화한 것은  수술방법

에 따른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절제범위를 줄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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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재도 클립을 이용한 차단술의 위치와 방법에 대한 이론이 많은 실정

이다. 

그러나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부위별 유무 및 심한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수기가 사용되었던 적은 없었으며, 단지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linear 

scale을 사용하여 상호 수술방법을 비교하 으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간편한 다한증 진단방법인 적외선 체열검사를 수술 전후

에 시행하여 수술 후 효과 판정과 보상성 다한증의 부위, 심한 정도에 대

한 객관적 검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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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

혜민병원 흉부외과에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원발성 다한증

으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 클립차단술을 받은 수장부 다한증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하 다. 남자가 19명, 여자는 15명이었다. 나이는 17

세에서 32세의 범위에 있었고 평균 23세(23.04±4.54) 다. 수술 후 평균 추

적기간은 212일(120일∼423일) 이었다.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확인된 환

자군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머지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지 않는 군을 대

조군으로 하여, 수술 전후에 측정한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를 부위별로 세

분하여 비교 조사하 다. 수술 집도자의 수기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 위

하여 동일한 수술자의 환자 중 클립을 이용하여 T3 부위에서 교감신경차

단술을 시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고, 동일한 검사자에 의해 수술 전

후에 적외선 체열검사를 시행받은 환자로 제한하 다. 수술을 결정하는 적

응증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의 다한증환자 중에서 수술 전에 

시행한 적외선 체열검사상 수장부 다한증이 확인된 경우로 하 다. 

  



- 7 -

2. 수술 방법

    

모든 환자를 단일 기관내 튜브로 삽관한 후 전신마취 상태에서 앙와위로 

하고 흉부를 소독 도포 하 다. 좌측부터 전방 액와선을 따라 세 번째 늑

간에 5mm의 트로카를 삽입하고 1500cc의 탄산가스를 서서히 주입시킨 후 

늑막유착이 없음을 확인하고 흉강경을 삽입하 다. 흉강경에 연결된 비디

오 모니터 화면으로 흉강의 내부를 관찰한 다음, 유착이 없음이 확인되면 

다시 탄산가스를 적당량 주입하면서고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늑간의 전

방 액와선을 따라 3.5mm 트로카를 삽입하 다. 흉곽내 유착이 있는 경우는 

내시경 전기소작기와 내시경 박리기(Endo-dissector)와 내시경 가위

(Endo-scissor)를 이용하여 유착을 제거하 다. 5mm 내시경수술용 클립

(Endo-clip, Autosuture company, Norwalk, Conn, USA)을 이용하여 제 3번 늑

골상연에서 교감신경 줄기를 차단하 다. 이 후 출혈 및 공기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16Fr. 흉관을 거치시킨 후 흉곽내 공기를 제거하 다. 반대편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수술대에서 방사선 촬 을 

시행하여 허탈된 양측 폐의 재팽창을 확인한 후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이 

없는 경우 흉관을 제거하고 창상봉합을 시행하 다. 봉합한 후 환자를 회

복실을 통하여 병실로 이송하 다.

  

3. 평가방법

다한증에 대한 수술치료 후 외래 방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한 추적 조사를 

시행하 으며, 보상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집단을 실험군으로 하

다.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를 없다(absent), 약간 있다(mild), 생활에 불편함을 

줄 정도지만 참을 만은 하다(moderate),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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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evere)로 구분하고 부위별 빈도를 조사하 고, 보상성 발한의 조건을 알

아보았다.

적외선 체열검사 장비는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SPECTRUM 900MB(Dorex Inc, Orange, CA, U.S.A.)를 사용하 다. 적외선 

체열검사는 동일한 검사자가 수술 전후 시행한 결과를 이용하 으며, 수술 

전후 검사기간은 평균 8일(5일∼20일) 이었다. 검사 조건으로 폐된 검사

실 환경을 조성하여 23℃ 온도환경과 30% 실내습도를 유지하 고 환자 입

실 후 20분 경과 후 적응된 상태에서 측정하 다.  

적외선 체열검사상, 각 신체부위별 온도차이를 측정하여 수술 전후를 비교

하 다. 신체부위는 해부학적 자세에서 전면과 후면을 나누었고 안면부, 수

부, 상지, 가슴, 등, 복부, 대퇴부, 하지, 그리고 족부로 세분하 다.(그림 1) 

그림 1. 적외선 체열검사.(좌-수술 전, 우-수술 후)

신체 각 부위를 안면부, 수부, 가슴, 등, 복부, 대퇴부, 다리, 족부로 세분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각 신체부위별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보상성 발한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보상성 발한의 부위와 적외선 체열검

사에서 온도차이를 보이는 부위의 상관성을 분석하 다. 보상성 다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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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여 역시 수술 전후의 부위별 온도차이를 비교 

조사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수술 전후 온도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검증하 다. 

조사대상의 임상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술 후 재원 일수, 손의 건조한 

정도, 수술만족도, 재발률, 합병증 발생률을 조사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기 위하여, 적외선 체열검사의 시간 간격 및 주위 온도의 변수를 분

석하 다. 

측정 시, 기온에 따른 혼란변수 분석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다한증이 없

는 정상군(n=30)에서 일정간격으로 두 차례 적외선 체열검사를 동일한 방

법으로 시행하여 부위별 온도변화를 비교하 다. 

수술부위와 보상성 다한증 발생부위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호 간의 온도변화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 다.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MINITAB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3.32 프로그램을 사용

하 다.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통계적 비교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여 수

술 전후 신체부위별 온도차이를 분석하 다. 대상군과 다한증이 없는 정상

군 사이의 비교는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을 이용하

다. 실험군에서 수술을 시행한 부위와 보상성 다한증 발생부위의 온도변화

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으로 평가하 다. p값은 0.05이하일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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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수술 결과

수술 시간은 31분에서 180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57분이었다. 재원기간은 

수술 후 1일에서 4일까지 고 평균 입원기간은 1.4일 이었다. 수술 결과는 

34례의 수술에서 모두 수술 부위인 수장부에 과다한 땀이 나지 않았으며, 

이들 중 14례(41.2%)에서 매우 건조함을 그리고 20례(58.8%)에서 적당함을 

표시하 고 지속적 다한증을 호소한 예는 없었다. 수술 만족도에 있어서는 

33명(97.1%)이 만족함을 표시하 고 수술 후 미각성 다한증이 발생한 1례

(2.9%) 에서 불만족을 표시하 다. 

수술 합병증으로 기흉이 2례(5.9%) 발생하 는데 늑막유착이 동반된 경우

다. 그 외 수술 후 미각성 다한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1례(2.9%) 있었다.

수술 후 추적기간 중에 보상성 다한증이 18례(52.9%)에서 나타났으며, 그

중 생활에 불편할 정도(moderate)는 6례(17.6%) 고 나머지 12례(35.3%)에서

는 약간 있다(mild)고 응답하 다. 보상성 다한증이 심해지는 조건으로 더울 

때 9례(50%), 평상시 7례(38.9%), 식사시 2례(11.1%), 운동시 2례(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성 다한증 부위를 가슴, 등, 대퇴부, 하지 및 안면부

로 세분하여 조사한 결과 4부위 이상이 6명, 3부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5명, 

2부위가 4명 그리고 1부위만 호소하는 경우가 3명이었다. 그 중 가슴을 포

함하는 경우와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각각 16례로 전체 보상성 다한증 환

자의 88.9%를 차지하 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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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위별 보상성 다한증 (n = 18)

부위 n (%)

가슴을 포함하는 경우 16 (88.9)

등을 포함하는 경우 16 (88.9)

대퇴부를 포함하는 경우 9 (50.0)

다리를 포함하는 경우 9 (50.0)

얼굴을 포함하는 경우 5 (27.8)

2. 임상적 특성

대상 환자를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 유무에 따라 실험군 18명(52.9%)과 

대조군 16명(47.1%)으로 구분하 다. 두 군간의 성별, 연령 범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수부 다한증 환자

로서 적외선 체열검사상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술치료를 시행하 으며, 

교감신경의 차단은 모두 T3를 차단하여 동일한 수술방법을 적용한 경우

다. (표 2).

표 2. 임상적 특성 

임상적 특성
환자 수 (%)

대조군(n=16) 실험군(n=18)

성별

남자 10(62.5) 9(50.0)

여자 6(37.5) 9(50.0)

연령 평균/범위 21.0/17~25 25.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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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외선 체열검사 결과

대상 환자에서 수술 전후에 적외선 체열검사를 시행하여 부위 별로 비교

한 결과 오른쪽 손바닥(⊿T=3.75℃, p<0.001), 오른쪽 손등(⊿T=5.03℃, 

p<0.001), 왼쪽 손바닥(⊿T=4.44℃, p<0.001), 왼쪽 손등(⊿T=4.16℃, 

p<0.001), 대퇴부(⊿T=1.57℃, p<0.05), 오른쪽 발(⊿T=2.20℃, p<0.05), 그리

고 왼쪽 발(⊿T=2.21℃, p<0.05)에서 수술 후 유의하게 온도가 상승하 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표 3)

그림 2. 수술 부위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

수술 전 손바닥과 손등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상)과 수술 후 소견

(하)을 비교하여 수술 후 온도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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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한증 수술을 시행한 한 환자에서 수술 전의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과 수

술 후 소견을 비교하여 체열분포의 차이를 비교하 다. 보상성 발한이 있는 가슴, 

등, 대퇴부의 온도저하가 관찰되었다.

가. 수술 전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 나. 수술 후 적외선 체열검사 소견

그림 4. 족부의 수술 전(좌)과 수술 후(우) 적외선 체열검사 소

견. 수술 후 온도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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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술 전후 온도 비교 (Paired t-test).  

                                                                 n=34

부위 수술 전 수술 후 ⊿T(℃) p값

오른쪽 손바닥 26.55±4.08 30.30±3.20 3.75±4.44 0.000

오른쪽 손등 26.27±3.83 31.30±4.14 5.03±4.51 0.000

왼쪽 손바닥 26.84±4.15 31.27±3.48 4.44±4.56 0.000

왼족 손등 26.37±3.95 30.53±4.26 4.16±4.68 0.000

오른쪽 상지 28.25±3.38 30.04±3.20 1.79±4.23 0.041

왼쪽 상지 28.20±3.44 29.41±3.27 1.21±4.36 0.168

가슴 29.42±3.46 30.08±2.99 0.66±3.90 0.397

등 28.50±3.66 29.89±3.25 1.39±3.81 0.075

복부 29.37±3.62 30.11±3.53 0.74±4.16 0.032

대퇴부 28.00±3.49 29.58±2.99 1.57±3.80 0.045

오른쪽 하지 27.16±3.25 28.80±3.08 1.65±4.09 0.051

왼쪽 하지 27.11±3.24 28.50±3.64 1.39±4.19 0.104

오른쪽 족부 25.86±3.57 28.06±4.05 2.20±3.70 0.006

왼쪽 족부 26.03±3.55 28.24±3.84 2.21±3.4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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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여 보상성 다한증 유무에 따른 온도변화를 측

정한 결과, 가슴 부위의 온도저하 (⊿T=0.09℃, p=0.463), 등 부위의 온도저

하 (⊿T=0.23℃, p=0.112)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그

러나 대퇴부에서는 유의한 차이의 온도저하(⊿T=1.18℃, p<0.05)가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

    
4. 혼란변수 분석 및 상관분석 결과

측정 시, 기온에 따른 혼란변수 분석을 위해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다한증

이 없는 정상인 30명을 대상으로 14일(9∼29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적외선 체열

검사를 시행하 다. 남자는 11명(36.7%), 여자는 19명(63.3%)이었다. 연령은 19

세에서 59세 사이로 평균 32세 다. 측정결과 0.16±0.18℃의 온도변화를 볼 수 

있었으나, 대상 환자의 온도차이인 2.01±1.27℃에 비교하여 ⊿T=1.85(p<0.001)

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상환자의 수술 전후 온도변화가 단순한 측정 시

기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그림 5. 보상성 다한증 유무에 따른 부위별 온도변화를 관찰한 결과, 대퇴부에서 

의미있는 체온 감소(⊿T=1.18, p<0.05)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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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상군과 대상환자간 온도 변화 비교 분석(Independent-Samples T-test)

정상(n=30)      대상환자(n=34) ⊿T p값

온도차이(⊿T) 평균±표준편차

0.16±0.18 2.01±1.27 1.85 0.000

 

실험군에서 수술을 시행한 부위인 손의 온도변화와 보상성 다한증 발생

부위인 가슴, 등 대퇴부의 온도변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가에 대

한 분석 결과, 가슴 부위(r=0.893, p<0.05)와 등 부위(r=0.861, p<0.05)에서는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표 5)

표 5. 수술 부위 온도차이와 보상성 다한증 부위 온도차이의 상관분석

*  p<0.05

** p>0.05

측정 부위
오른쪽 손바닥 오른쪽 손등 왼쪽 손바닥 왼쪽 손등

r값

가슴 (n=16)  0.917* 0.848* 0.778* 0.834*

등 (n=16) 0.867* 0.726* 0.623* 0.740*

대퇴부 (n=9) 0.578** 0.625** -0.04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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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수장부 다한증이 원발성 다한증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증상

이 심한 경우, 수술에 의한 흉부교감신경차단술이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인

정되어 있다. 이론적인 근거로서 상지로 가는 흉부교감신경은 제2번 흉부

척수에서 제8번 흉부척수까지의 측각에서 기시하며 선택적으로 손가락, 손

바닥 및 상완에 분포하는 신경은 T2 - T5 흉부척수에서 기인하는데
11
 이 

부위에서 나온 신경절전 섬유들은 교감신경을 따라 올라가 성상신경절, 혹

은 제2번 흉부교감신경절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차단수술이 그 

범위를 달리하여 발전되어 왔다.

원발성 다한증의 치료에 있어서 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차단술이 수술 

후 높은 성공률, 통증의 경감, 탁월한 미용 효과 및 술 후 재원 기간의 단

축 등의 면에서 초기 환자 만족도는 98.9%로 매우 양호하 지만, 보상성 

다한증에 의한 만족도의 저하가 문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결과, 수부 다한증으로 수술 받은 34명의 대상환자 중 52.9%에서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an't Riet 등이
12
 보고

한 제한적 교감신경 차단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의 빈도 내에 있었

지만, 보고자에 따라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과 심한 정도에 대한 차이가 많

아, 47% - 98%까지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13 
수술방법

에 따라서도 다양한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률을 보이지만, 공통된 진단 수

기가 없어 상호 비교에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이다. 

과거에 원발성 다한증의 진단 시, 객관적 확인을 위하여 Starch-iodine test

를 시행하 으나 번거롭고 반복시행에 제한점이 많았으므로 최근에는 적외

선 체열검사를 이용하여 발한부위의 온도저하를 측정하고 상자료를 확보

하고 있으며, 수술 후 결과 평가에 응용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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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열검사는 군사용 목적에 처음 사용되었으나, 의료용으로 개발되어 국소

적 체온을 측정하고 신체의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피하 모세혈

관의 혈류량을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피부의 온도조절은 일반적인 작용과 자율신경에 의한 작용으로 이뤄지는

데 일반적인 작용으로는 국소적인 근육운동, 감각신경에의 역행적 자극전

달(antidromic stimulation), 척수신경의 회귀경막신경(recurrent meningeal 

nerve)의 활성화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율신경에 의한 작용으로는 

척추 부교감신경의 자극, 교감신경의 혈관수축 작용, 체교감신경 반사

(somatosympathetic reflex)에 의한 부분적 조절작용 등 여러 가지 복합 기전

에 의한다고 하 다.
15,16
 다한증 수술 후 수술부위의 피부온도를 측정하여 

수술효과 판정에 이용하고 있는 것도 교감신경 차단에 의한 자율신경 작용

의 변화를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ao 등은17 교감신경 차단시 손바닥

의 온도상승 정도가 장기수술성적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 으며, 3℃ 이

상의 온도 상승을 보인 환자들에서 장기적으로 수술결과가 양호하 고 2℃ 

미만의 온도상승을 보인 환자들은 불충분한 차단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체열검사를 이용하여 수술부위인 수부의 온도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른쪽 손바닥은 3℃ 이상, 왼쪽 손바닥은 4℃ 이상의 

온도증가로 모두 효과적인 교감신경 차단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족부 

온도의 경우에도 수술 전에 비하여 약 2℃ 이상의 의미있는 상승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상부교감신경차단에 의한 족부 자율신경 조절의 생리적 

변화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수부 다한증에 동반된 족부 다한증의 경

우 수부 다한증 수술 후 46%∼53%의 호전을 보이지만, 이에 대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18,19 

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외선 체열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체표 온도의 변화가 자율신경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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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는 피하모세혈관의 혈류량을 반 한다면, 보상성 다한증 부위에

서 체표 온도의 하강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는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기전

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보상성 다

한증이 결국 자율신경계의 반사적 항진 상태에 의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

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상성 다한증이 확인된 가슴, 등, 대퇴부의 온도저하

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지만, 대퇴부에 발생한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수술부위의 온도차이와 가슴부위의 온도변

화 및 등 부위의 온도변화를 상관분석 한 결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성립

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보상성 다한증에 대하여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는 평가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조사자의 의도에 따른 편견이 개입되어 공통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수술방법에 따른 효과 및 결과 

비교에서 정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에 대

한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교감신경 클립차단술 후에 심한 보상

성 다한증으로 클립제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기대할 때, 이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20
 수술 후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면, 클립 제거 후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연

구가 가능하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며, 클립제거 기준이 확

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혼란변수 분석을 통해 적외선 체열검사를 통한 신체

부위의 온도측정 및 수술 전후 비교가 일정한 측정방법에 의한다면, 측정

당시의 외적 요건에 의해 받는 향을 배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유용

한 검사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진단에 있어 적외선 체열검사의 임상적용은 충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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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으며, 추후 다한증 연구에 필요한 공통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수술 후 평가에 응용함으로써 클립차단술 이후 클립제거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재수술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더 나아가 그동안 가설로만 알려진 보상성 다한증의 기전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는 보다 세 하게 계획된 임상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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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수부 다한증 환자의 수술 전후 시행한 적외선 체열검사를 이용하여 수술

결과를 판정하고 보상성 다한증 진단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적외선 

체열검사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용이한 검사방법이므로 

다한증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

상성 다한증의 진단과 비교 연구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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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to 

compensatory hyperhidrosis developed after the surgery for 

hyperhidrosis

 

Cheong Hee K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o Yun Lee)

Sympathetic nerve clipping using video-assisted thoracoscopy becomes one 

of the popular treatments for hyperhidrosis due to high levels of patient 

satisfaction in early postoperative stage as well as cosmetic benefits. However, 

long-term patient satisfaction is markedly decreased by compensatory 

hyperhidrosis developed after the surgery. Although the numerous studies on 

modification of the treatment and surgical methods have been done to prevent 

this adverse effect, lack of objective evaluation methods on compensatory 

hyperhidrosis is creating difficulties in diagnosing it and performing 

comparative studies on this subject.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are (1)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surgery us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y, and (2)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as a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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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a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sites and the severity of compensatory 

hyperhidrosis. The sample of the study consists of 34 palmar hyperhidrosis 

patients who received sympathetic nerve clipping in neural fiber above the 

third rib using video-assisted thoracoscopy at Hyemin-hospital from June, 2001 

to December, 2002.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was performed pre 

and post-operatively. The differences in temperature on each body part (face, 

palmar, chest, back, gluteo-femur, lower extremities, and feet) were compared 

utilizing linear analogue scale among patients with compensatory hyperhidrosis 

(experimental group) and without compensatory hyperhidrosis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as examined between the changes in temperature 

on the surgery site and the site displaying compensatory hyperhidrosis. In order 

to identify confounding variables which may be caused by measuring time,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was performed twice with a certain 

interval in 30 people without hyperhidrosi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sample.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from retrospective analyses:

1. Eighteen patients (52.9%) among 34 patients displayed compensatory 

hyperhidrosis. Although the decrease in temperature on chest and back 

was observed,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ignificant reduction in 

temperature was found on gluteo-femur site (p<0.05).

2.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he changes in temperature 

on the surgery site (hand) and the specific sites - chest (r = 0.893, 

p<0.05) and back (r = 0.861, p<0.05) - displaying compensatory 

hyperhid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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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analyses of confounding variable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s in temperature were noted between the sample and the normal 

group (p<0.001).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ites and the degree of severity 

of compensatory hyperhidrosis may be evaluated us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and suppor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to compensatory hyperhidrosis as a diagnostic 

examination. 

Key words: Compensatory hyperhidrosis, 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sympathetic nerve clipping using video-assisted thorac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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