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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 불확도를 고려한 척골신경전도검사의 참조 표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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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o develop reference standards for motor and sensory ulnar nerve conduction studies (NCSs) in
the South Korean population with a detailed consideration of uncertainty.
Methods: Standardized ulnar motor and sensory NCS results from healthy subjects were analyzed. Reference standards of NCSs were produced with uncertainty factors including intra- and inter-observer variability, instrumental variation, distance measurement with a tape ruler, skin surface temperature, and the resolution of NCS machines. We produced a reference value for each parameter with a mean value and expanded
uncertainty.
Results: Korean reference standards of motor and sensory NCSs for the ulnar nerve were presented with average measured quantities and expanded uncertainties. All NCS measurands except negative spike duration
in motor NCS and onset latency in sensory NCS showed a significant main age effect in two-way ANCOVA.
Only peak amplitude and negative spike area in motor NCS showed a main sex effect, which was not observed before adjustment for anthropometric factors. No measurands showe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sex.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reference standards of motor and sensory NCSs for the ulnar nerve with a
consideration of uncertainty. These standards are expected to improve the diagnostic reliability for ulnar
nerve abnorm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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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상 및 방법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는 말초신경을 전기
자극하여 신경 또는 근육에서 유발되는 활동전위를 얻는 검사

1) 대상

로, 신경의 전기생리학적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말초신경질환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건강한 20대, 50대 한국인을 연구대상

진단 및 추적관찰에 있어서 유용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신

으로 하였다. 관찰 대상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
집하였으며, 신경전도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뇨, 갑상선기

경전도검사의 측정값은 단순한 병적 상태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에서 신경전도검사의 참조 표준치를 만드

이, 성별, 체온 등과 같은 여러 생리학적 요인에 의하여도 영향

능저하증 혹은 항진증, 암 혹은 항암치료, 임신, 지난 3개월 중 1
개월 이상 상지 혹은 하지에서 발생한 감각저하 혹은 저림, 그

을 받게 된다[2-5].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이외에 말초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 복용 혹은 내과적 질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정상치가 필요하며, 지금까

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로부터 사전 동

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상치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연

의 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

구들이 있었다[6-8]. 그중 하나로, American Association of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1804-125-940).

Neuromuscular & Electrodiagnostic Medicine (AANEM)에서
는 신경전도 표준화 사업(Normative Data Task Force, NDTF)
을 구성하여 199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출판된 신경 및 운동

2) 신경전도기기 및 설정

신경전도검사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정상치를 제시한 바 있

전도기기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신경전도기기는 자극기, 기록

으나, 각 신경별 평가기준에 맞는 연구가 대부분 1개에 불과하
여 그 수가 불충분하였다[9,10].

전극, 증폭기, 주파수 여과장치,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

과정에서의 기계적, 기술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나

3개의 병원에 있는 총 5개의 차폐된 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경

®

신경전도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 표준치를 제

모니터로 구성된 Nicolet EDX (Natus, Pleasanton, CA, USA)
를 사용하였다. 신경전도검사에 사용되는 신경전도기기, 줄자,

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서로 다른

체온계, 온습도계는 국가공인교정기관의 교정을 통해 매년 교정

기관 및 장치로부터 측정된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을 시행하였으며,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신경전도 측정기계의

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표가 없다면 측정결과는 다른 측정결과

주파수 여과범위는 10-10,000 Hz, 기록 소인속도는 2-5 ms/

나 규격에서 정한 표준과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참조 표준치를
성(traceability)을 확보하고,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uncertainty)

division, 기록 감응도는 1-10 mV/division으로 하였으며, 감각
신경전도검사에서 주파수 여과범위는 20-2,000 Hz, 기록 소인
속도는 1-2 ms/division, 기록 감응도는 5-20 μV/division으로

의 평가가 필요하다[11]. 하지만 지금까지의 신경전도검사의 참

설정하였다.

제시하기 위해서는 측정과정에서 교정(calibration)을 통해 소급

조 표준치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급성 및 불확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시되었

3) 신경전도검사 방법

던 참조치는 엄밀한 의미의 참조 표준치라고 하기에는 한계점이

검사 시 피부온도는 33도에서 37도 사이를 유지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접촉을 좋게 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검사 전 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에서 신경전도검사의 방법

부의 땀, 화장품 등을 제거한 뒤 검사를 시행하였다. 방의 온도

및 기준을 표준화하여 병원 간, 검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결

와 습도는 일반적 실내 온도와 습도인 15-27도, 10-80% 습도
범위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한 체온계와 온습

과값의 오차를 줄이고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
를 고려하여 신경전도검사의 참조 표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

도계는 국가공인교정기관의 교정을 통해 12개월마다 교정성적
서를 발행 받아 소급성을 확보하였다.

고, 특히 상지에서 신경전도검사에서 흔하게 이용되는 신경 중

척골신경의 운동신경전도검사의 경우 활성전극을 원위부 손

하나인 척골신경(ulnar nerve)의 참조 표준치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나이와 성별이 신경전도검사에 미

목주름과 손바닥면의 5번째 중수지관절(metacarpophalangeal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불확도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립된 견해가 없는데, 이에 신경

joint) 사이의 중점에 부착하여 짧은손가락벌림근(abductor digiti quinti)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신경

전도검사의 측정값에 나이와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자극 후 최적의 즉각적인 음의 편향을 얻을 수 있는 부위로 재배

살펴보았다.

치하였다. 참고전극은 새끼손가락의 근위부 혹은 중수지관절 바
로 넘어서 부착하였으며, 접지전극은 활성전극과 자극기의 음극
사이에서 활성전극 인접부에 부착하였다. 원위부 자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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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전극의 8 cm 근위부의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
건의 바로 바깥쪽에 자극기 음극을 위치시켜 자극하였다. 근위

pression of Uncertainty in Measurement (GUM)에 따라 시행하
였으며, 아래 같이 GUM에 근거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12].

부 자극은 팔을 90도 외전, 팔꿈치를 90도 굴곡, 전암을 회외시
킨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첫 번째 근위부 자극은 내측

(1) 측정 모델식

상과(epicondyle)와 주두(olecranon)의 내측 첨단(medial tip)을

신경전도검사의 측정값은 신경전도기기로부터의 읽음값과 측

잇는 선의 중점으로부터 4 cm 원위부에서, 두 번째 근위부 자극

정기기의 교정을 통한 보정값에 의해서 그 모델식이 표현될 수

은 6 cm 근위부의 이두근(biceps brachii)과 삼두근의 내측두

있는데, 각 측정값에 대한 모델식은 Table 1과 같다.

(triceps medial head) 사이에서 시행하였다(Fig. 1). 자극의 강도
는 초최대자극(supramaximal stimulation)으로 자극하였으며,

(2) 불확도 평가 절차

측정변수는 원위부 자극의 기시잠시(onset latency, Lonset), 기저

측정값은 측정량(measurand)의 값에 대한 추정값으로, 측정
값의 완전한 보고를 위해서는 측정 불확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선에서 음성정점까지의 진폭(baseline to negative peak ampli-

tude, Ampbase-peak), 음성정점에서 양성정점까지의 진폭(negative
peak to positive peak amplitude, Amppeak-peak), 음성전위 면적
(negative spike area, Aneg), 음성극파 지속시간(negative spike
duration, Dneg), 그리고 원위부와 근위부 자극 사이의 거리와
잠시 차이를 이용하여 구한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 NCV)로 하였다.
감각신경전도검사의 경우 활성전극은 5번째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의 중간에, 참고전극은 활성전극의 4 cm 이상 원위
부에 위치시켰으며, 활성전극의 14 cm 근위부의 척측수근굴근
(flexor carpi ulnaris)건의 바로 바깥쪽에서 자극하는 역방향성(antidromic) 검사법으로 시행하였다. 자극의 강도는 초최대자극으로

측정값은 읽음값과 보정값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먼저 읽음값의

자극하였으며, 측정변수는 기시잠시, 기저선에서 음성정점까지의

생한 계통효과(systemic effect)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우연효과에 의한 불확도는 반복 측정에 따른 관측값을

진폭, 음성전위 면적, 음성극파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

불확도 요소와 보정값의 불확도 요소를 구하여 각 요소에 대한
표준불확도를 계산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고려하였던 측정량에
대한 불확도 요소들은 Table 2와 같았는데, Aneg, Dneg에 대해
서는 신경전도기기의 교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정에 의한
불확도는 생략하였다. 보정값을 구할 수 있을 경우라도, 측정대
상 집단의 표준편차가 포함된 읽음값의 불확도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각 요소에 대한 불확도를 계산한 과정을 살펴보면,
불확도는 이유는 모르나 측정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우연효과(random effect)와 참값과 측정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구하였
으며, 계통효과에 의한 불확도는 기존의 측정 데이터, 교정성적

4) 불확도 평가
불확도 평가는 특정 연령, 성별 집단에서의 신경전도검사 측정

서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구하였다[13,14]. 이 과정에서 불확도 구

값인 Lonset, Ampbase-peak, Amppeak-peak, Aneg, Dneg, NCV에 대해

성 요소와 측정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기존 문헌에 근

적용하였다. 불확도 평가는 국제적인 표준인 Guide to the Ex-

거하여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를 사용하여 표준

A

B

C

Fig. 1. Ulnar nerve motor nerve conduction study techniques. Stimulation sites at the wrist (A), across the elbow (B), and the arm (C),
with recording electrodes attached at the abductor digiti quinti. For proximal stimulation, the arm is abducted and externally rotated
with the elbow flexed and the forearm slightly supinated.
https://doi.org/10.18214/jend.202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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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 Equation of Each Measurand
Measurand
Lonset (MLonset)

Model equation
MLonset = XLonset + CLonset

Ampbase-peak (MAmpbase-peak)

MAmpbase-peak = XAmpbase-peak + CAmpbase-peak

Amppeak-peak (MAmpbase-peak)

MAmppeak-peak = XAmppeak-peak + CAmppeak-peak

Aneg (MAneg)
Dneg (MDneg)
NCV (MNCV)

MCV =

MAneg = XAneg
MDneg = XDneg
, L = XL + CL

Description for variable
XLonset: instrument reading value of onset latency
CLonset: correction value of onset latency from calibration of instrument
XAmpbase-peak: instrument reading value of base to peak amplitude
CAmpbase-peak: correction value of onset latency from calibration of instrument
XAmpbase-peak: instrument reading value of peak to peak amplitude
CAmpbase-peak: correction value of onset latency from calibration of instrument
XAneg: instrument reading value of area
XDneg: instrument reading value of duration
L: distance between the proximal and distal stimulation sites
MLonset, p: proximal onset latency
MLonset, d: distal onset latency
XL: instrument reading value of distance
CL: correction value of distance from calibration of instrument

불확도를 구하였다.

결과

(3) 합성표준불확도 및 확장불확도 계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번 연구에서 측정량에 대한 불확도 요소들은 독립적이었으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한 20대와 50대 총 204명을

며, 각 요소들의 표준불확도를 구한 뒤 불확도 전파의 법칙(law

모집하였으나, 검사 중 통증 및 불편감 등의 이유로 5명이 검사

of propagation of uncertainty)에 따라 측정량의 표준불확도, 즉

를 중단하여, 총 199명으로부터 각각 오른쪽, 왼쪽 상지에서 총

합성표준불확도를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12].

398번의 척골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든 대상자로부터
키, 몸무게, 그리고 생체전기저항분석기(bioelectric impedance
analysis)를 이용하여 근육량, 체지방량을 측정하였다. 각 나이와

(1)

()

u2 Y = Σ

( ) u (X )
2

2

i

Y는 측정량을, 그리고 Xi는 입력량을 나타내며, 보고된 확장
불확도는 약 95%의 포함확률에서 합성표준불확도에 포함인자
2를 곱하여 구하였다.

성별에 따른 각 그룹 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신경전도검사 측정값과 확장불확도
신경전도검사 측정값을 나이 및 성별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어
그 평균값과 확장불확도를 구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조 표
준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5) 통계
나이 및 성별에 따라 각 그룹의 운동 및 감각신경전도검사 측

3) 신경전도검사 측정값에 미치는 나이와 성별의 영향

정값의 평균과 확장불확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나이와 성별이라

신경전도검사 측정값에 나이와 성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는 독립변수에 따른 그룹 간의 측정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위해서 성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키, 몸무게, 근육량을 공

모든 측정값에 대하여 나이와 성별과 상관성이 높은 키, 몸무게,
근육량을 공변량으로 하여 two-way analysis of covariance

변량으로 하여 two-way ANCOVA 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측정
값에 미치는 나이와 성별의 주효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나

(ANCOVA) 검정을 시행하였다. 나이, 성별 각각에 따른 주효과

이와 성별 사이의 교호작용은 모든 측정값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main effect) 그리고 교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살펴보

먼저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나이에 따라 Lonset, Ampbase-peak,

기 위해 f값을 제시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적으

Amppeak-peak, Aneg, NCV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Ampbase-peak, Amppeak-peak, Aneg에 영향을 미쳤다. 감각신경전도
검사에서는 나이에 따라 Ampbase-peak, Aneg, Dneg에 영향을 미

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쳤으며, 성별은 어떠한 측정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모든 운동 및 감각신경전도검사의 측정값에서 좌측과 우측 상지
에 따른 측정값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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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ncertainty Components for Each Measurand
Measurand
MLonset

MAmpbase-peak

MAmpbase-peak

Uncertainty component
u(CLonset, rep)
u(CLonset, res)
u(CLonset, EPCs)
u(XLonset, t)
u(XLonset, l1)
u(XLonset, l2)
u(XLonset, s)
u(XLonset, res)
u(XLonset, p)
u(CAmpbase-peak, rep)
u(CAmpbase-peak, res)
u(CAmpbase-peak, EPCs)
u(XAmpbase-peak, s)
u(XAmpbase-peak, res)
u(XAmpbase-peak, p)
u(CAmpbase-peak, rep)
u(CAmpbase-peak, res)
u(CAmpbase-peak, EPCs)
u(XAmpbase-peak, s)

MAneg

u(XAmpbase-peak, res)
u(XAmpbase-peak, p)
u(XAneg, s)

MDneg

u(XAneg, res)
u(XDneg, s)

MNCV

u(XDneg, s)
u(Vs)

u(XL, res)
u(XL, s)
u(CL, s)
u(MLons, p)
u(MLons, d)
NCS, nerve conduction study.

Source of uncertainty
Coefficient for unit conversion
Repeated measurement with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for calibration
Resolution of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Measurement of skin temperature
0.20 ms/°C
Measurement of tape measure
0.02 ms/mm
Difference of distance measurement between practitioner
0.02 ms/mm
Difference of onset latency measurement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Selection of point on waveform of active potential by practitioner
Repeated measurement with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for calibration
Resolution of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Difference of baseline to peak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Selection of point on waveform of active potential by practitioner
Repeated measurement with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for calibration
Resolution of standard electric pulse generator
Difference of peak to peak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Selection of point on waveform of active potential by practitioner
Difference of area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Difference of duration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NCS instrument
Difference of conduction velocity between subjects including repeated observation on a subject
Resolution of tape measure
Difference of distance measurement between practitioner
Measurement of tape measure
Measurement of proximal onset latency
Measurement of distal onset latency

Table 3. Demographic Data Stratified by Gender and Age
Characteristic
Age (y)
Height (cm)
Weight (kg)
SLM (kg)
BFM (kg)
SMM (kg)
BMI (kg/m2)

20s (n = 100†)
26.4 ± 2.2
174.8 ± 5.7
76.6 ± 10.5
55.1 ± 5.5
18.0 ± 6.9
33.1 ± 3.5
25.0 ± 3.0

Male
50s (n = 100)
54.9 ± 2.97
169.6 ± 6.1
71.3 ± 10.2
50.7 ± 6.3
17.4 ± 5.4
30.1 ± 4.0
24.7 ± 2.9

p-value
< 0.001*
< 0.001*
< 0.001*
0.507
< 0.001*
0.473

20s (n = 100)
25.9 ± 2.57
159.6 ± 4.8
53.9 ± 6.3
34.9 ± 3.5
16.7 ± 4.4
19.9 ± 2.2
21.1 ± 2.1

Female
50s (n = 98)
53.7 ± 2.74
158.4 ± 4.0
58.8 ± 7.1
36.5 ± 3.3
20.0 ± 5.6
20.9 ± 2.1
23.4 ± 2.5

p-value
0.045*
< 0.001*
0.001*
< 0.001*
0.002*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SLM, soft lean mass; BFM, body fat mass; SMM, skeletal muscle mass; BMI, body mass index.
*p< 0.05. Student t-test.
†
The total number is the number of nerve conduction studies which calculated as two cases for both arms in each person.
https://doi.org/10.18214/jend.202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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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 Reference of Ulnar Nerve Conduction Studies with Expanded Uncertainty
Measurand
Motor NCS
Lonset (ms)
  Mean (EU)
  Range
Ampbase-peak (mV)
  Mean (EU)
  Range
Amppeak-peak (mV)
  Mean (EU)
  Range
Aneg (mVms)
  Mean (EU)
  Range
Dneg (ms)
  Mean (EU)
  Range
NCV (m/s)
  Mean (EU)
  Range
Sensory NCS
Lonset (ms)
  Mean (EU)
  Range
Ampbase-peak (μV)
  Mean (EU)
  Range
Aneg (μVms)
  Mean (EU)
  Range
Dneg (ms)
  Mean (EU)
  Range

Male
20s (n = 100) 50s (n = 100)

Female
20s (n = 100) 50s (n = 98)

p-value†

p-value‡

p-value§

p-value||

2.7 (0.71)
2.0-3.4

2.8 (0.73)
2.0-3.5

2.6 (0.73)
1.9-3.3

2.7 (0.70)
2.0-3.4

0.185

0.146

0.044*

0.056

11.6 (4.0)
7.6-15.7

11.3 (4.0)
7.4-15.3

11.4 (4.7)
6.7-16.1

10.6 (3.5)
7.1-14.1

0.297

0.008*

0.425

0.006*

19.9 (7.1)
12.7-27.0

18.7 (5.9)
12.8-24.5

19.1 (7.4)
11.7-26.5

16.7 (5.7)
11.1-22.4

0.010*

< 0.001*

0.152

< 0.001*

37 (12)
25-49

35 (12)
22-47

34 (13)
22-47

30 (10)
20-41

0.002*

< 0.001*

0.143

< 0.001*

6.0 (1.2)
4.8-7.2

6.0 (1.2)
4.8-7.2

5.9 (1.4)
4.5-7.2

5.7 (1.0)
4.7-6.7

0.801

0.041*

< 0.001*

< 0.001*

61 (10)
50-71

60 (12)
48-73

61 (13)
48-73

60 (13)
47-73

0.439

0.055

0.786

0.392

2.7 (0.60)
2.1-3.3

2.7 (0.67)
2.1-3.4

2.6 (0.65)
2.0-3.3

2.7 (0.65)
2.0-3.3

0.388

0.548

0.119

0.097

42 (29)
13-71

29 (21)
8-50

57 (30)
27-87

41 (22)
19-64

< 0.001*

< 0.001*

< 0.001*

< 0.001*

39 (35)
4.2-74

27 (24)
3.1-52

57 (45)
13-100

41 (15)
11-70

< 0.001*

< 0.001*

< 0.001*

< 0.001*

1.8 (0.55)
1.3-2.4

1.9 (0.61)
1.3-2.5

1.9 (0.63)
1.3-2.6

1.9 (0.52)
1.4-2.4

0.032*

0.386

0.027*

0.442

NCS, nerve conduction study; Lonset, onset latency; EU, expanded uncertainty; Ampbase-peak, baseline to negative peak amplitude; Amppeak-peak,
negative peak to positive peak amplitude; Aneg, negative spike area; Dneg, negative spike duration;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p<0.05, Student t-test.
†
p-value for comparison between 20s and 50s in male.
‡
p-value for comparison between 20s and 50s in female.
§
p-value for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in 20s.
||
p-value for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in 50s.

치는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한국 성인에서 척골신

고찰

경전도검사의 참조 표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불확도를 고려
하여 나이, 성별에 따라 참조 표준치를 제시하였다.

신경전도검사결과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참조 표준치의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척골신경의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의 참

확립이 중요하며 기존 연구들에서 NDTF에서 제시한 것을 비
롯해 다양한 표준치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 표준치 중 NDTF 기준을 충족시켰던 연구는 Buschbacher

한 연구는 제한되었으며, 특히 측정값의 불확도를 고려한 표준

절단값(cuf-off value)은 각각 3.7 ms, 7.7 ms였으며, Am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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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Nerve Conduction Study Measurands
Measurand
Motor NCS
Lonset
Ampbase-peak
Amppeak-peak
Aneg
Dneg
NCV
Sensory NCS
Lonset
Ampbase-peak
Aneg
Dneg

Age effect
F (p-value)

Gender effect
F (p-value)

Interaction effect
F (p-value)

7.284 (0.007)†
6.525 (0.011)*
25.493 (< 0.001)‡
20.792 (< 0.001)‡
0.077 (0.782)
6.521 (0.011)*

0.485 (0.487)
6.917 (0.009)†
6.664 (0.010)†
15.745 (0.000)‡
0.000 (0.997)
3.456 (0.064)

0.005 (0.945)
0.088 (0.767)
1.217 (0.271)
0.005 (0.946)
2.358 (0.125)
0.251 (0.616)

2.853 (0.092)
148.864 (< 0.001)‡
65.667 (< 0.001)‡
5.400 (0.021)*

0.330 (0.566)
0.597 (0.440)
0.391 (0.532)
0.209 (0.648)

0.272 (0.603)
1.536 (0.216)
0.283 (0.595)
0.155 (1.964)

NCS, nerve conduction study; Lonset, onset latency; Ampbase-peak, baseline to negative peak amplitude; Amppeak-peak, negative peak to positive peak
amplitude; Aneg, negative spike area; Dneg, negative spike duration; NCV, nerve conduction velocity.
*p<0.05, †p<0.01, ‡p<0.001, two-way ANCOVA.

Aneg, NCV의 하한 절단값은 각각 7.9 mV, 23.9

감각신경의 경우 1.6 m/s가 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연구

mVms, 52 m/s였다. 이것과 Table 4에서 제시한 이번 연구에서

에서 설정한 33-37°C의 범위에서는 대상자 간의 기시잠시는

의 참조 표준치의 절단값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의 Lonset, Dneg
의 상한 절단값은 모든 연령 및 성별에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으

최대 0.8 ms, 신경전도속도는 운동신경의 경우 8.4 m/s, 감각신

base - peak ,

며, Ampbase-peak, Aneg, NCV의 하한 절단값은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조금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감각신경
전도검사에서 NDTF 기준을 충족시켰던 연구 역시 Buschbach-

er [16]의 연구가 유일했으며, 여기서 제시한 Lonset, Dneg의 상
한 절단값은 각각 3.1ms, 2.7ms였으며, Ampbase-peak, Aneg의 하
한 절단값은 각각 10 μV, 9 μVms였다. 이것을 이번 연구의 절
단값과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 및 성별에서 본 연구의 Lonset의 상
한 절단값은 더 높은 경향을, Dneg의 상한 절단값은 더 낮은 경
향을 보였으며, Ampbase-peak의 하한 절단값은 50대 남성을 제외
하고 더 높은 경향을, Aneg의 하한 절단값은 남성에서는 더 낮
은 경향을, 여성에서는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Buschbacher [15,16]의 두 연구는 불확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번 연구와 대상 인종, 나이, 절단값을 구하는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다음으로 불확도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1에서 제시한 각 측

경의 경우 6.4 m/s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어 이 역시 대
상자 간의 불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5]. 그 외의
불확도 요소 중에서는 신경전도검사과정에서 검사자가 검사 그
래프의 peak point를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도가 나머지
값들 중 비교적 큰 값을 가졌는데, 이러한 불확도는 추후 검사자
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peak point를
지정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경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준불확도 계산 과정에서 피부온도에 따른 기시잠시의 변화, 길이
측정에 따른 기시잠시의 변화의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할 때 이미
이전 연구에서 알려진 값을 계수로 사용하였는데[5,18],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이 아닌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후 한국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수를 구
하여 사용할 경우 더 정확한 불확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나이와 성별이 신경전도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는데, 나이에 따라 신경섬유의 숫자, 직경 등
이 감소하면서 신경전도속도와 활동전위진폭이 감소한다는 사

정량에 따른 불확도 요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실은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3,19]. 반면 성별에

차지한 요소는 측정대상자 간의 차이에 의한 불확도였다. 이전

따른 영향은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견해가 없는데, 여성에서 감

연구들에 따르면 나이와 성별 이외에 측정대상의 인종, 키, 손가

각신경 활동전위진폭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지만 키와 손가락

락 둘레, 흡연, 음주, 수입 등이 신경전도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

둘레와 같은 신체적 요소를 배제하였을 때 남녀 간 차이가 없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대상집단의 불확도에

는 보고들이 있었다[20,21].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3,17].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기시잠시의 경우, 운동 및 감각신경전

따르면 피부온도가 1°C 변할 때, 기시잠시는 감각 및 운동신경

도검사에서 모두 20대와 50대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에서 모두 0.2 ms, 신경전도속도는 운동신경의 경우 2.1 m/s,

나, 20대에서 여자보다 남자에서 조금 더 운동신경의 기시잠시

https://doi.org/10.18214/jend.202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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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장되었다. 그러나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키, 몸무게, 근
육량 등의 신체적 특성을 공변량으로 하여 two-way ANCOVA
검정을 시행하여 신체적 특정을 보정하였을 때 남녀 간의 차이
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운동 신경전도검사에서 나이에 따라 기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로는 우선 Buschbacher의 연
구에서는 키만 공변량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또한 서
양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잠시가 연장되어 이전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인종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에서의 결과값과 차이가 발생하였

원위부 운동신경전도속도의 경우, 성 별 및 나이에 따라 모두 차

을 수 있다. 실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다른 연구에서는 이번

이가 없었으나 신체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기시잠시와 마찬가

연구와 동일하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기시잠시와 전도속도가

지로 나이에 따라서 운동신경전도속도가 느려졌다.

느려지는 경향이 관찰된 바 있다[22].

활동전위진폭의 경우, 먼저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나이와

또한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에 따른 운동신경전도검사에

성별에 따라 일관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체

서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의 차이의 경우 키, 몸무게, 근육량이

적 특성을 보정하였을 때 성별과 나이에 따라 Ampbase-peak와

성별과 큰 상관관계를 갖고 때문에 신체적인 요소를 보정하기

Amppeak-peak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전에는 이로 인해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었으며 성별과 나이 사이의 교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각

수 있으나 보정한 이후에도 그 차이가 지속되었고, 결국 신체적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신체적 요소를 보정하기 전후 모두에서 20

인 요소를 배제한 다른 남녀 간의 차이가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

대에 비해 50대에서 진폭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작았으며, 남녀
간에는 신체적 요소를 보정하기 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

나 신체적 요소를 보정한 뒤에는 그 차이가 사라졌다. 비슷하게

요소를 보정하였을 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졌다는 연구도

음성전위 면적은 탈분극되는 신경섬유의 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있으나, 반대로 진폭의 차이는 지속되었다는 연구도 있다[3,23].

진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보정

신체적 요소 외에 흡연, 음주, 직업이나 신체적 활동으로 인한

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감각신

외상 등이 신경전도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경전도검사에서는 보정 전에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

있는데[17,24], 성별에 따른 이러한 추가적인 요인들이 이번 연

이가 있었으나 신체적 요소 보정 후에는 나이에 따른 차이만 확

구에서 신체적 요소의 보정 이후의 남녀 간의 차이를 유발했을

인되었다.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구들에서는 다소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하여 키와 같은 신체적

음성극파 지속시간은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남녀 간에 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신경전도검사 대상이 20대와 50대에

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각신경에서는 20대에서만 남녀 간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적 특성을 보정한 이후에는 두 가지 모두

한정되었다는 점이 있다. 기존 NDTF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던

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로 나누거나 혹은 19-49세와 50-79세 두 그룹으로 나누어 나이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지의 경우 19-39세와 40-79세 두 그룹으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요소를 보정하기 전에는 운동신경전도

에 따른 신경전도검사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 바 있으며[9], 뿐만

검사의 경우 20대에서 더 큰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음성극파 지속시간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니라 2019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우

감각신경전도검사의 경우 20대 그리고 여성에서 더 큰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을 보였으며, 이외의 요소는 나이 및 성별에 따라

리나라 성인 중 50대 남녀가 신경전도검사를 가장 많이 받아 50
대 남녀의 신경전도 참조 표준치의 필요성이 우선시되었기 때문
에 이번 연구에서는 50대, 그리고 이에 대한 건강한 성인 집단

에는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는 보정전과 달리 나이가 증가할수

의 대표성이 있는 20대를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하지만 특정 연
령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신경전도검사 측정값에

록 기시잠시와 전도속도가 느려졌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음성극

미치는 영향을 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추후에 이러한 점을 보완

파 지속시간은 차이가 없어졌으나 오히려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

하여 다양한 나이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인 요소를 보정한 이후

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감각신경전도검사에서는 신체적인 요소
보정 이후 나이에 따른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의 차이는 지속되
었으나, 성별에 모든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

결론

이것을 모든 NDTF 기준을 충족시켰던 Buschbacher [15,16]
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감각신경전도검사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사의 측정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진폭과 음성전위 면적이 감소하는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위해 교정을 통해 측정소급성을 확보하고 측정방법의 불확도를

운동신경전도검사의 경우 Buschbacher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
와 달리 나이와 성별에 따른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관찰되지

평가함으로써 한국인의 척골신경전도검사의 참조 표준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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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표준화된 신경전도검사법을 사용하여 신경전도검

시하였다. 이러한 참조 표준치는 신경전도검사에 있어서 진단적
https://doi.org/10.18214/jend.202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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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다른 신
경에서도 참조 표준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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