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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신경영역에서 전류인지역치를 이용한

정량적 감각신경 검사의 재현성 조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치의학연구소

최희훈․김미은․김기석

신경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감각평가(Quantitative Sensory Testing, QST) 방법 중 하나인 전류인지역치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PT) 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3가지 감각신경, 2000 Hz(Aβ fiber), 250 Hz(Aδ fiber),

5 Hz(C fiber)에 대한 기능을 평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재현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CPT 검사의 재현성을 확인하고,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강한 남성 지원자 10명

(평균 22.4세)을 대상으로 3주 동안 1주일 간격으로 2명의 검사자가 하악신경 영역을 각각 좌우로 나누어 3회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

3주에 걸친 측정 실험에서 2000 Hz(Aβ fiber)의 CPT는 3회 모두 좌우 측정치가 차이를 보인 반면(p<0.05), 250Hz(Aδ 

fiber)는 1회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5 Hz(C fiber)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좌우를 나누어 3회의 실험을

비교했을 때 모든 신경 검사에서 첫 회의 CPT가 가장 낮았으며,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의 CPT는 첫 번째 실험과

나머지 실험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두 번째 실험 이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기의 결과로 보아 2000 Hz(Aβ fiber)의 CPT를 이용한 좌우 신경의 기능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반면,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는 좌우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복 측정을 통해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의 CPT

검사의 재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정량적감각신경검사, 뉴로미터, 하악신경, 전류인지역치, 재현성

1)Ⅰ. 서 론

최근 치과영역에서 발치, 임플란트와 악교정수술

등의 침해적 시술이 늘어나면서, 합병증의 발생도 함

께 증가하고 있다. 시술 중이나 시술 후의 합병증으로

는 출혈, 부종, 통증, 신경손상, 감염, 측두하악관절장

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의 하나

인 신경손상은 유병율과 손상 정도에 대한 연구가 있

지만 연구결과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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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

는 신경기능 검사방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1)

신경학적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신경기능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고 정량화하기 위해 Quantitative

Sensory Testing(QST) system이 연구되어 왔다.2)

Rolke 등
3)
은 이전의 QST를 보완하여 표준화한 QST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계, 온도, 화학

적 그리고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다양한 검사 과정

이 포함되며, 각각의 검사 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감각

기능을 정량화 하였다.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Maria 등4)은 구강안면영역에서 감각기능을 평가하였

고, 대부분의 QST 측정이 실험자간, 실험자내에서

재현성을 보여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토

콜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의 긴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 과정을 매번 시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중 뉴로미터(Neurometer® CPT/C)를 이용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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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지역치(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PT)검

사는 검사 부위 당 10분 정도로 시간 소요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중 맹검으로 큰 유수신경(Aβ fiber,

2000 Hz), 작은 유수신경(Aδ fiber, 250 Hz), 및 무수

신경(C fiber, 5 Hz)의 기능을 정량화할 수 있다.
5)

뉴

로미터는 1986년 FDA승인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당뇨병
6)
, 에이즈

7)
,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의

진단8),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9)과 동

물실험
10)

등에서 사용되었고, 삼차신경영역의 다양한

연구
11-13)

에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재현성 문제에 대

해서 여전히 상반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Kim 등
14)

은 20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뉴로미터

를 이용하여 삼차신경영역에서 CPT의 재현성에 대

한 실험을 하였는데, 안와하 신경(infraorbital nerve)

과 하치조 신경(inferior alveolar nerve) 영역의 검사

시 좌우측 및 검사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실험

횟수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Lerner 등
15)

은 신경이상이 없는 34명의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양측 이공(mental foramen) 부위

를 7일에서 153일의 간격을 두고 두 번씩 테스트를

하였는데, 좌우측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우측에서

는 실험 횟수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Caissie 등16)은 50명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자

가 삼차신경의 하악신경 영역을 우측과 좌측의 순서

로 실험을 하였는데, 2000 Hz(Aβ fiber)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반면,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뉴로미터를 이용한 감각신경 평가에서

CPT의 좌우 및 시간에 따른 재현성을 확인하고, 재

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행하

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실험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고 피험자로 자원한

단국대학교 재학생 중 건강한 남성 10명(평균연령

22.4세, 22～30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경학적, 신경혈관성 장애를 가지는 자

2) 신생물과 연관된 질환을 가지는 자

3) 대사장애 질환, 중대한 정신병적 장애, 약물남용자

4) 안면부 신경손상이나 검사할 통증부위에 개방병

소, 반흔조직, 또는 급성 손상이 있는 자

2. 연구방법

1) 측정 부위 설정 및 연구 설계

전류인지역치의 측정은 하악신경 영역에서 뉴로미

터(Neurometer
®
CPT/C, Neurotron Inc., U.S.A)를

사용하여 이중맹검 검사방법인 fully automatic

sensory nerve conduction threshold (sNCT/CPT)

모드로 시행하였다. 2명의 검사자가 좌, 우를 나누어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3주 동안 1주 간

격으로 3회 반복 실험하였다. 실험 시작 1주일 전, 모

든 피검자에게 전류인지역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역

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뉴로미터를 사용하여 시

험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험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방에서 일정한 자세(치과 unit chair에 반듯이

앉는 자세)로 전류인지역치를 측정하였다(Fig. 1).

2) 검사과정

a. 기계 본체는 피검자의 시야 밖으로 두었다.

b. 제조사에서 제공한 skin prep paste를 이용하여 검

사부위를 부드럽게 닦았다.

c. 1cm 직경의 두 전극단자를 7 ± 1mm의 거리를 두

고 부착하였는데, 단자에 전기전도 겔을 얇게 바르

고 electrode tape를 이용하여 검사부위에 장력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 붙였다.

Fig. 1. Placement of the electrodes on the mandibular

ner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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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y automatic sensory nerve conduction

threshold (sNCT/CPT) 모드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강도조절과정 (Intensity Alignment procedure),

자동조절과정(Auto Test Cycles)을 거치게 되며 이중

맹검 선택법으로 전류인지역치가 결정된다.

피검자는 원격조정기를 이용하여 자극을 구분하게

되며, 원격 조정기는 “TEST CYCLE”, “TEST A”,

“REST/NONE”, “TEST B”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도조절과정에서는 피검자가 “TEST CYCLE”버튼

을 누르면 전류자극의 강도가 증가하게 되며, 피검자

가 감각을 감지하여 손가락을 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전류자극의 강도는 0 mA에서 9.99 mA까지 증

가되며, 피검자가 3회 이상 일관된 반응을 보이면 자

동조절과정으로 들어간다. 자동조절과정은 피검자가

“TEST CYCLE” 버튼을 누르면 임의적으로 기계에

서 진성자극과 가성자극이 발생되고, 이를 피검자가

원격 조정기를 이용하여 “Test A”와 “Test B”중 자

극이 왔던 시기를 고르고 자극을 느끼지 못했거나 구

분이 어려우면 “REST/NONE” 버튼을 누른다. 충분

히 test가 수행되면, 뉴로미터 장치는 전류인지역치

값을 결정하게 된다. Fully automatic sensory nerve

conduction threshold (sNCT/CPT) 모드는 Double-

blinded forced-choice 방법으로 피검자가 우연으로

측정값을 맞출 확률을 1000분의 6이하로 줄여준다

(P<0.006). 이러한 검사는 3가지 주파수(2000 Hz, 250

Stimulation(Hz) Examination
Mean ± SD

Paired t-tests
Right side Left side

2000 Hz

1st 71.2 ± 34.0 99.5 ± 11.8 p=0.031*

2nd 87.6 ± 19.5 110.2 ± 31.4 p=0.016*

3rd 76.4 ± 28.0 102.4 ± 17.9 p=0.015*

250 Hz

1st 13.6 ± 11.6 18.5 ± 9.2 p=0.360

2nd 21.4 ± 8.9 26.9 ± 17.8 p=0.229

3rd 16.5 ± 11.0 30.4 ± 12.0 p=0.003*

5 Hz

1st 6.7 ± 5.2 8.0 ± 5.3 p=0.620

2nd 13.9 ± 7.0 16.3 ± 12.2 p=0.488

3rd 12.1 ± 7.8 16.7 ± 8.4 p=0.144

*: statistically significant output intensity 1= 0.01 mAmp

Table 1. Differences of current perception thresholds(CPT) between the both sides of the mandibular nerve

area.

Hz, 5 Hz)를 순차적으로 측정한 후, 다른 부위를 측정

한다.
9,21)

3.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PSS ver 18.0을 사용하였다. 측정치

의 좌우 차이, 좌우 각각의 측정 시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P<0.05)

Ⅲ. 연구 결과

피검자 10명의 좌우 하악신경 영역에서 측정한

2000 Hz(Aβ fiber), 250 Hz(Aδ fiber), 5 Hz(C fiber)

의 주파수에 대한 CPT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주

파수별 좌우 CPT 비교에서 2000 Hz(Aβ fiber)에서는

3주에 걸친 세 번의 검사 모두 좌우 측정치 사이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반면에, 250 Hz(Aδ 

fiber)에서는 세 번째 실험에서만 좌우 측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0.003), 5 Hz(C fiber)에서

는 어느 시기에서도 좌우 CPT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악신경 영역의 좌측과 우측 각각에서 3번의 CPT

측정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주파수에서 첫 번째

CPT 측정치가 가장 낮았다.(Fig. 2, 3) 우측의 하악신

경 영역 검사를 비교하면, 2000 Hz(Aβ fiber)에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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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current perception thresholds

(CPTs) at 2000 Hz, 250 Hz, 5 Hz in the

right mandibular nerve area.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aired t-test).

번째(71.2±34.0)와 두 번째(87.6±19.5) 실험에서 측정

된 CPT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5 Hz(C

fiber)에서는 첫 번째(6.7 ± 5.2)와 두 번째(13.9 ± 7.0)

실험 및 첫 번째와 세 번째(12.1 ± 7.8) 실험의 측정치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Fig. 2).

좌측 하악신경 영역의 CPT 비교에서는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의

측정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Fig. 3).

Ⅳ. 고 찰

하악신경 영역의 좌우 CPT는 2000 Hz(Aβ fiber)가

3 번의 검사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250 Hz(Aδ fiber)는 1번만 차이가 있었고,

5 Hz(C fiber)는 어느 시기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비록 250 Hz(Aδ fiber)의 좌우 CPT가

3회 중 한 번의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긴 했

지만 나머지 측정값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로 미루어 볼 때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의 CPT 값으로 좌우의 신경기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000 Hz(Aβ fiber)의

CPT 값을 좌우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0 Hz(Aβ fiber)에서 좌우 CPT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Caissie 등
16)

의 결과는 본 실험의 결과

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Lerner등15)은 좌우간의 모든

주파수의 전류인지역치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고

Fig. 3. Changes of current perception thresholds

(CPT) at 2000 Hz, 250 Hz, 5 Hz in the left

mandibular nerve area. Asterisk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p<0.05, paired t-test).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Kim

등
14)

의 연구에서는 모든 주파수에서 좌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좌우 전류인지역치의

비교는 각 연구마다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본 실험은 좌, 우를 각각 다른 검사자가 측정하였지

만 Fully automatic sensory nerve conduction

threshold (sNCT/CPT) 모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좌우의 역치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서

로 다른 검사자에 의해 도포된 겔의 양, 전극단자를

붙이는 위치, 전극단자를 붙이는 강도의 차이, 2000

Hz(Aβ fiber) 전류인지역치 자체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Lerner 등15)과 Caissie 등16)에 의하면 겔의 양이 많

으면 피부와 접촉 면적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전류의

밀도가 감소하고, 겔의 양이 적으면 피부와 접촉 면적

이 감소하고 전류의 밀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밀도가

증가하면 전류인지역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

이다. 따라서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한 두께로 겔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전극단자를 붙이는 위치에 따른 차이의 경우, Kim

등14)에 의하면 전류가 전도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붙이는 위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한 Takekuma 등
17)

은 뉴로미터는 연조직에 아무런

위해 없이 피하조직이나 피하구조물 등의 영향을 최

소한으로 적게 받으며 감각 신경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극단자를 붙이는 강도의 경우에도 실험 시

테이프의 장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항상 피검자에게

감각을 구두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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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좌우간, 검사자간의 차이가 없다는 Kim

등
14)

의 연구를 토대로 좌우를 두 술자가 각각 조사하

였다.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는 좌우

간 유의한 차이가 없고, 2000 Hz(Aβ fiber)에서만 좌

우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류인지역치

가 좌우간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2000

Hz(Aβ fiber)에서의 감각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우측의 하악신경 영역에서 실험 횟수

에 따른 CPT를 비교하면, 2000 Hz(Aβ fiber)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 Hz(C fiber)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 첫 번째

와 세 번째 실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좌측

의 하악신경 영역에서 실험 횟수별 전류인지역치 비

교를 보면,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에서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Lerner 등15)은 날짜를 다르게 하여 두 번의 CPT

검사를 하였는데, 좌측의 경우 실험 횟수별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우측의 경우는 모든 주파수에서 실험

횟수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피 검자의

집중도 결여라고 하였고, 전극단자를 붙이는 위치, 도

포된 겔의 양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달

리 Kim 등
14)

은 모든 주파수에서 실험 횟수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 횟수

에 따른 CPT의 재현성에 있어 두 연구가 상이한 결

과를 보고한 반면, 피검자의 집중도가 실험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두 저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CPT 검사는 최소의 협력을 요구하는 nerve

conduction studies(NCS)와는 달리 환자의 적극적 참

여가 필요하다. 만약 충분한 협조가 없다면, CPT 검

사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재현성 있는 측정치를 얻

는데 실패할 것이다.
18)

따라서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위해서는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

해서 충분한 설명과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좌우 모두 두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 사이에는 차이가 없고, 첫 번째

실험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실험 결과는 반복 조사

에 의한 환자의 감각인지능력의 숙련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로 보아 예비실험 1회(실험

시작 1주일 전의 시험적 검사), 본 실험 2회 합하여

모두 3회의 연습 후 CPT를 측정해야 신뢰성 있는 자

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3회까

지만 측정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측정횟수 증가에

따른 측정치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

할 것이다.

Ⅴ. 결 론

하악신경 영역에서 뉴로미터를 이용한 감각신경

평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000

Hz(Aβ fiber)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전류인지역치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2000 Hz(Aβ 

fiber)에서 측정된 값은 신뢰성 있는 평가 자료로 활

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50 Hz(Aδ fiber)

와 5 Hz(C fiber)에서 측정된 전류인지역치는 3회 이

상 반복 측정 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재현성 있는 감

각신경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의 감각신경을

CPT를 이용하여 평가할 때는 250 Hz(Aδ fiber)와 5

Hz(C fiber)를 이용하여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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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ability of Quantitative Sensory Testing Using Current Perception Thresholds in the

Mandibular Nerv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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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PT) using Neurometer(Neurometer
®
CPT/C) is thought as one of easy and noninvasive

QST(qunatitative sensory testing) tools for Aβ, Aδ and C fibers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 However, conflicts about

its reliability still exis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CPTs evaluation and find a way to increase its reliability. Two examiners

separately tested CPTs at each side of the mandibluar nerve areas for ten healthy male adults (average age of 22.4 years)

three times with an intervals of a week during three weeks. Mean CPTs were compared between the right and left sides

of the mandibular nerve area and between the three examinations on the each side.

While CPTs at 2000 Hz(Aβ fibe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side differences in all three examinations (p<0.05),

significant side difference was found in only one examination at 250 Hz(Aδ fiber) and no difference at 5 Hz(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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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CPTs on the each side of the mandibular nerve area, all examinations at all sensory nerve fibers showed

the least CPTs at the 1st examinations. CPTs at 250 Hz(Aδ fiber) and 5 Hz(C fib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irst and the following examinations (p<0.0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nd and 3rd

examin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CPTs at 250 Hz(Aδ fiber) and 5 Hz(C fiber) are reliable but CPTs at 2000 Hz(Aβ 

fiber) is not appropriate for evaluation of side differences in the mandibular nerve area.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repeated examination be helpful to increase reliability of the CPT evaluation.

Key words: quantitative sensory testing(QST), mandibular nerve, Neurometer, current perception threshold(CPT),

re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