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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경통은 중증의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는 질병이며, 국내에서도

노화에 따라 유병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신경통에 대한 국내외연구들은 주로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정신

질환, 인구학정 정보, 영양성분 등 과의 연관성 분석이 대부분이고, 혈액정보와의 연관성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통과 혈액 파라미터들과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임상지표를 도출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결과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신경통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서는

복부둘레와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에서는 공복시혈당과 헤모글로빈이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부둘레 및 혈액정보들과 신경통사이에서의 연관성이 남녀에서 차이

가 있는 것을 밝혀내었다.

주요어 : 신경통, 혈액정보, 복부둘레, 연관성, 남녀의 차이

Abstract Neuralgia is a disease that involves severe pain and has a very strong effect on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creases with aging. To date, previous studies on neuralgia were mainly 
focused on associations with mental illness, demographic information, and nutrients, and studies on association 
with blood information were very rare.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euralgia and blood parameters and find clinical indicators related to neuralgia. To analyze the data, we 
us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ur results showed that age tended to have the higher association with neuralgia in both men and women, 
waist circumference and hematocrit level were associated with neuralgia in women, and fasting blood glucose 
and hemoglobin levels were associated with neuralgia in men. Also, we found that the association of neuralgia 
with waist circumference and blood information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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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서사용된 샘플들의실험 파라미터및 인구

학적 정보(수치값은 평균(표준편차), 직업항목은 샘플

수(%)로 표기함)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in this studty
변수명 남성 여성 p

샘플 수 1379 1880

가족구성원수 3.524 (1.247) 3.461 (1.366) 0.175

나이 48.12 (12.69) 48.59 (13.27) 0.309

몸무게 67.43 (9.819) 57.48 (8.483) <0.001

키 168.6 (6.322) 155.6 (6.089) <0.001

복부둘레 84.59 (7.917) 79.37 (8.999) <0.001

엉덩이둘레 94.34 (5.862) 93.64 (5.986) 0.001

15초 맥박수 17.58 (2.47) 18.08 (2.23) <0.001

수축기혈압 126.1 (18.23) 121 (19.62) <0.001

이완기혈압 80.58 (11.23) 75.78 (11.04) <0.001

소변 단백질 0.226 (1.207) 0.398 (1.709) 0.001

소변 당 0.238 (1.258) 0.345 (1.693) 0.039

소변 혈 0.358 (1.348) 1.036 (2.043) <0.001

소변
유로빌리로겐

0.182 (1.176) 0.344 (1.688) 0.001

총콜레스테롤 190.8 (33.03) 190.5 (34.83) 0.827

중성지방 158.2 (80.27) 124.51 (66.2) <0.001

HDL
콜레스테롤 43.65 (9.969) 47.57 (10.3) <0.001

LDL
콜레스테롤

115.5 (30.76) 118.1 (30.77) 0.019

혈중요소질소 14.92 (3.736) 13.43 (3.8) <0.001

공복시혈당 99.19 (17.31) 97.47 (16.11) 0.003

당화혈색소 5.701 (0.65) 5.713 (0.655) 0.581

혈청지오티 24.87 (8.415) 21.02 (6.902) <0.001

혈청지티피 24.75 (12.63) 17.47 (9.132) <0.001

헤모글로빈 14.81 (1.155) 12.6 (1.101) <0.001

헤마토크리트 44.05 (3.259) 38.33 (3.006) <0.001

적혈구수 4.704 (0.367) 4.185 (0.305) <0.001

직업

전문행정관 196 (14.2) 71 (3.8)

사무직 141 (10.2) 47 (2.5)

판매서비스업
254 (18.4) 326 (17.3)

농어업 132 (9.6) 129 (6.9)

Ⅰ. 서 론

신경통은 중증의 고통을 수반함에 따라 남녀노소의

삶의 질에매우강한 영향을 미친다. 신경통은그 원인과

통증 위치 등에 따라 삼차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

대상포진후 신경통 (post-herpetic neuralgia), 비정형 얼

굴 통증(atypical facial neuralgia), 수술후 신경통

(post-surgical neuralgia), 좌골신경통 (sciatic neuralgia)

등 다양한 형태 발생한다 [1]. 이러한 신경통은 진단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중 하나이며, 각 신경통 관련

질병들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치료방법 등에 대한 협의

가 완전히 일치 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다 [1, 2]. 신경통 중의 하나인 요통 및 좌골신경통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러한

유병율은 여성노인에서 21.5%로써 남성노인 11% 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 4], 최근 우리나라 인

구가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어감 따라 [5] 이러한 질병

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삼차신경통은 뇌

신경중 삼차신경의 기능이 신경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

에 의하여 발생하며 간헐적으로 전기쇼크 또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나타내고, 좌골신경통과 마찬가지로 여성

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 질

병의 유병률도 증가한다 [4, 6].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원인은 주로 사회적 역할 및 여가활동의 장애, 불안 및

우울증, 피로, 불면증 등의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다 [7].

이러한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으로 현재도 많은 신경통

환자들이 주기적인 통증, 우울, 수면장애 등으로 고통받

고 있는 실정이다 [1]. 한편, 혈액정보는 수 많은 만성

질병들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트리글리세라

이드 수치는 고혈압 등과 같은 질병과 연관성이 높으

며, L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높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비만과 연관성이 높으며 [8], 공복시

혈당은 당뇨의 진단에 사용된다 [9].

최근까지도 신경통에 관한 연구자들은 신경통의 원

인 또는 연관성이 있는 임상지표의 발굴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좌골신경통 및

요통과 연관성이 있는 임상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인

구학적 정보 및 운동, 수면시간 등의 일반생활측정 지

표들과 좌골신경통/요통환자들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보고하였다 [3].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신경통

에 대한 수 많은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상태, 당뇨,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소의 결핍, 노화, 정신질환, 관절

염, 골다공증, 바이러스 등과 같은 신경통 위험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신경통과 혈액정보와의 연관

성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혈액정보들과 신경통사이의 연

관성 분석하여 신경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신경통의 치료 또는 예방

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Ⅱ. 메소드

1. 분석샘플 및 신경통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2기 (200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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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여성에서 신경통과 혈액정보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 (본 실험결과는 이진 로지스틱 분석에 의하여 도출되었음)

Table 2. Association between neuralgia and blood parameters in Korean women (The results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변수명
정상군
(N=1794)

신경통군
(N=86) p OR Adjusted p Adjusted OR

나이 48.04 (13.07) 60.01 (12.24) <0.001 2.338 (1.878-2.911)

몸무게 57.49 (8.501) 57.15 (8.122) 0.665 0.953 (0.766-1.186) 0.234 1.143 (0.917-1.424)

키 155.7 (6.048) 153 (6.362) <0.001 0.655 (0.535-0.802) 0.81 1.03 (0.808-1.314)

복부둘레 79.16 (8.955) 83.56 (8.943) <0.001 1.586 (1.289-1.952) 0.037 1.27 (1.015-1.588)

엉덩이둘레 93.67 (5.995) 93.13 (5.817) 0.4 0.91 (0.731-1.133) 0.601 0.945 (0.763-1.17)

15초 맥박수 18.09 (2.226) 17.78 (2.303) 0.203 0.863 (0.688-1.082) 0.065 0.811 (0.65-1.013)

수축기혈압 120.5 (19.39) 130.4 (22.09) <0.001 1.53 (1.271-1.842) 0.864 1.02 (0.814-1.278)

이완기혈압 75.69 (11.06) 77.7 (10.5) 0.1 1.193 (0.967-1.471) 0.553 0.935 (0.749-1.168)

소변 단백질 0.393 (1.698) 0.512 (1.927) 0.531 1.063 (0.878-1.286) 0.259 1.122 (0.919-1.37)

소변 당 0.341 (1.683) 0.419 (1.906) 0.679 1.043 (0.856-1.271) 0.368 1.1 (0.894-1.352)

소변 혈 1.03 (2.035) 1.163 (2.217) 0.555 1.063 (0.868-1.301) 0.166 1.161 (0.94-1.434)

소변 유로빌리로겐 0.338 (1.676) 0.465 (1.92) 0.496 1.067 (0.884-1.288) 0.208 1.134 (0.932-1.379)

총콜레스테롤 189.8 (34.67) 206.5 (34.53) <0.001 1.585 (1.285-1.954) 0.07 1.231 (0.983-1.542)

중성지방 123.6 (65.71) 142.7 (73.78) 0.009 1.286 (1.064-1.555) 0.713 1.041 (0.839-1.293)

HDL 콜레스테롤 47.62 (10.34) 46.53 (9.325) 0.341 0.898 (0.72-1.12) 0.487 1.084 (0.863-1.362)

LDL 콜레스테롤 117.4 (30.68) 131.5 (29.57) <0.001 1.539 (1.252-1.893) 0.098 1.206 (0.966-1.507)

혈중요소질소 13.37 (3.735) 14.77 (4.794) 0.001 1.4 (1.147-1.709) 0.218 1.142 (0.924-1.412)

공복시혈당 97.38 (16.11) 99.15 (16.06) 0.32 1.108 (0.905-1.355) 0.864 0.982 (0.799-1.207)

당화혈색소 5.707 (0.656) 5.837 (0.63) 0.072 1.197 (0.984-1.455) 0.596 0.94 (0.746-1.183)

혈청지오티 20.96 (6.927) 22.19 (6.264) 0.109 1.166 (0.967-1.407) 0.552 0.932 (0.738-1.176)

혈청지티피 17.5 (9.226) 16.87 (6.889) 0.536 0.929 (0.736-1.173) 0.183 0.836 (0.642-1.088)

헤모글로빈 12.6 (1.103) 12.62 (1.065) 0.907 1.013 (0.815-1.259) 0.246 0.874 (0.696-1.097)

헤마토크리트 38.34 (3.006) 38.22 (3.007) 0.72 0.961 (0.774-1.193) 0.026 0.773 (0.617-0.97)

적혈구수 4.189 (0.303) 4.112 (0.337) 0.398 0.906 (0.72-1.14) 0.356 0.898 (0.714-1.129)

기능단순노무
직

406 (29.4) 213 (11.3)

군인 3 (0.2) 0

주부 0 828 (44)

무직 247 (17.9) 266 (14.1)

37878 샘플수 중에서, 신경통관련 정보가 없거나, 나이가

30-80세에 해당하지 않거나, 키, 몸무게, 혈액정보 등이 포

함되지 않은 샘플들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3259 (남성

1379명, 여성 1880명) 샘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데이

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국민건강영양조사원시자료이

용지침서 제 2기에 기술되어져 있다. 신경통 환자군과

정상군의 구분은 의사로부터 신경통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예”로 답변한 환자들

만을신경통환자로정의하였고 “아니오”로답변한사람은

정상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혈액성분을분석하기위하여칼슘, 헤모글로빈, 글루

코스, HDL-cholesterol 등의 혈액정보를 분석한다. 세부적

인혈액정보들과인구학적정보들은표 1에 기술되었다.

2. 통계분석

신경통과 혈액 및 체형정보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연관성을 실험하였으며, 보정을 위하여 나이

와 직업군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SPSS Statistics

ver. 23, IBM). 이러한 보정변수들의 사용 이유는 노화

에 따라 신경통을 지닌 환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져 왔고, 특정 직업군에 따라 신경통의 유병율

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하여 주부에서 유의하게 높은 신경통 유병율이 나타

난다는 보고가 있다 [9].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나이와

직업군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실험결과는 연관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p값과 odds ratio (OR)값

(95% 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

여성에서 신경통과 인구학적 정보 및 혈액정보와의

연관성분석에서는 나이가 신경통과 연관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경통과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OR = 2.338

[1.878-2.911]). 또한 신경통과 인구학적 정보와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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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성에서 신경통과 혈액정보와의 연관성 분석 결과 (본 실험결과는 이진 로지스틱 분석에 의하여 도출되었음)

Table 3. Association between neuralgia and blood parameters in Korean men (The results were calculated by binary logistic

regression)

변수명 정상군
(N=1343)

신경통군
(N=36)

p OR Adjusted p Adjusted OR

나이 47.85 (12.59) 58.39 (12.19) <0.001 2.174 (1.565-3.02)

몸무게 67.5 (9.777) 65.01 (11.16) 0.135 0.77 (0.547-1.085) 0.717 1.068 (0.747-1.527)

키 168.7 (6.28) 164.9 (6.834) <0.001 0.574 (0.424-0.779) 0.159 0.772 (0.539-1.107)

복부둘레 84.57 (7.888) 85.09 (9.049) 0.718 1.063 (0.764-1.477) 0.634 1.083 (0.78-1.504)

엉덩이둘레 94.38 (5.857) 92.85 (5.942) 0.114 0.763 (0.545-1.067) 0.784 0.953 (0.676-1.344)

15초 맥박수 17.59 (2.479) 17.17 (2.104) 0.313 0.835 (0.589-1.185) 0.221 0.806 (0.571-1.138)

수축기혈압 126.1 (18.2) 126.9 (19.7) 0.79 1.045 (0.756-1.444) 0.208 0.804 (0.572-1.129)

이완기혈압 80.61 (11.14) 79.61 (14.27) 0.598 0.913 (0.65-1.281) 0.624 0.92 (0.66-1.283)

소변 단백질 0.214 (1.172) 0.667 (2.125) 0.039 1.218 (1.01-1.469) 0.114 1.172 (0.963-1.427)

소변 당 0.224 (1.217) 0.75 (2.285) 0.022 1.243 (1.032-1.497) 0.075 1.195 (0.982-1.454)

소변 혈 0.342 (1.314) 0.944 (2.242) 0.013 1.276 (1.052-1.548) 0.055 1.221 (0.996-1.497)

소변 유로빌리로겐 0.173 (1.141) 0.5 (2.091) 0.12 1.173 (0.959-1.433) 0.274 1.124 (0.911-1.387)

총콜레스테롤 190.5 (32.91) 201.3 (36.49) 0.055 1.37 (0.994-1.889) 0.071 1.351 (0.974-1.874)

중성지방 158.2 (80.34) 156.8 (78.61) 0.917 0.982 (0.704-1.372) 0.979 0.995 (0.708-1.4)

HDL 콜레스테롤 43.64 (9.985) 43.89 (9.483) 0.883 1.025 (0.738-1.424) 0.676 1.074 (0.769-1.498)

LDL 콜레스테롤 115.2 (30.74) 126 (30.38) 0.038 1.409 (1.018-1.95) 0.064 1.381 (0.982-1.943)

혈중요소질소 14.9 (3.724) 15.83 (4.095) 0.139 1.273 (0.925-1.753) 0.25 1.207 (0.876-1.662)

공복시혈당 99.34 (17.43) 93.72 (11.01) 0.051 0.66 (0.436-1.001) 0.047 0.668 (0.449-0.995)

당화혈색소 5.699 (0.649) 5.75 (0.692) 0.643 1.078 (0.785-1.48) 0.636 0.922 (0.657-1.292)

혈청지오티 24.87 (8.44) 24.75 (7.53) 0.933 0.986 (0.705-1.378) 0.57 0.906 (0.644-1.274)

혈청지티피 24.77 (12.68) 23.72 (10.58) 0.622 0.915 (0.645-1.3) 0.725 1.067 (0.742-1.536)

헤모글로빈 14.81 (1.159) 14.94 (1.013) 0.483 1.131 (0.801-1.597) 0.032 1.454 (1.032-2.047)

헤마토크리트 44.04 (3.249) 44.19 (3.64) 0.783 1.048 (0.751-1.462) 0.202 1.224 (0.898-1.668)

적혈구수 4.705 (0.367) 4.657 (0.394) 0.603 0.919 (0.667-1.265) 0.259 1.217 (0.865-1.713)

성분석에서 키 (p = <0.001, OR = 0.655 [0.535-0.802])

와 복부둘레 (p = <0.001, OR = 1.586 [1.289-1.952])가

신경통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와 직업으로 보정을 수행한 분석에서도 복부둘레

는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부둘

레가 클수록 신경통군에 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p = 0.037, OR = 1.27 [1.015-1.588]). 혈액정보

중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p = <0.001, OR =

1.585 [1.285-1.954]), 중성지방 수치 (p = 0.009, OR =

1.286 [1.064-1.555]), LDL 콜레스테롤 수치 (p =

<0.001, OR = 1.539 [1.252-1.893]), 그리고 혈중요소질

소 수치 (p = 0.001, OR = 1.4 [1.147-1.709])가 신경통

과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

와 직업으로 보정한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모두

신경통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혈액

정보 중에서 해마토크리트는 직업과 나이로 보정을 수

행한 후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26, OR = 0.773 [0.617-0.97]). 이러한 여성의 분석에

서 복부둘레는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으나 몸무게는 연

관성이 없은 것으로 보이며, 혈압 정보, 소변 단백질,

소변 당, 소변 혈, HDL 콜레스테롤, 혈당 등은 신경

통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도 여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신경통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p = <0.001, OR

= 2.174 [1.565-3.02]). 키는 신경통과 연관성이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01, OR = 0.574

[0.424-0.779]), 직업과 나이로 보정을 수행한 후에는 연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p = 0.159, OR = 0.772

[0.539-1.107]). 소변의 단백질 (p = 0.039, OR = 1.218

[1.01-1.469]), 당 (p = 0.022, OR = 1.243 [1.032-1.497]),

혈 (p = 0.013, OR = 1.276 [1.052-1.548])은 신경통과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연관성들은 보정

후모두나타나지않았다. 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에서도

LDL 콜레스테롤과 신경통이연관성이 있은 것으로분석

되었으나 (p = 0.038 , OR = 1.409 [1.018-1.95]), 보정후

에는연관성이나타나지않았다. 그러나여성과는다르게

남성에서는 나이와 직업으로 보정을 수행한 분석에서 공

복시혈당 (p = 0.047, OR = 0.668 [0.449-0.995])과 헤모

글로빈 (p = 0.032, OR = 1.454 [1.032-2.047])이 신경통

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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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통과 인구학적 정보 및 혈액정보

들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임상지표들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의 차이점으

로는 복부둘레가 여성에서는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서는 헤마토크리트와 신경통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서는 연관성

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에서는 공복시혈당과 헤모들

로빈이 보정 후 분석에서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었으나,

여성에서는 연관성이 없었다. 아울러, 보정을 수행한 분

석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소변의 단백질, 당, 혈이 신경

통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정 이전에는

남자에서는 소변 정보들이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신경통에 관한 선행연구들

이 수행되졌다. 신경통의 원인 또는 신경통과 연관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Kim et al.

[3]의 연구에서는 좌골신경통/요통과 연관성이 있는 변

수들을 분석하여, 여성에서는 나이, 가족구성원, 우울증,

관절염, 골다공증, TV시청시간, 돌봄지원 등이 위 질병

과 연관성이 높고, 남성에서는 나이, 수입, 운동, 관절염,

골다공증, 돌봄지원이 위 질병들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위험요인 도출을

위한 타이완에서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D의 결핍, 헬리

코박터 파이올리와 연관된 기능성 위장장애 및 악성종

양(malignancy)이 신경통의 위험 요인이자 식별자인 것

을 밝혀냈고 [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이온

화된 칼슘 또는 아연의 부족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위험요인인 것을 제시하였다 [11]. 타이완 노령인구층에

서는 위계양과 극심한 헤르페스성 통증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을 예측할수 있는 지표라고 언급하고 있다 [12].

또한 여러 나라에서 게재된 많은 논문들의 메타분석

[13]을 통하여 전구통증(prodromal patin), 격심한 통증

및 발진, 노화 등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제시하였고, 메타분석논문 중 일부 연구들에

서는 전신홍반루푸스, 성격장애, 당뇨, 면역억제, 최근의

트라우마 등이 신경통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

였고 [13],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다는 것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3]. 이 연구에서는 암과 우울증이 대상포진후 신경통

의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위험요인과 좌

골신경통/요통의 위험요인을 제시한 기존연구들 [3, 10]

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이다. 삼차신경통과 정

신질환과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우울장애, 불안 장애, 수

면장애가 삼차신경통의 위험요인이라고 언급하였고

[14],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삼차신경통은 특발

성인 경우가 많고, 일부분만이 CT 또는 MRI 측정으로

나타나는 종양 또는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2차적 원인

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15].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노화가 신경통의 위험요인이라고 제시한 선행

연구들 [3, 7, 13]은 우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그러

나, 이러한 수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

액정보와 신경통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cross-sectional study의 특징에 기인하여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대상이 한국인 성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한국인에 한정된다. 향후 연구로는 기존신경통

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신경통의 증례에 대한

분석내용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신경통을 특정 신경통

에 대한 세부 분석을 수행하고, 중요 임상지표들을 기

반으로 신경통을 식별 또는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연

구 하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통과 혈액정보 및 체형정보들과

의 연관성을 도출하였고, 신경통의 위험요인이 될수 있

는 혈액 관련 파라미터들과 체형 관련 파라미터를 제시

하였다. 또한 신경통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써 남녀 모두

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나이와 같은 파라미터들과, 남

녀사이에 다르게 나타나는 체형정보 및 혈액정보에 대

한 연관성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향후 신경통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반 정보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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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KSN2012110)”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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