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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 Carpal tunnel syndrome(CTS) is the most common entrapment neuropathy that refers to a group of

signs and symptoms resulting from compression of the median nerve at the wrist. The course of CTS in older patients

is different from the younger patients. This difference may be the result of different underlying mechanisms. The dif-

ferent nerve conduction studies of CTS may signify different approaches in management. This study was done to

assess the differences in nerve conduction study of CTS in younger and older patients.

M e t h o d s : This study involved 224 patients who visited Gachon Medical School, Gil Medical Center and was

diagnosed by nerve conduction study from October 1997 to October 1999. We compared the results of nerve conduc-

tion study to age, especially in between those under 60 years and those 60 years or over CTS patients. Nerve conduc-

tion study consists of motor studies of both median nerves(terminal latency, compound action potential) and sensory

studies(nerve conduction velocity, nerve action potential). And we also evaluated the variables between younger and

older patients group. Those variables include sex, symptom period, laterality, abnormal physical findings and radicu-

lopathy.

Results : We found that a significant increase of terminal latency(p<0.1), but a decrease in 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p<0.05) in older patient’s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and action potential between those under 60 years and those 60 years or even patients. And also there was no signifi-

cant difference in sex, symptom period, laterality, abnormal physical findings, radiculopathy between older and

younger patients.

Conclusions : This study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terminal latency and a decrease in compound action

potential in older patients. The different nerve conduction studies of CTS by age effect may need different approach-

es in management.

Key Words : Carpal tunnel syndrome, Age group, Nerve conduction velocity



서 론

수근관 증후군은 모든 국소압박 증후군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으로 보고된다.1 수근관 증후군은 중년
이후 나타나며, 수면중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손목
과 손가락에 이상감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러나 제 5번 수지는 잘 침범하지 않으며, 손목을 흔들거
나 손가락을 강하게 움직이면 통증이 감소된다. 이학적 검
사로서 Tinel 검사, 손목굴절 검사(Phalen test), 수근
압박검사(compression test), 두 지점 식별검사( t w o
point discrimination)등으로 진단 할 수 있지만 외래진
료시 시간적 제약이 많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신경
전도검사로 주로 확진한다.2 - 5 수근관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근내의 활막의 비후 혹은 섬유화로 인한 정중신
경의 압박으로 생각된다.1 그러나 이러한 활막변화의 원인
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외 다른 원인으로는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 석회화, 갑상선질환, 점
액낭염, 임신, 폐경, 외상, 종양 등이 보고 되어있다.1 , 3 , 6 , 7

그러므로 수근관 증후군의 질병 경과는 원인 질환별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형태로부터 아급성 혹은 급성으로 나타
나거나 때로는 지속적인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
으로 나타난다.8 전자에서와 같이 재발성 형태의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주 증상이 간헐적인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것이며, 주로 6 0세 이전에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후자에
서와 같이 진행성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주 증상이 근 위축
이며 주로 6 0세 이후의 고령층에 나타난다고 한다.9 이러
한 질병 발현 형태의 차이가 연령증가에 따른 전기신경생
리학적인 변화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연령별 신경전도검사 소견의 변
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른 감각신경의 전도
속도감소를 보고하고 있어1 0 어느정도 연령변화에 의한 전
기신경생리학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수근관 증후군이 연령에 따라, 특히 6 0세 이상
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 임상 양상과 신경전도검사소견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치료 방침에 있어 연령과 검사
실 소견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8 저자
들은 본원에 내원한 수근관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6 0세
이전과 이후로 연령군을 분류하여 병력과 임상소견을 비
교하고, 수근관 증후군의 유용한 객관적 검사법인 신경전
도검사1 1를 시행하여 연령증가에 따라 임상소견, 신경전도
검사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료방침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시
행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9 9 7년 1 0월부터 1 9 9 9년 1 0월까지 본원에 내원하
여 수지(주로 제 2지와 제 3지)의 이상 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고 무지근의 위축을 동반하기도 하는 경우에, 수
근관 증후군을 의심하여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학
적 검사와 병력 청취 및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중에서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나 다발성 말초신
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동반된 경우를 제
외한 2 2 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조사와 유병기간, 수술
및 직업력 등의 병력, 이학적 소견, 침범범위(양측성 혹
은 일측성)를 조사 비교하였다. 수근관 증후군의 이학적
검사는 외래에서 Tinel 검사, 손목 굴절 검사, 수근 압
박 검사, 두 지점 식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한가
지라도 양성을 보이는 경우를 이학적 검사 양성으로 하
였다. 무지근 위축은 따로 분류하였다. 경추성 신경근병
증은 진료소견과 방사선학적 진단결과 및 신경생리검사
를 근거로 하였다.

신경전달속도 측정시에 검사 기기는 Viking IV(Nico-
l e t사)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실 온도는 겨울은 1 8℃~ 2 1
℃, 여름은 2 3℃~ 2 5℃를 유지하였다. 본 검사실의 정상
치는 정중운동신경에서 종말잠복기(terminal latency)는
3.9 msec 이하, 복합운동활동전위(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는 5 mV 이상, 신경전도속도(손목-주
관절부위)는 50.6 m/sec 이상이며, 정중감각신경 전도속
도는 수장피부분지(palmal cutaneous branch)에서는
34.05 m/sec 이상, 수지피부분지(digital cutaneous
b r a n c h )에서는 40.6 m/sec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3. 통계

연령군간의 신경전도검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군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경전도검사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t -
검정을 하였다. 또한 6 0세를 기준으로 한 두 연령군에서
성별, 침범 부위, 이학적 소견, 신경근병증의 유무, 유병기
간의 요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하였
다. 통계분석은 SPSS 8.0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값
0.1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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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분포는 전체 2 2 4명중 남성이 4 7명( 2 1 % ) ,
여성이 1 7 7명( 7 9 % )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 0대가 9 3명( 4 1 . 5 % )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4 8명
(21.4%), 40대 4 1명(18.3%), 30대 2 8명(12.5%), 70
대 1 4명( 6 . 3 % )의 순이었다. 60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6 0세 미만군의 평균연령은 4 9세, 60세 이상군은 6 3세
였다(Table 1).

2. 6 0세를 기준으로 한 두 연령군에서 성별, 침범

부위, 임상소견등의 요인에 따른 비교분석

6 0세 미만군과 6 0세 이상군에서 남녀환자의 수, 유병
기간, 침범범위, 양성 이학적 소견, 경추성 신경근병증
유무를 비교하였으나 이들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요인은 없었다(Table 2).

3. 연령에 따른 정중신경의 신경전도검사 비교

정중운동신경 복합운동활동전위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종말잠복기는 서서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정중감각신경 활동전위와
전도속도는 연령증가에 따른 일정한 변화양상을 보이지
않았다(Fig. 1).

4. 6 0세를 기준으로 한 두 연령군간의 신경전도검

사의 비교

6 0세 이상군에서 6 0세 미만군보다 복합운동활동전위
가 유의하게 낮았고( p＜0.05), 운동종말 잠복기는 유의
하게 길어진( p＜0.1) 소견을 보였으나 감각신경전도속
도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고 찰

수근관 증후군은 1 8 6 3년 James Paget에 의해 처음으
로 기술 되었으며, 전체 인구의 0.1% 정도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차진료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압박성 신경손
상 증후군이다.9 , 1 2 , 1 3 증상은 정중신경이 전완부에서 근지
대(flexor retinaculum)밑의 수근관을 지나 수장부로 주
행시 근지대의 비후로 인한 압박에 의해 발생한다.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근내의 활막 비후 혹은 섬유
화1외에 다른 흔한 원인으로 건초의 염증과 손목 골절 혹
은 염좌, 그리고 반복되는 손목의 운동 손상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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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Sex
Male Female TotalAge

n=47(%) n=177(%) n=224(%)(years)

≤39 11(23.4) 17(09.6) 28(12.5)
40~49 08(17.0) 33(18.6) 41(18.3)
50~59 17(36.2) 76(43.0) 93(41.5)
60~69 09(19.1) 39(22.0) 48(21.4)
70≤ 02(04.3) 12(06.8) 14(06.3)

Table 2. Variables between those under 60 years and those 60 years or over carpal tunnel syndrome patients

Age group <60 years ≥60 years Total
Variables n=162(%) n=62(%) n=224(%) p

Sex
Male 036(22.2) 11(17.7) 047(21.0) 0.997
Female 126(77.8) 51(82.3) 177(79.0)

Symptom period
1 year < 031(19.1) 07(11.3) 038(17.0) 0.401
≤1 year <2 years 036(22.2) 10(16.1) 046(20.5)
≤2 years <3 years 013(08.0) 05(08.1) 018(08.0)
3 years < 020(12.4) 10(16.1) 030(13.4)

Laterality
Bilateral 118(72.8) 46(74.2) 164(73.2) 0.372
Unilateral 044(27.2) 16(25.8) 060(26.8)

Rt 031(19.1) 08(12.9) –
Lt 013(08.1) 08(12.9) –

Abnormal physical findings
Tinel or Phalen sign positive 032(19.7) 10(16.1) 042( 35.8) 0.534
Thenar atrophy 013(08.0) 06(09.7) 019(17.7) 0.691

Radiculopathy 009(05.6) 06(09.7) 015(15.3) 0.270



수근관 증후군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환자는 주로 중년 여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연령이 지나면 발생의 빈도가 감
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 , 1 4 , 1 5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전체
의 7 8 %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령

층은 5 0대로 전체의 4 1 . 5 %였으며 이 중 3 3 . 9 %는 여성
이었다.

수근관 증후군 진단시에는 확진을 위한 신경전도속도
측정이 필수적이다. 충양근( l u m b r i c a l i s )에서 기록하는
정중운동 신경전도검사는 수장부의 정중신경의 손상때나
원위분지의 이상이 있을 때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알려져
왔다.1 6 충양근 복합활동전위는 단무지외전근( a b d u c t o r
pollicis brevis)의 근위축으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울 때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중신경의 신경전도검사를 확진방
법으로 사용하였는데 단무지외전근의 복합운동활동전위
를 측정하였다.

수근관 증후군 환자들에서 연령이 전기생리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감각신경전도속
도가 느려짐을 관찰하여 보고한 연구가 있다.1 0 본 연구에
서는 수장피의 신경활동전위와 수지피의 신경전도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감각신경의 검사에서 같은 경향을 관찰하
였다. 최근 S c h w a r t z와 C h a n8은 말초신경병증이나 이전
의 신경병증과 같은 기존의 원인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1 0 0명의 환자에서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를 하였는데 연령
증가에 따라 정중운동신경에서 종말잠복기는 점차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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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mparison of median nerve conduction studies to age.
*SNCV(F):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finger to wrist(m/sec)
†SNCV(P):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palm to wrist(m/sec)
‡SNAP(P):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palm to wrist(µV)
§SNAP(F):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finger to wrist(µV)
||CAMP:Compound action motor potential(mV)
¶TL:Terminal latency(msec)

Table 3. The comparison between those under 60 years and those
60 years or over carpal tunnel syndrome patients in nerve conduc -
tion velocity studies.

Age group <60 years ≥60 years
Mean±SD Mean±SD p

Variables (n=162) (n=62)

SNCV(F)* 28.5±11.9 28.9±12.5 0.835
SNCV(P)† 25.2±10.3 25.7±10.3 0.775
SNAP(P)‡ 23.5±13.9 25.5±15.6 0.355
SNAP(F)§ 14.8±8.6 14.0±7.7 0.529
CAMP|| 10.7±4.5 9.3±4.5 0.035
TL¶ 4.4±1.2 4.6±1.4 0.098

*SNCV(F) : 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finger to wrist(m/sec)
†SNCV(P) : 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palm to wrist(m/sec)
‡SNAP(P) :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palm to wrist(µV)
§SNAP(F) :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finger to wrist(µV)
||CAMP : 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mV)
¶TL : Terminal latency(msec)



는 반면 운동활동전위는 점차 감소함을보고하였다.
즉, 60세 미만군에서 정중운동신경 종말잠복기는 4 . 8

m s e c이나, 60세 이상군에서는 6.5 msec이었고, 평균활
동전위는 젊은층에서는 8.0 mV이었으나 노년층에서는
2.1 mV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정중신경
과 척골신경의 신경전도검사를 함께 시행하였고 감각신경
검사시에는 요골신경의 신경전도검사를 포함하였다. 그리
고 원위운동잠복기의 상한치를 6 9세 이하는 1.2 msec,
7 0세 이상은 1.8 msec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감각신경에
서 전도속도는 40 m/sec 이상, 진폭은 10 μV 이상을 기
준으로 하여 검사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검사 방
법에서 정중신경에서만 신경전도속도를 측정하였고 각 검
사치의 상한치와 정상치를 모든 연령에서 3.9 msec(잠복
기), 34.05 m/sec~40.6 m/sec(감각신경 전도속도)로
비교하여 이들의 기준치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 정중운동신경 종말잠복기는 6 0세 미만군에서 4 . 4±
1.2 msec이었고, 60세 이상군에서는 4 . 6±1.4 msec로
작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p＜0.1). 또한 복합운
동활동전위에서는 6 0세 미만군은 1 0 . 7±4.5 mV, 60세
이상군은 9 . 3±4.5 mV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 . 0 5 )
이들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S c h w a r z와 C h a n8은 이렇듯 6 0세를 전후한 두 군간의
신경전도검사소견 비교를 통하여, 두 군이 서로 다른 기전
에 의한 경과를 겪게 되므로 각각 다른 치료적 접근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는데 6 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부
목을 이용한 손목고정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요법등을 우
선적으로 시행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적 요법이 필
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6 0세 이상 군에서는 젊은
환자보다 더 허혈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수근관 증후군
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며 따라서 고령층에서는 단시간에
오는 심한 운동장애를 막기 위해 조기에 검사와 치료를 의
뢰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연령군에 따른 질환기전
의 차이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신경전도검사 소견의 차이
외에도, 임상적으로 두 군간의 증상 발현 기간의 차이를
언급하였는데, 60세 미만에서는 평균 1 8개월, 60세 이상
에서는 평균 3개월로 연령별 증상 발현 기간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유병기간이 확실하지 않았던 경우를 제외하고 6 0세미
만 군에서는 1년에서 2년 사이가 3 6명( 2 2 . 2 % )으로 가장
많았지만, 60세 이상의 군에서는 1년에서 2년과3년 이상
이 각각 1 0명( 1 6 . 1 % )으로 가장 많아서 이들의 연구 결과
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류되지 못했던 경우가 포함되
었다면 다른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외에
성별, 침범 부위별, 이학적 소견 양성이었던 경우와 경추
성 신경근병증등 관련된 다른 인자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측성보다는 양측성이 더 많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이학적 소견에서는 전체의 5 3 . 5 %에

서 양성소견을 보여 중간정도의 양성율을 보였으며 양 군
간에 비슷한 양성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자들에서
두 군간에 의의있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없었다. 본 연구
에서는 이학적 소견이 약 반 정도에서만 양성소견을 보여
Szabo 등4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제한
된 시간 내에 환자를 진찰해야하는 외래 진료의 시간적 제
약과, 비교적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 원내에서 검사가 용
이한 신경생리검사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에서 언급하지는 않았
지만 직업력(농부,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하
는 사람, 주부)유무도 두 군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나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연령과 신경전도속도의 연관성에 관한 보고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문헌과의 비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근관증후군에서 연령에 따라 전기신
경생리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연령군에 따른 치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추후 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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