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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천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acquired demyeli-

nating polyneuropathy, ADP)은 대표적으로 급성 염

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AIDP)과만

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chronic inflamma-

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 CIDP)

이 있다. 염증성 탈수초성 말초신경병증을 가진 환자에서

주된 병리는 전장의 말초신경에 걸쳐 일어나나 b l o o d

nerve barrier가 취약한 원위부 및 근위부에 집중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1 신경전도검사는 상기 질환들의

진단을 위해 필수적이고 매우 유용하나, 측정과정의 기술

적인 제약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중간 내지 원위부 신경분

절만 평가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물론 F -파( F -

w a v e )와 같은 후기 반응이 상기 질환에서 근위부 신경분

절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

위부 신경 분절의 전도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근위부

신경분절의 이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으며, 감각신경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운동유발전위 (motor evoked potential, MEP)는 경

두개 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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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The proximal and distal nerve segments are preferentially involved in acquired
demyelinating polyneuropathies (ADP).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assess the usefulness of motor evoked
potential (MEP) and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SSEP) in the detection of the proximal nerve lesion in ADP. 

Methods: MEP, SSEP and conventional NCS were performed in 6 consecutive patients with ADP (3 AIDP, 3 CIDP).
MEP was recorded from abductor pollicis brevis and abductor hallucis using magnetic stimulation of the cortex and the
cervical/lumbar spinal roots. SSEP were elicited by stimulating the median and posterior tibial nerves. Latency from
cortex and cervical/lumbar roots, central motor conduction time (CMCT), EN1-CN2 interpeak latency were measured
for comparison. 

Results: MEP was recorded in 24 limbs (12 upper and 12 lower limbs) and SSEP in 24 limbs (12 median nerve, 12
posterior tibial nerve). F-wave latency was prolonged in 25 motor nerves (25/34, 73.5%). Prolonged CML and PML
were found in 41.7% (10/24) and 45.8% (11/24), respectively. Interside difference (ISD) of CMCT was abnormally
increased in the upper extremity, 66.7% (4/6 pairs) in case of CML-PML. EN1-CN2 interpeak latency was abnormally
prolonged in one median nerve (1/10) and LN1-P1 interpeak latency was normal in all posterior tibial nerves. 

Conclusions: MEP and SSEP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roximal nerve and root lesion in ADP. MEP
and SSEP is supplemental examination as well as complementary to conventional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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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대뇌의 운동피질에서 추체로(pyramidal tract)

를 통한 하행 운동전달로의 기능을 평가하고2 체성감각유

발전위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SSEP)는

말초신경에 전기자극을 주어서감각신경의 주행경로를 따

라 전위를 기록하여 그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3 , 4 말초신

경병증에서 신경전도검사와 비교하여 근위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MEP와 S S E P는 근위부 신경

분절의 평가를 통해 신경전도검사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검사가 될 수 있다.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에 관해 MEP 혹은

SSEP 연구들이 있었지만,5 - 7 진단에 있어서 이 검사들의

진단적 가치는 강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

해 후천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에서 근위부 신경 병변

을 알아내는 데 있어 M E P와 S S E P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환자

2 0 0 2년 6월부터 2 0 0 3년 8월까지 본원 신경과에 입원

한 환자 중 AIDP 혹은 C I D P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각각의 임상적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만 포함하였는데 A I D P는 Asbury 등8이 보

고한 바와 같이 4주 이내에 최고조로 진행하는 위약감이

두군데 이상의 사지에서 보이고, 위약감이 있는 사지에서

심부건반사가 감소되거나 소실된 경우로 하였다. CIDP는

2달 동안 진행 또는 재발하는 상하지의 위약감이 있으면

서 대칭적인 위약감과 심부건반사의 소실 혹은 감소가 있

어야 한다.9 또한 두 질환 모두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의

기준을 AAN committee에서 제시한 전기생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랐다.1 0 총 6명(M:F=3:3, age=45.7±1 9 . 4 )을

대상으로 신경전도검사, MEP, SSEP 검사를 모두 시행

하였다.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시사하는 임상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신경전도검사와 함께, 적어도

하루이내에 M E P나 SSEP 검사가시행되었다.

2. 신경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는 우측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양측의

비골신경 및 후경골신경에서 운동 신경전도검사를, 우측

의 정중신경과 척골신경 및 양측의 비복신경에서 감각 신

경전도검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피부온도는3 1 . 0°C 이상

으로 유지하였고, 운동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말단잠복기

(distal motor latency, DML), 운동 신경전도 속도

(motor nerve conduction velocity, MNCV) 및F -파

잠복기(F-wave latency)를, 감각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감각 신경전도 속도(sensory nerve conduction time,

S N C V )를 구하였다. DML를 구하기 위한 원위부 신경자

극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의 경우 기록 표면 전극으로부

터 5 cm 근위부, 비골신경의 경우 8 cm 근위부, 후경골

신경의 경우 10 cm 근위부에서 이루어졌다. 전도 차단

(conduction block)은 근위부 자극시 복합근육활동전위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 음파형

의 진폭 (negative amplitude)이 원위부 자극시에 비해

50% 이상 감소되어 있을 때(CMAP 음파형 면적의 경우

40% 이상 감소)로 정의하였고, 단 CMAP 지속기간의 변

화가 30% 이내인 경우로 국한하였다.1 1 S N C V는 정중신

경 및 척골신경에서 정방향으로(orthodromically), 비복

신경의 경우 역방향으로(antidromically) 자극하여 검사

하였고, 첨파 잠복기(peak latency)로 측정하였다. 신경

전도 검사상 상기 변수들의 정상치는 서울대학병원의 참

고치를 이용하였고, F-파 잠복기는 환자의 나이와 신장

을 고려하여보정하였다.

3. Motor Evoked Potentials (MEP)

모든 환자에서 양측 정중신경계와 후경골신경계의

MEP 검사를 시행하였다. MEP 검사시 자기자극은

Cadwell MES-10 기기를사용하였으며, 직경 9.0 cm의

원형 코일로서 최대 자장 강도는 2.0 Tesla였다. MEP의

기록은 Cadwell Excel 근전도기를 사용하였다. 상지에

서는 단모지외전근(abductor pollicis brevis)에 배부건

방식(belly-tendon method)으로 기록전극을 부착하고

두정부( C z )와 제 5 - 6경추 부위에서 자기자극을 시행하였

다. 하지에서는 모지외전근(abductor hallucis)에 기록

전극을 부착하고 두정부( C 3 / C 4 )와 제 3 - 4요추 부위에서

자기자극을 시행하였다. 자극은 최대 자장 강도의 6 0 %부

터 시작하여 최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극 강도

를 증대하였으며, 코일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하여 최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극의 빈도는 매 3초당 1

회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환자는 앉은 자세 혹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반응의촉진( f a c i l i t a t i o n )을 일으킬 수 있

는 근 수축 상태가 아닌 근 이완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

였다. M-파 및 F -파의 측정은 통상적인 신경전도검사를

사용하였다. 중추성 운동전도시간(CMCT; central

motor conduction time)은 운동피질 자극시의 잠복기

(central motor latency, CML)에서척수자극시의 잠복

기(peripheral motor latency, PML)를 뺀 값( C M L -

P M L )으로 정의하였다.1 2 - 1 4 C M C T의 기준치는 정상 대조

군의 2 표준편차(SD) 범위 이상 연장된 경우로 정의하였

고, 좌우차가 정상대조군의 2 SD 범위 이상 벗어나는 경

우도비정상으로 간주하였다.1 5

4.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SE P )

S S E P검사는 Nicolet Pathfinder II를 사용하였으며

검사는 본원에서 표준화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1 6 검

사 대상 환자는 조용한 방에서 앙와위를 취하게 하였다.

0.1 msec의 square wave pulses가4.7 Hz로 정중신경

에 전달되었으며 3.1 Hz로 후경골신경에 전달되었다. 자

극 강도는 상지에서는 엄지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로, 하

지에서는 발목이 굴곡하는 정도로 정해졌으며 총

5 1 2 ~ 1 0 2 4회의 자극을 2회 반복하여 유발전위파의 진위

후천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에서의 운동유발전위 및 체성감각유발전위 연구

J Korean Society for Clinical Neurophysiology / Volume 6 / May, 2004 21



를 판정하였다. 기록 전극은 상지에서는 세 군데로 하였

는데 양측 E r b’s point (EP; EN1), C5의척추돌기( c e r-

vical potential; CN2), 두정부 두피(cortical poten-

tial; N1)로 하였다. 하지에서는 L 3의 척추돌기( l u m b a r

potential; LN1)와 T12 척추돌기(thoracic potential;

TN1) 그리고 후두정부 두피(cortical potential; P1)로

하였다. 파간 잠복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E N 1 - C N 2

를 측정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들의 신경전도검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환자들은 모두 신경전도검사결과 다발신경병증에 부합하

는 검사 소견을 보였다. 그 중 세 명(Patient 1, 4, 5)의

환자에서는 운동성 다발신경병증을 보였다. F-파 잠복기

는 총 3 4개의 운동신경 중 2 5개에서(73.5%) F-파가 비

정상적으로 연장되거나 파형이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F -파는 상지에서 1 4개의 운동신경 중 9개( 6 4 . 3 % )가 잠

복기가 연장되었고, 하지에서는 총 2 0개의 운동신경 중

1 6개( 8 0 % )에서 연장되었다. H-reflex는 총 1 1개의 감각

신경 중 1 0개에서 파형이 관찰되지 않았고 1개에서 파가

연장되었다. 

MEP 검사는 총 2 4개의 사지(상지 12, 하지 1 2 )에서 기

록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CML과 P M L이 연장

된 경우는 각각 4 1 . 7 % ( 1 0 / 2 4 )와 4 5 . 8 % ( 1 1 / 2 4 )였다.

C M C T는 상지에서 1개, 하지에서는 2개가 연장되었다.

C M C T의 좌우차이는 상지에서 6쌍 중에 4쌍( 6 6 . 7 % )이

차이가 났고 하지에서는 좌우차이가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속하였다.

S S E P는 1 2개의 정중신경과 1 2개의 후경골신경에서 기

록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F-파가 연장되면서

S S E P검사가 정상인 경우는 오직 한 경우에서만 관찰되

었던 반면, F-파는 정상인데 S S E P검사가 하나라도 이상

이 있게 나온 것은 5개였는데, 상하지를 나누어 보면

M N S E P에서 7개중 3개, PTSEP에서 6개중 2개이다.

SSEP 검사에서 EN1-CN2 구간의 파간잠복기는 정중신

경에서 1개(1/10, no potential 2개)가 비정상적으로 연

장되었으며, EN1-N1의 파간잠복기의 경우는 없었다. 후

경골신경에서는근위부 신경이 포함되어 있는구간( L N 1 -

P 1 )은 모두정상 소견(no potential, 6개)이었다.

권형민·홍윤호·오동훈·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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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nerve conduction studies.

Patient 1 Patient 2 Patient 3 Patient 4 Patient 5 Patient 6
(F/54) (F/37) (F/37) (M/19) (M/51) (M/76)

DML (cm/sec)
Median (right/left) 3.3 5.1 4.3 3.1 3.4 3.3/3.0
Ulnar 2.4 4.9 3.0 2.5 2.5 2.5/2.5
Peroneal 4.6 9.6/10.7 5.9/5.9 4.0/4.0 5.8/4.8 4.7
Posterior tibial 4.5 8.0/7.4 5.1/4.7 4.0/4.2 5.7/5.6 4.3

MNCV (m/sec)
Median 55.0 29.5 44.9 53.0 55.0 39.4/42.9
Ulnar (BE-W) 56.8 41.2 48.9 56.0 55.0 47.7/34.9
Ulnar (AE-BE) 71.4 39.5 48.4 57.0 54.0 45.5/35.0
Peroneal (BFH-A) 48.2/ 29.4/33.6 38.9/38.0 47.0/45.0 38.0/33.0 47.5
Peroneal (AFH-BFH) 55.6 ND 35.7/39.1 ND ND 43.5
Posterior tibial 47.1 33.3/32.7 32.7/36.4 47.0/47.0 50.9/50.3 37.9

CMAP (mV)
Median 2.7 4.1 12.5 6.7 7.1 2.0/4.6
Ulnar 3.7 5.4 12.9 3.4 3.9 7.8/6.7
Peroneal 3.7 2.4/2.4 6.8/5.8 6.4/8.1 0.9/1.6 4.0
Posterior tibial 12.3 3.4/2.9 8.7/5.9 18.4/15/2 7.9/5.2 4.2

SNCV (m/sec)
Median 56.3 35.0 43.0 58.0 52.0 NP/40.4
Ulnar 60.0 28.9 44.2 62.0 58.0 37.3/37.9
Sural 36.9 33.3/32.7 35.0/34.9 38/39 36/39.1 33.7

F-wave latency, median 26.3/26.1 27.5/28.3 30.8/30.5 27.6/29.3 29.4/30.5 28.1/29.0
F-wave latency, ulnar 26.7 26.7 25.2 32.8 29.4 28.4/29.2
F-wave latency, posterior tibial 47.5/47.8 59.5/59.7 58.4/58.1 49.4/49.7 50.3/50.3 48.9/49/1
F-wave latency, peroneal 45.0 57.2/52.3 54.5/57.2 52.6/49.6 NP/55.0 47.2
H-reflex latency 28.0 NP/NP NP/NP NP/NP NP/NP NP/NP

DML indicates distal motor latency; MNCV, motor nerve conduction velocity; CMAP, compound motor action potential; SNCV,
sensory nerve conduction velocity; ND, not done; NP, no potential.
Bold numbers indicate the value of prolongated or out of normal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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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우리는 이상에서 M E P와 S S E P가 A D P의 근위부 신경

의 침범을 평가하는데 있어 통상적인 신경전도검사의 F -

파 잠복기와 상호 보완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첫째, F-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근위부 신경 분

절의 병변을 시사하는 M E P계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1

예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F-파는 운동신경 전장에 결쳐

존재하는 전도이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N C S상 전도이

상을 보일 경우 근위부 신경분절의 병변을 특이적으로 나

타낸다고 볼 수 없음에 반해, MEP 결과 중 C M L - P M L

로 구한 C M C T의 비정상적인 연장은 신경근의 침범을 특

이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1 7 근위부 신경전도의 이

상을 평가함에 있어 특이도면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근위부 신경 분절의 병변을 시사하는 M N S E P

계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 또한 1 예가 있었다는 점이다.

M N S E P계의 경우 EN1-CN2 파간잠복기의 연장은

brachial plexus에서 cervical cord에 이르는 감각신경

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들 질환에서 중추신경계의 이

상이 없음을 고려할 때, 근위부 신경분절의 이상을 특이

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시 본 연구에 포함

된 환자들이 원위부에서 측정된 신경전도에서 이상을 보

인 점과 이와 같은 경우 F -파 잠복기는 근위부 신경절의

침범을 특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며, 또한 운동신경의 이

상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

로 S S E P검사는 근위부 감각신경 분절의 이상을 평가하

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 -파 잠복기가

정상이면서 S S E P와 MEP 검사를 함께 시행할 경우 그

진단적 민감도가 증가할 것이다.

Table 2. Results of motor evoked potentials

Upper Limbs Lower Limbs

Patient CML PML CML-PML CML PML CML-PML

Right 1 20.30 15.90 4.40 40.30 22.10 18.20
2 32.30 23.90 8.40 62.80 39.20 23.60
3 26.10 18.20 7.90 51.40 31.90 19.50
4 20.00 15.50 4.50 39.50 23.10 16.40
5 20.20 12.70 7.50 38.90 22.40 16.50
6 25.90 10.50 15.40 44.40 23.60 20.80

Left 1 21.00 13.00 4.40 36.90 20.30 16.60
2 35.30 24.10 8.00 65.20 42.30 22.90
3 24.50 18.00 11.20 51.10 30.90 20.20
4 21.60 14.10 6.50 40.60 22.50 18.10
5 21.60 15.00 7.50 41.40 22.70 18.70
6 27.00 13.70 6.60 51.10 29.70 21.40

Bold numbers indicate the value of prolongated or increased upper normal limit.
CML, central motor latency; PML, peripheral motor latency.

Table 3. Results of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MNSEP PTSEP

Patient EN1 CN2 N1 EN1-CN2 EN1-N1 LN1 TN1 P1 LN1-P1

Right 1 9.36 12.12 18.06 2.76 8.70 18.20 20.02 35.36 17.16
2 13.32 16.98 23.34 3.66 10.02 NP NP 46.02 NA
3 11.88 15.30 21.12 3.42 9.24 22.88 23.92 43.16 20.28
4 9.42 12.66 19.14 3.24 9.72 20.80 21.06 37.96 17.16
5 9.48 13.20 18.72 3.72 9.24 NP NP 40.82 NA
6 NP NP NP NA NA NP NP NP NA

Left 1 9.06 12.00 17.94 2.94 8.88 17.94 19.24 35.10 17.16
2 13.14 18.54 23.16 5.40 10.02 NP NP 43.68 NA
3 11.58 15.18 20.76 3.60 9.18 22.88 23.40 42.64 19.76
4 9.78 12.72 19.14 2.94 9.36 20.02 20.80 38.74 18.72
5 9.60 13.56 18.84 3.96 9.24 NP NP 40.82 NA
6 NP NP NP NA NA NP NP NP NA

Bold numbers indicate the value of prolongated or increased upper normal limit.
NP; no potential, NA; not applicable



본 연구 결과 흥미로운 점은 C M L - P M L로 구한

C M C T에서 양측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절대값의 기준

치 비교에 비해 예민도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A D P

의 경우 임상적으로 양측을 침범하는 대칭성을 보이나,

신경전도검사 결과는 비대칭적이며 다초점성을 보인다는

점과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것이다.1 따라서, 양측

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경미한근위부 신경분절의 침범

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M E P와 MNSEP 검사에서 근위부 신경 분

절 침범을 특이적으로 나타내는 변수의 이상은 각각

12.5% (3/24), 10% (1/10, NP제외)로, F-파잠복기보다

낮은 정도 ( 6 4 . 3 % )의 예민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결과에서 F -파 잠복기의 이상과 M E P ,

SSEP 검사에서 근위부 신경분절의 이상을 나타내는 변

수의 이상이 일치하는 경우는 4개중 3개에 해당되어 각각

의 검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인 신경전도검사에서 구하는 F -파 잠

복기는 가장 직경이 크고 빠른 전도속도를 가진 신경섬유

를 평가하며, 운동신경섬유의 1 ~ 5 %만이 F -파에 기여하

므로 일부 신경섬유만이 침범된 경우 예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위부 신경전도의

이상이 있는 경우 침범된 신경분절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1 8 M E P에서의 신경근 자극은 i n t e r v e r-

tebral foramen 부위에서 대다수의 운동섬유를 흥분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ML-PML로 구한 C M C T

는 intervertebral foramen 상단의운동 신경분절을 특

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F -파 잠복기의 단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SSEP검사를 통해서는 운동신경

이 아닌 감각신경전도를 측정할 수 있고 파간 잠복기를

통해 근위부 신경분절에 특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F -파 잠

복기가 정상인 경우 M E P와 SSEP 검사를 통해 근위부

신경분절의 침범 여부를 특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F -파 잠복기에 이상이 있으나, CML-PML의

C M C T와 M N S E P계의 EN1-CN2 파간 잠복기가 모두

정상인 경우 근위부 신경분절의 침범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Wohrle 등5은 1 4명의 염

증성 탈수초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M E P를 시행하여

이 병변의 위치가 말초신경뿐 아니라 근위부 신경에도 있

다는 것을 C M C T연장으로 설명하였고 Menkes 등1 9은 신

경근자극이통상적인 신경전도검사에서이상을 발견하지

못할 때 행해야 하는 검사라고 주장하였다. 염증성 탈수

초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서 F -파와 S S E P와의 관계를

연구한 것은 많지 않지만 한 연구7에서 P T S E P가 A I D P

초기진단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환자수가 많지

않아 전체를 대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연

구에서는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환자를 모을 때 운

동증상과 감각증상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는 검사

의 성격상 M E P가 운동신경로를 평가하고 S S E P가 감각

신경로를 평가하므로 이를 구별지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그 경우 각각의 증상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근위부 신경의 병변을 발견하는데

F -파로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M E P와 S S E P를 이용하

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유발전위검사는 단독으로보

다 신경전도검사와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A D P환자에 있

어서 신경근이나 근위부의 신경병변을 발견하는데 있어

보조적인도구로사용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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