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2006 by the Korean Society for Clinical Neurophysiology 125

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8(2):125~134, 2006     ISSN 1229-6414

서 론

수년간 동물실험에서 온도조절과 표준화에 한 필요성

이 인식되어져 왔는데, 이는 자연환경과 유사한 생체외

실험을 통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초기 임

상 신경생리학자들은 온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

으나 인간의 모든 신체부위가 동일 온도라는 가정 하에

근전도를 시행하 지만 실지로 팔, 다리에서의 체온은 몸

통보다는 낮다는 것이 간과되었다. 실지로 30분간 실내온

도를 36도로 유지한 후에도 사지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29도로 낮은 것을 흔히 관찰할 수 있고 때로는 26도까지

측정되기도 한다. 특히 근위축이나 움직임에 장애를 동반

한 신경근육질환 환자의 경우 체온 저하는 더욱 심할 것

이다. 이런 환자들의 사지를 따뜻하게 한 후에 신경전도

속도가 느리게 측정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다음의 2가지 이유로 온도가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 미

치는 향에 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1. 온도를 포함한 동일 환경에서 측정한 검사결과 값이

조 군과 다를 경우에만 비정상소견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질환이 있는 경우 온도가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 미치

는 향은 정상적인 환경에서와 다를 것이다. 온도라는

한 가지 변인의 연구는 근긴장증과 같은 질환을 밝히거나

병리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것에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다.

신경전도와 근전도검사에서의 체온

서울보훈병원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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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in Nerve Conduction and Electromy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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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various physiological factors that affect nerve conduction velocity (NCV), temperature is the most impor-
tant. Because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error. It is known from animal experiments
that conduction is eventually completely blocked at low temperatures, the myelinated A fibers being the first affected
and the thin fibers of group C the last. Many studies showed that the NCV decreases linearly with lowering temperature
within the physiological range. The distal motor latency increased by 0.2 msec/。C drop in temperature between 25。C
and 35。C in the median, ulnar and peroneal nerves. The temperature affect the neuromuscular transmission; The minia-
ture endplate potential (MEPP) and endplate potential (EPP) are increas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In myasthenia
gravis, the reduction in the decremental response is observed following cooling. The lowering temperature make
increase the amplitude of sensory compound action potential; make enlarge the surface area of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with very little increase in amplitude; make diminish the fibrillation potential and increase the myotonia in
needle electromyography (EMG). Because of these findings mentioned above, the skin temperature should be routinely
monitored and controlled during nerve conduction tests and needle EMG an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er-
preting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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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y)

1) 운동신경(motor nerve)

표준 신경전도속도 검사에서 얻어진 신경전도속도는 신

경섬유 중 가장 빠른 전도속도를 보이는 신경섬유

(myelinated fiber)의 값이다.

온도를 낮추면 운동신경전도 속도가 느려진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다.1,2

De Jong 등은 비골신경(peroneal nerve)을 이용한 연

구보고에서 35도에서 평균 운동신경전도속도는 49.6±9

m/sec이고, 온도가 떨어질수록 1.8 m/sec/。C의 비율로

속도가 느려져 23.5도가 되면 그 속도가 25.9 m/sec으로

느려지는데 이는 기존 값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하 으며,

이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전도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게

된다고 하 다. 급격한 전도속도 감소는 역치의 증가와

유발전위 모양의 변화(낮은 진폭, 느린 잠복기)로 인해 전

도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현상과 관

련이 있었다고 했다.2

De Jesus 등1은 연구보고에서 18도에서 36도 사이에서

정중신경의 전도속도는 온도와 비례되는 상관관계를 갖는

다고 하 다. 그들은 또한 섬유의 종류에 따라 온도의

향을 더 크게 받아 차가운 환경에서 전도속도가 더 느려

지기 것을 발견하 다. 즉, 큰 A섬유가 차가운 온도에 가

장 크게 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B섬유, C섬유의 순이라

고 한다.3 빠른 섬유의 경우 느린 섬유보다 그 비례정도를

선으로 나타낼 경우 그 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 빠르고 느

린 전도속도와 온도 사이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loga-

rithm을 이용하여 공식으로 나타낸 것은 아래와 같고 이

를 이용하여 특정온도에서 전도속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Y2 = Y1 (Q10)△T/10

Q10 = the ratio of highest to lowest velocity over

a 10。C range.

Y2 = corrected velocity at a standard tempera-

ture (。C).

Y1 = observed velocity.

△T = difference in centigrade between standard

and observed temperatures.

위의 공식을 변형하면 아래의 공식과 같다:

Y2 = Y1 e(M2△T)

e = the base of the natural log system.

M2 = 0.0419

이 공식들을 이용하여 44명의 환자를 상으로 온도를

높인 환경과 낮춘 환경에서 신경전도속도를 알아본 결과

공식에 입한 값과 유사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측정온도는 모두 표면온도라

는 것이다. 

Q10을 semilogarithm함수를 이용해 모든 섬유에 적용

할 때 그 값은 1.51이었고, De Jong은 1.61로 보고하

다. 부분의 화학반응에서 Q10의 값은 2.5~3.5이다. 신

경전도속도는 분명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Henriksen은 29도에서 38도 사이에서 2.4

m/sec/。C로 신경전도속도 변화가 더 크다고 보고하 다.4

실지로 검사 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운

동신경전도속도를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환자에서 구하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상이고5,6 이와 같은 소견은 말초신경병증과 감별에 이

용되어진다. 하지만 운동신경전도속도가 정상범위에 있기

는 하나 병이 진행함에 따라 최 운동신경전도속도가 점

차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말기가 되면 가끔 운동신경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아주 작은 진

폭(<1.0 mV)과 관련된 현상으로 여겨진다. 온도가 낮아

지면 전도속도가 느려지기에 정상범위에 있기는 하나 낮

은 정상 한계 값을 나타내는 경우 비정상으로 잘못 진단

될 수 있다.

2) 감각신경(sensory nerve)

Buchthal과 Rosenfalk는 정중감각신경 연구7,8에서 2

m/sec/。C변화를 보고하 는데 겨드랑이부터 손가락에

이르는 신경의 전체 길이에서 검사한 것으로 온도는

20~36。C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Q10=1.5를 적용한 결과

와 동일하 으며 개구리9,10와 고양이3를 이용한 동물실험

결과와 아주 비슷하 다.

3) 말단 운동신경 잠복기(distal motor latency)

운동신경의 말초 가지의 전도속도를 측정한 값인 말단

운동신경 잠복기와 신경근 접합부의 전도는 온도변화에

비슷하게 향을 받는다. Carpendale11은 정중신경, 자신

경, 비골신경의 경우 말단 운동신경 잠복기가 25~35。C

범위에서 온도가 1。C 떨어지면 0.2 m/sec 느려진다고 보

고하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경에 주는 자극위치와

측정 전극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보정계

수를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

의 차이는 실험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검사

자 간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법 표준화

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진다. 또한 보정계수는

검사부위 체온을 알 때만 활용할 수 있어 검사전과 검사

도중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도가

신경말단부에 미치는 향은 중심부 신경전도와 비교해서

비슷하기는 하나 Q10값의 경우 다소 높은데(말단 운동신

경 잠복기 1.65, 최 운동신경전도속도 1.50)1 아마도 이

는 신경근 접합부에는 해부학적으로 신경과 근사이에 연

결이 안되어 있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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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수초 질환에서 전도(conduction in demyeli-

nating disease)

탈수초성 신경병증에서는 온도와 신경전도속도간에 상

관관계이외에 부가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신경전도 차

단이 심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중추신경계질환

환자에서 체온상승이 증상의 악화에 미치는 향을 밝히

고자 하 다.12,13 결절 간 전도시간이 현저히 길어지고 결

절 간 전도가 차단되는 것을 흔히 고온에서 관찰할 수 있

었다. 

결절(nodal)과 결절간막(internodal membrane)의 특

징을 이해하는 것은 탈수초현상에서 전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14,15 분석에 따르면 결절과 결절간막은 아주

다른데 나트륨 채널 수 차이를 그 예로 들었다. 결절간막

이 흥분성인지 비흥분성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두

지점 간 저항의 순간 변화가 전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차단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심

해진다.13 다르게 말하면 탈수초 질환에서 온도를 낮춤으

로써 전도 실패를 실험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탈수초 부위를 탈분극하고 흥분시키는 전위

시간(duration of current)과 활동전위시간(action

potential)이 길다는 것을 말한다.14 하지만 중추신경계

탈수초 질환에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탈수초 말초

신경병증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신경전도검사가 탈수화의 심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반면 이는 임상적인 위약과 직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Landry-Guillain-Barre의 급성 다

발성척수병증에서 회복한 환자들이나 Charcot-Marie-

Tooth병 환자들의 친척 중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신경전

도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 위약과 명확한 상관 관계를 보

이는 것은 검사하기는 어렵지만 신경전도 차단(nerve

conduction block)으로 신경전도 도달시간과 축삭손상

정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5) 불응기(refractoriness)와 전도차단(conduction

velocity)

혹한에서 유수신경섬유(myelinated nerve fiber)의

전도는 결국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De Jong 등은

20。C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9.1。C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 다.2 이 결과는 포유동물에서

유수신경섬유 전도의 완전 차단이 7.6~9.1。C 일어난다는

보고와 비슷하다.15

정상적인 사람의 신경과 근육의 경우 불응기가 있고 이

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길어지는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

는데 근육의 경우 신경보다 그 불응기가 더 길고 특히

34。C 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16 흥분은 나트륨 채널의 수

가 충분할 경우에 가능하고 이때 나트륨 채널은 열리고

칼륨 채널은 닫힌다. 낮은 온도에서 불응기가 길어지는

것은 자극 말기에 나트륨과 칼륨 채널이 열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설명가능하며, 초기 나트륨 채널 활성

화에 미치는 향은 적다. 

6) 안정막전압(resting membrane potential)

온도가 안정막전압에 미치는 향에 관한 내용은 동물

조직을 이용한 실험실(in vitro)연구가 부분이다. 부

분의 실험에서 개 Q10=1.2로 온도와 비례관계가 있었

다.17

II. 신경근 전달(neuromuscular transmis-

sion)

신경근 접합부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은 한마

디로 말해 복합적이다. 여러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경 말단의 탈분극, 칼슘 유입에 필요한 전

기분비성의 커플링과정(electrosecretory coupling), 아

세틸콜린과 연접후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이용한 아세틸콜린에서 콜린과 아세톤으로

의 가수분해이다. 신경근 접합부는 안전한 마진(safety

margin)이 커서 정상적인 환경에서 온도 변화가 커도 별

문제는 없다.

이들 반응에 온도가 미치는 향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

가 양서류와 포유류 실험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아세세틸틸콜콜린린 퀀퀀다다((qquuaannttaa))의의 자자발발적적인인 방방출출: 포유류

근육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퀀타 방출이 늘어나고

miniature endplate potentials(MEPP’s) 빈도도 늘어

난다.18-20 MEPP의 진폭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이는 아세틸콜린이나 숙시닐콜린양에 의해 일어나는 종말

판반응(endplate response)과 유사하다.

■자자극극 유유발발 반반응응((ssttiimmuulluuss eevvookkeedd rreessppoonnsseess)): 종말

판전압(endplate potentials, EPP’s)은 다량의 아세틸

콜린이 연접후 막에 끼치는 효과를 측정한 값이다. EPP

값이 충분히 크면 근육활동전압은 역치를 넘어 전파될 수

있다. 아세틸콜린의 방출은 p(the propability of

release)와 n(the magnitude of the store of readily

releasable quanta)으로 이루어진 함수로 표현되는데 p

와 n은 모두 온도에 향을 받는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두 값은 모두 증가하게 되고21,22 한번의 자극에 더 큰 퀀타

가 방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쥐의 신경근육 연접에서 아

세틸콜린 퀀타는 온도 26。C에서 107개이나 37。C에서는

165개이다.21 자극의 빈도가 다르면 더욱 복합적으로 반응

하게 되는데 이는 저장된 퀀타의 소통(facilitation)과 재

충전(refreshment)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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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저자들은 온도와 소통, 재충전과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신경전 말단부(presynaptic terminal)에서 일어

남을 보고하 다.18,21-23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실제

임상 근전도 실험실에 적용할 수는 없다. 

주된 차이점을 들면 근전도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상

은 정상이 아니라 중증근무력증처럼 신경근 접합부 질환

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1960년 Simpson은 중증근무력증의 임상증상이 온도

를 낮추면 호전된다고 보고하 으며24 이러한 사실은

1973년 근전도 검사로 규명되었다.25 Fig. 1은 중증근무력

환자의 새끼두덩근(the hypothenar muscle)에서 정상

체온 36。C와 체온을 낮춘 30。C에서 진폭감소반응

(decremental response)을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여러 요인들이 온도를 낮추었을 때 일어나는 현

상에 관여할 것이다. 실험실 연구에서 보고하는 바에 따

르면 온도가 낮을 경우 전도물질의 상 적 절약(sparing)

이 발생하여, 처음 자극에 방출되는 퀀타수가 적어서 다

음 자극에 방출할 수 있는 남은 퀀타수가 많아지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연접후 종말판 민감도가 낮은 온도

에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26 여기서 민감도 증가

(enhanced sensitivity)라는 것은 신경제거성 초과민증

(post-denervation hypersensitivity)과는 확연히 다

른 개념으로 신경제거성 초과민증의 경우 근섬유 근막을

따라 연접외 수용체(extrajunctional receptor)가 발생

하지만, 종말판 수용체수와 MEP진폭은 정상인 반면에

중증근무력증의 경우 수용체 수는 감소하고 연접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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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cremental response at 2/sec in the ulnar nerve-hypothenar in a patient with myasthenia gravis. On the left at 36。C - on
the right following cooling of the hand to 30。C. Note the reduction in the decrement from 15% to 6%, and the increase in amplitude
following cooling which will be discussed late.

Figure 2. Decremental response at 2/sec in the ulnar nerve-hypothenar in a patient with the myasthenic syndrome. On the left at 35。C
- on the right following cooling of the hand to 30。C. Note the larger amplitude and slightly reduced decrement at the lower tempera-
ture. Note also the calibration mark of 500 μV.



체는 생기지 않으며 온도를 낮추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는

즉각적이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에

의해 일어나는 아세틸콜린의 가수분해 율에 온도가 미치

는 향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온도를 39。C에서 27。C로

낮추면 아세틸콜린 가수분해율이 83%로 감소한다고 한

다.27

다른 신경근 접합부 질환에서도 온도가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 근무력증의 하나인 Lambert-Eaton증후군28

(Fig. 2), 근육위축가쪽경화증,29 Ixodes Holocyclus에

의한 진드기 마비(tick paralysis)30에서 신경근 전달은

온도를 낮추면 호전된다. 이러한 사실은 연접전 또는, 연

접후 병변이냐에 상관없이 온도를 낮추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

III. 신경과 근육의 유발반응(evoked response)

1) 정상인(normal subject)

임계점(critical level)을 넘어서는 단일세포의 탈 분극

화는 활동전위를 유발한다. 생리학적으로 Hodgkin-

Huxley 법칙에 의해, 느리지만 좀 더 연장된 칼륨의 방출

이후 나타나는 다량의 나트륨의 갑작스런 유입으로 일어

난다.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과 근육들로부터 기록된 반응

들은 유발 자극 또는 자발 자극에 반응하여 많은 세포들

의 동시에 방출하는 활동전위들로 구성되어진다. 진폭,

지속기간(duration) 그리고 형태(configuration)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유발반응의 크기는

섬유의 크기와 기록전극과의 근접성(proximity)과도 연

관이 있지만 주로 활성화된 세포의 수를 나타낸다. 유발

반응의 크기는 진폭과 지속시간에 의해 결정되나, 파형을

형성한 표면적(surface area)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지

속시간의 첫 번째 결정요인은 기록 전극에 도달하는 모든

흥분된 세포들의 활동전위의 동시성(synchrony)이다.

즉, 이미 언급했듯이 신경과 근육에서 측정할 때 지속시

간은 신경섬유의 총수와 기록전극과의 거리뿐 아니라 주

로 가장 빠른 신경섬유와 가장 느린 신경섬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성이 증가할수록 지

속시간은 감소되나 진폭은 커질 것이다.

표준 신경전도속도(nerve conduction velocities)를

구할 때 유발반응의 초기음편향(initial negative

deflection)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수초화 섬유들

(myelinated fibers)의 전도속도를 측정한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냉각에 의해 신경섬유들의 전도

가 지연되면 잠복기(latency)가 늘어난다. 만약 냉각에

의해 모든 신경섬유들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유발반응의

형태의 변화는 기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발반응

의 지속기간은 늘어난다. 이것은 냉각에 의해 나타난 가

장 빠른 신경섬유와 가장 느린 신경섬유들 사이에서의 자

극 전달의 지연에 따르는 비교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수초화 섬유에서 37。C와 27。C 사이

의 Q10 (10。C 이상의 차이에서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느

린 속도의 비) 값은 1.6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37。C

에서 75 m/sec의 속도로 전도되는 섬유는 36。C에서

72.2 m/sec의 속도로 전도될 것이다. 50 cm보다 긴 분

절(segment)들은 그 연장치(delay)가 6.91-6.66=0.25

m/s로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37。C에서 25 m/s의 느린

속도로 전도되는 섬유는 36도에서 24 m/s 속도로 전도될

것이다. 50 cm보다 긴 신경분절에서 지연 결과는 20.8-

20=0.8 msec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가장 전도가

느린 섬유들과 가장 낮은 온도에서 더욱 의의가 깊다.  온

도에 따른 미세한 변화는 혼합 신경에서 자극의 전도에

한 전반적인 유형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

발복합활동전위(evoked compound action potential)

의 지속기간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던 특징인 신경과 근육에서

의 국소적인 냉각 효과에 해 살펴보았다. Fig. 3에서 이

효과에 해 기술하고 있다. 왼쪽 그림에서 정중신경은

둘째손가락의 기저(base)에 자극되었고, 반응의 기록은

정상 온도인 35。C에서 손목에서 시행되었다. 오른쪽 그래

프는 기록되는 부위인 손목위에 얼음을 놓은 후 같은 과

정을 반복한 것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속기간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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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dian sensory compound action potential recorded
at the wrist with surface electrodes, following stimulation of
the second digit. On the left at 35。C. - on the right following
cooling, restricted to the recording area. Note the increase in
amplitude without change in latency.

Figure 4.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recorded over the
hypothenar in a normal person at 35。C. and following cooling
to 30。C. There is very little increase in amplitude following
cooling but the surface area is enlarged by 11.0%. 



변화 없이 진폭이 증가된 것이다. 또한 자극전극과 기록

전극사이의 신경에서 냉각이 주어지지 않은 이후로 잠복

기(latency)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이러한 발견은 1949년 Hodgkin과 Katz31의 오징

어의 거 축삭(giant axon)에서의 실험들 의해 이미 밝

혀진 바가 있지만, 새로워진 관심은 최근에야 시작되었

다. 정상인 7명을 상으로 실시한 감각신경전위(senso-

ry nerve potential)에서 온도효과에 한 연구에서는

50~75%로의 진폭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32 반면에

유발전위의 음성성분(negative component) 역은

140~190%로 증가되었다. 게다가 전위의 지속기간 뿐만

아니라 말단 잠복기(distal latency)도 증가되었다. 이것

은 확실히 기록전극에만 냉각된 것이 아니라 손 전체가

냉각되었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또한 온도가 22~27。C로

낮아졌을 때 신경섬유의 군집에 있어 서로 다른 속도의

저하를 보인다.

이러한 온도의 향은 신경세포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

음 Fig. 4의 예처럼 근육에도 국소적인 냉각의 향이 나

타난다.

동시에 몇몇 신경섬유를 포함하지 않고 근육섬유만을

제한적으로 냉각하는데 있어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다소

덜 극적인 진폭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정상 실

험 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발견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복합활동전위(compound action potential)의 진폭과

표면적에 한 정상적인 증가는 냉각이 나트륨이온의 투

과도(permeability)의 연속적인 불활성화(inactivation)

보다 나트륨이온의 투과도의 초기증가에 적은 작용을 나

타내며 회복과정(recovery process)을 통해 칼륨의 투과

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활동전위의 회복과정이 느려

질 때 진폭은 증가한다.33

2) 질병

근육위축가쪽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을 가진 환자(Fig. 5, 6)에서 냉각에 의한 진폭의 변화는

특이했다. 이것은 온도 효과에 한 더 많은 연구를 이끌

게 하 다.34

신경의 냉각에 의해 생긴 고유한 비동시성(desyn-

chronization) 때문에 유발 반응의 표면적이 더 많이 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은 정상인에 비해 근육위

축가쪽경화증, 중증근육무력증과 근무력증후군(myas-

thenic syndrome)환자에서 냉각에 따른 표면적의 증가

를 보여주고 있다. 근육위축가쪽경화증 환자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 는데 이것은 위축이 없는 환자 그룹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 다(Table 2). 침근전도검사상 탈신경전

위가 없는 두 환자에서 현저하게 78%와 79%의 표면적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간단히 설명되지 않는

다. 근육섬유에서 탈신경 과정 초기의 비 효과(trophic

effect)의 소실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으나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근무력증후군 환자에서

의 증가는 향상된 신경근육전달(neuromuscular trans-

mission)에 의한 것임을 반 한다.

IV. 바늘전극검사(needle electrode examination)

1) 운동단위전위(Motor Unit Potential; MUP)

운동단위는 전각세포(anterior horn cell), 그것의 축

삭(axon), 그리고 눈근육에서는 약 10개로부터, 커다란

사지근육에 해서는 수백(1800개까지)에 이르는 다수의

근섬유를 신경 지배하는 수많은 말단가지(terminal

branches)로 구성된다. 바늘전극에 기록된 단일 운동단

위전위(single MUP)의 모양과 지속기간은 기록하는 전

극을 둘러싼 활동근육섬유의 위치 분포와 개개의 신경 잔

가지(twig)와 근섬유에서의 전도 길이와 속도에 의해

향을 받을 것이다. 온도효과는 개개 말단신경가지 전도의

김 두 응

130 J Korean Society for Clinical Neurophysiology / Volume 8 / December, 2006

Figure 5. Decremental response in the hypothenar at 2/sec in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t 35。C. and fol-
lowing cooling of the muscle to 29。C. Note not only the
improvement in the synaptic defect, but also the marked
increase in amplitude following cooling. 

Figure 6.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of the hypothenar
in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t 35。C. and
following cooling of the muscle to 30。C. Note the increase in
amplitude and surface area (35%) at the lower temperature. 



차별적인 속도저하와 근섬유를 지나는 자극 전파의 속도

저하, 또는 근섬유막에 한 자체 효과들을 통해 나타난

다. Buchthal 등은35 냉각을 통해 활동전위의 평균지속기

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근육활동전위의 평균진

폭은 37。C 기준으로 1。C마다 약 2~5% 감소되었다. 또한,

다수의 다위상전위(polyphasic potential)는 온도가 감

소함에 따라 37。C에서는 3% 관찰되지만, 30�C에서는

10~15%, 24~25。C에서 30~45%까지 관찰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앞서 기술한 모든 변화는 복합활동전위

(compound action potential)에서 논의된 비동시성

(desynchronization)에 의한 것이다.

냉각에 따른 진폭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Ⅲ장 참고. 신경, 근육유발반응). 이것은 냉각에 의

해 비동시성효과가 근막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

한다. 운동단위전위에 한 이러한 결과는 다른 온도에서

기록된 다수의 전위로부터 얻어진 통계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다. 하나의 개별운동단위전위에 한 연구가 시도되

었으나, 운동단위의 활성을 측정할 때 미세한 기록전극의

이동 때문에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 다.

2) 자발적 활성도(spontaneous activity)

* 근육잔떨림전위(fibrillation potential): 근육잔떨림

전위는 냉각함에 따라 감소한다.

* 근육부분수축전위(fasciculation potential): 근육부

분수축의 빈도는 아마도 냉각에 따라 변함이 없는 것 같

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진폭의 크기나 모양은 변

할 것이다.

* 근육강직방전(myotonic discharges): 임상적 근육

긴장증(clinical myotonia)처럼 전기적인 근육긴장도

(electrical myotonia)는 냉각에 따라 증가한다.

* 기이고빈도방전(bizarre high frequency dis-

charges): 연구자료가 없어 알 수 없음.

Ⅴ. 근수축(muscle contraction)

기계적인 역치(약 -50 mV) 수준에서 근막의 탈분극은

근수축을 활성화시키고 임계점(threshold)이상으로 근막

의 탈분극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활성이

자극된다.36 그 자체로 인한 근수축은 등급화되고 신경이

나 근막의 all-or-none 특성을 갖지 못한다.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근수축은 신경지배 하에 있고, 근

육활동전위에 의해 시작된다. 근수축에 있어 all-or-

none의 유사성을 주는 것은 바로 신경근육연접부에서 일

어나는 근육활동전위의 성질 때문이다. 근수축을 시작하

고 유지하는 활동전위의 효력은 그것의 강도와 지속시간

에 달려있으며 근소포체세망조직(sarcoplasmic reticu-

lum)으로부터 나오는 칼슘이온의 짝짓기방출(coupled

release)을 통해 작용한다. 정상 온도에서, 활동전위에

한 효과적인 지속기간은 약 1.5 msec로 짧다. 이는 액틴

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짧아지기 시작하고 건(tendon)

으로 장력이 전해지자마자 활동전위는 풀코스로 전달되

고, 근소포체막(sarcolemnal membrane)은 재분극되어

근수축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슘이온의 재흡수

는 근소포체세망조직에 의해 일어나고, 근육을 이완시킨

다. 이는 근섬유가 단일연축(single twitch)동안 완전한

장력전위(tension potential)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강직경련성 자극(tetanic stimulation)을 가진

채로 근육은 수축기동안 다시 자극되고 더 높은 장력을

가진 자극의 증가가 잇따라 일어난다.

위에 쓰여진 관점에 비추어보면, 근섬유의 자동적인 활

성화가 더 오래 지속될수록 활동전위진폭 (그리고 표면넓

이, 지속기간)의 크기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

다. 인간근육수축에 있어 냉각의 효과는 광범위하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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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Increase in surface area following cooling

N Mean % increase Range Age (Range) 

Control 10 18% 0~42 41 (24~72)
ALS 20 38% 13~79 54 (26~72)
Myasthenia gravis 18 28% 15~5 38 (25~68)
Myasthenic syndrome 13 81% 56~100 46 (46~47)

Table 2. Effect of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atrophy m-wave-hypothenar (20 ALS patients)

Atrophy N MeanAmplitudem V (±SD) % Increased Surface Area (±SD)

0 6 8.4 (±2.7) 51.0 (±23.0)
1 9 5.2 (±2.3) 40.0 (±15.0)
2 5 3.3 (±1.5) 18.0 (±13.0)



되지는 않았으며 많은 연구가 생체 내외의 양서류와 포유

류 근육에서 실험되고 있다. 그러나 타 실험에 한 상태

와 연구된 온도의 범위의 한계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인간근육과 비교할 수 없거나 인간근육에 적용시켜볼 수

가 없었다.

1) 수축(contraction)과 이완(relaxation)의 속도 변화

냉각시 관찰되는 가장 현저한 변화는 근육의 수축-이완

주기가 느려진다는 점이다. 근육이 최 장력(peak ten-

sion)에 이르는 시간(TTP=time to peak or contrac-

tion time)이나 휴지기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T1/2=half relaxation time or the time from peak

tension to half that value)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냉

각은 상당히 일관되게 이 두 시기에 작용한다.37-39 때때로

저체온증을 동반한 점액수종(myxedema) 환자의 느린

발목반사(ankle reflex)에 해 photomotogram을 통

해 Mayo Clinic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으나38 점액수종

에 한 진단적 검사로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정상근육의 냉각과 반 로, 이완기가 수축기보다 상

적으로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다.

점액수종에서 똑같이 느린 수축-이완주기(TTT=total

twitch time)를 얻기 위해서는 정상 사지를 25~28。C로

냉각시켜야 한다. 점액수종에서의 지연(slowing)은 냉각

에 의해 가중된다. 근수축 과정에서의 이러한 온도효과가

동물실험에서는 잘 증명되었으며 인간의 근육에서도 잘

나타나리라 사료된다.40

2) 근육강도(muscle force)에서의 변화

정상상태의 인간근육의 중등도 냉각은 연축(twitch)과

최 강직경련(tetanic)의 장력 모두를 감소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28,41 신경섬유에서 각각 다른 지연성 때문에 개

개 근섬유 흥분에서의 비동시성이 하나의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러나 장력 산출(tension output)의 변화는 동물

에서 간접 자극뿐만 아니라 직접자극에서도 나타나기 때

문에 온도가 수축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강직경련 장력이 인간에서

낮아진다고 보고 된데 반하여 포유류와 양서류의 실험결

과는 부분 연축 장력의 증가를 발견해왔다는 것에 주목

해야 한다.27,37,40 가능한 설명으로는, 높은 온도에서의 더

빠른 사과정에 의해 더 빨리 시작되는 이완작용을 나타

낸다는 것이다. 엄 히 말하면 짧은 연축에서 두드러지지

만, 강직경련에서도 그렇다.42

냉각이 정상인간근육의 힘을 감소시키지만 근육이 냉각

되는 쪽으로 반응하는 다른 이유에 의해 약해진다면 오히려

근육 힘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 중증근육무력증25,41과

람버트증후군28에서 쉽게 그런 예를 볼 수 있다.  Ricker

등은 연축장력과 중증근무력증에서의 감소반응은

25~30。C로 냉각했을 때 향상되지만 18~22。C로 냉각시

키면 강직경련을 다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연축도 조장

한다고 했다.

VI. 사지에서의 온도조절방법

환자의 사지 온도가 정상보다 낮을 수 있는 몇 가지 이

유가 있다. 추운 날씨라는 명백한 원인말고도 환자는 정

상적인 절연성의 체지방 위축이나 소실을 동반하는 신경

근육질환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신

경병(neuropathy)과 관련된 혈관운동성 변화(vasomo-

tor change)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람에

서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다가 근전도검

사실의 다소 위협적인 환경과 불안감 때문에 손이 차갑고

땀이 난다고 느낄 수 있다. 만약 사지의 표면온도가 35。C

이하이면 사지를 따뜻한 물(약 45。C)에 5분 동안 담그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따뜻하게 만들어 검사하여

야한다. 그러나 환자가 검사 침 로 옮겨지자마자 사지가

다시 빠르게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수건으로 사지

를 감싸놓을 수도 있고 적외선 전열기(가능하면 세로길이

약 50 cm 정도)가 가장 편리하겠지만 사지에 따뜻한 물

을 채운 주머니를 두는 것 같은 더 저렴한 방법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는 열원을 조

정할 수 있고, 전완(forearm)에 착용하는 열전기쌍

(thermocouple)이 있다.

표면과 신경주위의 온도 사이의 관계는 아주 흥미롭다.

전완에 설치한 열전기쌍에 의해 조절되는 열원을 가지고

37~38。C의 표면온도가 36~37。C의 신경주위 온도를 만

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8 같은 검사 실에서 시행된

하지에서의 연구를 보면, 36~37。C의 표면온도가

34~35。C의 신경주위 온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43

또 다른 검사 실에서 냉각이나 가열 후 각각 다른 표면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주위온도를 다섯 가지의 실험

상과 그 조 군에서 18회 측정하 다.1 온도차이의 범위

는 0~1.7。C 으며 더 차가운 표면온도는 보통 신경주위

온도보다 더 낮게 측정되며 반 로 따뜻한 온도에서는 그

역이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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