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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어떤 부상이나 질병

을 치료한 후에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증상이 고

정되는 상태를 일컫는다[1]. 이러한 장애에 대한 평가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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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recommends a disability rate (DR) of 1%-3% 
in the judgment of physical disability owing to sensory disturbance (SD) after 
dental treatment; however, criteria for deciding the exact percentage have not 
been sugges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criteria in the 
application of forensic physical disability evaluation by comparing the results 
of SD using the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PT) test. A total of 324 patients 
with SD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Oral Medicin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between January 2013 and August 2020, underwent 
the test. The eight stages, as a result of the CPT value, were reorganized 
as follows: profound sensory loss, very severe and severe as “severe group”, 
advanced and moderate as “moderate group”, mild and very mild as “mild group”, 
and normal as “normal group”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was used 
to calculate the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CPT values at 2000 Hz, 250 Hz, 
and 5 Hz among the four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average values of CPT among the four groups (P<0.001). Additionally,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CPT value between the affected and non-
affected sides of the patients was observed among the four groups (P<0.001).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ationale for applying DR from 
1%-3% wa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ity of the mandibular nerv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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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상이나 개인의 보험에 관계된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

게 여겨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교통사고, 산

업재해사고, 의료과오사고, 공해나 약물에 의한 사고 및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증가하므로 인간의 신체손상과 그 후유장

애 발생도 매년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복지국가들의 

보건정책 만성 질환자와 장애자에 대한 복지의료 관리 및 대

책에 관심을 기울여 보건정책의 변화로 장애의 판정은 그 중

요도가 높아지고 있다[2].

악안면영역에서의 장애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현재 치과 치료 영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악 신

경과 하악 신경의 감각부전장애가 문제시되고 있다. 임플란

트의 보험화와 기타 여러 치료 및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의 감

각신경의 장애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감

각부전의 장애평가에서는 국배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의 국

내평가표와 McBride 평가표 및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평가표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넓

고 직접적인 적용이 아니라 간접적 준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

정이어서 법치의학적 실무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

는 실정이다[3].

이러한 감각부전의 경우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뉴로미터

(Neurometer CPT/C, Neurotron, Baltimore, MD, USA)

는 감각부전의 객관화, 정량화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기구

라 할 것이다[4,5]. 2013년 이후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구강

내과에 치과 치료 후 감각장애 주소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

급받기 위하여 뉴로미터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는 매년 평균 

41.86±8.94명이다. 환자마다 호소하는 주관적인 불편감의 정

도는 차이를 나타내지만 객관적인 뉴로미터 검사 결과 수치

와 불편감의 정도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대한치의학회에

서는 치과 치료 후 발생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감각저하로 

인한 후유장애진단 시 장해율을 1%-3%로 권고하고 있는데 

1%-3%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3]. 

이에 본 연구는 전류인지역치 검사를 이용한 감각부전의 검

사 결과를 비교 고찰하여 법치의학적 장애평가의 적용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3년 1웝부터 2020년 8월까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

내과에 내원한 환자 중 하악 부위의 감각부전을 주소로 내원

한 환자 중 뉴로미터를 이용하여 전류인지역치검사를 시행한 

환자 총 324명(남성이 114명, 여성이 21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첫 방문 시 모든 환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었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PNUDH-2020-035).

2. 연구 방법

(1) 전류인지역치 측정

뉴로미터(Neurometer CPT/C, Neurotron)를 이용하여 사

용자 지시에 따라 이환측과 비이환측을 알코올솜으로 세척한 

후 전도성 겔을 도포한 금 도금된 두개의 Goldtrode를 삼차

신경의 하악분지에 부착하고 2,000 Hz, 250 Hz, 5 Hz의 3

가지 주파수 각각의 값을 측정하였다. 대상 환자가 감각을 느

낄 수 있는 강도까지 증가시켜 값을 측정하였다. 

(2) 그룹화

치과 치료 후 감각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부위를 이환

측과 비이환측으로 나누어 뉴로미터를 시행하였다. 뉴로미

터 검사결과에 따라 총 8단계로 심도가 나뉜다. Profound 

sensory loss, very severe, severe의 3단계를 심한 그룹, 

advanced, moderate의 2단계를 중간 그룹, mild, very 

mild의 2단계를 약한 그룹, normal을 정상 그룹으로 총 4그

룹으로 나누었다.

(3) Cone-beam computed tomography상 하악관의 

접촉 여부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를 촬영한 환

자들의 치과 시술 후 이환측 하악관의 손상 여부를 조사하였

다. 발치 및 악골 수술 후 하악관의 상부 경계선이 끊어졌거

나, 임플란트 fixture가 하악관과 접촉 또는 침범한 경우, 근

관치료 충전물이 하악관에 접촉 또는 침범한 경우를 하악관

에 접촉한 경우로 판독하였다. CBCT 영상 판독은 2명 이상

의 영상치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3. 통계학적 분석

모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고

려하였다. 치과 시술 종류별 전류인지역치값의 통계학적 차

이를 측정하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으며 

CBCT 영상에서 하악관의 손상 여부에 따른 전류인지역치값

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s t test를 시

행하였다. 그룹에 따른 전류인지역치값의 통계학적 차이를 

평가를 위해 ANOVA test가 사용되었다. 대상자 내에서 이

환측과 비이환측의 통계학적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Paired t 

test를 사용하였다.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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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술 후 경과시간과 전류인지역치값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이 사용되었다.

결    과

총 3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뉴로미터 검사가 진행되었다. 

최저연령 17세 최고연령 85세로 평균 51.58±13세였다. 여성 

210명, 남성 114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1.8배 정도 높았다. 

감각부전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시술 종류를 살펴보았을 때 

단일 치과치료로 임플란트가 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발치(18%), 악골수술(6%), 근관치료(5%) 

순이었고 기타 마취(3%), 골이식(2%), 치주수술(1%) 순이었

다(Fig. 1). 

치과 시술 종류에 따른 전류인지역치값은 모든 frequency

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표현하는 VAS score와 사건 발생 후 

처음 전류인지역치 검사에 경과된 시간과의 전류인지역치 값

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결과값 표시하지 않음). 이

환측 위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측이 152명

(46.9%), 좌측이 161명(49.7)%, 양측이 11명(3.4%)으로 차이

가 좌우측 비율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환측에 따른 세가지 

신경의 전류인지역치값의 통계학적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P>0.05, 결과값 표시하지 않음).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감각저하 심도는 profound 

sensory loss부터 normal까지 모든 단계의 분포를 보였는

데 심한 그룹(profound sensory loss, very severe, severe)

이 201명(62%)으로 가장 많았고 약한 그룹이 42명(18%)으

로 다음 순이었고 중간 그룹이 31명(10%)이었으며 환자가 감

각저하를 호소하였지만 49명(15%)은 전류인지역치 검사상 

normal의 결과를 보였다(Fig. 2). 

342명의 대상자 중 234명이 CBCT를 촬영하였으며 CBCT 

결과상 116명(49.6%)은 치과 시술로 인해 임플란트가 하악

관을 침범했거나 하악관의 상부 경계가 불분명함이 확인되었

으며 118명(50.4%)은 CBCT상 하악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

다. 하악관 손상 여부에 따른 전류인지역치 값의 통계학적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Table 2). 

기존의 8단계를 전류인지역치 검사 결과 정상 그룹을 제외

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후 총 4그룹 간의 

통계학적 차이를 평가했을 때, 4그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1) 사후검정(Games-Howell법)

을 실시하였을 때 2000 Hz (Aβ)에서는 약한 그룹과 정상 그

룹간의 평균 값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심한그

룹, 중간 그룹, 약한 그룹 각각의 그룹간의 평균에는 통계학

적 차이가 존재하였다(P<0.05) (Table 3). 250 Hz (Aδ)에서

는 네 그룹 모두 그룹간 각각 비교 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0.05). 5 Hz (C)에서는 중간그룹과 약

한 그룹 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그

Fig. 1. Types of dental treatment procedures that cause sensory 
disturbance.

Types of dental treatment (n, %)

Table 1. Difference in CPT according to types of dental treatment

Types of dental 
treatment (frequency)

Third molar 
extraction

Implant
Orthognathic 

surgery
Endodontic 
treatment

Anesthesia 
injection

Bone graft
Periodontal 

surgery
P-value

2,000 Hz 306.42±204.26 285.57±181.89 308.06±255.06 259.47±222.96 393.25±314.11 210.50±137.24 70.00±187.63 0.601

250 Hz 142.64±180.21 127.37±149.21 134.06±157.63 100.33±140.93 145.50±128.29 96.38±82.19 59.25±37.71 0.507

5 Hz 109.73±162.82 91.01±122.76 96.56±123.78 69.33±109.54 92.75±73.84 61.75±56.15 30.75±22.53 0.35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P-values were obtained by Kruskal-Wallis. 
CPT,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SD, standard deviation.

Fig. 2. Severity of hypoesthesia in patients with sensory disturbance.

Severity of hypoesthesia in patients with 
sensory disturbanc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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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들 간에는 평균값의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Table 3). 

대상자들의 이환측과 비이환측 사이의 각 세가지 신경의 

통계학적 차이를 조사했을 때 2,000 Hz (Aβ)에서는 4그룹 

모두에서 이환측과 비이환측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대상자가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전류인지역치 

검사 결과상 정상으로 나온 그룹에서도 통계학적 차이를 보

였다. 250 Hz (Aδ), 5 Hz (C)에서는 정상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고    찰

치과 치료는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저작기능의 회복

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치과 치료로 인

한 의원성의 하악신경과 설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여 감각부

전과 같은 불편감을 환자에게 주기도 한다[6,7]. Libersa 등

[8], Renton과 Renton과 Yilmaz [9]의 연구에서는 치과 치

료 후 감각부전을 일으키는 대표적 수술로 제3대구치 발치가 

40%-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플란트는 3%-18% 정

도의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임플란트가 

65%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제3대구치 발치(18%) 

순이었다(Fig. 1). 이는 우리나라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접근도가 높으며 2014년 이후 만65세 이상에서 임플

란트의 보험 적용 역시, 임플란트 시술을 약 2.8% 정도로 증

가시킨 것에 일조하였다고 생각된다[10]. 그만큼 증가한 임

플란트 보급률은 임플란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증가시켰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치과 치료 후 감각부전이 나타났을 때 

moderate나 mild한 경우보다는 severe한 경우가 60% 이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Fig. 2). 

Libersa 등[8]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 치료 종류에 따라서 

감각장애가 일시적인 비율이 25% (임플란트)-85.1% (근관치

료)로 차이가 나타났고 영구적인 감각장애의 경우도 14.9% 

(근관치료)-75% (임플란트)로 치과 치료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앞선 연구결과로 추론했을 때. 치과 시술 종류에 따

라 하악 신경 손상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본 

연구결과상 치과 치료 종류에 따른 전류인지역치값의 통계학

적 차이는 없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CBCT상의 하악

관 손상 여부에 따른 결과값의 통계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

났다(Table 2). CBCT에서 하악관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감각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은 직접적인 신경관의 손상이 없더라도 

치과 시술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자극, 혈종, 주위 조직의 미

세 신경의 손상 등으로도 감각 부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것이다[11,12]. 술자가 주의하여 신경관 손상을 방

Table 2. Difference in result value of CPT according to the damage of mandibular canal in CBCT

Freguency Damage to the mandibular canal Intact mandibular canal P-value

2,000 Hz 299.28±175.33 285.14±190.08 0.602

250 Hz 139.05±142.35 118.96±132.22 0.921

5 Hz 104.32±134.22 80.00±98.33 0.2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P-values were obtained by Independent t test.
CPT,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CBCT, cone beam computer tomography;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 in result value of CPT by severity of the neurometer test result

Frequency Severe group Moderate group Mild group Normal group P-value Post-hoc result
2,000 Hz (Aβ fiber) 369.63±206.22 199.16±55.47 155.33±62.34 138.24±49.90 <0.001 a>b, c, d

b>c, d
(Games-Howell)

250 Hz (Aδ fiber) 179.84±173.18 63.88±9.64 46.24±22.54 26.41±12.43 <0.001 a>b, c, d
b>c, d
c>d
(Games-Howell)

5 Hz (C fiber) 134.18±146.50 35.16±11.93 27.95±20.65 13.00±8.01 <0.001 a>b, c, d
b>d
c>d
(Games-Howe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P-values were obtained by ANOVA test.
CPT,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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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미세 신경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될 것이다. 환자의 VAS score 역

시 전류인지역치값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치과 치료

의 종류나 CBCT의 하악관 손상 여부 결과나 환자의 주관적

인 불편감이 하악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장애의 예후를 예

측하는 한 인자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뉴로미터 결과로 객관적인 감각부전의 장애를 평가

해야 할 것이다[13,14]. 

본 연구에서 뉴로미터 검사 결과에서의 정상을 제외한 7가

지의 단계를, 본 연구에서 심각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

었다. 이 3단계(심한 그룹, 중간 그룹, 약한 그룹)으로의 재편

성이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세 가지 A

β 신경섬유(2,000 Hz), Aδ 신경섬유(250 Hz), C 신경섬유

(5 Hz) 모두에서 매우 유의한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증을 통한 그룹 간의 비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P<0.001). 각 단계는 양의 비례로서 그 역치가 올라가는 것

을 확인하여 각 뉴로미터의 사용 검증에 따른 결과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감각장애의 장애등급을 결정 시 단계

별로 3단계의 적용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임상적으

로 신체감정 시 장애진단서 발급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

환자들의 이환측과 비이완측의 전류인지역치값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도 심한그룹, 중간그룹, 약한그룹 간의 높은 통계

학적 차이를 보였다(P<0.001). Aβ 신경섬유(2,000 Hz)에서

는 정상그룹에서도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전류인지역치 값의 

통계학적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분류한 정상

그룹이 환자들은 감각이상은 호소하나 뉴로미터 결과상 정상

의 값이 나온 것으로 치과 치료 후 주로 촉각과 압력을 담당

하는 굵은 Aβ 신경섬유의 전류인지역치값의 증가가 정상범

위 기준을 넘진 않았으나 이환측과 비이환측의 통계학적 차

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편감을 객관적

으로 입증하는 결과라 생각한다(Table 4) [15]. 

뉴로미터의 재현성의 확인은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

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어 구강악안면부위의 감각부전에서의 

적용은 그 신뢰성이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 

실무에서 장애판정의 기준으로서 각 기준표의 적용이 일괄

적이지 않고 특히나 한국 보험회사들이 많이 적용하는 맥브

라이드법에서는 아예 악안면부의 감각부전의 항목이 없는 실

정으로서 뇌신경 부전항목을 준용하여 장애진단을 해오면서 

감각부전의 심도에 대한 평가는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6]. 그러나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각 심도를 약 3단계로 나

눌 것으로 권고하는 연구서를 내놓았으나 그 근거가 될 참고

문헌이 없었기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 치료 후 감각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

으로 뉴로미터를 이용한 전류인지역치 자극값의 비교 분석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심각한 정도에 따라 

정상그룹을 제외하고 뉴로미터에서 제시한 7개(profound 

sensory loss, very severe, severe, advanced, moderate, 

mild, very mid)의 단계를 3단계로 심한 그룹, 중간 그룹, 약

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각 그룹간의 전류인지역치 값에는 

통계학적으로 양의 비율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각 대

상자에서 이환측과 비이환측에도 새로 정한 3그룹 간 통계학

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악신

Table 4. Difference in result value of CPT between the affected site and the non-affected site in patients

Frequency P-value
CPT value

Group Difference in mean value SD P-value

2,000 Hz (Aβ) <0.001 Severe 213.86 216.25 <0.001

Moderate 81.78 58.69 <0.001

Mild 50.45 56.30 <0.001

Normal 16.65 41.75 0.008

250 Hz (Aδ) <0.001 Severe 142.94 168.75 <0.001

Moderate 32.63 15.80 <0.001

Mild 21.22 21.07 <0.001

Normal 0.92 9.48 0.501

5 Hz (C) <0.001 Severe 113.746 143.55 <0.001

Moderate 20.97 13.62 <0.001

Mild 14.71 18.45 <0.001

Normal 0.90 7.50 0.406
P-values were obtained by Paired t test.
CPT, current perception threshold;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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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손상의 심각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진단서 작성 시 3단계

로 나누어 장애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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