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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반응인 H 반사와 F파는 자극 부위인 말초신경에
서부터 척수를 통해 돌아오는 신경경로를 파악하는 전기
진단검사의 하나로 말초신경질환의 진단에 유용하다. 후
기 반응 검사는 근위부 신경을 포함한 신경전달시간을 검
사하기 때문에 말초신경의 근위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1 또한, 통상적인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이상소
견을 보이지 않는 초기의 길랑-바레 증후군에서 비정상소
2
견(연장되거나 소실)을 보일 수 있다.
저자들은 중추신경계 질환인 척수병증에서 후기 반응
의 소실을 주된 이상소견으로 보인 환자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한다.

❚증 례
56세 여자가 하루 전 발생한 양하지의 위약감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하지의 근력저하는 갑자기 발생하
여 발에서 허벅지 위로 진행하였고, 30분 만에 양쪽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다. 근력저하와 함께 양
하지의 감각저하와 배뇨장애가 동반되었다. 선행된 감기
증상이나 장염증상은 없었다. 과거력에서 특이한 병력은
없었고 가족력 및 약물 복용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신

체진찰에서 활력징후는 모두 정상이었다. 신경학적 진찰
에서 의식은 명료하였고 뇌신경기능은 정상이었다. 상지
의 근력은 정상이었고, 하지는 양쪽 모두 Medical research
council (MRC) 등급 0 이었고, 근위부와 원위부의 차이는
없었다. 심부건 반사는 상지는 정상이었으나 하지에서 모
두 소실되었다. 감각 검사는 통각, 촉각이 L1 피부분절 이
하로 소실되어 있고 진동감각과 위치감각도 하지에서 소
실되어 있었다. 바빈스키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증상발생 하루 후에 시행한 척수 자기공명영상검사에
서 뚜렷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Fig. 1 A-C). 같은날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 양하지에서 H 반사와 F파가 형성
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에서 시행한 운
동신경전도 검사와 비복신경에서 시행한 감각신경전도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상지에서는 F파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고 신경전도검사도 모두 정상이었다. 척수액 검
사에서 백혈구수 0개, 단백질 31 mg/dL (정상, <45 mg/dL),
당 61 mg/dl (혈당, 94 mg/dL) 로 정상이었다. 전혈구검사,
전해질검사, 생화학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관염검사, 종
양표지자, 비타민 B12, 엽산을 포함하는 혈액검사에서 이
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상기 검사결과를 토대로 척수 병
변 보다는 길랑 바레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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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용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하였다.
하지만, 이틀 뒤에 추적 검사한 신경전도검사에서 처음과
동일한 검사결과를 보였고,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에서 경

골신경을 자극했을 때 T12 척수돌기까지는 반응이 보였으
나 피질유발전위가 형성되지 않았다. 상지의 정중신경 자
극에서는 유발전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다. 척수병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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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itial (A-C) and follow-up (D-I) MRI. Initial sagittal T2 (A and B) and contrast-enhanced T1 weighted images (C) of the spine are normal.
Follow-up spinal imaging (7 days after presentation) shows high signal intensity on T2 images (D and E) and abnormal enhancement on
contrast-enhanced T1 images (F). Axial T2 image at the level of T2 (G) is unremarkable in appearance. The lesion is located centrally in the cord at the
level of T5 (H) and diffusely at the level of T10 (I) on axial T2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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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 척수 자기공명영상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T2 강조영상에서 가슴척수와 허리척수에 고신호강도와
부종이 보이고, 가돌리늄 조영증강 영상에서 비정상적으
로 조영 증강된 소견을 보였다 (Fig. 1 D-I). 시신경척수염
(neuromyelitis ooptica, NMO)에 대한 항체(anti-NMO)와 자
가면역항체는 음성이었다. 척수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혈
관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대동맥
조영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고용
량 스테로이드를 5일간 사용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혈장교환술을 5회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
았다.

❚고 찰
증례의 환자에서 보인 서혜부 이하의 감각저하와 배뇨
장애를 동반한 양하지의 마비는 척수병증을 좀더 시사하
는 증상이다. 하지만, 척수 자기공명영상검사와 척수액 검
사가 정상인 경우 감별진단으로 길랑 바레 증후군을 고려
해야 한다. 초기 길랑 바레 증후군에서 유일하게 이상소견
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H 반사와 F파의 소실이
관찰되어 초기에 길랑 바레 증후군으로 추정하였다. 하지
만, 이후에 추적한 신경전도 검사에서 특징적인 말초신경
병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증상의 호전도 보이지 않아 척
수 영상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였다.
통각 뿐만 아니라 위치감각과 진동감각이 모두 소실된 점
은 급성횡단척수염에 좀 더 부합된 소견이지만, 4시간이
내에 증상이 최대로 진행한 점, 정상소견을 보인 초기 영
상검사 결과, 정상 척수액 검사 및 나쁜 예후 등은 척수경
색을 시사하는 소견이다.3,4
후기 반응검사는 일반적인 신경전도검사로는 확인이
어려운 말초신경의 근위부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1,2
된다. 신경근, 신경총, 말초신경의 근위부 병변에서 소실
이나 비정상적인 연장 소견을 보이고, 길랑 바레 증후군
같은 급성병변에서는 신경전도검사가 정상인 초기에 유
일하게 이상소견을 보일 수 있는 검사이다. 반응의 소실이
나 신경전도시간의 연장과 함께 F파의 경우에 자극횟수
대비 파형이 나오는 횟수를 보는 지속성(persistence)과 잠

복기의 차이를 보는 분산(dispersion)도 진단적 의미가 있
다. 중추신경계 이상에서는 H 반사와 F파의 진폭이 증가
하여 H/M 비와 F/M 비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인다. 하지
만, 급성기 중추신경계질환에서 F파의 진폭이 오히려 감
소하고 F파 지속성이 감소하는 소견이 보일 수 있다.5 특
히 급성 척수병변에서는 척수 쇼크로 인해 일시적으로 후
기반응이 소실되거나 운동신경세포 집단의 직접적인 손
상에 의해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 있다. 척수 쇼크에 의한
소실은 추적 검사에서 후기반응이 다시 나타나지만, 운동
신경세포의 직접적인 손상에 의한 경우에는 추적 검사에
서도 회복되지 않고, 운동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에서도
이상소견이 보인다.6 증례의 환자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전기진단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다. 급성 횡단성
척수염과 척수경색에서 후기반응이 소실된 보고가 있고,
이로 인해 초기에 진단 오류를 야기하여 본 증례처럼 길
랑 바레 증후군으로 잘못 진단한 보고도 있다.6,7
후기반응검사는 말초신경질환의 진단에서 유용성이 잘
알려져 있지만, 척수병변이 있는 환자에서도 H반사와 F파
가 소실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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