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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CorrelationbetweenPainIntensityandHbA1c
forDiabeticPeripheralNeuropathy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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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purposeofthisstudyistoevaluatethecorrelationbetweenHbA1candpain
intensityindiabeticperipheralneuropathypatients,andtocomparethedifferencebetween
twogroupsdividedbytheriskofcomplications.
Methods : Theparticipantswere46menandwomensufferingfromneuropathicpaindiagnosed
withdiabetesmellituswhovisitedtheHospitalofTraditionalKoreanMedicine,SemyungUniversity
fromJune,2014toAugust,2015.Age,durationofdiabetesmellitus,numericratingscale(NRS),
andMichiganneuropathyscreeninginstrument(MNSI)wereusedasevaluationtools.
Results :
1. Inall46cases,therewerenosignificantcorrelationsbetweenHbA1candage,duration of
diabetesmellitus,NRS,MNSIQ,orMNSIE.
2.Among23caseswithahighriskofcomplications(morethan7.0%ofHbA1c,groupA),
therewerenosignificantcorrelationsbetweenHbA1candage,durationofdiabetesmellitus,
NRS,MNSIQ,orMNSIE.
3.Among23caseswithalowriskofcomplications(lessthan7.0%ofHbA1c,groupB),there
werenosignificantcorrelationsbetweenHbA1candage,durationofdiabetesmellitus,NRS,
MNSIQ,orMNSIE.
4.Meansofdurationofdiabetesmellitus,NRS,MNSIQ,andMNSIEwerehigheringroupA
thangroupB,buttherewerenosignificantcorrelationsinstatistics.
Conclusions : Thisstudycouldnotfindstatisticallysignificantcorrelationsbetweenpainintensity
andHbA1cindiabeticperipheralneuropathypatients,somorestudiesarerequiredin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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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상 및 방법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1.연구대상

저하시키고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세명대학교 한방병원

다고 알려져 있다 . 환자의 신경병증성 통증의 증상은‘아

에서 시행한‘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전침 치료의

프다’
,‘감각이 이상하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전기

유효성 및 안정성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에 참가한 당뇨병

자극을 받는 것 같다’
,‘칼로 베거나 찌르는 듯하다’
,‘저리

성 말초신경병증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다’등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밤에 더
심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2).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증의 국내 유병률은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30~
50 %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과 함께 점
차 증가하고 있다3).

2.연구대상자의모집및선정기준
1)연구대상의모집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손상이 진행된 말초

환자의 모집은 신문 및 병원 내 포스터 공고를 통해 당뇨

신경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병성 말초신경병증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

손상이 진행된 신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

어졌으며, 그 중 만 19세 이상의 남녀 환자 중에서 적어도

다. 그러므로 조기진단 및 엄격한 혈당관리를 통해 신경 손

6개월 이상 대칭적으로 하지에 통증을 호소하는 자, 제 2

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신경 손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가

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당뇨병 관련 약물 복용 또는 인슐

장 중요하다 . 그러나 엄격한 혈당관리는 쉽지 않으며, 혈

린 투여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4)

당관리만으로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대증요법 및 보존적 치료법을 시행

2)선정및제외기준

한다.

⑴ 선정기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약물치료에는 항우울제, 항경

위의 연구대상자 중 아래를 만족하는 환자가 당뇨병성

련제, 아편유사제, 국소도포제가 있고, 알파 지방산, 감마

신경병증성 통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해당 기

리놀렌산 등도 사용되고 있다4－6). 비약물치료에는 침치료,

준을 적용하여 환자를 선정하였다.

전기척수자극(electrical spinal cord stimulation), 경
피전극신경자극(TENS), 레이저치료(laser therapy), 심

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호소하는 통증과 관련된
증상이 numericratingscale(이하 NRS) 4 이상인 자

리치료(psychotherapy) 등이 있다4).
한의학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관한 연구로는

②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Jeon 의 사암침법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Kwon 의 보간

(이하 MNSI) questionnaire및 examination각 2점

7)

8)

탕으로 호전된 치험 2례, Park 의 빈소산가미방으로 호전
9)

된 치험 1례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 연구가

이상인 자
③ 128 Hz tuning fork를 이용한 진동감각 검사, 10 g
모노필라멘트 검사, 발목반사 검사 중 2가지 이상의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Yang

10)

이상소견을 가진 자

의 당화혈색소(이하 HbA1c)와 유병기간이 신경기능 검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환자가 느끼는 통

⑵ 제외기준

증 정도와 HbA1c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찾을 수 없

① 신경병증성 통증의 주요 원인이 당뇨병 이외의 질환

었다. 이에 저자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 있어서

에 의한 자(악성질환, 족근관증후군, 신경의 압박, 비

HbA1c가 신경병증의 진행과 신경병증성 통증 정도의 예

타민 B12 부족, 갑상선기능저하증, 신경 독성작용(납,

후 판별 및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의한 지표가

알코올, 담배 등), 약물(화학요법 약제, isoniazid), 일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만성 염증성

환자의 통증 정도와 HbA1c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

탈수초성 신경병증, 요독증성 신경병증, 아급성 결합

하고자 하였다.

성 척수병증, 환상지통, 말초동맥의 폐색성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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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심
한 통증 질환(관절염, 요통, 척추관협착증, 추간판 탈
출증 등)을 가지고 있는 환자

4.임상시험승인
위 임상시험은 세명대학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의 심의

③ 최근 2주 이내에 신경병증성 통증과 관련하여 비스테

를 받았다(IRB 1405－03).

로이드성 소염진통제(국소도포용제, patch제 포함)
복용, 전기 자극, 캡사이신 혹은 리도카인 패치, 한의
학적(침, 뜸, 부항, 한약 등을 모두 포함) 치료 등을 받
은 적이 있거나 현재까지 치료 중인 환자
④ 최근 2주 이내에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 관련 약

5.평가항목
1)Numeric Rating Scale(NRS)

물인 항경련제(Pregabalin, Gabapentin), 세로토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수치평

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Duloxetine), 삼

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를 사용하였다12). 환

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Imipramine, Nor-

자가 겪는 통증의 평균적인 불편감(아프다, 감각이 이상하

triptyline, Desipramine),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전기 자극을 받는 것 같다, 칼로

억제제(Paroxetine, Citalopram)를 복용 또는 현재

베거나 찌르는 듯하다, 쥐어짜는 것 같다, 아프게 조이는

복용 중인 환자

것 같다, 얼어버린 것 같다 등)을 가장 심한 상태(10)부터
무증상(0)까지 환자 스스로가 11－point 눈금 위에 표시하

참여하는 모든 환자들에게는 임상 연구에 대한 설명서를
이용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설명 후 동의서를 모두 받았으
며 임상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 사본을 제공하였다.

도록 하였다. NRS는 환자가 내원한 당일 즉시 측정하였다.

2)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MNSI)
환자가 느끼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양상과 정도의 객관화

3.연구방법

를 위하여 MNSI를 사용하였다13). MNSI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평가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5개의 질문으

우선 환자의 성별,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진

로 이루어진 MNSIQ와 발의 외형, 궤양 유무, 128 Hz

하였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진단 및 다른 질환의 배제

tuning fork를 이용한 진동감각 검사, 10 g 모노필라멘트

를 위하여 혈액학적 검사(HbA1c, AST, ALT, γ－GTP,

검사, 발목반사로 이루어진 MNSIE 두 가지 평가 항목으

BUN, Creatinine, TSH, Free T4, VitB12) 및 이학적 검

로 나뉜다. 각 항목별 증상에 따라서 0점에서 1점씩 배정하

사를 시행하였다.

여 MNSIQ는 최대 13점(두 개의 문항은 점수를 매기지 않

당화혈색소는 영국의 전향적 당뇨병 연구(United King-

음)으로 계산하고, MNSIE는 최대 10점으로 계산하였다.

dom Prospective Diabetes Study, 이하 UKPDS) 에

진동감각 검사는 양측 엄지발가락 배면에 시행하며 환자가

서 당화혈색소 7.0 % 미만에서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적

더 이상 진동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와 검사자가

으며, 7.0 % 이상에서는 치료방법과 관계없이 합병증의 발

진동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시간차가 7초 이상

병이 증가한다는 것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0 %를 기준

이면 감소로 판정하였고, 환자가 전혀 느끼지 못하면 없음

으로 7.0 % 이상은 합병증의 위험도가 높은 군(그룹 A),

으로 판정하였다. 모노필라멘트 검사는 10 g 모노필라멘트

7.0 % 미만은 합병증의 위험도가 낮은 군(그룹 B)으로 구

를 이용하여 환자가 눈을 감도록 한 상태에서 환자의 발에

별하여 분석하였다.

서 지정된 10곳의 부위에 검사 부위와 시간간격을 무작위

11)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평가를 위해서 NRS 및 MNSI

로 하여 모노필라멘트가 구부러지도록 3초 이내의 힘을 가

questionnaire(이하 MNSIQ), MNSI examination(이

하여(Fig. 1)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2곳 이상인 경

하 MNSIE) 점수를 측정하여 통증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우 줄어듦으로 판정하였고, 10곳 모두 느끼지 못하는 경우

통증 및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없음으로 판정하였다. MNSI는 환자가 내원한 당일 즉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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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0gMonofilamentTest

Ⅲ. 결과

6.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준편차(mean
±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당뇨병성 말초신

1.일반적특성

경병증 환자의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 통증 정도(NRS,

전체 연구대상자 46명 중 남성이 26명(56.52 %), 여성

MNSIQ, MNSIE)와 HbA1c 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

이 20명(43.48 %)이었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평균연령은

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고, 그룹 A와 그룹 B 간의 평

63.00±8.71세로, 그 중 남성의 평균연령은 63.35±9.88

가지표의 비교분석은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

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62.55±7.12세였다. 그리고 연구

행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모두 신뢰구간 p＜0.05인 경우

대상자 전체의 평균 당뇨병의 유병기간은 11.58±9.10년

에 그 의미를 인정하였다.

으로, 그중 남성의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1.37±9.43년,
여성의 평균 당뇨병 유병기간은 11.85±8.89년이었다
(Table 1).

Table1.GeneralCharacteristics
N*

Age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year)

Male

26

63.35±9.88

11.37±9.43

Female

20

62.55±7.12

11.85±8.89

Total

46

63.00±8.71

11.58±9.10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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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bA1c 분포

3.평가항목과HbA1c 간의상관관계분석

전체 연구대상자 46명의 평균 HbA1c 수치는 7.74±

1)연령

1.93 %이었다. 합병증의 위험도에 의거하여 UKPDS에서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연령과 HbA1c 간

제시한 기준에 따라 HbA1c를 구분하였을 때, 합병증의

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하지 않

위험도가 높은 HbA1c 7.0 % 이상인 군(그룹 A)은 23명

았다(Table 3).

(50.00 %), 위험도가 낮은 HbA1c 7.0 % 미만인 군(그룹
B)은 23명(50.00 %)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 HbA1c의 평

2)당뇨병유병기간

균은 그룹 A에서는 9.18±1.78 %, 그룹 B에서는 6.30±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당뇨병 유병기간

0.32 %이었다(Table 2).

과 HbA1c 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Table2.HbA1cDistributioninPatientswithDiabeticPeripheralNeuropathy
N*

HbA1c(%)

High risk of complications
(more than 7.0 % of HbA1c, group A)

23

9.18±1.78

Low risk of complications
(less than 7.0 % of HbA1c, group B)

23

6.30±0.32

Total

46

7.74±1.93

*Number of patients

Table3.CorrelationsofHbA1cwithAge
Age

Total

Group A

Group B

Pearson correlation

－0.180

－0.009

－0.124

0.231

0.968

0.573

46

23

23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

Total

Group A

Group B

Pearson correlation

0.234

0.049

0.358

p－value

0.118

0.823

0.094

46

23

23

p－value

HbA1c

N*
*Number of patients

Table4.CorrelationsofHbA1cwithDurationofDiabetesMellitus

HbA1c

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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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RS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NRS와 HbA1c 간
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Table 5).

4.두군간의평가지표비교
그룹 A와 그룹 B 간의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그룹 A가 61.09±10.38세, 그룹 B가 64.91±6.30세로 그
룹 B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당뇨

4)MNSIQ

병의 유병기간은 그룹 A가 13.79±10.24년으로 그룹 B의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MNSIQ와 HbA1c

9.37±7.38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

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하지

이지는 않았다. 통증 관련 지표인 NRS는 그룹 A가

않았다(Table 6).

6.04±1.49, 그룹 B가 5.96±1.58로 그룹 A가 미세하게
높았고, MNSIQ는 그룹 A가 5.00±1.45로 그룹 B의

5)MNSIE

4.39±1.8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MNSIE와 HbA1c

않았으며, MNSIE는 그룹 A가 2.91±0.85로 그룹 B의

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하지

2.57±0.5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한 차이를

않았다(Table 7).

보이지 않았다(Table 8).

Table5.CorrelationsofHbA1cwithNRS

HbA1c

NRS

Total

Group A

Group B

Pearson correlation

0.036

0.037

－0.029

p－value

0.814

0.868

0.896

46

23

23

MNSIQ

Total

Group A

Group B

Pearson correlation

0.167

0.092

－0.098

p－value

0.266

0.678

0.657

46

23

23

MNSIE

Total

Group A

Group B

Pearson correlation

0.018

－0.285

－0.230

p－value

0.908

0.188

0.291

46

23

23

N*
*Number of patients

Table6.CorrelationsofHbA1cwithMNSIQ

HbA1c

N*
*Number of patients

Table7.CorrelationsofHbA1cwithMNSIE

HbA1c

N*
*Number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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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ComparisononAge,DurationofDiabetesMellitus,NRS,MNSIQ,MNSIEbetweenGroupAandGroupB
Group A

Group B

p－value

Age

61.09±10.38

64.91±6.30

0.140

Duration of Diabetes Mellitus(year)

13.79±10.24

9.37±7.38

0.101

NRS

6.04±1.49

5.96±1.58

0.849

MNSIQ

5.00±1.45

4.39±1.83

0.217

MNSIE

2.91±0.85

2.57±0.59

0.114

Ⅳ. 고찰

(HbA1c 7.9 %)을 10년간 추적 관찰하며 비교해 보았을 때
HbA1c 7.0 % 미만으로 엄격한 혈당관리를 시행한 환자들
에서의 합병증의 발생 및 진행이 일반 치료한 환자들의 합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말초신경

병증의 발생 및 진행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11,21)는 것을

의 기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뇨병의 만

토대로 HbA1c 7.0 %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나누어

성 합병증 중 그 빈도가 가장 높으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

서 비교하였다.

다 . 이는 인슐린 의존성과 비의존성 당뇨병 모두에서 나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통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나는 합병증으로 신경섬유 소실이 대칭적으로 진행되는

NRS, 환자가 느끼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구체적인 평가를

것이 특징이며, 신경기능의 이상으로 신경전도속도, 온도

위하여 MNSI를 사용하였다.

14)

감각, 건반사, 진동각 등이 감소된다 . 현재까지도 당뇨병

NRS는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

성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방법 및 효과 그리고 임상진료지침

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22)으로 0에서 10까지의 숫자를

15)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6,17)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한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부합

MNSI는 1994년 Feldman EL13)의 연구에서 개발된 당

하는 것은 없으나, 현재의 당뇨병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진단도구 및 평가도구로 현재까지

있는 消渴의 轉變症으로 癰疽, 水病, 失明 등이 있는데, 癰

널리 사용되고 있다. MNSI는 2개의 다른 평가도구인

疽는 수많은 감염증을 의미하고, 水病은 당뇨병성 신증의

MNSIQ와 MNSIE로 나뉘어 있는데, MNSIQ는 15개의 신

18)

의미에 가까우며, 失明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의미한다

경병증성 통증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MNSIE

고 볼 수 있으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는 진동각 검사, 발목 반사 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등으로

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중의학에서는 血痺, 痺證, 脚氣, 痿
證, 消渴, 痛症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며, 기본적으로 消渴

이루어져 있어 각각 점수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13).
MNSI를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Lunetta M23)의 연

病이 오래되어 濕熱, 氣滯, 瘀血을 형성하면서 증상이 나

구에 따르면 4~5분 정도로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으

타난다고 보았다 .

며, 본 논문에서는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Booya F24)의 연

19)

당화혈색소(HbA1c)는 혈중 포도당이 혈색소의 일부와

구에 의하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

결합한 형태로 최근 1~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수치를 반

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그룹 간의 MNSI 점수가 유의한

영하며, 특히 최근 1개월간의 혈당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

차이를 보였으며, Moghtaderi A 등25,26)의 연구에서도 비

다. 혈당조절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HbA1c는 혈당농도

슷한 결과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MNSI는 당뇨

와도 관련이 있으나 그보다 만성합병증과 더 밀접하게 관

병성 신경병증의 진단도구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련되어 있어 합병증의 예측에 도움이 되며, 환자의 공복상

한 Herman WH27)의 연구에 의해서 MNSI가 원위성 대칭

태와 무관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최근의 생활습관 변화와

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간단하고, 비침

무관하게 결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에 있어

습적이며 유효한 평가도구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MNSI

서도 좋은 기준이 된다 .

의 장점은 신경생검이나 신경생리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없

20)

영국의 전향적 당뇨병 연구(UKPDS)에 의하면 2형 당뇨

는 일차진료실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로 비교

병 환자의 적극적인 혈당조절은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

적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진단적 유용성을 가진다

증의 발생과 진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HbA1c

는 것이다26). 하지만 MNSI는 단지 증상으로 나타는 징후만

7.0 % 미만으로 집중 치료한 환자들과 일반 치료한 환자들

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의 신경병증이나 자율신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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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한 신경병증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24).
본 연구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46명과 그룹 A, 그룹 B의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 통증 정도(NRS, MNSIQ, MNSIE)

±1.93 %였으며, 각 군별 HbA1c 평균은 그룹 A(
HbA1c 7.0 % 이상) 9.18±1.78 %, 그룹 B(HbA1c
7.0 % 미만) 6.30±0.32 %였다.

와 HbA1c 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2. 전체 연구대상자와 그룹 A, 그룹 B의 평가지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룹 A, 그룹 B두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모두 유의성이

군 간의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 통증 정도(NRS, MNSIQ,

나타나지 않았다.

MNSIE)의 비교에서 연령, 당뇨병 유병기간에서는 유의한

3. 그룹 A, 그룹 B 두 군 간의 비교 결과 연령, 당뇨병 유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NRS, MNSIQ, MNSIE에서는 그

병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NRS,

룹 A의 평균이 그룹 B의 평균보다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

MNSIQ, MNSIE에서는 그룹 A의 평균이 그룹 B의

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평균보다 높았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연구하고자 했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다.

HbA1c가 신경병증의 진행과 신경병증성 통증 정도의 예
후 판별 및 질환의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의한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엄격한 혈당조절이 신
경의 손상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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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1.MichiganNeuropathyScreeningInstrument(MNSI)

■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Questionnaire (MNSIQ)

다음은 귀하의 다리와 발에 나타나는 느낌을 조사하는 표입니다.
잘 생각하여, 평소 느낌이 어떤지 예  또는 아니오  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 또는 다리에 저린감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② 발 또는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발에 무엇이 닿을 때 과민하게 느낍니까?

예

아니오 

④ 발 또는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납니까?

예

아니오 

⑤ 발 또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⑥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픔을 느낍니까?

예

아니오 

⑦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⑧ 발에 까진 상처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⑨ 의사로부터‘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라고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⑩ 다리나 발에 마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⑪ 다리나 발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집니까?

예

아니오 

⑫ 걸을 때 다리가 아픕니까?

예

아니오 

⑬ 걸을 때 발에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⑭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자주 갈라집니까?

예

아니오 

⑮ 발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합계 :

● 기본적으로‘예’의 경우 1점으로 매기나 7번과 13번 문항은‘아니오’의 경우 1점으로 매긴다.
● 4번과 10번 문항은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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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NeuropathyScreeningInstrumentExamination(MN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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