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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약 

 

 

신청기술 : 뉴로체크 

 

뉴로체크는 자율신경병증의 부정적 구성요소인 발한 기능부전을 측정하여 말초신경병증의 

임상증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해내기 위한 선별검사

이다.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2

월 6일 신청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2.29)에서 뉴로체크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진단해내기 위한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적용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기술이므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심의하였다. 
 

총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2008년 3월 27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총 4

회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헌적 근거에 따라 동 검사법을 평가하고 검토결과를 제출하

였으며,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10.17)에서 동 내용을 토대로 뉴로체크의 유효성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하였다. 

 

 

뉴로체크 평가 
 

평가목적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환자의 30%가 이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관리는 

말기에 발 궤양과 하지절단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조기진단하여 

가능한 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을 진단해내기 위한 선별검사로 뉴로체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뉴로체크의 문헌검색전략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뉴로체크를 수행하고 다양한 표준기

준과 비교한 진단의 정확성, 자가검사의 유용성을 주요 의료결과로 선정하였다. 
 

뉴로체크는 코리아메드를 포함한 8개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Ovid-MEDLINE, EMBAS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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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등의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Diabetes Mellitus' AND ('Neuropad’ OR 

‘indicator test') 등을 통합한 검색전략을 통해 45개 문헌을 검색하였고, 이후 2개의 문헌이 추

가되었다. 증례보고나 사설 등의 연구유형과 동물실험이나 전 임상연구 및 연구대상이 10

명 이하인 경우는 배제하였다. 중복검색된 문헌(25개)을 포함하여 총 36개가 제외되어 총 

11개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포함되었다. 
 

문헌검색부터 선택기준 적용 및 자료추출까지 각 단계는 모두 소위원회와 아울러 2명의 평

가자가 각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의 질 평가는 SIGN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거의 수준과 권고의 등급을 선정하였다. 
 

안전성 

뉴로체크는 양 발을 건조시킨 후 엄지 발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에 뉴로체크를 붙이고 반응

패드의 색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선택된 11개의 문헌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

았으며 외용제이기 때문에 검사행위로 인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었다. 
 

유효성 

뉴로체크의 유효성은 진단정확성과 자가검사의 유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

째,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메타분석 

시, 통합진단비가 17.81(95% CI, 13.24-23.94)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00, z= 

19.06, p<0.0001).  
 

통합된 문헌들간 이질성을 보여(X2=98.32, df=13, p<0.0001),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뉴로체크

와 비교된 표준기준에 따라 세부군 분석을 하였으나, 뉴로체크를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

(Papanas et al 2008; Tentolouris et al 2008; 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b)와 비교한 연구에

서만 병합된 연구들간 동질적이었고(X2=0.77, df=3, p=0.856), 다른 군에서는 이질적이었다. 또

한 혼동의 치우침이 적은 잘 설계된 5편(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c; Tentolouris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Sohn et al 2005)의 문헌간을 통합한 결과에서도 이질성을 보였다

(X2=5.446, df=6, p<0.000). 이러한 이질성은 연구들 간 뉴로체크와 비교된 표준기준의 다양성

과 이에 따른 점수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이질성으로 판단된다.  
 

뉴로체크의 위양성률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의 위양

성률이 15.5%로 보고된 결과(Jurado et al 2007; Papanas et al 2006; Bril and Perkins 2002; Davies et 

al 1997)와 비교 시, 기존의 반정량적 검사보다 위양성률이 높았다. 이상의 진단정확성에 대

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는 뉴로체크를 선별검사로서 유용성은 있으나, 위양성률이 높아

서 진단정확성은 높지 않는 검사법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뉴로체크와 같은 반정량적 검사인 진동감각역치측정과 진단능력을 비교한 연구(Papa 

nas et al 2008)에서는 뉴로체크와 진동감각역치측정의 민감도는 각각 0.98, 0.79, 특이도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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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진단교차비 90.10(95%CI 22.08-360.76), 22.84(95%CI 9.68-53.77)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

성이 높았으나 1개의 문헌결과로는 반정량적 검사보다 우월한 검사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자가검사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의사와 환자 검사자

간의 일치도 k=0.88(95%CI 0.85-0.91)로 분석되었으나, 1개의 문헌의 결과로 뉴로체크가 자가

검사가 가능한 검사로 임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제언 

 

소위원회는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볼 때, 뉴로체크는 하나의 선별검사로서는 민감도가 높으나 평가된 

11개의 문헌 중 45.5%(5개의 연구)가 개발자의 연구여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결과이며, 뉴

로체크의 위양성률이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보다도 높고, 통합된 문헌간의 이질성으로 인하

여 진단적 정확성이 높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동 검사는 한국

인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도입되어야 할 의료기술로 평가하

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뉴로체크'에 대

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2008.10.17). 
 

관련문헌을 통해 분석한 결과, 뉴로체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 기술을 기존의

검사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진단정확도를 가진 기술로 해석할 수 없었고 자가검사의 유용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발한기능부전과 말초신경병증의 발 궤양과의 관련성이 확

립되지 않아 뉴로체크의 임상적 유효성을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뉴로체크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 그대로 수

용하여 동 기술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와 함께 2008년 11월 11일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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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개요 

 

 

뉴로체크(neurocheck)는 말초신경병증이 발병하면, 먼저 발바닥의 땀 분비샘을 파괴하는 원

리에 착안하여 색상변화에 따라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진단하는 패치이다. 뉴로체크는 선별

검사와 당뇨병 환자가 자가 진단하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12월 6일 신청되었다.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환자의 30%가 이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관리는 

말기에 발 궤양과 하지절단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자율신경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자율신경과 관련된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말초신경병변은 초기조차도 회복되지 않는 경

향이 있다. 그러므로 조기진단하여 가능한 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

다.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2.29)에서 뉴로체크는 자율신경병증의 부정적 구성요소인 

발한 기능부전을 측정하여 정상적인 임상증상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신

경병증을 진단해내기 위한 선별검사로서 임상적 적용의 유용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신

의료기술이며, 내과계 전문의 총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

로 평가하도록 심의하였다. 
 

뉴로체크 소위원회에서는 뉴로체크가 진단검사로서 안전성, 선별검사로서의 유용성, 자가

진단검사로서 유용성,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게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동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 4회의 소위원회가 운영되었으

며, 소위원회의 검토결과는 2008년 10월 17일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

종 심의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뉴로체크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대로 동 기술을 한

국인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존하는 문헌의 근거에 의해 뉴로체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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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배경 

 

 

2.1 개요 

 

뉴로체크는 자율신경병증의 부정적 구성요소인 발한 기능부전을 측정하여 정상적인 임상

증상을 가진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해내기 위한 선별검

사이다(Papanas et al 2007a; Bilen et al 2007; Liatis et al 2007). 뉴로패드(neuropad)는 뉴로체크의 

동일한 이름이다. 동 기술은 발 발한에 노출된 이후에 염화코발트Ⅱ 화합물이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색깔변화에 근거하여 땀 생산을 측정한다(Papanas et al 2007c). 수분이 존재할 때, 

이 염제는 물 분자를 흡수하여 색깔이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발한이 잘 

될 경우 완전한 색깔변화에 필요한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어진다(Papanas et al 

2007a). 
 

뉴로체크는 색깔이 변화되기까지의 시간은 10초의 정확성을 가진 초단위로 측정하고, 두 

개의 발에서 완전한 색깔 변화가 600초 이내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발한 기능부전은 적

어도 한 발에서 600초를 초과하여 완전히 색깔이 변하는 시간으로써 정의한다(Papanas et al 

2005). 
 

발한 기능부전은 신경절 후 발한 섬유에 의해 신경지배 되는 외분비선과 관련이 있다(Bilen 

et al 2007). 발한기능부전은 무한증, 미각성 다한증, 건조한 피부를 발생시킨다(Vinik et al 

2003). 감각, 운동신경섬유신경병증과 함께 피부의 미세혈관파열과 발한 기능부전은 피부의 

열창과 균열을 발생시켜 당뇨병성 발 증후군의 발생을 가져오게 된다(Vinik et al 2003). 
 

자율신경병증은 심장과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수준을 조절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발한 기능부전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 http://diabetes.niddk.nih.gov/dm/pubs/neuropathies/). 당뇨병성 말

초신경병증의 복잡한 병인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사 이상과 허혈 기전

이 질병진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Steven et al 1995), 고혈당은 말초신경

의 퇴행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Ill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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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Diabetic Neuropathies : The Nerve Damage of Diabetes (http://diabetes.niddk. 

nih.gov/dm/pubs/neuropathies/)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2.1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특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근위부 및 원위부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자율 신경계 등

이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질환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말초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 근위

부신경병증, 국소성신경병증으로 구분한다.  
 

원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고혈당에 어느 정도의 긴 노출이 신경병증을 유발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 위해 신경에 대한 혈당의 효과를 연구 중에 있다. 신경손상

은 요인들의 결합 때문일 수 있다. 
 

▪ 고혈당, 긴 기간의 당뇨병, 낮은 수준의 인슐린, 비정상 혈청지질과 같은 대사요인들 

▪ 신경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에 손상을 이끄는 신경혈관요인들 

▪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자율신경요인들 

▪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신경의 기계적 손상 

▪ 신경질환의 감수성이 증가한 유전학적 특성 

▪ 흡연과 알코올 이용과 같은 생활습관 
 

증상 

증상들은 손상받은 신경과 신경병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몇몇의 사람들은 모든 증상

을 가지지 않는다. 발에 있어서 무감각, 저린감, 통증은 종종 첫번째 징후가 된다. 종종 증

상들은 처음 경미하고 대부분의 신경손상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중등도 증상

은 오랜기간동안 알지못한 채 지낼 수 있다. 증상들은 자율신경계뿐만 아니라 감각 또는 

운동신경계를 포함시킬 수 있다. 몇몇 사람들, 주로 국소적 신경병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통증의 시작은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있다. 증상은 발, 다리, 손, 팔, 손가락에서 무감각, 저

린감 또는 통증, 발 또는 손 근육의 소모, 소화불량, 오심, 구토, 설사 또는 변비, 체위성 혈

압 하강으로 인한 어지러움이나 실신, 배뇨 문제, 발기부전이나 질 건조, 쇠약을 포함하며, 

추가로, 체중감소와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이 신경병증 때문은 아니지만 종종 함께 동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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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형 
 

당뇨병성신경병증은 말초, 자율, 근위, 국소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은 다른 방식으로 신체

의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친다. 
 

▪ 말초신경병증은 발가락, 발, 다리, 팔, 손에서 감각 손실이나 통증을 유발함 

▪ 자율신경병증은 발한, 성적반응, 소화, 방광과 장 기능에 변화를 유발함. 또한 심장과 혈

압조절에 기여하는 신경에 영향을 줌. 자율신경병증은 또한 저혈당 혼수를 유발시킬 수 

있음 

▪ 근위 신경병증은 다리에서 쇠약을 유도하고 엉덩이, 허벅지에서 통증을 유발함 

▪ 국소 신경병증은 하나의 신경에 갑작스런 쇠약이나 근육 쇠약이나 통증을 유발하며 신체

에 어떤 신경이든 영향 받을 수 있음 
 

말초신경병증 

이 유형은 팔과 다리의 신경이 손상받는다. 발과 다리는 손과 팔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경

향이 있다. 당뇨병환자들은 검사에서 신경병증의 징후를 가지나 모든 사람들이 징후를 갖

지는 않는다.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은 온도나 통증에 무감각 또는 둔감, 저리고, 화끈거리는 

또는 찌르는 감각, 예리한 통증 또는 근육경련, 촉각에의 극심한 민감, 균형과 협응 손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밤에 종종 심해진다. 
 

압력이나 손상이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발의 무감각한 부위에 수포와 욕창이 발생할 수 있

으며, 발 손상이 신속하게 치료되지 않는다면, 감염은 뼈까지 진행되어 절단해야만 할 수 

도 있다. 
 

자율신경병증 

자율신경병증은 혈당수준, 혈압,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시력, 성적 

반응, 배뇨, 호흡기능,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유발하는 내부 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가로, 땀과 발한과 같은 저혈당 경고 징후의 소실로 저혈당 사건 이후에 정상으로 혈당

수준을 회복시키는 체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율신경병증은 땀을 통제하는 신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경손상은 적절히 운동할 때 땀이 생기지 않게 하므로, 신체는 

체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 신경손상은 식사 중이나 밤에 과다한 땀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근위신경병증 

때때로 요천추 총 신경병증, 대퇴 신경병증, 당뇨병성 근위축증, 일반적으로 신체의 일측에

서 다리, 엉덩이, 허벅지 등의 통증으로 시작한다. 통증이나 쇠약에 대한 치료가 일반적으

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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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신경병증 

때때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갑자기 발병하여 머리, 몸체, 다리에 있는 특이적인 신경에 영

향을 미친다. 국소신경병증은 눈의 초점을 맞추지 못함, 복시, 한쪽 눈 뒤의 통증, 얼굴의 

한쪽 면의 마비(Bell 마비), 허리 또는 골반의 심각한 통증, 허벅지 앞부분의 통증, 가슴, 위, 

몸통에 통증, 발 안쪽이나 정강이 바깥쪽의 통증, 심장마비나 충수염, 심장질환으로 잘못 

진단되는 가슴 또는 복부 통증을 유발시킨다. 
 

기전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의 기전은 대칭성 원위 말초신경병증의 원인과 대동소이하여 신경

세포내 sorbitol의 축적, myo-inositol의 감소, Na+, K-ATPase 활성 감소 등이 주원인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non-enzymatic protein glycosylation, axoplasmic transport의 장애 및 vasa vasorum의 

미세혈관 장애 등도 관여할 것이라는 가설 등도 제시되고 있다(재인용: 윤건호 등 1990). 

 

2.2.3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질병부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환자의 30%가 이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적절한 관리는 

말기에 발 궤양과 하지절단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Boulton 1998). 자

율신경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자율신경과 관련된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예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말초신경병변은 초기조차도 회복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조기진단하여 가능한 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Yasuda et al 2007).  
 

미국의 경우 당뇨병환자의 약 15%는 일생 동안 발 궤양을 경험하게 되고, 실제 족부궤양 

14-24%에서 치료를 위해 절단이 필요하다(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1999). 당뇨병환자에

서 신경병증이 있으면 하지 절단의 위험도는 1.7배 높아진다(Amstrong 1998). 건강보험자료

를 분석한 연구에서, 2003년 당뇨병 환자 중 469,397명(1.2%)에서 족부질환이 발생하였고, 1

인당 연간 평균 총 진료비는 당뇨병환자에서 족부절단 1,162만원, 족부궤양 780만원, 족부

손상 354만원이었고, 평균입원일수는 족부절단 76일, 족부궤양 61일, 족부손상 33일이었다

(정춘희 등 2006). 

 

2.2.4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방법은 제1차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를 검색하였으나, 적절한 진단적 가이드라인이 검색되지 않아 Ovid-MEDLINE을 검색

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은 NDIC(http://diabetes.niddk.nih.gov)에서도 인용된 Diabetic N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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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ies: The Nerve Damage of Diabetes(Dyck et al 2008)를 정리하였다. 신경병증은 증상과 신체

검진에 근거하여 진단된다. 검진 동안, 의사는 가벼운 터치나 온도, 진동, 위치에 대한 민감

도와 혈압, 심 박동수, 근육강도, 반사를 조사한다. 의사는 신경손상 정도와 유형에 대한 결

정을 돕기 위해 다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통합적인 발 검진- 피부, 순환, 감각을 평가한다. 이 검사는 일상적인 진료실 방문동안에 

수행할 수 있다. 발에서 방어 감각이나 느낌을 평가하기 위해서, 막대기에 부착된 (머리 

빗에서 뻣뻣한 털과 비슷한) 나일론 모노필라멘트를 발의 촉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다. 모노필라멘트로부터 압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방어감각이 상실된 것으로 적절

하게 치유되지 않을 경우 발에 욕창발생 위험이 있다. 다른 검사들로는 촉각압력보다 더

욱 민감한 진동감각을 평가하고 반사를 조사하는 것이 있다. 

▪ 신경전도검사- 신경을 통한 전류 전달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유도하는 신

경의 이미지는 화면에 투영된다. 일반적인 것보다 더욱 느리거나 더욱 약한 것처럼 보이

는 신경흥분은 손상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팔과 다리에서 모든 신경들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의사가 수행한다. 

▪ 근전도- 근육들이 근접 신경에 의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근육의 전기적 활동은 화면에 보여진다. 일반적인 것 보다 더욱 느리거나 더욱 

약한 반응은 신경 또는 근육의 손상을 의미한다. 이 검사는 종종 신경전도검사와 같은 

시간에 수행된다.  

▪ 양적 감각검사- 신경병증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도, 진동, 압력과 같은 자극에 대한 반응들

을 이용한다. 이것은 감각소실과 신경의 과도한 과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 심장박동변이검사- 심장이 심호흡, 혈압과 자세가 바뀌는 것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여

준다. 

▪ 초음파- 내부 기관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음 파동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방광과 다른

요로 부분들의 초음파는 이들 기관들이 정상구조를 보존하고 있는지와 배뇨 이후에 완전

히 방광이 비워지는지를 보여준다. 

▪ 신경 또는 피부 생검- 현미경으로 조사하기 위해 신경이나 피부 조직의 표본을 채취하는 

것으로 종종 연구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2.3 뉴로체크 

 

2.3.1 뉴로체크 
 

뉴로체크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선별검사법이다. 발 발한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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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염화코발트Ⅱ 화합물이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색깔변화에 근거한 땀 생산을 측정

한다(Papanas et al 2007c). 수분이 존재할 때, 이 염제는 물 분자를 흡수하여 색깔이 파란색에

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발한이 잘 될 경우 완전한 색깔변화에 필요한 시간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어진다(Papanas et al 2007a). 
 

색깔 변화되기까지의 시간은 10초의 정확성을 가진 초단위로 측정되고, 두 개의 발에서 완

전한 색깔 변화가 600초 이내이면 정상으로 판정한다. 발한 기능부전은 적어도 한 발에서 

600초를 초과하여 완전히 색깔이 변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Papanas et al 2005). 

 

2.3.2 뉴로체크의 진단방법 
 

뉴로체크의 진단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반드시 두 발을 검사한다. 양말을 벗고 발을 5분 이상 건조한다. 

② 발바닥에 부착하기 바로 직전에 제품을 호일 포장에서 꺼내어 반응 패드가 균일한 파란

색을 띄고 있는지 확인한다. 

③ 양 발의 엄지 발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에 부착 한다. 만일 해당 부분에 굳은살이 있다면 

작은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에 부착하고 10-15분을 기다린다. 

④ 시험하는 동안 발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위의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⑤ 반응패드의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한다. 

 

2.3.3 뉴로체크의 결과 
 

뉴로체크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상 : 반응패드가 완전히 분
홍색으로 변하면 발의 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함 

2. 비정상 : 반응패드가 파란색

을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피부보호기능이 손상되어 피

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부족

한 것임. 이런 경우 당뇨병성 
족부병증 진행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실시해 당뇨병성 족부

병증 진행을 예방함 

3. 비정상 : 만일 반응패드가 부
분적으로 분홍색으로 변하면 
발바닥의 피부탄력성이 한계

가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을 
실시해 당뇨병성 족부병증 진
행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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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뉴로체크의 현황 
 

뉴로 체크는 독일 Reihnard Zick박사가 개발하였으며, 독일 Miro사에서 제조하였다. 2004년 

한국 CJ 제약사업부에서 전세계 판권을 따서 국내에서 판매하다 2006년 Tissupor Asia에서 

양도 양수받았다. 
 

독일 의료보험공단(BKK)에서 통증이 없고 간편한 방법으로 뉴로체크를 추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자에게 20% 할인된 9.95유로에 판매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12개의 병원에

서 사용 중이다. 
 

동 기술은 족부수분정성검사라는 행위명으로 2005년 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정에

서 행위의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으로 반려된 적이 있다(2005.7.14). 

 

 

2.4 현존하는 의료기술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과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Recommends(1998)는 황금기준

으로 단일 검사가 아닌 복합적 검사를 권한다. 다양한 수단들은 신경전도 검사(NCS)과 같

은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검사들은 신경 기능장애에 대한 높은 민감도

는 높으나 하지 궤양이나 절단에서는 특이도가 낮다. 또한 불편하고 시간 소비적이며 고비

용이며 전문적 기술 필요한 검사이다. 반면에,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 모노필라멘트 검사

(semmes weinstein monofilament)와 같은 심신감각 역치 측정 검사(psychosomatosensory thresho-

ld test)는 빠르고, 편하며 저렴하게 감각기능을 검사할 수 있어 일차병원에 적당한 검사이다. 

이와 같은 현존하는 검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선별검사 

정량적 검사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ies, NCS)는 모든 신경병증 진단의 황금기준이다(Donofrio et 

al 1990; Bruce et al 2003). 당뇨병성 신경병변등은 일차적 병변이 신경섬유에 있는 것이므로 

신경전도검사를 통해 신경의 일정한 분절에 있어서 전기적 자극의 전도하는 속도를 알아봄

으로써 그 신경의 상태를 알 수 있다(김호봉 등 1998). 신경전도검사는 핀으로 찔러보는 검

사(pin prick test), 면조각 등을 이용한 가벼운 촉각검사(light touch), 128Hz 소리굽쇠를 이용한 

진동 지각 검사, 발에 10g 모노필라멘트로 감각의 결여를 검사하는 압력지각검사(pressure 

perception), 발목반사(ankle reflex)등의 임상검사와 함께 시행한다(Boulton 1998). 신경전도검사

는 검사중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으며, 고비용이다. 제1형 당뇨병의 진단율은 29-70%이며

(Young et al 1983; Mrad et al 2000),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진단율은 45-60%이다(Akba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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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감각검사(quantitative sensory testing, QST)는 다양한 신경섬유에 대한 선택적인 검사가 

가능하여 전기진단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은 무증상 말초신경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사이다(김현정 2000). 검사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강도의 변화를 주

면서 진동, 온-냉 자극, 통각, 촉각-압력등으로 다양한 자극을 주면 환자는 자극을 감지하면

서 표시를 하여 알린다. 환자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자극이 그 환자의 감각역치이다(Illa  

1999). 이 검사는 비교적 단순하고 비침습적이지만, 환자의 집중력과 의욕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결과가 차이날 수 있어 정기적으로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할 때 일정하지 않은 검사 결

과를 보이게 된다(김현정 2000). 또 검사의 이상소견은 말초신경병증 뿐 아니라 중추신경의 

이상에도 보인다(Arezzo 1999). 
 

신경절후 발한자극 기능 검사(post-ganglionic sudomotor function)는 주어진 부위의 땀샘에 자

극을 준 후 땀의 양과 수를 정량화한 검사이다. 이온도입법을 사용하여 필로카핀(pilo-

carpine)을 보통 발이나 손등의 땀샘에 자극을 준다(Illa 1999). 
 

반정량적 검사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vibration perception threshold, VPT)는 application probe를 측정점에 수직

으로 가볍게 대고 자극의 강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환자가 probe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

하는 순간의 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좌우측 엄지발가락 및 발등에서 연속으로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한다.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는 VPT>25Volts이면 비정상, VPT 15-25 Volts이면 

중간, VPT<15 Volts이면 정상으로 판단한다(Young et al 1994). 임상검사를 황금기준으로 비교 

분석 시,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의 민감도는 43.7-82.0%, 특이도는 75.0-94.7%으로 보고되었

다(Jurado et al 2007; Papanas et al 2006; Bril et al 2002, Davis et al 1997). 
 

신경병증의 진단과 중증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방법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neuropathy disability score, NDS)는 1980년 Dyck에 의해 처음 고안되

었다. 말초신경병의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인 신경학적 진찰소견에 의해 점수화하는 임상적 

평가방법으로서 자율신경기능을 제외한 뇌신경기능, 운동기능, 감각기능 및 반사기능 등의 

평가를 총합하여 서로 보완적으로 신경병증의 정도를 평가하고(0= 정상, 1= 보완을 유도할 

때, 2= 반응 없음), 5점 이상이면 중증 신경병증 환자이다(Pham et al 2000). 
 

신경병증 증상점수(Neuropathic symptom score, NSS)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무와 야간통증

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문한다. 발과 하퇴부의 근육경련, 저림, 냉온감각의 이상, 저림 감각, 

작열감, 통증, 자극의 각 항목에서 감각 이상이 없으면 0, 있으면 1, 야간통증이 있으면 2점

을 부여한다. 3점 이상이면, 비정상이다(Pham et al 2000). 
   

미시간 당뇨병성 신경병증 점수(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MNSI)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선별검사로 발의 모양(정상=0, 비정상=1), 궤양(무=0, 유=1), 발목반사(무=0, 촉

진 유=0.5, 유=1), 진동 지각(무=0, 감소=0.5, 유=1)을 검사하여 점수를 주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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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htaderi et al 2006). 미시간 신경병증 선별도구는 단지 증상으로 나타난 증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의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자율신경계를 침범한 

신경병증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없다(재인용: 최현영 등 2007). 
 

발한기능 측정 

발한기능 측정방법은 Diabetic Autonomic neuropathy(Vinik et al 2003)을 정리하였다. 
 

샘분비땀샘 검사는 교감신경 콜린작동성 기능을 측정한다. 체온조절성의 땀 검사는 시상하

부에서부터 땀샘까지 원심성 교감신경계 관점에서 중추와 말초신경 모두를 평가한다. 그러

나 무한증때문에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 신경절이후 발한기능

은 이온삼투요법이나 콜린성촉진제의 피부내주사 후 땀분비를 측정한다.  
 

발한기능검사는 교감신경의 콜린성 기능 결핍의 위치, 넓이, 분포를 측정한다. 이러한 검사

로 정량적 발한성 축삭 반사 검사(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 QSART), sweat imprint 

test(SIT), 온도 조절성 발한 검사(thermoregulatory sweat test, TST),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

(sympathetic skin response, SSR)가 있다. 
 

정량적 발한성 축삭 반사 검사는 국소적 축삭반사를 이용한 원위부 교감신경 축삭성 통정

성(distal sympathetic axonal integrity)을 검사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법이다. 축삭반응 매개 발한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신경절이후 발한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콜린성 작용의 이온

삼투요법을 포함한다. 10%의 아세틸콜린 용액으로 5분 동안 2㎃을 이용하여 피부에 이온도

입법을 시행한다. 땀 배출량은 땀의 물기를 검출할 수 있는 정교한 원형세포들에 의해 인

접 피부에서 기록된다. 전완, 다리상부, 다리 하부 및 발 등에서 기준 영역을 선정하여 기록

한다. 이 검사법에서 작은 신경섬유성 신경병증들의 신경절후 교감신경 부전증을 의미하는 

발한이 없거나 혹은 지연되는 양상 그리고 반사성 교감신경 기능장애에서 나타는 것처럼 

과도한 발한이나 혹은 반응에서 감소된 잠재시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보다 자

세한 발한 조사 그리고 원위부 교감신경 신경섬유들의 기능을 조사하는 데는 장점이 있지

만, 기술상 복잡하여 특수한 실험실이 있는 경우에서나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아래팔과 하지피부 부위로부터 기록된 이 검사는 높은 민감도, 특이도와 숙련

자가 수행 시 분산계수 20%의 재현성을 가진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고가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한다.  
 

Sweat imprint test는 콜린성 작용의 이온삼투요법에 응하여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틀 안에 활

성땀샘의 분비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검사는 땀샘 밀도, 땀 방울 크기 그리고 영역당 땀

의 양을 측정한다. 
 

온도 조절성 발한 검사(thermoregulatory sweat test, TST)는 시상하부부터 땀샘까지 원심성 교

감신경계 면에서 중추신경과 말초 신경 모두를 측정한다. 이 검사는 잘 표준화된 검사이고, 

피부에 지표로 파우더를 뿌란후 적외선 노출 후 색이 변화된 땀의 분포를 측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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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는 반정량적 검사이고(체부의 앞쪽 땀없음증의 %), 높은 민감도를 갖는 검사이다. 그러

나 땀없음증으로 신경절 이전과 신경절 이후 사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이도가 낮

다. QSART와 병용하여 병변부위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TST의 특이도는 두드러지게 증가

한다. 
 

교감신경 피부반응검사(또는 말초 자율신경 표면전위)는 땀샘과 피개 표피에 의해 산출된

다. 이 반응은 자연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나 호흡과 놀람과 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

다. 교감신경 피부반응은 표면전극을 표준적 근전도 기구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그 반응은 

반복적인 자극에 익숙하고 변이성이 있다. 불규칙적 간격에서 전달된 자극은 작용화를 최

소화 한다. 교감신경 피부반응과 발한기능사이의 일치는 보여지고는 있으나 모든 연구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2.5 뉴로체크 평가의 목적 

 

2.5.1 연구 문제 
 

1. 뉴로체크는 안전한 진단법인가? 

2. 뉴로체크가 유용한 선별검사인가? 

3. 뉴로체크가 유용한 자가진단검사인가? 

4. 뉴로체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게서 의료결과에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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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방법 

 

 

3.1 개요 

 

뉴로체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모든 평가방법은 

동 시술의 평가 목적을 고려, 뉴로체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3.2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문헌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 내에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수행하였

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내역은 부록 3. 문헌 검

색 현황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2.1 국내 
 

국내문헌은 아래에 기술된 8개의 인터넷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전자도서관 및 의학학술지종합정보시스템(MEDLIS) 등의 국내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

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어 중복 검색되므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악하고 제외하였다. 일차 

검색일은 2007년 3월 19일이었으며, 이후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할 검색어

를 확정하고, 최종 검색을 완료하였다. 
 

▪  코리아메드   http://www.koreamed.org      1997년부터 현재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 

▪  학술데이타베이스검색  http://kiss.kstudy.com. 

▪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  국내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  http://kmbase.med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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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외 
 

국외문헌은 MEDLINE, EMBASE을 이용하였다. 검색어 선정 및 문헌검색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일차 검색은 2008년 3월 15-19일에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에서 체계적 문헌고찰의 문헌검색 범위를 MEDLINE과 EMBASE 및 Coc 

hrane Library을 충족요건으로 보고 있어 일차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다. 이후 1차 뉴로체크 

소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검색어를 국외 문헌검색을 완료하였다. 
 

일차 데이터베이스 

▪  MEDLINE   Ovid    1950년부터 현재 

▪  EMBASE    http://www.embase.com   
 

이차 데이터베이스 

▪  Cochrane Library database 

   －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  Agence d’evaluation des technologies et des modes d’intervention en sante (AETMIS, Canada) 

▪  Agency for Health Research Quality (AHRQ, USA) 

▪  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 (AHFMR, Canada) 

▪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ies in Health (CADTH, Canada) 

▪  Center for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 (CMT, Sweden) 

▪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USA) 

▪  ClinicalTrials.gov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US) 

▪  Medical Services Advisory Committee (MSAC, Australia) 

▪  National Coordinating Centr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CCHTA, UK) 

▪  National Health Service (NHS, UK) 

▪  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including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and Effects 

(DARE);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NHSEED) 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HTA) 

▪  National -ormation Center on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Health Care Technology (HSTAT 

database, USA) 

▪  National Research Register (UK) 

▪  New Zealan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ZHTA,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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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ish Council on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SBU, Sweden)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UK) 

 

 

3.3 문헌검색전략 

 

문헌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PICO 형식에 의해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초안을 작성

한 후 1차 뉴로체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3.3.1 PICO 
 

PICO와 그 세부내용의 선정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관련문헌 검색을 통해 PICO의 초안을 마련하여 1차 뉴로체크 소위원회에

서 논의한 후 그 내역을 확정하였다. 
 

대상환자(Patients) 

▪  당뇨병 환자 
 

중재검사(Index test) 

▪  뉴로체크(뉴로패드) 
 

비교검사(Comparator) 

▪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ies: NCS)와 임상검사(pin prick test, light touch, pressure 

perception, ankle reflex) 

▪  감각신경검사(quantitative sensory tests, QST) 

▪  정량적 발한신경검사(quantitative sudomotor axon test, QSART) 

▪  피부 생검 

▪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neuropathy disability score, NDS) 

▪  미시간 신경병증 선별도구(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MNSI) 

▪  당뇨병성 신경병증 지표(diabetic neuropathy index, DNI) 
 

의료결과(Outcomes) 

▪  안전성  

• 부작용 

▪  유효성 

•  진단의 정확성 

표 3.1  진단 정확성 비교 2×2표 

 표준기준 
 

D+ D- 
T+ TP FP 중재

검사 T- FN TN 
 

주: TP : 진양성(true Positive) 
FP : 가양성(false positive)  
FN : 가음성(false negative) 
TN : 진음성(tru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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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도(sensitivity) 

   － 특이도(specificity) 

   － 양성 예측도(positive predictive value) 

   －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 양성 우도비(positive likelihood ratio) 

   － 음성 우도비(negative likelihood ratio) 

   － 검사 정확도(accuracy of index test) 

   － 진단 교차비(diagnostic odds ratio) 

•  의료결과에의 영향(impact on health outcome) 

   － 조기진단으로 인한 치료율 및 치료방법의 변화 

 

3.3.2 검색어 
 

국내외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된 검색어는 PICO 형식에 의해 구분 요약

하면 표 3.2와 같다(국외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기술). 국내·외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에 따라 사용한 검색어는 부록 3 문헌 검색 현황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국내 

국내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는 검색기능이 논문의 제목, 발행처나 주제어 등으로 간단하여 

연구문제에 맞는 문헌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민감하지 못한 검색어 사용

으로 필요한 문헌이 검색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 중재인 뉴로체크에 초점을 맞

추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이후 검색된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문헌을 수작업으로 제외하

였다.  
 

문헌목록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 논문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색된 문헌 중 연구대상 당

뇨병 환자로 제한하여 수작업을 병용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별 사용된 검색어와 검색된 

문헌수 는 부록 3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국외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에 

따라 PICO 내역을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정하였으며, 부록 3에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PICO 

및 연구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그러나 동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더라도 

검색되는 문헌이 동일한 경우는 이를 확인하고 제외하였다.  
 

연구유형에 따른 검색필터는 검색어 확정 후 SIGN(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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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검색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MEDLINE (exp Diabetes Mellitus/) AND (Neuropad.mp OR indicator test.mp) 

EMBASE ('Diabetes Mellitus '/exp) AND (Neuropad OR ‘new indicator test’) 

 

3.3.3 출판 형태 
 

문헌은 각 학술지의 심의기준에 따라 동료 심사(peer-reviewed)를 거쳐 공식적으로 게재된 

경우만 포함하였다.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의 

포함여부(예; 학술대회 발표 초록)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회색문헌은 배제하기로 하

였다. 국내의 경우 학위논문과 이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동시 검색될 경우 참고문헌의 

접근 가용성을 고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우선 선정하였다. 

 

3.3.4 연구 유형 
 

뉴로체크는 당뇨병 진단에 대한 평가이므로 해당 진단법의 표준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진단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연구유형은 NHMRC의 권고(How to review the evidence, 

NHMRC 1999)에 따라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 SR), 임상시험연구(clinical controlled 

trials), 횡단면적연구(cross-sectional study), 진단법 평가연구를 포함하였다. 
 

이외 비록 평가를 위한 문헌으로 선택되지는 않았으나 학술지 등에 게재된 문헌 중 의학종

설, 사설, 증례 보고, 증례 연구 등은 평가 배경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3.3.5 언어의 제한 
 

문헌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언어를 제한하지 않았다. 비록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학술지

라도 영어로 쓰여지기도 하며, 또한 평가 자체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다소 번거롭더라도 뉴

로체크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나 평가배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문헌들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검색된 논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뉴로체크의 개발국이 독일임을 

고려,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기술된 문헌으로 국한하였다. 
 

선택기준에는 적합하나 단지 언어적 제한에 의해 해당 문헌을 배제할 경우 단지 학술지를 

중심으로만 수행하면 어떤 논문은(예를 들어, 해당 학술지는 독어로 되어있을지라도) 영어

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바, 검색된 데이터베이스별로 각각의 문헌

을 일일이 찾아 원문에 사용된 언어를 확인하고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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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문헌선택기준 
 

문헌선택기준은 1차 뉴로체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우

선 검색된 문헌을 검토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초안을 작성하여 소위원에게 사전 배포

한 뒤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택기준(Inclusion criteria) 

▪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에 뉴로체크로 수행된 연구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된 연구 

▪  적절한 의료결과(outcome)가 하나이상 보고된 연구 

▪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출판된 연구 
 

배제기준(Exclusion criteria) 

▪  연구대상이 10명 이하인 연구 

▪  동물 실험(non-human) 및 전임상시험 연구(pre-clinical studies) 

▪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non-systematic reviews, editorial, letter and opinion pieces etc) 

 

3.3.7 문헌선택과정 
 

본 평가목적에 적합한 문헌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 

과정은 문헌검색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료추출 수행하는 기간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 

문헌검색 전략에 의해 검색된 문헌은 45건(국내 16건, 국외 29건)이었다. 이후 2편의 연구

(Quattrini et al 2008; Kim et al 2006)가 추가되어 총 검색된 문헌은 47건(국내 17건, 국외 30건)

이었다. 
 

중복검색된 문헌 색인 

문헌선택에서 첫번째 과정은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문헌의 중복여부를 색인하는 일

이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소장된 학술지 및 문헌 등이 중복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데

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중복 검색되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KoreaMed를 제외하고는 초록을 별도 저장하는 기능이 없으며, Korea-

Med도 단지 텍스트 파일로만 저장되므로 중복검색된 문헌을 색인하기 위해서는 제목, 저

자, 출판년도, 잡지명, 권(호), 페이지로 구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일일이 검색된 문

헌을 입력하였고 또한 각 문헌의 정보를 찾아 영문을 국문으로 변환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경우는 저자 등의 문헌 정보를 텍스트나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수록지명에 잡지명, 권(호), 페이지가 한꺼번에 입력되어 있어 분리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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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외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검색된 문헌을 인쇄한 후 일일이 입력하였다. 
 

저자의 기재 순서나 출판년도, 권(호) 등의 기본 정보의 오류는 여전히 발견되었다. 학위논

문은 이후 동일한 제목이나 내용으로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경우 중복으로 색인하였다. 국

내 8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총 17건 문헌 중 중복으로 색인된 문헌은 11건(64.7%)이

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Reference Manager(R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선 중복여부를 조사하

였다. RM 프로그램에서 ‘batch duplicate search’ 기능을 이용하여 제목, 제1저자, 출판년도, 권, 

첫페이지로 선택조건을 주고 중복을 색인하였다. 대부분 이를 통해 중복 문헌이 색인되나 

Ovid-MEDLINE이나 EMEBASE에서 동일한 논문이라도 제목을 기술한 방법이 다소 다르거

나 제1저자의 이름이 중간이름(middle name)까지 표기된 경우 중복으로 색인되지 않아 제목

과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일부 수작업을 병행하였다. 또한 극히 일부의 경우이긴 

하나 출판년도가 잘못 입력된 경우도 있어 중복여부 색인은 자료추출 전 단계까지 지속되

었다. 중복으로 제외된 문헌은 총 검색문헌 30건 중 14건(46.7%) 이었다.  
 

따라서 국내외 총 검색된 문헌 47건(국내 17건, 국외 30건) 중 단순하게 중복 색인된 문헌

은 총 25건(53.2%) 이었다(국내 11건; 64.7% 국외 14건; 46.7%).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추출과정 

문헌선택기준에 따른 추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실 세부적으로는 자료

추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복검색이 제거된 문헌(총 22건, 국내 6건, 국외 16건)을 1차적으로 초

록(abstract)을 중심으로 2명의 평가자(evaluators)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초록의 내

용만으로 문헌선택이 애매한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그 문헌의 정보를 얻거나 전문(full 

text)을 찾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전문을 접할 수 없는 경우 전문을 

찾을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였다. 초록을 이용한 1차 문헌선택에서 11건이 배제되었다(국내 

4건, 국외 7건). 이 중 평가자간 이견을 보이는 경우는 2건(18.2%)이었으나 모두 평가자 회

의를 통해 합의 하에 조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록과 전문을 중심으로 총 11건(국내 2건, 국외 9건)의 문헌을 다시 2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문헌 선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총 0건의 문헌(국내 0건, 국

외 0건)이 배제되었다(0%). 이 중 평가자간 이견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상기 과정을 종합하면, 중복 제거된 총 22개의 문헌 중 9개(40.9%)가 2명의 평가자의 이견

없이 배제되고 11개의 문헌이 선택되었다. 이를 세분하면, 국내의 경우 총 6개 중 2개

(33.3%)의 문헌이 선택되고 4개(66.7%) 문헌이 배제되었으며, 국외는 총 16개의 문헌 중 9

개(56.3%)가 선택되고 7개(43.8%)가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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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색전략에 의거      
검색된 문헌          

(n =45) 
 

검색된 전체 문헌 (n = 45) :                        

국내 (n = 16), 국외 (n = 29) 

※ 국외: Ovid-MEDLINE 13, EMBASE 16 

   
  

추가 : 수기검색, 검색 이후 출판된 문헌 

국내 (n = 1), 국외 (n = 1) 
   
  

제거 : 중복 검색된 문헌 (n =25)                  

국내 (n = 11), 국외 (n =14) 
중복 제거된 문헌        

(n = 22)  국내 (n = 6), 국외 (n =16) 

  
제거 : 동물실험 연구(n = 0) 

국내 (n = 0), 국외 (n = 0) 
인간대상 문헌 

(n = 22)   

  
제거 : 한국어∙영어∙독일어로 출판되지 않은 문헌

(n = 2) 

한국어∙영어∙독일어 문헌 

(n =20)   

 

 

제거 :  원저가 아닌 연구 (n = 5) 

예. Non-systematic reviews, editorial, 

letter, news article, note, survey, 

opinion piece, guideline, congress 

or conference material 
원저인 문헌          

(n = 15)   

  
제거 : 뉴로체크가 수행되지 않은 연구 

       (n = 2) 

뉴로체크 관련 문헌       
(n = 13)   

  
제거 : 적절한 의료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  

(n = 0 ) 

   

  
제거 : 적절한 표준기준이 없는 연구 (n = 2) 

 

   

  
제거 : 연구대상이 10명 이하인 연구 (n = 0 ) 

 
   

평가에 선택된 문헌       
(n = 11)  

총 배제논문 (n= 11: 국내 4, 국외 7) 

총 선택논문 (n= 11: 국내 2, 국외 9) 

그림 3.1  문헌검색전략에 따라 뉴로체크 평가에 선택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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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헌의 질 평가 

 

선택된 문헌의 질 평가 도구는 영국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의 

‘Methodology Checklist(2004년 3월)’를 채택하였다. 논문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도구

는 다양하나 각 질 평가 도구들의 평가 기준 및 내용을 종합 분석한 the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AHRQ)의 ‘Systems to Rate the Strength of Scientific Evidence(2002)’

을 참고하여 질 평가 도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SIGN의 질 평가 도구는 연구 유형(type of study designs)에 따라 4가지 종류 즉, 체계적 문헌

고찰, 무작위 임상시험, 코호트 연구 및 환자-대조군 연구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평가에 활

용하기 위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유형별 질 평가 도구는 부록 4에 그 내용을 제시

하였다. 

 

3.4.1 질 평가 도구 
 

SIGN의 질 평가 도구는 연구 유형(type of study designs)에 따라 부록 4에 그 내용을 제시하

였다. 그 이유는 이전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에 대한 의료기술(시범)평가 보고서

(2004)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3.4.2 질 평가 판정 
 

문헌의 질평가는 2명의 평가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판정 결과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다. 평가자간 이견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할 예정이었으

나 이견없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평가에 포함된 각 문헌의 질 평가 판정 결과

는 부록 5 선택된 문헌의 자료추출 연구설계 하단에 기술하였다.  
 

질평가 판정은 모두 11편의 문헌에서 시행되었다. 11개의 진단법평가연구를 평가하였다. 근

거의 수준에 따라 2개의 문헌에 2‘++’를 부여하였다(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c). 3

개의 문헌은 2‘+’로 평가되었다(Tentolouris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Sohn et al 2005). 나머지 6

개의 문헌은 2‘-’로 평가되었다(Paoanas et al 2008; Quattrini et al 2008; Bilen et al 2007; Papanas et 

al 2007b; Kim et al 2006; Papanas et al 2005). SIGN의 질 평가 판정기준은 표 3.3와 같다. 
 
표 3.3  질 평가 판정 기준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됨. 연구나 검토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확신될 경우 

+ 몇 가지 기준이 충족됨. 부적절하거나 미 충족된 부분으로 인해 연구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거의 모든 또는 모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이 연구의 결론은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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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근거의 수준 

 

문헌의 질 평가 결과에 따른 근거의 수준은 SIGN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전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 열치료에서 사용된 연구 유형 및 영국 SIGN의 정보팀 의견을 수렴하여 

비무작위 임상시험은 1‘+’ 이하에서, 진단법 평가연구는 환자-대조군 및 코호트 연구와 동

일하게 추가하였으며, 기타 연구는 3등급 비분석적 연구에 포함하였다. 근거의 수준은 표 

3.4와 같다. 
 

질평가 결과를 반영한 선택된 문헌들의 근거 수준은 ‘표 4.1 평가에 선택된 문헌’에 기술하

였다. 
 
표 3.4  근거의 수준 

1++ •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높은 질의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매우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잘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낮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1- •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  치우침(bias)의 위험이 높은 무작위 임상시험 또는 비무작위 임상시험 

2++ •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로 수행된 높은 질의 체계적 문헌 고찰 

 •  혼동(confounding)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높은 
확률을 가진 높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낮거나 인과 관계에 대한 보통의 확률을 가진 높
은 질의 환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2- •  혼동이나 치우침 및 우연성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인과 관계가 없는 상당한 위험을 환
자-대조군 또는 코호트 연구 및 비교 연구 

3 •  비분석적 연구 (예: 전후 연구, 증례 연구, 증례 보고) 

4 •  전문가 의견 

 

3.4.4 권고의 등급 

 

본 평가에 사용될 근거의 수준에 따른 권고의 등급은 표 3.5와 같다. 

 
표 3.5  권고의 등급 

A •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1++의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최소 하나 이상이고, 
표적 모집단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경우 

 •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수행된 체계적 문헌고찰 또는 1+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결과

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B •  2++의 연구로 구성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

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1++나 1+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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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2+의 연구로 수정된 근거이고, 직접 표적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으며, 결과가 전반적으

로 일관성을 보이는 경우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D •  근거의 수준 3 또는 4에 해당되거나 

 •  2+의 평점을 받은 연구로부터 추정된 근거인 경우 

 

 

3.5 자료추출 

 

평가에 포함된 문헌이 일 유형으로만 한정되지 않아 자료 추출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하였

다.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추출하기 위하여 기본 서식을 작성하여 시범적으로 수행하

였다. 제2차 소위원회 개최 후 위원들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자료 추출 과정을 수행하였

다.  
 

뉴로체크는 결정된 문헌에 기술된 공통된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연구 대상의 특성 및 

필수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는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1차 자료 추출은 2명의 평

가자가 각각 중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실무 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의하고 재

차 자료 추출 과정을 수행하였다. 
 

자료추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진단법 평가연구에서 2×2표가 명확히 표로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문헌에서 기술된 자료만을 자료 추출 시 포함하였다.  
 

유효성 결과는 뉴로체크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

비 및 해당 검사의 정확도와 진단 교차비로 진단의 정확성, 위양성률로 구분하였다. 

 

 

3.6 위원회 운영 

 

3.6.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07년 12월 6일 신청 접수된 뉴로체크는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 2. 29)에서 평

가대상여부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뉴로체크를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등재

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평가해야 할 신의료기술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이용하

여 평가하도록 심의하였다. 
 

이후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뉴로체크는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는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08. 10. 17)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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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소위원회 
 

뉴로체크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은 내과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3인으로 구성되었

다. 이에 관한 사항은 부록 2 뉴로체크 소위원회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소위원회는 모두 4회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은 평가계획서 작성부터 PICO 형식에 의한 검색

어 선정, 선택 및 배제기준 등 모든 부분에 참여하여 객관적이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선택된 문헌에 근거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뉴로체크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소위원회

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부록 2 뉴로체크 소위원

회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Neurocheck
 

24 

4.  평가 결과 

 

 

4.1 개요  

 

뉴로체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기술하고자 한다. 안

전성과 유효성을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진단의 정확성 및 자가검사의 유용성과 동 검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의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진단교차비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4.1.1 평가에 선택된 문헌 
 

평가에 이용된 문헌은 총 11개로 국내 2개, 국외 9개이었다. 모든 문헌이 뉴로체크의 진단

능력을 평가한 문헌이었다. 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모두 2005년 이후에 발표된 최근 연구였

다. 연구된 장소는 대부분 그리스(7개)이었다. 국내 학술지 문헌은 2개 이었으며(Kim et al 

2006; Sohn et al 2005) 나머지는 국외문헌이었다. 평가에 선택된 문헌은 표 4.1과 같다. 

 

4.1.2 당뇨병 
 

당뇨병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평가는 총 11개의 문헌에 근거하였다. 모두 진단법평

가연구이었다.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5개로 근거수준이 2‘-’에서 2‘++’이

었으며(Papanas et al 2008; Bilen et al 2007; Papanas et al 2007b; Papanas et al 2007c; Kim et al 2006),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은 4개로 근거수준이 2‘-’에서 2‘+’이었다(Quattrini et al 2008; 

Tentolouris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Sohn et al 2005). 또한, 제2형 당뇨병환자와 건강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2개로 근거수준이 2‘-’에서 2‘++’이었다(Papanas et al 2007c; Papanas et al 2005).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에서 모두 발생하므로 당

뇨병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평가하기로 심의되었다.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된 연구가 3개이었으며(Papanas et al 2007a; Papa 

nas et al 2007c; Sohn et al 2005),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된 연구는 3개(Papanas et al 

2008; 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b), 그 외 점수체계와 비교된 연구는 6개이었다

(Papanas 등 et al 2008; Quattrini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Bilen et al 2007; Papanas et al 2007b; 

Papana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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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평가에 선택된 문헌 

연

번 
출판 

년도 
저자 

연구 

국가 

연구 

유형 
연구 대상 (명)

진단 

질병 

평균이환 

기간(년) 

표준 

기준 
근거 
수준 

1 2008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54) 

- 12.8 NDS,  
VPT 

2- 

2 2008 Quattrini  
et al 

영국 진단법 
평가연구 

제1/제2형 
당뇨병환자 

(20/37) 

- 7.9 NDS 2- 

3 2008 Tentolouri
-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당뇨병환자 
(156) 

당뇨병성

신경병증 
14.0 NDS+

임상검

사 

2+ 

4 2007 Liatis S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단면연

구) 

당뇨병환자 
(50) 

말초 
신경병증. 

자율 
신경병증 

10.9 통합검

사 
2+ 

5 2007 Bilen H  
et al 

터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05) 

- 10.0 QTc 2- 

6 2007a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120) 

건강인(30) 

말초 
신경병증 

13.1 NCS 2++ 

7 2007b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23) 

- 12.0 NDS 2- 

8 2007c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20) 

- 13.1 MNSI 2++ 

9 2006 Kim HJ   
et al 

한국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35) 

- 11.8 통합검

사 
2- 

10 2005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04) 
건강인(20) 

말초 
신경병증 

12.8 DNI+
임상검

사 

2- 

11 2005 Sohn TS  
et al 

한국 진단법    
평가연구 

당뇨병환자 
(124) 

- 11.6 NCS 2+ 

NDS: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neuropathy disability score) 
VPT: 진동감각역치측정(vibration perception threshold) 
NSS: 신경병증 증상점수(neuropathy symptoms score) 
NCS: neuropathy conduction study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MNSI: 미시간 신경병증 선별도구(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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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로체크의 안전성  

 
4.2.1 개요 

 

뉴로체크의 안전성은 양 발을 건조시킨 후 엄지 발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에 뉴로체크를 붙

이고 반응패드의 색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환자에게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 사례를 살펴

보았다. 선택된 11개의 문헌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4.3 뉴로체크의 유효성  

 
4.3.1 개요 

 

뉴로체크의 유효성은 첫째, 검사의 정확도를 통해 유용한 선별검사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이를 신경병증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양성률을 평가하였다. 둘째, 검사자가 의

사와 일반인일때의 검사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유용한 자가진단검사인지를 평가하였다. 셋

째, 뉴로체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서 의료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일반적으로 진단법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진단법이 특정 질병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않은 

경우를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해당질병을 진단하는 표준기

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하여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및 우도비 등을 산출하여 이를 판

단한다. 본 평가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근위부 및 원위부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자율 신경계 등이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질환으로 황금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

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선별검사법을 표준기준으로 이용하였으나 신경전도검사의 

경우 가중치를 두어 뉴로체크의 진단력을 분석하였다. 본 평가에서 사용된 문헌들을 향후 

다른 분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2표’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4.3.2 선별검사의 유용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전기생리학적 검사와 함께 문진과 신체진찰로 진단한다. 그러나 당뇨

병성 신경병증의 선별검사로 전기생리학적검사는 고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선별검사

는 간단하고 신속하며, 재현성이 높아야 하며, 당뇨병 환자에게서 임상적 의료결과를 향상

시켜야 한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선별검사는 다음의 6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Perkins et al 2003). 첫째, 당뇨병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하지절단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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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질병으로 이를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정의되어야 하며 둘째, 경제적 비용과 삶의 질 

비용을 고려한 검사이며 셋째, 자연경과의 부분으로 장기적 무증상 잠재기를 이해해야 하

며 넷째, 고위험군에 적절한 치료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당뇨병 센터나 일

차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간단하고 정확한 검사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뉴로체크를 통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할 수 있는지를 검사의 정확도와 

위양성률로 분석하였다.  

 

검사의 정확도 

검사의 정확도는 11개의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뉴로체크의 진단 능력을 신경전도검사,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NDS)등의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Papanas 등(2008)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발한기능장애를 뉴로체

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

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8(95% CI 0.93-0.99), 특이도 0.67(95% CI 

0.61-0.69), 검사정확도 0.85(95% CI 0.80-0.87)로 분석되었다. 표준기준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

(VPT)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9(95% CI 0.94-1.00), 특이도 0.60(95% CI 0.55-0.61), 검

사정확도 0.80(95% CI 0.75-0.81)로 분석되었다.  
 

Quattrini 등(2008)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20명과 제 2형 당뇨병 환자 37명 총 57명

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

도를 표준기준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5(95% CI 0.75-0.93), 

특이도 0.57(95% CI 0.42-0.67), 검사정확도 0.74(95% CI 0.62-0.82)로 분석되었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7명과 제 2형 당뇨병 환자 149명 총 

156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4(95% CI 0.89-

0.97), 특이도 0.79(95% CI 0.72-0.84), 검사정확도 0.88(95% CI 0.82-0.92)로 분석되었다.  
 

Liatis 등(2007)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9명과 제 2형 당뇨병 환자 108명 총 117명

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을 선

별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표준기준을 Neuropathy Symptom Score(NSS), 신경병증 기능

부전 점수,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NPT) 3가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중 2개 이상 비

정상일 때 말초신경의 지각운동 신경장애로 진단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

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6(95% CI 0.77-0.93), 특이도 0.67(95% 

CI 0.60-0.72), 검사정확도 0.75(95% CI 0.67-0.81)로 분석되었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은 표

준기준을 심장박동수검사, 심호흡검사, 기립시 즉시반응, 기립성 고혈압진단 4가지 검사를 



 

Neurocheck
 

28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2개 이상 비정상일 때 심혈관계자율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다. 심혈관

계 자율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59(95% 

CI 0.48-0.70), 특이도 0.47(95% CI 0.40-0.53), 검사정확도 0.51(95% CI 0.43-0.60)로 분석되었다. 
 

Bilen 등(2007)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

여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QTc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8(95% CI 0.77-0.94), 특이도 0.43(95% CI 0.36-0.47), 검사정확도 0.60(95% 

CI 0.52-0.65)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a)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20명과 건강인 30명을 대상으로 뉴로체

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

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1.00(95% CI 0.96-1.00), 특이도 

0.69(95% CI 0.62-0.69), 검사정확도 0.89(95% CI 0.84-0.89)로 분석되었다. 표준기준 임상검사

(NDS)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5(95% CI 0.91-0.98), 특이도 0.68(95% CI 0.57-0.89), 검

사정확도 0.87(95% CI 0.80-0.91)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b)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

하여 발한기능장애를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

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5(95% CI 0.90-0.98), 특이도 0.70(95% CI 0.62-0.74), 검사정확

도 0.85(95% CI 0.79-0.89)로 분석되었다. 표준기준 세섬유장애측정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9(95% CI 0.96-1.00), 특이도 0.55(95% CI 0.45-0.57), 검사정확도 0.88(95% CI 0.83-

0.89)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c)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

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을 미시간 분류기준에 따라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class 0에서 민감도 0.97(95% CI 

0.91-0.97), 특이도 1.00(95% CI 0.97-1.00), 검사정확도 0.99(95% CI 0.96-0.99)로, class 1에서 민

감도 1.00(95% CI 0.95-1.00), 특이도 0.97(95% CI 0.94-0.97), 검사정확도 0.98(95% CI 0.94-0.98)

로, class 2에서 민감도 0.93(95% CI 0.85-0.93), 특이도 1.00(95% CI 0.98-1.00), 검사정확도 

0.98(95% CI 0.95-0.98)로, class 3에서 민감도 1.00(95% CI 0.82-1.00), 특이도 0.99(95% CI 0.97-

0.99), 검사정확도 0.99(95% CI 0.96-0.99)로 분석되었다.  
 

Kim 등(2006)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35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Ewing(1982)이 실시

한 통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7, 특이도 0.63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5)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

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말초신경병증, 발한장애)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

기준 Diabetic Neuropathy Index(DNI)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4(95% CI 0.89-0.98),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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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70(95% CI 0.58-0.77), 검사정확도 0.87(95% CI 0.79-0.91)로 분석되었다.  
 

Sohn 등(2005)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3명, 제 2형 당뇨병 환자 121명 총 124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하였다. 뉴로체크의 정확도

를 표준기준 신경전도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6(95% CI 0.83-0.89), 특이도 

0.60(95% CI 0.38-0.79), 검사정확도 0.83(95% CI 0.78-0.88)으로 분석되었다.  
 

뉴로체크의 진단정확도는 민감도는 0.59-1.00, 특이도 0.43-1.00, 검사정확도는 0.74-0.99로 결

과 값이 제시되었다.  
 
표 4.2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비교(전체)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

도 
특이

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NDS 0.98 0.67 0.81 0.96 2.98 0.03 0.85 90.10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VPT 0.99 0.60 0.73 0.98 2.44 0.02 0.80 115.87

Quattrini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20/37) 

DNS 0.85 0.57 0.74 0.72 1.96 0.26 0.74 7.54 

Tentolouris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7/149) 

NDS 0.94 0.79 0.87 0.89 4.53 0.08 0.88 55.77 

통합검사 
(PSN) 

0.86 0.67 0.66 0.87 2.62 0.21 0.75 12.57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통합검사 
(CAN) 

0.59 0.47 0.40 0.65 1.11 0.88 0.51 1.26 

Bilen et al 
2007 

제2형 
당뇨병 
(105) 

QTc 0.88 0.43 0.49 0.85 1.54 0.29 0.60 5.30 

NCS 1.00 0.69 0.86 1.00 3.23 0.00 0.89 -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20/30) 

NDS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NDS 0.95 0.70 0.83 0.90 3.15 0.07 0.85 43.94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SFI 0.99 0.55 0.87 0.95 2.18 0.02 0.88 118.80

Papanas et 
al 2007c 

제2형 
당뇨병 
(120) 

NCS 0.97 1.00 1.00 0.99 - 0.03 0.99 - 

Kim et al 
2006 

제2형 
당뇨병 

(35) 

통합검사 0.87 0.63 0.68 0.83 - - - - 

Papanas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04/20) 

DNI 0.94 0.70 0.87 0.85 3.11 0.08 0.87 38.53 

Sohn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124) 

NCV 0.86 0.60 0.94 0.38 2.16 0.23 0.83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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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NCS : 신경전도검사(NCV)+임상검사, 
NDS :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 NSS(neuropathy symptom score) : 신경병증 증상점수, PSN: 
말초신경병증, SFI(Small fiber impairment) : 세섬유장애측정검사, VPT: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 

메타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총 11편이나, 각 문헌에서 2개의 표준기준과 뉴로체크와 비교한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한 결과는 총 14개이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

하여 메타분석한 결과(그림 4.1), 통합진단비는 17.81(95% CI 13.24-23.94)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9.06, p<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98.32, df=13, 

p<0.01). 
 

 
그림 4.1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 전체(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한 결과(그림 4.2), 통합진단비는 

32.82(95% CI 12.92-83.38)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2.62, z=7.34, p<0.0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98.32, df=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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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 전체(변량효과 모형)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Begg’s

의 funnel plot은 lnor=1 수평선을 기준으로 양쪽 깔대기 모양 안에 기준선 양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출판편향이 없는 것이고, 어느 한 쪽 방향으로 모여있다면 출판편향이 있

는 것이다.  
 

 

그림 4.3  뉴로체크 Begg’s funnel plot (전체) 

 

세부군 분석 

전체 메타분석 결과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기준별로 세부군 분

석을 하였다. 
 



 

Neurocheck
 

32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한 문헌은 3개

이었다(표 4.3). 
 

Papanas 등(2007a)의 연구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 120명과 건강인 30명을 대상으로 한 결

과 민감도 1.00(95% CI 0.96-1.00), 특이도 0.69(95% CI 0.62-0.69), 검사정확도 0.89(95% CI 0.84-

0.89)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c)의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뉴로체크 검사를 시행하여 당

뇨병성 신경병증을 선별한 결과, class 0에서 민감도 0.97(95% CI 0.91-0.97), 특이도 1.00(95% 

CI 0.97-1.00), 검사정확도 0.99(95% CI 0.96-0.99)로, class 1에서 민감도 1.00(95% CI 0.95-1.00), 

특이도 0.97(95% CI 0.94-0.97), 검사정확도 0.98(95% CI 0.94-0.98)로, class 2에서 민감도 

0.93(95% CI 0.85-0.93), 특이도 1.00(95% CI 0.98-1.00), 검사정확도 0.98(95% CI 0.95-0.98)로, 

class 3에서 민감도 1.00(95% CI 0.82-1.00), 특이도 0.99(95% CI 0.97-0.99), 검사정확도 

0.99(95% CI 0.96-0.99)로 분석되었다.  
 

Sohn 등(2005)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3명, 제 2형 당뇨병 환자 121명 총 124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민감도 0.86(95% CI 0.83-0.89), 특이도 0.60(95% CI 0.38-0.79), 검사정확도 

0.83(95% CI 0.78-0.88)으로 분석되었다.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를 표준기준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민감도

는 0.86-1.00, 특이도 0.60-1.00, 검사정확도 0.83-0.99로 결과 값이 제시되었다. 
 
표 4.3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 성 
예측도 

음 성 
예측도 

양 성 
우도비 

음 성 
우도비 

검 사 
정확도 

진 단 
교차비 

Papanas  
et al 
2007a 

제2형당뇨병/ 
건강인 
(120/30) 

NCS 1.00 0.69 0.86 1.00 3.23 0.00 0.89 - 

Papanas  
et al 
2007c 

제2형 당뇨병 
(120) NCS 0.97 1.00 1.00 0.99 - 0.03 0.99 - 

Sohn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124) NCV 0.86 0.60 0.94 0.38 2.16 0.23 0.83 9.40 

NCS: 신경전도검사(NCV)+임상검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한 결과(그림 4.4), 통합진단비는 

59.66(95% CI 27.39-129.93)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0.30, p<0.0001) 병합

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17.50, df=2,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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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신경전도와 임상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5), 통합진단비는 

118.45(95% CI 5.00-2806.4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6.85, z=2.96, p=.003),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17.50, df=2, p<0.0001).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6). 
 

 

그림 4.5  신경전도와 임상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변량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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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신경전도와 임상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 Begg’s funnel plot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Neuropathy Disability Score, NDS)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한 문헌은 3개이었다(표 4.4). 
 

Papanas 등(2008)의 연구에서 민감도 0.79(95% CI 0.73-0.83), 특이도 0.86(95% CI 0.78-0.92), 검

사정확도 0.82(95% CI 0.75-0.87)로 분석되었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민감도 

0.94(95% CI 0.89-0.97), 특이도 0.79(95% CI 0.72-0.84), 검사정확도 0.88(95% CI 0.82-0.92)로 분

석되었다. Papanas 등(2007a)의 연구에서 민감도 0.95(95% CI 0.91-0.98), 특이도 0.68(95% CI 

0.57-0.89), 검사정확도 0.87(95% CI 0.80-0.91)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b)의 연구에서 민

감도 0.95(95% CI 0.90-0.98), 특이도 0.70(95% CI 0.62-0.74), 검사정확도 0.85(95% CI 0.79-0.89)

로 분석되었다.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를 표준기준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민감도는 0.94-0.98, 

특이도 0.67-0.79, 양성예측도 0.81-0.87, 음성예측도 0.86-0.96, 검사정확도 0.85-0.88으로 결과 

값이 제시되었다. 
 
표 4.4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NDS 0.98 0.67 0.81 0.96 2.98 0.03 0.85 90.10

Tentolo
uris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7/149) 

NDS 0.94 0.79 0.87 0.89 4.53 0.08 0.88 55.77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건강

인(120/30) 

NDS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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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NDS 0.95 0.70 0.83 0.90 3.15 0.07 0.85 43.94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7), 통합 교차비는 

54.45(95% CI 29.96-98.9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X2=1.00, z=13.12, p<0.0001), 연구들

간 동질적이었다(X2=0.77, df=3, p=0.856). 
 

 

그림 4.7  표준기준 NDS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 전체(고정효과 모형) 

 

기타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기타(진동감각역치측정, QTc, 세섬유장애측정검사, DNI, 통합검사 등)

를 표준기준 비교한 문헌은 6개이었다(표 4.5). 
 

Papanas 등(2008)의 연구에서 표준기준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9(95% CI 0.94-1.00), 특이도 0.60(95% CI 0.55-0.61), 검사정확도 0.80(95% CI 0.75-0.81)으로 

분석되었다.  
 

Quattrini 등(2008)의 연구에서 표준기준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

도 0.85(95% CI 0.75-0.93), 특이도 0.57(95% CI 0.42-0.67), 검사정확도 0.74(95% CI 0.62-0.82)로 

분석되었다.  
 

Liatis 등(2007)의 연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표준기준을 신경병증 증상점수(NSS), 신경

병증 기능부전 점수,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NPT) 3가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중 2

개 이상 비정상일 때 말초신경의 지각운동 신경장애로 진단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6(95% CI 0.77-0.93), 특이도 

0.67(95% CI 0.60-0.72), 검사정확도 0.75(95% CI 0.67-0.81)로 분석되었다. 심혈관계 자율신경

병증은 표준기준을 심장박동수검사, 심호흡검사, 기립시 즉시반응, 기립성 고혈압진단 4가

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2개 이상 비정상일 때 심혈관계자율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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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59(95% CI 0.48-0.70), 특이도 0.47(95% CI 0.40-0.53), 검사정확도 0.51(95% CI 0.43-0.60)로 분

석되었다.  
 

Bilen 등(2007)의 연구에서 표준기준 QTc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8(95% CI 0.77-0.94), 

특이도 0.43(95% CI 0.36-0.47), 검사정확도 0.60(95% CI 0.52-0.65)으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b)의 연구에서 표준기준 세섬유장애측정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9(95% CI 0.96-1.00), 특이도 0.55(95% CI 0.45-0.57), 검사정확도 0.88(95% CI 0.83-0.89)로 분

석되었다.  
 

Papanas 등(2005)의 연구에서 표준기준 Diabetic Neuropathy Index(DNI)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4(95% CI 0.89-0.98), 특이도 0.70(95% CI 0.58-0.77), 검사정확도 0.87(95% CI 0.79-

0.91)로 분석되었다.  
 

기타(진동감각역치측정, QTc, 세섬유장애측정검사, DNI, 통합검사 등)을 표준기준으로 수행

한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민감도는 0.59-0.99, 특이도 0.43-0.70, 양성예측도 0.40-0.87, 음성예

측도 0.65-0.95, 검사정확도 0.51-0.88으로 결과 값이 제시되었다. 

 

 

 
표 4.5  기타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VPT 0.99 0.60 0.73 0.98 2.44 0.02 0.80 115.87 

Quattrini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20/37,) 

DNS 0.85 0.57 0.74 0.72 1.96 0.26 0.74 7.54 

통합검사 
(PSN) 

0.86 0.67 0.66 0.87 2.62 0.21 0.75 12.57 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통합검사 

(CAN) 
0.59 0.47 0.40 0.65 1.11 0.88 0.51 1.26 

Bilen et al 
2007 

제2형 
당뇨병 (105) 

QTc 0.88 0.43 0.49 0.85 1.54 0.29 0.60 5.30 

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SFI 0.99 0.55 0.87 0.95 2.18 0.02 0.88 118.80 

Papanas et al 
2005 

제2형 
당뇨병/건강

인(104/20) 

DNI 0.94 0.70 0.87 0.85 3.11 0.08 0.87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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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PSN: 말초신경병증 
SFI(Small fiber impairment): 세섬유장애측정검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한 결과(그림 4.8), 통합진단비는 8.69 

(95% CI 5.96-12.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1.22, p<0.0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49.11, df=6, p<0.0001). 
 

 

그림 4.8  기타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한 결과(그림 4.9), 통합진단비는 

15.91(95% CI, 4.35-58.1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2.56, z=4.18, p<.000), 병합된 연

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49.11, df=6, p<0.0001).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

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그림 4.9  기타검사와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변량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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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기타검사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Begg’s funnel plot 

 

점수체계(scoring system)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점수체계인 표준기준과 비교한 문헌은 8개이었다(표 4.6). 
 

Papanas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79(95% 

CI 0.73-0.83), 특이도 0.86(95% CI 0.78-0.92), 검사정확도 0.82(95% CI 0.75-0.87)로 분석되었다.  
 

Quattrini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5 

(95% CI 0.75-0.93), 특이도 0.57(95% CI 0.42-0.67), 검사정확도 0.74(95% CI 0.62-0.82)로 분석되

었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4(95% CI 0.89-0.97), 특이도 0.79(95% CI 0.72-0.84), 검사정확도 0.88(95% CI 0.82-0.92)로 분

석되었다.  
 

Liatis 등(2007)의 연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표준기준을 신경병증 증상점수(NSS), 신경

병증 기능부전 점수,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NPT) 3가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중 2

개 이상 비정상일 때 말초신경의 지각운동 신경장애로 진단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6(95% CI 0.77-0.93), 특이도 

0.67(95% CI 0.60-0.72), 검사정확도 0.75(95% CI 0.67-0.81)로 분석되었다. 심혈관계 자율신경

병증은 표준기준을 심장박동수검사, 심호흡검사, 기립시 즉시반응, 기립성 고혈압진단 4가

지 검사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여 2개 이상 비정상일 때 심혈관계자율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

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에서 뉴로체크의 정확도를 표준기준과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59(95% CI 0.48-0.70), 특이도 0.47(95% CI 0.40-0.53), 검사정확도 0.51(95% CI 0.43-0.60)로 분

석되었다.  
 

Bilen 등(2007)의 연구에서 QTc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88(95% CI 0.77-0.94), 특이도 

0.43(95% CI 0.36-0.47), 검사정확도 0.60(95% CI 0.52-0.65)으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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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5(95% CI 0.91-0.98), 특

이도 0.68(95% CI 0.57-0.89), 검사정확도 0.87(95% CI 0.80-0.91)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b)의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5(95% CI 0.90-

0.98), 특이도 0.70(95% CI 0.62-0.74), 검사정확도 0.85(95% CI 0.79-0.89)로 분석되었고, 세섬유

장애측정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9(95% CI 0.96-1.00), 특이도 0.55(95% CI 0.45-

0.57), 검사정확도 0.88(95% CI 0.83-0.89)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5)의 연구에서 Diabetic Neuropathy Index(DNI)와 비교하여 분석 시, 민감도 

0.94(95% CI 0.89-0.98), 특이도 0.70(95% CI 0.58-0.77), 검사정확도 0.87(95% CI 0.79-0.91)로 분

석되었다.  
 
표 4.6  점수체계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NDS 0.98 0.67 0.81 0.96 2.98 0.03 0.85 90.10 

Quattrini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20/37,) 

 

DNS 0.85 0.57 0.74 0.72 1.96 0.26 0.74 7.54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통합검사 
(PSN) 

0.86 0.67 0.66 0.87 2.62 0.21 0.75 12.57 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통합검사 
(CAN) 

0.59 0.47 0.40 0.65 1.11 0.88 0.51 1.26 

Bilen et al 
2007 

제2형 
당뇨병(105) 

QTc 0.88 0.43 0.49 0.85 1.54 0.29 0.60 5.30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건강인

(120/30) 

NDS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NDS 0.95 0.70 0.83 0.90 3.15 0.07 0.85 43.94 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SFI 0.99 0.55 0.87 0.95 2.18 0.02 0.88 118.80

Papanas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건강인(104/20) 

DNI 0.94 0.70 0.87 0.85 3.11 0.08 0.87 38.53 

CAN: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NDS: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  
PSN: 말초신경병증 
SFI(Small fiber impairment): 세섬유장애측정검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11), 통합진단비는 

14.88(95% CI, 10.82-20.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6.60, p<0.0001) 병합된 연

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77.86, df=10,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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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점수체계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12), 통합진단비는 

25.01(95% CI, 9.18-68.1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2.42, z=6.29, p<0.0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78.19, df=9, p<0.0001).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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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점수체계와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변량효과 모형) 

 

 

그림 4.13  점수체계와 비교한 뉴로체크 Begg’s funnel plot 
 
 
 
 
 

민감도 분석 

양 극단의 연구결과 문헌 제외 

전체분석에서 이질성이 발견되어 이질성의 원인을 밝히고자 세부군 분석을 하였으나 세부

군에서도 이질성이 발견되어 가중치가 가장 컸던 문헌(Liatis et al 2008), 가장 작았던 문헌

(Papanas et al 2007c)을 제외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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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NDS 0.98 0.67 0.81 0.96 2.98 0.03 0.85 90.10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VPT 0.99 0.60 0.73 0.98 2.44 0.02 0.80 115.87 

Quattrini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20/37,) 

DNS 0.85 0.57 0.74 0.72 1.96 0.26 0.74 7.54 

Tentolouris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7/149) 

NDS 0.94 0.79 0.87 0.89 4.53 0.08 0.88 55.77 

Bilen et al 
2007 

제2형 당뇨병 
(105) 

QTc 0.88 0.43 0.49 0.85 1.54 0.29 0.60 5.30 

NCS 1.00 0.69 0.86 1.00 3.23 0.00 0.89 -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20/30) 

NDS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NDS 0.95 0.70 0.83 0.90 3.15 0.07 0.85 43.94 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SFI 0.99 0.55 0.87 0.95 2.18 0.02 0.88 118.80 

Kim et al 
2006 

제2형 당뇨병 
(35) 

통합 
검사 

0.87 0.63 0.68 0.83 - - - - 

Papanas et al 
2005 

제2형 
당뇨병/건강

인 (104/20) 

DNI 0.94 0.70 0.87 0.85 3.11 0.08 0.87 38.53 

Sohn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124) 

NCV 0.86 0.60 0.94 0.38 2.16 0.23 0.83 9.40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NCS: 신경전도검사(NCV)+임상검사 
NDS: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 
NSS(neuropathy symptom score): 신경병증 증상점수 
SFI(Small fiber impairment): 세섬유장애측정검사,  
VPT: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14), 통합진단비는 27.45 

(95% CI 19.36-38.90)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8.61, p<0.0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32.96, df=1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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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 전체(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15), 통합진단비는 30.00 

(95% CI 15.92-56.56)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0.80, z=10.51, p<0.0001), 병합된 

연구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32.96, df=11, p<0.0001).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6). 
 

 

그림 4.15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 전체(변량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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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뉴로체크 Begg’s funnel plot (전체) 

 

질평가 결과에 따른 분석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서로 다른 표준기준과 비교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을 메타분석시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혼

동의 치우침이 적은 잘 설계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근거수준 2++로 평가된 3개 문헌(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c)과 

2+로 평가된 문헌 4개의 문헌(Tentolouris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Liatis et al 2007; Sohn et al 

2005)을 분석하였다. 
 
표 4.8  근거수준 2++, 2+인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진단 정확성 

저 자 
연구대상 

(명) 
표준 기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양성 
우도비

음성 
우도비 

검사 
정확도 

진단 
교차비

Tentolou-
ris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7/149,) 

NDS 0.94 0.79 0.87 0.89 4.53 0.08 0.88 55.77 

통합검사 
(PSN) 

0.86 0.67 0.66 0.87 2.62 0.21 0.75 12.57 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통합검사 

(CAN) 
0.59 0.47 0.40 0.65 1.11 0.88 0.51 1.26 

NCS 1.00 0.69 0.86 1.00 3.23 0.00 0.89 -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20/30) 

NDS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Papanas 
et al 
2007c 

제2형 당뇨병 
(120) 

NCS 0.97 1.00 1.00 0.99 - 0.03 0.99 - 

Sohn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124) 

NCV 0.86 0.60 0.94 0.38 2.16 0.23 0.83 9.40 



 

뉴로체크 
 

45

CAN: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NCS: 신경전도검사(NCV)+임상검사 
NDS: 신경학적 기능부전 점수,  PSN: 말초신경병증 

고정효과 모형에 기초하여 이질성을 검정한 결과(그림 4.17), 병합된 연구는 통합진단비는 

13.17(95% CI 9.10-19.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X2=1.00, z=13.69, p<0.0001), 병합된 연구

간의 이질성을 보였다(X2=68.85, df=6, p<0.0001). 
 

 

그림 4.17  근거수준 2++, 2+인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고정효과 모형) 
 

변량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에 기초하여 메타분석 결과(그림 4.18), 통합진단비는 

30.19(95% CI 6.66-136.8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τ2=3.64, z=4.42, p<.000), 병합된 연구간

의 이질성을 보였다(X2=5.446, df=6, p<.000).  
 

따라서 Begg’s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9). 
 

 

그림 4.18  근거수준 2++, 2+인 연구에서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변량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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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근거수준 2++, 2+인 연구에서 뉴로체크 Begg’s funnel plot 

 

위양성률 
 

위양성률은 11개의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Papanas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2.8%(21/64), 진동감각역치측정과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40.5%(44/74)로 분석되었다. 

Quattrini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43.5%(10/23)로 분석되었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

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20.6%(13/63)로 분석되었다. Liatis 등(2007)의 연구에서 말초신경

병증에 대해 DNS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2.8%(22/67)로,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에 대해 통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53.4%(39/73)로 분석되었다. Bilen 등(2007)의 연구에

서 QTc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56.9%(37/65)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a)의 연

구에서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1.0%(13/42)

로, 임상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2.4%(12/37)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b)의 

연구에서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0.2%(16/53)로, 세섬유

장애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21.7%(5/23)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7c)의 연

구에서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사의 병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Class0에서 위양성률은 

0.0%(0/83)로, Class1에서 위양성률은 2.6%(2/76)로, Class2에서 위양성률은 0.0%(0/92)로, Class3

에서 위양성률은 0.9%(1/109)로 분석되었다. Kim 등(2006)의 연구에서 통합검사와 비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37.5%로 분석되었다. Papanas 등(2005)의 연구에서 DNI와 비교하여 분

석 시 위양성률은 30.3%(10/33)로 분석되었다. Sohn 등(2005)의 연구에서 신경전도검사와 비

교하여 분석 시 위양성률은 43.5%(10/23)로 분석되었다. 
 

뉴로체크의 위양성률은 0.0-56.9%로 평균 33.3%(SD 14.1)결과 값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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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뉴로체크의 위양성률 

표준 기준 저 자 연구대상 (명) 위양성률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20/30) 31.0% 
Papanas et al 2007c 제2형 당뇨병 (120) 0.0% 

신경전도검사와 임상검

사의 병합검사 

Sohn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124) 37.5%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32.8% 
Tentolouris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7/149) 20.6% 
Papanas et al 2007a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20/30) 32.4%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 

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30.2% 

진동감각역치 검사 Papanas et al 2008 제2형 당뇨병 (154) 40.5% 

DNS Quattrini et al 2008 제1형/2형 당뇨병 (20/37) 43.5% 

통합검사 (PSN) 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32.8% 

통합검사(CAN) Liatis et al 2007 제1형/2형 당뇨병 (9/108) 53.4% 

QTc Bilen et al 2007 제2형 당뇨병 (105) 56.9% 
세섬유신경검사 Papanas et al 2007b 제2형 당뇨병 (123) 21.7% 

통합검사 Kim et al 2006 제2형 당뇨병 (35) 30.3% 
DNI Papanas et al 2005 제2형 당뇨병/ 건강인 (104/20) 43.5% 

 

4.3.3 자가검사의 유용성 
 

뉴로체크는 검사방법이 간단하여 독일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자가

검사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자가검사의 유용성은 1개의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Tentolouris 등(2008)의 연구에서 제 1형 당뇨병 환자 7명과 제 2형 당뇨병 환자 149명 총 

156명을 대상으로 병원 첫 방문 시 의사가 뉴로체크 검사와 표준기준 검사로 NSS+신경병

증 기능부전 점수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진단하고, 32명은 집에서 자가진단과 설

문을 하여 두 번째 방문 시 다른 의사에게 제출하였다. 의사와 환자 검사자간의 일치도는 

k=0.88(95% CI 0.85-0.91)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동 검사는 검사법이 쉽기는 하나 자가검사의 유용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가 아직은

충분치 못하므로 기존 식약청 허가사항대로 의료인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검사로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 

 

4.3.4 뉴로체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게서 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 
 

뉴로체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게서 의료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

른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부록 3). 첫째,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한장애가 있으면 발 궤

양이 증가하는가와 둘째, 발한장애가 있다면 정말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이 증가하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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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장애와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이 관련 있는지 또한 돌연사(sudden death)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였다.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과 발 궤양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의 주 임상양상은 심장혈관 증후군은 안정시 빈맥, 운동 못견딤증

(exercise intolerance), 기립성 저혈압, 무증상성 심근허혈, 발한신경장애로 무한증, 내열성, 미

락성 발한, 건성피부, 그 외 변비, 위부전마비, 발기부전, 저혈당성 자율신경 기능상실 등이 

있다(Vinik et al 2003). 피부의 미세혈관 혈류 장애 및 발한신경장애는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증의 가장 초기증상 중의 하나로 이후 피부건조, 발한소실, 피부균열을 유도하여 병원체가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긍극적으로는 이런 변화들로 발 궤양 및 괴저, 하지 소실이 일어나게 

된다(손태서 등 2005). 
 

Sun 등(2008)의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119명과 건강한 36명을 대상(위험군 29명, 땀

분비반응 음성군 41명, 땀분비반응 양성군 49명, 통제군 36명)으로 발한기능장애가 족부 합

병증과 관련이 있는지를 4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그 결과, 4년 연구기간동안 5명의 환자(위

험군 4명, 땀분비반응 음성군 1명)에서 발바닥 궤양이 발생하였고, 경한피부상태(minor skin 

condition)를 가진 환자가 피부상태가 없는 환자(sympathetic skin response, SSR-과 SSR+)보다 

새로운 궤양이 13.4배(95% CI 1.4-125.7) 발전할 것으로 보였다. 발바닥 궤양률은 발한장애가 

있는 군(위험군과 땀분비반응 음성군)과 발한장애가 없는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상

대위험도 1.07, 95% CI 1.01-1.15). 또한 모든 군에서 치유되지 않은 궤양이 없었으므로 족부 

절단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과 돌연사 

자율신경병증 환자에게서 돌연사를 보고한 문헌이 없다(Mackay et al 1980; Sampson et al 1990; 

Rathmann et al 1993). 돌연사의 잠재적인 원인은 다양할지 모르나, 무증상허혈 심지어 치사 

부정맥을 포함한다(Rathmann et al 1993). QT연장증후군에서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생명을 위

협하는 심혈관 부정맥과 돌연사를 쉽게 한다(Sivieri et al 1993). 여러가지의 동위원소를 이용

한 심장근육 자율신경분포 영상은 부정맥 소인과 사망률과의 관련성이 심장내 교감신경평

형실조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Kahn et al 1988; Stevens et al 1998). 
 

Rochester Diabetic Neuropathy연구에서는, 돌연사 환자 모두에게서 (당뇨병을 가진 환자와 당

뇨병이 없는 환자) 중증 심장동맥 질환이나 좌심실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

구자들은 비록 심혈관계 지율신경병증이 돌연사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돌연사의 유의한 독

립적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Johnso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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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언 

 

 

5.1 뉴로체크 소위원회 검토결과  

 

뉴로체크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거 ‘뉴로체크’에 대해 

현재 문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환자의 30%가 이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병증이 있으

면 하지절단의 위험도가 1.7배 증가한다. 그러므로 동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가능한 적절

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임상증상에 대하여 문진, 신경학적 신체진찰과 함께 신경전도검

사나 모노필라멘트검사 등 복합적 검사를 황금기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기존의 선별검사는 

불편하고 시간소비적이며 고비용의 검사이므로 이에 보다 간단하고 정확하며 표준화된 선

별검사가 필요하다. 신청된 뉴로체크는 땀 생산을 염화코발트Ⅱ 화합물에 의한 색깔변화로 

발한기능부전을 측정하여 신경병증의 임상증상이 없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을 선별하는 검사이다. 
 

뉴로체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최종 선택된 11개의 문헌으로 평가하였다. 
 

뉴로체크는 양 발의 엄지 발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에 반응패드를 붙이는 외용제이고, 평가

된 논문에서 환자에게 피부발진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동 검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뉴로체크의 유효성은 진단정확성과 자가검사의 유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

째, 뉴로체크의 진단정확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메타분석 

시, 통합진단비가 17.81(95% CI 13.24-23.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00, z=19.06, 

p<0.0001). 그러나, 통합된 문헌들간 이질성을 보여(X2=98.32, df=13, p<0.0001), 그 원인을 밝

히기 위해 뉴로체크와 비교한 표준기준에 따라 세부군 분석을 하였으나, 뉴로체크를 신경

병증 기능부전 점수(Papanas et al 2008; Tentolouris et al 2008; 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b)와 비교한 연구에서만 병합된 연구들간 동질적이었고(X2=0.77, df=3, p=0.856), 다른 군

에서는 이질적이었다. 또한 혼동의 치우침이 적은 잘 설계된 5편(Papanas et al 2007a; Papanas 

et al 2007c; Tentolouris et al 2008; Liatis et al 2007; Sohn et al 2005)의 문헌간을 통합한 결과에서도 

이질성을 보였다(X2=5.446, df=6, p<0.0001). 이러한 이질성은 연구들 간 뉴로체크와 비교된 

표준기준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점수체계가 다름으로 인한 이질성으로 판단된다.  
 

뉴로체크의 위양성률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의 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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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이 15.5%로 보고된 선행검사결과와 비교 시, 기존의 반정량적 검사보다 위양성률이 높

았다. 이상의 진단정확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는 뉴로체크는 선별검사로서 유용

성은 있으나, 위양성률이 높고 진단정확성이 높지 않는 검사법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뉴로체크와 같은 반정량적 검사인 진동감각역치측정과 진단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는 뉴로체크의 민감도 0.98, 특이도 0.67, 진단교차비 90.10(95%CI 22.08-360.76), 진동감각역

치측정의 민감도는 0.79, 특이도 0.89, 진단교차비 22.84(95%CI 9.68-53.77)로 뉴로체크의 진

단정확성이 높았으나 1개의 문헌결과로는 반정량적 검사보다 우월한 검사로 해석하기 어렵

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자가검사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평가에 포함된 연구에서 의사와 환자 검사자간의 

일치도 kappa 통계량은 0.88(95%CI 0.85-0.91)로 보고되었으나, 1개의 문헌의 결과로 뉴로체

크가 자가검사가 가능한 검사로 임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볼 때, 뉴로체크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하나의 선별검사로

서는 민감도는 높은편이나 평가된 11개의 문헌 중 45.5%(5개의 연구)가 개발자의 연구여서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결과이며, 뉴로체크의 위양성률이 진동감각역치측정검사보다도 높고, 

통합된 문헌간의 이질성으로 진단적 정확성이 높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동 검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축적

된 이후 도입되어야 할 의료기술로 평가하였다. 

 

 

5.2 분과위원회 검토의견 

 

분과위원회(분과 위원장: 최종욱 위원, 분과 위원: 김철환 위원, 이종수 위원)에서는 소위원

회의 검토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동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선별검사의 하나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되나, 위양성률이 높고, 통합된 문헌간의 이질성으로 진단적 정확성이 높다고 받아들이기

는 어렵다. 향후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축적된 후 재신청토

록 안내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에 의거 ‘뉴로체크’에 대

해 소위원회의 검토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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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된 기술 뉴로체크는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시 나타나는 발한기능부전을 땀 

생산을 통해 염화코발트Ⅱ 화합물에 의한 색깔변화로 측정하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관련문헌을 통해 분석한 결과, 뉴로체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 기술을 기존의

검사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진단정확도를 가진 기술로 해석할 수 없었고 자가검사의 유용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발한기능부전과 말초신경병증의 발 궤양과의 관련성이 확

립되지 않아 뉴로체크의 임상적 유효성을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뉴로체크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 그대로 수

용하여 동 기술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전향적 연구결과가 요구되는 연구단계의 

기술로 심의하였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소위원회 검토결과와 함께 2008년 11월 11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에게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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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1 개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뉴로체크 평가를 위한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 위원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1.2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엄영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나다 순

으로 기술하였다.  
 

엄영진 위원장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행정정보학부 
  

김창휘 위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천향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철환 위원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 교수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남상수 위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강남경희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박영국 위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경희대 치과병원 치과교정과 
  

박윤형 위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천향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양훈식 위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염  욱 위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천향대병원 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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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동범 위원 개발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수 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이원표 위원 원장 

 이원표 내과의원 
  

이종수 위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경희대 한방병원 재활의학과 
  

임태환 위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정윤순 위원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정상설 위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남성모병원 외과 
  

조영식 위원 교수 

 남서울대학교 치위생학과 
  

최종욱 위원 원장 

 관악이비인후과 
  

홍승권 위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보의학실 
  

홍승봉 위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1.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활동 현황 

 

1.3.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개최된 제 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2008년 

10월 17일 개최된 제 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뉴로체크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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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 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 2007년 2월 29일(금)  17:00- 15:30 

▪  참석위원 : 15명 참석 

▪  회의내용 : 뉴로체크는 현재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진단

의 감수성과 정밀성 및 문헌적 배경을 고려할 때 평가할 필요성이 충분한 신의료기술로 

판단하였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함 

 

1.3.3 제 2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일시 : 2008년 10월 17일(금)  16:00- 18:00 

▪  참석위원 : 13명 참석,  뉴로체크 소위원회 이병두위원장  

▪  회의내용 : 뉴로체크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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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뉴로체크 소위원회 구성 

 

 

2.1 개요 

 

뉴로체크 소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소위원회 위원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2.2 소위원회 

 

뉴로체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이병두 위원장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김대중 위원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이정권 위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2.3 소위원회 활동 현황  

 
2.3.1 소위원회 개회 

 

뉴로체크 소위원회는 2008년 3월 27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활동하였으며, 동 기간 중 

총 4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3.2 제1차 뉴로체크 소위원회 

 

▪ 일 시 : 2007년 3월 27일(목) 07:00- 08:10 

▪ 참석위원 : 3명 참석 

▪ 회의내용 : 평가목적과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 PICO, 검색어 및 검색전략 확정, 문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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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구 선정 

 
2.3.3 제2차 뉴로체크 소위원회 

 

▪ 일 시 : 2007년 4월 21일(월) 17:30- 18:50 

▪ 참석위원 : 3명 참석 

▪ 회의내용 : 질평가 결과 및 최종 결과를 합성할 자료추출 형식 확정, 자료추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임상적 정보에 대한 자문 수행 

 
2.3.4 제3차 뉴로체크 소위원회 

 

▪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17:30- 18:50 

▪ 참석위원 : 3명 참석 

▪ 회의내용 : 자료추출과 결과합성 완료된 결과를 토대로 뉴로체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제언 초안을 마련, 결과합성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추가 분석될 내용 자문 수행 

 
2.3.5 제4차 뉴로체크 소위원회 

 

▪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17:00- 18:20 

▪ 참석위원 : 3명 참석 

▪ 회의내용 : 뉴로체크 평가 결과합성과 전문가 권고안 작성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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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헌 검색 현황 

 

 

3.1 개요 

 

뉴로체크에 사용된 문헌 검색 현황은 아래와 같다. 문헌 검색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각 데이터베이스 별 색인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3.2 문헌 검색 현황 

 

3.2.1 국내 
 

국내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긴 하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색인 기능이 미숙하여 평가 목적에 따라 조건을 둔 정확

한 검색이 어려웠다. 각 검색어에 따른 검색 문헌수와 수작업과 병행된 검색결과는 아래와 

같다. 
 

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문헌수 비고 

KoreaMed # neurocheck  3  

 # neuropad 0  

 수작업 결과 2  
    

국립중앙도서관 # neurocheck  2(0) 
 # neuropad 0(0) 
 # 뉴로체크 2(0)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23(50) 
 # 당뇨병성 신경병증 36(116) 

ㆍ간략검색 
ㆍ학위논문(기

사색인) 

 수작업 결과 2  
    

국회도서관 # neurocheck  1(2) 
 # neuropad 0(0) 
 # 뉴로체크 3(2)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62(8) 
 # 당뇨병성 신경병증 105(40) 

학술지(학위논

문) 

 수작업 결과 4  
    

국가자료공동목록 # neurocheck  3 학위논문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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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어 검색문헌수 비고 

시스템 # neuropad 0  

 # 뉴로체크 2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23  

 # 당뇨병성 신경병증 37  

 수작업 결과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neurocheck  1(3) 
 # neuropad 0(0) 
 # 뉴로체크 1(1)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2(3) 
 # 당뇨병성 신경병증 137(62) 

국내학술지(학 
위논문) 

 수작업 결과 1  
    

학술데이타베이스 # neurocheck  2  
검색 # neuropad 0  

 # 뉴로체크 1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0  

 # 당뇨병성 신경병증 52  

 수작업 결과 2  
    

과학기술학회마을 # neurocheck  0 
 # neuropad 0 
 # 뉴로체크 0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0 
 # 당뇨병성 신경병증 20 

전문가검색 (제
목 OR 초록 
OR 키워드, 의/
약학분야) 

 수작업 결과 0  
    

국내의학학술지초 # neurocheck  2  
록검색 # neuropad 0  

 # 뉴로체크 1  

 # 뉴로패드 0  

 # 당뇨병성신경병증 0  

 # 당뇨병성 신경병증 67  

 수작업 결과 1  

 

3.2.2 국외 
 

국외의 경우 일차 데이터베이스만 언급하면, Ovid-MEDLINE, EMBASE를 이용하였다. 연구

유형별 검색어는 1차 소위원회에서 검색어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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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MEDLINE 

구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Patients 1 exp Diabetic Neuropathies/ 12,680 

 2 neuropathy, diabetic.mp. 42 
 3 autonomic neuropathy, diabetic.mp. 4 
 4 neuropathies, diabetic autonomic.mp. 0 
 5 polyneuropathy, diabetic.mp. 4 
 6 exp Diabetes Complications/ 76,932 
 7 complications of diabetes mellitus.mp. 702 
 8 diabetes mellitus complications.mp. 42 
 9 exp Diabetes Mellitus/ 222,385 
 10 DIABETES MELLITUS.mp. 204,432 
 11 DM.mp. 16,094 
 12 diabetes mellitus, maturity onset.mp. 8 
 13 mody.mp. 556 
 14 niddm.mp. 6,618 
 15 exp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eases/ 94,351 
 16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mp. 53 
 17 neuropathy, peripheral.mp. 67 
 18 Hypohidrosis.mp. 702 
 19 anhidrosis.mp. 428 
 20 Diabeteic foot.mp. 4,363 
 21 foot, diabetic.mp. 10 
 22 diabetic feet.mp. 98 
 23 foot ulcer, diabetic.mp. 2 
 24 diabetic neuropath$.mp. 10,728 
 25 diabetic autonomic neuropath$.mp. 581 
 26 diabetic polyneuropath$.mp. 561 
 27 diabet$2 complication$1.mp. 29,821 
 28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ease$1.mp. 16,427 
 29 peripheral nerve disease$1.mp. 182 
 30 peripheral neuropath$3.mp. 9,440 
 31 pns disease$1.mp. 22 
 32 diabetes related complication$1.mp. 306 
 33 or/1-32 344,657 
Intervention 34 neuropad.mp. 12 

 35 indicator test.mp. 29 
 36 indicator plaster neuropad.mp. 2 
 37 or/34-36 34 
PI 종합 38 33 and 37 13 
MEDLIN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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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E 

구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Patients 1 'autonomic neuropathy'/exp OR 'autonomic neuropa 

thy' 
13,774 

 2 'autonomic nervous system degeneration'/exp OR 'au 
tonomic nervous system degeneration' 

12,414 

 3 'autonomic nervous system diseases'/exp OR 'auto 
nomic nervous system diseases' 

12,411 

 4 'autonomic nervous system disorder'/exp OR 'auto 
nomic nervous system disorder' 

12,410 

 5 'autonomic nervous system dysfunction'/exp OR 'auto 
nomic nervous system dysfunction' 

12,567 

 6 'neuro vegetative dysfunction'/exp OR 'neuro vegeta 
tive dysfunction' 

12,411 

 7 'neuropathy,autonomic'/exp OR 'neuropathy,autonomic' 12,440 
 8 'disease,autonomic nervous system'/exp OR 'disease, 

autonomic nervous system' 
12,497 

 9 'neuro vegetative dysfunction'/exp OR 'neuro vegeta 
tive dysfunction' 

12,411 

 10 'neuropathy,autonomic'/exp OR 'neuropathy,autonomic' 12,440 
 11 'neurovegetative disturbance'/exp OR 'neurovegetative 

disturbance' 
12,413 

 12 'neurovegetative dystonia'/exp OR 'neurovegetative dys 
tonia' 

12,422 

 13 'neurovegetative reactivity'/exp OR 'neurovegetative 
reactivity' 

12,423 

 14 'neurovegetative syndrome'/exp OR 'neurovegetative 
syndrome' 

12,417 

 15 'vegetative neuropathy'/exp OR 'vegetative neuropathy' 12,432 
 16 'dm 2'/exp OR 'dm 2' 67,168 
 17 'niddm'/exp OR 'niddm' 67,730 
 18 diabetics 24,185 
 19 'sudomotor dysfunction' 39 
 20 'fungal foot -ections' 14 
 21 'peripheral neuropathy'/exp OR 'peripheral neuropathy' 35,019 
 22 'neuropathy,peripheral'/exp OR 'neuropathy,peripheral' 33,087 
 23 'peripheral nerve disease'/exp OR 'peripheral nerve 

disease' 
31,095 

 24 'peripheral nerve disorder'/exp OR 'peripheral nerve 
disorder' 

31,056 

 25 'peripheral nervous disease'/exp OR 'peripheral nervous 
disease' 

31,039 

 26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eases'/exp OR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eases' 

31,059 

 27 'diabetes'/exp OR 'diabetes' 38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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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28 'diabetic'/exp OR 'diabetic' 338,496 
 29 'dm 1'/exp OR 'dm 1' 51,591 
 30 'iddm'/exp OR 'iddm' 52,115 
 31 Or/1-30 431,984 
Intervention 32 'indicator plaster neuropad' 3 
 33 neuropad 32 
 34 ‘new indicator test' 10 
 35 'time to complete color change of the test' 1 
 36 Or/32-35 33 

PI 종합 37 31 and 36 16 

EMBASE   16 

 

3.2.3 기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진단방법을 조사를 하기 위해 2008년 4월 7일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 Ovid-MEDLINE 

을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전략은 다음과 같다. 
 
National Guideline Clearing House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 Disease/Condition:diabetic neuropathy AND Guideline Category: 
Diagnosis 

9 

 
Ovid-MEDLINE(diabetic neuropathy review)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 exp Diabetic Neuropathies/ 12,746 

2 neuropathy, diabetic.mp. 41 

3 autonomic neuropathy, diabetic.mp.  4 

4 neuropathies, diabetic autonomic.mp.  0 

5 polyneuropathy, diabetic.mp.  4 

6 exp Diagnosis/ or diagnosis.mp.  4,815,670 

7 exp Diabetes Mellitus/  223,553 

8 DIABETES MELLITUS.mp.  202,581 

9 DM.mp.  15,113 

10 exp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eases/  94,741 

11 peripheral nervous system disorders.mp.  52 

12 neuropathy, peripheral.mp.  67 

13 Or/1-12 336,802 

14 exp Diagnostic Tests, Routine/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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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5 (diagnostic test$ adj2 routine).mp.  4,833 

16 (admission test$ adj2 routine).mp.  10 

17 (admission tests adj2 hospital).mp.  3 

18 (physical examination adj2 preadmission).mp.  2 

19 (diagnostic adj2 test$).mp.  24,131 

20 Or/14-19 24,140 

21 13 AND 20 714 

22 limit 21 to "review articles"  169 

23 limit 21 to english language  140 

  140 
 

또한, 뉴로체크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 환자에게서 의료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문헌 조사를 하기 위해 2008년 6월 17일 Ovid-MEDLINE을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전략은 다음과 같다. 
 
Ovid-MEDLINE(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과 발 궤양)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 exp Autonomic Nervous System Diseases/ 13,642 

2 sympathetic skin response.mp OR SSR.mp 4,801 

3 Quantitative sudomotor axon reflex test.mp  OR QSART.mp 73 

4 Thermoregulatory sweat test.mp 24 

5 Sweat imprint.mp 2 

6 autonomic neuropathy.mp. 2,919 

7 Or/1-6 20,041 

8 exp Foot Ulcer/ OR Foot Ulcer.mp 4,656 

9 foot amputation.mp. 104 

10 exp Amputation/ OR Amputation.mp 27,038 

11 Or/8-10 30,434 

12 7 AND 11 148 

  148 

 
Ovid-MEDLINE(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과 돌연사)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 cardiovascular autonomic neuropathy.mp. 179 

2 cardiac autonomic neuropathy.mp. 230 

3 1 OR 2 399 

4 sudomotor dysfunction.mp. 44 

5 sudomotor response.m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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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6 4 OR 5 62 

7 3 AND 6 3 

  3 

 
Ovid-MEDLINE(반정량적 검사의 검사정확도) 

연번 검   색   어 검색문헌수 

1 Quantitative sensory testing.mp OR QST.mp 538 

2 Current perception threshold.mp OR CPT.mp 6,200 

3 Vibratory perception thresholds.mp OR VPT.mp 292 

4 screening test.mp. 11,807 

5 Or/1-4 18,809 

6 exp "Sensitivity and Specificity"/ 267,923 

7 (Sensitivity and Specificity).mp. 25,857 

8 6 OR 7 318,833 

9 autonomic neuropathy.mp. 2,925 

10 exp Diabetic Neuropathies/ 13,162 

11 8 OR 9 14,637 

12 5 AND 8 AND 11 3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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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질 평가 도구 

 

 

4.1 질 평가도구 선정 

 

질 평가 점검표 1 :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사용된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문헌검색은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기 위해 충
분했고 정밀(rigorous)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적절한 논문 선택기준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논문 검색 및 평가과정은 두 사람 이상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의 질을 평가하고 산정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선택된 문헌들은 그 결과를 조합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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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2 : 무작위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실험군과 대조군으로의 연구대상자 할당은      
무작위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적절한 은폐법(concealment method)이 사용되었

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연구대상자와 연구(조사)자에게 맹검법이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10 
모든 연구대상자는 무작위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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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3 : 비무작위 임상시험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은 동질

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연구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중재(intervention)는 맹검법 또는 표준화된 프로

토콜에 따라 시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모든 연구결과는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뢰적

인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8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 또는 혼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뉴로체크 
 

67

 질 평가 점검표 4 : 코호트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두 그룹은 기반(source)집단에서 선출되었고, 연
구의 주요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교 
가능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이 연구는 참여 요청된 대상자의 수와 각 그룹

별 연구된 대상자의 수를 제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등록시점에서 참여 가능한 대상자들의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

가? 
노출군 : (     %)   비노출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6 
전체 참여자와 추후관찰기간 중 누락된 연구대

상자는 노출상태 의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연구결과는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의 평가는 노출군에 대해 맹검적으로 이루

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맹검법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노출상태를 아
는 것이 결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노출에 대한 평가 측정은 신뢰할만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결과평가의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며, 이
는 다른 문헌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노출의 정도나 예후인자는 한번 이상 평가 되
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계

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4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고, 노출과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

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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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5 : 환자-대조군 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환자군과 대조군은 비교 가능한 집단으로부

터 선정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동일한 배제준거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
두 사용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각 그룹(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몇 %의 연구

대상자가 이 연구에 참여하였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5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

점이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환자군은 대조군으로부터 분명하게 정의되어

지고 구별되어진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대조군은 비환자군(non-case)이라는 점을 명확

히 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 측정은 환자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노출요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고 시행되었는가?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노출상태의 측정은 표준화되고, 타당하며, 신
뢰할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주요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

계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신뢰구간이 제시되었다.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편중(bias)의 위험, 혼동변수를 최소

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이나 전반적 평가결

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우 연구결과를 사용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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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6 : 비교관찰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이 연구는 적절하고 명확하게 핵심 연구문제를 
설명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두 그룹은 source population에서 선출되었고 연
구의 주요요인 외 다른 요인들은 모두 비교가

능하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동일한 배제(또는 선택) 준거가 두 그룹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선택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는 모두 연구에 포함

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두 그룹은 동질적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주요한 잠재적 혼동요인이 명시되었고, 연구설

계나 분석에서 적절히 고려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연구과정에서 두 그룹간 차이는 단지 적용된    
치료방법(treatment) 뿐이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결과평가의 방법은 타당하고 신뢰할만하며, 이
는 다른 문헌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연구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p값과 신뢰구간이 기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결과분석에서 연구대상자 또는 집단은 몇 %나 
탈락되었는가? 

실험군 : (    %)   대조군 : (     %) 
연구대상자의 총 (      %)가 탈락됨 

 

1.11 
모든 연구대상자는 연구 시작시점에서 할당된 
그룹으로써 분석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연구는 한 장소 이상에서 시행되었고, 모든 장
소에서의 시행된 연구결과가 비교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는 치우침 또는 혼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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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평가 점검표 7 : 진단법평가연구 

 

Ref_ID  평가자  평가일 년   월   일 

제  목  
 

 SECTION 1 : 내적 타당도 

항목 평    가    내    용 평 가 기 준 비 고 

1.1 
환자의 스펙트럼은 임상에서 검사가 수행될  
환자를 대표하였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2 선택 준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3 표준기준은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4 
표준기준과 중재검사간의 간격은 두 검사간 표
적상태가 변화되지 않을 만큼 합당하게 짧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5 
전체표본, 또는 표본의 무작위 선택은 진단 표
준기준을 이용하여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6 
중재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표준

기준이 동일하게 주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7 
표준기준은 중재검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다

(예:중재검사는 표준기준과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8 
중재검사는 해당 검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

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9 
표준기준은 이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자세하게 기술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0 
중재검사 결과는 표준기준의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1 
표준기준의 결과는 중재검사 결과를 알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2 
설명할 수 없는 또는 중간단계의 검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1.13 
이 연구에서 탈퇴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공

되어졌다. 

잘 수행됨          
적절하게 수행됨   
빈약하게 수행됨 

다루어지지 않음  
보고되지 않음     
적용 불가능함 

 

 SECTION 2 : 문헌에 대한 전반적 평가 

2.1 이 연구의 결론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 + － 

2.2 
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예: 사용된 연구방법의 장·단점

이나 전반적 평가결과, ＋ 또는 －로 평가되었을 경

우 연구결과를 사용하는데 우려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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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선택된 문헌의 자료 추출 

 

 

5.1 개요 

 

본 평가에 포함된 국외문헌 9개, 국내문헌 2개 문헌의 주요 자료추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는 연도와 저자 순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추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추출의 기본 서식을 소개하였다. 각 문헌의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히 파악하기 위

해 대부분 기본 서식을 따르려고 노력하였으나 일부 문헌은 기술된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하였다. 
 

연번 
출판 
년도 

저자 연구 국가 연구 유형 연구 대상 표준기준 

1 2008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54) 

ㆍNDS 
ㆍVPT 

2 2008 Quattrini   
et al 

UK 진단법 
평가연구 

제1/제2형 
당뇨병환자 (20/37) 

ㆍNDS 

3 2008 Tentolouri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당뇨병환자 (156) ㆍNDS+임상검사 

4 2007 Bilen H et al 터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05) 

ㆍQTc 

5 2007 Liatis S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단면연구) 

당뇨병환자 (50) ㆍ통합검사 

6 2007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20) 

건강인(30) 

ㆍNCS 

7 2007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23) 

ㆍNDS 

8 2007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20) 

ㆍMNSI 

9 2006 Kim HJ et al 한국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35) 

ㆍ통합검사 

10 2005 Papanas N   
et al 

그리스 진단법 
평가연구 

제2형 당뇨병환자 
(104) 

건강인(20) 

ㆍDNI+ 임상검사 

11 2005 Sohn TS et 
al 

한국 진단법     
평가연구 

당뇨병환자 (124) ㆍNCS 

NDS: 신경병증 기능부전 점수(neuropathy disability score), VPT: 진동감각역치측정(vibration perception 
threshold), NSS: 신경병증 증상점수(neuropathy symptoms score), NCS: neuropathy conduction study, DNI: diabetic 
neuropathy index, MNSI: 미시간 신경병증 선별도구(Michigan neuropathy screen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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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기본서식 
 

선택문헌에 대한 자료추출은 연구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

게 기본서식을 마련하였다. 
 
제1저자 et al 출판년도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도구 안전성  유효성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시술 후  ▪ 진단정확성 ▪ 진단정확성 
 환자=   명    합병증   표준기준   표준기준 
▪ 연구기간  건강인= 명 ▪ NPI진단자    D＋ D－   D＋ D－ 
  남/녀= / 명 의사/자가  T＋   비교 T＋   
▪ 연구기관  평균    세   

뉴로

체크 T－   검사 T－   
   (  -  세) ▪ 표준기준    
▪ 연구장소    표준기준/비교검사의  ▪ NPI 색깔 변화시간 
 ▪ 대상 특성 ▪ 비교검사  임상 결과 (p=  ) 
▪ 탈락률  제1형/2형    ▪ VPT>25 Volts  

명(%)  당뇨병(명)   VPT≤25 Volts ▪ 이환율(%) 
      (p=  )  
▪ 질평가  ▪ 신경병증     ▪ 검사자간 일치도 
  결과 (  )  특성   ▪ NDS 점수   (k=  ) 
 당뇨병성신경      
 병성 (명)   ▪ NSS 점수 ▪ 위양성률(%) 
 말초신경병증     
 (명)   ▪ QTc  
 자율신경병증     
 (명)   ▪ HbA1c  
 근위신경병증     
 (명)   ▪ DNI 점수  
 국소신경병증     
 (명)   ▪ 미시간 점수  
      
 ▪ 평균이환   ▪ TSS점수  
  기간 (년)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뉴로체크 
(95%CI)         

        비교검사 
(95%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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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자료추출 내용 
 

A comparison of the new indicator test for sudomotor function (Neuropad) with the vibration perception threshold and the 
clinical examination in the diagnosis of peripheral neuropathy i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Experimental & Clinical 
Endocrinology & Diabetes) 
Papanas N et al (2008)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방법 안전성 결과 유효성 결과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PI) ▪ 진단정확성(VPT) 
  진단법평가   환자=154명   뉴로체크  NDS NDS 
  연구   남/녀=76/78   (NPI)  

 
D＋ D－

 
D＋ D－ 

   평균 64.3세   T＋ 88 21 T＋ 71 19 
▪ 연구기관   (57 -71세) ▪ NPI 진단자  

뉴로

체크 T－ 2 43 
VP
T T－ 9 55 

  단일기관  의사    
 ▪ 대상 특성   ▪ 진단정확성(NPI) ▪ NPI 색깔 변화시간 
▪ 연구장소   제2형당뇨병 ▪ 표준기준    VPT 신경병증을 가진 환자 
  그리스   (154명)   NDS    D＋ D－ 1308±360초 
    T＋ 79 30 신경병증이 없는 환자 
▪ 질평가  ▪ 평균이환 ▪ 비교검사  

뉴로

체크 T－ 1 44 544±216초 (p<.001 ) 
  결과 (2-)   기간(년)   진동감각역    
   12.8년   치 측정   표준기준/비교검사의  ▪ 이환율(%) 
    (VPT)  임상 결과 90/154 (58.4) 
    ▪ VPT>25 Volts 80명  
    VPT≤25 Volts 74명 ▪ 위양성률(%) 
      (p<.001) 뉴로체크(NDS) 32.8 
     진동감각 25.7 
     뉴로체크(VPT) 40.5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8 0.67 0.81 096 2.98 0.03 0.85 90.10 뉴로체크

(NDS) (0.93-0.99) (0.61-0.69) (0.77-0.82) (0.87-0.99) (2.40-3.25) (0.01-0.11) (0.80-0.87) (22.08-360.76) 

0.79 0.86 0.89 0.74 5.61 0.25 0.82 22.84 VPT 
(NDS) (0.73-0.83) (0.78-0.92) (0.82-0.93) (0.67-0.79) (3.32-9.98) (0.19-0.34) (0.75-0.87) (9.68-53.77) 

0.99 0.60 0.73 0.98 2.44 0.02 0.80 115.87 뉴로체크

(VPT) (0.94-1.00) (0.55-0.61) (0.69-0.73) (0.90-1.00) (2.07-2.53) (0.00-0.11) (0.75-0.81) (19.16-688.71) 

※ NDS≥6 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진단 
※ VPT>25Volts: 비정상, VPT 15-25Volts: 중간, VPT<15Volts: 정상 

Evaluation of the self-administered indicator plaster neuropad for the diagnosis of neuropathy in diabetes(Diabetes Care) 
Tentolouris N et al (2008)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DS) ▪ 검사자간 일치도 
  진단법평가   환자=156명   뉴로체크    NDS  + - 
  연구   남/녀=82-74 명     D＋ D－ + 49 7 
   평균 59.6세 ▪ NPI 진단자  뉴로 T＋ 87 13 - 8 92 
▪ 연구기관   (44-75세)   의사(156)  체크 T－ 6 50 k=0.88 (95% CI 0.85-0.91) 
  단일기관    자가(32)    
 ▪ 대상 특성   표준기준/비교검사의  ▪ 이환율(%) 
▪ 연구장소   제1형(7명) ▪ 표준기준  임상 결과  93/156 (59.6) 
  그리스   제2형(149명)   NDS  ▪ NDS 점수  
    4.0(1.0-6.0) ▪ 위양성률(%) 
▪ 질평가 ▪ 신경병증    ▪ NSS 점수 20.6 
  결과 (2+) 특성   6.0(3.0-7.0)  
 당뇨병성    ▪ 기타  
 신경병성   - Ankle branchial index  
 (44명)    오른쪽: 1.03±0.19/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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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이환   쪽: 1.05±0.18  
   기간(년)   - 족부궤양 50명(32.1%)   
   14.0     Active ulcer 18명/ 과거   

      궤양 32명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4 0.79 0.87 0.89 4.53 0.08 0.88 55.77 뉴로체크 
(0.89-0.97) (0.72-0.84) (0.83-0.90) (0.81-0.95) (3.18-6.04) (0.04-0.16) (0.82-0.92) (20.76-152-72)

 

Usefulness of a new indicator test for the diagnosis of peripheral and autonomic neuropathy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Diabetic Medicine) 
Liatis et al (2007)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말초신경병증에서 진단 ▪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 
  진단법평가   환자= 117명   뉴로체크    정확성 에서 진단정확성 
  연구   평균 61.4세   통합검사 통합검사 
  (단면 연구)   (50-73세) ▪ NPI 진단자  

 
D＋ D－

 
D＋ D－

    의사  T＋ 43 22 T＋ 26 39 
▪ 연구기관 ▪ 대상특성   

뉴로

체크 T－ 7 45 
뉴로

체크 T－ 18 34 
  단일기관   제1형(9명) ▪ 표준기준    
   제2형(108명)  -말초신경병  ▪ 위양성률(%) ▪ 이환율(%) 
▪ 연구장소   증:신경병증  DNS 32.8 50/117(42.7%) 
  그리스 ▪ 신경병증   증상점수(NS  CAN 53.4  
 특성   S)+신경병증    
▪ 탈락률 말초신경병  기능부전점    

2명(1.7%) 증(50명)  수(NDS)+진      
  심혈관계자  동감각역치     
▪ 질평가 율신경병증  측정(NPT)     
  결과 (2+) (44명) - 심혈관계자      
 둘모두(26명)   율신경병증      
    CAN score    
 ▪ 평균이환     
   기간(년)     
   10.9±7.1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86 0.67 0.66 0.87 2.62 0.21 0.75 12.57 뉴로체크  
(DNS) (0.77-0.93) (0.60-0.72) (0.59-0.71) (0.78-0.93) (1.92-3.31) (0.10-0.39) (0.67-0.81) (4.94-31.79) 

0.59 0.47 0.40 0.65 1.11 0.88 0.51 1.26 뉴로체크 
(CAN) (0.48-0.70) (0.40-0.53) (0.32-0.48) (0.56-0.75) (0.79-1.50) (0.56-1.33) (0.43-0.60) (0.59-2.67) 

         

※ 말초신경의 지각운동 신경장애 진단(PSN): NSS(≥3, 비정상), NDS(≥5, 비정상) NPT 이 중 2개 이상 비정상 일 때, 
PSN으로 진단 

※ 심장박동수검사, 심호흡 검사, 기립시 즉시반응 기립성 고혈압 진단 4가지 중 2개 이상 비정상일때 CAN으로 진단 
Neuropad indicator test for diagnosis of sudomotor dysfunction in type 2 diabetes (Advances in Therapy) 
Bilen H et al (2007)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QTc)  
  진단법평가   환자=105명  뉴로체크    QTc    
  연구   남/녀=43/62     D＋ D－     
   평균 56.2세 ▪ NPI 진단자  T＋ 35 37    
▪ 연구기관   (45-67세)  의사  

뉴로

체크 T－ 5 28 
 

   
  단일기관      
 ▪ 대상 특성 ▪ 표준기준  ▪ QTc ▪ 이환율(%) 
▪ 연구장소   제2형(105명)  CAN진단 co    뉴로체크(+): 0.433±0.006 QTc: 40/105(38.1%) 
  그리스   -nnected QTc    뉴로체크(-): 0.398±0.008 뉴로체크: 72/105(68.6%)
 ▪ 평균이환  측정을 기초  (P= 0.002)  
▪ 질평가   기간(년)  로 함   ▪ 위양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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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2-)   10.0±6.3    56.9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88 0.43 0.49 0.85 1.54 0.29 0.60 5.30 뉴로체크  
(0.77-0.94) (0.36-0.47) (0.43-0.52) (0.72-0.93) (1.21-1.79) (0.12-0.64) (0.52-0.65) (1.89-14.82) 

         

※ 표준기준 없음 
※ QTc interval>0.44이면 비정상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a new indicator test (Neuropad) for the diagnosis of peripheral neuropathy in type 2 diabetes 
patients: a comparison with clinical examination and nerve conduction study (Journal of Diabetes & its Complications) 
Papanas N et al (2007a)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CS+임상검사) ▪ 진단정확성(NDS) 
  진단법평가   환자=120명  뉴로체크    NCS+임상검사   NDS 
  연구   평균 67.3세     D＋ D－   D＋ D－

   (61-73세) ▪ NPI 진단자  T＋ 78 13 T＋ 79 12 
▪ 연구기관   의사  

뉴로

체크 T－ 0 29 
뉴로

체크 T－ 4 25 
  단일기관   건강인=30세     
   남/녀=63.8세 ▪ 표준기준  ▪ 이환률(%)  
▪ 연구장소   평균63.8세  -신경전도검  임상검사 83/120(69.2%)  
  그리스   (59-68세)  사(NCS)+임  뉴로체크 79/120(65.8%)  
   상검사    
▪ 질평가 ▪ 대상 특성  -신경병증  ▪ 위양성률(%)  
  결과(2++)   제2형(120명)  기능부전 점  NCS+임상 31.0  
   수(NDS)    NDS 32.4  
 ▪ 평균이환     
   기간(년)     
   13.1±3.2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1.00 0.69 0.86 1.00 3.23 0.00 0.89 - 뉴로체크  
(NCS+임상검사) (0.96-1.00) (0.62-0.69) (0.83-0.86) (0.90-1.00) (2.55-3.23) (0.00-0.06) (0.84-0.89) (-) 

0.95 0.68 0.87 0.86 2.94 0.07 0.87 41.15 뉴로체크 
(NDS) (0.91-0.98) (0.57-0.74) (0.83-0.89) (0.73-0.94) (2.10-3.73) (0.03-0.17) (0.80-0.91) (12.55-133.19) 

         

※ NCS 총점수≥3이상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 
※ NDS 총점수≥6이상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 
The new indicator test (Neuropad): a valuable diagnostic tool for small-fiber impairment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Diabetes Educator) 
Papanas N et al (2007b)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DS) ▪ 진단정확성(세섬유장애)
  진단법평가   환자=123명  뉴로체크    NDS   세섬유장애

  연구   남/녀=59/6     D＋ D－   D＋ D－

   평균 64.3세 ▪ NPI 진단자  T＋ 76 16 T＋ 99 5 
▪ 연구기관   (56-73세)  의사  

뉴로

체크 T－ 4 37 
뉴로

체크 T－ 1 18 
  단일기관      
 ▪ 대상 특성 ▪ 표준기준   ▪ 이환율(%) 
▪ 연구장소   제2형(123명)  -신경병증기     80/123(65.4%) 
  그리스   능부전점수    
 ▪ 평균이환  -세섬유장애   ▪ 위양성률(%) 
▪ 질평가   기간(년)  측정     NDS 30.2 
  결과(2-)   12.0±6.1       세섬유장애 21.7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5 0.70 0.83 0.90 3.15 0.07 0.85 43.94 뉴로체크
(NDS) (0.90-0.98) (0.62-0.74) (0.78-0.85) (0.80-0.96) (2.35-3.80) (0.03-0.17) (0.79-0.89) (14.15-1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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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9 0.55 0.87 0.95 2.18 0.02 0.88 118.80 뉴로체크
(SFI) (0.96-1.00) (0.45-0.57) (0.84-0.88) (0.78-0.99) (1.73-2.32) (0.00-0.09) (0.83-0.89) (18.39-738.25) 

Use of the new indicator test (Neuropad) for the assessment of the staged severity of neuropathy in type 2 diabetic 
patients. (Experimental & Clinical Endocrinology & Diabetes) 
Papanas N et al (2007c)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Class 0에서 진단정확성 ▪ Class 1에서 진단정확성 
  진단법평가   환자=120명  뉴로체크  Class 0 NCS+임상검사 Class 1 NCS+임상검사

  연구   남/녀=58/62     D＋ D－   D＋ D－ 
   평균 67.3세 ▪ NPI 진단자  T＋ 36 0 T＋ 44 2 
▪ 연구기관   (61-73세)  의사  

뉴로

체크 T－ 1 83 
뉴로

체크 T－ 0 74 
  단일기관          
 ▪ 평균이환 ▪ 표준기준  ▪ Class 2에서 진단정확성 ▪ Class 3에서 진단정확성 
▪ 연구장소   기간(년)  미시간 분류  Class 2 NCS+임상검사 Class 3 NCS+임상검사

  그리스   13.1±3.2  기준에 따른    D＋ D－   D＋ D－ 
   신경전도검  T＋ 26 0 T＋ 11 1 
▪ 질평가   사(NCS)+임  

뉴로

체크 T－ 2 92 
뉴로

체크 T－ 0 108
  결과(2++)   상검사    
    표준기준/비교검사의 임 ▪ NPI 색깔 변화시간 
    상 결과 0: 436.5±62.9 
    ▪ 미시간 점수 1: 740±88.1 
      0: 37 2:1192.5±161 
      1: 44 3:1817.3±147.4 
      2: 28  
    3:11 ▪ 이환율(%) 
        83/120(69.2%) 
    ▪ 위양성률(%)  
      0: 0.0  
      1: 2.6  
      2: 0.0  
    3:0.9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7 1.00 1.00 0.99 - 0.03 0.99 - 뉴로체크 
(class 0)  (0.91-0.97) (0.97-1.00) (0.94-1.00) (0.96-0.99) (-) (0.03-0.09) (0.96-0.99) (-) 

1.00 0.97 0.96 1.00 38.00 0.00 0.98 - 뉴로체크 
(class 1) (0.95-1.00) (0.94-0.97) (0.91-0.96) (0.97-1.00) (16.51-38.00) (0.0-.06) (0.94-0.98) (-) 

0.93 1.00 1.00 0.98 - 0.07 0.98 - 뉴로체크 
(class 2) (0.85-0.93) (0.98-1.00) (0.91-1.00) (0.95-0.98) (-) (0.07-0.16) (0.95-0.98) (-) 

1.00 0.99 0.92 1.00 109.00 0.00 0.99 - 뉴로체크 
(class 3) (0.82-1.00) (0.97-0.99) (0.75-0.92) (0.98-1.00) (29.59-109.00) (0.00-0.19) (0.96-0.99) (-) 

         

※ 미시간 점수는 0=무, 1= 경증, 2=중등 3=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Evaluation of a new indicator test for sudomotor function (Neuropad) in the diagnosis of peripheral neuropathy in type 2 
diabetic patients.(Experimental & Clinical Endocrinology & Diabetes) 
Papanas N et al (2005)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DNI)  
  진단법평가   환자=104명  뉴로체크    DNI    
  연구   건강인=20     D＋ D－     
   남/녀=51/53  ▪ NPI 진단자  T＋ 67 10    
▪ 연구기관   평균 64.2세  의사  

뉴로

체크 T－ 4 23 
 

   
  단일기관    (59-70세)     
  ▪ 표준기준  ▪ 위양성률(%) ▪ 이환율(%) 
▪ 연구장소 ▪ 대상특성  Diabetic Neu-    30.3   71/104(68.3%) 
  그리스   제2형(104명)  Ropathy Inde    
   -x(D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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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평가 ▪ 평균이환     
  결과(2++   기간(년)     
   12.8±3.7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94 0.70 0.87 0.85 3.11 0.08 0.87 38.53 뉴로체크 
(0.89-0.98) (0.58-0.77) (0.82-0.90) (0.71-0.94) (2.13-4.16) (0.03-0.19) (0.79-0.91) (11.34-129.34) 

         

※ 정상: DNI score≤2, 비정상: DNI score≥2 
The Neuropad test: a visual indicator test for human diabetic neuropathy(Diabetologia) 
Quattrini et al (2008)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DS)  
  진단법평가   환자=57명  뉴로체크    NDS    
  연구   평균 56세     D＋ D－     
   (54-58세) ▪ NPI진단자  T＋ 29 10    
▪ 연구기관   의사  

뉴로

체크 T－ 5 13 
 

   
  단일기관  ▪ 대상특성     
   제1형(20명) ▪ 표준기준  ▪ 위양성률(%) ▪ 이환율(%) 
▪ 연구장소   제2형(37명)  신경학적 기    43.5    37/57(60%) 
  영국   능부전 점수    
 ▪ 평균이환  (NDS)    
▪ 질평가   기간(년)     
  결과(2-)   7.9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85 0.57 0.74 0.72 1.96 0.26 0.74 7.54 뉴로체크 
(0.75-0.93) (0.42-0.67) (0.66-0.81) (0.54-0.86) (1.30-2.83) (0.11-0.59) (0.62-0.82) (2.20-25.68) 

 

※ NDS≥5이면, 비정상 

제2형 당뇨병환자의 말초신경병증 진단검사법으로 뉴로체크의 유용성 (당뇨병) 
Sohn et al (2005)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NCV) ▪ NCV점수(말초신경병증

  진단법평가   환자=124명  뉴로체크    NCV 유/무) 
  연구   남/녀=45/79     D＋ D－   0: 15/9 
   평균 59.9세 ▪ NPI진단자  T＋ 94 6   1: 18/2 
▪ 연구기관   (50-70세)  의사  

뉴로

체크 T－ 15 9   2: 68/4 
  5개 기관        3: 4/0 
  ▪ 표준기준  표준기준/비교검사의    4:4/0 
▪ 연구장소 ▪ 대상특성  신경전도검  임상결과  
  한국   제1형(3명)  사(NCV)+총  ▪ 총증상점수 (TSS점수) ▪ 이환율(%) 
   제2형(121명)  증상점수(To  (뉴로체크)   109/124(87.9%) 
▪ 질평가   -tal symptom    당뇨병성신경병증 유    
  결과(2+) ▪ 평균이환  Score, TSS)    : 7.34±2.60 ▪ 위양성률(%) 
     기간(년)     당뇨병성신경병증 무   40.0 
   11.6±6.2     :4.62±3.42  
      (p<0.0001)  
      (NVS)  
      당뇨병성신경병증 유  
      : 7.31±2.60  
      당뇨병성신경병증 무  
      :3.10±2.93(p <0.0001)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양성우도비 음성우도비 검사정확도 진단교차비

0.86 0.60 0.94 0.38 2.16 0.23 0.83 9.40 뉴로체크 
(0.83-0.89) (0.38-0.79) (0.91-0.97) (0.24-0.49) (1.34-4.16) (0.14-0.44) (0.78-0.88) (3.02-29.27) 

※총 증상점수 대상자들의 증상을 통증, 작열감, 이상감각, 무감각 4가지로 구분(0-1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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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의 진단에 있어 colour change plaster(NeuroCheck®)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
구 (대한내과학회지) 
김현정 등 (2006) 
▪ 연구유형  ▪ 연구대상 ▪ 진단검사  ▪ 진단정확성 ▪ 위양성률(%) 
  진단법평가   환자=35명  뉴로체크  민감도 0.87   37.5 
  연구   남/녀=10/25   특이도 0.63  
   평균 55세 ▪ NPI진단자  양성예측도 0.68  
▪ 연구기관   (40-69세)  의사  음성예측도 0.83  
  단일기관       
 ▪ 대상특성 ▪ 표준기준    
▪ 연구장소   제2형(35명)  통합검사      
  한국      
 ▪ 평균이환     
▪ 질평가   기간(년)     
  결과(2-)   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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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배제된 문헌 목록과 사유 

 

 

6.1 개요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과 그 배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각 문헌은 국내와 국외를 구

분하여 제1저자를 기준으로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나열하였다.  

 

 

6.2 배제된 문헌목록과 사유 

 

6.2.1 국내 
 
  1.  김민주. 자율신경성 발한신경장애 검사인 뉴로체크와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검사의 연관

성. 가천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2.  김현정.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계 자율신경병증의 진단에 있어 Colour Change 

Plaster(NeurocheckR) 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3.  양선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진단에서 color change plaster(Neurocheck)검

사의 유용성. 가천의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4.  이혁. Topiramate를 복용중인 소아 간질 환자에서 소한증 예측을 위한 뉴로체크의 유용

성.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6.2.2 국외 
 
  1.  Eckhard M, Lengler A, Liersch J, Bretzel RG, Mayser P. Fungal foot -ection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results of two independent investigations. Mycoses 2007; 50: 14-19. 
배제사유 :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에 뉴로체크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2.  Jirkovska A, Boucek P, Jirkovska A, Boucek P. Examination of tactile disorders in diabetic patients and 
cooperation with a neurologist. Vnitrni Lekarstvi 2007; 53: 489-494.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출판된 연구, 원저(original article)가 아닌 연구 

  3.  Kamenov ZA, Christov VG, Yankova TM. Erectile dysfunction in diabetic men is linked more to 
microangiopathic complications and neuropathy than to macroangiopathic disturbances. Journal of 
Men's Health and Gender 2007; 4: 64-73. 
배제사유 :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단에 뉴로체크로 수행되지 않은 연구, 적절한 의료결과가 하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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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지 않은 연구 

  4.  Papanas N, Papatheodorou K, Papazoglou D, Christakidis D, Monastiriotis C, Maltezos E, Papanas N, 
Papatheodorou K, Papazoglou D, Christakidis D, Monastiriotis C, Maltezos E. Reproducibility of the new 
indicator test for sudomotor function (Neuropa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short 
communication. Experimental & Clinical Endocrinology & Diabetes 2005; 113: 577-581. .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5.  Shen J, Cao Y, Han YJ, Luo XR, Xie CH, Li JM, Xue YM. Sweat function evaluation for early 
diagnosis of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Nan Fang Yi Ke Da Xue Xue Bao = Journal of Southern 
Medical University 2007; 27: 1210-1212.  
배제사유 : 연구대상이 10명 이하인 연구 

  6.  Temelkova N, Christov V, Popivanov P. Aplication of NEUROPAD in clinical practice. Endocrinologia 
2005; 10: 201-207.  
배제사유 :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출판된 연구 

  7.  Zick R, Schaper T, Deeters U. Early detection of peripheral diabetic neuropathy - Measurement of 
perspiration in the diabetic foot. Klinikarzt 2003; 32: 288-290.  
배제사유 : 적절한 표준기준(reference standard)과 비교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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