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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문요약국문요약

다한증 환자에서의 MMPI 결과 분석

목적:
목적 다한증은 원인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감신경계의 이상으로 손,
발, 겨드랑이등의 부위로 과도하게 땀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아동기, 청소년
기의 주로 25세 이전에 발병하여 사회적, 직업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유발하기
도 하며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여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질환
이다.
대상 및 방법:
방법 2006 년 3 월부터 2007 년 3 월까지 아주대학교 다한증센터를
방문하여 치료 받은 59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술 전 시행한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한

명의

심리학자에게 의뢰 분석하여 MMPI 의 타당도 척도와 10 가지 임상척도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남녀

군간

비교와

연령별

비교도

각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결과 : 전체 59명의 다한증 환자들 중 임상척도 항목에서는 반사회성(Pd)과
히스테리(Hy)가 각각 21.1%와 17.5%로 나타났다. 남성(47.5%), 여성(52.5%)의
두 그룹에서의 군간 비교에서는 건강염려증(Hs)항목에서 여자 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18세를 전후로 한 연령별 비교에서는 18세 이상의 군에서 건
강염려증(Hs), 경조증( Ma)항목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결론 다한증환자에서 MMPI를 이용한 성격분석에서 정신적인 측면과는 연관
을 찾기 어려우며 여성환자나 성인 환자에서 건강염려증(Hs) 항목이 높은 경
i

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질환의 정신적인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핵심어 일차성 다한증, 자율신경, M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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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차성 다한증은 전체 인구의 1~3%정도에서 볼 수 있으며(Lear 등, 2007) 원
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자극으로 인하여 손, 발, 겨드랑
이, 이마, 머리 등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땀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다한증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긴장 하에서 흔히 악화되는 특성을 가지는
질환으로 원인에 있어 정신적인 요소가 관여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불안과 연관된 질환으로 이해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일
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땀의 분비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
다(Kumagai 등, 2005; Bechara 등, 2007a).
본 연구는 손, 발, 겨드랑이, 얼굴 등의 다한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나이, 성별에 따른 관계 및 자율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le
Personality Inventory, MMPI-1)를 이용하여 10가지 척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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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 및 방법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신경통증클리닉 다한증 센
터에 입원 치료한 다한증 환자 중 다한증 시술을 받기로 결정한 62명을 대상
으로 치료 전 MMPI룰 시행하였다.

62명의 환자 중 2명은 신뢰도 저하를 보

여 연구에서 제외 되었고 1명은 MMPI 검사 거부로 연구에서 제외 되었다. 글
을 읽지 못하는 경우,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연령층에서는 보호자의 협조
하에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다한증 환자 59명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다한증의 진단기준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진단적 검
사나 측정 방법 또한 명확히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한증의 진
단은 병력청취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1) 증상발현이 아
동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2) 기온과 독립적으로 발한이 일어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며 3) 한군데 이상 국지적으로 양측성으로 발한이 되고 4) 적어도 1
주에 1회 이상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의 발한이 있는 경우 5) 수면 중에는 발
한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Worle 등, 2007).
다한증 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이, 성별을 구분하였고 MMPI의 결과는
각

환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L,F,K의

3가지

타당도

척도와

건강염려증

(Hypochondriasis, Hs), 우울증(Depression, D), 히스테리(Hysteria, H), 반사회성
(Psychopathic deviate, Pd), 남성특성-여성특성(Masculinity-Feminity, Mf), 편집증
(Paranoia, Pa), 강박증(Psychasthenia, Pt),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Sc), 경조증
(Hypomania, Ma), 내향성(Social introversion, Si)등의 10가지 MMPI 임상 척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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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I의 각 항목에서 60점미만은 정상임을 나타내고 60점과 70점 사이의
분포는 비정상은 아니나 고위험도의 점수를 나타내며 70점 이상의 경우 정신
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험도의 환자군을 포
함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MMPI의 결과 해석은 한 명의 임상학자에 의하여 심
리학적 추정 진단이 내려졌으며 각 타당도 척도와 10가지 임상척도는 60점을
컷오프선으로 잡았다.
MMPI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남녀 군간 및 연령(18세 전후)별로 t-test를 사
용하여 비교하였다(Table 2., 3.). 통계 처리는 SPSS ver 12.0을 이용하였고 결과
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 < 0.05 이하인 경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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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다한증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47.5%, 여성
이 52.5%의 분포를 보였고,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18세 미만 28.8%, 18세 이상
71.2%로 나타났다(Table1.).

Table 1. Patient demographic data
Frequency(%)
Sex (M/F)

Mean±SD

28/31(47.5/52.5)

Age (year)

22.73±8.60

(min-max)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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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환자에서 술 전 시행한 MMPI의 각 항목에 대한 cut-off를 60점으로
정하였을 때 반사회성(Pd)과 히스테리(Hy)가 각각 59명중 12명(20.3%)과 10명
(16.9%)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군간의 비교에서는 건강염려증(Hs)항목
에서 여자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2.). 연령별 비교에서는
18세 이상군에서 건강염려증(Hs)과 경조증(Ma) 항목이 높게 나타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연령별 비교에서 차이를 보였던 건강염려증(Hs), 경조증(Ma)의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나타낸 환자의 수는 18세 이상의 군에서는 8명(19.0%), 6명(14.6%)이었
으며 18세 미만의 군에서는 1명(5.8%), 2명(11.7%)으로 18세 이상의 군에서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군간이나 18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경우에서 평균치
만의 비교로는 평균치 자체는 임상적으로 정상 범위인 60점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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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MPI scale between male and female
Scale
1 Hypochondriasis

2 Depression

3 Conversion Hysteria

4 Psychopathy

5 Masculinity-feminity

6 Paranoia

Sex

N

mean±SD

P-value

male

28

46.79±9.82

0.023*

female

31

52.84±10.03

male

28

47.25±10.14

female

31

49.97±12.90

male

28

47.61±10.32

female

31

52.58±8.73

male

28

50.61±12.33

female

31

52.94±9.78

male

28

48.25±9.24

female

31

46.84±9.23

male

28

44.57±10.18

female

31

48.03±9.72

28

47.25±8.97

31

48.94±11.82

7 Psychasthenia(anxiety) male
female
8 Schizophreina

9 Hypomania

10 Social introversion

male

28

43.25±10.03

female

31

45.45±10.11

male

28

47.36±10.99

female

31

47.55±10.40

male

28

49.79±10.42

female

31

47.90±11.30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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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6

0.050

0.423

0.560

0.187

0.543

0.405

0.945

0.510

Table 3. Comparison of MMPI scale between adolescent and adult
Scale

N

mean±SD

P-value

≥18

42

52.49±10.34

0.004*

<18

17

44.47±7.46

≥18

42

48.82±12.55

<18

17

48.26±9.35

42

51.795±9.65

17

46.79±9.05

42

51.10±10.56

<18

17

53.32±11.78

≥18

42

47.08±9.20

<18

17

48.42±9.09

≥18

42

47.59±10.65

<18

17

43.79±7.74

7 Psychasthenia(anxiety) ≥18

42

48.62±11.25

<18

17

47.00±8.55

≥18

42

45.94±10.36

<18

17

41.05±8.32

≥18

42

49.53±10.04

<18

17

43.00±10.31

1 Hypochondriasis

2 Depression

3 Conversion Hysteria

Age

≥18
<18

4 Psychopathy

5 Masculinity-feminity

6 Paranoia

8 Schizophreina

9 Hypomania

10 Social introversion

≥18

≥18

42

48.31±11.77

<18

17

49.79±8.32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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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3

0.062

0.469

0.599

0.169

0.580

0.077

0.024*

0.623

Ⅳ. 고 찰

일차성 다한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자율신경계의 이
상으로 인한 조절 불가능한 발한으로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질환이
다. 진단을 내리는 객관적인 방법은 체계화 되지 않았으며 의사의 경험 및 환
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 진단된다.
대부분의 다한증은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나타내며
(Ramos 등, 2003) 손, 발, 얼굴, 겨드랑이 등의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부위에
발생한다(Glaser 등, 2007). 특히 청소년기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상태가 수년간
지속 되게 되면 불안, 걱정, 우울, 대인 기피 등을 보이며, 다한증 환자들은
현저한 삶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인 위축, 학업 및 직업 성취도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Ramos 등, 2005).
이러한 특발성 다한증환자들은 정신적인 긴장상태에서 주로 과도한 땀 분비
를 나타내므로 예전에는 다한증 환자의 많은 수에서 예민한 성격을 보여서 자
율신경계 관련된 불안장애로 생각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증상의 감소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Lerer 등, 1981).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인 요소는 질병
의 원인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Ruchinskas 등, 2002;
Karaca 등, 2007) 일부 환자에서는 이환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 생활에서의 불
편감과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약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한증의 치료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는데(Togel 등,
2002; Nyamekye, 2004; Murray 등, 2007) 흉ᆞ요추부 교감신경절제술 및 차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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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lia 등, 2007), 보상성 발한에 대한 연구(Baumgartner and Konecny, 2007)가
많이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겨드랑이 부위의 지방 흡입을 이용한 땀샘제거술
(Proebstle 등, 2002; Bechara 등, 2007b), 보톡스 시술(Fitzgerald 등, 2004; Thomas
등, 2004; Cohen 등, 2007), 국부 아트로핀 주입술(Grimalt 등, 2006), 알루미늄 제
제

도포술(Innocenzi

등,

2005),

항콜린성

제제의

복용(glycopyrronium

bromide)(Bajaj and Langtry, 2007), oxybutynin 제제의 복용(Mijnhout 등, 2006) 등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발과 합병증 발생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치료도 완벽한 것은 없으나 많은 다한증 환자에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 삶의
질 및 불안, 우울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보고들이 많다(Swartling 등, 2001;
de Campos 등, 2003; Weber 등, 2005; Ramos 등, 2006; Bechara 등, 2007a).
본 연구에 사용된 MMPI-1은 1940년 환자들의 임상진단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나의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환자가 다른 척도
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정상인에서도 하나 이상의 척도에서 높게
나타나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측정 검사로 간주될 수는 없으며 높게 측정된 항
목에서 나타난 행동 특성과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적용, 접근하는 방식이다(김
중술, 1996).
하지만 소아나 청소년에서 MMPI-1을 시행하면 성인과는 달리 타당도 척도
와 일부 항목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반
영을

위해서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여

만든

MMPI-2나

MMPI-

A(adolescent)의 도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Archer 등, 1988; Klinefelter
등, 1990; Janus 등, 1996; Hand 등, 2007). 다한증 환자의 특성상 아동기, 청소년
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인용으로 제작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9-

MMPI-1 자체가 제한 점이 될 수 있다.
만성화 질환 시 보일 수 있는 건강염려증(Hs), 우울증(D)의 항목의 상승과는
달리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던 항목은 반사회성(Pd)와 히스테리(Hy)로서
환자들의 연령대가 낮았던 점을 고려해볼 때 질병 자체의 연관성보다는 아동,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Archer 등, 1987).
하지만 남녀 군간 비교에서 만성적인 신체증상을 나타내는 건강염려증(Hs)
항목이 여자 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항목의 평균은 60점 미만으로
MMPI 분석상 이상소견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남자 군과 비교하여 만성적인 증
상호소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8세를 기준으로 나눈 연령별 비교에서 18세 이상 군에서 18세 미만
군에서 보다 건강염려증(Hs)와 경조증(Ma)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다. 평균
점수로는 임상적인 의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18세 이상의 군에서 임상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점수인 60점 이상을 각각 Hs(19.0%), Hy(23.8%), Ma(14.6%)
에서 나타내 18세 미만의 군(Hs(5.8%), Hy(0%), Ma(11.7%))에서 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다한증이 아동기, 청소년기에 발생하여 유병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록 병적 상태를 시사하지 않지만 만성화 질환에서와 같은 성격 경향을 나타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발병시점의 나이와 이환 기간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히 연령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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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다한증 환자의 치료 전 MMPI에 의한 기술 분석에서 10가지 임상 척도에서
반사회성(Pd)와 히스테리(Hy)가 각각 21.3%와 17.5%를 나타냈다. 남녀 군간 비
교에서 여자 군에서 건걍염려증(Hs) 항목이 남자 군보다 유의한 증가를 보이
며 연령(18세 전후)군간의 비교에서는 18세 이상 군에서 건강염려증(Hs), 경조
증(Ma) 항목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다한증 환자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성 환자에서나 이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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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MPI Results in Patients with Essenstial Hyperhisrosis

Do Wan Kim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an Kim)

Purpose: Though the cause of hyperhidrosis didn’t make a close inquiry, it means cases
that excessive sweat is happened at the part of hands, feet and the armpit by disorder of
sympathetic nervous system. It is taken ill mainly before 25 years old includ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often causes difficulties in social and occupational life and a fall of
quality in life. Therefore,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e side of mentality.
Object and method: The study was carried out with 59 patients receiving medical
treatment in the hyperhidrosis center of Ajou University Hospital from March, 2006 to
March, 2007. Also, the study analyzed and compared standards of MMPI validity and 10
clinic standards after asking one psychologist for MMPI carried out before operating. The
study compared them by each male and female, each age and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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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ut of total 59 essential hyperhidrosis patients, in the item of clinic standard, Pd
and Hy were each 21.1% and 17.5%. In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of male (47.5%)
and female (52.5%), the female group had a high significance in Hs item. And, it have a
significant elevation of Hs and Ma in comparison by each age (Standard of 18 years old).
Conclusion: In an analysis of essential hyperhidrosis’ personality with MMPI, it was
difficult to look for relations with the mental side.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youth diagnosis equipment by considering relations with morbid
period and that hyperhidrosis is taken ill before childhood and adolescen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essential hyperhidrosis, sympathetic dysfunction, MMPI,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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