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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신경절 차단(stellate ganglion block)은 교감 신경

계를 침범하는 만성 통증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이다.1,2)

  성상신경절 차단을 시행했을 때 동측의 안구 축

동, 안검하수, 안구함몰 등 호너 증후군이 관찰되면 

성공적인 교감신경의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3)
 그 외에도 결막의 충혈, 상지와 안면부

의 피부 온도 상승, 코 막힘, 고막의 충혈 등 교감신

경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4)

  저자들은 대상포진으로 인한 통증으로 성상신경절 

차단 시행 후 관찰된 양측성 호너 증후군을 경험하

기에 참고 문헌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56세 여자로서 내원 1개월 전부터 좌측 하

악부와 경부에 격심한 통증과 방사통으로 본원 피부

과에서 대상포진 진단하에 약물 치료를 시행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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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상 호전 보이지 않아 통증 치료실로 의뢰된 환

자이다.

  과거력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환자의 통증부

위는 좌측 하악부, 경부, 귀 및 측두부에 따갑고 쑤

시며, 지각 과민을 호소하 고 통증 점수 VAS (Visual 

Analogue Scale)는 9/10으로 심한 통증과 수면 장애

를 동반하고 있었다.

  환자는 약물요법과 성상신경절 차단을 병행하여 

치료하기로 하 고 약물요법으로는 amitriptylline 등

을 처방하 다. 성상신경절 차단은 1주 2회 간격으

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시행하기로 하 으며, 성

상신경절 차단을 시행하기 전 시술 중 발생할 수 있

는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성상신경절 차단은 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목을 

신전 시킨 후 25 G 바늘을 이용하여 기관측부 접근

법(paratracheal approach)으로 제6경추 부위에서 1% 

lidocaine 6 ml를 주사하 다. 성상신경절 차단 후 호

너 증후군과 합병증 발생여부를 확인하 다. 세 번

의 성상신경절 차단으로 좋은 효과를 보 으며 환자

는 네 번째 성상신경절 차단을 시행 시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국소 마취제도 동일 

양을 사용하 다. 시행 20분 후부터 동측의 눈꺼풀

이 처지고 안구충혈 및 축동을 호소하는 뚜렷한 호

너 증후군을 보여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하 다. 환자

는 귀가 후 동측의 호너 증후군은 완전히 회복되었

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는 사물을 주시

할 때 반대측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고 시력 저하

를 보이는 호너 증후군을 호소하며 통증치료실로 

내원하 다. 첫날 발생한 동측에 비해 심하지는 않

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환자를 안

심시키고 외래 추시관찰 중 일주일 후 완전한 회복

을 보 다. 

  총 육회의 성상신경절 차단 시행후 환자의 통증 

점수 VAS는 3/10으로 호전된 소견을 보 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성상신경절 차단 후에는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신경절 차단은 일

주일 간격으로 시행하면서 약물요법도 병행하 다. 

이후 환자는 다른 합병증 없이 증상의 호전을 보이

며 통증점수 VAS는 1/10을 유지하고 있다.

고      찰

  성상신경절 차단은 Leriche와 Fontain에5) 의해 소

개된 이래 점차 널리 이용되어 그 적응 질환을 보면 

상지 및 경부의 만성통증질환 뿐만 아니라 편두통,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대상포진, 부정맥, 관상동

맥 폐색증, 폐색전증, 본태성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

염, 천식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성상신경절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제6, 7경

신경절로 이루어지는 하경교감신경절과 제1흉부 교

감신경절이 유합된 경흉부 교감신경절로서 경계를 

보면 하방에는 늑막의 후면, 내측에는 경장근(longus 

coli m.)에 덮인 척주, 외측은 사각근, 전방에는 쇄골

하 동맥과 추골동맥, 후방에는 제1늑골의 경부와 제

7경추 횡돌기 기부로 이루어진 공간내에 위치한다고 

한다. 또, 성상신경절은 추체의 전측방 5 mm에 위치

하고 주위 연부 조직 및 경장근에 의해 분리되어 있

고 경장근 근막의 전방으로 국소 마취제의 주입시 

국소 마취제의 상․하 방향으로 확산이 가능하고 성

상신경절은 경장근의 외측으로 국소 마취제 주입시 

성공적인 성상신경절 차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장

근은 성상신경절을 반대편 성상신경절과 분리하고 

이 근육의 내측에 축적된 국소 마취제는 반대편 호

너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6,7)

  이러한 성상신경절 주위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신

경차단술 시행시 국소 마취제의 혈관내 주입, 지주

막하 차단, 흉막 손상, 상완 신경통, 부정맥, 경부 혈

종, 반회 후두 신경의 차단, 감염 등 여러 가지 부작

용이 보고되고 있다.
8,9)

  Hogan과 Erickson은10) 제6번 경추 횡돌기의 전결절

(tubercle)에 생리식염수 15 ml를 주사하고 성상신경

절에 대한 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다. 그 결과 생리

식염수가 성상신경절의 전방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반대편의 식도 아래에도 생

리식염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동미세

절편(Cryomicrotome section)에서 경장근의 외측에 성

상신경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회 후두 신경은 

양측에서 성상신경절과 매우 근접해 있어 성상신경

절 차단술 시행시 목쉼(hoarseness)이 흔한 빈도로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rrick은
11)
 Meniere's disease 환자에서 성상신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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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시 반대측에 발생한 호너 증후군을 보고하 으

며 원인으로 시술시 바늘이 너무 내측으로 향하거나 

국소 마취제 양이 너무 많았던 것을 원인으로 제시

하 다.

  Allen과 Samson도
12) 
성상신경절 차단 후 반대측 호

너 증후군을 보고하 는데 그들은 국소 마취제 7-8 

ml를 사용하 으며 시술시의 바늘이 내측으로 치우

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 다.

  Wallace과 Milholland는
13) 
동일한 환자에서 성상신

경절 차단 후 반대측 호너 증후군과 양측성 호너 증

후군을 보고하 으며 반대측 호너 증후군의 발생 원

인으로 경장근의 너무 내측과 후방에 국소 마취제의 

축적 때문이라고 하 고 양측성 반회 후두 신경 마

비는 기도와 식도 사이를 통해 반대편으로 국소 마

취제의 이동(tracking)이 일어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

고 이것은 바늘이 너무 내측 깊숙이 위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 다.

  송선옥 등은
14)
 대상포진 환자를 성상신경절 차단 

시행 후 반대측 호너 증후군을 보고하 는데 저자들

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목을 신전된 상태로 신경 차

단을 시행하지만 환자의 머리가 시술 반대측으로 회

전되어 해부학적 위치가 변화되고 술자의 부정확한 

지표선정 및 주사 바늘의 안쪽 방향 등으로 국소 마취

제가 중앙선을 넘어 주입된 것을 원인이라고 하 다.

  Manchikanti는15) 우측 상완 신경총 신경병증으로 인

한 상지의 통증과 물갈퀴 손을 호소한 환자를 성상

신경절 차단을 이용하여 치료하던 중 양측성 호너 증

후군을 보고하 다. 처음 세 번은 0.5% lidocaine 20 

ml를 주사하 으며 동측의 호너 증후군이 발생하

고 네 번째 신경절 차단은 0.5% lidocaine 15 ml를 

사용하 으며 양측성 호너 증후군을 보고하 는데 

동측은 호너 증후군이 약하고 불완전하게(mild and 

imcomplete) 나타난 반면 반대측은 뚜렷하고 오래 지

속되었다고 보고하 다. 저자들은 양측성 호너증후

군의 발생과 국소 마취제의 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좌․우측이 교통해 있어 국소 

마취제가 내측으로 이동하여 양측성 호너 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 다.

  성상신경절 차단에 필요한 국소마취제의 적정량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효근 등은16) 최소 용

량을 4 ml로 추천하 고 적정 용량으로 6-8 ml,
17)
 

8-10 ml,
18) 
혹은 15-20 ml가

19) 
추천되고 있다. 성

상신경절 차단시 사용한 마취제의 양이 많을수록 마

취제의 반대측 이동이 일어나 반대측의 호너 증후군

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Manchikanti 등

의 증례에서 처럼 오히려 적은 양을 사용한 경우에

서 반대측 호너 증후군이 발생하 고 본 증례에서도 

환자에게 1% lidocaine 6 ml를 주사하 는데 반대측

의 호너 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마취제의 양보다 시

술자의 수기와 해부학적 특징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증례는 대상 포진으로 인한 통증으로 약물 치

료와 성상신경절 차단을 반복적으로 시행 받던 56세 

여자 환자에서 전과 동일하게 시행한 성상신경절 차

단 후 20분 후부터 동측의 눈꺼풀이 처지고 안구충

혈 및 축동을 호소하는 뚜렷한 호너 증후군을 보

지만 그날 바로 회복되었고, 다음날 아침 반대측에 

발생한 지연성(delayed)이고 동측에 비해 심하지 않

는 호너 증후군이 발생하 으며 1주일간 지속되었

다. 정확한 기전은 알수 없으나 저자들은 가능한 원

인으로 국소 마취제의 양보다는 시술시 바늘이 경장

근의 내측을 지나 척추의 중앙 근처에 위치한 상태

로 국소 마취제가 주입되어 동측에서 뚜렷한 호너 

증후군을 일으키고 일부의 국소 마취제가 점차 반대

측으로 이동하여 반대편에 축적되어 지연성 호너 증

후군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동측의 호

너 증후군이 회복된 후 다음날 반대측에 지연성 호

너 증후군이 발생하고 또 일주일간 지속된 정확한 

기전과 사용된 국소 마취제의 양에 따른 양측성 호

너 증후군의 발생 빈도사이의 유의성에 대해 더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상신경절 차단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외래에

서 손쉽게 시행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환자에게 충

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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