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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의 구조

  각각의 척추에서는 경막낭(dural sac) 바깥으로 후

근(dorsal root) 한 쌍과 전근(ventral root) 한 쌍을 각

각 내보내어 신경줄기(nerve trunk)를 형성한다. 후근

은 척수신경으로부터 감각 섬유를 척수로 전달하고 

있으며 전근은 약간의 감각 섬유를 포함하지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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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 peripheral neuropathic pain has recently been suggested to embrace the combin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in patients whose pain is due to pathological changes or dysfunction 

in peripheral nerves or nerve roots (including nerve trunk).  Nerve root pain characteristically shows 

the tenderness following the course of the involved innervation area, whereas dysesthesia on locus 

is the pain felt in its peripheral sensory distribution.
  

However, when pain of nerve origin is severe, 

it can be felt in regions outside the sensory distribution of the particular nerve.  Careful examination 

of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often reveals them to be the effects of nerve trunk dysfunction 

appearing in the musculoskeletal system.  The underlying problem is malfunction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due to chronic nerve root irritative injury, and pain is one possible result of down-

stream product of the neuropathy which is not inevitable.  Some findings of neuropathic changes, 

which is not usually detected through conventional radiologic and laboratory methods, are present 

primarily in soft tissue (ie., tenderness over muscle motor point, tendon and ligament; palpable soft 

tissue contracture bands and restricted joint range).  Therefore, careful evaluation must be performed 

and those soft tissue changes should be described.  Neuropathy degrades the quality of collagen, 

causing it to have fewer cross-links; it is, therefore, become frailer than normal collagen.
  

Careful 

palpa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is the important tool can detect all of these phenomena.  

(Korean J Anesthesiol 2002; 43: 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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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동 섬유를 전달하고 있다. 구심성 후근의 세포

체(soma)는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이하 DRG) 

안에 눕혀져 있는데 반하여 전근의 세포체는 척수의 

전각(ventral horn)에 눕혀져 있다. DRG는 경막소매

(dural sleeve) 첨부의 후근내의 말단에 눕혀져 있으

며 이는 바로 척추의 pedicle 하부이며 신경근의 겨

드랑이(axillar)와 연접하여 있다. 신경근은 말초신경

과는 다르게 근위부는 얇은 신경초, 뇌척수액 그리

고 수막으로 싸여 있다. 전반적으로는 소동맥과 소

정맥의 연결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말초신경

으로서는 내재적 혈관에 의한 국소적 혈류도 존재하

지 않는다. 이러한 해부학적인 이유가 신경근이 특

히 줄기 부위에서 기계적 손상 혹은 자극으로부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원인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동물실험에 나타난 돼지 모델에 있어서 압박에 의한 

혈류 차단에 대하여 뇌척수액이 이를 상쇄시키지 못

함은 이 부위의 병변이 잘 유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간접적인 증거이다(Fig. 1).
1)

신경근원성 통증과 근근막통증후군

(Myofascial Pain Syndrome)의 비교

  신경근의 자극 후에 말초의 통각수용기(norciceptor)

의 역방향의 활성화(antidromic activation)가 발생한

다.2) 신경근에는 nervi nervorum를 통해 그 스스로를 

분포(innervation)하여 신경근을 잡아다니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특징적인 심부의 에이는 듯한 통증

(deep, aching pain)이 유발된다.3) 신경근의 병변은 신

경근이 견딜 수 있는 정상적인 혈관계 방어기전이 

존재할 때는 손상 받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잠

깐 동안의 미세한 신경근의 견인(traction)에 의해서

도 현저한 혈류의 장애가 오며 이것이 신경근의 기

능 장애로 남게 되어 때때로 수술 후의 통증을 유발

하기도 한다.3) 또한 신경근을 잡아당김으로써 신경

을 감싸고 있는 혈관코일(vascular coil)이 잡아 당겨

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하거나 혈전이 생

기게 된다. 결국 혈관은 꼬이게 되고 현저한 혈류의 

Fig. 1. Anatomy of spinal nerve root. A pair of dorsal root and ventral root formed a nerve trunk located out of dural sac. 

The spinal nerve roots are feasible to injury by the mechanical and other stimuli owing to this anatom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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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의해서 신경의 기능에 변화를 초래한다.4) 이

러한 신경의 잡아당김이 잠시동안에 끝나게 되면 신

경은 원래의 기능을 즉시 회복하게되는데 반하여
5)
 만

성화된다면 신경의 기능저하는 지속되게 된다. 이러

한 결과로 말초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키어 장기

적인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6)
 신경에 대한 자극은 신

경근 레벨에서 흔하게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며 이

러한 통증은 일순간의 신경의 손상보다도 지속되는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향이 보다 현저하다.
7)
 이

러한 내용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신경의 기계적 자극

에 의해서 이러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8,9)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말은 최근에 말초신

경 또는 신경근의 기능장애 혹은 병적인 변화에 의

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객관적인 혹은 주관적인 증

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장되고 있다.
10) 
이는 크

게 두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신경줄기 통증과 이

상감각성 통증(dysesthetic pain)이다.
8)
 전자의 경우는 

깊고 둔하며 누르면 아픈 통증으로 때로는 깊이 에

이는 듯한 통증이 수반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전기가 오는 듯하며 불타는 듯하며 저리고(tingling), 

흔들리는 듯 하며(sharing), 기어가는 것 같고(crawling), 

그림 그리는 듯(drawing)한 통증이다.8) 신경근원성 통

증은 병적인 신경의 지배를 받는 역에 압통을 유

발하는데 반하여 이상감각성 통증은 말초 감각신경 

분포에 따른 통증을 보이며 이는 손상된 구심성 축

삭 그 자체로부터 유발된 통증을 의미한다.

  신경근원성 통증은 근근막통증 증후군 가설에서 

말하는 근근막통과 구별하기 힘들며 기계적 혹은 화

학적 자극에 민감하여 있다. 최근에 주장되는 방사

통(radiating pain)이나 기타 감각증상들은 신경이 포

획된 부위에서 이소성 신경 조율 결절(ectopic neural 

pacemaker nodule)이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으며
11)
 기존의 검사상 신경 손상의 변화가 보

이지 않음에도 경부 혹은 요부의 신경근원성 통증이 

유발되며 신경의 지배 분절을 따라 압통이 있으며 근

육의 압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2)

  근근막통증 증후군은 주로 근육의 손상에 의한 이

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histamine, serotonin, 

kinins, prostaglandins와 같은 물질에 의해 통각수용기

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반사성 근육 연축이 발

생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13)
 정상상황에서는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며 

근육의 생검이나 MRI 등의 검사에 의해서도 근근막

통에 존재하는 근육의 염증이나 손상을 발견할 수 

없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흔히 교감신경계 기능의 

이상을 동반한다.14) 이는 역시 근근막통에서도 동일

하게 동반되는 증상이다.
15)
 일반적으로 신경근의 자

극은 교감신경계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데 반하여 

근육의 통각수용기는 부교감신경계의 긴장도를 증가

시킨다. 이를 고려한다면 내재된 이상 없이 근육 손

상 그 자체만으로 교감신경기능의 항진을 설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다. 근근막통증 증후군에

서 주장하는 근전도상에서 자발적 활동(spontaneous 

activity)은 신경병증(neuropathy)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이며 이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근육내 수축이거나 

근육의 운동점이다.
16,17) 

Simons은 하나의 근육 혹은 근

육들에서 근근막통이 유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8) 

이상에 거론한 바와 같이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Table 1에서 보듯 근근막통증 증후군에 의한 통증

Table 1. Comparison between Myofascial Pain Syndrome and Peripheral Neural Pain
ꠧꠧꠧꠧꠧꠧꠧꠧꠧꠧꠧꠧꠧꠧꠧꠧꠧꠧꠧꠧꠧꠧꠧꠧꠧꠧꠧꠧꠧꠧꠧꠧꠧꠧꠧꠧꠧꠧꠧꠧꠧꠧꠧꠧꠧꠧꠧꠧꠧꠧꠧꠧꠧꠧꠧꠧꠧꠧꠧꠧꠧꠧꠧꠧꠧꠧꠧꠧꠧꠧꠧꠧꠧꠧꠧꠧꠧꠧꠧꠧꠧꠧꠧꠧꠧꠧꠧꠧꠧꠧꠧꠧꠧꠧꠧꠧꠧꠧꠧꠧ
Clinical feature Myofascial Pain Syndrome Peripheral neural pain

 (nerve root origin)

Pain Descriptors Deep, dull, aching Deep, dull, aching

Tenderness Local Remote TrP in muscle (active or latent) Nerve root and it's efferent

 TrPs satellite/secondary  innervated area

Associated phenomena Sympathetic dysfunction Sympathetic dysfunction

Electrodiagnostic abnormality Usually absent Usually absent

Therapeutic implications Desensitisation Nerve and innervated soft tissue

 (inactivation of TRPs)  stimulation or root decom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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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경근의 기능 이상에 의한 통증은 같은 양상이

며 그렇다면 두 가지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의 많은 부분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근근막통증 증후군에서 

말하는 압통점(trigger point)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관점으로 관찰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관점의 한 예가 분절성 신경근병적 

모델(Segmental Radiculopathic Model)이다(Table 1).
12)

케논의 탈신경 초과민성 이론

(Canon's Law of Denervation Supersensitivity)

  분절의 어느 부분에 통각수용기의 자극이 발생하

여 장기화되면 같은 지배를 받는 같은 분절의 모든 

부분(dermatome, myotome, sclerotome, viscerotome)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결과로 연관통, 통각과민

(hyperalgesia), 과긴장된 근육, 항진된 근근막 압통점, 

양성 변화나 혈관운동계 증상과 같은 자율신경계

의 증상 등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통각수

용기에 대한 자극이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더욱이 만성 통증에서는 분명한 통각수용기 

자극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19) 성 신경

근병성 모델은 이러한 변화가 잠재된 신경의 기능 

이상 혹은 기능 이상 그 자체 일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20세기 초반에 생리학자들의 초유의 관심사의 하

나는 탈중심화(decentral-ization)를 하거나 교감신경 줄

기를 제거한 토끼의 눈에서 질식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역설적인 동공확대가 나타나는 현상이었

다. Anderson은 신경 지배가 제거된 결과 홍채의 환

형 섬유가 약해져서 발생한다는 통념을 깨고 eserine

을 주입하여 환형 섬유를 수축시킨 상태에서 확대 

섬유가 약간의 질식에 의해서도 비정상적인 단축을 

만들어내어 역설적인 동공 확대를 유발한다는 결과

를 입증하 다.
20)
 이는 질식에 의해 스트레스 상황

에 놓인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신경 손상

으로 초 과민화된 홍채 근육에 비 정상적인 강한 반

응을 나타낸 결과이다. Canon은 신경 손상이 존재하

면 그 지배를 받던 일련의 조직들에 이러한 초과민

화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인 법칙으

로 신경의 지배를 받는 모든 조직에서 나타남을 밝

히게 되었다. Canon과 Rosenblueth는
21)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뉴런의 기능적 사슬에

서 하나의 요소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탈신경화 

되었을 경우 사슬의 손상된 이하의 일련의 요소들이 

설혹 다른 신경의 지배에 의해 탈신경화 되지 않았

거나 혹은 신경자극이나 억제성 또는 흥분성 화학적 

매개물질과 같은 이에 향을 미치는 효과기가 존재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배 역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초과민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초과민성은 신경

이 손상된 부위에서 최대로 나타나며 말단으로 갈수

록 줄어든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현저한 신경의 손상이 아닌 경

우라 할 지라도 신경 기능의 이상이 유발되며 이러한 

신경 기능의 이상에 의해 지배 단위의 수용체의 과민

화가 나타나게 되어 이러한 것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깊게 관련되게 된다는 것이다.
22-26)

신경기능 이상에 의한 분절성 변화

    통      증

  이러한 말초 신경 기능 이상에 의한 통증은 통각

과민 증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질통 (allodynia)

과 통각과민(hyperalgesia)이다.22,27,28) 비정상적으로 항

진된 압통은 손상된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이나 

건등의 역에 육안으로 인식될만한 현저한 변화없

이 나타난다. 그러나 운동점의 촉진과 같은 고유의 

이학적 검사에 의해 이를 발견할 수 있다.
12)

    교감신경계 이상

  또한 신경병증성 통증은 흔히 교감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동반한다.
29) 
이는 피하 세동맥을 수축시켜 혈

류를 감소시켜 피부를 차게하며(vasomotor activity), 임

파액을 저류시키는데 향을 주어 피부를 두껍고 주

름이 많게 만들며 미세한 다한증상을 만들며(sudomotor 

activity), 햇빛에 환자를 가로세워 자세히 보면 닭살

모양이 돋아난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pilomotor 

activity).
30)
 이러한 교감신경성 기능이상의 동반은 통

증과 퇴행성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생각

될 수 있다.

    근육수축

  신경의 기능 장애에 의한 수용체의 과민성은 ac-

ethylcholine에 대한 반응으로 분명하게 발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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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방추의 과민화가 발생한다.17) 이는 근육

의 단축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단축은 수축에 의한 

것이지 연축과는 다른 의미이다. 연축의 경우는 지

속적인 활동전위에 의한 알파 운동단위 활성도로서 

근전도 상에서 운동신경 말단에서 의미 있는 전위가 

발생하지 않아 운동신경단위의 활성화가 발생하지 

않는 수축과는 사뭇 다르다. 신경손상에 의한 수축

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운동말단 

뿐 아니라 근섬유 막에 두루 분포하게 되며 전체 근

섬유막에 소량의 아세틸콜린이 서서히 탈분극을 유

발하며 결국 전기역학적 커플링을 유발하고 수축은 

의지와 무관하게 지속된다.
17,32,33)

 이러한 수축은 근

육의 단단한 띠(taut band)를 형성하게 되고 건과 그 

부착 부위에 기계적자극(mechanical pulling)을 주게 

되며 그로 인하여 통증은 더욱 악화된다.
15,19,30)

    콜라겐 섬유의 질적 변화

 신경병증은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지만 퇴행성 변화 

역시 신경병증을 유발한다. 신경병증은 콜라겐을 분

해시킨다.
13)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콜라겐의 상호 

연결작용(cross-links)을 충분히 못하며 정상적 콜라겐

보다 약하게 된다.13,34) 건에는 염증이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이러한 콜라겐의 분해와 비정상적인 다량

의 기초물질(ground substance)이 존재한다.
35,36)

 이로 

인하여 건은 약해지고 아마도 보상작용으로 생각되

는 두꺼워진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콜라겐

의 변화는 인대,37,38) 연골, 뼈 등에 향을 미치며 

특히 체중지지(weight-bearing) 부위나 과도한 스트레

스가 가해지는 부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칼슘침

착이나 골 도저하와 같은 골변화에도 향을 미치

게 된다(Fig. 2).
39-41)

치      료

  신경근원성 만성 통증은 신경근에 대한 감압이나 

특히 척추 주위의 신경의 지배를 받는 조직,12) 혹은 

신경 자체에 대한 자극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2)
 특히 척추 주위의 치료는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된다.30)

  치료에 있어서는 단순한 근육의 자침뿐만이 아니

라 근방추가 발달된 다열근이나 회선근과 같은 심부 

근육이나 인대 건 이외에도 후관절, 추간공 및 척추

관 주위의 연부조직 등 척추 주위에 대한 자극이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43) 

  그러므로 척추 신경에 대한 신경 차단과 같은 방

법은 말초 조직의 주사나 단순한 자극에 비해 효과

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척추 주위의 근육

내 자극술(IMS)혹은 보다 강력한 바늘을 사용한 척

추 주위의 자극(Needle driver Technique)과 같은 방

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척추 주위의 섬유화된 

연부조직에 대하여 자극과 더불어 바늘로 엉겨붙은 

조직을 감아 해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      론

  이상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근막통증 증후군과 분절성의 촉진된 신경근병

(segmental facilitated radiculopathy)는 임상적으로 그 

구별이 불가능하다

  ․분절성 신경근병성은 기존의 근근막통증 증후군

에서 시행하는 검사 방법과는 다른 척추 주위의 검

진과 해당 분절의 지배 역에 대한 검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절성 신경근병은 그 분절 역의 피부분절

(dermatome), 근육분절(myotome), 골 분절(sclerotome)

에 따르는 연성 조직 혹은 경성 조직의 이상을 촉

진, 운동범위, 관찰 등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다.

Fig. 2. The change of muscle and tendon following noci-

ceptor stimuli. The shortening of muscle and tendon pro-

vocate the neuropathic pain and vice versa.

Normal muscle

Shortened muscle with
palpable tender/painful
bands & trigger points

Enthesopathic (thickened) tendons

Shortening

The shortened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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