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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에 의해 발생되는 급성 수포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통증과 

함께 편측성으로 군집된 수포성 피부발진이 신경피절을 따

라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1) 이 질환은 피부병변의 소실 

후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합병증으로 포진 후 신경통이 남

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환자에게 고통을 준다.2) 대상

포진의 치료의 목표는 초기감염의 확장과 감염기간 감소, 

다른 부위로의 전파 방지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3) 대상포진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비스

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부신피질호르몬 및 교감신경차단요

법4) 등이 있으나 복잡한 통증유발 기전으로 인해 확실한 

치료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대상포진은 신경병성 통증을 유

발하고5) 침해수용전달에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흥분성 아미

노산의 하나인 N-methyl-D-aspartic acid (NMDA) 수용체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경쟁적 NMDA 

수용체 길항제는 가는 1차 구심성신경의 반복적 자극으로 

인한 wind-up현상이나 신경학적 과흥분상태를 차단한다.6) 

이에 저자들은 비경쟁적 NMDA 수용체 길항제인 ketamine

을 대상포진 환자에게 소량의 국소마취제와 함께 경막외강

으로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문

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통증치료실에 내원한 대상포진 환자 중 출혈 경향이 있

는 환자, 심한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간장 또는 신장의 기능부전이 있

는 환자를 제외한 11명 중 경막외 카테테르 거치 후 감각

저하를 호소한 2명을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하 다.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래 및 입원기록지를 근

거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총 9명의 대상환자 중 

남자가 2예, 여자가 7예 다(Table 1). 연령은 40세에서 81세 

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 고 평균연령은 62.8세 으며 연

령별 분포는 40대 2명, 50대 2명, 60대 2명, 70대 2명,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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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0대 1명이었다. 발병부위는 대상환자 9명 모두 흉추신

경피질을 침범한 경우 고 좌측이 4예, 우측이 5예로 좌우 

비슷한 비율을 보 다. 발병 후 경막외 카테테르를 거치 하

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4.1일이었고 평균 경막외 카테테르 

거치 기간은 9.7일이었다. 진통효과의 정도는 시각통증등급

(visual analog scale, VAS)를 사용하여 각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최고지수 10에서 최소지수 0까지 나타내게 하

으며 매번 측정시에 전번의 수치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변화가 수치로 환산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각 통증지수는 치료 시작일과 치료 후 1주, 2주, 4

주를 비교하 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표현을 기록

하 다.

  모든 환자는 통증치료실 도착 후 안정을 취한 다음에 환

자감시장치를 사용하여 맥박, 심전도, 맥박산소포화도를 지

속적으로 감시하 고, 혈압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

다. 환자의 병변부위를 확인하고, 경막외 천자를 위해 측

와위 자세를 취한 다음 피부 발진이 발생된 분절보다 두 

분절 위에서 17 gauge Tuohy 바늘을 사용해서 저항 소실법

으로 경막외강을 확인하여 말단부 단일 구멍을 가진 경막

외 카테테르(ARROW, USA)를 거치하 다. 1：200,000 epine-

phrine이 첨가된 1.5% lidocaine 3 ml의 시험용량을 천천히 

주입한 후 혈관내 주입이나 척수강내 주입이 없는지 확인

하 다. 도관의 경막외 거치를 확인한 후 ketamine 5 mg과 

0.2% bupivacaine 혼합액 5 ml을 서서히 주사하 고, 활력증

후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ketamine 20 mg과 0.125% 

bupivacaine 110 ml 혼합액을 시간당 2 ml로 48시간 동안 지

속적으로 주입되는 약물주입기(Baxter Two Day InfusorTM, 

Baxter Healthcare Co., USA)를 연결하 다.

  치료를 받은 9명의 환자에서 VAS의 변화는 경막외 차단

을 시행하기 전 평균 9.1에서 일주일 후 평균 1.8로 감소하

음을 알 수 있었고, 2주 후에는 평균 0.9, 4주 후에는 평

균 0.5로 치료 전에 비하여 치료 후 VAS의 유의한 감소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Table 1). 대상 환자 모두에서 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한 환자 및 치료 부작용을 보인 환자는 없

었다.

고      찰

  성인의 90%에서 혈청 감염 후 잠복 상태로 있는 수두 대

상포진 바이러스는 다양한 위험인자에 의한 바이러스의 재

활성화에 기인하며 성별, 종족별, 계절적 차이는 별로 없으

나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2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에서는 인구 1,000명당 0.4-1.6명, 85세 에서는 인구 1,000

명당 5-11명의 발생을 보인다.5) 

  면역억제가 심한 사람에서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

는 반면, 면역억제가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급성통증이나 

포진후 신경통, 안구 합병증 등이 발생되고 있다.1) 수두바

이러스에 의한 피부염증은 말초 감각수용체의 활성화와 감

작화를 일으켜 통증신호의 증폭으로 지속적인 피부통증을 

초래하고 대상포진의 전구기와 초기증상 기간동안 계속되

는 구심성신호에 의한 흥분성 아미노산 신경펩티드의 분비

로 흥분성 손상을 일으켜 척수후각의 억제성 뉴런의 소실

을 초래하며 척수와 신경절, 말초신경의 손상은 다른 중요

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손상된 뉴런은 자발적인 활성화가 

일어나고 말초자극과 교감신경자극에 과감작을 일으킨다.3)

  대상포진의 치료는 통증과 피부 병변에 대한 대중요법과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VAS
Dermatomal Latency Duration

 Case Sex Ag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istribution (days) (days)

Before 1 wk 2 wks 4 wk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M 70 Rt. T3 6 14 10 3 1 1

  2 F 47 Lt. T1-2 3  7  8 1 0 0

  3 F 49 Rt. T8 5 10  9 2 1 0

  4 F 54 Lt. T7-8 3  7  9 0 0 0

  5 F 81 Rt. T5 5  7 10 1 1 1

  6 F 76 Rt. T5-6 5 10  9 1 0 0

  7 F 64 Rt. T5-8 4 10 10 2 1 1

  8 F 66 Lt. T4-6 3 12  8 3 2 0

  9 M 58 Lt. T5-6 3 10  9 3 2 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ermatomal distribution: dermatomal distribution of skin lesion, Latency: days from onset of pain to epidural catheterization, Duration: duration 

of epidural catheterization (days), VAS: visual analog scale, Before: the first day of hospital visit before epidural catheterization, 1 wk: 1 week 

after the first day of hospital visit, 2 wks: 2 weeks after the first day of hospital visit, 4 wks: 4 weeks after the first day of hospit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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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특이요법으로 대별되는데 단독적인 치료법은 

없고 대개 몇가지를 병용하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신경차단법이 쓰이고 있다.4,7) 대상포진과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은 신경병성이며 이는 말초신경의 손상과 

아울러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신호의 변형에 기인한다.5) 

이에 따라 저자들은 급성기 대상포진 치료에 있어 말초신

경의 감작을 억제시켜 구심성 신호의 척수 입력을 줄이고 

아울러 중추성 감작화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 경막

외차단과 아울러 NMDA수용체 억제제인 ketamine을 함께 

주입하 다. 경막외차단술은 체신경 차단뿐만 아니라 교감

신경차단의 효과와 함께 교감신경성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허혈성 손상을 방지하고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경막외차단은 척수 원위부의 마취를 통해 대상포진의 급성

통증을 완화해 준다. 이처럼 교감신경 차단술은 대상포진의 

급성기 통증을 호전시키고 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8) Selander 등은9) 염증

반응에 의한 교감신경성 자극은 신경 내 모세혈관 혈류량

을 93%까지 감소시킨다는 동물실험을 보고하 다. Lundbog

는10) 이러한 허혈상태가 지속되면 신경내막의 모세혈관의 

내피를 통하여 알부민의 누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신

경내막의 부종을 야기하게 되어 신경내막의 혈액공급이 더

욱 감소하게 되고 결국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 으며, Fink와 Cairns는11) 이러한 허혈로 인한 손

상 외에도 감소된 혈액공급은 혈당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

고 대사량이 적은 가는 말이집신경섬유는 잘 보존되는 데 

반해 굵은 말이집신경섬유의 파괴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

어 결과적으로 정상신경과는 달리 대부분이 가는 말이집신

경섬유로 대체되어 손상된 신경세포는 척수의 뒤뿔을 통한 

말초자극과 교감신경 자극에 과민감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 다. 이러한 조직학적 변화를 대상포진 후 자발통과 연

관해 보면 굵은 말이집신경섬유는 여러 해로운 자극을 중

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반면 가는 말이집신경

섬유는 이를 촉진하여 굵은 말이집신경섬유의 정상적인 억

제효과를 없앨뿐만 아니라 해로운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고, 

굵은 말이집신경섬유와 가는 말이집신경섬유의 변화된 불

균형으로 정상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자극에도 동통을 느끼

게 될 것이다. 교감신경의 차단은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 염

증반응에 의한 교감신경의 자극을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혈

액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기전으로 미루어 볼 때 교감신경 차단의 시기

는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Winnie와 Hartwell은4) 대상포진 증

상 발현 후 2개월이 넘으면 신경의 허혈손상이 비가역적으

로 변하며 이 기간 내 교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면 대상포

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 으나, 성소  등은7) 

급성기 시 시행한 교감신경절 차단술이 급성기 증상과 포

진 후 신경통의 치료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저자들은 ketamine과 병행한 지속적인 경막외차단술

로 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효과를 확실히 보았기에 조기 교

감신경 차단술은 필요한 시술이라 생각한다. 통증이 거의 

소실될 때까지 경막외차단을 매일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속

적인 경막외차단술이 치료의 기간을 줄이며 운동차단이 적

고 말초에서의 비정상적인 자극이 중추로 전달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중추에서 형성되는 민감

화를 억제하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의 이행을 줄이며 

혈역학적 안전성에 유용하다는 보고가12) 있어 저자들은 지

속적 경막외차단술이 급성통증 자극이 척수에 전달되는 것

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병의 

정도나 부위, 나이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침범 피부분절에 

경막외 카테테르를 통증이 VAS 2-3 이하가 될 때까지 거

치시켰는데 평균 거치 기간은 9.7일이었다. 장기간 경막외

강 카테테르 거치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는 않

았으나 카테테르 거치 후 감각저하를 호소한 2명의 경우 

조기에 카테테르를 제거하고 본 연구에서 제외하 으며 지

속적 경막외 거치에 따른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무

균 조작 및 소독 등을 통해 유지하 다.

  또한 저자들은 대상포진 치료가 신경병성 통증 치료라는 

생각으로 대상포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말초신경 손상으

로부터 유발되는 중추감작을 줄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 비경합적 NMDA 수용체 길항제인 ketamine

을 투여하 다. 교감신경차단술에 의한 대상포진 치료 결과

는 상반된 보고가4,7) 있지만 교감신경 차단과 더불어 keta-

mine을 초기부터 투여한 저자들 경우는 3개월 추적 조사한 

결과 모두 VAS 1 이하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이

는 교감신경차단술의 효과와 더불어 ketamine에 의한 중추

성 감작을 차단한 결과라 생각된다. Ketamine은 비경합적 

NMDA 수용체 길항제로 수술 후 통증 치료를 위해 단독,13) 

또는 morphine 등과 함께 경막외강으로 투여되어 좋은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14) 이는 반복, 지속되는 C-섬유를 통한 

척수후각 신경원의 wind up 현상과 장기간에 걸친 증폭작

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인하며,6) Chu 등은15) 신경병성 통증 

환자에게 ketaimine 10 mg과 morphine 0.5 mg을 경막외강으

로 투여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두 약제의 단

독 투여 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을 보고하 으나 상승효과

의 기전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 다. Ketamine의 항정신

작용인 혼란, 섬망, 환각,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꿈, 그리고 

몸통이 분리된 느낌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단하거나 

benzodiazepine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Wong 등은16) 10 

mg ketamine을 경막외강으로 투여 후 부작용이나 향정신효

과의 발생률이 5%보다 적다고 하 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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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작용이나 향정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혼합 

투여된 약물이 morphine이 아니라 국소마취제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전체적 발생률은 9% 이상이지만17) 

나이가 증가할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은 높아져 

6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그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18)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평균 62.8세임에도 불구하

고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이는 두 약제의 혼합투여의 만

족스런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향후 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흉부에 발생한 대상포진 환자에서 국소마취

제와 ketamine을 경막외강으로 혼합 투여한 경우 대상포진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수개월 동안 대상

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며 ketamine의 

적정용량, 거치기간 등은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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