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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부 암성 통증에 대하여 복강 신경총 차단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내장 신경 차단이 고려된다.1,2) 그러나 내장 신경 차

단은 약물이 원치 않는 부위로 흐름으로 인하여 신경근 차단

에 의한 이상감각 및 신경통, 혈관 내 주입, 지주막하 또는 경

막외 주입,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내장 신경

의 고주파 열응고술은 그 부위가 국한되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합병증 없이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1) 저

자들은 복강 신경 차단 후 남아있는 통증에 대하여 고주파 열

응고술을 이용한 내장 신경 차단을 시행하여 좋은 제통 효과

를 경험하 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1

  47세 여자 환자가 Klatskin tumor로 간 우엽을 절제하고 

복강 내로 전이된 암성 통증 조절을 위해 본과에 의뢰되었

다. 의뢰당시 환자는 morphine sulfate 90 mg/일, acetamino-

phen 650 mg 6T/일을 경구투여 받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meperidine hydrochloride 50 mg을 주사하고 있었으나 쥐어뜯

는 듯한 강한 통증이 시각등급통증지수(Visual analog scale, 

VAS)로 90 (0: 통증 없음, 100: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통증)이었다. 통증 부위가 복부에 국한되어 있고 전신 상태

도 괜찮아 알코올을 이용한 양측의 복강 신경총 차단을 시

행하 다. 시술 후 1주일에 측정한 VAS가 우측은 30이었으

나 좌측은 60-70이어서 고주파 열응고술을 이용하여 좌측 

내장 신경 차단을 시행하 다.

  환자는 복와위에서 C-자형 상증강장치의 감시 하에 제 

12 흉추체를 확인하 다. 20o사위에서 흉추체의 측면과 일

치하는 점을 바늘의 자입점으로 하여 12 늑골의 상방으로 

제 12 흉추체의 측면 중앙부위를 목표 지점으로 R-F용 휘

어진 천자침(Curved cannula, Stryker Leibinger, Germany)을 

삽입하 다. 천자침의 끝이 척추체에 접촉되었을 때 측면상

으로 전환하여 척추체의 앞쪽 1/3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

다. 이때 바늘이 상방을 향하고 있었으며 수용성 조 제

(Omnipaque, Nycomed, Ireland) 1 ml를 주입하여 천자침의 

앞쪽에서 척추체의 앞면과 측면을 감싸며 아래위로 퍼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Fig. 1) 전극봉을 삽입하고 시험 자극(test 

stimulation)을 하 다. 50 Hz, 1 V 자극에서 환자는 명치끝

에 뻐근한 느낌이 온다고 하 고 2 Hz, 2 V 자극에서 늑간 

근육의 수축이 없음을 확인하 다. 1% lidocaine 2 ml를 주입

하고 80oC, 90초간 열응고를 시행하 다. 다시 바늘을 18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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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켜 바늘이 하방으로 향하게 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열응고를 시행한 후 triamcinolone 40 mg을 주입하고 바늘을 

제거하 다. 시술 직후 환자의 VAS는 20으로 감소하 고 

시술 후 한달 동안 약물을 증량하지 않고 20-3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증례 2

  62세 여자 환자로서 말기위암으로 부분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강 내 전이에 의한 상복부 통증으로 본과에 의

뢰되었다. 3주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의뢰 당시 oxycodone 

40 mg/일을 경구투여 받고 있었으나 meperidine hydrochlo-

ride 50 mg과 tramadol hydrochloride 100 mg 주사를 간헐적

으로 필요로 하 다. 통증의 정도는 VAS 80-90으로 매우 

심하 으며 구역, 구토가 동반되었다. 알코올을 이용한 양

측의 복강 신경총 차단을 시행하 다. 시술 후 1주일에 

VAS를 측정한 결과 좌측은 30으로 감소하 으나 우측은 

70 이어서 고주파 열응고술을 이용한 우측 내장 신경 차단

을 시행하 다. 

  증례 1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천자침의 끝을 제12흉추

체의 측면 중앙의 앞쪽 1/3지점에 위치한 후 시험자극을 하

으나 환자가 특별한 느낌을 호소하지 않아 열응고술을 

하지 않고 천자침을 제거하고 제11흉추에서 다시 시행하

다. 복와위에서 C-자형 상증강장치의 감시 하에 제11흉추

체를 확인한 후 20o 사위에서 흉추체의 측면과 일치하는 점

을 바늘의 자입점으로 하여 추체의 측면 중앙 부위로 천자

침을 삽입하 다. 천자침의 끝이 척추체에 접촉되었을 때 

측면상으로 전환하여 척추체의 앞쪽 1/3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 다. 이때 바늘이 하방을 향하고 있었으며 조 제 1 ml

를 주입하여 천자침의 앞쪽에서 아래위로 퍼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Fig. 2) 전극봉을 삽입하고 시험 자극(test stimu-

lation)을 하 다. 50 Hz, 1 V 자극에서 환자는 상복부에 묵

직한 느낌이 온다고 서술하 고 2 Hz, 2 V 자극에서 늑간

근육의 근수축이 없음을 확인한 후 1% lidocaine hydrochlo-

ride 2 ml를 주입하고 80oC, 90초간 열응고술을 시행하 다. 

바늘을 180o 회전시켜 동일한 방법으로 열응고술을 시행한 

후 triamcinolone 40 mg을 주입하고 바늘을 제거하 다. 시

술 직후 VAS가 20으로 감소하 고 한달 동안 약물을 증량

하지 않고 20-3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고      찰

  복강 신경총 차단은 복강 신경절의 다양한 해부학적 위

치, 천자침 끝과 신경총과의 근접 상태의 정확도 결여 및 

신경파괴제의 확산 방향 예측 불능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3) 내장 신경은 양측 흉추 제5번부터 제12번 사이에서 

기시하여 교감 신경절을 경유하며 횡격막을 통하여 복강 

내로 들어와 복강 신경총을 형성하는데, 복강 신경총은 위, 

간, 담도, 췌장, 비장, 신장, 부신, 소장과 상행 결장 및 횡

행 결장 등 대부분의 복부 장기의 신경 지배를 담당하게 

된다. 이 세 갈래의 내장 신경은 내측의 척추체, 외측의 흉

Fig. 1. In lateral view, RF needle tip is on anterior one-third por-

tion of the twelfth vertebral body.

Fig. 2. In lateral view, RF needle tip is on anterior one-third por-

tion of the eleventh vertebr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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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앞쪽의 후 종격동과 아래쪽의 횡격막이 이루는 구획 내

에 존재하게 되는데, Boas는4) 이 구획의 양이 양측 각각 10 

mg 정도라고 하 고, 투시장치를 이용하여 차단 침 끝의 

위치가 횡격막 각에 못 미친 뒤쪽과 제12흉추 추체 전측방 

사이에 약물을 주입하여 차단하는 것을 내장 신경 차단이

라 하여 복강 신경총 차단과 구별하 으며, 조 제 소견 상 

횡격막과 척추 전연 사이에서 원추 모양으로 주로 윗쪽, 앞

쪽에 넓게 퍼지면 제통 효과가 좋다고 하 다.

  내장 신경 차단시 합병증은 원인별로 보아 두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첫째는 천자침 끝 위치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경막 천자로 인한 두통, 척추 주위 구조물 자극에 의한 요

통, 대동정맥 천자로 인한 후복막 혈종, L1 체성 신경절 천

자시 올 수 있는 이상 감각 및 신경통, 신장 출혈, 기흉 등

이 있다. 둘째, 약물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저혈압, 요근 내 

주입으로 오는 제1요추 신경 및 요부 신경총의 알코올 신

경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5) 내장 신경 차단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하지 마비인데 이는 지주막 하강 내나 혈관 내로 

직접 알코올을 주사하거나 척수의 전 2/3에 혈액을 공급하

는 adamkiewicz 동맥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6) 이 혈관은 제7번 흉추와 제4번 요추 사이, 주로 제 9

번 흉추와 제11번 흉추 사이에서 기시한다. 이 동맥의 폐쇄

가 올 수 있는 조건은 바늘에 의한 직접적 손상이나 동맥 

주위에 신경 파괴제의 주사에 의한 혈관 수축, 동맥 내 주

사에 의한 혈전 및 혈종에 의한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올 

수 있다고 한다.7)

  고주파 열응고술은 신경을 파괴하는 시술로써 신경의 온

도가 45oC를 초과하면 신경 파괴가 일어난다. 온도의 차이

에 따라 신경의 파괴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감각이나 운동 신경의 마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

지만 피복 되지 않은 바늘의 모든 부위에서 신경의 파괴가 

일어나므로 응고술 전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자극이 오고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늑간 근육이나 

서혜부 근육의 수축이 없음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조직의 

손상 범위는 천자침의 피복이 없는 부위에서 반경 1 mm 

정도이므로 투시 장치 하에 시술하고 시험 자극으로 확인

한다면 척추 신경근이나 경막 외 및 지주막하 구조물의 손

상가능성은 전혀 없다.

  시술 전 환자에게 정맥로를 확보하고 교감 신경 차단에 

따른 혈압의 저하를 막기 위해 200-300 ml의 수액을 정주 

한다. 시술 중 계속 환자와의 의사 소통이 필요하므로 최소

한의 진정제만을 사용한다. 상복부의 통증으로 복와위를 취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측와위에서 시행되기도 하지만 가

능한 한 복와위가 시술에 용이하다. 시술은 주로 제12번 흉

추에서 이루어지나 제 12번 흉추가 횡격막의 음 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제 11번 흉추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1) 피부의 자입점을 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C-자형 상증강장치를 45o 사위로 하고 척추체와 

늑골의 접합점과 일치하는 점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때는 

휘어진 R-F 천자침이 척추간공을 지날 때까진 바깥 방향을 

향해야 척추체의 측면에 닿을 수 있다.1) 또 다른 방법은 C-

자형 상증강장치를 20-25o 사위로 하여 척추체의 측면과 

일치하는 점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척추체의 측

면에 도달할 때까지 터널상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척추체의 측면에 도달하면 천자침의 방향을 

내측으로 전환하여 척추체를 감싸듯 진행하여야 기흉이나 

신장 손상 등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천자침은 탈 피복

부위가 15 mm인 15 cm짜리 휘어진 고주파용 천자침을 사

용하며, 내장 신경이 제11 및 12흉추체의 측면으로 주행하

므로 바늘의 끝이 추체 측면 중간에서 앞쪽 1/3지점에 위치

하는 것이 좋다. 수용성 조 제를 주입하여 혈관 내로 흡수

되는지를 확인한다. 응고술 전 시험 자극을 하게 되는데, 

감각 신경을 자극했을 때 명치부에 느낌이 있으면 좋은 위

치라고 평가 할 수 있다.1) 실제로 증례 1의 환자는 시험 자

극시 명치 끝에 뻐근한 느낌을 호소하 고 증례 2의 환자

는 제12흉추체에서 시험 자극을 하 을 때 아무 느낌도 호

소하지 않아 제11흉추체에서 다시 시도하 고 여기에서 상

복부에 묵직한 느낌을 호소하 다. 만약 자극이 띠 모양으

로 늑골 주위로 온다면 바늘을 전방으로 더 어 넣어야 

한다.1) 운동 신경은 2 Hz에서 3 V까지 올려서 늑골 주위 

근육의 수축이 없음을 확인한다. 시험 자극에서 이상이 없

으면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소량 주입하는데 국소 

마취제는 응고술 동안 발생하는 뜨거운 통증을 없애주며 

스테로이드는 부종과 염증을 줄여서 신경염의 가능성을 줄

여준다. 응고술은 80oC, 90초간 시행하고 바늘을 180o회전하

여 한번 더 시행한다.

  상복부에서 기원한 만성 통증 조절에 고주파 열응고술의 

이용은, 기존의 약물을 이용한 복강 신경총 차단이나 내장 

신경 차단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약물이 원치 않는 

부위로 흐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시술 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합병증에 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와 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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