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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의 

하나로 심하게 타는 듯한 그리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이질통(allodynia)이 흔히 동반되며 어떤 경우에는 치료에 반

응이 없으며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한다.1,2) 약물요법, 물리요

법, 또는 신경차단 등의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어 왔으나 복

잡한 통증 유발 기전으로 인해 여전히 치료가 어렵다. 약물

요법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통에 효과가 적으며, 물리요법 

또한 항우울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마약성 또는 비마약성 

진통제 및 항우울제, phenothiazine이나 ketamine은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다.2,3) 경막외 

혹은 교감신경차단은 단지 일시적인 진통만을 제공한다.4)    

Yamashiro 등은5) 최초로 methylprednisolone acetate (MPA)를 

척수강 내로 주입하여 대상포진후 신경통을 치료하 는데 

척수강내 MPA 2회 투여로 1년 이상 지속되는 완전한 통증 

완화를 관찰하 다. Atsuhiro 등은4) MPA 60 mg을 4주에 걸

쳐서 제 2, 3 요추 혹은 제 3, 4 요추 극돌기 사이에서 척

수강으로 4회에 걸쳐 주입하여 상당한 통증 경감 효과를 

경험하 다. 그러나 본 교실의 경우 본 과로 내원한 대상포

진후 신경통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보존제에 의한 유착성 

거미막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병변 부위 또는 아

주 가까운 곳에서 실시함으로써 척수액에 주입되는 triam-

cinolone acetonide의 양을 감량할 수 있었는 바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완화 정도를 후향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그 결과

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통증 치료실에 내원한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 중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 심한 저혈압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간장 또는 신장의 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9명을 대상으로 하 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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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당뇨 환자 다. 전체 대상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래 및 입원기록지를 근거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총 9명의 대상 환자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이었다

(Table 1). 연령은 46세에서 79세까지 분포를 보 고, 연령별 

분포는 40대 1명, 60대 4명, 70대 4명이었다. 발병 부위는 

경추 신경피절을 침범한 예가 3예, 흉추가 5예, 요추가 1예

이고, 좌측이 8예, 우측이 1예로 좌측이 많았다. 이환 기간

은 30일부터 3.5년까지 평균 383일이었다(Table 1). 치료효과

는 치료 시작 전의 통증을 100으로 하 을 때 현재 남은 

통증을 환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게 

하 으며 매번 측정 시에 전번의 수치를 상기시켜 줌으로

써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변화가 수치로 환산되는데 도

움을 주었다. 치료 종료 1주 후, 1개월, 3개월, 그리고 6개

월 이후의 통증점수를 관찰하 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

자의 표현을 기록하 다. 모든 환자는 치료시작 전 안정을 

취한 다음에 환자감시 장치를 사용하여 비침습적인 방법으

로 혈압, 맥박과 맥박산소포화도를 측정하 다. 척수강내 주

입은 1주에 한 번씩 최고 4회 시행되었고, 같은 의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환자의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척수강내 천자를 

위해 복와위 자세를 취한 다음, 통증이 심한 해당 신경 분절 

위치에서 22 G Tuohy needle (Neurotic nerve block needle, 

Hakko Medical Co., Japan)을 사용하여 척수강내로 삽입하

다.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0.5% mepivacaine 

1.5 ml (isobaric)와 뇌척수액 0.5 ml 그리고 triamcinolone ace-

tonide 15 mg을 척수강내로 주입하 다. 주입 후 환자는 앙

와위로 누운 후 신체 활력 징후를 감시하 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표준오차로 나타냈다. 통증점수 측정 

시기별 비교는 SPSS (version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repeated measured ANOVA 구형성 가정을 통해서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다.

결      과

  시술 중의 모든 환자의 활력 징후와 맥박산소포화도는 

시술 전과 변화가 없이 안정되었다. 대상포진 피부발진 소

실 후 평균 212.5 ± 413.7일 후에 척수강내로 triamcinolone 

주입을 시도했으며 시행 횟수는 평균 3.1회 다. 그 중 4명

의 환자는 현저한 통증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으므로 2회 

치료로 종료하 다(평균 통증 감소율 75%). 전체 대상 환자

의 치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정도는 별 차이를 보이

지 않아(Fig. 1), 치료 종료 1주 후 69.7%, 1개월 후 70.6%, 3

개월 후 68.9%, 그리고 6-9개월 후 75.8%의 통증 감소를 보

으며, 통증 측정 시기별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Table 2). 치료 기간 중 대상 환자들은 모두 항우울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Case Sex/Age Duration (days) Lesion site Numbers of bloc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M/67 30 Lt C 6-7 4

 2 F/79 30 Lt Th 5-8 4

 3 F/4 30 Lt Th 6-7 2

4 F/76 40 Lt Th 9-L1 2

5 M/46 40 Lt Th7-8 2

6 M/72 365 Rt L2-3 4

7 F/77 277.5 Lt C2-5 4

8 F/64 50 Lt Th2-5 2

9 F/67 50 Lt C5-6 4

Mean ± SD 68.0 ± 10.0 212.5 ± 413.8 3.1 ± 1.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C: cervical, Th: thoracic, L: lumbar, Lt: left, Rt: right.

Fig. 1. Change of pain scale after treatment. Pain scales are expressed 

as mean ± 2SEM *: P ＜ 0.05 compared with initial pai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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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mitriptyline, 항경련제인 gabapentin 그리고 진통제로 

codein phosphate-ibuprofen-paracetamol복합체, tramadol, 또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이들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사용하 으나 증례 7을 제외한 모든 환자는 치료 기간 중 

통증 감소로 마약성 및 비마약성 진통제는 투여하지 않았

다. 그러나 그 이외의 약제는 계속 투여하 다. 증례 9인 

경우 치료 1개월 후 통증 점수가 70으로 증가하여 비스테

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으며 통증 점수가 

0-30인 환자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대상 환자 

중 1명에서 2회 치료 중 척수신경 자극으로 양측 하지의 

이상 감각을 보 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1개월 후 완전 소

실되었다.

고      찰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가장 흔한 난치성 만성통증 증후군

의 하나로 피부발진이 치유된 후에도 계속되는 통증이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피부발진 후 혹은 발진 소실 후 1

개월, 3개월, 4개월 및 6개월로 논란이 많다. 그러나 피부발

진 후 30일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라는 견

해가 지배적이다.6) 

  본 증례에서는 발진 소실 후에 지속되는 증상이 1개월 

이상 된 예를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분류하 다. Atsuhiro 

등은4) 척수강 내 주입된 methylprednisolone acetate (MPA)가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증상인 지속적으로 칼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이질통에 만족할 만한 진통 효과를 보 으며, 

그 환자의 90% 이상에서 24주 이상 지속적인 진통 효과가 

있었다고 하 다. Naoki 등은7) 척수강 내에 MPA 60 mg을 

1주에 한번씩 4주에 걸쳐 주입한 결과 4주 후에 통증의 정

도와 통증부위가 확연히 감소하 으며 diclofenac 사용량이 

70% 이상 감소했음을 보고하 다. 본 경우 대상 환자의 통

증은 1회 치료 후 통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나 2-3일 

후 통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계속 

치료를 하면서 통증의 강도와 통증의 분포 역 등이 감소

하 다. 특히 이질통은 1, 2회 치료하면서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상 환자의 전체적인 통증 감소는 치

료 종료 1주 후 69.7%이었으며, 치료 종료 3-9개월 후 

70%이었다. 척수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은 항염증 작용에 

의하여 통증완화 효과가 관찰된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오래 지속되었던 환자의 사후 부검에서 척수신경 주위의 

염증이 심하 으며 동시에 상당량의 침윤과 림프구의 축적

이 있었음을 발견하 다.8) 그러므로 적당한 시기에 항염증 

치료를 하면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의견은 Yamashiro 등이5) 

난치병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에게 척수강 내로 MPA를 

주입함으로 1년 이상 통증이 없었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하

다. 반면 척수신경에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진

통효과가 미미하 음을 보고하 다.9) 즉 척수 속의 MPA는 손

상되거나 자극받은 척수신경이나 후근 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주위 조직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

다.10) 경막외 보다 척수강 내 주입이 효과가 있는 것은 뇌척

수액의 MPA 농도 차이에 의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즉 치

료 7일 후 척수강내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경우가 경막외

로 주입한 경우보다 그 농도는 20배 다.11) 중추신경계로 

주입된 스테로이드는 손상되거나 자극되어진 신경뿌리의 

Table 2. Pain Score after Treatm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ast pain score
Case 1 week 1 month 3 months 6-9 months

(3-9 month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0∼15 0 5 0 0 (6 months)

2 20 50 50 -  50 (3 months)

3 10 10 10 30  30 (9 months)

4 40 0 0 -  0 (3 months)

5 40 60 40 20 20 (8 months)

6 40 5 30 20 20 (9 months)

7 60 70 75 75 75 (6 months)

8 10 0 0 0 0 (8 months)

9 40 70 70 -  70 (3 months)

Mean pain relief (%) 69.7 70.6 68.9 75.8 70

Pain score 30.3 ± 11.8 29.4 ± 21.4 31.1 ± 19.6 24.2 ± 22.6 30 ± 19.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ain scores are expressed as mean ± 2SEM. Before the treatment, initial pain score is 100. Last pain score: all patients' pain score of las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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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을 감소시키고 신경세포막을 안정화시키며 C-섬유의 

이소성 방출을 억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이질통은 

손상된 C-섬유의 흥분이 증가한 것인데 스테로이드가 말초 

C-섬유 활동을 약화시켜 중추신경계의 과흥분이 억압됨으

로 이질통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14) Naoki 등은7)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경추나 흉추에 위치한 환자의 경우 모두 제 2, 

3 요추 혹은 제 3, 4 요추사이에서 고비중 용액으로 시행한 

후 곧 머리를 아래로 기울여서 주입된 약이 상 흉추 쪽의 

병변 부위에 도달하도록 하 다. 이는 경추나 흉추에서 척

수강내 주입 시 일어날 수 있는 신경손상의 가능성과 척수

강내 스테로이드 주입 후에 흉추 부위에서 가장 잘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인 유착성 거미막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이 유착성 거미막염이 중 흉추 부위에서 잘 일

어나는 경향은 지주막하의 공간이 가장 좁아서 감소된 척

수액의 흐름 때문에 매개체(스테로이드)가 그 곳에 모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6,17) 보고되는 많은 수의 유착성 

거미막염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인 환자의 척수강

내 스테로이드 주입 후에 발견된다.15,17) 신경학적인 장애가 

없는 경우에서는 MPA의 척수강내 주입으로 유착성 거미막

염은 잘 생기지 않는다.18) 본 연구에서는 유착성 거미막염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 양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 병변부위 또는 그 가까이에서 척수 주사를 시행

하여 triamcinolone을 감량하 으며 유착성 거미막염의 증상

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

를 보 다. Naoki 등의7) 경우 1년 이상된 대상포진 후 신경

통 환자에게 1주 60 mg의 MPA를 4회 요추 척수강내 주입

하여 50% 이상 통증 감소가 있는 경우 91%이며 그 후 2년

간의 추적 조사에서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본 경우

에서는 치료 종료 1주 후에 50% 이상 통증이 감소한 비율

은 89%로 비슷하 으나 치료 종료 후 3-9개월에 50% 이

상 통증이 감소한 비율은 80%로 약간 감소하 다. 그러나 

치료 시작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통증 점수의 유의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처음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Naoki 등의7) 경우와 같았다. 그러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9개월 이상된 두 경우의 치료 성적

은 치료 종료 1주 및 6개월 후 50%의 통증 감소는 1예에서

만 일어나 50%이었다. 이것은 척수강내로 주입한 스테로이

드 양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상 환자가 

적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에는 더 많은 환자수가 필요하

다. 대상포진후 신경통의 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 치료종

료 1주 후 50%의 통증 감소가 90%, 3개월 이후는 80%로 

치료 효과가 지속되어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오래된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발증 1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치료 후 

50-75%의 통증완화가 70%, 완치가 43%이며, 1-6개월까지

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50-75%의 통증 완화가 30% 이

하로 급격히 치료성적이 떨어진다는 보고와19) 일치하며 따

라서 탈신경이 진행하는 2주간 이내에 신경블록을 시작하는 

것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19) 유착성 

거미막염은 단기간에 걸쳐서 여러번의 MPA 척수 주입을 

받은 환자에서 발견된다고 한다.4) 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4번 15 mg씩 주입하 으므로 유착성 거미막염 증상을 보인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환자의 수가 적었으므로 

더 연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Wilkinson은18) 척수내로 

MPA의 반복적 주입이 신경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을 강조하

다. 본 경우 통증의 정도와 관계없이 최대 4회 시행하

다. MPA의 치명적인 효과는 그 보존제인 polyethylene glycol 

(29 ng/ml)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7), Benson 등은20)임상적으

로 사용되는 농도의 polyethylene glycol은 신경 조직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 보존제가 없는 

methylprednisolone succinate도 심각한 신경독성 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21) 동물 실험에서 3% polyethylene glycol을 포

함한 triamcinolone은 신경 병리학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다.22) 

본 경우 MPA와 그 작용과 성질이 같은 triamcinolone을 사용하

으며 그 보존제인 polyethylene glycol의 함량도 같다. 현재 상용

되는 MPA와 triamcinolone은 3% polyeth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다.23) 본 경우 1명의 환자에서 시술 중 신경자극으로 저린감

과 따끔거림의 이상감각이 있었으나 치료 없이 한달 후 소

실되었다. 척수강내 MPA 주입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는 여

러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 Sehgal 등은24) 의심이 되

는 유착성 거미막염 환자 67명 중 34명, 확진된 유착성 거

미막염 17명 중 11명에서 척수의 스테로이드 주입으로 계

속되는 좌골신경통을 완화했다. 결론적으로 척수내로 스테

로이드 주입은 난치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심한 통

증인 경우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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