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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인신경통은 9번 뇌신경인 설인신경 지배 부위 즉, 편

도, 귀, 후두, 혀 부위로 발작성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발작성 통증은 음식을 삼키거나,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기질적인 병변을 수반하지 않는 

설인신경통을 특발성 설인신경통이라 하는데 대부분의 설

인신경통은 구개인두염 및 종양 같은 인두부의 질환에 의

해 2차적으로 발생한다. 

  설인신경통의 치료는 약물 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

을 우선 고려한다.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경우 미

세 혈관 감압술과 같은 수술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한다. 일

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방법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방법이 이환율과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수술적인 치료방법 중에 고주파술은 여러 가지 통증치

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박동성 고주파술(pulsed radio-

frequency)은 여러 신경병증 통증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법으로 알려져 있다.2,3)

  저자들은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는 설인신경통 환자 

2명에게 설인신경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행하여 통증감소의 

효과를 보았으며 이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증례 1

  53세 여자환자로 왼쪽 혀 밑으로 뻗치는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내원 1개월 전 구강 내 궤양이 발생하여 조직검사 상 구

강 내 캔디다증(oral candidiasis)으로 진단 받았다. 이후 통증

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이 있을 때마다 carbamaze-

pine 200 mg을 간헐적으로 복용하 으나 통증의 빈도가 증

가하여 gabapentin을 하루 900 mg 추가로 복용하 으나 증

상의 호전이 없었다. 

  환자의 통증양상은 침을 삼키거나 찬물을 마시는 경우 

발생하 으며 지속시간은 수초내외로 날카로운 통증이 혀 

밑에서 편도와로 방사되는 양상이었다. 통증은 하루 수 차

례 정도 발생하 다. 통증의 강도는 100-mm 시각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100/100이었다. 

  설인신경통 의심 하에 진단적 좌측 설인신경 블록을 시

행하 다. 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심전도, 혈압, 경피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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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감시하에 머리를 우측으로 30o 정도 회전시켜서 고

정시키고 좌측 유양돌기와 하악각의 가상선의 중앙점에서 

1% lidocaine을 주사후 방사선 상에서 경상돌기를 확인하

다. C-자형 상증강장치의 투사는 수평면에서 상방으로 

약 30-40o 정도 경사지게 하 고 이 때 경상돌기가 가장 잘 

확인되었다. 블록침을 경상돌기에 먼저 닿게 한 후 경상돌기

의 후면쪽으로 바늘을 조심스럽게 이동하 다. 혈액이나 뇌

척수액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후 0.38% ropivacaine 5 ml

와 triamcinolone acetonide 20 mg 혼합액을 주입하 다.

  빈맥이나 혈압 변동 등의 부작용은 없었고 시술 후 통증은 

VAS 44/100으로 감소하 다. 시술 4일 후 VAS가 68/100으로 

다시 증가하여 설인신경 박동성 고주파술을 계획하 다.

  혈압, 심전도, 경피 산소모니터 부착 후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 후 얼굴을 건측으로 향하게 하고 유양돌기 끝과 하악

각 중점에서 1% lidocaine을 주사후 방사선 상에서 경상

돌기를 확인하 다. 22 G 10 cm의 고주파술용 캐뉼라(Cannula 

siliconized 410/5 mm, Stryker Leibinger GmbH & Co. KG, 

Freiburg, Germany)를 피부에 수직으로 삽입하고 경상돌기에 

닿게 한 후 후면으로 바늘을 이동하 다. 이 위치에서 캐뉼

라의 속심(stylet) 대신 고주파용 탐침(RF probe)을 집어넣고 

고주파 열응고기(Neuro N50, Stryker Leibinger GmbH & Co. 

KG, Freiburg, Germany)에 연결하 다. 50 Hz, 0.5 volt의 자극

을 가하면서 좌측 혀 밑, 인두부위에 이상감각이 유발되는 

지점까지 바늘을 전진시켰다. 42oC에서 120초 동안 3차례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행 후 0.5% lidocaine 3 ml, triam-

cinolone acetonide 20 mg을 주입하 다. 별다른 부작용 없이 

통증은 VAS 40/100으로 감소하 다. 3주 후 외래 방문 시 

환자는 gabapentine을 하루 900 mg에서 600 mg으로 복용량

을 감소하 고 3개월이 지난 현재 구강 내 캔디다증을 계

속 앓고 있으며, 통증은 VAS 30/100 이하로 유지되고 빈도

도 하루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증례 2

  58세 남자환자로 6개월 전부터 좌측 하악골부위, 목안쪽

과 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4년 전 하악골 편평세포암으로 구강암 적출 후 

경부 도상피판을 이용한 구강 내 결손부의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구강암이 재발하여 1년 전 구인두 부위에 방

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고 항암치료를 병행하 다. 안면부 

컴퓨터 단층 촬 (CT)상 좌측 하악골 부위에 1.5 cm 크기의 

종양이 관찰되고 추적 관찰상 종양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있었다.

  통증은 혀 절단부위가 가장 심하 고 통증의 양상은 발

작적이고, 조여드는 양상이었으며 삼키거나, 말하거나, 움직

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통증으로 침조차 삼키

지 못하여 입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잠도 거의 자지 

못한다고 하 고 통증의 강도는 VAS 100/100이었다. 먼저 

carbamazepine을 하루 300 mg을 복용하 으나 증상의 호전

이 없었다. 

  설인 신경통 의심 하에 진단적 좌측 설인신경 블록을 시행

하 다. 환자를 앙와위로 눕히고 심전도, 혈압, 경피산소모니

터 감시 하에 머리를 우측으로 30o 정도 회전시켜서 고정시키

고 좌측 유양돌기와 하악각의 가상선의 중앙점에서 1% 

lidocaine을 주사 후 C-자형 투시기 하 방사선 상에서 경상

돌기를 확인하 다. 블록침을 경상돌기에 먼저 닿게 한 후 경

상돌기의 후면쪽으로 바늘을 조심스럽게 이동하 다. 혈액이

나 뇌척수액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후 0.38% ropivacaine 5 

ml을 주입하 다.

  시술 직후 통증은 VAS 56/100으로 감소하 으나 시술 당

일 밤 다시 전과 같은 통증이 발생하여 설인신경 박동성 

고주파술을 계획하 다.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 후 얼굴을 우측으로 향하게 하고 

유양돌기와 하악각의 중앙점에서 1% lidocaine을 주사후 C

자형 투시기하에서 경상돌기를 확인하 다. 22 G 10 cm의 

고주파술용 캐뉼라(Cannula siliconized 410/5 mm, Stryker Leib-

inger GmbH & Co. KG, Freiburg, Germany)를 피부에 수직으

로 삽입하여 경상돌기에 닿게 한 후 후면으로 바늘을 이동하

다. 이 위치에서 캐뉼라의 속심 대신 고주파용 탐침을 집

어넣고 고주파 열응고기(Neuro N50, Stryker Leibinger GmbH 

& Co. KG, Freiburg, Germany)에 연결하 다(Fig. l). 50 Hz, 

0.5 volt의 자극을 가하면서 좌측 혀 밑, 인두부위에 이상감

각이 유발되는 지점까지 바늘을 전진시켰다. 42oC에서 120

Fig. 1. This figure shows that rods and plates are internally fixated 

on the mandible. The tip of RF cannula and probe are positioned 

postero-medially to the styloi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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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동안 3차례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행한 후 0.5% lidocaine 

3 ml, triamcinolone acetonide 20 mg을 주입하 다.

  시술 후 별다른 부작용 없이 통증은 VAS 42/100으로 감

소하 고, 환자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시술 

3주 후 보호자만이 외래로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전해 듣

고 carbamazepine을 하루 300 mg에서 100 mg으로 복용량을 

감소하 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약처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보호자에 따르면 통증은 VAS 20/100 이하로 유지

되고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며 수면도 잘 취한다고 한다.

고      찰

  설인신경통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 설인신경통과 

신경통의 원인이 존재하는 이차성 설인신경통으로 분류된

다. 일차성 설인신경통은 9번 뇌신경 주위의 혈관압박에 의

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는 미세 혈관 감압술에 의

해 설인 신경통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일부 증명되고 

있다. 반면 이차성 설인신경통은 구개 인두의 염증, 편측 

이하선의 과다분비, 뇌농양, 인두암, 뇌종양과 같은 특정 원

인에 의해 발생한다. 본 증례는 구강 내 염증, 하악골 편평

세포암에 의해 발생한 설인 신경통이므로 이차성 설인신경

통이라 할 수 있겠다. 

  설인신경통은 안면부에 발생하는 매우 드문 신경병증 통

증으로 설인신경의 감각 지배 역에 국한된 발작적인 일측

성 통증을 특징으로 한다. 통증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수

초에서 수분 지속한다. 통증의 양상은 짜릿짜릿하거나, 욱

신거리거나,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나타나며 통증의 분포는 

혀기저부, 편도, 인후두에 나타나며 귀 뒤쪽이나 턱 쪽으로 

방사하기도 한다. 음식을 삼키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이 유발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환자에서 통증 발생 시 심각한 심

혈관계 부작용(서맥, 저혈압, 심무수축)이 발생하여 치명적

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설인신경통의 치료는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carbama-

zepine이 설인신경통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carbamazepine의 통증치료효과가 일시적인 경우

가 많고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 시 어지러움, 두드러기, 

졸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baclofen, 

ketamine hydrochloride 등을 사용하여 설인신경통을 효과적

으로 치료하 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 설인신경통의 치료

에 널리 쓰이진 않고 있다.4,5)

  신경통의 치료 시 약물의 진통효과의 지속시간이 짧거나, 

진통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신경블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신경블록의 방법으로는 구강 내 구개편도 부위에 

설인신경을 블록하는 방법과 경정맥공 위치에서 설인신경

을 블록하는 측경구법(lateral cervical approach)이 있다. 유병

훈 등은6)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설인 신경통 환자에서 

측경부법 설인신경 블록을 시행하여 만족할 만한 통증치료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국소마취제에 의한 설

인신경블록은 효과가 1-2시간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고 

특히 측경부법에 의한 설인신경블록 시 설인신경 주위에 

미주신경, 교감신경, 내경정맥, 내경동맥 등이 있어 여러 부

작용이 발생 가능하다.7) 

  삼차신경통의 치료와 비슷하게 설인신경 감각신경절에 

고주파 열응고술을 시행 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보

다는 보고들이 있다.8,9) 해부학적으로 설인신경의 추체부 신

경절(petrous ganglion of Andersch)은 경정맥공 통과직후 위

치해 있는 신경부(pars nervosa)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 

경정맥공의 정맥부(pars venosa)에는 미주신경, 척수더부신경

(spinal accessory nerve), 경정맥구(jugular bulb)가 위치해 있

고 섬유조직에 의해 신경부와 서로 분리되 있다. 설인신경

은 신경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고주파술 시행 시 바늘의 끝

을 신경부에 위치시켜 시술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설인

신경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신경염

증, 구심차단성 통증(deafferentiation pain), 신경혈관손상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10) 특히 설인신경의 고주파 열

응고술을 시행 시 미주신경이 손상 받을 수 있다.9) 미주신

경이 손상 받거나 자극받는 경우 실신, 심무수축(asystole), 

서맥 등의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해 설인신경 고주파 열응고술

은 설인신경통 치료로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11)

  Sluijter 등은12) 고주파술 시행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신

경조직의 파괴가 통증조절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신경조

직이 고주파 전기장에 노출되는 것 역시 유전자 발현에 

향을 끼쳐 통증을 조절한다고 보고하 다. 박동성 고주파술

은 발생기(generator)의 출력을 조절하여 순환주기동안 활성

기(active phase)에 20 msec의 전기자극을 가하고 480 msec의 

휴식기(silent phase)동안 발생한 열을 흡수하여 낮은 온도에

서 고주파술을 시행할 수 있다.12) 45oC 이하에서는 신경염

증, 구심차단성 통증, 신경혈관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지 않는다.13) 박동성 고주파술 시행 시 온도가 42oC 이상 

잘 올라가지 않으므로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주파 열응고술에 비해 신경조직의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적다. 박동성 고주파술은 말초신경병증뿐만 아니라 교감신

경 매개통증(sympathetic mediated pain)에도 이용되고 치료효

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통증 치료효과 역시 고주

파 열응고술과 비교하여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또

한 박동성 고주파술은 고주파 열응고술과 비교하여 장기간

의 통증 치료효과를 보이고 진통제 요구량을 감소시키며, 

환자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증례 1, 2

에서 두 환자 모두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행 받은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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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잘 조절되었고 통증조절을 위한 진

통제의 요구량이 감소하 다. 

  설인신경블록 시 블록침을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구강 내 접근법은 쉽게 시술을 시행할 수 있으나 감염, 

신경구조물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 구강 외로 경정맥공에 바

늘을 거치 시키는 방법은 아래턱밑(inframandibular approach)법

과 측경부법이 있다. 아래턱밑법은 정위장비(streotactic device)

를 환자 머리에 고정시키고 방사선 상을 이용하여 경정맥

공의 위치를 확인하여 블록침을 신경부에 위치시키는 방법

이다. 위 방법은 블록침의 삽입길이가 길어서 환자가 불편

해 하는 단점이 있다.16) 본 증례에서는 측경부법을 사용하

다. 측경부법은 유양돌기 앞쪽에서 블록침을 피부에 수직

으로 삽입 후 경상돌기에 바늘을 닿게 한 후 블록침을 후

면으로 이동하여 경정맥동에 닿게 하는 방법이다.17) 본 증

례에서는 블록침을 후면으로 이동하면서 50 Hz, 0.5 V로 감

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을 가해 환자의 통증이 재현이 

되는 경우 블록침이 설인신경 근처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사진과 조 제를 이용하여 바늘의 끝

이 경상돌기에 닿는 것을 확인한 후 바늘을 후내측으로 전

진시켜 바늘 끝의 위치를 확인하고 박동성 고주파술을 시

행하여 안전하게 시술을 끝마쳤다. 특히 증례 2의 경우 하

악골을 떼어내고 금속 고정물로 안정화시킨 상태로 정상적

인 해부학적 표식자(landmark)의 인지가 어려워 방사선 사진

과 조 제의 도움은 필수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안면부 종양 및 수술로 인한 이차성 설인신

경통을 비롯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설인신경통 환자에서 

진단적 설인신경 블록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는 경우 설인

신경 박동성 고주파술의 시행은 장기간의 치료효과를 보이

는 안전한 시술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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