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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thecal Alcohol Neurolysis for Intractable Thoracic Postherpetic Neuralgia - A case report -

Seok Ho Jung, M.D., Young Hun Jeon, M.D., and Jung Gil Hong,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Postherpetic neuralgia (PHN) is a sequela of acute herpes zoster infection and is defined as pain persisting more than 1 month. 

The patients with PHN suffer from a persistent neuropathic pain.  There are many treatments for PHN but some people occasionally 

do not respond to the conventional therapies.  Neurodestruction using neurolytic agents are beneficial to patients with severe 

intractable pain because of it's prolonged pain-relief and simplicity, inexpensiveness.  We report a case that we managed successfully 

a patient with intractable thoracic PHN using intrathecal alcohol neurolysis.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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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진은 varicella zost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질

환으로 심한 통증을 동반한 편측성의 수포성 병변을 특징

으로 한다. 이 질환의 합병증으로 피부병변 소실 후에 생

기는 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PHN)은 비

가역 인 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과 교감신경성 통증(sympathetic pain)을 함께 동반하는 

특성을 나타내며1)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쳐 지속되어 환

자의 고통을 가 시킨다. PHN의 치료로는 항우울제와 항경

련제, 항부정맥제, steroid제제, gabapentin, 도포용 clonidine,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신경차단을 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환자에서는 통상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여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자들은 척추천자 후 알코올(99% ethyl alcohol)

을 척수강내에 주입하여 신경 괴술(neurolysis)을 시행하여 

통증완화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73세 남자 환자로 내원 2년 에 우측 흉추 제 7, 8, 9번

째 피부 분 을 따라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피부병변으로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성기에 이에 한 치료를 받았으며 한 달 후 피부병변은 

조 씩 가라앉았으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고, 한 

달 후에 타 학 병원 통증 치료실에서 지속 으로 국소마

취제를 이용한 신경차단과 약물요법으로 통증치료를 받았

으나 증상이 호 되지 않아 발병 6개월만에 척수신경 자극

기(spinal cord stimulator) 삽입술을 시술 받았다. 이후 통증이 

완화되어 약간의 약물 요법으로 통증조 을 해오다가 척수

신경 자극기 삽입 9개월 후에 다시 통증이 재발하면서 본원 

통증 치료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내원 시 환자의 시각아날

로그척도(visual analogue scales, VAS)는 8-9 정도 고, 우측 

흉추 제 7, 8, 9번 피부 분  부 에 지속 인 화끈거림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 으며, 하루에 gabapentin 

2,400 mg과 oxycontine 30 mg, 그리고 amitriptyline 20 mg을 

복용하고 있었다. 자들은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경막외 신

경차단술을 지속 으로 시행하 으나 증상의 호 이 없어 

알코올을 이용한 척수 신경 괴술을 고려하게 되었다. 척수

신경 자극기는 3개월 부터 효과가 거의 없어서 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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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상태 으며 제거하지 않고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

다. 시술 일주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경 괴술의 험

성과 부작용 등에 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

  시술 당일 수술실에서 환자의 정맥로를 확보하고, 비침습

 압계로 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면서, 심 도와 동

맥  산소포화도를 감시하 다. 정맥로를 통해 수액을 충분

히 공 하여 척추신경 차단 후에 생길 수 있는 범 한 

정맥  이완에 의한 압에 비하 다. 환자를 병변이 

있는 부 가 쪽으로 가도록 측와 (lateral decubitus posi-

tion)로 눕힌 후 환자의 몸을 30도 정도 방으로 기울이고, 

침 를 앙 부분에서 꺾어서 척추가 측만이 되도록 하여 

천자할 부 의 척수 후근(posterior rootlet)이 척수강 내에서 

가장 높이 치하도록 자세를 취하 다. 피부 소독을 실시

하고, C-자형 상투시기로 흉추 제 5, 6번을 확인하고 두 

극돌기의 사이 공간에 1% lidocaine을 침윤시켜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25 G 척추천자바늘(Pencan, B. Braun, Germany)로 

경막이 천자되는 느낌이 날 때까지 바늘을 천천히 진시

켜서 뇌척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 다. 바늘 끝이 

척수강 내에 치된 것을 확인하고 0.5% 등비  bupivacaine 

(Pucaine, 이연제약, 한국) 0.6 ml를 주입 후 5분마다 냉감 

검사와 pinprick 검사로 차단되는 피부분 을 확인하 다. 

환자는 주입 5분 후 환측 흉추 제 7번, 8번 그리고 9번의 

피부 분 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 부 에 통증도 사라졌다

고 했다. 그리고 환자를 동일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bupiva-

caine 주입 후 5분마다 압과 맥박을 감시하 다. 주입 후 

30분이 지나서 환자의 차단된 피부분 의 범 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 으나 확장된 부 는 없었으며 생체활력징

후에도 이상이 없었다. 5일 뒤 환자를 과 동일한 자세로 

하여 25 G 바늘로 흉추 제 5번과 6번 사이를 천자하여 뇌

척수액을 확인 후 99% 알코올(Ethyl alcohol 99%, 덕산약품, 

한국) 0.2 ml를 1분 간에 걸쳐 서서히 주입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0.6 ml의 알코올을 주입하 다. 바늘을 제거할 때

는 바늘 끝에 묻은 알코올로 인한 근육과 인 의 손상과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방하기 해 생리식염수 0.2 ml를 

바늘을 통해 주입하 다. 환자의 자세를 그 로 유지하고 5

분 간격으로 30분간 피부분 의 감각을 확인하 는데 주입 

후 3분 쯤에 환측 흉추 제 7-9번 피부분 에 온감을 호소

하 고 곧이어 감각의 하와 VAS 2-3 정도의 통증 경감

을 호소하 다. 압, 부정맥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알코올을 주입한 지 30분이 지나

서 마지막으로 피부감각과 부작용 유무를 확인하고 환자는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2시간 동안 경과

를 찰 후 퇴원하 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통증외래를 방문하여 VAS 5 정

도의 통증을 호소하 는데 흉추 제 7, 8번 피부분 에는 감

각이 하되어 있었으나 흉추 제 9번 피부분 에 주로 통

증이 남아 있어 자들은 2차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

다. 수기는 이 과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며 이번에는 

흉추 제 6, 7번 사이의 척수강 내에 바늘을 천자하고 0.5% 

등비  bupivacaine 0.4 ml으로 시험차단을 거친 후, 99% 알

코올 0.4 ml를 두 차례에 나 어 주입하 다. 주입 후 5분

에 흉추 제 9번 피부분 에 온감을 느낀 후 감각의 하와 

VAS 2-3 정도의 통증 감소를 호소하 으며 다른 부작용

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일주일 후 통증외래를 방문하

여 상포진 부 의 감각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으며, VAS

는 3 정도로 감소했고 운동신경 약화나 다른 부 의 감각

이상, 그 외의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시술을 받은 후 2개월 동안 추 찰을 하 으며, 환자는 

통증의 증가 없이 gabapentin 600 mg/day로 약을 감량하게 

되었다.

고      찰

  상포진 후 신경통의 정의는 시기에 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개 피부발진이 치유된 후 1-3개월 이상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뜻하며, 체 상포진 환자의 5-14% 정

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상포진 후 신경통

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험인자로는 고령, 당뇨병, 면

역기능이 약화된 환자, 성 상포진의 통증이나 피부발진

이 심한 경우, 안신경의 상포진 등이 있으며 감각소실이 

심할수록 그 빈도가 증가한다. 통증의 특징으로는 칼로 베

이는 듯한 리한 통증과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며, 바람

이 그 부 에 닿거나 얇은 옷에 스치는 정도의 가벼운 자

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3) 발생기 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아직 확실히 밝 지진 않

았으며 말 신경  척수신경 의 직  혹은 간 인 손

상과 신경재생에 의한 이소성 방 , 말 성 감작, 추성 

감작, 하행성 억제기구의 손상, 추에서의 변형 등이 복합

으로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4) 치료는 성기에 방

을 하는 것이 가장 요하나 일단 신경통으로 이행하게 되

면 신경차단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치료가 어려워진다. 더

욱이 이러한 통증이 조 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환자는 수

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  장애까지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재까지의 치료로는 항우울제, 항경련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요법과 신경차단이 주로 행해졌으며 그 외에도 경

피  기 신경 자극법(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

tion), 피부동결법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 괴는 수십 년 부터 상포진 

뿐 아니라 다양한 환자와 증상을 상으로 행해져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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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시술로 장기 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주

목을 받았다. Chabal 등은5) 척수강 착증(spinal stenosis)으

로 인한 강직(spasticity) 환자에게 척수강 내 알코올을 투여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Porges와 Zdrahal은6) 말기 직장암 환자들에서 알코올을 이용

한 척수강 내 신경 괴술을 시행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보

고하기도 했다.

  Korevaar는7) 흉복부의 암성과 비암성 통증 환자 36명을 

상으로 경막외강으로 알코올을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얻

었다고 보고했으며, 그는 시술 후 일주일 동안 암성통증 환

자에서는 거의 부분에서 통증이 감소되었으나, 비암성 통

증환자에서는 55%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신경 괴술 후 알코올로 인해 간혹 생길 수 있는 

신경염과 원치 않는 부 로의 침투로 인한 조직손상과 통

증, 그리고 특히 척수강 내로 투여 시 기치 못한 신경

괴가 장기 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큰 험성은 이 시술의 

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신경 괴제의 척수강 내 

투여 후 합병증의 발생은 몇몇 논문에서 10% 이내로 보고

되고 있으며 합병증의 종류로는 방 약화나 내장기능이상, 

근력약화, 감각이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행히 

이러한 합병증은 일시 인 것으로 수 시간에서 며칠 사이

에 부분이 소실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씩 지속되

기도 한다.8,9) 한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 괴술은 단 한 번

의 시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60% 정도이

므로 2-5일 후에 추 조사를 하여 통증이 재발하면 재시

술을 해주어야 한다.8,10,11) 본 증례에서도 1차 시술 시 통증

이 조 되는 듯 하 으나 3-4일 후부터 일부 피부분 에

서 통증이 재발하 으며, 2차 시술을 시행한 후에야 만족스

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척수강 내로 알코올을 투여하는 경우 일부 논문에서는 

기치 못한 부작용을 막기 해 경피  기자극을 통한 

치확인(percutaneous electrical localization)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5) 자들은 국소마취제를 먼  척수강 내

로 투입하여 차단되는 부 를 확인하고 시술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10)

  알코올은 비 (specific gravity)이 0.789로 뇌척수액의 비  

1.0065-1.007에 비해 낮은 비 (hypobaric)을 나타내므로 척

수강 내로 투여 시 쪽으로 확산되며 뇌척수액의 가장 상

부에 치하게 된다.11) 따라서 증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자세로 환자를 치시켜 차단하고자 하는 척수신경이 가장 

높게 치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국소마취제로 시

험차단을 할 때는 알코올과 유사한 비 성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자들도 경험이 많

지 않아 이 의 연구와10) 같은 방법으로 0.5% 등비  bupi-

vacaine을 사용하게 되었다. 실제로 0.5% 등비  bupivacaine

은 비 이 0.9993으로 차이가 크진 않으나 뇌척수액보다 낮

은 비 이므로 알코올의 차단범 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

리라 생각된다.11)

  자들은 증례의 환자에서 흉추 제 7, 8, 9번 피부분 의 

통증을 차단하기 해 1차 시술 시에 2분  인 제 5, 6번 

극돌기 사이에 천자를 하 는데 이는 경추 제 3번 이하부

터는 척수근(spinal root)이 기원하는 부 가 척수근이 척추

강 외로 빠져나오는 척추(vertebra) 벨보다 높게 치하므

로 하부경추와 흉추, 요추 등에서 척수강 내에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피부분 보다 1-3분  에 있는 

척추 부 에 시술을 하는 것이 더 효과 이기 때문이다.8,11)

  상포진 후 신경통의 치료방법은 앞에서 언 했 듯이 

다양한 약제들을 이용한 약물치료와 신경을 괴하지 않는 

시술 등을 통해 통증이 조 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 따

라서는 이러한 치료들에 반응이 없거나, 지속시간이 짧은 

진통효과로 인해 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알코올을 이용한 신경 괴는 수기가 간편하고, 

비용이 게 들며 병원 방문 횟수를 일 수 있다는 에

서 효과 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12) 특히 알코올에 의한 

신경 괴가 성공 으로 되었을 경우, 논문에 따라 지속기간

에 차이가 크긴 하나 일부 논문에서 수 개월 이상 유지되

었다는 보고가8-10) 있음을 고려할 때,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증례에서는 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행하고 2년여 

동안 약물요법과 신경차단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

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에게 척수강 내 알코올을 이용한 신

경 괴술을 2차례에 걸쳐 시술한 후에 다른 부작용 없이 

상포진 후 신경통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에 보고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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