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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부위증후군(CRPS)은 외상, 골절, 화상 등의 신경 손

상 후 지속되는 작열통, 이질통, 부종, 피부색 변화, 운동 제 

한, 그리고 근 위축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1,2)  

CRPS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환자에

서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CRPS에 이환된 환자가 무리하게 아르바이트 일을 한 후 

급격하게 통증이 악화되었고, CRPS에 대한 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포함한 상지 통증이 조절되지 않았다. 이 

환자에 대해 지속적 사각근간 상완신경총 차단(BPB)을 통

해 성공적으로 통증을 조절하 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환자는 22세 여자로 5년 전 좌측 어깨부위에 농구공을 

맞은 후 좌측 어깨부위와 상지 통증이 발생하 고, 타 병원

에서 CRPS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상태 다. 급

격하게 발생한 통증 악화로 본원을 방문하 을 때 환자는 

어깨를 포함한 좌측 상지에 지속적으로 타는 듯한 통증과 

이질통을 호소하 고,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부종, 피부

색 변화, 통각과민, 운동기능 저하, 근 위축과 이 양성 변

화 등의 소견을 보 다. 환자가 안정된 후 시행한 삼상 골

스캔의 저류기에서 비정상적인 조  증강 소견을 보 고, 

단순 방사선에서 좌측상지에서 골다공증 소견을 보 다.

  환자는 CRPS 이환 후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 고,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하여 항우울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포

함한 약물요법과 성상 신경절차단, 경막외 신경차단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 었다. 18개월 전 마지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oxycontin을 하루 10-20 mg 정

도 복용하는 상태 다. 최근까지 통증은 시각 통증 등급

(visual analog scale, VAS) 7-8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통증이 발생하기 전 일주일 동안 환자는 편의점 아르바

이트 일을 무리하게 하 는데, 이후 VAS 9-10에 이르는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 다.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 의뢰되었고, 내원 당시 통증으로 인해 온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질 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다. 

조절되지 않는 통증과 공황에 가까운 환자상태를 진정시키

기 위해 midazolam 2 mg, ketorolac 30 mg과 fentanyl 100μg

을 정주하 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지속적 ketamine 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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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 고, midazolam 3 mg, ketamine 

50 mg, 그리고 thiopental 100 mg을 시간당 50 ml의 속도로 

지속 정주하 다. Ketamine 점적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는 

잠이 들었으나 의식을 회복하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 다. 

이후 흉추 1-2번 사이를 통해 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을 

시행하 고 통증조절이 되어 일단 퇴원 조치하 다. 경막외 

차단은 0.25% ropivacane 5 ml의 일회 투여와 시간당 5 ml 

속도의 0.12% ropivacane 지속적 경막외 투여로 이루어졌다. 

  다음날 환자는 통증이 재발하여 다시 외래로 내원하 고, 

전날 반응을 보인 0.25% ropivacane 5 ml의 일회 투여에도 

반응이 없어 입원 조치 후 입원 치료를 시작하 다. 입원 

후 8일 동안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이용해 지속적인 ketamine 

점적 치료를 시행하 고, 통증이 악화되면 ketamine 30 mg, 

midazolam 3 mg, thiopental 100 mg의 주사액을 추가적으로 일

회 투여하 다. 지속적 ketamine 점적 투여는 ketamine 60 

mg과 midazolam 3 mg를 생리식염수에 희석시켜 약 4시간

에 걸쳐 천천히 점적하 다. Ketamine 점적 치료 후 5-6시

간 정도 VAS 3-4로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 완화를 보

으나, 점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경감되었고, 

나중에는 치료 효과가 거의 없었다. Ketamine 점적 치료를 

하는 동안 gabapentin (1,800 mg/d), amitriptyline (10 mg/d), 

alprazolam (0.25 mg/d), venlafaxine (75 mg/d)이 경구투여되

었고, fentanyl patch (50μg/h)의 부착과 dexamethone (5 mg/회), 

pamidronate (45 mg/회)가 각각 2회 정주되었다. 

  많은 치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척수자극술을 계획

하 다. 그러나 환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척수자극술을 

시행하기 위한 자세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기 때문에 일

단 지속적 BPB를 통한 통증 조절을 계획하 다. 국내에는 

지속적 상완신경총 차단을 위한 시술 세트가 수입되지 않

았기 때문에, 우선 18-gauge Tuohy needle의 허브 부분을 절

단한 후 신경자극바늘을 Tuohy needle에 삽입하여 신경자극

바늘의 활성화 팁(active tip)이 Tuohy needle 밖으로 적당히 

나오게 하 다. 밖으로 나온 활성화 팁의 길이를 확인한 후 

interscalene BPB를 시행하 다. 신경자극기(The Stimuplex Dig 

RC, B. Braun Medical, Germany)를 이용하여 자극 전류가 0.3 

mA 이하에서도 삼각근이 운동반응을 보이는 위치에서 바

늘을 고정한 후, Seldinger technique을 이용하여 Tuohy needle

을 활성화 팁이 나온 길이만큼 어 넣었다. 조 제 주입 

후 상완신경총을 따라 조 제가 퍼지는 것을 확인한 후 약물

을 주입하 다. 피하 터널링 후 카데터를 고정하 다. 0.38% 

ropivacaine 15 ml를 초기 부하용량으로 투여하자 통증이 즉

각적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한 운동, 감각신경차단도 

이루어졌다. 차단 부위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팔자붕대

를 감아주었다. 유지용량은 통증조절장치(Baxter, Infusor LV 

5 ml/h, USA)를 이용해 0.19% ropivacaine으로 시간당 5 ml

의 속도로 지속 투여하 고, 유지 용량을 투여하는 기간에

는 운동차단은 되지 않고 감각만 약간 떨어진 상태로 유지

되었다. 통증은 VAS 1-2 정도로 감소했고, 이틀 후 지속

적 상완신경총 차단을 중단한 이후에도 통증완화가 유지되

어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보류하 다. 환자는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통증의 완화(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의 대

략 4개월의 기간 동안)를 보 고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CRPS 환자는 많은 경우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한다. 

이 환자의 경우 내원 전 일주일간의 무리한 작업이 증상의 

악화를 가져왔지만, 현재까지 증상의 진행이나 악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증상을 진행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RPS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

다.1) CRPS에 대한 많은 치료법들이 알려져 있지만, 각각의 

치료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행되는 치

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마약성 진통

제, ketamine, 항우울제,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와 교감신경차단이나 경막외신경차단 같은 각종 신

경차단, 그리고 척수자극술(spinal cord stimulator) 등의 중재

적 시술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예에서 보듯이, CRPS

는 특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는 모든 의학적 방법

을 동원한 통증의 조절과 기능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게 된

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CRPS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해 bisphosphonate나 calcitonin 같은 약제를 사용하여 효

과를 본 경우가 몇몇 증례에서 보고되기도 하 다.2-7) CRPS

에서 골 파괴가 항진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골용해성 골 병

변이 형성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bisphosphonate나 cal-

citonin은 골파괴와 동반한 골성통증에 사용되는 같은 기전

으로 약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된 모든 약물치료를 시행하 으나 치료에 반응

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약물치료와 더불어 신경차

단이나 척수자극술 등의 중재적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 이 

환자의 경우 초기 경막외 신경차단에 반응을 하 으나 dura-

tion이 오래가지 않았고, 척수자극술을 시도하기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환자의 자세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다. 척수자극

술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자세유지를 위하여 BPB를 계획하

다. 그러나, BPB를 시행하자 즉각적이면서 만족스러운 통

증 감소가 나타났고, 차단 약물을 중단한 이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유지되어 척수자극술을 보류하 다. BPB 효과에 대

한 자세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심성 교감신경과 

구심성 체성신경, 그리고 병적인 신경 경로의 차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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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각의 감소와 중추화 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8) 

  최근에 CRPS로 인한 상지통증의 조절을 위해 지속적 

BPB를 시행한 유사한 증례가  보고되기도 하 다.9,10) 결론

적으로, 지속적 상완신경총 차단이 조절되지 않는 CRPS 환

자의 상지통증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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