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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흉부격통 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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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Intractable Chest Pain of Unknown Origin which was Suspicious of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 -A case reportSoon Yong Jin, M.D., Young Jin Han, M.D., and Huhn Choe, M.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Jeonju, Korea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type I is an intractable pain syndrome accompanied with autonomic nerve symptoms,
but without certain evidence of nerve injury. It is mainly caused by trauma, such as, fracture, sprain, contusion, etc., and is
characterized by, pain (either by contact or spontaneously), allodynia, hyperalgia, vasomotor, and autonomic changes (including
variable skin color changes), temperature change, swelling, edema, sweating, trophic change, and motor disturbance. We report
the case of a 60-year-old woman who had suffered from severe pain on the right chest for several years. She was satisfactorily
treated by pharmacologic therapy and continuous epidural nerve block. (Korean J Anesthesiol 2004; 47: 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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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CRPS type I)은 분명한 신경손

증

상은 없지만 자율신경증상을 동반하는 난치성 통증 질환으

례

로써, 골절, 염좌, 타박 등의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60세 여자 환자로서 우측 흉부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통증은 자발적 또는 접촉으로 유발되고, 이질통과 통각과
민, 혈관운동의 장애, 비정상적인 발한, 부종, 체열변화, 감

였다. 환자는 8년 전에 빨래를 심하게 털다가 T3와 T4 피부

각 및 운동장애와 연관되어진다. 치료방법에는 진통제, 항

분절에 해당하는 우측 흉부가 ‘찍’ 하더니 그 이후로 1년에

경련제, 항우울제, 알파-2 작용제, 칼슘길항제, 항세로토닌

한두 번씩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으며, 한 번 통증이

제, 스테로이드제 투여등의 약물요법과 국소차단, 교감신경

유발되면 3개월씩 지속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한두 달

절차단, 지속적경막외차단등의 신경차단요법이 있으며, 기

씩 전기 자극을 주는 듯한 통증을 느꼈었다. 내원시 환자는

타 전기자극요법, 기능훈련 등이 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울며불며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심하게
울면서 매우 안절부절한 상태였으며, visual analog scale

저자들은 60세 여자 환자에서 장기간 지속된 CRPS type

(VAS)는 10이었다.

I으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흉부 통증을 약물요법과 국소

환자는 특별한 과거력이나 수술경험은 없었으며, 우측 흉

마취제와 triamcinolone을 사용한 지속적경막외차단으로 치

부는 외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차가운 자극에 통증이 심

료하여 좋은 효과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해지는 ‘이질통’을 보였으나, 다른 이학적 검사상 특이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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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없었다.
환자는 내원 5일 전부터 우측 흉부에 ‘찌릭찌릭’하는 심
한 통증을 느꼈고, 2일 전에 개인의원에서 신경차단제 주사
를 맞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그 전에는 한 번씩 통증이 올
때마다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통증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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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다. 보행시 팔을 흔들지 않으

소견을 보여서 카테테르를 제거하였고, oxycodone 80 mg/

면 통증이 적으나 팔을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혹은 뛰거나

day과 nortryptiline 50 mg/day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환

하면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반대편 손으로 팔을 흔들리지

자는 10일 동안만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증이

않게 꼭 잡고 있었고, 팔을 뒤쪽으로 젖히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서 약물 복용도 중지하였다.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추

적어지지만 엎드리면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엎드리는 자

적 관찰하였는데 현재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살고 있지

세는 전혀 하지 못하였다. 내원시에는 움직이기만 하면 통

만 언제 재발할지 몰라 항상 마음이 무거운 상태라고 하였

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차를 탈수가 없어서 2.5 km 정도 떨

다.

어진 집에서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않
는 상태로 한 시간이 넘게 병원까지 걸어왔다고 하였다. 병

고

찰

원에 와서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야기 했으며 침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제1

대로 올라갈 수도 없었고 간신히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양측 상지의 감각․운동

형으로써 분명한 신경손상은 없지만 통증과 자율신경증상

신경섬유에 대한 말초신경 전도 검사와 전기 근전도 검사

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1986년 국제통증학회의 정의에서는

를 하였는데 정상이었고 또한 경추와 흉추의 MRI에서도 특

‘작열통’은 신경손상에 의한 통증이며, 반사성 교감신경성

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분명한 신경손상 없이 통증을 동

위축증은 신경손상이 없는 골절 등의 외상 후에 교감신경

반하여 일단 CRPS type I인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으로

의 과긴장을 동반한 사지 등에서 일어나는 지속성 통증이

추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

다”라고 하였고, 이런 통증의 분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

다.

되어 있었다. 이에 1994년 국제통증학회는 이러한 통증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고 하고 제1형(반사성 교감신경성

일단 경막외차단을 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위축증)과 제2형(작열통)으로 분류하였다.

제 3, 4 흉추간 방정중 접근법으로 20 G Tuohy 바늘을 사
용하여 저항소실법을 이용해 경막외강을 찾은 다음 혈액이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환자의 대

나 뇌척수액이 흘러나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triamcinolone

부분(95% 이상에서)이 골절, 염좌, 타박 등의 외상 또는 수

acetate 40 mg과 0.2% ropivacaine 7 ml 혼합액을 서서히 주

술의 기왕력이 있으나,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내과적

입하였다. 한 시간 경과 후 VAS가 10에서 0으로 되어

1-3)
질환, 대상포진, 임신 후에 발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gabapentin 900 mg/day의 복용을 처방하고, 통원치료 하기로

발생원인과 상태의 심한 정도 사이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

하였다. 다음날 내원 했을 때 전날 경막외강으로 약물 주입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감신경차단에 반사성 교감신경성

후 2시간 30분 동안은 통증이 전혀 없었으나, 걷거나 팔을

위축증의 놀라울만한 좋은 반응의 결과는 이 질환이 교감

앞으로 하면 통증이 없고 팔을 뒤로 하면 아프다고 호소하

신경손상의 결과라기보다는 외상 후 염증반응에 대해 과장

였지만 처음 내원 시와 비교했을 때 통증 정도는 많이 좋

된 교감신경반응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

다고 하였다(VAS 6). 경막외강 카테테르 거치에 대한 동의

다.4) 또한 정신적인 인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말초에서

를 얻은 후 제 4, 5흉추의 경막외강에 카테테르를 삽입 고

카테콜라민과 이와 연관된 인자의 증가에 대한 증명 실패

정한 후 0.2% ropivacaine 6 ml를 투여하였더니 VAS는 6에

등은 이 질환의 진행과정이 말초보다는 중심부에서 이루어

서 0으로 되었고, 통증이 없어진 후 침대에 누울 수 있었으

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6)

며 이후 1시간 동안 환자 관찰시 혈압, 맥박, 호흡 등의 활

반사성 교감신경성 위축증 때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증상

력 징후는 정상 소견을 보였다. Morphine 40 mg, ropiva-

과 징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통증과 변화된 감

caine 30 ml, haloperidol 10 mg을 생리 식염수와 혼합하여

각을 보여준다.7) 이 통증은 환자의 75% 이상에서 자발통으

100 ml를 만든 후 폐쇄간격은 15분, 일시 투여량은 0.5 ml

로 나타나며, 통증이 생기는 시기와 심한 정도 및 통증범위

로, 지속주입은 0.5 ml/hr 속도로 투여하였다. 또한 nortryp-

가 처음의 손상정도와 일치하거나 비례하지는 않는다. 다른

tiline 75 mg/day의 복용을 처방하였다. 1주일 후 내원시 환

나머지 환자에서는 운동 혹은 접촉 유발성 통증을 갖고 있

자는 흉부쪽 통증은 사라졌으나 우측 겨드랑이쪽에 약간의

다. 통증자체의 성질은 깊은 부위의 쑤시는 통증이며 자세

통증을 호소하였고, 차를 타고 갈 때 충격이 있으면 흉부쪽

변경에 따른 증가를 보여준다. 감각이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메슥거리는 기가 있었지만 다른 부작용은

는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있는데, 기계적 혹은 열성 이질통

없었다고 하였다. 전과 동일한 지속적 주입 실시와 약 복용

과 통각과민이 환자의 70-80%에서 발생한다고 한다.8) 둘

을 처방하고 1주일 후 다시 내원하기로 하였다. 1주일 후

째로 운동장애와 영양성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근력약화,

내원 시 통증은 거의 소실되었고, 경막외 카테테르에 염증

진전, 활동범위의 감소를 흔히 볼 수 있고, 직업상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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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심지어는 단순한 가정에서의 작업 등이 제한될 수가

행하는 것이 좋다. 교감신경차단요법으로는 국소차단(통증

있다. 영양성 변화는 병의 말기에 흔히 보이는데, 피부, 손

유발점 국소주사),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성상신경절차단, 흉

톱, 체모의 자람에 변화가 있으며, 때로는 골다공증이 존재

부․요부교감신경절차단, 지속적 경막외차단, 약물에 의한

하기도 한다. 셋째로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에

사지의 교감신경차단(정맥내 부위교감신경차단) 등이 있다.

는 부종, 체온과 피부색의 변화가 있다. 환자들은 거의 모

교감신경차단은 대단히 유용한 치료법이지만, 질환의 병태

든 경우에서 사지에 부종이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

나 병기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

를 하면 50% 미만에서 부종을 확인 할 수 있고, 이것은 비

어서 환자에게 새로운 통증이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

정상적인 감각 혹은 신체 이미지 형성 과정이 증후군의 체

다. Zyluk 등은17) 외상 후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 환자에

감각장애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75-95%

서 methylprednisolone과 국소 마취제를 병합하여 정맥 부위

의 경우에서 사지의 온도와 색깔이 변화하며, 항상 초기에

차단을 하였는데, 1년이 경과한 뒤 추적 조사 결과 환자의

는 더 따뜻하고 후기에는 차가운 경향이 있으며, Veldman

91%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등이9)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혈관운동의 불안정한 증가도 동

또한 정성미 등은18) 혈관성 원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

반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수

자에서 국소 마취제와 triamcinolone을 사용한 반복적 요부

있는데, 환자들은 높은 비율로 불안과 우울증을 동반하고

교감신경절차단 후 하지 통증이 장기간 호전을 보였다고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만성통증 환자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고하였다. 기타 치료요법으로써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

세계적으로 통일된 임상 기준은 없으며, 복합부위통증증
10)

후군 진단에 확고한 테스트나 방법은 없다고 한다.

같은 전기자극요법, 교감신경절 절제술이나 신경종 절제술

1981

같은 수술요법, 보조기요법이나 온열요법, 기능훈련 등이

년에 Kozin 등과,11) 1992년에 Gibbons 등이12) 진단기준에 대

있다. Veldman 등은9) 이 질환의 829예 중 교감신경차단을

하여 발표한 바 있다. 통증전문가들의 경험과 발표된 연구

행한 276예에서 장기간 유효했던 예는 겨우 7%이었고, 일

들에서 볼 수 있는 임상증상과 징후들을 서로 비교하고 조

시적인 중등도의 유효 예도 24%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립하여 정의된 단기간 특성과 장기간 특성 및 검사에 대한

이런 사실은 이 질환의 치료가 다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반응들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경파괴제를 이용한 교감신경절차

치료원칙은 조기에 진단하여 통증치료와 함께 물리치료

단이나 교감신경절의 외과적 절제술의 계획은 신중을 기하

를 하는 것이며, 또한 정신치료를 같이 하여야 좋은 치료

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증례에서는 교감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증치료는 크게 세가지로 약물요법,

경차단요법으로서 국소 마취제와 triamcinolone을 이용하여

교감신경차단요법, 그리고 기타요법이 있다. 약물요법으로

지속적경막외차단을 시행하였으며, 약물요법으로는 수면 및

는 삼환계 항우울제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통증에 효과

진통을 돕는 목적으로 gabapentin과 nortryptiline을 투여하였

적이라고 밝혀져 있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monoaminergic

다.

transmitters의 재흡수를 방해한다. 그리고 serotonin의 재흡수

저자들은 60세 여자환자에서 8여 년 전부터 우측 흉부에

의 저해물질, amitriptyline, desipramine 등은 당뇨병성 신경

CRPS type I으로 추정되는 상세불명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병증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에 진통효과를 보인다고 알

느끼며 살다가, 본 통증치료실에서 국소 마취제와 triam-

려져 있다.13,14) 항우울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적은 양(ami-

cinolone을 이용한 지속적경막외차단과 약물요법으로 치료

triptyline 75-150 mg/day)으로도 충분한 통증완화효과를 얻

받은 후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경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

을 수 있다. 진통효과는 1-2주일 이내에 나타나며, 최고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11)

효과는 4-6주에 나타나게 된다.

진통효과와 더불어 불면

증, 불안반응도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약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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