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병증성 통증의 처리 과정에 있어 추신경계의 가소성 변화 비교

Comparisons of the Plastic Change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in the Processing of Neuropathic Pain

권민지†

Minjee Kwon†

Abstract1)

According to International Associating for the Study of Pain (IASP) definition, neuropathic pain is a disorder characterized 

by dysfunction of the nervous system that, under normal conditions, mediates virulent information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CNS). This pain can be divided into a disease with provable lesions in the peripheral or central 

nervous system and states with an incorporeal lesion of any nerves. Both conditions undergo long-term and chronic 

processes of change, which can eventually develop into chronic pain syndrome, that is, nervous system is inappropriately 

adapted and difficult to heal. However, the treatment of neuropathic pain itself is incurable from diagnosis to treatment 

process,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notable solutions. Recently, several studies have observed the responses of CNS 

to harmful stimuli using image analysis technologies, such as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and optical imaging. These techniques have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synaptic-plasticity 

was generated in brain regions which perceive and handle pain information. Furthermore, these techniques helped 

in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of learning mechanisms and chronic pain, including neuropathic pain. The study 

aims to describe recent findings that revealed the mechanisms of pathological pain an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in the brain. Reflecting on the definition of chronic pain and inspecting the latest reports will help develop 

approaches to alleviate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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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통증연구학회(IASP)에 따르면, 신경병증성 통증은 정상 조건에서 추신경계에 유해한 정보를 달하는 신경

계 기능 장애로 특징 지워진다. 이런 통증은 말  혹은 추 신경계에 확인 가능한 병변이 있는 질환과 어떠한 신경

에도 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장기 이고 만성 인 변화과정

을 겪게 되며, 결과 으로 신경계가 부 하게 응하여 치유되기 어려운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 치료는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탓에 재까지도 특별한 해결방안이 부족한 실

정이다. 최근 자기공명 상(fMRI), 양 자방출단층촬 법(PET), 상(optical imaging) 등 상분석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자극에 한 추신경계의 반응을 상화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 기법들을 통해 통증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뇌 역에서 시냅스 간 가소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 으

며, 신경병증성 통증을 비롯한 만성통증과 학습과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병리  통증의 기 과 통증 자극에 따른 뇌의 구조 , 기능  변화에 해 최근까지 밝 진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성  통증의 정의와 발생기 을 되짚고 새로운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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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신경병증성 통증, 통증의 기 , 가소성, 뇌 통증 매트릭스, 통증 리 

1. 서론

모든 생물체는 일상생활을 하는 도  어떠한 형

태로든지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신체의 1차  

방어체계인 피부계통에 존재하는 감각세포들과 이를 

연결하는 말 신경을 통해 척수와 뇌로 달되는 통증 

신호는 외부의 험요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한 가장 기본 인 생존 기법이다. 이런 에서 볼 때 

통증은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쉽게 악하게 

해 주는 단순한 신호체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증은 

단순한 증상을 넘어 개인의 정서, 감성 인 반응이 포

함되어 나타나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경험의 총합이다

(Merskey & Bogduk, 1994). 1996년 미국통증학회

(American Pain Society, APS)에서 통증을 제 5의 활력

징후(5th vital sign)로 여겨야 한다고 언 한 만큼

(American Pain Society Quality of Care Committee, 

1995), 통증은 인간의 신체  온 함, 항상성(homeostasis)

을 유지하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에서 다른 감

각들과는 차별 을 가지고 있다(Brooks & Tracey, 

2005). 반면, 외부유해자극이 사라졌음에도 지속 인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병리  통증(pathological pain) 

혹은 만성통증(chronic pain)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반

로 통증 그 자체가 병이 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경제 , 사회  부담을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Mackey & Kao, 2019). 미국에서는 2001년부터 2011

년까지 약 10여 년을 “Decade of Pain Control and 

Research”로 선언하고 통증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

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Brennan, 2015).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 히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원인

은 ‘통증’이며 미국 의학 연구소는 1억 명 이상의 미국

인들이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언 하 다(Dzau 

& Pizzo, 2014). 한 미국국립보건원(NIH)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랫동안 지속 인 통증을 치료하기 

한 총 비용은 560억 달러에 이르고 이 수치는 심 질

환(309억달러), 암(243억달러)을 치료하는 비용에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askin & Richard, 2012). 

하지만 만성통증이 어떠한 기 으로 발생하여 신경계

를 조 하는지는 재까지도 명확히 밝 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러 동물 실험들을 토 로 병리 인 통증의 

과정을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만성통증에 따른 추신경계의 기능과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환상통(phantom pain) 는 복합부 통증증후군

(CRPS type II) 등 원인이 불명확한 통증질환에 따른 

신경계의 기능 변화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병리  통증에 해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과 통증 자극에 따른 감각  처리 과정에 

한 추신경계의 변화에 하여 최근까지 연구된 결과

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통증의 개념

2.1. 통증의 정의  분류

통증에 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 으로 

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국제통증학회(IASP)가 

정의한 개념으로서 ‘통증이란 실제 는 잠재  조직손

상과 련되거나 혹은 그러한 손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불쾌한 감각  정서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Williams & Craig, 2016). 이는 통증이 단순히 신체  

증상을 넘어서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작되며 심리

이고도 주 인 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증의 분

류 방법 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생리  통증(physiological pain), 병리  통증

(pathological pain)-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생리  통

증은 주  환경으로부터 험한 요인을 인지하고 회피

하기 한 생존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해 요인이

나 자극이 사라지면 통증 역시 사라지는 것이 일반 이

다. 반면 병리  통증은 손상된 조직이 회복된 이후에

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Sirianni et al., 



신경병증성 통증의 처리 과정에 있어 중추신경계의 가소성 변화 비교  41

2015). 만성통증(chronic pain)과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

는 병리 인 통증은 그 강도와 지속성 때문에 견디기가 

매우 힘들고 정상 인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어려

움을 겪게 된다. 병리 인 통증의 한 종류로서 신경병

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은 말 신경의 통각수용체

(nociceptor) 자극  손상 는 외상이 없는 말 신경계

나 추신경계의 비염증성 기능이상의 결과로 생긴 통

증을 의미한다(MacFarlane et al., 1997). 감염, 외상, 독

소  화학 물질에 의한 손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인

에 의해 야기된다.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들은 그 발병 

원인과 련 없이, 날카로운 발작성 통증을 동반한 지

속 이고도 작열감을 느끼는 통증이 찰된다. 한 과

통증(hyperalgesia), 이질통(allodynia)이 나타나기도 한다. 

  

2.2. 신경병증성 통증의 측정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만성 통증은 다면 이고 

주 인 상이다. 특히나 개인마다 통증에 한 표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통증을 

측정할 시, 신체  증상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정서

인 역을 포함하여 체계 으로 사정하여야 한다(Herr 

et al., 2011). 심리  문제는 특히 만성 통증 환자의 일상생

활 수행 능력에도 향을 미친다. 재 병원 등 의료기

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 화된 통증 사정 도구는 시각  

통증 사상 척도(VAS, Visual Analogue Scale), 숫자 통증 

사상 척도(NRS, Numerical Rating Scale), 구술  평정척

도(VRS, Verbal Rating Scale)등이 있으나 VAS가 을 

모르는 아동에게도 활용이 가능하여 의료 장에서 빈도 

높게 이용되고 있다(Kim & Lee, 2013) (Fig. 1). 이러한 

척도 체계와 함께 환자의 비언어 인 행동을 찰하며 

총체 으로 통증을 측정하게 된다. 

인간에게서 통증을 사정하는 것이 일부 주 인 요

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반해 실험 동물에서의 통증 측정

은 비교  객 인 측정이 가능하다. 신경병증성 통증

의 원인을 연구하기 하여 많은 동물 모델이 형성되었

다(Seltzer et al., 1990; Lee et al., 2000; Decosterd & 

Woolf, 2000). 실험동물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의 확인은 

행동검사와 조직검사, 상검사를 통해 측정이 가능하

다. 첫 번째로 행동검사는 모델이 형성된 실험동물에게 

미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 부 를 핥거나 발을 들

어올리는 행동이 객 인 척도가 될 수 있다. 신경병

증성 통증의 증상  하나인 이질통의 측정은 필라멘트

를 피부에 하여 회피 반응을 세거나(count), 회피하

기까지의 피부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가능하다(Fig. 2).  

두 번째로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은 분자  수 에서

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nociceptive neuronal 

activation marker인 c-Fos, p-ERK 등을 측정하는 면역

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이나 기 동법의 

활용이다(Tabata et al., 2018). 이러한 표지자들을 통하

여 조직 손상 이후 추신경계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발  정도를 객 으로 악할 수 있다(Fig. 3).

Fig. 1.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assessment of children’s

pain perception (Ghaderi et al., 2013)

Fig. 3. Images of c-Fos expression in the insular cortex of 

neuropathic pain model (NP) versus sham group (Sham) and 

comparison of c-Fos positive cells in NP versus Sham groups 

 

Fig. 2. Measuring the pain threshold by using the electric 

von-Frey and its result for mechanical allody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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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 자방출단층촬 법(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기능  자기공명 상(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상(optical imaging) 

등 뇌 상 분석 방법을 통해서도 통증과 련된 신경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Choi & Yoon, 2014). 

2.3. 신경병증성 통증의 기  

앞서 언 하 듯이, 통증은 조직의 실제  혹은 잠

재  손상에 의한 일차 통각수용체의 활성에 의해 시

작되며, 감각신경세포, 추신경계 신호체계들 간 복잡

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된다. 신경의 손상은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화학물질(chemokine)을 분비하도록 유

도하고, 그 결과 식세포, 비만세포 등이 손상된 말

신경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다. 더불어 말 신경을 싸고 

있는 Schwann cell까지 여함으로써 substance P, 

prostaglandin, 히스타민, 신경성장인자 등이 분비된다. 

이러한 일종의 염증반응은 과거 신경병증성 통증과는 

큰 연 이 없다고 여겨졌으나, Thacker et al.(2007)의 

연구결과는 말 신경손상으로 인한 염증반응이 신경

병증성 통증의 기 에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염

증반응으로 인해 분비된 화학 물질들은  다른 주

의 통각 수용체들을 흥분시키고, 결과 으로 조직 손상

이 없는 부분에서도 통증을 발생시키게 된다(Minn & 

Kim, 2008). 

손상된 말  신경은 척수 수 에서도 많은 변화를 

유발하는데, 추성 민감화(central sensitization) 상

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상은 크게 흥분성 신경

달물질의 증가와 시냅스 형성의 변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손상된 말 신경은 신경이 연 하는 척수의 후각

(dosal horn)쪽으로 substance P, glutamate 등을 분비하

여 염증반응을 유발시킨다. 이와 함께 신경손상 시 μ

-opioid receptor가 히 어들어, μ-opioid receptor

로 인해 억제되었던 glutamate의 방출이 더욱 증가함으

로써 통증이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Kohno et al., 

2005). 한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척수 내에 존재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나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같

은 아교세포(glial cell)의 비정상 인 증식을 유도하여 

척수 내에 존재하는 신경세포(neuron)들의 비가역 인 

변화  새로운 시냅스(synapse) 가소성을 형성한다. 이

로 인해 신경 손상 이후 기계  이질통(mechanical 

allodynia) 증상이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Scholz & Woolf, 2007). 결과 으로, 정상 인 경우 조

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은 조직이 회복될 시 어

들거나 없어지나, 병리  통증- 특히 신경병증성 통증-

으로 진행될 시에는 통증 수용체  통증 감각신경들

의 염증 반응 확산으로 인한 지속  흥분, 척수에서의 

민감화 기작을 통해 만성통증으로 발 하게 된다.

3. 신경병증성 통증과 뇌의 가소성 변화

뇌 상 분야의 발달은 통증 지각  활성화에 있어 

뇌의 기능에 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요

한 기술이다(Peyron et al., 2000). 특정 뇌 구조는 통

증을 유발하는 일시 인 자극에 지속 으로 반응한다

는 것을 기능  상법을 통해 발견하 는데, 이 구조들

을 ‘pain matrix’라고 통칭하 다(Ingvar, 1999; Wager et 

al., 2013). Pain matrix 부 는 일차 체감각 피질(primary 

somatosensory cortex,), 이차 체감각 피질(secondary 

somatosensory cortex), 시상(thalamus), 뇌섬엽(insular 

cortex), 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두

엽(prefrontal cortex)이 해당된다(Fenton et al., 2015).

뇌가소성은 신경세포들이 모여 이루어진 신경회로

가 다양한 경험, 자극에 의해 변화하는 형성력을 의미

하며 신경가소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외부환경의 

변화, 경험 등을 포함한 여러 자극들이 신경계의 복잡

한 회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경 달물질 분비  시냅

스의 유효성이 변화하고, 구조 으로는 신경세포 는 

신경교세포가 변형되는 상을 의미한다(Kaang, 2001). 

시냅스 연결의 변화를 포함하는 뇌 가소성은 주로 학

습을 통한 반복  훈련이 장기기억으로 변화되는 기

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Yang et al.(2009)은 mouse 피

질(cortex)의 수상돌기 가지(dendritic spine)의 변화와 

학습과의 연 성을 연구한 결과, 기억의 형성  장

에서 시냅스의 구조  가소성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즉, 학습과 같은 외부자극이 복잡할

수록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는 증가하고, 서로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소 인 변화가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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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이 만성통증의 

발달과도 연 이 있음이 보고되었다(Li et al., 2014). 

McCarberg & Peppin(2019)은 만성통증, 학습  기억

과 연 된 시냅스 가소성, 그리고 기능 인 변화가 같

은 해부학  부 를 공유한다고 하 다. 이들은 해마

(hippocampus)와 편도체(amygdala)는 학습, 기억에서

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이와 련된 통증 유발 

가소성에 향을 받는다고 언 하 다. 한 만성 통증 

동물모델에서 해마와 편도체 내 존재하는 세포의 부피 

변화  신경 가소성 변화가 발견되었다(Bird et al., 2005; 

Mutso et al., 2012). 더 나아가 MRI, fMRI, 그리고 자기

공명분 법(MRS,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등 

신경 상기법을 이용한 임상 연구 결과들은 신경해부

학   기능  수 에서 만성통증과 기억  학습과의 

상호 작용에 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다(McCarberg 

& Peppin, 2019). 

본 에서는 pain matrix에 해당하는 뇌의 역  

통증  통증으로 인한 부정  감정을 처리하는 뇌섬엽

(insular cortex)과 상피질(ACC, anterior cingulate 

cortex)에서의 통증 처리  가소성 변화에 해 알아보

고자 한다.

3.1. 뇌섬엽(insular cortex)에서의 가소성 변화

인간의 뇌섬엽(insular cortex, IC)은 겉으로는 측두엽

(temporal lobe)에 가려져 있으며, 뇌의 가쪽 고랑

(lateral sulcus, Sylvian fissure) 안쪽에 치해 있어 표

면에서는 그 모습을 제 로 찰하기가 쉽지 않다. 치

의 근성으로 인해 그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로 미각과 련된 학습, 기억 등 여러 감각 인지과정

에 참여하는 통합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Craig et al., 2000; Craig, 2011). 이와 함께, IC가 통증 

처리를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임상 결과로 

확인되었다(Schweinhardt et al., 2006). IC는 시상핵

(thalamic nuclei)으로부터 통증과 연 된 정보를 받아 

편도체(amygdala), 해마형성체(hippocampal formation) 

등 변연계(lymbic system) 사이에서 맥락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통합 으로 조정,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Craig, 2014). 이러한 해부학  구조는 IC가 통증을 인

식하고 장하는 데 한 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말  손상으로 인한 통증 상황의 IC 내에서 가소

성 변화가 있었음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밝 졌다. Han 

et al.(2015)은 신경병증성 통증을 갖고 있는 동물모델

의 IC 내에서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과 연 이 

있는 인자인 PKM zeta의 활성도가 조군보다 유의미

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단백질을 합성

하고 조 하는 역할을 하는 분자인 mTOR의 활성도가 

신경병증성 통증을 가진 실험동물의 IC에서 증가된 것

이 확인되었으며(Kwon et al., 2017), mTOR의 억제제

인 Torin1과 XL388을 처리하 을 때 통증이 감소된 것

을 상기법인 optical imaging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Kim et al., 2020). 장기기억의 장과 마찬가지로, 통

증과 련된 정보 장 역시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단백질의 합성  조 이 요

구된다. 이런 에서 볼 때 통증 상황에서의 IC에서 

mTOR의 활성도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 다는 것은 

통증과 련된 기억 형성, 장이 IC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2. 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에서의 

가소성 변화

지속 인 침해 자극은 기분,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 로 하여  불안, 우울 등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그 

에서도 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은 

유해 자극 인지  통증과 련된 불쾌감을 포함한 다

양한 부정 인 감정을 생성하는데 여하는 부 로 알

려져 있다(Tsuda et al., 2017). 만성 통증을 유발한 실험 

동물모델에서, ACC를 화학  혹은 기 인 방법을 

사용하여 병변을 유도하 을 때, 통증 상태에서 나타나

는 부정  감정이 약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Qu et al., 

2011). 반 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실험동물의 

ACC에 기자극을 가하여 활성화시켰을 시, 통증으로 

인한 오  불쾌감을 보이는 행동이 찰되었다

(Johansen & Fields, 2004). 이러한 ACC의 활성화 정도

와 시냅스 가소성과의 계를 규명하기 한 분자 , 

약리학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Li et al.(2010)은 말

 신경 손상으로 신경 통증을 유발한 백서에게 비정

형 단백질 인산화효소 C (atypical protein kinas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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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KC)가 ACC의 향상된 시냅스 반응을 유지시키는데 

요하다고 하 으며, aPKC의 억제제를 ACC 내로 투

여했을 시, 기계  자극으로 인한 통증 역치가 증가함

을 확인하 다. 한편, IC와 유사하게 ACC에서도 통증 

상황에서 mTOR의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

이 확인되었으며, mTOR의 활성을 직 으로 억제하

는 약물인 rapamycin을 ACC에 미세주입하 을 시, 통

증역치와 더불어 신경활성도가 약화되었음을 행동 검

사와 상기법으로 찰할 수 있었다(Um et al., 

2019). 신경세포의 axon과 dendrites에서 국소 단백질 

합성을 조 하는 mTOR는 시냅스 가소성  신경 손상 

후 시냅스 효율의 변화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utz et al., 2015). 임상 결과 역시 신경 상 연구

를 통해 ACC가 다른 피질구조와 함께 성 혹은 만성

 유해 자극과 그에 따른 심리  고통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하 다(Casey, 1999; Peyron et al., 

2000).　따라서 ACC 내에서의 시냅스 기 을 이해하는 

것은 추신경의 통증과 련된 뇌의 가소성을 규명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신경병증성 통증의 리 방안

앞서 언 하 듯, 신체가 통증을 인식하는 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경

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만성통증의 증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재로서는 거의 어렵다. 신경계의 다양한 부 를 

표 으로 하는 약제를 통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통증과 동반된 비 통증 증상들-우울, 식욕감소, 수

면장애-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수 으로 완화

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올리고, 비 통증 증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1차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재 용하고 있는 비 약물 치료법으로는 교감신경차

단술, 그리고 통증을 달하는 신경회로를 조정하기 

한 말  신경자극술, 심부 뇌 자극술, 운동피질 자극술 

등이 쓰이고 있다(Lee, 2002). 약물 치료법은 부분의 

환자들에게 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이들 약물은 몇 

가지 분류체계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분류체계에는 아

편제재(opioids), 삼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 

ant), 항경련제(anticonvulsant) 등이 포함된다.

첫 번째로, 아편제재는 통증 치료에 효과 이나 유

지되는 기간이 비교  짧고, 다른 약물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동물 실험  임상 연구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Khoromi et al., 2007; Narita et 

al., 2008). 

두 번째, 삼환계 항우울제는 만성 통증의 치료에 보

편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울감과 불안이 동반된 통

증 치료에도 효과 이다(Lee, 2008). 삼환계 항우울제

는 노르에피네 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시키

는 약물이며 주로 통각과민(hyperalgesia)를 감소시키

는 데 효과가 있다(Jett et al., 1997). 

세 번째로 항경련제가 있다. 1942년 phenytoin이 삼

차신경통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이후(Lee, 2008), 삼

차신경통 외에도 환상통(phantom pain)에도 사용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McQuay et al., 1995). 항경련제의 진

통 기 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으나 주로 

구심성 경로의 말  신경 달을 지연시켜 추신경계

로 달되는 통증 정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08). 항경련제의 일종인 Gabapentin은 다

른 항경련제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제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약물이다. 

Gabapentin을 사용하 을 때 임상결과와 동물실험 결

과 통증완화에 효과 인 것으로 밝 졌다(Kukkar et 

al., 2013; Samineni et al., 2017).

이 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단독 혹은 병합요법으로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으나 어느 약물도 완 히 통증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병증성 통증에 한 약물치

료로 통증의 일부 완화를 기 할 수 있는 비율은 체 

환자의 40-60%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Cho et al., 2011). 

5. 결론

만성 통증은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려 환

자로 하여  우울감, 좌 ,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Latremoliere & Woolf (2009)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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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순히 말 의 병리 인 자극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 추신경계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가소성 변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언 했다. 말  수용기에서 시

작하여 척수를 비롯한 추신경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추신경계의 가소성

이 만성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자로 간주되

고 있다. 신경 상분석법을 통해 통증 상황에서 신경계

의 구조 , 기능 인 가소성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이

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만성통증은 pain matrix에 해

당하는 뇌 부 의 가소성 변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

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학습과 기억의 기 으로 규명지

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 이고 세부 인 기

은 아직 명확하지 않기에 치료 방안도, 약물도 재로

선 불투명하다. 성통증에서 만성통증으로 이행되는 

주요 원인과 통증 만성화에 향을 미치는 추신경계

의 변화, 그리고 기억과 통증과의 연 계를 구체 으

로 악하기 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연

구들이 진행된다면, 통증에 한 가소성을 반 시켜 만

성 통증을 완화하는데 새로운 치료 근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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