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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경병성통증은 체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하며 가장 치료가 어려운 통증증후군

의 하나이다[1,2].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서 신경병성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뇨병신경병증,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후

신경통, 삼차신경통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

한 통증이 주 증상인 질환 이외에도 뇌경색이나 척수병증

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도 신경병성통증은 빈번하게 

발생한다[3,4]. 신경병성통증은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통각통증에 비하여 통증 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 진통제에 반응이 떨어지고 통증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

지 않다[5]. 따라서 신경병성통증 유발 질환을 인지하고 통

각통증과 신경병성통증을 감별할 수 있어야 만성 통증질환 

환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디스크질환과 같이 

흔히 보는 질환 중에도 통각통증과 신경병성통증이 함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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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Neuropathic pain is defined as pain arising as a direct consequence of a lesion or disease affecting the 
somatosensory system either at the peripheral or central level. In most cases, neuropathic pain is associated with poor 
general health and has a problem of suboptimal response to medical treatment. This review will discuss the neurologic 
and non-neurologic conditions that cause neuropathic pain and the results of epidemiologic studies on neuropathic 
pain.
Current Concepts: Epidemiology would be a useful clinical tool for designing manage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various neuropathic pain syndromes. Validated neuropathic pain screening questionnaires are widely used as useful 
tools for the epidemiologic study of neuropathic pain. There are also validated Korean versions of these questionnaires. 
The overall prevalence of neuropathic pain was estimated at 6.9-10%. Common neuropathic pain syndromes include 
diabetic neuropathy, herpes zoster, and trigeminal neuralgia. In addition, neuropathic pain can also occur in central 
nervous system disorders such as spinal cord injury or stroke, and other conditions like cancerous diseases, intervertebral 
disc disease, and joint diseases.
Discussion and Conclusion: Neuropathic pain does not respond well to medical treatment, which leaves both patients 
and physicians are less satisfied with such treatments. Therefore, physicians must identify the causes of the pain, explain 
them to the patient, and proceed with the treatment together with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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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통증증후군이 있으며, 각 통증의 양상에 따른 치료 

제공이 필요하다.

신경병성통증의 정확한 유병률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1990년대에는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이 1%에서 2% 내외

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6], 이후 신경병성통증에 대한 여

러 역학연구가 있었다.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를 

보였지만 대부분 초기 연구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

며 17.9%까지 보고된 바 있다[7]. 만성 통증의 유병률과 원

인, 분포, 자연경과 등에 대한 정보는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

고, 치료 결과를 평가하며, 새로운 치료에 대한 무작위대조

시험의 적절한 표본크기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8].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역학적 정보는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가

장 흔한 증상인 만성 통증, 특히 난치성 경향을 보이는 신

경병성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불쾌감과 치료에 따른 비용 지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경병성통증의 역학조사를 위한 평가도구

신경병성통증에 대한 여러 역학연구의 유병률 결과가 다

양한 범위를 보이는 것은 연구 지역의 차이에 따른 인종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신경병성통증을 역학

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신경병

성통증은 예/아니오와 같은 방식으로 있다/없다를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병성통증과 

통각통증 또는 신경병성통증과 비-신경병성통증을 이원성

으로 나누기가 어렵고 통증의 연속스펙트럼에서 신경병성통

증 기전이 어느 정도 환자의 통증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정해

진다고 하였다[2,9].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례정의와 사례확인이 필요한데 신경병

성통증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10]. 신경병성통증

의 정의가 개정 전에는 신경계의 병변이나 기능장애에 따른 

통증으로 되어있었지만 현재 정의는 체감각신경계의 병변이

나 질환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통증으로 개념이 일부 

바뀌었다[11]. 과거 정의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새로운 정의

에 따르면 체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대규모 역학연구에서 사

례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

라, 신경병성통증 사례확인을 위한 국제적인 의견일치는 일

차의료기관이나 통증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어 

임상에서는 필요한 내용이지만 대규모 역학연구에서 정확한 

적용은 어렵다[2]. 

이러한 이유로 역학연구에서는 사례정의가 직접적으로 신

경병성통증이 되기보다는 “주로 신경병성 기원인 통증” 또

는 “신경병성 특징을 갖는 통증” 등으로 표현된다[9,12]. 신

경병성통증 양상을 묻는 선별설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

며 신경병성통증 환자를 찾아내는 데 유용하고 특히 비전

문가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13].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증된 설문지는 Douleur Neuropathique en 4 Questions 

(DN4), PainDETECT Questionnaire, Leads Assessment 

of Neuropathic Symptoms and Signs (LANSS), Self-

Administered LANSS (S-LANSS) 등이 있다[14]. DN4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으며 7가지의 관련 증상과 3가지의 진

찰소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 10점에서 4점 이상이면 

신경병성통증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대규모 역학연구에 유

용하다. PainDETECT는 독일에서 만성요통 환자의 신경병

성통증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총 7가지

의 감각반응과 2가지의 증상 경과 분포를 점수화하여 총 38

점에서 19점 이상이면 신경병통증으로 간주한다. LANSS는 

영국에서 개발되었으며, 5가지의 증상 관련 설문과 2가지의 

진찰로 이루어져 있고 총 24점에서 12점 이상이면 신경병

통증으로 여긴다. 이들 신경병성통증 선별설문지는 민감도 

67%에서 85%, 특이도 74%에서 90% 정도로 좋은 편이며 한

국어 번역본도 검증되었다[15,16].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

초기에 연구된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은 알려져 있던 신

경병성통증 증후군의 유병률에서 추정하여 얻은 것이며 영

국과 미국에서 각각 약 1%, 2%로 보고된 바 있다[6].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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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들어오면서 신경병성통증 선별설문지의 도움으로 대규

모 역학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이 보

고되었다. 선별설문지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검증

작업을 거치면서 개발된 곳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에서도 역학연구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해졌다[17,18]. 영

국에서 Torrance 등[12]이 3,00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S-LANSS를 기반으로 연구한 유병률은 8.2%였으며, 프랑

스에서 Bouhassira 등[9]이 DN4를 이용하여 진행한 대규

모 역학연구(응답자 23,712명)에서는 신경병성통증 유병률

이 6.9%로 초기에 추정되었던 유병률에 비하여 높게 확인

되었다. 연구마다 유병률은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적게는 

오스트리아의 3.3%에서 많게는 캐나다의 17.9%까지 보고

되었다[7,19]. 하나의 연구에서도 선별도구의 종류에 따라

서 유병률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캐나다의 한 연구를 보면 

S-LANSS와 DN4를 이용하였을 때 각각 유병률이 7.7%, 

11.5%로 보고되었다[20]. 또한 같은 나라의 연구에서도 시

기와 이용 도구에 따라서 유병률의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

의 연구를 보면 2009년 S-LANSS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8.8%, 2017년 PainDETECT를 사용하였을 때는 15.7%였다

[21,22]. van Hecke 등[23]과 van Hecke 등[24]의 체계적 

문헌연구에서는 사례확인 도구 등이 적절히 사용된 연구를 

기준으로 보면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은 6.9%에서 10% 범

위로 줄여진다고 하였다(Table 1) [7,9,12,17-22]. 

신경병성통증의 원인질환과 역학

감각신경계를 침범하는 다양한 질환에서 신경병성통증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당히 광범위한 신경계 질환이 포

함된다[1,4]. 임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대표적인 단일신경

병증은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이며 이외에 

중환자신경병증(critical illness neuropathy), 발목굴증후군

(tarsal tunnel syndrome) 등도 통증을 호소하며 기타 말초

신경의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도 유발된다. 이외에 국소적인 

신경손상과 관련된 통증 증후군은 대상포진과 삼차신경통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통증성다발신경병증은 당뇨병신경병증

이 흔하며 알코올성신경병증이나 항암치료나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관련 신경병증 

등이 있고 소섬유신경병증도 신경병성통증의 주요 원인이

다. 척추와 디스크 관련 질환은 근골격계통증과 함께 신경근

의 압박으로 신경병성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고 유방암수술

이나 골관절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Table 1.  Prevalence of neuropathic pain

Prevalence (%, 95% CI) Responded sample 
(NeP number) Study Region Screening tools 

8.2 (7.2-9.2)   3,002 Torrance et al. (2006) [12] England S-LANSS

6.9 (6.6-7.2) 23,712 (1,631) Bouhassira et al. (2008) [9] France DN4

3.30    7,707 (260) Gustorff et al. (2008) [19] Austria S-LANSS, DN4

17.9 (15.8-20.2)   1,207 Toth et al. (2009) [7] Canada DN4

9.8 (6.2-13.4): clinical examinationa)       205 (75) Yawn et al. (2009) [22] USA Clinical exam

8.8 (7.9-9.8): S-LANSS   3,575 (315) S-LANSS

3.0 (2.5-3.6): Berger criteria      107 (3,575) Berger criteria

12.4 (11.4-13.6): self-reported “nerve pain”      443 (3,575) Self-reported 

10   1,597 (157) de Moraes Vieira et al. (2012) [17] Brazil DN4

7.7 (likely 1.9% + possible 5.8%)a)   1,509 (123) VanDenKerkhof et al. (2016) [20] Canada S-LANSS

11.5 (likely 3.4% + possible 8.1%)   1,509 (166) DN4

3.2 (2.7-3.7)   2,445 (173) Inoue et al. (2017) [18] Japan PainDETECT

15.7 (14.9-16.5)   2,548 DiBonaventura et al. (2017) [21] USA PainDETECT

CI, confidence interval; NeP, neuropathic pain; S-LANSS, Self-Administered Leads Assessment of Neuropathic Symptoms and Signs; DN4, Douleur Neuropathique en 4 Ques-
tions. 
a)Multiple results from a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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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과 같이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이 확인되거나 동

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경병성통증의 양상을 보일 수 있

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신경병성통증의 정의에는 부

합하지 않는다[25-34].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에 신경병성통

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며 중추신경계의 혈관성질

환이나 염증성질환, 외상, 종양, 감염 등에 의하여도 유발된

다(Table 2) [1,4]. 

신경병성통증 관련 질환 중에서 유병률이 비교적 높은 

질환은 여러 역학연구가 보고되어왔다. 당뇨병신경병증

은 당뇨병 환자의 50% 정도까지 발생하는 만성합병증으

로 이 중 일부에서 신경병성통증을 동반하게 되고(13.3-

21%), 신경병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15.3-

21.3/100,000 person-year) [35-39]. 성인에서 대상포

진 바이러스 관련 통증 증후군은 대상포진과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있으며 대상포진은 발병률이 4.47-6.31/1,000 

person-year로 보고된 바 있다. 대상

포진후신경통의 발생률은 기준 시점

을 발진 시작 1개월 또는 3개월로 정

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상포

진 이후 9.4-38.4%의 범위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상포진후신

경통은 28/100,000 person-year에서 

2.5/1,000 person-year 범위로 조사되

었다[34-37,40-43]. 

삼차신경통은 발작적인 안면통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신경병성통증 증

후군으로 발생률이 26.8-28.9/100,000 

person-year로 보고되었다[31,32,34-

37]. 암성질환에서는 종괴에 의한 신경

압박 및 신경침범, 신경독성, 수술에 따

른 신경손상, 항암치료에 따른 신경병

증, 방사선치료에 따른 신경손상 등의 

원인으로 신경병성통증이 발생한다. 암

성질환의 19-39.1%에서 신경병성통증

이 발견되었고, 특히 유방암의 경우 수

술 전보다 수술 후에 더 많은 빈도로 신

경병성통증이 있음이 보고되었다[31,32]. 신경자체의 질환

은 아니지만 허리통증 환자의 12.4-48.8%에서도 신경근 압

박 등에 의하여 신경병성통증이 유발되며 골관절염의 경우에

도 통증의 양상이 신경병성통증을 시사하는 부분이 23% 정

도 있음이 체계적 문헌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Table 3) [25-

31,33-46].

결론 

이 논문에서는 신경병성통증의 원인질환과 유병률을 정리

하였다. 신경병성통증은 통각 통증에 비하여 치료에 반응이 

적고 치료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신경병성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

과 상태를 확인하고 대비하며 환자에게 설명하고 함께 치료

Table 2.  Neuropathic pain related conditions 

Pain distribution Pain related disorders

Neuropathic: symmetric Painful diabetic neuropathy

Alcohol induced polyneuropathy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

Human immunodeficiency virus-associated neuropathy

Inflammatory neuropathy (GBS, CIDP)

Small fiber neuropathy (Idiopathic, B12 deficiency, Sjögren syndrome)

Neuropathic: asymmetric Herpes zoster, post-herpetic neuralgia

Trigeminal neuralgia

Compressive mononeuropathy

Phantom limb pain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Dorsal root ganglionopathy (Sjögren syndrome, paraneoplastic)

With nociceptive pain Radiculopathy

Failed back syndrome

Osteoarthritis

Cancer-associated pain (e.g., after breast cancer operation) 

Central pain Spinal cord injury

Compressive myelopathy

Central post-stroke pain (infarction, hemorrhage)

Syringomyelia

CNS inflammatory disease: ATM, MS, NMOSD, MOGAD

Spinal cord infarction

GBS, Guillain–Barre syndrome; CIDP,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NS, central nervous 
system; ATM, acute transverse myelitis; MS, multiple sclerosis; NMOSD, neuromyelitis optic spectrum disorder; 
MOGAD, myeline oligodendrocyte glycoprotein antibody-associate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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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경병성통증의 유병률은 6.9-

10% 범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적지 않은 수에서 신경병성통

증을 느끼며 지냄을 알 수 있다. 아직 통증을 만족스럽게 줄

일 수 있는 치료제는 없지만 과거에 비하여는 신경병성통증

Table 3.  Incidence of individual neuropathic pain syndrome  

Painful neurological disease Incidence 100,000 PY  
(95% CI) NeP out of disease (%)a) Study Region

Painful diabetic neuropathy 15.3 (14.9-15.7) Hall et al. (2006) [35] England

21 (20-22) Hall et al. (2008) [37] England

72.3 (67.3-77.2) Dieleman et al. (2008) [36] The Netherlands

21 (3,242/15,614) Abbott et al. (2011) [39] England

Diabetic neuropathyb) 13.3 (95% CI, 8.9-18.9) Ziegler et al. (2009) [38] Germany

  Impaired glucose tolerance 8.7 (95% CI, 2.4-20.0) (MONICA/KORA)

  Impaired fasting glucose 4.2 (95% CI, 0.9-11.9)

  Normal glucose tolerance 1.25 (95% CI, 0.03-6.7)

Post-herpetic neuralgia 40.2 (39.5-40.9) Hall et al. (2006) [35] England

28 (27-30) Hall et al. (2008) [37] England

41.8 (38.1-45.7) Dieleman et al. (2008) [36] The Netherlands

Herpes zoster 4.47 (1,000 PY, 4.44-4.50) Johnson et al. (2015) [42] USA

Herpes zosterb) 6.31 (1,000 PY, 6.01-6.62) Gialloreti et al. (2010) [40] Italy

Post-herpetic neuralgia 

    1 mo 9.4 (95% CI, 8.2-10.7)

    3 mo 7.2 (95% CI, 6.2-8.2)

Post-herpetic neuralgia 38.4 Song et al. (2014) [41] Korea

2.5 (1,000 PY) Hong et al. (2016) [43] Korea

224.6 (100,000, prevalence) Bang et al. (2020) [34] Korea

Trigeminal neuralgia 26.8 (26.2-27.4) Hall et al. (2006) [35] England

27 (26-29) Hall et al. (2008) [37] England

28.9 (25.8-32.1) Dieleman et al. (2008) [36] The Netherlands

76.8 (100,000, prevalence) Bang et al. (2020) [34] Korea

Osteoarthritis with NeP 51.9 (1,125 patients) Oteo-Álvaro et al. (2015)b) [26] Spain

48.4 (1,495 knees)

23 (95% CI, 10-39) French et al. (2017) [28] Systematic review 

Low back pain with NeP 47 (40-54) PPR Gudala et al. (2017) [29] Metaanalysis 

12.4 (26/210) Kew et al. (2017) [30] Malaysia

16 (54/204) Beith et al. (2011) [25] England

31.9 (737/1,804) Orita et al. (2016) [27] Japan

74.2 sciatica Harrisson et al. (2020)b) [45] England

48.8 S-LANSS 

45.5 sciatica with NRC

31 (36/86) Park et al. (2014) [44] Korea

Cauda equina lesionb) 3.4/1,000,000 Podnar (2007) [46] Slovenia

Conus medullaris lesion 1.5/1,000,000

Cancer neuropathic pain 19-39.1 Bennett et al. (2012) [31] Systematic review 

Breast cancer 14.2-27.2 (before treatment) Ilhan et al. (2017)b) [31] Systematic review 

32.6-58.2 (after treatment)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29.0 (100,000 PY) Kim et al. (2018) [33] Korea

26.3 (100,000, prevalence) Bang et al. (2020) [34] Korea

PY, person-year; CI, confidence interval; NeP, neuropathic pain; NRC, nerve root compression; MONICA/KORA, MONICA/KORA Augsburg Survey; PPR, pooled prevalence rate.
a)Values are presented as % (number/total number), % (95% CI), or % (number). b)Multiple results from an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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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으며 적절한 

약물 및 치료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통각통증이 주

된 기전일 것으로 여겨지는 통증 증후군에서도 신경병성통

증이 환자의 증상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치료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찾아보기말:  신경병성통증; 원인; 역학; 유병률;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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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신경병성통증은 체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질환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통증으로 만성화되기 쉽고 강도가 심하며 진통제

에 반응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 논문은 임상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경병성통증의 개념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흔한 원인 질환에 대하여 나열하고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다. 또한 신경병성통증의 원인 질환, 평가도구, 역학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신경병성통증의 다양한 원인 

질환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흔하

게 접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신경병성통증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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