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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경병성통증은 말초신경, 척수, 대뇌감각피질에 이르는 

체감각신경계의 병변이나 또는 이를 침범하는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으로[1], 일반적으로 말초신경병증, 척수병증,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에 의해 초래되지만 암성통증이나 척

추관련질환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신경병성통증이 동

반될 수 있다[2,3]. 신경병성통증은 원인, 발생기전, 임상양

상이 매우 다양하면서 일반적인 통각통증과는 다른 치료 접

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신경병성통

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치료방향을 결정

하는 데 중요하다[4]. 

신경병성통증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경병성통증의 임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 신경병성통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선별설문지를 사

용할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이 신경계질환이나 병변과 연관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간단한 신경계 진찰로 통증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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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orough evaluation and an accurate diagnosis of neuropathic pain are essential for effective 
treatment. The therapeutic approach and choice of medication for neuropathic pain are different from those for 
other kinds of nociceptive pai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current evaluation and diagnostic methods 
for neuropathic pain.
Current Concepts: Grading of the certainty of the presence of neuropathic pa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linical 
history, neurological examination, and confirmatory tests improves the diagnosis of neuropathic pain. The Leeds 
Assessment of Neuropathic Symptoms and Signs, Neuropathic Pain Questionnaire, Douleur Neuropathique en 4 
Questions, and PainDETECT are mainly used for neuropathic pain screening. During physical examination, sensory 
nerve function tests are more critical than other nervous system examination items, including the test of the sense 
of touch with a cotton swab and the sense of vibration with a tuning fork. In addition, pain sensation using pins 
and temperature sensation using cold metal are tested to check for nociceptive pathway abnormalities. Diagnostic 
tests include imaging tests, nerve conduction tests, and other neurophysiological tests, such as quantitative sensory 
function tests, autonomic nerve function tests, and blood tests.
Discussion and Conclusion: To diagnose neuropathic pain, physicians should first determine whether patient 
symptoms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neuropathic pain.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neuropathic pain, physicians should 
perform a neurological screening examination and a proper diagnostic test to identify the cause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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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위가 신경해부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드물게는 일부 신경병성통증에서 뚜렷한 선행질환이

나 외상이 없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맞

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생리검사와 혈액검사

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검사로 신경병성통증을 유발한 원인

을 찾아야 한다.

신경병성통증의 진단

서론에서 기술한 여러 이유로 인해 신경병성통증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진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2008년 

에 처음 제시된 신경병성통증 진단등급(grading system)과

[1], 이어 2016년 개정된 진단등급 안에서는 진단의 확실성

을 토대로 possible, probable, definite로 나누고 있어[5], 

연구 목적 외에 임상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통증이 신경계 이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통증이 해부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

는 범위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신경병성통증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할 수 있다. 환자가 호소하는 감각이상 증상 중 신

경병성통증의 양성 증상으로는 찌르는 듯한 느낌, 화끈거리

거나 시린감, 저린감, 쥐어짜는 듯한 조이는 느낌, 전기 오

르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고, 음성 증상으로는 먹먹하고 남

의 살 같은 느낌, 진흙이나 풀이 붙어있는 느낌 등을 호소한

다[6]. 이런 증상은 한 신체부위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

기도 하고, 같은 질병에 의해서도 환자마다 다양한 양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신경병성통증은 자극, 특히 차가운 자

극이 가해지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부위를 따뜻하게 

하거나 감싸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한국인은 교

과서에 자주 나오는 화끈거리는 증상보다는 시림을 호소하

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3]. 이런 증상이 대

상포진 후, 당뇨병 진단 수년 후 혹은 말초신경손상이나 뇌

경색, 척수염 등 신경계병변이나 질환에 뒤따라 나타난다면 

신경병성통증의 가능성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경병성통증이 신경계질환의 첫 증상으로 발현될 수도 있

으므로 이런 선행 사건이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은 통증을 호

소하는 부위가 신경해부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경색 후 통증이라면 신체 좌측 혹은 우

측에 국한되거나 척수 병변의 경우 특정 피부 분절 아래로 

분포해야 하며, 신경뿌리병은 피부 분절을 따라서, 말초신

경병증은 사지 말단부에, 삼차신경통과 같은 단일신경병성

통증은 해당하는 신경의 지배 영역에 통증이 분포해야 한다

(Figure 1) [7]. 드물지만 일부 소섬유신경병증(small fiber 

neuropathy)은 기존에 알고 있는 말초신경병증의 해부학

적 구조와는 다른 분포를 보이며[8], 이온채널변이에 따른 

신경병성통증은 발작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9].

신경병성통증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

경계 진찰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 감각이상징

후가 확인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촉각, 진동감각 외에도 체

감각경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통각과 온도감각검사를 포

Figure 1.  Typical distribution of neuropathic pain according to the anatomical lesion site. (A) peripheral nerve. (B) Spinal cord or root. (C) Brain hemisphere. (D) 
Trigeminal nerve. Reproduced from Song SH, et al. J Pain Auton Disord 2014;3:78-8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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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해야 한다. 전통적인 삼차신경통 환자에서는 통증이 삼

차신경 분지를 따라 전형적인 신경병성통증의 양상을 띠지

만 진찰에서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만일 진찰에서

도 삼차신경 분지에 국한된 감각이상, 특히 음성 증상이 있

거나 다른 뇌신경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삼차신경을 침범한 

염증이나 종양을 반드시 감별해야 하므로 영상검사를 시행

해야 한다.

환자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체감각경로의 병변이나 

질환이 진단검사를 통해 확인되면 분명한 신경병성통증으

로 진단한다. 진단검사는 환자의 신경병성통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따라 영상검사와 신경전도검

사를 포함한 신경생리검사, 그리고 여러 혈액검사가 포함 

된다[10]. 

신경병성통증의 선별검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통각통증과 신경병성통증 중 어

디에 더 합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설

문지가 임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주로 자가 설

문지 형태로 신경병성통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선별

검사와 신경병성통증의 양상을 보다 자세히 묻는 평가형 설

문지로 구분된다[11]. 현재까지 연구나 임상 진료에 많이 사

용되는 척도로는 Leeds Assessment of 

Neuropathic Symptoms and Signs, 

신경병성통증 설문지(Neuropathic 

Pain Questionnaire), Douleur Neuro-

pathique en 4 Questions, PainDETECT

가 있다[12]. 신경병성통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지 묻는 간단한 선별 목적

의 설문지로 설문 항목을 보면 신경병

성통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짐작할 수 있

다(Table 1). 선별설문지를 사용하면 환

자가 진료 대기하는 시간에 작성해 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비통증전문가도 쉽

게 신경병성통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 중 최근 많이 사용되는 PainDETECT는 제약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개발한 설문지인데 환자의 감각 증상뿐 아니

라 통증의 발생 양상, 강도, 부위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직

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최종 점수를 바탕으로 신경병성통

증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13]. 만성요통의 경우 골성통

증, 신경뿌리 자극에 의한 신경병성통증, 주위 근육의 강직

으로 인한 통증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통증이 섞여있

는데 이 설문지를 사용하면 주된 통증이 어떤 원인인지 감별

할 수 있어 약제 선택이나 중재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14].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어 번역본이 있어 

사용할 수 있다[15].

이런 설문지를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은 한국인이 사용하는 

어휘와 서양에서 사용하는 어휘 간에 차이가 있어 번역한 내

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어 신경병성통증 설문지

를 개발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16].

신경병성통증 환자의 진찰

신경병성통증의 개연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신경계 진찰

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Table 1.  Sensory symptom items included in various neuropathic pain questionnaire 

Symptom/item LANSS DN4 NPQ PainDETECT

Prickling, tingling pin and needles √ √ √ √

Electric shocks or shooting √ √ √ √

Hot and burning √ √ √ √

Numbness √ √ √

Pain evoked by light touching √ √ √

Painful cold or freezing pain √ √ √

Pain evoked by mild pressure √

Pain evoked by changes in weather √

Itching √

Temporal pattern √

Body map-spatial distribution of pain √

Autonomic changes √

LANSS, Leeds Assessment of Neuropathic Symptoms and Signs; DN4, Douleur Neuropathique en 4 Questions; 
NPQ, Neuropathic Pain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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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다른 신경계 진찰 항목보다 감각신경기능검사

가 중요한데 면봉을 이용한 촉각과 소리굽쇠를 이용한 진동

감각을 기본적으로 검사하며, 통각경로 이상을 확인하기 위

해서 핀을 이용한 통각과 차가운 금속을 이용한 온도감각을 

검사한다[17].

신경병성통증의 경우 자극이 가해진 후 오랫동안 이상 감

각이 남는 경우가 흔하므로 신경계 진찰을 할 때는 정상부위

에서 자극을 먼저 가하고, 이후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로 옮

겨가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신경병성통증의 특징은 통각

에 대한 역치감소(통각과민, hyperalgesia)와 정상적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질

통, allodynia)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촉각이나 온도감

각검사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allodynia), 약한 통

각 자극에도 통증 반응을 보이거나(hyperalgesia), 처음에는 

통각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자극 강도를 올리면서 갑자

기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hyperpathia), 약한 통각 자

극을 반복하면서 통증을 점차 강하게 느끼는 경우(temporal 

summation)에는 신경병성통증에 합당한 이상 징후가 있다

고 판단한다.

한편, 말초신경병증에 동반된 통증은 가는 신경섬유인 Aδ 

와 C신경섬유의 손상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자율신경 이상증

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18]. 따라서 문진에서도 자율

신경계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톱이나 발톱의 이양

성 변화가 있는지, 손, 발바닥에 땀은 적당한 정도로 나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경병성통증의 진단검사

신경병성통증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감각신경계를 침범한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19]. 

1. 영상검사

신경병성통증이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병변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기공명영상이나 컴퓨터단층

촬영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촬영한다. 척수는 컴퓨터단층촬

영으로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공명영상이 초

기 진단검사가 되어야 하며, 종양이나 혈관병증 등이 의심

될 때는 조영증강영상을 추가해야 병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20].

2. 신경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는 말초신경을 전기 자극으로 탈분극시켜 신

경의 주행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전위를 기록하

는 검사이다. 말초신경병증이 의심될 때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해 가장 먼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다. 기본 검사에서

는 상지에서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을, 하지에는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운동 및 감각신경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병변

이 확인되면 신경병증의 분포양상(대칭성, 비대칭성, 다초점

성 등)과 신경병증의 병리(축삭변성, 탈수초화)를 확인해 원

인 질환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등도를 평

가할 수 있어 이후 추적검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초가 잘 

발달된 유수신경섬유의 기능을 주로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

문에 단점도 있다. 실제 통각을 매개하는 얇은 유수신경이나 

무수신경섬유를 선택적으로 혹은 주로 손상된 말초신경병증

의 경우에는 환자가 심한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신경전도검

사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근전도검사는 신경병증에 따른 이차적인 근육 변화를 평가

하는 검사로 일반적으로 감각이상만 동반한 말초신경병증에

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신경뿌리병증이 의심되거나 단신경

병증에서 신경손상 부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와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신경생리검사

신경전도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수신경섬유나 얇

은 유수신경섬유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21]. 국내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정량적

감각기능검사와 자율신경기능검사가 있다. 정량적감각기능

검사는 진동감각, 냉온감각, 열통각의 역치를 측정하는 검사

로 환자의 피부에 각각의 자극을 다양한 강도로 올리거나 내

리면서 환자가 자극을 인지하는 최소 역치를 구해 정상범위

에서 벗어났는지 평가한다. 신경전도검사로는 확인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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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Aδ와 C신경섬유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말초신경병

증 외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신경병성통증의 평가도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진단 가치가 있다[22]. 그러나, 환자의 반응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검사방법을 이해

하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신뢰

하기 어렵고 꾀병인 경우 이를 감별해 내기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극 강도를 조절하며 검사 중간에 null 자극

을 주어 반응 여부를 살피는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C신경섬유는 통각과 함께 자율신경기능을 담당하기 때문

에 다수의 통증을 수반하는 말초신경병증에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자율신경기능검사는 통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23]. 특히 환자가 통증

과 함께 안정 시 빈맥, 기립어지럼, 땀분비 이상 등 자율신경

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검사할 수 있다. 체계화된 검

사 기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

인 근전도검사기계를 이용해 심혈관자율신경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땀분비 이상 징후를 보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발한축삭반사검사를 시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뇨병신경병증에서는 땀에 의해 색

이 변하는 첩부제를 이용한 족부수분검사로 발한기능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24].

레이저유발전위검사는 레이저를 이용해 피부에 통각 자극

을 주고 이것이 척수시상로, 시상을 거쳐 대뇌감각피질에 도

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측정된 파형의 진폭을 측정하

는 검사이다[25]. 해부학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신경병성통증

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지만, 검사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정형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피부조직검사로 표피에 분포하는 C신

경섬유를 염색해 직접 밀도를 측정하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단계이다[26].

4. 혈액검사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되면 이를 유발한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당뇨병신경병증, 알코올연관신

경병증, 전신결체조직질환이나 면역 질환에 연관된 신경병

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신경병증이 통증을 동반해서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선별검사로는 전체혈구계산,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의심되

는 경우에는 혈청 비타민 B12나 혈청단백전기영동검사를 추

가한다. 드물지만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치료가 가능한 유전

신경병증으로는 아밀로이드신경병증과 파브리병이 있어 의

심되는 경우 가족력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유전자검사를 시

행한다[18].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 포도당내성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이다. 실제 원인 미상의 말초신경병증 환

자의 약 40%에서 포도당내성장애가 확인되므로 공복혈당 

외에도 75 g 당부하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27]. 포

도당내성장애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손발이 화끈거리

고 저리는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데,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꾸

준한 운동을 통해 증상이 개선되며 실제 표피신경섬유가 재

생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27].

결론

신경병성통증은 체감각경로의 병변이나 이를 침범하는 질

환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으로 매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인다. 신경병성통증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

한 질환에서 통각통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중에 신경병성통증

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신경병성통증의 양성 및 음성 증상을 잘 이해

하고 환자의 병력이 이와 연관 관계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

야 한다. 신경병성통증의 가능성이 있다면 감각기능검사를 

포함한 간단한 신경계 진찰로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경병성통증은 질병이 아닌 증상이므로 

영상검사, 신경생리검사, 혈액검사 등 적절한 검사도구를 통

해 이를 유발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찾아보기말:  신경병성통증; 진단; 진단검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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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신경병성통증은 통각통증을 포함하는 다른 통증에 비해 만성적

이며 증상이 심하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치료적 접근이 

달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2016년 개정된 신경병성통증의 등급체계를 바탕으로 

진단 과정과 단계별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간결하면서도 이해

하기 쉽도록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이 생체표지자를 통한 

확진의 개념이 아닌 이 질환군의 특성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 진

단 확실성 측면의 분화된 접근을 기술하고 있고, 실용적인 평가

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 진단도구인 다양한 검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다

양한 통증을 접하는 임상의사들이 신경병성통증을 이해하고 적

절한 치료 방침을 세우는데 필요한 유익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

어 신경병성통증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