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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강 작열감 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e, 이하 BMS)

은 구강 내의 기질적인 질환 없이 구강이 타고, 찌르고, 가려

운 느낌이 드는 만성적인 통증 질환이다.1) 일반 인구에서 유

병율이 0.7~4.6% 정도이며, 평균 발병 나이가 55~60세로 고

연령에서 주로 발생한다.2) 신경병증, 영양 불균형, 폐경, 우울

증 등 다양한 원인이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 그 병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3) 이 중 우울증은 BMS 환자에서 가장 흔

하게 동반되는 정신의학적 질환이다.4)

이러한 다양한 원인과 구강 증상 그리고 비특이적인 치료

로 인해 BMS 환자들은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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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rning mouth syndrome is characterized by intra-oral burning sensation without any organic abnormalities. 
This syndrome is associated with various etiological factors such as neuropathy, malnutrition, menopause 

and depression. Several medications have been tried for the treatment. Those are analgesics, hormones, anticon-
vulsants and antidepressants. However, optimal effective pharmacologic treatment remains still unknown.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gabapentin in the treatment of burning mouth 
syndrome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comorbid depression. We report two menopausal women. Antidepres-
sants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depressive symptoms, but it had no effects on intra-oral burning sensation. 
Gabapentin reduced intra-oral burning sensation effectively for all two patients. One patient reported 55% reduc-
tion(a decrease from 9 to 4 on VAS), the other patient reported 35% reduction(from 8 to 5) of the intra-oral burn-
ing sensation during 16 weeks. The minimal effective daily dose of gabapentin was 300mg. This study suggests 
that gabapentin might be a useful, effective therapeutic option for treating burning mouth syndrome in postmeno-
pausal women with comorbid depression. Further prospective clinical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
tiveness of gabapentin in patients with burning mouth syndrome.

KEY WORDS : Burning mouth syndrome ㆍGabapentin ㆍMenopause ㆍDepression.



139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고 있다. 치료 약물로는 진통소

염제, 호르몬제, 항전간제 및 항우울제 등이 시도되어 왔으

나, 아직까지 정규화된 임상적 지침은 없다. 한편 최효근 등5)

은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의 치료 효과가 입증

된 gabapentin이 BMS의 증상을 유의하게 호전시켰다고 보

고하였다.

저자들은 우울증이 동반된 BMS에서 gabapentin의 효과에 

대한 임상경험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례들의 경우 

항우울제 치료를 통해 우울증상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강증상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며 gabapentin의 투여 후

에 의미 있게 호전되었다.

증       례

1. 증례 1

55세 여자로 주소는 무기력감과 혀의 매운맛이었다. 내원 

20년 전부터 무기력감, 피로감을 자주 느껴왔으며 수면 목적

으로 매일 소주 1~2병씩을 마셨다. 내원 6개월 전부터 혀의 

매운맛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며, 3개월 전 어지러움이 심

해져 방문한 신경외과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2개월 전부터 무기력감, 불면, 식욕

저하 등이 심해졌다.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으며, 재산 문제

로 첫째 아들과 갈등이 있었다. 폐경 나이는 50세였으며 유의

한 폐경 증상은 없었다.

정신의학적 진단 및 평가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

다. DSM-IV-TR에 의거한 진단은 Dysthymic disorder, Ma-
jor Depressive disorder, Alcohol abuse 등이었고, 우울증상

의 정도는 해밀턴 우울척도(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
sion, 이하 HAM-D) 26점 수준이었다.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기질적 이상 소견은 없었다. 구강 내 불편감의 양상은 혀의 

전 영역에 맵고 따가운 느낌이었으며, 일중 변화 없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으며 음식을 먹어도 완화되지 않았다. 식욕 감

소, 입 마름, 미각과 후각의 저하가 동반되었다. 첫 평가 당시 

구강 내 불편감의 정도에 대한 시각척도(Visual analog scale, 

이하 VAS)는 10점이었다.

정신약물치료로 항우울제 mirtazapine 30mg/day 및 clo-
nazepam 0.5mg/day을 투여하였다. 20주 후 우울증상은 HAM- 

D 14점으로 감소하였지만 구강증상은 VAS 9점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Gabapentin 투여 전 기질적 문제 감별을 위하여 이비인후

과적, 신경과적 평가를 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호르몬, 

전해질, 영양 상태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구강증상은 clonazepam 투여 이전부터 지속되었고, 

투여 이후에도 호전이 없어 중단하였다. Gabapentin은 100mg/ 

day로 시작하여 400mg/day까지 증량하였으며, 항우울제는 

유지하였다. 300mg/day 투여 시부터 구강증상이 점차 호전

되었으며, gabapentin 투여 12주 후 구강증상은 VAS 4점 수

준으로 55% 감소하였다(Fig. 1). 동반되던 식욕 감소, 입 마

름 증상도 호전되었으며, gabapentin 투여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다.

2. 증례 2

63세 여자로 주소는 전신 쇠약감과 몸의 열감 및 혀의 타

는 듯한 통증이었다. 내원 2년 전부터 몸의 열감이 자주 느껴

졌으며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잦았다. 기분이 우울하였으며, 

피로감을 자주 느꼈고 거의 하루 종일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내원 1개월 전부터는 입 안이 뜨겁고 혀가 타는 듯한 통증으

로 인해 식사를 더욱 꺼리게 되었다. 식사를 잘 못하면서 전

신 쇠약감이 증가하였고 몸의 열감으로 인한 불편감이 지속

되었다.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으며, 경제적 상황에 대해 부담

감을 느끼고 있었다. 폐경 나이는 55세였다. 

정신의학적 진단 및 평가는 정신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

다. DSM-IV-TR에 의거한 진단은 Major depressive d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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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Undifferentiated somatoform disorder이었으며, 우울

증상의 정도는 HAM-D 28점 수준이었다. 구강 내 불편감의 

양상은 혀가 타는 듯한 통증과 입 주위가 화끈거리는 느낌이

었다. 하루 종일 지속되나 오전에 더 심했으며 음식의 맛과 

냄새를 느끼기 어려웠다. 첫 평가 당시 구강 내 불편감의 정

도는 VAS 8점 수준이었다. 

정신약물치료로 sertraline 50mg/day, aripiprazole 2mg/

day을 투여하였으며 12주 후 우울증상은 HAM-D 8점 수준

으로 호전되었다. 구강증상은 지속적인 항우울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VAS 8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Gabapentin 투여 전 이비인후과 및 신경과적 평가를 하였

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다. 호르몬, 전해질, 영양 상태에 대한 

혈액 검사 상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상의 호전에 따라 25mg으로 감량하였고, Gabapentin은 100 

mg/day로 시작하여 400mg/day까지 증량하였다. 300mg/

day 용량에서부터 구강 내 불편감은 의미 있게 호전되었고, 

12주 후 구강증상은 VAS 5점 수준으로 35% 감소하였다(Fig. 

2). 혀의 불편감은 잔존하였으나 그 빈도는 감소하였다. 식욕

이 증가하였고 체중도 2kg 늘었다. Gabapentin 추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다.

고       찰

 BMS는 일차성(primary)과 이차성(secondary) BMS로 구

분된다. 일차성 BMS의 경우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의 신경 병

리학적 기전이 주로 관여하며, 이차성 BMS의 경우 기저 질

환, 호르몬, 영양 결핍, 정신의학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6)

말초신경의 병리적 기전에 관한 연구에서 BMS 환자 군의 

경우 정상군 보다 상피 신경섬유 밀도가 더 낮았다.7) 이러한 

밀도 감소는 맛을 느끼는 역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미각 감소

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맛과 통증을 조절하는 역할

을 하는 뇌신경인 chorda tympani nerve의 기능 손상 또한 

BMS 환자들이 쓴맛과 혀의 통각을 느끼는 한 원인으로 생

각된다.3,8)

중추신경에서는 도파민성 기능 손상과 NMDA 수용체의 

과 자극이 BMS를 일으키는 원인기전이 된다.9) 이들 신경전

달물질과 수용체의 변화는 세포의 자극 과민성을 증가시키

게 되고 일반 자극이 재해석 되게 됨에 따라 통증으로 느끼

게 된다. BMS 환자를 대상으로 한 fMRI 연구에서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활성화 및 thalamus의 활성이 저하되어 

있었다.10) 그러나 thalamus의 기능 저하가 직접적으로 BMS

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다른 신경병증 질

환에서 나타나는 활성 변화와도 유사하여 BMS에 특이적인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차성 BMS에서 가장 주목 할 요소는 폐경과 호르몬의 변

화이다. 특히 BMS는 여성과 남성의 발생비율이 7 : 1일 정

도로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폐경 전 후가 주된 호발 시

기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3) BMS는 폐경 후 여성의 12~ 

18%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에스트로겐과 프로

게스테론의 감소는 침 분비의 조절, 점막의 건조화를 유도하

게 되는데, 이러한 구강 내 환경 변화가 통증에 더 예민한 반

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르몬 치료를 통해 BMS 

증상과, 생식기 부위의 열감이 호전되었다는 사례들은 이러

한 기전을 지지한다.11) 성 호르몬이 가지는 신경 세포 자극, 

시냅스 형성, 신경보호성 작용이 호르몬의 감퇴로 인해 줄어

들 경우 신경병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도 BMS의 기전으로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12)

한편 헤모글로빈의 저하, 비타민 B12의 저하, 철분의 저

하, 호모시스테인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BMS의 발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13) 알코올 중독, 노인, 채식주의자들에게 이

러한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상적 요소들을 

보충하거나 교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BMS 증상이 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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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도 이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의학적 요인도 BMS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다. Al Quran14)

은 BMS 환자와 일반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신경증과 불안, 

화, 적대성, 우울감, 충동성 등이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De Souza 등15)의 연구에서는 BMS 환자에서 주요우

울장애, 범불안장애, 건강염려증, 암 공포증의 빈도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 Buljan 등16)은 BMS 증상의 정도와 우울과 불안 

증상의 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

견들은 우울과 불안이 말초 수용체로부터 신경 전도를 줄이

거나 늘이며 통증의 지각을 조절한다는 기전과도 부합한다.17)

 BMS는 원인적으로 다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여겨지는 만큼 그 치료적 시도 또한 다양하다. 무작위 임

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s) 결과 국소적인 clonzepam 

도포 즉 경구 약제를 분쇄하여 분말을 혀에 바르는 방법, al-
pha-lipoic aicd, SSRI 등의 항우울제, amisulpride 투약, 인

지행동치료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그 외에도 경험적

으로 capsaicin, lidocaine, anticonvulsant, opioid, benzodia-
zepine 등이 추천된다.18) 특히 최효근 등5)은 BMS 환자에서 

trazodone, paroxetine, clonazepam, gabapentin의 치료 효

과를 비교하였는데, 4주 경과 상에서 paroxetine, clonaze-
pam, gabapentin이 구강 내 불편감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Gabapentin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근병증, 뇌졸중후 통증증후군, 척수

손상 등 다양한 종류의 만성적인 신경병증 통증 조절에 효과

가 입증되어 왔다는 점에서 BMS의 치료로서 고려될 만하다.19) 

Gabapentine의 진통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gabapentin

은 GABA receptor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으나, glutamic acid 

decarboxylase를 활성화시켜 GABA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branched chain amino acid transferase와 경쟁하여 GABA

의 대사를 억제시킴으로써 억제성 아미노산인 GABA의 농

도를 증가시킴으로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

째, Governo 등의 동물실험에 의하면 gabapentine 투여 후 

fMRI상의 thalamus, tegmental area, periaqueductal gray 

matter에서 신호강도가 증가하였는데,22) 활성이 저하된 th-
alamus와 tegmental area의 기능이 gabapentine에 의하여 촉

진됨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증례는 모두 폐경 후 여성으로 우울증을 지니

고 있었으며, 한 증례는 만성적인 음주 문제가 수반되어 있었

다. 이 요인들이 BMS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시한 여러 연구들에 부합하는 소견이다. 항우울

제 투여 기간 동안 치료적 반응이 없었던 BMS의 구강증상

은 gabapentin 300mg/day 투여로 호전되었는데, 이는 우울

증에 BMS가 수반되더라도 항우울제에 의해 BMS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gabapentin의 추가 사용이 치료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증례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구강 

내 불편감을 VAS로 측정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구강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해서는 혀의 감각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둘

째, 타 진료과 자문의뢰와 혈액화학 검사로 다요인을 배제하

고자 하였지만 드문 원인이 되는 전신 질환들을 모두 배제하

지는 못했다. 셋째, gabapentin을 단독 사용하지 않고 항우울

제와 병용하였으며, 용량과 투여기간 등의 요인을 전향적으

로 고려할 수 없었다. 넷째, 우울증의 발생과 경과, 폐경 후 경

과한 기간 및 BMS의 지속기간 등의 임상적 요인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었다. 향후 보완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충분

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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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구강 작열감 증후군(Burning mouth syndrom)은 기질적인 질환 없이 구강이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

이다. 병인으로는 신경병증, 폐경, 영양불균형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의학적으로

는 우울증이 가장 잘 동반된다. 진통소염제, 호르몬제, 항전간제 및 항우울제 등이 치료로 시도되었으나 효과는 

비특이적이다. 이 증례보고는 폐경 후 여성에서 우울증에 동반된 구강 작열감 증후군에 대한 gabapentin의 효

과를 보고한다. 항우울제는 우울증상을 호전시켰지만 구강증상에는 효과가 없었다. Gabapentin을 12주간 하루 

300mg 용량으로 추가 투여 후 구강증상은 주관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폐경 후 여성에서 항우울제로 개

선되지 않는 구강 작열감 증후군 환자에서 gabapentin의 추가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중심 단어：구강 작열감 증후군·Gabapentin·폐경·우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