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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행성 조절계 : 만성 통증에 대한 제어 작용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김민재・강수경・전양현・홍정표・어규식

하행성 억제계란 중뇌, 연수, 뇌교에 존재하는 해부학적 유해수용 조절성 기전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 부위를 전기적으

로 자극을 하면 진통효과가 나타나며, 하행성 억제계의 실패시 지속적인 통증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

불안 같은 질환은 만성 신경병성 통증 상태로 쉽게 진행됨이 밝혀졌다. 이러한 요인들이 만성 신경병성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아마도 하행성 억제계일 가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광범위하게 하행성 억제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민성 대장

증상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높은 불안, 우울 지수가 관찰되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에서, 하행성

억제계에 관여하는 α2 아드레날린성 약물, 아편유사약물들이 만성 통증에 사용될 수 있음을 동물에서 평가 중이다. 아직

신체내에서 얼마나 하행성 억제계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감이 있지만, 여러 감각 신경

기전의 수정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즉 중추신경계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말초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정보의 홍수를 조절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하행성 조절계, 만성 통증, 진통, 유해수용기

1)Ⅰ. 서 론

통증의 인지는 자극이 경험되는 환경에 의해서 크

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통증은 조직 손상에 대한 생

리학적,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연구들을 보면 주로

삼차신경뇌간복합체와 척수 배측각으로 부터 중추신

경계의 고위중추로 전달되는 유해수용성 전달을 제

어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아마도 유해수

용성 전달의 제어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널리 증

명된 것은, 하행성 조절계일 것 이다.1-5)

하행성 조절계는 매우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약효과와 관련된 진통 반응의

신경학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즉, 약물이 아주 탁월

한 진통 효과를 가질 거라는 환자의 믿음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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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뇌피질과 피질하부 구조에 있는 신경의 활성

화 되어, 중뇌와 뇌간에서 기원하는 하행성 조절계 활

성이 조절된다. 예를 들면 치과 공포증으로 불안해하

는 환자는 치과치료에서 통증이 없는 안락한 진료를

받았던 다른 환자에 비해 심한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

이 있다. 반대로, 운동선수 또는 군인이 부상을 당할

경우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예전의 경험, 성격 등은 하행성 조절

계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유해수용성

신경 전달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6)

통증이 신경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신경전달로의 활성을 변조하거나 조절해서

통증 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의 연구를 통해

서 약물(아편유사약물)과 심리학적 방법(위약효과,

최면, 기분전환)이 통증 인지에 영향을 주는 신경계를

조절하여 통증의 인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경생리적 기

전 및 임상적 의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민재・강수경・전양현・홍정표・어규식

216

Ⅱ. 하행성 조절계의 해부학

인체에서 자극에 의한 진통(stimulation-produced

analgesia SPA)은 수관주변회백질(periaqueductal

gray matter PAG)에 있는 중뇌를 자극함으로써 유발

된다. 중뇌의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대뇌수

관(cerebral aqueduct)의 복측이며, 이는 수관주변 회

백질(PAG)의 측방부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뇌와

시상하부의 진통발생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다. 또한, 중뇌는 문복측 연수(rostroventral

medulla RVM), 전두엽으로부터 입력을 받고 있다.

생리적 상태에서 유해한 체성 자극이 조절성 회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아 척수 입력이

통증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문복측 연수(rostroventral medulla RVM)도 유해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위이다. 이는 세로

토닌 함유 대봉선핵(serotonin-containing nucleus

raphe magnus)과 여기에 인접한 망상체가 해당된다.

진통 효과는 수관주변회백질(PAG) 자극과 유사하다.

유해수용반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제3의 부위는

뇌교, 정확히 표현하면 뇌교피개(pontine tegmentum)

의 측방과 배외방 부위이다. 이 부위는 많은 노어아드

레날린성 뉴런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부는 수관주

변회백질(PAG)로 또다른 일부는 문복측 연수(RVM)

로 투사된다.

통증 억제와 관련된 동물 실험을 해보면, 수관주변

회백질(PAG)과 문복측 연수(RVM) 자극 시 척수회

피반사가 억제되는 것으로 보아, 척수로 향하는 하행

성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척수의 배외측 백질(dorsolateral white matter)

에 병소가 존재하면 수관주변회백질(PAG) 혹은 문복

측 연수(RVM)에 의해서 유발되는 척수회피반사억제

가 다시 차단되는 것으로 보아 유해수용반응을 조절

하는 배외측 척수섬유단(dorsolateral funiculus DLF)

에 어떤 경로가 있는 것 같다.7)

Ⅲ. 신경전달물질

하행성으로 투사되는 섬유 말단으로부터 분비되는

다양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삼차신경뇌간복합체와 척

수의 유해수용성 신경이 유해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통증 전달을 억제한다. 노어아드

레날린과 세로토닌은 뇌간에 세포체를 두고 있으면

서 하행성으로 섬유를 투사하는 신경의 말단에서 분

비되는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이다.

척수에 노어아드레날린을 직접 주사하면 유해자극

에 대한 행동 반응이 차단된다. α2 효능제인 클로니

딘을 척수에 직접 적용하면 유해수용성 뉴런이 억제

되고 진통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는 척수 수

준에서 α2 아드레날린성 수용기에 의해서 매개됨을

짐작할 수 있다.

통증 조절에 세로토닌이 관련된다는 근거는 많이

존재한다. 문복측 연수(RVM)에는 척수로 투사되는

많은 세로토닌성 뉴런이 포함된다. 즉 척수에 직접 세

로토닌을 주사하면 통증이 억제된다. 이는 세로토닌

은 척수 시상로 세포를 포함하여 배각의 유해수용성

뉴런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로토닌

길항체에 의해 차단된다.

하행성 조절계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만이 아니라

감각정보를 증폭시키는 신경활성물질도 분비한다. 유

해수용성전달의 촉진을 증진시키는 내인성 물질 중

하나는 다이놀핀(dynorphine)이 바로 그것이다.5) 모

르핀(morphine)과 같이 중추에 작용하는 일부 약물의

진통효과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하행성 조절계를 통

해서 이루어진다. 아편성 수용기는 하행성 전달로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준의 신경세포체에서 발

견된다. 모르핀과 같은 아편유사약물을 수관주변회백

질(PAG) 문복측 연수(RVM)에 극소량으로 주사하면

이들 아편성 수용기를 자극하여 삼차신경뇌간복합체

와 척수로 가는 강력한 억제 경로를 활성화시켜 유해

수용성 정보 전달을 차단한다. 아편성 수용기 길항체

인 날록손(naloxone)을 투여하면 위약 효과나 최면,

침술 등의 진통 효과가 부분적으로 역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진통 효과들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내인

성 아편 유사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5-7)

지금까지 언급된 하행성 억제계의 역할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시냅스성 전달과정의 문턱을 높임으로

써 사소한 정보를 억압시켜 버린다. 둘째로 시냅스성

전달 과정에서 문턱을 높임으로써 중추신경세포의

감수야를 좁혀준다. 이는 시냅스를 이루는 신경섬유

의 수효가 감수야의 주변부에서 유래한 것은 적고 중

심부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로 질이 다른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구심성 섬유가 한 신경세포에

집합하고 있을 때에도 하행성 억제에 의하여 감각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로 하행성 억제는 시냅스전

섬유와 시냅스후 신경에 모두 작용함으로써, 구심성

흥분 전달의 감수성을 저하시켜 전도성 흥분을 감소

시킨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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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상적 발현 가능성

임상적으로 환자의 자극의 강도와 호소되는 통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즉, 비슷

한 손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통증의 강

도는 아주 미약한 것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또한 주관적이며, 이는 경험되

는 통증의 강도가 자극의 강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

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

자면, 제2차세계대전에 군의관으로 참전한 Beecher9)

는 장골이나 복부, 흉부, 또는 두개의 관통 상처, 복합

골절 환자의 4분의 3가량이 통증을 거의 호소하지 않

음을 확인하고 경악하였는데, 이를 두고 강한 정신력

이 통증을 극복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사하게

Carlen10) 등도 제4차 중동전장에서 심한 전상을 입은

많은 병사들이 거의 혹은 전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

음을 관찰하였다. 반면에 비슷한 수준의 손상을 입은

일반 시민들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진료실에서 보면, 일차 구심성 질환을 가진 모든 환

자가 만성 통증으로 이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최근

독일에서 실행된 연구를 종합해보면, 다발성 신경병

증, 포진 후 신경통, 말초 신경 손상 통증 환자에게서,

점상 기계적 통각과민이 나타날 가능성은 각각 9%,

36%, 30%로 나타났다.11) 즉 자발성 신경병성 통증을

지닌 환자의 일부만이 기계적 민감성으로 발전되었

던 것이다.

통증의 지각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는 통증의 감수성에 관한 위약 투여

의 효과이다. Levine12) 등은 매복지치 발거 후 위약

투여 시 통증의 감소를 나타남을 보고하였는데, 통증

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효과적인 투약치료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비록 그 투약이 위약

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통증완

화를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심리적 요

인이 느껴지는 통증의 강도에 대해 큰 영향을 나타내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하행성 조절계가 심리

적 요인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

다.7)

종합해보면, 하행성 억제계는 일상 생활의 무수한

감각정보입력을 일단 척수레벨에서 걸러내어, 생명

유지에 단순한 정보는 상위중추를 거치지 않고 반사

를 일으키고, 생각이 필요한 정보는 대뇌피질로 전달

되어 판단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즉 일상생활의 세세한 자극을 가로막아, 신경계의 안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자기 제어기전이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하행성 억제계의 기능이 원활

하지 않을 경우, 감각정보입력의 대뇌피질로의 상행

이 허용되어, 통증이 쉽게 인식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는 유해자극이 없이도 통증이 인지된다. 만성 통증 진

료실에서 흔히 관찰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시

말해 환자들은 분명한 원인이 없이도 심한 통증을 호

소할 수 있다.

Ⅴ. 결 론

요약하면, 하행성 억제계란 중뇌, 연수, 뇌교에 존

재하는 해부학적 유해수용 조절성 기전을 일컫는 용

어이다. 이들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을 하면 진통효

과가 나타나며, 하행성 억제계의 실패시 지속적인 통

증이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6,13) 또한 우울 불안

같은 질환은 만성 신경병성 통증 상태로 쉽게 진행됨

이 밝혀졌다.14,15) 이러한 요인들이 만성 신경병성 통

증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아마도 하행성 억제계일 가

능성이 있다. 흥미롭게도, 광범위하게 하행성 억제계

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과민성 대장 증상이 호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은 높은 불안, 우

울 지수가 관찰되기도 한다.15,16) 다양한 연구에서, 하

행성 억제계에 관여하는 α2 아드레날린성 약물, 아편

유사약물들이 만성 통증에 사용될 수 있음을 동물에

서 평가 중이다.15,17) 아직 신체내에서 얼마나 하행성

억제계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감이 있지만, 여러 감각 신경 기전의

수정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진다.

즉 중추신경계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말초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정보의 홍수를 조절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

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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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ending Controls: The Self-Regulation of Chronic Pain

Min-Jae Kim, D.D.S.,M.S.D., Soo-Kyung, Kang D.M.D.,M.S.D.Ph.D.,

Yang-Hyun Chun, D.M.D.,M.S.D.,Ph.D. Jung-Pyo Hong, D.M.D.,M.S.D.,Ph.D.,

Q-Schick Auh, D.M.D.,M.S.D.,Ph.D.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The descending control system is composed of a group of structures in the midbrain, medulla oblongata and pons

that form a network of descending inhibitory projections.13) In the clinical setting, it has been shown that the application

of a electrical counterirritant to these structures and diminishes the pain in patients.6,13) Thus, depression and anxiety have

been shown to predict the development of chronic neuropathic pain state.14,15) These factors could influence pain might

also involve descending controls. Interestingly, reduced descending controls are seen in patients with irritable bowel

syndrome and theses patients had greater anxiety, depression compared to controls.15,16) And, the influence of anxiety on

the chronicity of pain and on the descending control pathways should be tested in animal models, using modern

techniques.15,17) Given this Knowledge, it is no wonder that pain is a highly personal experience that is susceptible to a

variety of biologic, pharmacolog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6,8)

Key words: Descending Controls, Chronic Pain, Analgesia, Nocicep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