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093-2952
Journal of Multiple Sclerosis 8(2):34-36, 2017

CASE REPORT

후두신경통 병력을 가진 환자에서 난치성 후두신경통 양상을
보인 상위 경부 척수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 신경과학교실

황윤하 배대웅 한시령 안재영

High Cervical Myelitis Mimicking Intractable Occipital Neuralgia in a Patient with
Previous Occipital Neuralgia
Yoonha Hwang, MD, Dae Woong Bae, MD, Si Ryung Han, MD, PhD, Jae Young A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t. Vincen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won, Korea
ABSTRACT

Occipital neuralgia (ON) has been rarely associated with cervical cord lesions. We report high cervical myelitis mimicking intractable ON in a previous healthy 47-year-old woman with a history of ON.
There was no history of ON in previous reports with high cervical myelitis presented with ON. Our
case supports that cervical myelitis should be considered as a cause of secondary ON when ON is
intractable even if the patient has previously ha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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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신경통은 큰후두신경, 작은후두신경 또는 제3번 후
두신경의 감각 부위에 해당하는 후두부 두피 부위에 편측
또는 양측성으로 돌발적, 전격통 또는 찌르는 통증을 특
징으로 하고 통증 부위에 감각저하나 압통을 동반하기도
한다.1 드물게 후두신경통 또는 후두신경통 유사 통증이
경부 척수에 해면종, 신경매독 또는 척수염과 같은 병변
2-10
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의 약물 치료만으로
잘 조절되던 후두신경통 병력을 가지고 있던 환자에서 신
경차단술로도 조절되지 않는 양상으로 발현된 후두신경
통이 척수염으로 재발한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
고자 한다.

❚증 례
특별한 병력 없이 건강한 47세 여자 환자가 내원 10일

전부터 발생한 좌측 후두 부위에서 두정 부위로 퍼져가
는, 돌발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하거나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visual analogue scale, VAS 9)으로 응급
실에 왔다. 환자는 내원 4년 전, 3년 전에 두 차례 같은 증
상을 겪었으나 낮은 정도의 통증 (VAS 6)으로 Carbamazepine, Neurontine 약물 치료만으로 잘 조절되어 8주 이내
통증 재발없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였다. 신경병증성 통증
이 발생하기 3일 전 좌측 후두 부위에 욱씬거리는 듯한
통증이 있어 당시 응급실에 방문하여 비스테로이드 소염
제 치료 후 다소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으나, 돌발적
으로 지속되는 새로운 신경통증성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
실을 재방문하였다. 신체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에서 통증
부위에 피부 병변이나 감각저하는 관찰되지 않았고, 압통
도 유발되지 않았다. 그 외 보행장애, 소변장애, 근력저하,
감각 이상은 없었다. Carbamazepine (600 mg), Neuro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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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mg),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약물 치료를 일주일간
유지한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아 후두신경차
단술을 시행하였지만 증상의 호전은 미미하였다(VAS 7).
경부 척수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에서 경
수 1번에서 2번에 걸친 척수병변을 확인하였다(Fig. 1-A,
B). 가로 영상에서는 비대칭성이며, 중심성 및 뒤가쪽에
병변을 보였으며 조영 증강은 명확하지 않았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압력은 10 cm H2o, 백혈구는 보이지 않았고, 포
도당 단백질은 정상 수치였다. 그 외 IgG index, 항핵항체,
루프스 항응고인자,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매독 선별검
사, 비타민 B12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항aquaporin-4 항체
는 검출되지 않았다. 고용량 정맥 내 스테로이드 치료
(methylpredinosolone 1 g/day)를 5일간 계획으로 시작하였
으며, 치료를 시작한 지 3일째에 통증은 VAS 4로 감소하
였으며, 경구 요법으로 2주간 서서히 감량하는 동안 통증
은 소실되었다. 이후 4주간에 걸쳐 통증 경감을 위한 다른
경구 약제들도 감량하였으나 통증의 재발은 없었고, 증상
발생 8주 후 추적 MRI에서는 경부 척수 병변도 소실되었
다(Fig. 1-C, D).

통증이 편측 또는 양측이거나 B) 통증 부위는 큰후두신
경, 작은후두신경 그리고/또는 제3번후두신경의 영역에
위치 C) 통증의 특징 중 수초에서 수분까지 지속되는 돌
발발작의 반복, 심한 강도, 쏘이고 찌르거나 날카로운 양

A

B

C

D

❚고 찰
후두신경통이라는 용어는 1821년에 처음 기술되었으
며, 주로 후두신경의 지배영역에 특징적인 통증을 지칭하
고 있다. 국제두통학회 기준에 따르면, 후두신경통은 A)

Figure 1. (A) Initial sagittal T2-weighted MRI reveals a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at C1 and C2 level. (B) Initial axial T2-weighted MRI
reveals lesion in postero-lateral area at C2 level. (D) and (E) Follow-up
MRI shows remission of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in previous MRI.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1. High cervical cord inflammatory lesions mimicking occipital neuralgia
Case
number

Underlying disease
Occipital
of cord lesion
headache onset of
age (y)/sex
66/M
Postvaccination
55/F
Idiopathic

Author (y)

3

1
2

Boes (2005)
9
Nikakis et al (2006)

3
4

Goicochea et al (2008)
7
De Santi et al (2009)

5
6
7
8
9
10
11

Hayashi et al (2017)

12
13

Hayashi et al (2017)
Present case

4

History of
headache

Affected lesions in Response to high
MRI at the level of dose intravenous
corticosteroid
the spine
Normal/54 mg/dL
C2 (central)
N.A.
Normal/normal
C2
Yes
(right posterolateral)
N.A.
C2
N.A.
N.A.
C2
Yes

Cell counts/protein
levels in the CSF

N.A.
N.A.

63/M
49/F

Idiopathic
MS

De Santi et al (2009)
7
De Santi et al (2009)
2
Choi et al (2014)
8
Kim et al (2014)
6
He et al (2016)
Hayashi et al (2017)5

7

40/F
67/F
33/M
40/F
28/M
68/F

MS
MS
NMOSD
Idiopathic
Idiopathic
NMOSD

No
Yes (tension
type headache)
No
No
No
No
No
No

5

55/F

NMOSD

No

N.A.

5

55/F
47/F

NMOSD
Idiopathic

No
Yes (occipital
neuralgia)

18/μL/122 mg/dL
Normal/normal

N.A.
N.A.
N.A.
Normal/normal
Normal/normal
3/μL/41 mg/dL

C2‐C3
C2‐C3
C1‐C5
C1‐C2
C2
Medulla‐C3
(posterior)
C1‐C2
(left posterolateral)
C1‐C3 (posterior)
C1‐C2
(left posterolateral)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M, male; F, female; y, years; CSF, cerebrospinal fluid;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N.A., not available; MS, multiple sclerosis; NMOSD, 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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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세가지 중 두 가지, D) 두피 그리고/또는 머리카락의
무해한 자극에 의한 이상감각 그리고/또는 무해자극 통증
이 발생하고, 침범된 신경분지의 압통이 있거나 큰후두신
경이 나오는 부분이나, C2 신경영역에 유발점이 있으며,
E) 통증이 국소마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F)
1
다른 ICHD-3 진단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다. 본
증례는 D, E에 만족하지 않아 진단적 기준에 맞지 않았지
만 통증의 양상은 같고 강도만 이전과 달리 훨씬 심하며
임상적으로 후두신경통 이외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
경학적 소견은 없었다. 큰후두신경은 C2 척수신경의 등쪽
신경가지의 감각 내측 분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C2 등
쪽신경뿌리진입부의 병변이 있을 경우 유사한 통증을 일
으킬 수 있다.8 따라서 병변의 위치에 따라 중심성 척수병
6
변인 경우에는 양측성 후두신경통증도 보고된 바 있다.
후두신경의 병리에서 발생하는 후두신경통의 경우 신경
차단술에 의해 통증이 경감되는 임상적 특징과 달리 통증
의 원인이 후두신경의 근위부에 위치하고 있는 증례의 경
우 신경차단술에도 통증의 경감이 뚜렷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증이 소실된 후 시행한 추적 MRI
상에서 병변의 소실은 더욱 척수병변이 후두신경통 유사
통증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후두신경통과 연관된 척수염 증례는 병변의 위치적 특
징상 모두 상위 척수병변을 보이나, 상위 척수병변을 특
징으로 하는 시신경척수염에서 후두신경통증의 보고는
흔하지 않고, 증례는 상위척수염을 제외하고 시신경척수
염범주질환를 시사하는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증례
를 포함하여 기존에 보고된 척수염과 관련된 후두신경통
증은 총 13명으로 특발성 5예, 다발성경화증 3예, 예방접
종후척수염 1례,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4예로 다양한 원
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 다른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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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는 한 증례만 보고될 정도로
드물며,8 더욱이 이전의 후두신경통을 가지고 있던 환자
에서 난치성 후두신경통을 보인 환자는 없다. 기존의 후
두신경통 병력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통증
의 치료가 신경차단술에서도 증상의 경감의 효과가 없다
면 이차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척수 MRI 검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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