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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통증 문제를 관리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시

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상

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의는 정상적인 

기능에 한 제 로 된 이해 없이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든 임상의가 알아야 할 필

요가 있다. 환자가 어떤 형태의 기능이상을 의원에 보고했을 

때 임상의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

야 하지만 정상적인 기능에 한 완벽한 이해 없이는 성공적

인 치료를 기 할 수 없다. 통증장애의 치료는 너무 복잡해

서 ‘요리책’과 같이 간단한 지침서로 만들 수가 없다. 각 환

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상의는 시스템

의 고유한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통증을 처리하는 과정은 변환

(transduction), 전도(conduction), 전달(transmission), 인

지(perception)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 네 가지 

과정은 모두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신

경조직망에서 일어난다. 말초조직의 변환(transduction) 단

계를 시작으로 뇌피질이 통증을 최종 인식(perception)하

는 단계까지 복잡하고 통합된 신경 경로가 있다.

이 장에서는 복잡한 신경망의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에 

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신경의 구조

신경(Nerves)

신경은 전기적 ․ 화학적 임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끈 모양

(cordlike)의 구조물이다. 신경외막(epineurium)이라 불리는 

결합조직 수초가 신경섬유다발을 둘러싸고, 각각의 다발은 각

자의 결합조직 수초인 신경주위막(perineurium)이 둘러싼다. 

각 신경섬유다발 안에는 신경섬유가 신경내막(endoneurium)

이라 불리는 간질성 결합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다(그림 2-1).

개별 신경섬유는 축삭원형질(axoplasm)이라고 불리는 신경 

원형질 기질 안에 위치한 신경섬유속(neurofibrils)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삭초(axolemma)라 불리는 얇은 원형질막

으로 둘러싸여 있다. 각 말초신경섬유는 신경초(neurolemma: 

일차 수초 또는 Schwann 수초)라고 불리는 세포성 신경조직 

수초가 둘러싼다. 그중 일부는 미엘린 수초(myelin sheath: 

medullary sheath 또는 Schwann 백질)라고 불리는 지방성 신

경조직층을 가지고 있다. 미엘린 수초를 가진 섬유는 소위 백

색 신경을 형성하고, 미엘린 수초가 없는 섬유는 회색 신경을 

형성한다. 랑비에 결절(nodes of Ranvier)이라 불리는 협착 

부위는 수초 신경에 약 1mm 간격으로 존재한다. 결절 부위

에는 미엘린 수초가 없기 때문에 신경초만 신경섬유를 둘러

싼다. 중추신경계 내의 신경에는 신경초가 없다. 백질에 위

치한 신경섬유는 미엘린 수초가 있고, 회백질에 있는 신경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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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신경섬유는 신경섬유다발을 둘러싸는 신경외막(epineurium)

이라 불리는 결합조직 수초와, 각각의 신경다발을 둘러싸는 신경주위

막(perineurium)이라 불리는 결합조직 수초로 구성된다. 각 다발 안에

서 신경섬유는 신경내막(endoneurium)이라 불리는 간질성 결합조직

으로 분리된다.

그림 2-2. 말초신경세포의 구조.

유에는 미엘린 수초가 없다.

신경섬유의 수초화는 신경세포의 휴지기와 활동기 전위에 

영향을 준다. 수초는 절연체로 작용하므로 전달 중인 임펄스

의 활동 전위는 랑비에 결절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임펄스

는 결절에서 결절로 전달되어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1 수초화는 섬유의 전도 속도를 증

가시킨다. 일차 삼차신경세포의 미세구조는 전자현미경 기

술을 통해 잘 설명되어 있다.2

신경세포[Neurons (nerve cells)]

신경계의 구조적 단위는 신경세포(nerve cell 또는 neuron)

이다.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nerve cell body(perikaryon)]

라 불리는 원형질(protoplasm)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형의 핵(karyon)과 하나 이상의 돌기가 있다.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위치하고 중추신경계의 회백질에서 발견된다. 중추

신경계 바깥에서 발견되는 신경세포체는 신경절(ganglia)에 

모여 있다. 중추신경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할 때 쓰이는 

핵(nucleus)이라는 용어는 특정 신경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경세포 그룹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신경세포체로부터 

나온 원형질 돌기는 수상돌기(dendrite)와 축삭(axon)이라고 

불린다(그림 2-2). 수상돌기(그리스어로 나무라는 뜻의 den-

dron에서 유래)는 신경세포체를 향해 임펄스를 전달하는 나뭇

가지 모양의 돌기이다. 축삭(그리스어로 축을 의미하는 axon

에서 유래) 또는 axis-cylinder는 신경세포체에서 연장된 세

포질로 신경섬유의 필수적인 전도 과정을 담당한다. 

축삭의 수에 따라 신경세포를 단극(unipolar), 양극(bipolar), 

다극(multipolar)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초 감각신경세포

는 단극세포이다. 1개의 축삭이 후근신경절에 위치한 신경

세포체를 빠져나와 두 부분으로 분지한다. 말초 쪽 가지는 

감각수용기에서 끝나고, 중추 쪽 가지는 신경근을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의 회백질에서 끝난다. 

신경세포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다른 용어로 불린다. 구심

신경세포(afferent neuron)는 중추신경계를 향해 신경 임펄

스를 보내는 반면, 원심신경세포(efferent neuron)는 말초를 

향해 신경 임펄스를 보낸다. 사이신경세포(interneuron 또는 

internuncial neuron)는 전부 중추신경계 내에 존재한다. 감

각 또는 수용기 신경세포의 형태는 구심성이며 수용기관으

로부터 임펄스를 받아 전달한다. 첫 번째 감각신경세포를 일

차신경세포(primary 또는 first-order neuron)라고 하며, 

중추신경계 외부의 말초 구조물에 위치한다. 이차 및 삼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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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경세포는 사이신경세포이며 모두 중추신경계 내에 존재

한다. 운동신경세포(motoneuron)는 중추신경계의 임펄스를 

표적 기관으로 전달하는 원심신경세포이다. 표적 기관이 근육

이면 수축을 일으키고, 표적 기관이 선(gland)일 때는 분비 효

과를 유발한다. 신경절이전신경세포(preganglionic neuron)는 

신경세포체가 중추신경계에 위치하며, 자율신경절에서 끝나

는 원심성 자율신경세포(autonomic efferent neuron)다. 

신경절이후신경세포(postganglionic neuron)는 신경세포체

가 자율신경절에 위치하며, 말초에서 끝나는 세포이다. 

신경 임펄스는 두 신경세포의 돌기가 근접해 있는 시냅스 

접합부(synaptic junction) 또는 시냅스(synapse)에서만 하

나의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모든 구심성 

시냅스는 중추신경계의 회백질 내에 위치한다. 정상적으로 

중추신경계 외부에서 시냅스를 이루는 것은 신경절이전 및 

신경절이후 원심성 자율신경섬유가 유일하며, 이 시냅스는 자

율신경절에 위치한다. 이것은 감각신경섬유(sensory fiber) 

사이에 해부학적인 말초 연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연결은 중추신경계에서만 이루어지며, 말초에서 하나의 섬유

에서 다른 섬유로 감각 임펄스가 전달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인위적이거나 잘못된 말초 시냅스를 전기시냅스(ephapse)라

고 하며,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3

아교세포(Glial cell)

신경세포 외에도 중추신경계 안팎으로 신경 입력을 전달하는 

아교세포(glial cell)가 있다. 그리스어로 glia라는 단어는 접

착제를 의미한다. 수년간 아교세포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수초

를 형성하며 뇌의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비신경세포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아교세포가 인접한 신경세포

의 신경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아교세포에는 위성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 

별아교세포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위성아교세포(satellite 

glia)는 중추신경계 외부에서 발견되며, 말초신경이나 기타 

조직과 관련이 있다. 미세아교세포(microglia)와 별아교세

포(astrocyte)는 척수 후각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내에서 발견

된다. 아교세포는 신경 흥분성을 증가시켜 상 ․ 하행성 신경 

활성을 조절하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급 ․ 만
성통증에서 아교세포의 역할은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기능적 신경해부학 

중추신경계 외부 조직의 정보는 중추신경계로 전달되고, 해

석과 평가를 위해 뇌간 및 피질의 고위중추로 전달된다. 정보

를 평가한 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중추는 원하

는 행동을 하도록 임펄스를 척수로 보내고 말초 쪽 원심성 기관

으로 전달한다. 일차 구심신경세포는 감각수용기로부터 자극

을 받는다. 이 임펄스는 일차 구심신경세포에 의해 후근(dorsal 

root)을 경유하여 중추신경계로 옮겨져 척수 후각(dorsal horn)

에서 이차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모든 일차 구심신경세

포의 신경세포체는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에 위치

한다. 그다음, 임펄스는 이차신경세포를 통해 척수를 가로질러 

고위중추로 올라가는 전외측척수시상로(anterolateral spi-

nothalamic tract)로 전달된다. 이 임펄스가 시상과 피질로 전

달되는 데 관여하는 여러 개의 사이신경세포(3, 4차 등)가 존

재할 수 있다. 또한 후각에는 일차와 이차신경세포는 시냅스를 

형성할 때 임펄스에 관여하는 아주 작은 사이신경세포도 있다. 

이런 신경세포 중 일부는 근육과 같은 원심성 기관을 자극하기 

위해 전근(ventral root)을 경유해 중추신경계 밖으로 향하는 

원심신경세포와 직접 시냅스를 형성할 수도 있다(그림 2-3).

몇몇 신경회로는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감각수용기의 

임펄스가 일차 구심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되어 중추신경계에 

있는 사이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이 사이신경세포는 바

로 원심운동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형성하고, 임펄스는 중추

신경계 밖으로 나와 근육과 같은 원심성 기관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자극 후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회로를 반사궁(reflex arc)이라고 한다. 뒤에서 다시 논

의하겠지만 부분의 반사궁 또는 신경회로는 이보다 훨씬 복

잡하며, 때로는 방 한 수의 사이신경세포를 포함한다.

감각수용기(Sensory receptors)

구심(감각)신경의 종말에는 물리적 ․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

는 특수 감각수용기가 있다. 이 수용기를 제 로 자극하면 

일차 구심신경세포에서 임펄스가 생성되어 중추신경계로 전

달된다. 감각수용기는 특정 유형의 자극에 특이적이며, 외수

용기(exteroceptors), 고유감각수용기(proprioceptors) 및 

내수용기(interoceptors)로 분류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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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말초신경에서 척수로의 신경전달 도해. 일차신경세포(일차 구심성)는 이차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루며 후각

(dorsal horn)으로 입력을 전달한다. 이차신경세포는 교차하여 고위중추로 올라간다. 작은 사이신경세포들은 일차 구심

신경세포와 일차 운동(원심성)신경세포를 연결하여 반사궁(reflex arc)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은 일차 구심신경세포의 세포체를 포함한다. 

외수용기(Exteroceptors)

외수용기(exteroceptor)는 직접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자

극을 받고, 개체의 주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

고 배치된 감각수용기이다. 이들은 피부와 점막(외피)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의 임펄

스는 의식 수준에서 감지된다.

외수용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그림 2-4).

① 메르켈 말단: 혀와 구강점막의 점막하에 있는 촉각수용기

② 마이스너 소체: 피부에 있는 촉각수용기 

③ 루피니 소체: 압력수용기와 온각수용기 

④ 크라우제 소체 또는 종말근: 냉각수용기 

⑤ 자유신경종말: 표면 통증과 촉각을 인지하는 수용기

고유감각수용기(Proprioceptors)

고유감각수용기(proprioceptor)는 신체의 존재, 위치 및 

움직임에 관한 근골격계의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수용기이

다. 이들은 주로 자율 기능에 관여한다. 고유감각수용기로부

터 전도된 감각은 부분 의식하 수준이지만, 자발적으로 의

식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고유감각수용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근방추(muscle spindle): 골격근 섬유 사이에서 발견

되는 기계수용기로 근육의 수동적 신장에 반응하여 근

육의 길이에 한 신호를 보낸다.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근신장반사(myotatic reflex)를 통해 근육의 긴장성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2-5).

② 골지건기관(Golgi tendon organ): 근육의 힘줄에 위치

한 기계수용기로 수축과 신장에서 모두 근육의 긴장에 

관한 신호를 보낸다. 이 수용기는 근방추와 함께 작용

하여 근긴장과 역신장반사(inverse stretch reflexes)

를 조절한다. 또한 통각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③ 파치니 소체(Pacinian corpuscle): 압력 인식에 관여하

는 수용기 

④ 치주인  기계수용기: 생역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기 

⑤ 자유신경종말: 심부체성통증과 기타 감각을 감지하는 

수용기 

내수용기(Interoceptors)

내수용기(interoceptors)는 내장 기관(공급 시스템)에 위

치해 임펄스를 전달하는 감각수용기이다. 부분 신체의 불

수의적 기능에 관여하며 의식하 수준에서 발생한다.

내수용기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파치니 소체(Pacinian corpuscle): 압력 인식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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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자극을 받아 일차 구심신경세포에 특정 

신경 입력을 생성하는 여러 유형의 감각수용기(외

수용기).

그림 2-5. 근방추는 골격근에서 발견되는 고유감

각수용기의 한 종류로서 근육의 길이를 감지한다. 

골지건기관은 힘줄에서 발견되며 근긴장을 감지

한다. (Thibodeau와 Patton5의 승인하에 전재)

② 자유신경종말: 내장통증 및 기타 감각 인식

통각수용기(Nociceptors)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유신경종말은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견된다. 이 수용기는 조직손상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각수용기(nociceptor)라고 부른다(그림 2-6). 통각수용기

가 담당하는 조직 영역을 수용야(receptive field)라고 한다. 

다른 유형의 피부수용기와는 달리 통각수용기는 기계적, 열, 

냉 및 화학적 자극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6 따라서 통각수용기를 다형성(polymodal) 수용기

로 볼 수 있다. 통각수용기에 한 초기 연구는 열 및 기계적 

자극만 조사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통각수용기가 밝혀

졌으며, C-섬유 기계열 민감(C-fiber mechnoheat-sensi-

tive; CMH) 통각수용기와 A-섬유 기계열 민감(A-fiber 

mechanoheat-sensitive; AMH) 통각수용기가 그것이다. 

CMH 통각수용기는 흔히 피부 조직에서 발견되고 충분한 자

극을 받으면 작열통(burning pain)을 유발한다. 사람에게서 

CMH의 수용야는 약 100mm이다.7 그러나 여러 수용야가 서

로 중첩되므로 특정 영역에는 하나 이상의 통각수용기가 존

재한다. 또한 CMH 통각수용기는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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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통각수용 입력을 시작하고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자유신

경종말.

그림 2-7. 신경벽신경(nervi nervorum)은 신경을 지지하는 신경초와

관련 모세혈관에 분포하는 주 신경에서 분지된 작은 신경섬유이다.

다형성(polymodal)의 특징을 나타낸다.8 AMH 통각수용기

는 찌르는 듯한 통증, 날카롭거나 쑤시는 듯한 통증을 유발

한다. 일반적으로 A-섬유 통각수용기는 C-섬유 통각수용

기가 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 강력하다. 앞서 특정 통증감각

을 묘사했지만, 추가 연구에 따르면 통증감각이 이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하에서 CMH와 AMH 

통각수용기들은 유사한 통증감각을 유발할 수 있다. 

특정 일차 통각수용기의 수용야를 찾는 데 전기생리학적 연

구가 사용되었다.9 이러한 연구는 피부에 압력(기계적) 자극을 

가해 통각수용기의 수용야를 식별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통

각수용기를 기계적으로 민감한 구심신경섬유(mechanically 

sensitive afferents; MSAs)이라고 부른다. 추가 연구에서

는 피부를 꼬집어도 활성화되지 않는 특정 통각수용기가 있

음이 밝혀졌다.10 이러한 유형의 통각수용기를 기계적으로 둔

감한 구심신경섬유(mechanically insensitive afferents; 

MIAs)라고 부르며, 때로는 침묵 통각수용기(silent noci-

ceptor)라고도 한다. 정의상 이러한 섬유는 기계적 역치가 높

아 기계적 수용야를 찾는 것이 어렵다. A-델타 통각수용기

의 약 50%와 C-섬유 통각수용기의 30%가 둔감한 구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11 이러한 침묵 통각수용기는 조직손상이 있

을 때 활성화되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는 통증자극 입력을 

추가한다.12

신경도 자체적인 통각수용기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말초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결합조직 수초에는 신경벽신경(nervi 

nervorum)이라 불리는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하며, 잠재적으

로 통각 기능이 있다(그림 2-7). 신경벽신경은 신경혈관다

발과 함께 신경줄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13-15 신경벽

신경 때문에 말초신경도 관절, 근육 및 인 와 유사한 방식

으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정 통증 상태에서 이 역할

들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특화된 수용기와 반사들(Specialized re-

ceptors and reflexes)

보다 고도로 특화된 수용기 기관들은 복잡하고, 특정 유

형의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경근수용기

(neuromuscular receptor) 또는 근방추(muscle spindle)는 

근육 길이를 감지하기 위해 단일시냅스반사를 포함한 독자

적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지배한다. 근육의 수동적 신장

으로 근방추가 늘어나면 반사적인 수축이 일어난다. 근방추

는 중력에 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굴근과 신근의 반사 및 

자발적인 근육 수축 중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골지건기관(Golgi tendon organs)이라고 불리는 신경건

수용기(neurotendinous receptor)는 힘줄의 신장과 근육의 

수축에 반응한다. 이 수용기가 자극을 받으면 근육이 파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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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통각수용 반사(nociceptive reflex)는 예기치 않게 단단한 물체를 씹었을 때 활성화한다. 유해자극을 받은 치아와 치주인대로부터 시작된

다. 구심신경섬유는 삼차신경척수로핵으로 임펄스를 전달한다. 구심신경세포는 흥분성 ․억제성 사이신경세포를 모두 자극한다. 사이신경세포는 삼

차신경 운동핵에 위치한 원심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억제성 사이신경세포는 거상근과 연결된 원심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루고, 수축을 중단하

라는 정보를 전달한다. 흥분성 사이신경세포는 하악 하체근(jaw-depressing muscle)을 자극하는 원심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수축하라는 정

보를 전달하여 유해자극으로부터 치아를 떨어뜨린다. (Okeson18의 승인하에 전재) 

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수축을 제한하는 억

제 반사가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반사 기전을 통각수용 반

사(nociceptive reflex)라고 하며, 굴근 수축과 신근 억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다시냅스성(polysynaptic) 과정으로서 결

과적으로 자극을 회피하도록 한다(그림 2-8).16,17

근육이 최 한 신장되었을 때 골지건기관의 자극은 수축

을 멈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사를 유도한다. 이러한 유

형의 반사를 근신장반사(myotatic reflex) 또는 역신장반사

(inverse stretch reflex)라고 한다(그림 2-9). 근육이 정상

적인 안정 시 길이를 유지하려면 이 반사활동을 유발하는 근

육의 간헐적인 신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런 반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면, 근육이 

기능적으로 짧아지는 근경축(muscular contracture)이 일

어날 수 있다.19 예를 들어, 하품과 같은 단순한 행동으로 거

상근은 길어지고 역신장반사가 일어나 최  개구량을 유지

할 수 있다. 만약 하악골 골절 등의 이유로 하악이 폐구 상태

로 고정되면 거상근은 기능적으로 짧아지며, 고정을 제거한 

후에도 최 로 개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

려고 시도하면 거상근이 길어지면서 골지건기관을 자극해 

역신장반사를 유도하고, 언젠가는 근육의 원래 기능적 길이

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현상은 무치악 환자의 외

익돌근에서도 발견된다. 완전한 자연치열을 가진 사람이 치

아를 최 로 교합시킬 때 외익돌근 하두는 완전히 늘어나 정

상적인 기능적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치를 사용

하는 경우에 의치 하방의 연조직 탄력성이 (폐구근의) 완전

한 수축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써 외익돌근 하두의 

근경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점차적으로 하악을 전돌시키

게 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수용기는 자유신경종말(free nerve 

ending)이라고 불리는 캡슐화하지 않은 축삭(axon)의 가지

이다(그림 2-6 참조). 이러한 신경종말은 특히 피부, 점막, 

치주조직에서 치 한 망을 형성한다. 이보다 깊은 조직에서

는 망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치 하지도 않다. 자유신경종말

은 분명히 통각(nociception) ․ 통증과 관련된 수용기로 알려

져 있지만, 단순히 통증에만 특이적이지는 않다. 

자유신경종말 수용기는 압력과 같은 기계적 자극, 열과 같

은 열 자극 또는 조직손상 후 방출되는 물질에 의한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다.20 신경섬유 자체도 자유신경종말

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며, 유발되는 반응이 수용기에서 시작

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유신경종말이 유해자극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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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 근신장반사(myotatic re-

flex) 또는 역신장반사(inverse stretch re-

flex)는 작은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턱에 하

방으로의 힘을 갑자기 가할 때 활성화한다. 

그 결과 거상근(교근)이 수축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신장을 방지하고 종종 

하악이 교합되도록 거상시킨다. (b) 경로는 

다음과 같다. 근방추의 갑작스러운 신장은 

근방추에서의 구심성 출력을 증가시킨다. 

구심자극(afferent impulse)은 삼차신경 중

뇌핵을 거쳐 뇌간으로 간다. 구심섬유는 삼

차신경 운동핵에서 신장된 거상근의 방추외

근섬유로 직접 연결되는 알파 원심운동신

경세포와 연접한다. 반사정보가 방추외근섬

유로 보내지고 수축한다. 감마 원심섬유에 

주목하자. 이들에 대한 자극은 근방추의 방

추내근섬유를 수축시켜 갑작스러운 신장에 

대해 근방추를 민감하게 만든다. (Okeson18

의 승인하에 전재)

a

b

에 필수적이지 않다. 

심내막을 포함한 모든 혈관성 조직에는 end-net이라고 

불리는 유수신경섬유에서 파생된 감각수용기 망이 관련되어 

있다.21 이러한 수용기는 혈관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제공

한다. 

일차신경세포(First-order neurons)

각각의 감각수용기는 임펄스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구

심신경세포에 부착되어 있다. 중추신경계에 최초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일차신경세포(first-order neuron) 또는 일

차 구심신경세포(primary afferent neuron)라고 불린다. 일

차신경세포의 축삭은 두께가 다양하다. 신경섬유의 직경과 

전도 속도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22-24 굵은

신경섬유는 가는신경섬유보다 더 빠르게 자극을 전도한다. 

일반적인 신경세포의 분류에서는 굵은신경섬유와 가는신경

섬유를 나누고, 굵은신경섬유를 A-섬유, 가는신경섬유를 

C-섬유라고 한다. A-섬유는 직경에 따라 다시 알파(α), 베타

(β), 감마(γ) 및 델타(δ)로 나뉜다. 이러한 관계는 표 2-1에 

요약되어 있다.25 

일반적으로 섬유의 크기와 전달되는 임펄스의 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빠르게 전도하는 알파, 베타, 

감마 섬유는 촉각과 고유수용성 반응을 유도하는 임펄스를 

전달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각(nociception)은 전달하지 않는

다. 통각은 A-델타 섬유와 C-섬유가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통각에만 특이적이지는 않다. 

피부의 통증감각에는 빠르게 느껴지는 찌르는 듯한(pricking) 

통증과 약간 지연되는 둔하고 아픈(dull, aching), 때로는 타

는 듯한(burning) 통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감각은 

서로 다른 섬유, 즉 찌르는 듯한 통증은 A-델타 섬유가, 둔하

고 쑤시는 듯한 통증은 C-섬유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6 

그러나 A-델타 섬유는 촉각, 온각, 냉각의 전도에도 관여하

며 C-섬유는 가려움, 온각, 냉각의 전도에 관여한다.27-29 

세 가지 유형의 구심신경세포가 중추신경계에 통각수용 

입력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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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섬유 직경 속도

A형 섬유

   알파(α) 섬유 13~20μm 70~120m/s

   베타(β) 섬유  6~13μm 40~70m/s

   감마(γ) 섬유 3~8μm 15~40m/s

   델타(δ) 섬유 1~5μm 5~15m/s

C형 섬유 0.5~1μm 0.5~2m/s

표 2-1. 신경세포의 일반적인 분류

① 열기계 구심신경세포(mechanothermal efferent)는 

주로 12~18m/s의 속도로 자극을 전도하고 강렬한 열

적 및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A-델타 섬유이다. 이들

은 영장류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인 고도의 식별능을 가

지고 있다. 

② 고역치 기계수용성 구심성(high-threshold mecha-

noreceptive afferent)은 부분 A-델타 섬유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포유류에서 강렬한 기계적 자극에 반

응한다. 그러나 통증유발물질(algogenic substance) 

물질이나 반복적인 유해자극에 의해 감작되면 유해한 

열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다(제4장 참조).

③ 다형성 구심성(polymodal afferent)은 훨씬 더 느린 

0.5m/s의 전도 속도를 갖는 C-섬유이다. 이들은 모든 

포유류에서 기계적, 열적, 화학적 자극에 반응한다. 이 

속도로 임펄스가 엄지발가락에서 척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이다. 

세 가지 구심신경세포 중 일반적으로 열기계 A-델타 섬유

와 C-섬유 구심성만이 유해한 열 자극에 반응한다.30,31

이차신경세포(Second-order neurons)

일차 구심신경세포는 임펄스를 중추로 전달하고 이차신경

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이차신경세포는 임펄스를 고위중추

로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신경세포(transmission neuron)라

고 불린다. 일차 구심신경세포와 이차신경세포의 시냅스는 

척수 후각(dorsal horn)에서 이루어진다. 삼차신경계의 해

부학에 해서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임펄스를 고위중추로 전달하는 이차신경세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0,32 이 신경세포는 주로 

전달하는 임펄스의 유형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저역치 기계

민감성(low-threshold mechanosensitive; LTM) 신경세포

는 가벼운 촉각, 압력 및 고유수용감각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다. 통각수용 특이(nociceptive-specific; NS) 신경세포는 

유해자극과 관련된 임펄스만을 전달한다. 세 번째 유형의 이

차신경세포는 광범위 역동성(wide dynamic range; WDR) 

신경세포라고 불린다. 이 신경세포는 무해성에서 유해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강도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저역치 기계민감성 신경세포는 통각수

용의 전달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통각수용은 주로 

통각수용 특이 및 광범위 역동성 신경세포가 전달한다. 

척수 후각은 서로 다른 층 또는 층판(lamina)으로 세분화

한다.33-35 후각의 깊이에 따라서 층판은 Ⅰ~Ⅵ의 번호가 매

겨지며, 층판 Ⅰ이 가장 표면에, 층판 Ⅵ이 가장 깊은 곳에 있

다(그림 2-10).20 연구에 따르면 유해자극은 A-델타 신경

세포를 따라 후각으로 들어가 층판 Ⅰ, Ⅴ에서 끝난다.36,37 

C-섬유는 층판 Ⅰ, Ⅱ, Ⅲ 및 Ⅴ에서 끝난다. 베타 섬유는 층

판 Ⅲ, Ⅳ에 집중되어 있다.

후각 안에는 다른 사이신경세포나 상행성 신경세포로 임펄

스를 전달하는 사이신경세포가 있다. 이 신경세포는 억제성 

또는 흥분성 중 하나이다. 즉 어떤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 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신경세포를 억제성 신경세포(inhibitory neuron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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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척수의 단면. 척수 회백질 Ⅰ에서 

Ⅹ까지의 해부학적 층판을 나타낸다. 일차 

구심신경세포는 후근(dorsal root)을 통해 

후각(dorsal horn)으로 들어가 층판 중 하

나에서 이차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이룬다. 

이차신경세포는 척수를 가로질러 흰색 기

둥에 있는 상행성 감각 전외측척수시상로

(anterolateral spinothalamic tract; ALS)

로 들어가 고위중추로 임펄스를 전달한다.

한다. 다른 사이신경세포는 흥분하면 시냅스 하는 신경세포

의 활동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신경세포를 흥분성 신경세포

(excitatory neuron)라고 한다. 층판 Ⅱ, Ⅲ에는 이런 사이신

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고, 이 영역을 교양질(substantia ge-

latinosa)이라고 한다.

일차신경세포에서 임펄스가 전달되면, 부분의 이차신

경세포는 척수의 반 편으로 교차하여 전외측척수시상로

(anterolateral spinothalamic tract)를 통해 고위충추로 올

라간다. 그러나 이차신경세포 중 일부는 같은 쪽의 후주(dorsal 

column)에 남아 섬유띠로(lemniscal system)를 통하여 올

라간다. 이 신경세포는 연수(medulla) 수준에서 반 편으로 

교차한다. 후주-섬유띠로(dorsal column lemniscal sys-

tem)는 뇌에 30~110m/s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는 큰 유수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전외측계(anterolateral sys-

tem)는 최  40m/s 내의 속도로 신호를 전달하는 훨씬 작은 

유수 및 무수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이 두 시스템이 전달할 수 있는 감각 정보의 

유형을 특징짓는다. 후주-섬유띠로(dorsal column lemnis-

cal system)는 환경 변화에 해 근골격계가 즉각적으로 반

응하는 데 필요한 촉각, 압력, 진동, 고유수용성 정보를 빠르

게 전달한다. 전외측계는 좀 더 느린 속도로 임펄스를 전달

하지만 통증, 온각, 냉각 및 거친 촉각(crude tactile)과 같

이 훨씬 광범위한 감각 정보를 전달한다.38 

통증자극은 주로 전외측계에 의해 전달되며, 이는 다시 

신척수시상로(neospinothalamic tract)와 고척수시상로

(paleospinothalamic tract)로 나뉜다. 신척수시상로는 A-델

타 통증자극을 직접 고위중추로 전달한다. 고척수시상로는 주

로 더 느린 C-섬유 통증자극을 전달하고 뇌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많은 중추를 거친다. ‘빠른’ 및 ‘느린’ 통증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경로의 중요성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뇌간과 뇌(Brainstem and brain)

일단 임펄스가 이차신경세포로 전달되면 이 신경세포는 해

석과 평가를 위해 임펄스를 고위중추로 전달한다. 뇌간과 뇌

에는 임펄스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많은 중추가 있

다. 임펄스를 고위중추로 전달하는 데 수많은 사이신경세포

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실 뇌간에서 피질로 

전달되는 임펄스를 추적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논리적으

로 통증에 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간과 뇌의 특정 

영역의 기능에 해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의 설명은 각 영역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한 개요에 불과

하다. 뇌라는 기관의 복잡성은 이 교재의 범위를 벗어난다. 

사실, 인간의 마음 자체를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다. 티보도

(Thibodeau)39는 “아마도 인간의 두뇌 능력은 그 자신의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