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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약 진통의 기전과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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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chanism and Clinical Application of Placebo Analg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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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cebo is a medically ineffective treatment which is often used to conceive the recipients as if it were a
therapy for a disease or other medical condition. People given a placebo often perceived the actual
improvement in their condition.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placebo effect. Recently, studies of placebo
analgesia have drawn much attention, and several psychological and neurobiological mechanisms have been
discovered.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placebo analgesia would improve the methodology of clinical
practice as well as clinical trials.
(J Pain Auton Disord 2016;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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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적용 받은 사람들의 일부에서 기존 상태가 호전된다는 사
실은 속임약을 임상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증

속임약(placebo)은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는 없으나, 병이

환자 진료에도 속임약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속임약은 환자

나 상태를 호전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투약하는 처치이다.

들의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가 될 수

속임약은 임상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있다. 최근 들어 속임약 효과가 말초신경의 생리학적 기전

쓰이고 있다. 속임약을 투약 받은 사람들에서 속임약의 의

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특정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도와 같은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속임약

복잡한 심리-신경-생물학적 기전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

효과(placebo effect)라고 한다. 또한, 통증과 관련된 속임약

졌으며, 통증의 인지 및 임상 증상의 변화 등 진통제에 대

효과를 속임약 진통(placebo analgesia)이라 한다. 속임약이

한 반응을 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다수

라고 하면 의료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보고되고 있다.

떠올리게 될 것이다. 임상시험적인 측면에서는 관심 있는

본 종설에서는 속임약 진통의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치료법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속임약 효과

분자생물적 기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증 환자의 진료에

는 제거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속임약을

서 속임약 효과의 임상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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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졌다. Naloxone에 의하여 속임약 진통이 억제될 수 있는데,

론

이것은 opioid의 내인성 분비가 속임약 진통과 관련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8 실제로 opioid의 길항제인 naloxone을 이용

1. 속임약 진통의 심리학적 측면

한 행동연구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 그리고 opioid 관
사람은 언어를 통한 기대, 암시와 조건형성, 혹은 사회적

련 수용체의 리간드(ligand)를 이용한 PET 연구들은 속임약

학습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법을 학습한다. 심리학적 측면

진통에 opioid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2,7,9,10 Opioid관련 신경

에서, 일련의 최근 연구들은 속임약 효과의 본질을 위와

전달의 변화는 도파민 시스템(dopaminergic system)과 관련

1,2

같은 학습 현상의 하나로 보고 있다.

속임약을 주면서 상

담을 통해 이전에 통증이 감소되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

된다. 즉, 내인성 opioid와 dopamine 모두 속임약 진통반응에
11

기여한다.

최근에는 속임약 진통과 cannabinoid와의 연관

면, 통증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결국 진통 효과

성 또한 보고되었다.12 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 유발된 기대는 속

ketorolac의 약물학적 조건화 이후에 나타나는 속임약 진통

임약과 연관되어 진통효과를 강화해서 더 나은 진통 효과

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속임약의 진통효

를 보이고, 미래에 통증 완화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킨다.

과가 CB1 수용체의 길항제인 rimonabant에 의하여 억제되

이런 방법은 언어만을 통한 효과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안

었으며, 이는 약물학적 조건화로 유발된 비스테로이드성

2-4

3,5

정적인 속임약 진통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소염진통제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내인성 cannabinoid와 연

서는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맥락상의 암시로도 같은 효

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2 중요하게도, proglumide의 길항

과가 유발되었는데 이것은 속임약의 진통 유도반응이 지

작용으로 인해 Cholecystokinin을 분비하여 속임약 진통효과
13

이러한 관찰들은 뇌에서

각의 영역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를 부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한, 반복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진통의 조건화(conditioning)

분비되는 신경조절물질들에 의한 신경생물학적 효과들이

가 이루어지면, 약물 대신 속임약을 투약하였을 때도 약물

속임약 진통에 관여하는 것을 보여준다.

6

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를 약물 조
건화(pharmacological conditioning)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

3. 속임약 진통의 신경생리

정 기간 morphine과 ketorolac을 투약하다가 속임약으로 대
체하면, 속임약이 선행 약제들과 유사한 약리학적 반응을

기능적 신경영상 연구는 속임약 진통이 하행성 통증조절

보이는데 이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속임약 또한 특정한 생

시스템에 의한 내인성 진통작용 활성화와 연관됨이 밝혀졌

7

리학적 효과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다. 속임약 진통은 등가쪽전전두엽피질(dorsolateral pre-

속임약의 진통효과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진통의 조건화

frontal cortex, DLPFC)과 앞띠다발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없이도 나타나는데,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을 통하여 진

ACC), 그리고 시상하부(hypothalamus), 편도핵(amygdala), 수

통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통

도관주위회색질(periaqueductal gray, PAG)과 같은 특정 피질

증이 치료로 감소하는 것을 본 환자는 상당한 속임약 진통

하구조들의 활성도 변화, 그리고 이 구조들 사이의 기능적

1

2,14-16

이 네트워크 안에서 DLPFC가 속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공감성향(empathy

연결과 연관된다.

traits)이 클수록 속임약의 진통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

약 진통 반응의 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에 반하여

이 있었다.

입쪽(rostral) ACC (rACC)-PAG 연결은 통증관련 반응들을
감소시키고 통증보고(pain report)와 관련된 행동변화와 연

2. 속임약 진통의 신경화학(neurochemistry)

2,14-16

관된다.

또한 신경영상연구들은 속임약 진통효과는 고

전적인 통증-처리 영역인 시상(thalamus), 섬이랑(insula), 그
속임약 진통의 심리학적 기전에는 특정 중추 및 말초 신

리고 체성감각피질등의 활성도 감소와 비례한다는 것을 보
2,14,16-20

척수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는 통증

경계의 생리반응이 관여하고 있다. 1960년대의 양전자단층

여주었다.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를 이용한 분자영상

자극 이후 동측 뒤뿔(dorsal horn)에서 통증관련 활성도가 속

연구 및 약리학적 기전연구를 통하여 opioid, cholecy-

21
임약에 의해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들을 통하

stokinin, cannabinoid, dopamine과 같은 내인성 신경조절물질

여 속임약 진통을 통한 통증 감소 경험은 유해한 통각활성

(neuromodulator)이 속임약 진통효과에 관여하는 것이 밝혀

의 능동적 억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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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되었다.

25

유전적인 요인도 속임약 진통 반응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과민대장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속임약 효과는 모든 치료에 내재되어 있다. 속임약 효과

연구는 COMT 유전자의 Val158Met 변이와 속임약 반응 사

는 morphine이나 remifentanil과 같은 강한 진통제의 진통효

이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26 메티오닌(methionine) 동형접

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22,23 이것은 진통제의 투여하는

합체(homozygote)를 갖는 환자들이 가장 강한 속임약 진통

24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

효과가 있었고, 발린(valine) 동형접합체를 갖는 환자들은

어서 같은 시점에 같은 농도의 진통제를 한 쪽은 환자들이

진통 효과가 적었다.26 개인의 뇌의 구조 및 기능적 요인

진통제 투약 여부를 알 수 있게 의료인들이 진통제를 주었

또한 속임약 진통반응과 연관성이 있다. DLPFC와 rACC

고, 다른 쪽은 환자들이 투약시기를 알 수 있게 주사기계

그리고 이 구조들에서 PAG로 향하는 경로의 뇌백질 통합

로 투약하였다. 의료인에 의하여 약물이 투약된 군이 진통

상태가 건강한 개인의 속임약 진통반응 정도와 양의 상관

효과가 더 컸는데, 이것은 약물 자체의 약물역학적 효과뿐

관계를 보였다. 휴지상태 기능자기공명영상 연구를 통하

27

만 아니라 심리사회학적 진통효과가 관여함을 보여주는

여 전전두엽과 섬이랑/두정엽(insular/parietal lobe) 사이의

것이다. 수술환자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도 심리사회적

기능적 연결 정도를 확인하여 만성요통환자들에서 속임약

진통효과는 확인되어서 주사기계를 이용할 때보다 의료진

진통효과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28 이 연구결과들은 뇌의

에게 진통제를 투여 받을 때 적은 용량으로 같은 진통효과

구조 및 기능적 연결 상태가 속임약 진통반응을 형성하는

가 있었다.

23

이 연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환자들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자신이 치료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실험적인 상
황이든 임상에서든 전체적인 진통효과를 증가시켰다. 이

6. 속임약 진통의 임상 적용

러한 결과들이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도 규명되었는데,
remifentanil 투약을 알고 있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에서 투

속임약 진통은 통증 완화에 대한 인지가 통증치료 자체

약 받은 경우를 비교할 때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강도

의 효과를 넘어설 때 발생한다. 속임약 진통은 약리학 및

자각과 관련된 뇌영역의 활성도가 진통효과를 증가시키는

심리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신경생물학적 연구들은 분

방향으로 변하였다.22 하지만, 속임약 반응과 약물학적 진

자수준의 약물작용 기전과 속임약 반응의 기전이 상당한

통효과가 어떤 기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잘 알

유사함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속임약이 특정 약물을 부분

려져 있지 않다.

적으로 대체하여 약물의 진통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29 속임약 진통과 연관된 중요한 심

5. 속임약 진통의 개인별 차이와 예측 가능성

리기전에는 기대,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그
리고 사회학습(social learning)이 있다.23,30-33 기대와 학습은

속임약 반응은 개인별로 매우 차이가 크다. 효과가 전혀

감정(emotion), 동기부여(motivation), 인지(cognition) 등과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속임약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31-38 기대와 학습을 강화함으로 속

반응을 조정하는 심리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 지표로 특

임약 진통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면 통증환자들에게 속임

성불안(trait anxiety), 상태불안(state anxiety), 낙관적인 성향

약의 이득을 제공하여 치료를 최적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

(dispositional optimism), 최면 피암시성(hypnotic suggesti-

을 것이다.

31,35,39

bility), 대처능력(coping ability),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관계, 즉 의사소통 중 발생하는 통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 적은 대상자수로 수

증완화에 대한 기대나 예상을 통하여 속임약 효과가 나타

행되었고 일부 연구들 사이에서는 결과들이 상충되기도

40
날 수 있다. 긍정적 기대의 정도와 이에 대한 확신은 통

한다.

증완화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켜 속임약 효과에 영향을 미

내인성 opioid 연쇄반응을 촉발하는 능력이 심리성향과

치고,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다시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낙관적 관점

41
게 된다. 환자들에게 속임약의 기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으로 스트레스와 역경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특성인 친화

하고 이 효과를 설명하면 통증치료와 관련된 속임약 효과

성(agreeableness)이나 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성향이 강할

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및 정보제공은 환자에게

수록 속임약을 적용한 상황에서 내인성 opioid가 더 많이

고전적인 조건화와 기대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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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42 속임약 진통효과는 환자의

면 특정 통증치료는 과거의 경험과 연관된 부가적인 긍정

지식 및 자기관리 방법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적 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런 효과는 환자 자신이 직접

수 있다. 환자가 속임약 효과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한다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학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

면, 약물의 복용을 최적화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

하여도 유발될 수 있다.1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을 부주의하게 복용하는 것보

모양, 색, 냄새, 맛, 촉감, 약물정보 등을 통하여 약물이

다 약물의 맛, 냄새, 모양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복용할 때

투약되고 있음을 더 잘 알리면 속임약 효과가 더 잘 유발된

속임약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환자가 약물에 대한 스스로

다.

의 기대를 평가해볼 수도 있고 약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료진이 의도한 것은 아니나, 환자에게 투약 사실이 드러나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 의료인들은

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의 약들

환자와 치료관계를 잘 형성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일 수

중 어떤 약제가 통증조절을 위한 것인지 잘 알지 못 한다.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사무적인 관계일 때보다 긍

이는 진통제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환자에게

정적 치료관계를 형성할 때 통증이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

어떤 약물이 진통제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주의를 기울이도

43
될 수 있다. 이는 속임약 효과에 있어서 치료적 상호작용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사를 놓거나 약물을 주입

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할 때도 통증조절을 위한 약물이 투약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통제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진통제의 효능

23,48

외래에서 혹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의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인 통증조절에 도움을 준다.

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증가시키고 노시보 효과(nocebo

통증이 줄어들거나 심해졌던 이전 경험들이 쌓여서 치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설명

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억이 형성된다. 모든 새로운

을 한 이후 진통제를 투여하는 행위는 노시보 효과를 일으

경험은 이런 학습의 과정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영향을 받

키기도 한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균형

49
는다. 약물로 이득을 보았던 경험은 약물의 효과가 없었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잠재적

던 경험에 비하여 높은 속임약 효과를 보였고, 이 효과는

인 이득을 강조하여 설명할 경우 환자의 긍정적 기대를 증

수일간 지속되었다.

진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료에 대한 환자의 태도를 파

30,50

속임약 진통은 보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전 연구들에

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자에

서 도파민작용-중변연계-보상경로(dopaminergic mesolimbic

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

reward pathway)의 활성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이 차이

지 않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약물의 부작용을 미리 설명

로 보상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속임약 효과의 가변성을

한다면, 만일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약물이나 의료진에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보상과 속임약 진

대한 신뢰가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되기도 하기

통에 관련된 반응에는 공통된 경로가 관여한다. 보상작용

때문이다.

을 이용한 동기부여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보상 시스템

치료의 비용이나 침습성(invasiveness) 역시 진통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더욱 침습적인 치료에
44-46

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속임약 진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모양, 촉감, 맛,

대화 지시(verbal instruction)는 환자들에게 이전에 학습

냄새 등의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치료법의 특수

된 경험들을 상기시키거나 재활성화 시킬 수 있다.40 이전

한 이점과 효과를 강조하여 특정 치료의 가치를 올릴 수

경험의 재활성화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 둘 다 초래

대하여 기대가 더 높기 때문이다.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진의 특정 치료의 효과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재활성화는 새로운 진통제를 긍정적

또한 중요하다. 특정 약물의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의료진

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

이 그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약물의 진통효과가 좋다

였던 진통제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행위로 긍정적인 결

고 믿는 의료진이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속임약 효과가 낮

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이전의 진

았다는 보고가 있다.

47

통제가 효과가 없었다거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습의 관점에서 약물의 모양, 색, 맛, 냄새와 같은, 본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는 중립적인 자극들이 약물의 약리적 효과와 연관되면 이

만약 이런 경우라면 환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이전의 약물

들 자극 자체가 진통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전에 성

과 새로운 약물이 다른 약임을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

공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치료를 경험하였다

다. 예를 들어 이전 약제를 사용하여 좋지 않은 경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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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속임약 진통의 임상 적용 방법

REFERENCES

기대를 증진하는 법
약물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피
한다.
약물의 효과와 작용기전을 설명한다.
약물에 대한 설명서만 제공하기보다는 의료진이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직접 설명한다.
약물작용의 과정을 설명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은 피한다.
학습을 증진하는 법
다양한 감각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열린 방식으로 진통제를 적용
한다.
진통제를 긍정적인 외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내적 상태와 연관시
킨다.
진통제의 복용을 다른 통증조절 치료방법과 함께 시행한다.
시간에 따른 약물 투약보다는 통증 정도에 따라 간헐적으로 진통
제를 투약한다.
통증치료와 연관된 환자의 경험과 태도를 살펴서 긍정적 경험은
강화하고 부정적 경험은 약화시킨다.

환자에게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약물은 이전 것과 다른 기
전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통 효과에 더 유익
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전 통증치료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어지는 새로운 치
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유도하고 새로운 치료의 속임
약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

51,52

효과적인 통증치

료는 환자가 지니고 있는 기대를 확인하고 유지하도록 할
5
수 있다. 이전에 통증완화가 된 경험은 속임약 효과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친다. 즉, 매우 효과적인 진통제의 경우 부
가적인 속임약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진통효과는 있었
지만 부작용이 심하여 중단하였던 약물에 이 효과를 적용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약을 속임약과 함께 번갈아 투약하
여 속임약 효과로 통증완화를 유지하면서 약물의 용량을
줄여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53,54 이러한 효과는 건선 환자
들에서 입증되었다.53
표에 속임약 진통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
지를 정리하였다(Table 1).

결

론

속임약 진통에는 심리학적 기전, 신경생물학적 기전, 아
편유사제나 도파민 같은 신경조절물질 등이 작용한다. 속
임약 진통과 관련된 원칙과 기전을 이해하여 이를 임상에
서 적용한다면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효과적인 통
증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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