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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섬유근통(Fibromyalgia, FM)은 피로, 수면장애, 기분변

화, 인지장애와 함께 만성 전신통증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1) 일반인구에서 FM의 평균 유병률은 2~4%로 보

고되며,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우리나라에서 FM 유병율을 직접적

으로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가정의학센터를 내원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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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bromyalgia is a disorder characterized by the core symptom of chronic widespread pain, along with fa-
tigue, sleep disturbances, mood changes, and cognitive difficulties. The etiology of fibromyalgia involves a 

combination of biological factors, such as genetic vulnerability, alterations in pain processing and stress re-
sponse system ;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perceived stress ;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infections, febrile diseases, and trauma. Central sensitization, which is amplified in the process 
of sensory stimulation,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etiological factor, as supported by enhanced wind-up, de-
layed aftersensation, decreased nociceptive flexion reflex threshold and functional imaging studies. Several 
guidelines recommend that a multimodal approach be used to treat fibromyalgia, including both pharmacological 
an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tailored to each individual, and that clinicians should provide an intellectual 
framework through sufficient education an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self-management. The prevalence of 
mood disorders, anxiety disorders, and other psychiatric problems is 7-9 times higher in patients with fibromyal-
gia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 moreover, the association between fibromyalgia and certain psychopatholo-
gies or sleep problems has also been suggested. Since psychiatric problems, with shared vulnerabilities and risk 
factors, interact with fibromyalgia bidirectionally and also affect the disease course, an integrated management 
approach is needed to determine the risk of comorb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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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1.7%,4) 3차 의료기관의 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의 

11%5)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FM은 임상에서 비교적 흔

히 접할 수 있고, 개인의 삶의 질과 기능 수준을 유의하게 

저해할 수 있다.3) 그러나 일반적인 내과적 질환과 같은 원인

적(etiological) 진단이 아닌 기술적(descriptive) 진단으로 정

의됨으로써 임상의가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진단기준이 여러 차례 개정됨으로써 단일질환으로서 

일관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정신과 임상에서도 FM을 흔히 마주할 수 있는데, 국소통

증척도(Regional Pain Scale)와 피로 점수로 구성된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사용한 평가에서 우울증 환자의 38.3%에서 FM 

진단기준을 만족하였고,6) FM 환자의 약 50%에서 일생 중 

한번 이상의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 기분장애, 수면-

각성장애 등 여러 정신의학적 질환들과 감별이 쉽지 않고, 진

단기준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과 임

상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F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고취하고, 개정된 최신의 진단기준을 알아

보며,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병태생리학적 기전

FM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중이지

만, 유전적 취약성, 통증 처리과정 및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불안, 우울, 분노, 스트

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감염, 발열 질환,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핵심 병인으로 과거에는 말초 염증 가설이 중요시

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중추신경계에 의해 매개되는 통증 민

감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8,9) 이는 국소 통증을 

중심으로 하는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의 주요 병인과는 차이가 있다.8)

1. 생물학적 요인

1) 유전적 소인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FM을 포함한 만성통증의 

유전성(heritability)은 중등도 이상으로 추정된다.10) FM에 

대한 가족연구에서 FM 환자의 가족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의 가족에 비해 FM이 발병할 가능성이 8.5배 높았고,11) FM 

환자의 형제자매는 13.6의 위험비를 나타냄으로써 강한 유

전적 성향을 시사하였다.12) 병인적 가설에 기반한 후보유전

자 분석 연구들에 의해 5-HT2A 수용체 유전자, COMT 유전

자, BDNF 유전자의 변이와 FM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

며,13,14) 이는 유전체연관분석(genome-wide linkage analysis)

에서 FM과 관련된 주요 염색체 영역이 후보유전자로 언급

되어 오던 serotonin transporter gene (SLC6A4)과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2 (TRPV2) gene의 영역과 일

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12)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도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는 못하여13)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

구된다.

또한 FM에서 BDNF, SLC17A9등 몇몇 유전자에서 DNA 

메틸화(methylation)의 변화와15,16) 특정 microRNA 발현의 

변화가 관찰되어,13) 환경적 요인과 삶의 경험 등에 의해 기

능과 표현형에 영향을 끼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epigenetic 

mechanisms)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2) 통증 처리과정의 변화 

감각 자극이 인식되는 과정에서 증폭되어 유해 자극에 대

한 통증 반응이 증진되는 중추성 감작(central sensitization)

의 개념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3,8,17) 말초 구

심신경섬유(afferent fiber)를 반복 자극하였을 때 감각 인식

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통증의 시간 가중(temporal summa-

tion of pain), 즉 와인드업(wind-up) 현상이 FM 환자에서 증

가되어 있었고,18) 이것이 기저 상태로 회복되는 잔류감각(af-

tersensation)도 지연되어 있었다.19) 와인드업 현상은 NMDA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는 이론이 현재까지 우세하다.20) 또

한 비복신경(sural nerve)을 직접 자극하여 말초 통각수용기

를 거치지 않고 통증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유해성 굴곡반사

(nociceptive flexion reflex, NFR)를 평가한 연구에서 NFR

역치의 중앙값이 FM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되어 있어, 통각 시스템의 중추성 과흥분성(hyperexcitabili-

ty)을 시사하였다.21) 정상적으로는 오피오이드성 및 세로토

닌성-노르아드레날린성 경로에 의해 매개되는 중추신경계

의 하행성 통증 조절(descending pain modulation)이 약화

된 상태도 FM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3,8) 특

히 세로토닌성-노르아드레날린성 경로 활성의 저하가 관련

이 있는데, 이는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차단제가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지지된다.22) 양전자 단층촬영(posi-

tron emission tomography)을 이용한 연구에서 통증 조절에 

관련된 측좌핵(nucleus accumbens), 편도(amygdala), 배측

대상(dorsal cingulate)의 μ-오피오이드 수용체 결합 능력

이 FM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어 내인성 오피오이드 진통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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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의 변화를 시사하였으며,23) 이는 외인성 아편제가 환자

들에게 효과가 적어 남용되기 쉽고3) 오피오이드 길항제인 날

트렉손이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소견과 일치한다.24)

몇몇 기능적 영상 연구들에서도 통증의 중추성 감작을 시

사하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기공명분광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에 의해 후측 뇌섬엽(posterior in-

sula)에서 유의하게 높은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관찰됨으로써 

강화된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을 시사하였고,25) 기능적 자기

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통증 및 비통증 자극에 대해 FM 

환자들이 유의하게 더 강한 뇌 활성도를 나타내었다.26,27) 최근 

머신러닝을 이용한 fMRI 연구에서는 FM 환자들에 통증 자

극을 주었을 때 뇌섬엽(insula), 덮개(operculum)와 같은 감

각통합영역과 내측 전전두엽(medial prefrontal lobe)을 포함

한 자기참조(self-referential) 영역에서 증가된 반응이, 외측 

전두엽(lateral frontal cortex)의 감소된 반응이 관찰되었으

며, 여러 종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 패턴을 통합 분석한 결과 

FM과 정상대조군을 92%의 민감도와 94%의 특이도로 구별

하였다.28)

FM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 혈장 IL-6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29) 이는 신경교

세포(glia)가 다양한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신

경 흥분성을 증가시키고 만성적 통증을 발생 및 유지시킨다

는 이론30)을 지지하며, 미묘한 면역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변화

많은 연구들이 FM에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hy-

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과 자율신경계의 이상

을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FM 환자에서 저코티

솔증(hypocortisolism)과 교감신경계의 우세 및 부교감신경

계의 약화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성 저하를 지지한

다.31-35)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의해 FM이 유발되는 것인지 

혹은 FM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8)

4) 수면생리의 변화

수면부족은 하향성 통증 억제 경로를 손상시키고 적응능

력을 감소시켜 만성통증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6) 또한 서파수면의 감소 및 알파침투(alpha in-

trusion)를 포함하는 객관적 수면 구조의 변화가 치료를 통한 

통증의 호전 정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어 FM에서의 수면 

이상이 병인과 관련된 질환 특이적 특성일 가능성이 제기된

다.37)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장애가 염증 및 스트레스 체계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FM의 증상 발생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38)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4) 말초 통각수용기의 역할

피부 조직검사, 통증 관련 유발전위 등을 기반으로 한 몇

몇 연구들에서는 FM이 말초의 작은 신경섬유의 손상으로 

인해 감각 및 자율신경 기능이상을 초래하는 소섬유신경병

증(small fiber neuropathy)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속

적인 통각수용반응의 근원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39) 현

재까지 말초수용기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

를 보고하지 않지만,8) 만성 통증의 발생에 중추신경계와 함

께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3)

2. 심리적 요인

특정 정신병리 혹은 성격적 특성과 FM의 관련성을 시사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8) FM에서 기분 및 불안장애, 

다른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의 7~9배로 유

의하게 높으며,40-42) 이러한 부정적 정서 상태가 동반되는 것

은 통증 강도, 신체적 긴장도, 피로감의 증가 및 신체기능 저

하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들의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시사한다.35,43,44) 최근 11개 연구의 461명 FM환자에 대한 

MMPI 결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건강염려증(hypo-

chondriasis), 우울증(depression), 히스테리(hysteria)의 신경

증 세 척도(neurotic triad) 및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척

도가 대조군에 비해 더 증가되어 있어 관련된 정신병리로서

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척도에서 각 연구들 간 

상당한 이질성이 관찰되었다.45) FM에서 성격장애의 유병률

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8.7~96.7%로 보고되어 6~14.8%

로 보고되는 일반 인구에서의 유병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46) 몇몇 연구들은 회피성 및 강박성 성격장애를 포

함하는 C집단 성격장애를 가장 흔한 특성으로 보고하며,46) 

낮은 자기지향성(self-directedness)이 질병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47) 또한 증상의 악화

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분노감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

이 있다.35)

3. 환경적 요인

엡스타인-바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파르보바이러

스(parvovirus), 라임병, Q열 등의 감염, 장기간 지속되는 발

열 질환, 외상 등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3) 비타민

B1, 비타민D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 결핍증,48) 과로, 계절 

및 기압의 변화49) 등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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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임상 증상 및 징후

환자들은 흔히 “깊은”, “욱신거리는”, “찌르는 듯한”, “타

는 듯한” 전신통증을 만성적으로 보고하는데, 이는 이동하

거나 명확히 국소화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신체활동 시 악화될 수 있다.8) 부가적인 핵심 증상으

로 피로, 상쾌하지 않은 수면,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증상이 있으며, 가벼운 접촉 혹은 압력에도 통증을 느

끼는 이질통증(allodynia), 위약감, 근육 경직, 관절이 붓는 

느낌 등을 호소할 수 있다.3,8,9) 

신체검진을 시행하는 주요한 목적은 근골격계 통증을 유

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함이며,8) FM 환자에

서 신체검진 및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에서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9)

진단 기준

FM의 진단은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 1990년에 처음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제시하였고,50) 2010/2011년에 제시된 

진단기준을 거쳐51) 201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52) 1990

년 기준은 FM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광범위한 전신 

통증의 병력이 있으면서, 수지 촉진(digital palpation) 시 18

군데의 압통점 중 11군데 이상에서 통증을 호소할 때로 정의

하였다.50) 이 분류기준은 압통점 검사의 임상적 실용성의 한

계와 피로감, 인지 증상 등 다른 핵심 증상들이 고려되지 않

아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압통점 검사를 제외하고 주요 

증상을 보완한 2010/2011년 진단기준이 제시되었다.51) 

2010년 진단기준은 지난 한 주간 통증이 있었던 부위의 갯

수를 0~19점의 범위로 평가하는 전신통증지수(widespread 

pain index, WPI)와 피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의 기분, 

인지장애, 신체 증상의 심각도를 0~12점의 범위로 평가하

는 증상중증도척도(symptom severity scale, SSS)로 구성되

어 일정 점수를 충족해야 하며, 비슷한 수준의 증상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은 없어야 한다.51) 2011년에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평가자의 개입없이 적용 가능한 자가보고식 진단기준이 제

시되었는데, 이는 2010년 진단기준에서 SSS만 일부 수정되

어 내용이 매우 유사하지만 자가 진단에 사용되거나 임상의

의 진단을 대체하지는 않도록 명시하였다.53,54) 더불어, WPI

와 수정된 SSS 점수를 합하여 0~31점의 범위로 평가되는 FM 

증상척도(FM Symptom scale, FS) 점수를 새로 제안하였는

데, FS 점수가 13점 이상일 때 FM을 93%의 정확도로 분류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53)

가장 최근에 제시된 2016년 진단기준은 Table 1과 같다.52) 

주요한 변화를 요약하면, 1) 임상의 평가용으로 개발된 2010

년 진단기준과 자가보고용으로 개발된 2011년 진단기준을 

통합하였고, 2) “전신 통증(generalized pain)”의 진단기준을 

명기함으로서 국소동통증후군(regional pain syndrome)을 

FM으로 잘못 진단할 가능성을 낮추었으며, 3) 기존의 배제 

기준을 삭제하여 FM의 진단이 다른 진단과 관계없이 유효

하게 되었다.52)

감별 진단

FM 진단 시 고려해야 할 내과적 감별진단으로서 류마티

스다발근통, 혈청음성 척추관절염증 등의 염증성 질환, 바이

러스성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라임병 등의 감염

병, 갑상샘저하증, 부갑상샘항진증, 에디슨병 등의 내분비 

질환, 퇴행관절/척추병, 근막통증증후군, 다발경화증, 스타

틴계 약물 사용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면밀한 병력청

취,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학적 검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8) 또한 FM의 주요 증상인 피로, 수면 불편감, 인지 증

상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신체증상장애, 일차성 불면증 등

의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 부작용, 신체 컨디션 저하 등의 다

른 상태에서도 흔히 수반되므로 감별에 유의해야 한다.8)

치       료

현재까지의 여러 가이드라인 및 연구들은 FM 치료의 기

본 원칙으로서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된 약물치료 

및 운동,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물적 치료 모두를 포함한 

다원적 접근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55-58) 환자에게 질병의 

특성, 즉, 통증이 신체의 국소적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중추성 처리과정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급격히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교육하여 지적 이해의 틀

을 제공해야 하며,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

동 유지 등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도록 하고 자기 관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1) 직장 생활

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환자의 불편감을 감소시키

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치료 목표에 중점을 두고 

증상이 여러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이해하

도록 한다.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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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학적 치료

현재 환자의 주요한 불편감에 기반하여 적절한 치료를 선

택하며,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한다.8) 약물은 

제한된 기간동안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투

약 유지의 필요성이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3)

가장 주요한 약물은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

제제로 대표되는 항우울제 및 신경병성 통증에 사용되는 항

경련제로서, 둘록세틴, 밀나시프란, 프레가발린의 세 가지 

약물이 FM의 치료에 승인을 받았다.8) 항우울제는 주요하게 

하행성 통증조절체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항우울효과에 독립

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22)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선택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삼환계 항우울제 모두 통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차이가 있었다.59) 항경련제는 중추 및 말초 

신경계의 흥분성을 약화시키며,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이 

적지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어지럼증, 사지부종, 체중 

Table 1. The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diagnostic criteria-2016 revision

Criteria
A patient satisfies modified 2016 fibromyalgia criteria if the following 3 conditions are met :
(1) Widespread pain index (WPI) ≥ 7 and symptom severity scale (SSS) score ≥5 OR WPI of 4-6 and SSS score ≥9.
(2)   Generalized pain, defined as pain in at least 4 of 5 regions, must be present. Jaw, chest, and abdominal pain are not 

included in generalized pain definition.
(3) Symptoms have been generally present for at least 3 months.
(4)   A diagnosis of fibromyalgia is valid irrespective of other diagnoses. A diagnosis of fibromyalgia does not exclude 

the presence of other clinically important illnesses.
Ascertainment

(1)   WPI : note the number of areas in which the patient has had pain over the last week. In how many areas has the patient 
had pain? Score will be between 0 and 19
Left upper region (region 1) Right upper region (region 2) Axial region (region 5)

Jaw, left* Jaw, right* Neck
Shoulder girdle, left Shoulder girdle, right Upper back
Upper arm, left Upper arm, right Lower back
Lower arm, left Lower arm, right Chest*

Abdomen*
Left lower region (region 3) Right lower region (Region 4)

Hip (buttock, trochanter), left Hip (buttock, trochanter), right
Upper leg, left Upper leg, right
Lower leg, left Lower leg, right

(2) Symptom severity scale (SSS) score
Fatigue
Waking unrefreshed
Cognitive symptoms
For the each of the 3 symptoms above, indicate the level of severity over the past week using the following scale :

0=No problem
1=Slight or mild problems, generally mild or intermittent
2=Moderate, considerable problems, often present and/or at a moderate level
3=Severe : pervasive, continuous, life-disturbing problems

The symptom severity scale (SSS) score : is the sum of the severity scores of the 3 symptoms (fatigue, waking unrefreshed, and 
cognitive symptoms) (0-9) plus the sum (0-3) of the number of the following symptoms the patient has been bothered by 
that occurred during the previous 6 months :

(1) Headaches (0-1)

(2) Pain or cramps in lower abdomen (0-1)

(3) And depression (0-1)

The final symptom severity score is between 0 and 12
The fibromyalgia severity (FS) scale is the sum of the WPI and SSS

The FS scale is also known as the polysymptomatic distress (PSD) scale. * : Not included in generalized pain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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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60,61) FM에서 나타나는 내

인성 오피오이드 체계의 과흥분성으로 인해 저용량 날트렉

손이 새로운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에서 주

관적 통증 완화에 효과를 나타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62) 강한 마약성 진통제(strong opioids)는 권고되지 않

으며,56) 옥시코돈의 사용을 지지하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다.63) 약한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제인 트라마돌은 통증

에 효과가 있었으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개선하지 못하였

다.64) 일반적으로 말초 염증과 관련된 통증에 효과를 나타내

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FM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8)

그러나 FM에서 단일 약물치료의 효과는 대체로 크지 않

아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러가지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으

며,58,65) 진료 지침들은 비약물치료를 환자의 특성에 맞게 적

절히 병행하도록 권고한다.3)

2. 비약물치료

비약물치료는 신체 활동을 포함한 건강 행동을 증진시켜 

자기 효능감 및 기능을 향상시키므로 모든 환자들에게 권고

되어야 한다.1,3) 이는 약물치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처방

전으로서 기록되는 것이 좋으며,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치료

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우선순위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8)

인지행동치료는 FM 환자의 통증, 부정적 감정상태, 피로

감, 삶의 질 및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통

증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66)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

트레스 완화(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

과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도 

대조군에 비해 통증, 우울감, 수면의 질,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67) 운동 요

법은 통증 호전 및 신체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메타 분

석을 기반으로 한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일관적으로 강력히 

권고된다.55) 육상 및 수중 운동 모두 효과가 있으므로 순응도

를 고려하여 각 환자의 선호도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55) 특히 요가, 태극권과 같은 명상 기법이 결합된 

운동과 수영, 아쿠아로빅 등의 수중 운동은 체중이 많이 나

가거나 평소 운동량이 적어 근력이 부족한 환자에서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3) 그 외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transcuta-

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바이오피드백(biofeed-

back), 온천요법(balneotherapy), 마사지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근거는 제한적이다.8,55)

경       과

FM 환자에서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며 호전을 보이

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다양한 치료적 접근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한다.8) 따라서, 의료 서

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치료적 접근보다 환자의 건강 행

동을 증진시켜 증상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3,8)

결       론

FM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은 매우 흔히 

공존하며,40,41) 병태생리학적 기전 및 치료 방법을 부분적으

로 공유한다. 이들은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하며 경과에 영향

을 주고, 두 상태에 대한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35,43,44) 

이처럼 FM과 정신과적 상태는 발생의 선후 관계를 떠나서 

취약성을 공유하며 서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동반질환의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통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FM의 치료에 인지행동치료,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정신사회적 접근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 정신과 임상에서 FM 환자를 마주하게 되면 더

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측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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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섬유근통은 피로, 수면장애, 기분변화, 인지장애 및 만성 전신통증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섬유근

통은 유전적 취약성, 통증 처리과정 및 스트레스 반응 체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과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감염, 발열 질환, 외상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핵심 병인으로 감각 자극이 인식되는 과정에서 증폭되어 통증이 증진되는 중추성 감작

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들은 개별 환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된 다원적 접근을 권고하며, 임상의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지적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섬유근통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유병률은 일반인구집단의 7~9배로 유의하게 높으며, 특정 정신병리 및 수면장애와의 관련성도 제기되

고 있다. 정신과적 상태는 섬유근통과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하며 경과에 영향을 주고, 취약성을 공유하며 서로

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반질환을 면밀히 평가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섬유근통·병태생리학적 기전·심리적 요인·진단 기준·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