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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흉곽출구증후군은 상지의 압박 신경병증 중 가장 일찍 소

개되었고 가장 많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유형이 

다양하고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결과도 다르게 보

고되고 있다. 발생빈도는 1,000명당 3-80예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 질환에 대한 이해가 과소평가되고 있어

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호한 상지의 통증 또는 증상

을 지닌 많은 수의 환자들을 외래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

는 수부외과의들이 드문 것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

의 의사들만이 흉곽출구증후군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

는 실정이다.

흉곽출구증후군은 흉곽출구 부위에 위치한 쇄골하정맥, 

쇄골하동맥, 상완신경총에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해부학적으로 사각근과 1번 늑

골 사이가 흉곽입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흉곽출구증후군

이라는 이름 자체로는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혈관 증

후, 신경 증후 등과 같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폭넓고 

다양하며 흉곽출구증후군을 확진하는 검사가 부족하기 때문

에 흉곽출구증후군의 환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흉곽출구증후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환자의 통증과 

저린감이 있으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가 없

다는 점이다. Mackinnon [1], Wilbourn [2], Wilbou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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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outlet syndrome (TOS) is an uncommon condition that can occur when the nerves, artery, or vein to the 

arm is compressed by one or more of the structures that make up the thoracic outlet. TOS was the first compression 

neuropathy of the upper extremity to be identified. The wide variability of patients’ symptoms, which include vascular 

and neural signs, as well as diffuse symptoms, and the lack of a valid and reliable test to confirm the diagnosis of 

TOS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correctly patients with TOS. Rates of three to 80 cases per 1,000 patients have been 

reported, but more patients are likely to have TOS because it is underestimated. Additionally, the primary controversy 

regarding patients with TOS is related to symptoms such as paresthesia, numbness, and pain. No positive objective 

test exists to confirm an accurate diagnosis. If patients present with diffuse pain and numbness in the neck and upper 

extremity with more than 2 provocation tests, TOS could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causes, classific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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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흉곽출구증후군의 특징을 3가지로 기술하였는데, 진단을 

위한 수많은 검사들이 기술되었지만 한 가지 검사로는 진단

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전기진단학적으로는 정상이고, 수술

은 종종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흉곽출구증후군은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 여성:남

성=4:1 정도의 비율을 보이며 20-40대에 주로 나타난다

[4]. 이전에 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중년 시기에 나타나기도 

한다[5]. 유년기에서의 유병률은 극히 드물다. 경늑골과 제

1늑골의 기형은 흉곽출구증후군 환자의 40%에서 발견된다

[6]. 흉곽출구증후군의 유병률은 약 1,000명당 3명에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진성신경성 흉곽출구증후군은 

100만 명당 1명에 발생할 수 있다.

역사

20세기 이전에는 경부 늑골이 흉곽출구증후군의 주된 원

인이라고 생각하였다. 1907년에 Keen [7]은 경부 늑골 절

제술을 시행한 42례에 대한 보고하였다. 1910년에 Murphy 

[8]는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하여 최초로 1번 늑골 절제술

을 시행한 환자를 보고하였다. 1927년에 Adson과 Coffey 

[9,10]는 전사각근의 절제가 흉곽출구증후근의 증상을 호전

한다고 주장하였다. 1947년 Adson [11]은 턱을 들어서 환측

으로 돌리고 숨을 들이쉴 때, 요골맥박 및 혈압의 변화를 흉

곽출구증후군의 중요한 징후로 발표하였다. 이들 증후군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해부학적 원인이 흉곽출구 주위에 위

치하므로 1956년 Peet 등[12]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흉곽출

구증후군으로 통칭하여 이름하였다. 1962년 Clagett [13]는 

흉곽출구증후군의 치료로 1번 늑골절제술이 전사각근 절제

술보다 더 나은 술식이라고 소개하였다. 1966년 Roos [14]

는 경액와접근법으로 1번 늑골 절제술을 처음으로 보고하였

다. 1989년 Sanders와 Pearce [15]는 경액와접근법을 통한 

1번 늑골 절제술(111례), 쇄골상접근법을 통한 1번 늑골 절

제술(278례), 전사각근절개술 및 중간사각근절개술(279례)

를 비교하여 동일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 후로부터 흉곽출

구증후군에 대한 근대적인 병인과 진단이 정립되어 적극적

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의

흉곽에서 상지의 액와로 이어지는 연결 부위는 해부학적

으로 제1늑골과 쇄골 및 견갑골의 상연과 경추 및 상부 흉추

들의 골성 구조물들과 전 사각근과 중 사각근에 의해 이루어

지는 공간으로 흉곽출구라고 불리워 진다. 이 공간을 통하여 

상완신경총과 쇄골하 동맥이 지나가는데 이들 구조물들이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임상 증후군

을 흉곽출구증후군이라 한다(Figure 1) [16]. 

분류

흉곽출구증후군에는 2가지의 기본 유형과 가지의 아형들이 

있다. 2가지의 기본 유형들로서는 혈관성흉곽출구증후군과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이 있다. 이중 혈관성흉곽출구증후군은 

동맥성과 정맥성의 2가지 아형들로 나누어지고, 신경성흉곽

출구증후군은 진성 신경성과 논란성 신경성의 2가지 아형들

Figure 1.  Anatomy of thoracic outlet. The subclavian artery, vein, and brachial 
plexus are passing through the anterior scalene muscle. Reproduced from Ko-
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aedics. 7th ed. Seoul: Korean Orthopae-
dic Association; 2013, with permission from Young-Ho Kw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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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진성 신경성은 해부학적 이상과 같은 객관적 소

견을 지니는 유형을 말한다. 논란성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은 

해부학적 이상 없이 임상 양상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므로  

‘논란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

의 99%를 차지한다. 전체 빈도는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이 전

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정맥성흉곽출구증후군의 2-3%, 

동맥성흉곽출구증후군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약하

면 흉곽출구증후군은 신경성이 대부분이므로 신경성 증상에 

주목해야 하며 논란성신경성 유형이 가장 흔하다.

병인

1. 해부학적 원인

경늑골은 신경형흉곽출구증후군의 드문 원인이고 선천성 

근섬유 이상은 80%의 신경형흉곽출구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17]. 경늑골과 경늑골의 변형은 0.15-0.31%의 유병률

로 나타나며 우측에서 많이 발생한다. 유년기에는 정상이거

나 생애를 통하여 계속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18].

2. 외상 또는 누적 손상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신경성흉곽

출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머리 위로 과도하게 상

지를 움직이는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

[19]. 쇄골의 후방운동을 포함하는 어깨의 외전 및 신전은 상

완신경총을 압박하는 원인이 되어 흉곽출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목의 과신전 손상은 신경형흉곽출구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에 의해 소흉근의 손

상으로 흉곽출구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3. 신경혈관 폐색

1번 늑골과 쇄골 사이의 늑쇄골 공간에서 신경포착이 일

어나서 비신경형흉곽출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해부학적

으로 제1늑골과 경늑골의 잔재물이나 7번 경추의 긴 횡돌

기에 가서 붙는 섬유대가 팽팽하여 신경을 포착하는 원인

이 된다. 

임상양상

1. 진성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

이 유형에서는 수부 근육의 약화 및 손의 마비를 포함한 증

상이 나타난다. 통증도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수

부의 감각저하 및 운동이상이 주를 이룬다. 또한 다른 유형들 

보다 신경학적, 전기생리적 이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비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

이 유형은 흉곽출구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지만 가

장 비특이적인 유형이다. 여러 문헌에서도 논란이 많은 유형

이며 가장 주된 증상은 통증과 저린 감이다. 만성통증은 가

장 두드러진 양상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예민해지고 우울해져, 수면장

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심한 통증

이나 저린감에 의해 자주 잠을 깨게 된다. 통증의 양상은 주

로 국소화되지 않고 경부에서 수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

에 걸쳐 발생한다. 후두부 두통, 안구 및 턱을 포함하는 안면

부 통증, 그리고 흉통까지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경부 통증, 

어깨 통증, 그리고 상 배부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고, 상완부, 팔꿈치, 손목, 그리고 수부의 통증들은 주로 혼

재되어 나타난다. 환자들은 팔이 무겁고 피곤하며 약해진 느

낌을 받으며, 일상생활에서 손을 쓸 때에 불편한 느낌을 받

게 된다.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과 달리 신경학적, 전기생리

학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 동맥성흉곽출구증후군 

동맥성흉곽출구증후군은 매우 드문 형태이나 흉곽출구증

후군을 통틀어 매우 심각한 유형이다. 주로 경부늑골에 의해 

쇄골하동맥이 간헐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압박되어 나타난

다[20]. 성별에 관계없이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증상은 손과 손가락이 추위에 민감해지고, 손가락의 마비 혹

은 통증, 손가락 궤양 또는 심한 사지의 허혈이 드물게 보이

기도 한다. 매우 드물게, 사지허혈이 있는 환자들은 허혈성 

뇌졸중이 나타나기도 한다[21]. 뇌졸중과 동맥형흉곽출구증

후군이 동반되어 있다는 보고는 1927년 처음 발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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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형흉곽출구증후군은 신경인성흉곽출구증후군과 동반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22].

4. 정맥성흉곽출구증후군

이 유형 흔하게 나타나진 않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난

다. 이 유형의 명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익숙치 않은 

사지 운동시 갑자기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액와쇄골하정

맥의 압박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는데 이를 응집혈전 또는 

Paget-Schroetter syndrome이라 하기도 한다. 특징적으로 

사지의 청색증, 부종, 가슴 및 상지의 피하정맥들의 울혈이 

나타나며 정맥형흉곽출구증후군은 역도선수, 투수, 수영선수

들과 같은 운동선수들에게서 응집혈전이 잘 형성되어 이들에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23]. 과응집상태의 사람들 또한 이 유

형의 흉곽탈출증후군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24].

5. 외상성흉곽출구증후군 

이 유형은 자동차 사고, 누적 손상과 목의 과신전 손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통증과 저린감이 주로 나타나며 드물

게 근육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동반증상

1. 만성신경압박의 조직병리학적 특징

상완신경총이 만성적으로 압박이 되면 먼저 혈액신경학적 

장막이 파괴되어 신경주위막하와 신경내막의 부종이 생기고 

신경주위막의 비후가 관찰된다. 신경압박이 계속되면 신경

외막의 섬유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수초섬유는 부분 탈수초

화가 진행되지만 축삭은 정상적으로 남아있다. 국소적인 탈

수초화가 확산이 되면 축삭의 손상까지 이어져서 Wallerian 

퇴행이 일어난다. 

2. 이중충돌증후군

1973년 Upton과 McComas [25]에 의해서 이중충돌이론

이 소개되었는데, 신경의 근위부 압박은 원위부의 신경 압박

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Lundborg [26]는 원위부의 신

경압박이 축삭의 원형질 수송의 변화를 가져와 근위부의 신

경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역이중충돌에 대해 발표

하였다. 흉곽출구증후군의 약 40% 정도는 원우신경 압박 증

상을 동반한다. 환자들은 이완된 상지의 불편감 및 위약감 

때문에 반대 측 상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어 약 50%에서 

반대편에도 증상이 발현한다. 

3. 근육불균형

근육불균형 또는 근육의 과도긴장은 흉곽탈출증후군에서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상태에

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 힘의 발생이 줄어들고 이런 상태

에서는 근육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위부의 

손목 신전근이 수축하고 있는 동안 근위부의 손목신전근의 

반복적인 신장은 외측상과염을 일으킨다. 다른 예로 쳐지고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어깨와 포크 형태로 목이 구부러져 있

는 자세는 편안해 보이지만 이 자세는 견갑골 주위와 목 근

육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자세에서는 상완신경총의 

긴장을 증가시켜 신경을 따라서 저린감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근육의 길이가 고정되어 근육의 손상을 

가져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한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되고 다른 근육은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면 두 근육들은 

기계적인 부조화를 통한 근육의 약화와 손상을 초래하여 근

육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진단

1. 이학적 검사

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 이학적 검사는 대단히 중

요하다. Tinel 징후, 스트레스 검사, 그리고 압박 검사들은 상

지의 압박성 신경병증을 진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검

사들은 신경의 주행경로를 따라 원위부에서 근위부까지 상지

의 모든 압박 가능한 곳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흉곽출구증후

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전 수근관증후군, 척골관증후군, 

주관증후군, 그리고 요골관증후군에 대한 검사들을 먼저 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Tinel 징후는 쇄골 위쪽 부위에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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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만일 환자가 저린 증상이 팔로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면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사각근에 직접적인 압박

을 가하면 압통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신뢰할 만한 징후이다. 

또한, 이학적 검사에서 악력 정도를 체크하는 것은 경과관찰

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2. 유발검사

흉곽출구증후군에는 여러 유발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가 

양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재발현되거나 요골동맥 

압박이 감소 또는 소실되어야 한다. 단일검사가 흉곽출구증후

군에 있어서 확진검사가 될 수 없으나 유발검사에서 양성을 보

이는 경우 흉곽출구증후군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으며[27], 

단일검사에서만 양성을 보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라도 2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것은 의미 있다. 따라서 환자

의 병력과 함께 유발검사에서 2가지 이상의 양성반응이 나타

나면 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을 임상적으로 내릴 수 있다.

1) Adson’s maneuver

견관절을 30도 외전하여 최대로 신전 시킨 후 머리를 환

측으로 돌려 요골의 맥박을 촉지하는데, 안정자세에서의 맥

박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세를 취한 뒤 요골의 

맥박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경우 흉곽출구증후군의 가능

성을 시사한다.

2) Halsted maneuver

기립자세에서 환자의 어깨를 후하방으로 향하게 하여 늑

쇄골 공간 쪽을 좁힌 뒤 요골동맥 맥박을 촉지한다. 이 방법

에 의해 폐색 맥박이 나타나는 경우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

할 수 있다.

3) 과외전검사

어깨를 180도까지 과외전 시키고 팔꿈치를 굽혔을 때 환

측 맥박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

할 수 있다(Figure 2) [16]. 

4) Roo 검사

어깨를 90도 외전, 외회전 시키고 팔꿈치를 90도 굽힌 채 

팔을 3분간 들고 있게 하면서 손을 빠르게 폈다가 굽히도록 

하는 검사이다. 손의 감각저하, 경련, 근력 약화 및 주먹을 

쥐고 펴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경우 흉곽출구증

후군을 시사한다.

5) 경부경사검사

환자는 환측 상지를 늘어뜨리고 목을 신전하여 반대편으

로 회전하여 전 사각근을 긴장시키게 되면 경부 통증, 팔 통

증, 불편감 및 무거운 느낌들이 환측 팔과 손가락의 저린감

과 함께 나타난다(Figure 3) [16].

6) 흉쇄압박검사

환자가 양팔을 늘어뜨리고 검사가자 환자의 원위쇄골부를 

누르면 쇄골과 첫 번째 늑골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상

Figure 2.  Hyperabduction test. Shoulder abducted above 90° and arm hy-
perabducted to 180° leads to diminishing radial pulse. Neurovascular struc-
tures compressed in subcoracoid region by pectoralis minor tendon, head of 
humerus or coracoid process. Reproduced from Korean Orthopaedic Associa-
tion. Orthopaedics. 7th ed. Seoul: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2013, with 
permission from Young-Ho Kwon [16].

Figure 3.  Neck tilt test. Neck rotation with arms at the side eliciting neck and 
arm pain, discomfort and paresthesia down the contralateral side. Reproduced 
from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aedics. 7th ed. Seoul: Korean Or-
thopaedic Association; 2013, with permission from Young-Ho Kw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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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신경총이 압박받게 되는데 이때 상지의 증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Figure 4) [16]. 그 외에도 팔꿈치를 피고 팔

을 60초간 드는 자세를 취할 시(주관절 터널에서 척골신경

의 압박을 최소화시키는 자세), 흉곽출구증후군을 가진 95% 

환자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며 쇄골상부의 신경상완총의 하

방 압박을 앓고 있을 때 100%의 환자에서 양성반응이 나타

난다[28].

3. 전 사각근 차단술

1938년 아래로 전 사각근 차단술은 흉곽출구증후군에 

있어서 진단을 위한 검사로 사용되어 왔으며, 전사각근에 

lidocaine을 주사한다. 압통점에 따라 근육의 주행 방향에 따

라 보통 3-4 부위에 주사할 수 있다. 주사 전 흡입을 시행

하여, 혈관 내 주사를 방지하게 한다. 주사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면, 환자는 수 시간에서 수 일, 또는 수 주간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게 된다. 주사 후 경과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

한 흉곽출구증후군의 경우에는 때때로 증상의 완전한 회복

이 관찰되기도 한다. 증상의 일시적인 완화가 잘 이루어진다

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통증완화가 없다고 해서 흉

곽출구증후군의 진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전 사각근 차단술

의 반응이 나타나면 물리치료 및 수술적 치료에서 90%의 치

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9]. 추가적으로 보툴

리늄 독소 A(보톡스)를 증상의 완화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보톡스 주사는 2주나 길게는 3달까지 효과가 지속되며 물리

치료와 병행할 때 도움이 된다[30].

4. 방사선학적 평가

 경추와 흉부의 방사선 촬영은 경부 늑골, 제7번의 경추의 

횡돌기의 연장, 첫 번째 늑골의 이상들을 발견하기 위한 검

사로써 시행되어야 한다. 컬러이중초음파검사를 통해 동맥 

및 정맥계의 협착, 혈전증, 또는 혈류 장애들을 관찰할 수 있

다. 혈관촬영술은 동맥성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표

준이 되는 검사이며, 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를 시각화 해줄 

뿐만 아니라 급한 상황에서 치료적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

는 잠재적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상완신경총에 대한 자기

공명영상은 논란성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 환자들에 있어서 

일상적인 검사가 되기에는 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5. 전기진단적 평가

 흉곽출구증후군의 전기진단은 Gilliatt [31]에 의해 기술

되었으며 정중신경에 의해 지배받는 근육들의 활동전위가 

감소하고 척골감각신경의 활동전위의 진폭은 감소한다. 흉

곽출구를 가로지르는 척골신경전도검사, 체위에 따른 신경

근전도검사, F파동 및 F중심 잠복기 검사, 신경근자극검사, 

그리고 체성감각 유발 전위검사 등의 다양한 신경생리학적 

검사들이 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이들 중 그 어떤 검사도 가장 민감하거나 믿을 만한 검

사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내측전완 피부신경은 제8경추-제

1흉추간 신경근에서 유래되어, 상완신경총의 하 신경 간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데 증상이 없는 쪽의 상지에 비해 50% 

이상 전위가 감소된 경우 신경성흉곽출구증후군의 진단과 

관계가 있으며, 정중신경의 운동과 척골신경의 감각반응보

다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치료

1. 비수술적 치료

흉곽출구증후군을 지닌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일차적 치

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임은 여러 문헌상에서 모두 동의하는 

Figure 4.  Costoclavicular compression test. Shoulder retracted and depressed 
leads to diminish radial pulse and/or arm pain and paresthesia. Reproduced 
from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aedics. 7th ed. Seoul: Korean Or-
thopaedic Association; 2013, with permission from Young-Ho Kw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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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치료의 일차적 목표는 통증의 완화와 증상의 감

소이다. 비수술적 치료의 성공이라 함은 수술적 치료의 불

필요, 직장으로의 복귀, 그리고 통증의 만족스러운 완화라 

정의할 수 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 주사요

법 그리고 물리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로는 진통소염제, 항

우울제, 항염증제, 또는 수면유도제 등이 이용되며, 근이

완제의 선택이 중요하고 GABA receptor agonist을 일차

적으로 투여한다. 그리고 amitriptyline, carbamazepine, 

gabapentin 등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를 병

용해서 사용한다. 주사요법으로는 통증 유발점 주사, 전 사

각근차단술 그리고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며 임상적

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리

치료로는 스트레칭, 이완, 숨쉬기, 그리고 근막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상 움직임을 회복하고, 경추, 

어깨, 목가슴 부위의 균형잡힌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그 목

표로 한다.

2. 수술적 치료

수술의 적응증들로는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 직장, 또는 수면에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감

소하지 않은 경우들을 들을 수 있다. 수술의 목적은 전 사각

근과 중 사각근을 절제하여 상완신경총을 감압시키는데 있으

며 더 많은 감압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1늑골을 절제하

기도 한다. 수술적 도달법은 쇄골상접근법과 경액와접근법이 

널리 사용된다. 수술 술식에는 비정상적인 해부학적인 구조

물의 절제 또는 박리, 제1늑골의 절제, 전 사각근 및 중 사각

근의 절제 또는 박리, 상완신경총의 신경박리술이 포함된다.

3. 합병증

지금까지 보고된 주요 수술적 합병증들로는 쇄골하 동, 정

맥의 손상, 횡경막신경 또는 장흉신경의 절단, 그리고 상완신

경총의 내측 다발 또는 제8경추 신경근의 분지 손상이 있다.  

그 외의 수술적 합병증들로는 혈흉, 기흉, 유미흉, 작열통, 

그리고 완전마비 또는 감각소실을 포함하는, 상완신경총의 

견인 손상들이 있다. 경부의 좌측에서 흉부 림프관계로의 림

프액 누출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으며 

주로 수 일 이내에 멈추게 된다. 만일 림프액 누출이 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유출되는 림프관을 결찰하기 위한 재수술의 

시행이 요구된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는 

약 1-2% 정도에서 발생한다.

결론

흉곽출구증후군은 진단하기에 쉽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발견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흔한 질환이다. 목과 

상지의 미만성의 통증과 저린감이 있다면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흉곽출구증후군의 전형적인 병력과 적

어도 두 가지 이상의 유발 수기에 양성 반응을 보이면 임상

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를 보인다. 수술적 치료는 적응증이 되

는 환자들에서 시행할 경우 성공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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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흉곽에서 상지의 액와로 이어지는 연결 부위에 해부학적 원인, 

외상이나 누적 손상, 또는 늑쇄골 공간에서의 신경혈관 등의 압

박에 의해 상지에 통증과 저린감 등의 복합 증상을 나타내는 임

상 증후군을 흉곽출구 증후군이라 한다. 만성적이며 지속적 증상

으로 호소하는 병변임에도 뚜렷한 진단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

고 그 질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치료는 물론 진단조

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논문에

서 이에 대한 정의, 병인을 포함하여 진단과 치료를 상세히 다루

고 있어 관련 분야의 독자들에게 상당한 지식이 전달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이해로 그 동안 간과되었던 중요한 신경병증의 하나인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방향의 설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