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신경통성 근위축증(neuralgic amyotrophy)은 주로 견갑부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 이후 발생하는 일부 상완 근육의 이

완성 마비(patchy flaccid paralysis)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이

다. 처음으로 1948년 Parsonage et al. 이 위와 같은 특징적 임상 

양상을 보이는 환자 136명을 모아 보고하였고, 이후 이를 처음

으로 보고한 연구자들의 이름을 따서 “파르소니지-터너 (Par-
sonage- Turner) 증후군”이라고도 불려왔다[1]. 또한, 신경통성 

In clinical practice, neuralgic amyotrophy (NA) is being frequently underdiagnosed, and its actu-
al incidence is reported to be 1/1000 cases per year. Here, we present an overview of the essen-
tials on NA. The cause of NA is known to be multifactorial (immunologic, mechanical, or genet-
ic factors). Typically, patients with NA show sudden onset of pain in the shoulder region, fol-
lowed by patchy flaccid paralysis of the muscles in the upper extremity. NA is suspected based on 
the clin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However, prior to confirming the diagnosis of NA, 
other disorders showing similar clinical presentations with NA, such as cervical radiculopathy or 
rotator cuff pathology, should be ruled out. Electromyography, nerve conduction study, High-res-
olution ultrasound and magnetic resonance neurography are useful for confirming the diagnosis 
and judging the necessity of surgical operation. The prognosis depends on the degree of weak-
ness of muscles innervated by involved nerves and the degree of axonal damage in nerve conduc-
tion study. Our review would be helpful for clinicians to diagnose NA and treat the symptoms of 
NA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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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축증은 급작스러운 염증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져, 

“상완신경총염 (brachial plexitis)”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신경

통성 근위축증이 처음 보고된 후 초창기에는, 신경통성 근위축

증은 상완신경총에만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전방골간신경 (anterior interosseous nerve), 요골신경 

(radial)과 같은 상지의 신경 외에도 요천추신경총 (lumbosacral 
plexus)와 같은 하지의 말초신경 등의 여러 말초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2-4]. 

많은 문헌들에서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희귀질환으로 기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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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임상의료 

현장에서 심각하게 과소 진단되고 있으며, 실제 발생률은 1/1000
이 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5]. 급성기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임상양상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들과 증상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가 많기에 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들이 윤

활낭염 (bursitis)과 같은 어깨관절 병증 (shoulder joint patholo-
gy) 혹은 근육 염좌 (muscle strain)로 오진 되는 경우가 흔히 있

다. 본 종설에서는 임상에서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정확한 진단

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특징적 임상양상

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역학 

과거에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희귀질환으로 여겨졌으며, 발

병률은 연간 100,000명 당 1~3명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병률은 신경통성 근위축증에 대해 질환과 

이의 임상양상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무지로 인해 비롯되었으

며, 실제적으로는 연간 1,000명 당 1명이라는 보고가 있었다[5].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남녀의 성비는 2:1로 남자에서 더 호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평균 발병 연령은 40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경

우의 경우 25세 전후에서 흔히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6]. 또

한,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경우 75%에서 재발한다고 알

려져 있다[6]. 

병인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정확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확립되지

는 않았지만, 이의 발생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주로 면역학적 요인, 기계적 요인, 유

전적 요인이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면역학적 요인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감염, 예방접종, 수

술, 임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면역계를 자극하

는 선행인자가 확인되었다[6, 7]. 감염의 경우 세균 감염, 바이러

스 감염 모두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선행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

데, 최근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influenza), 헤르페스 바이러스 

(herpes virus),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varicella-zoster virus) 외
에도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hepatitis E virus) 또한 하나의 요

인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약 10%

에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3,8-9]. 

일부 연구에서 급성 또는 아급성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를 

대상으로 말초신경 생검을 실시하였다[10-13]. 환자의 상완신경

총 생검에서, 림프 신경외막 혈관주위의 T 세포(T-cell) 침윤과 

축삭 손상 및 신경 외막의 비대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외에도 

CD8+ T림프구 (CD8+ T-lymphocyte), CD68+ 대식세포 

(CD8+ Macrophage), CD20+ B림프구 (CD20+ B-lymphocyte)
들이 병발된 말초신경 주위의 혈관으로 침윤되어 있었다[10-

13]. 그리고, 급성기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T2-가중 자기공명영

상 (T2-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에서 이환된 말초

신경이 고신호를 보이는 것은 신경통정 근위축증의 발병에 면역

학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14]. 

2) 기계적 요인 

유의하게 많은 수의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들에서 일반 인구

와 비교하여 스포츠 활동과 같이 과격한 활동 등 말초신경에 기

계적 스트레스 (mechanical stress)를 유발할 수 있는 선행 사건

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약 10%의 경우에서 격한 상지 운동의 과거력이 확인되었다[6]. 

가장 흔히 신경통성 근위축증에 의해 침범되는 말초신경이 상완

신경총 중 특히 상부줄기 (brachial plexus, upper trunk)이라는 

사실은 이 질환의 발생이 기계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설

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5]. 견관절은 광범위한 운동 

범위를 가지는 관절로서 인체에서 가장 가동성이 높은 관절이다

[16]. van Alfen et al.. [27]은 이러한 견관절의 광범위한 운동 범

위와 가동성으로 인해 상완신경총 주변의 혈액-신경 장벽에서 

마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약화된 혈액-신경 장벽으로 인해 

면역 인자나 세포가 상완신경총에 접촉하여 신경통성 근위축증

이 호발 될 수 있다 주장하였다[7]. 

1976년 Englert et al. [17]이 모래 시계 모양의 협착(hour-
glass-like constrictions)에 의한 신경 마비를 최초로 보고한 이후 

몇몇 연구들에서 고해상도 초음파 (high-resolution ultrasound), 

자기공명영상 신경조영술(magnetic resonance neuropathy)을 영

상검사로 사용해 이 질환을 진단하였다[17-19]. 이 모래 시계 모

양의 협착이 신경통성 근위축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서 확인되

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신경통증 근위축증 발생에서의 기계적 

요인을 설명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모래 시계 모양의 협착은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아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3) 유전적 요인 

일부 환자들에서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이 재발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환자에게서는 유전적 요인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 경우를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hereditary neuralgic 
amyotrophy)라 부른다[6,7].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상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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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 우성 희귀질환으로, 특발성 신경통성 근위축증 보다 대략 

10배 정도 드물게 발생한다[20].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

자의 약 절반이 17q25.3 염색체의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 

또는 유전자 SEPT9의 복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22]. 또한,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10%에서 가족력이 확인되

었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이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발생과 관련

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7]. 

임상양상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은 견갑부의 갑작스러

운 극심한 통증 후 발생하는 일부 상완 근육의 이완성 마비(patchy 
flaccid paralysis) 및 근 위축이다. 흔히 한 쪽 사지에서만 병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의 10~30%에서 양측으로 병발한다[6]. 

상완신경총에 신경통성 근위축증이 발생한 환자의 대부분이 

초기 증상으로 견갑부의 수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급

성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 통증은 목, 상완, 그리고 전완으로 방

사상으로 퍼질 수 있다. 1~2%의 소수의 환자에서만 목, 견갑 또

는 상완 등의 제한된 부위에만 통증이 있다[6,7]. 또한, 60%의 

환자에서 통증이 야간에 시작되며 이에 많은 환자들이 중증도의 

통증으로 인해 아침 일찍 잠에서 깨며, 이후 수 시간 내로 통증

이 최대 중증도로 증가한다[6,7]. 통증의 양상은 보통 “예리한

(sharp)", “찌르는 듯한(stabbing)", “욱신거리는 (throbbing)" 또는 

"쑤시는(aching)”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강도는 일반적으로 nu-
meric rating scale (NRS) 7점 이상으로 심한 수준이다 [6,7]. 통

증은 사지의 움직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 통증 지속시간은 광

범위해서, 수 시간에서 수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약 5%의 환

자의 통증은 24시간 내에 호전이 되나, 10%는 2개월 넘게 지속

된다, 평균적인 통증의 지속시간은 4주라고 알려져 있다[6,7]. 

일부 상완 근육의 근력저하 또한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두드러

진 증상이며, 특징적으로 통증의 중증도가 낮아질 때 발생한다. 

신경통증 근위축증의 초기 통증 발생 후, 70%의 환자가 2주내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특히 30%가 24시간 내의 근력저하를 호

소한다. 약 30%의 환자에서는 통증이 시작된 후 2주 이후에 근

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근력저하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약 

70%에서 상완신경총 상부 줄기(upper trunk)의 지배를 받는 근

육에서 병발하며, 그 중 약 70%에서 긴 흉벽신경(long thoracic 
nerve)의 지배를 받는 근육에서도 병발한다[7]. 다음으로 흔한 

병발 부위는 상완신경총의 중간 및 하부 줄기(middle and lower 
trunk)이다. 상완신경총 외의 신경의 침범 또한 가능한데, 요천

추신경총(lumbosacral plexus), 전방 및 후방 골간신경(anterior 
and posterior interosseous nerves), 횡격신경(phrenic nerve), 척
추 신경근 등 에서도 병발 가능하다[6].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한 쪽 사지에서만 병발하는 경우가 많지

만, 환자의 10~30%에서는 양측(보통 비대칭적으로)으로 병발한

다[6]. 일반적인 특발성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경우보다 유

전성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경우에서 상완신경총 외 신경침범이 

흔하다. van Alfen et al. [27]에 따르면 특발성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17.3%에서 상완신경총 외 신경의 병발이 확인되었으며, 

요천추신경총 (8.2%), 횡격신경 (6.6%), 되돌이후두신경 (2%), 기

타 (2.6%) 순으로 그 빈도가 확인되었다. 유전성 신경통성 근위축

증의 경우에서는 55.8%에서 상완신경총 외 신경에서 질환의 발

생이 확인되며, 요천추신경총(32.6%), 횡격신경(14%), 되돌이후

두신경(18.6%), 기타(7%) 순으로 그 빈도가 확인되었다[6].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임상양상 중 감각증상은 환자의 

70~80%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통 근력저하 정

도에 비해서는 경미하다[6]. 감각과민(hyperesthesia) 또는 감각

이상(paresthesia)이 가장 일반적인 감각 증상이며, 감각저하(hy-
poesthesia) 역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삼각근 및 외측 상

완 부위가 감각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위이다[6]. 매우 드

물지만, 비복신경(sural nerve)과 천요골 감각신경(superficial ra-
dial nerves)를 침범한 근력저하가 동반되지 않은 순수한 감각증

상만을 가진 경우도 발생한다[7,23]. 

진단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임상 병력과 신체 검진을 토대로 의심된

다[24]. 하지만, 임상양상이 다른 질환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확

진을 위해서는 이 질환들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른 감별진단을 

감별하고 신경통성 근위축증을 확진하기 위해, 실험실 검사, 전

기진단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가 이용될 수 있다. 

실험실 검사 중,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진단을 위한 면역반응

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혈액 검사는 없으며, 질병이 전신감염 

또는 결합조직질환과 관련된 경우가 아닌 한 적혈구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및 전혈구수 (complete blood 

count) 또한 일반적으로 정상이다[21,24]. 그 외에 동반된 바이

러스 감염 및 신경통성 근위축증에 선행되는 기타 감염의 증거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HEV 감염에 동반한 경우 양

측으로 신경증상이 발생하며, 실험실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의 

상승 등을 확인 가능하다[8,21,25]. 뇌척수액 검사로는 백혈구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경미한 단백질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21,24]. 

전기진단검사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진단 및 말초신경 병발 

부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경 손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24,26]. 그러나, 급성기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비정상 소견은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에서 질환의 발현 후 각각 약 1주, 3주 후에 나타난

다[26,27]. 운동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이환된 신경에서 복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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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활동전위 진폭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감각 신경전도 검사

에서는 30%~45%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 있다[27]. 근전도 

검사에서는, 이환된 말초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에서 비정상 

자발전위(abnormal spontaneous activity)인 양성 예파(positive 

sharp waves)와 세동 전위(fibrillation potential)가 나타난다

[24,26]. 경추부 신경근병증 (cervical radiculopathy)은 임상양상

이 근위축증 신경병증과 유사하여 반드시 감별이 필요한데, 근

전도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추 주위근(paraspinalis mus-
cles)에 대한 침 근전도 검사에서 경추부 신경근병증의 경우 약 

47%의 환자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확인되나, 신경통성 근위축

증의 경우 1.5%의 환자에서만 비정상 자발전위가 확인됨이 보

고되었다[6,28]. 

이 외에도 영상학적 검사가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진단 및 감

별진단을 위해 시행될 수 있다.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검사에서

는 이환된 신경의 국소적인 분절 팽창(segmental swelling), 협착

(constriction), 염전(torsion) 등이 확인 될 수 있다[29]. 하지만 

고해상도 초음파 영상검사의 민감도는 74%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완신경총이 아닌, 액와부 이하 부위의 상완 신경에서만 

비정상 소견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한이 있다

[29]. 

기존 고식적 자기공명영상(conventional MRI)에서는 신경통

성 근위축증이 이환된 신경이 지배하는 견관절 주위 일부 근육

내의 탈신경성 변화(intramuscular denervation change)를확인할 

수 있다[30]. 가돌리늄 조영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이환된 신경의 

염증 부위가 고 신호 강도(high signal intensity)로 확인되어 도움

이 될 수 있다[31]. 하지만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병변 확인에 있

어 가돌리늄 조영 자기공명영상의 민감도가 낮아 이 질환에서의 

신경의 병적인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하지만 최근 

새로이 개발된 자기공명 영상 신경조영술은 지방과 혈관의 영상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말초신경의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한다

[32]. 이전 증례 보고들에서,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의 자기공

명 영상 신경조영술 영상에서, 상완신경총을 포함하여 이환된 

신경들의 비대 및 고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18,19]. 하지

만 이러한 상완신경총과 말초신경의 고 신호 변화는 경수 신경

근병증 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소견으로, 감별 진단에 있어 제한

이 있을 수 있다[33]. 또한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아형으로 분류

되는 모래 시계 모양의 협착의 경우 자기공명 영상의 축상면(ax-
ial view)에서 특징적인 소견인 "bull's eye sign"을 확인함으로써 

진단 가능하다[34]. 

초음파 및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한 영상학적 검사는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병변을 확인하는 역할 외에도, 확진 전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이는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회전근개질환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7]. 

감별진단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이 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로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확진을 

위해 임상의들은 경추 신경근병증 및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기

타 질환을 감별해야 한다[7].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확진을 위해 

임상의가 배제해야 하는 질병과 그 각개의 임상 특성을 Table 1
에 요약하였다. 

치료 

대부분의 신경통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에 다양한 진통제를 이용하여 환자의 통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하며, 이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
matory drug)와 아편양 진통제(opiate)가 고려될 수 있다[10]. 그

러나,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회복을 위한 치료 방법은 매우 제한

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이전의 연구도 경험적인 결과를 보고

한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전의 일부 연구들에서, 2주간

의 corticosteroid의 조기 투여(60mg/day 1주간 투여 후 감량)를 

시행한 경우 대조군에 비해 통증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12.5일 

vs 20.5일), 일부 환자의 근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18% vs 6.3%) [21,35]. 하지만 van Alfen 

Table 1. Disorders That Should Be Ruled Out Before Diagnosing Neuralgic Amyotrophy And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Disorders Clinical characteristics
Cervical radiculopathy due to herniated cervical disc Acute onset, spurling sign (+), sensory and motor deficits in the same dermatome
Cervical radiculopathy due to cervical foraminal stenosis Insidious onset, slow progression, spurling sign (+), sensory and motor deficits in the same 

dermatome
Rotator cuff tear Pain during shoulder movement, easily differentiated by ultrasound
Mononeuritis multiplex (or vasculitic neuropathy) Sudden onset, severe pain, distal parts of the limbs usually involved, elevated C-reactive pro-

tein, skin lesion (e.g. purpura, petechiae, and ulcer)
Multifocal motor neuropathy Slow progression, no sensory symptom, no pain, distal parts of the limbs usually involved
Hereditary neuropathy with pressure palsies Recurrent episodes of palsy, family history, focal neuropathy at susceptible pressure point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Diffuse pain, predominant vasomotor feature, history of stroke, trauma, or peripheral nerve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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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7]의 메타분석 연구의 결론에서 corticosteroid는 신경통

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확인되

었으며, 장기 회복에 대한 효과 또한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20].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IVIG)의 투여 후 임상양상이 

호전된 증례는 많이 있어 왔으나, 역시 무작위 배정 임상 연구는 

없었고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20,36,37]. 

3개월 동안 회복에 대한 임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

기공명 영상 신경조영술이나 고해상 초음파를 통한 신경의 영상

학적 평가가 권장되며, 신경 협착(constriction)이 확인되면, 외

과적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신경 협착으로 인한 신경 두께 감

소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속내 신경박리술(intrafascicular neu-
rolysis) 이 권장되며. 신경 협착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신경봉

합술(neurorrhaphy) 혹은 이식(grafting)을 고려해야 한다[25].  

이전 한 연구에서는, 수술적 치료 없이, 재활치료를 시행한 환

자에서 14개월 후 근위축의 변화에 대한 평가 시행하였으나, 근

육의 크기에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다[38]. 하지만, 신경통성 근

위축증은 근력저하와 근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병발 사지의 불안

정성 및 관절 구축을 야기할 수 있어 일반적 근력 강화 목적이 

아닌, 관절구축의 예방과 생체역학적 안정성(biomechanical sta-
bility)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의 재활치료는 도움이 될 수도 있

다[24]. 

예후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예후는 곁가지 재신경 지배(collateral re-
innervation)가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적으로 발

병 2~3년 후 이전 상태의 80~90%를 회복하지만, 70% 의 환자 

경우에서는 근력저하가 잔존한다[6,7]. 전기진단검사와 근력저

하에 대한 평가가 신경통성 근위축증의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전기진단검사상 복합근육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진폭이 70% 이상하여 감소하거나 첫 평

가 당시의 근력저하가 Medical Research Council 상 3점 미만으

로 저하되있다면 곁가지 재신경 지배가 불완전하여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7]. 

결론 

임상 의료 현장에서 임상의사들은 통증을 동반한 근력저하를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 중 신경통증 근위

축증 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병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오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본 종설에서 

신경통증 근위축증에 대한 필수 정보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 질

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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