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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opy shoulder syndrome (DSS)은 목, 어깨, 손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감별해야 할 드문 질환 중 하나이다. 주

로 여자에 많고 어깨가 쳐져서 상완신경총을 신장시키게 

되므로 신경학적 장애 없이 목, 어깨, 팔, 손에 통증이나 감

각이상이 나타난다. 신체검사상 목이 길고 어깨와 빗장뼈는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상완신경총을 누르거나 팔을 

아래로 잡아당기거나 늘어뜨릴 때 증상이 심해지고 어깨를 

위로 올리면 즉시 증상이 완화된다. 다른 혈관 현상이나 근

육의 위축, 감각소실, 반사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신경전

도 검사상 정상이다.1,2) 특징적으로 경추부 측면 방사선 

상에서는 첫 번째 흉추와 두 번째 흉추의 일부가 보인다.1-3) 

DSS은 흉곽출구 증후군의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수

주간의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포함한 침습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으므로 진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DSS의 특징적인 증상을 가진 환

자에서 신경차단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기

에 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      례

  35세의 여자환자가 내원 2개월 전부터 지속된 양측 목, 

어깨통증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저림과 

뻣뻣함과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과거력상 특

이 병력은 없었으며 상기 증상으로 내원 전 외부병원에서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하여 시행한 혈액검사상 빈혈 외에는 

정상소견 보여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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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in a radiological study of the cervical spine.  In the majority of cases, conservative treatments, such as postural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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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행한 전척추 자기공명 상 소견상 경추부와 흉추

부에 이상소견은 없었다. 목과 어깨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었

으며 외관상 목이 길고 양측 빗장뼈가 수평이었으며 어깨

가 낮았고 양측 등세모근이 비대칭적으로 비대해져 있었는

데 왼쪽이 더 심한 소견을 보 다. 양측 등세모근의 위와 

중간 부분에 딱딱한 밴드가 있고 그 부위와 경추부 추간관

절 C3-4, C4-5, C5-6 부위를 눌 을 때 통증이 있었으며 어

깨를 올리면 통증이 호전되고 팔을 아래로 잡아당기거나 

빗장뼈 상부의 상완신경총 부위를 눌 을 때 통증이 심해

지며 가슴상부와 손가락까지 저릿한 증상을 호소하 다. 상

지의 반사는 정상이었고 감각소실이나 운동저하, 근육의 위

축은 없었으며 차갑거나 창백하거나 맥박이 약해지는 혈관

현상도 없었다. 손가락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고 뻣뻣하며 

30분쯤 지나거나 손운동을 해주면 뻣뻣한 느낌이 완화되며 

왼손이 더 심하다고 하 다. 그 외 Jackson검사, Spurling검사, 

Adson검사, Roos검사, Wright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 다. 내

원 후 시행한 경추부 측면 방사선 상에서 두 번째 흉추

의 일부까지 보여 droopy shoulder syndrome의 특징적인 소견

을 나타냈다(Fig. 1). 치료는 1주 간격으로 성상신경절 차단

과 목과 양측 등세모근의 통증유발점 주사를 시행하 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어깨관절을 이완시킬 수 있는 자세교육

을 하 는데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

고,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책

상에서 일을 할 경우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여 책상

이나 의자에 팔을 걸쳐서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팔과 어

깨가 자연스러운 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과 어깨 근

육을 강화하고 신장시키는 운동도 교육하여 5주간 시행하

게 하 다. 어깨를 최대한 귀를 향해 올린 다음 천천히 내

리는 동작과 아령을 잡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손

을 위로 향하게 팔을 벌린 후 머리 위로 팔꿈치를 폈다 오

므렸다 하는 동작으로 위 등세모근을 강화하 고 중간 등

세모근과 아래 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을 강화하기 위하여 팔

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고 손을 위로 향하게 팔을 벌린 후 

얼굴 앞으로 아래팔을 붙 다 폈다 하는 동작을 시행하게 

하 다. 그리고 목 폄근을 강화하고 척추주위 근육을 강화

하는 운동으로 목을 숙이고 아래턱을 잡아당겨 윗 가슴에 

붙인 후 이완하는 동작을 시행하게 하 다. 각 동작은 10회 

정도 반복 시행하게 하 으며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

다.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처방하 으나 4일 정도 경

구 투여하다가 위장장애를 호소하여 환자 스스로 복용을 그

만두었다. 내원 시 시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상 5점이었으나, 3주 후 목과 어깨의 통증은 VAS 2점

으로 감소하 고 압통점도 줄었으나 손가락을 굽힐 때의 

뻣뻣함은 변화가 없었고 손가락을 펼 때의 뻣뻣함은 호전

되었다. 5주 후 목과 어깨의 압통점은 없어졌으나 외견상의 

큰 변화는 없이 양측 등세모근의 비대는 남아 있었고 손가

락의 저리고 뻣뻣한 증상은 소실되었다.

고      찰

  1976년 Clein에3) 의해 처음으로 세 명의 환자가 droopy 

shoulder syndrome (DSS)으로 보고된 이후 1984년 Swift와 Ni-

chols는1) 10명의 환자를 소개하 고 진단기준 7가지를 제시

하 다. 진단기준은 첫째, 긴 목과 낮은 어깨를 가지고 있고 

둘째, 목, 어깨, 팔, 손에 통증이 있으며 셋째, 팔을 아래로 

당기면 증상이 심해지고 어깨를 올리면 증상이 완화되며 

넷째, 주로 여자에게 제한되어 나타나며 다섯째, 혈관현상

이나 근육 위축, 감각소실이나 반사 변화는 없고 신경전도 

검사상 정상이며 여섯째, 상완신경총 위를 누르면 Tinnel's 

sign이 있으며 일곱째, 경추부 측면 사진상 두 번째 흉추가 

보일 수 있다. 본 증례의 경우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이외에 다른 진단기준에는 모두 합당한 소견을 보

다. DSS의 빈도에 관해 언급된 문헌은 없었으며 환자들의 

연령은 37세,3) 20－49세,1) 17－50세(평균 32.1세) 다.2) 증상

은 내원 전 수개월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으며 양측성이 아

니라 일측성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2) 통증의 양상은 조이

고 전기 오듯이, 찌르는 듯, 잡아당기는 듯하며 무거운 물

건을 들 때 심해지고 레이노드 현상이나 파행 같은 혈관현

상은 없다고 하 다.1) 많은 환자들이 내원 전에 항염증 약

물로 치료받았으며 신경전도 검사뿐 아니라 근전도 검사와 

척수 조 술 검사에서도 정상소견을 보 다.1-3) 충돌증후군, 

경추부 디스크 질환, 경부 dystonia, 관절 과가동증, 등세모근 

비대증 등과 같은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있었다.2) Aka-

lin 등에2) 의하면 10명의 환자 중 2명에서 등세모근 비대증

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상완신경총의 지속적인 신장으로 인

하여 반사적으로 근육이 수축함에 기인한다고 하 으며 본 
Fig. 1. Lateral cervical radiograph showing all seven cervical vertebra, 
the first thoracic and a part of the second thoracic vertebra.



298   EY Park, et al / Korean J Pain Vol. 19, No. 2, 2006

증례에서도 왼쪽에서 더 심한 등세모근 비대증을 보 다.

  DSS을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환은 흉

곽출구 증후군으로 DSS을 이것의 한 카테고리로 포함시키

는 경우가 많지만2,4,5) DSS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진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주요 혈관과 신경이 흉곽 밖으로 나가

는 공간이 좁아져 기계적인 변화로 상지의 신경혈관 증상

이 나타난다.6) 본 증례의 DSS 환자에서는 어깨와 양측 목에 

압통점이 있는 것은 상완신경총 위 줄기에 의한 흉곽 출구 

증후군 증상과 비슷하고 주로 척골 쪽 손가락에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완신경총의 아래 줄기에 의한 흉곽출

구 증후군 증상과 유사했지만7) 근육위축이나 감각소실, 혈

관현상 등은 없었고 흉곽출구 증후군에서 이상을 보이는 

이학적 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 다. 흉곽출구 증후군의 증

상은 주로 상완신경총의 압박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DSS

은 상완신경총의 신장에 의한 것이다.1,2) 상완신경총의 비정

상적인 신장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어깨는 발달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출생 시 흉골

의 높이는 T1 정도에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이 되면서 점

점 높이가 내려가 성인이 되면 남자에서는 T2, 여자에서는 

T3 높이까지 내려간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정상보다 

더 내려간 어깨에 기계적인 손상이나 상완신경총을 신장시

키는 자세습관 등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1) 흉곽출구 

증후군에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혈관현상이 심할 

경우 수술적 감압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겨드랑통과 

접근법으로 첫 번째 갈비뼈를 절제하는 방법과 빗장뼈 위

로 상완신경총의 신경박리술을 시행하게 되는데8) DSS을 흉

곽출구 증후군의 한 원인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수술을 시

행할 수도 있지만 DSS의 경우 상완신경총의 압박에 의해서

가 아니라 신장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첫 번

째 갈비뼈를 제거하더라도 증상이 완화될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갈비뼈 제거 후 오히려 어깨가 더 낮아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1) DSS에서는 어깨를 올리면 증상이 완

화되나1,2) 흉곽출구 증후군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되며 운동 

중보다는 운동 후에 더 심하다.7)

  경부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피부분절에 따른 방사통이나 

반사의 이상이나 자기공명 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증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손가락 증상만을 

보면 팔꿉굴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팔꿉굴증후군에

서는 목이나 어깨의 증상은 드물게 나타나며7) 팔꿉굴증후

군의 특징적인 증상인 팔꿈치에서의 Tinnel's 증상은 본 증

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Swift와 Nichols는1) drooping shoulder의 초기치료는 물리치

료로서 40－85%의 환자에서 운동 프로그램으로 효과가 있

으나 실제 본인들의 환자에서는 어깨 강화 운동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 다. Akalin에2) 의하면 자세교육과 어깨 관절 

강화운동으로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 앞톱니근 강화

운동과 위 등세모근과 어깨 올림근의 신장운동과 아래턱 뒤

당김운동과 상완신경총 미끄러짐 운동으로 평균 8주(2주－

10주)의 치료로 일상생활이나 일할 때 증상이 없이 불편함

이 없었다고 하 다.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에서 보존적 치

료로 권장되는 운동 중 앞톱니근과 어깨뼈 올림근 강화운

동, 목갈비근과 가슴근 신장운동, 목 폄근, 어깨뼈 모음근의 

강화운동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9,10) 물리치료에 효과

가 없으나 어깨를 수동적으로 올렸을 때 증상이 완화될 경

우에는 벨트형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11) 본 증례에

서 시행한 성상신경절 차단과 통증유발점 주사는 목과 어

깨 근육의 경직된 부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DSS은 통증치료실 역에서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질환이

지만 목과 어깨, 팔, 손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서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진단기준과 감별질환을 숙

지하고 치료에 임한다면 불필요한 치료방법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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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oopy shoulder syndrome. Arch Orthop Trauma Surg 2001; 

121: 254-6.

3. Clein LJ: The droopy shoulder syndrome. Can Med Ass J 1976; 

114: 343-4.

4. Sheklee A, Katirji B: Spinal accessory neuropathy, droopy shoul-

der, and thoracic outlet syndrome. Muscle & Nerve 2003; 28: 

383-5.

5. Huang JH, Zager EL: Thoracic outlet syndrome. Neurosurgery 

2004; 55: 897-903.

6. Brantigan CO, Roos DB: Etiology of neurogenic thoracic outlet 

syndrome. Hand Clin 2004; 20: 17-22.

7. Brantigan CO, Roos DB: Diagnosing thoracic outlet syndrome. 

Hand Clin 2004; 20: 27-36. 

8. Wehbe MA, Leinberry CF: Current trends in treatment of thora-

cic outlet syndrome. Hand Clin 2004; 20: 119-21.

9. Crosby CA, Wehbe MA: Conservative treatment for thoracic out-

let syndrome. Hand Clin 2004; 20: 43-9.

10. Abe M, Ichinohe K, nishida J: Diagnosis, treatment, and compli-

cations of thoracic outlet syndrome. J Orthop Sci 1999; 4: 66-9.

11. Nakatsuchi Y, Saitoh S, Hosaka M, Matsuda S: Conservative tre-

atment of thoracic outlet syndrome using an orthosis. J of Hand 

Surg 1995; 1: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