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초신경 포획증후군은 골섬유터널(osteofibrous tunnel)이

나 건 또는 섬유조직 혹은 근육의 좁은 신경출구에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신경손상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복합

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의미한다(1).

임상 증상은 신경의 손상 부위와 분포에 따라 다양하며 특

히 사지의 지속적 혹은 특정한 동작에 의해 나타나며 역동적

압박신경증(dynamic compression neuropathy)이라고도 한

다. 진단은 임상 병력, 신경학적 신체검사, 전기적 진단방법

(electordiagnosis) 등으로 하며, 손상 정도와 부위에 따라 증

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의 해부학

적인 주행, 전기적 진단 방법, 자기공명 영상, 초음파 등과 같

은 영상소견의 이해가 필요하다.

말초신경 포획증후군의 원인은 물리적 손상, 만성적인 과도

사용에 따른 이차적인 증상(chronic overuse syndrome), 인

접한 혈관의 이상, 신경과 인접한 곳에 존재하는 근골격계 기

형, 관절의 질환, 대사성 질환, 신경과 인접한 종괴나 종괴양

병변 등이며 영상의 역할은 신경 자체의 병변 위치 확인, 이

환된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의 이차적인 변화, 그리고 압박의

원인을 찾는 데 있다.

자기공명영상 시스템과 코일의 발달에 의하여 신경속 구조

(fascicular structure)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2-4). 자기공명영상에서 신경의 병변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정상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와 정상 신경의 자기공명영상 소

견을 아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하다. 정상 신경

은 신경축삭(axon)과 슈반신경초 그리고 주변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경축삭이 신경초로 둘러 싸여 있던 아니던

각 신경은 신경내막(endoneurium)이라는 결합조직으로 둘러

싸여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신경다발(fascicle)은 신경다발막

(perineurium)이라는 결합조직으로 둘러 싸인다. 이 각각의

신경다발은 다시 내측 신경외막(internal epineurium)이라는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이며 이렇게 형성된 말초신경은 외측 신

경외막(external epineurium)에 둘러싸인다(Fig. 1). 자기공

명영상에서 보이는 가장 작은 단위는 위에서 설명한 신경다

발(fascicle)이 된다(5). T1 강조영상에서 신경은 정상적으로

근육과 같은 정도의 신호강도를 보이며 개개의 신경다발은

perineurial, epineurial tissue 내의 지방성분 때문에 약간 높

은 신호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인다(6). T2 강조영상에서는

각각의 신경다발은 근육보다 약간 높은 신호의 군집된 점

(clustered dot-like)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endoneur-

ial fluid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7) (Fig. 2).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신경에는 혈관-신경 장벽(barrier)

의 변화, 신경축삭 또는 신경초의 변성에 의한 축삭형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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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cross sectional anatomy of peripheral nerve.
Axons are covered by Schwann cell, surrounded by en-
doneurium which are bundled into fascicles by perineurium.
Fascicles are surrounded by interfascicular epineurium
grouped into a nerve by epineurium.

Fig. 2. Normal MR imaging of the peripheral nerve. Axial FSE
T2-weighted image demonstrates the sciatic nerve. Clustered
iso-signal intensity fascicles are well demonstrated within sur-
rounding high signal fat (white arrow).



(axoplasmic flow)의 변화, 신경내막 또는 신경외막의 부종

등의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의하여 T2 강

조영상에서 신경의 신호강도가 높아지게 된다(8, 9). 신경 손

상 후 근육에는 신경인성 부종(neurogenic edema, 아급성기),

탈신경위축(만성기), 지방변성(만성기) 등이 나타난다. 근육

약화가 grade 3(Medical Research Council grading scheme

상 중력과 같거나 중력 이하의 근력) 이하에서야 자기공명영

상에서 변화를 볼 수 있고, 시간상으로 자기공명영상은 4일

정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급성 신경손상(acute

denervation) 시에는 자기공명영상에서도 2주까지 발견이 안

될 수 있다(6). 근육의 신호 강도 변화는 T2 강조영상에서

신경무동작(neurapraxic, 탈수초만 있으면서 신경축삭의 손상

이 없는 경우) 손상에서는 정상으로, 축삭절단(axonotmetic,

neurapraxic 손상에 신경축삭 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 손상

과 신경단열(neurotmetic, axonotmetic 손상에 신경의 결합

조직 손상이 함께 동반된 경우) 손상은 신호가 증가되어 나

타나 이들의 감별에 자기공명영상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T1 강조영상에서는 지방변성(만성기의 변화)을 보기 쉽다

(6).

말초신경 포획증후군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압박 받은 신경

에 따라 이름을 붙이나, 해부학적 부위(metatarsalgia), 해부

학적 관(수근관 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동작(과외

전 증후군, hyperabduction syndrome)에 따라 불리기도 한

다.

상지에서는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근육피부신경

(musculocutaneous nerve), 견갑상신경(suprascapular

nerve), 상완 신경총 등이, 하지에서는 좌골신경, 총비골신경,

경골신경, 대퇴신경, 외측대퇴피신경(lateral femoral cuta-

neous nerve), 폐쇄신경(obturator nerve), 장골서혜신경

(ilioinguinal nerve), 음부대퇴신경(genitofemoral nerve) 등

에 발생한다.

본 고찰에서는 말초신경 포획증후군을 각 신경에 따라 나

누어 각각의 신경이 잘 압박 받는 부위별로 알아보고 각각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예시하였다.

상 지

정중신경(Median Nerve)

정중신경은 수근관(carpal tunnel), 원위 전완, 근위 전완에

서 주로 압박을 받으나 Struther 인대(비정상적인 골 증식에

의한 과상돌기(supracondylar process)와 내측상과 (medial

epicondyle)를 연결하는 인대에 의해서도 정중신경이 압박될

수 있다(10, 11).

회내근증후군(Pronator syndrome)

정중신경은 원회내근(pronator teres)의 두 갈래 사이를 지

나 flexor digitorum sublimis 아래로 지나게 되는데(Fig. 3)

이 부위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원인으로는 원회내근의 비

후와 이두근건(biceps tendon)의 건막(aponeurosis)에 의한

압박, 변이 정중동맥(aberrant median artery), 요측 수근굴

근(flexor carpi radialis muscle) 기시부의 섬유부에 의한 압

박 등을 들 수 있겠다.

전골간신경증후군(An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Kiloh-Nevin syndrome))

전골간신경(Anterior interosseous nerve)은 정중신경의 가

장 큰 가지로 운동신경 성분만을 가지고 있다. 이 신경은 장

무지 굴근(flexor pollicis longus), 사각회내근(pronator

quadratus), 심 수지 굴근(flexor digitorum profundus)의 요

측 부위를 지배하며 따라서 압박 시에 엄지와 제2수지의 굴

곡의 장애를 초래한다(10). 이 신경의 압박은 요골골절이나,

과상골절(supracondylar fracture), 변이적으로 존재하는 섬

유대 등에 의해 압박 받을 수 있다(12, 13) (Fig. 4).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수근관(수근골과 굴근지대 사이의 공간)은 수근에서 손바

닥의 중간부위까지 약 6 cm 정도의 길이의 공간으로 정중신

경과 수지굴건 들이 이 공간을 지나게 된다(14). 굴근지대

(flexor retinaculum)는 요골 쪽에서는 주상골 조면(scaphoidal

tuberosity)과 대릉형골 능선(trapezial crest)에, 척골 쪽에서

는 두상골(pisiform)과 구상골 갈고리(hamate hook)에 붙어

있다. 정중신경은 수근관 까지는 표층 수지굴건(flexor dig-

itorum superficialis tendon)의 표층으로 지나다가 수근관 내

에서는 이 건들의 표층 요골 측으로 주행하게 되고(Fig. 5)

수근관에서 주로 좁아지는 부위는 손목의 주름으로부터 2-4

cm 원위부에 있으며 폭은 약 10 mm 정도이다(14).

김성준 외: 말초신경 포획 및 압박 증후군의 자기공명영상

─ 76 ─

Fig. 3. Diagram of pronator syndrome. The median nerve
(short arrow) normally passes between two heads of pronator
teres (long arrows), subsequently passing under the edge of the
flexor digitorum sublimes (open arrow). Median nerve could
be compressed in these regions.



수근관 증후군의 기전은 수근관이 좁아지거나 내부에 조직

이 많아지면 수근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

한 혈류장애로 신경에 허혈과 신경 주변의 부종이 생기게 된

다.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수초와 축삭의 장애를 보이며 허혈

이 오래되면 신경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비가역적이 된다(15).

자기공명영상에서 정중신경은 손목의 중립, 신전, 굴곡 상

태에 따라 위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16) 특

히 신전 상태에서는 신경이 표층 수지굴건과 굴근지대 사이

에 끼어 보이며 둥글게 혹은 납작하게 보일 수 있다(16, 17).

수근관 증후군의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정리하여 보면 손목의

횡단면 스캔에서 두상골이 보이는 위치에서는 신경의 종창

(swelling)을, 구상골 위치에서는 신경의 납작해지는 정도와

굴근지대의 손바닥 쪽으로의 bowing을 그리고 T2 강조 영상

에서 신경의 신호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18),

이외에도 손바닥 쪽의 점액낭염, 수지굴건의 건활막염 등이

동반되는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Fig. 6). 위수근관

증후군(pseudocarpal tunnel syndrome, sublimis syndrome)

은 손목에서 sublimis 근육의 외측 두(head)가 정중신경을 압

박하여 생긴다(19). 자기공명영상에서의 정중신경의 절단면

적의 평균은 10-11 mm2 정도로 알려져 있다(20).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관절염(류마티스,

통풍, CPPD), 선단거대증(acromegaly), 갑상선 기능저하증,

유전분증(amyloidosis), 하지 마비, 종양, 감염(결핵), 정중동

맥의 혈전, 건의 섬유화, 골격 기형, 출혈, 손상 등을 들 수

있지만(21) 실제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통

35-65세에 발생하고 여자에게 많고 양쪽에 생기나 주로 쓰

는 손(dominant hand)에 심하다. 임상적으로 엄지, 검지, 중

지 그리고 약지의 척측 운동 및 감각신경증상과 무지구 측 근

육(thenar muscle)의 위축이 나타나고 레이노드 증후군

(Raynaud’s phenomenon)이 60% 에서 나타날 수 있다. Tinel

징후와 Phalen 검사 등의 이학적 검사와 신경-근전도 검사

(90%)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보존적 치료를 하며 수술적 치료는 굴근지대를 절개하여 수

근관을 유리시키는 것이다.

척골신경(Ulnar Nerve)

주관증후군(Cubital tunnel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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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erior interosseous nerve entrapment. Axial FSE T2-
weighted and contrast enhanced T1-weighted images show
high signal intensity and enhancement of pronator quadratus
(white arrows) respectively, indicating selective denervation
myopathy. 

A B
Fig. 5. A. Diagram of carpal tunnel and the Guyon’s canal at the level of the pisiform.
B. Diagram of carpal tunnel at the level of the hamate. (open arrow; ulnar nerve, thick arrow; median nerve, UA; ulnar artery,
FCR; flexor carpi radialis tendon, P; pisiform, T; triquetrum, L; lunate, S; scaphoid, H; hamate, C; capitate, Td; trapezoid, Tz:
trapezium).



주관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말

초신경 포획 및 압박 증후군이다. 주관(cubital tunnel)은 내

측상과(medial epicondyle)와 척측 수근굴근(flexor carpi

ulnaris)의 두 갈래 사이의 fibro-osseous canal이며 천정

(roof)은 주관지대(cubital tunnel retinaculum), 삼각건막(tri-

angular aponeurosis)이고 바닥(floor)은 관절포(joint cap-

sule)와 내측 측부인대의 후부와 횡부로 이루어져 있다. 주관

지대는 epicondylo-olecranon ligament 혹은 Osborne’s lig-

ament라고도 하며 삼각건막(triangular aponeurosis)은 척측

수근굴근의 두 갈래 사이를 연결하는 궁상인대(arcuate lig-

ament) 라고도 한다(Fig. 7). 상기된 인대들은 여러 보고에

서 서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척골신경은 이 인대들

에 의하여 주관 내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22-24).

원인은 다양하여 급성 외상, 외상을 받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주관절에 외반(valgus) 변형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생기는 지연성 척골 신경마비(tardy ulnar nerve palsy), 그

리고 기타 관절염과 낭종 등의 종괴, accessory epitrochleo-

anconeus muscle, 신경의 아탈구, 탈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볼을 던지는 운동선수나 음악가에게 잘 생긴다. 임상

증상은 감각 이상과 척측 수근굴근, 4, 5번째 손가락의 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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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6. Carpal tunnel syndrome.
A. Normal median nerve in the carpal
tunnel. Axial T1 weighted image (up-
per row) and FSE T2 weighted image
(lower row) at pisiform (p) and hamate
(h) level shows normal median nerve
(white arrows). Median nerve shows a
fascicular pattern with iso-signal inten-
sity with muscle, surrounded by slight-
ly high signal intensity fat.
B. Morphologic change of the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 syndrome. Axial
T1 weighted image (upper row) and
FSE T2 weighted image (lower row)
shows enlarged median nerve (white
arrows) with slightly low signal intensi-
ty comparing with muscle and in-
creased signal intensity respectively.
Fascicular pattern is obliterated.

B



지굴근과 내근(intrinsic muscle)의 약화를 보이며 Tinel 징후

와 신경의 촉지 및 비후, 압통 등을 보인다. 자기공명영상에

서는 척골신경이 주관의 근위부에서 비대해지고, T2 강조영

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다(25)(Fig. 8).

척골관증후군(Guyon’s canal syndrome(ulnar tunnel syn-

drome))

척골관 내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이 나타난

다. 척골관은 수장 측에 두상골, 구상골, 굴근지대, 그리고 소

지구(hypothenar) 근육을 바닥(floor)으로 두고, 천정(roof)

은 복측 수근인대(volar carpal ligament), 단장근(palmaris

brevis muscle), 수장 측 근막(palmar fascia)의 섬유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척골동맥, 척골신경 및 지방조직을

포함하고 있다(Fig. 5A) (26, 27). 척골신경은 배측 피부 분

지(dorsal cutaneous branch)가 갈라진 후에 척골관 내로 들

어가 그 내부에서 표층 감각 신경분지와 심층 운동 신경분지

로 나누어지고(27) 운동분지는 단장근, 소지구 근육, 외측 충

양근(lateral lumbrical), 골간근(interossous muscle), 무지 내

전근(adductor pollicis), 제5수지 외전근(abductor digiti

minimi) 등의 근육에 분포한다.

원인으로는 주로 결절종(ganglion), 외상, 직업에 의한 반복

적인 외상 등이고 기타 구상골 갈고리의 골절, 변이 근육, 두

상골-구상골 융합(pisiform-hamate coalition) 등도 문제가

된다. 반복적인 외상(자전거, 태권도, 유도, 테니스 등)이 척

골동맥의 연축, 혈전, 동맥류 등을 유발시켜 척골신경의 장애

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특히 hypothenar hammer syn-

drome 이라고 한다.

자기공명영상에서 척골신경은 3 mm 두께이고 두상골의 근

위부에서부터 약 12 mm 지나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고 압

박 시에 나타나는 소견은 주관 증후군에서와 같다(Fig. 9).

주관에서 척골신경의 포획과 함께 경추의 병변, 흉곽출구증후

군(thoracic outlet syndrome) 등이 같이 나타나는 double

crush syndrome이 있을 수 있어 임상적으로 진단에 어려움

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영상 소견이 도

움이 될 수 있다(28). 그 외에 소지구 근육의 건 부분으로

이루어진 골섬유터널에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증상이 일

어날 수 있는데 이를 pisohamate hiatus syndrome이라고 하

며 이때에는 제5수지 외전근(abductor digiti minimi)과 단장

근은 침범 받지 않는다. 척골신경의 심층분지의 끝부분이 무

지 내전근의 건궁(tendinous arch)에 의해 압박을 받기도 한

다(syndrome of the tendinous arch of the adductor polli-

cis muscle).

요골신경(Radial Nerve)

요골신경은 손목에서는 표층 요골신경이나 후골간신경

(posterior interosseous nerve)의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

나고, 주관절에서는 후골간신경 증후군(posterior interosseous

syndrome) 또는 요골신경관 증후군(radial tunnel syndrome)

이, 상완에서는 high radial nerve syndrome이 나타난다(29).

전골간신경이 정중신경의 분지인 반면, 후골간신경은 요골신

경의 분지이며 운동신경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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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agram of cubital tunnel. In the view from the medial
aspect of the elbow. Ulnar nerve (UN) passes between medial
epicondyle of humerus and olecranon at the condylar groove
deep to the cubital tunnel retinaculum (A) and aponeurosis (B)
formed between two head of flexor carpi ulnaris (C). Cubital
tunnel retinaculum and aponeurosis of flexor carpi ulnaris
blend with each other at margin. Ulnar nerve might be en-
trapped in this region.

Fig. 8. Ulnar neuropathy at cubital tunnel. Axial T1 weighted
image (top) shows ulnar nerve at cubital tunnel of condylar
groove with loss of normal clustered dot like fascicular pattern
(white arrow). Axial FSE T2 weighted image (bottom) also
shows loss of normal fascicular pattern and slightly increased
signal intensity of ulnar nerve (white arrow).



Saturday night palsy

요골신경이 액와부나 상완골의 나선구(spiral groove, 삼두

근의 외측과 내측 갈래 사이)에서 압박 받아 나타나며 삼두

근(triceps), 상완요골근(brachioradialis)의 약화와 손의 내신

전근과 수근 신전근의 약화가 생긴다(30, 31).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syndrome(supinator entrapment

syndrome)

요골신경의 깊은 분지인 후골간신경이 arcade of Frohse라

는 회외근(supinator)의 근위 변연(edge) 아래에서 압박을 받

아서 생기는 것으로(Fig. 10) 주관절의 탈골, 골절, 류마티스

관절염, 종양, 섬유대 등이 원인이 되고 손가락을 중수지절관

절(metacarpophalangeal joint)에서 신전시키지 못하여 마치

신전건의 파열 혹은 상완 외과염(lateral epicondylitis)과 유

사하게 보인다(Fig. 11).

Radial tunnel syndrome

후골간신경 증후군과 함께 요골신경 압박의 가장 흔한 형

태이다(32). 요골신경은 주관절에서는 상완근과 상완요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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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agram of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course. Radial
nerve passes beneath brachioradialis muscle (BR) branching
into superficial branch and deep branch (posterior in-
terosseous nerve).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thick black ar-
row) which is purely motor branch of radial nerve passes into
the supinator muscle (S). These spaces are narrow enough to
entrap the radial nerve. (PIA; posterior interosseous artery)

Fig. 11. Compression neuropathy of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Fat satu-
rated axial T2 weighted image at the
proximal forearm shows a juxtacortical
lipoma with a low signal intensity, al-
most encircling proximal radius (white
arrow) and compressing the passage for
the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Right). Denervation myopathy of the
extensor muscle groups (black arrow)
was evident at the distal level showing
increased signal intensity with atrophy.

Fig. 9. Ulnar neuropathy at Guyon’s canal. Axial FSE T2
weighted image at pisiform (top) and hamate (bottom) level
shows markedly enlarged ulnar nerve at Guyon’s canal. The
nerve also shows markedly increased signal intensity (white
arrow).



사이를 지나서 원위부로 내려가서 심층 분지인 후골간신경과

표층 분지로 나뉘며 후골간신경은 회외근을 관통하여 지나가

골간막 뒤에서 신전근들에 운동신경을 내게 된다. 표층분지는

상완요골근 및 장 요측 수근신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의 깊은 곳에서 천 수지굴근(flexor digitorum super-

ficialis)의 표면을 따라 주행하게 된다. 요골신경이 압박 받는

부위는 요골두 앞쪽의 섬유대, leash of Henry라 불리는 혈

관 group, 요측 수근신전건(extensor carpi radialis tendon)

의 척측 반 쪽과 근막, arcarde of Frohse 아래의 섬유궁, 회

외근의 원위 외측 변연의 근막 복개통로(fascial arcade) 등

이다. 그 증상으로는 상완과 주관절의 외측 그리고 손목의 배

측으로 오는 통증(29)과 작은 근력약화가 있다.

Cheiralgia paresthetica

요골신경의 표층분지가 상완요골근과 장 요측 수근신전근

사이를 지나 피하층으로 나올 때 압박 받아 생기며 주로 감

각의 변화를 보인다(33).

견갑상신경(Suprascapular Nerve)

이 신경은 상완 신경총의 상 줄기(upper trunk)에서 갈라

져 나와 승모근(trapezius)과 견갑설골근(omohyoid muscle)

의 깊은 곳에서 주행하다가 superior transverse ligament의

하방에 있는 견갑절흔(scapular notch)을 지나 극상와

(supraspinatus fossa)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극상근

(supraspinatus muscle)에 운동신경 분지를 내며 견갑극

(scapular spine)의 외측 연을 지나 극관절와 인대(spinog-

lenoid ligament) 아래의 극관절와 절흔(spinoglenoid notch)

을 지나서 관절와하와(infraglenoid fossa)로 들어와 극하근

(infraspinatus muscle)에 운동신경을, 견관절의 하측에 감각

신경을 낸다(Fig. 12). 감각과 운동신경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극상근과 극하근에 분포한다. 견갑상신경(suprascapular

nerve)이 눌리는 원인은 골절, 탈골, 종양, 기형 등이다. 특히

결절종(ganglia)이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극관절와 절

흔에서 발생하는 결절종은 어깨 관절 뒤쪽의 관절포-관절순

손상(capsulolabral injury)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병변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견관절 통증과 극상근과 극하근의 약

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Fig. 13).

액와신경(Axillary Nerve)

5, 6번째 경추신경에서 기원하며 후삭(posterior cord)에서

분지하여 액와신경이 된다. 액와부에서는 후상완회선동맥

(posterior circumflex humeral artery)을 따라서 사각공간(대

원근, 소원근, 상완골의 골간, 그리고 삼두근건의 장두에 의해

구분되는 사각공간)을 지난다(34). 이 신경의 압박 증상으로

는 어깨근육의 약화와 통증, 상지의 맥박의 변화가 나타나고

영상에서는 소원근과 삼각근(deltoid muscle)의 신호 변화가

나타난다.

이외에도 기타 근육피부신경, 견갑배신경(dorsal sca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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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iagram of suprascapular nerve passage viewing from
the back. (SSN; suprascapular nerve, SSM; supraspinatus mus-
cle, ISM; infraspinatus muscle)

Fig. 13. Compression neuropathy of suprascapular nerve. A
ganglion (white arrow) is visible at spinoglenoid notch, on axi-
al T1 weighted image (top) and T2 weighted image (bottom).
Subtle signal alteration is limited in the infraspinatus muscle
(black arrow). Suprascapular nerve in the spinoglenoid notch
already branch off the nerve to the supraspinatus muscle, so
that the supraspinatus muscle does not show signal alteration,
(not shown in this cross-section).



nerve), 장흉신경(long thoracic nerve) 등이 압박 받을 수

있는 신경들이다.

상완신경총(Brachial Plexus)

상완신경총은 흉곽 출구부(thoracic outlet region)에서 쇄

골하동맥, 쇄골하정맥과 함께 주행하는데 이 부위에서 주로

압박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위가 3군데로 나누어 설명된다. 먼

저 전사각근 증후군(anterior scalene syndrome)은 상완신경

총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anterior and middle scalene

muscle)과 첫 번째 늑골로 이루어지는 사각근간 삼각(inter-

scalene triangle)을 지날 때 압박 받는 경우이다. 둘째로 늑

골쇄골공간 증후군(costoclavicular syndrome)은 상완신경총

이 지나가는 쇄골과 첫 번째 늑골 사이의 공간에서 압박을 받

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과외전 증후군(hyper abduc-

tion syndrome)은 팔을 180도 외전 할 때 신경이 소흉근이

오훼돌기(coracoid process)에 붙는 부위의 아래에서 압박 받

아 나타난다.

하 지

하지에서는 요추천추신경총(lumbosacral plexus)에서 대퇴

신경과 좌골신경을 형성하여 하지에 신경분포를 이룬다. 대퇴

신경은 2, 3, 4번 요추신경으로부터 형성되고 좌골신경은 4,

5번 요추신경과 1, 2, 3번 천추신경으로부터 형성된다. 대퇴

신경은 요추천추신경총에서 시작되어 장골근(iliacus muscle)

을 따라서 앞으로 주행하여 서혜부 인대 깊은 곳으로 주행하

여 대퇴부 내로 들어가게 된다. 좌골신경은 역시 요추천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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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arsal tunnel syndrome caused by ganglion cyst. Axial T2 weighted image shows a ganglion cyst at tarsal tunnel (arrow
heads) compressing posterior tibial nerve and its branches (A) and posterior tibial vascular bundles (B).

Fig. 14. Diagram of posterior tibial nerve passage at tarsal tun-
nel. Posterior tibial nerve branches within the tarsal tunnel in-
to medial plantar, lateral plantar, medial calcaneal nerve in
most cases with minor exception. (PTN; posterior tibial nerve,
MPN; medial plantar nerve, LPN; lateral plantar nerve, FR;
flexor retinaculum, AH; abductor hallucis)



경총에서 시작되어 대좌골공(greater sciatic foramen)에서 이

상근(piriformis muscle) 하방으로 대퇴부 내로 들어오게 된

다. 원위 대퇴부에서 좌골신경은 내측의 경골신경(tibial

nerve)과 외측의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으로

나누어져 슬와부로 들어가게 된다.

경골신경(Tibial Nerve)

경골신경은 주로 족근의 족근관(tarsal tunnel)에서 압박을

받게 되며 이 경우를 족근관 증후군(tarsal tunnel syndrome)

이라 부른다. 슬관절보다 원위부에서 경골신경은 후경골동맥

과 같이 주행하며, 내측 족저(medial plantar), 외측 족저(lat-

eral plantar), 내측 종골(medial calaneal)의 3개의 분지로 나

누어 지는데 이 분지되는 부위는 족근관 내부이거나 근처이

며 변이가 많다.

족근관은 하퇴부의 심부 후방 구획(posterior compart-

ment)의 이행 구조이며 근위(경골거골)부와 원위(거골종골)

부로 나눈다.

근위부 족근관은 골섬유관으로서 천정은 내과(medial

malleolus)와 종골조면(calcalneal tuberosity)를 연결하는 굴

근지대(flexor retinaculum)이고 바닥은 내측 거골면, 종골의

재거돌기(sustentaculum tali)와 내측 종골면으로 구성된다.

이 내부로 지나가는 구조로는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장

족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 장무지굴근(flexor hal-

lucis longus)의 건과 후경골동맥, 후경골정맥, 후경골신경으

로 구성되는 혈관 신경다발이 있다. 내측 족저와 외측 족저

줄기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뉘어지지만 소수는 발목관보다 근

위부에서 갈라지게 된다(35) (Fig. 14). 원위부 족근관은 경

골신경의 내 외 발바닥 가지가 무지내전근(adductor hallucis

muscle) 기시 부위의 섬유개구를 지나는 부위를 말한다. 경

골신경은 주행 경로에 변이가 많아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전형적인 족근관 증후군은 근위부 족근관에서 신경이 압박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약 60-80% 에서 원인을 알 수

있고 그 중 외상이 가장 흔하며, 결절종, 정맥류 등과 관절

질환, 평발, 족근골 융합(tarsal coalition) 등이 원인이 된다

(Fig. 15). 증상으로는 발바닥과 발끝에 서서히 오는 동통과

열감 등이 있다.

원위 족근관 증후군은 무지내전근 아래의 외전근관(adduc-

tor tunnel) 안에서 신경이 압박 받을 때 1-2번째 발가락에

증상이 나타난다. 내측 족저신경이 거골과 족주상골(navicu-

lar) 내궁(medial arch) 아래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무

지내전근 아래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Jogger’s foot은 내측 족저신경이 무지내전근과 장무지굴

근, 장족지굴근의 교차부위(Master Knot of Henry)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압박되어 생긴다. 원인으로는 결절종, 종양, 건

활막염(tenosynovitis), 외상 후 섬유화, 근육 비대, 골절 등

이다.

무지신경(hallucal nerve)의 압박은 내측 족저신경 이나 내

배측 족저무지신경이 첫 번째 중족지절관절(metatarsopha-

langeal joint) 부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생기며 마치 종자골염

(sesamoiditis)과 같이 나타난다.

심비골신경(deep peroneal nerve)은 신근지대(extensor

retinaculum) 깊은 곳에서 장족지신근(extensor digitorum

longus)과 장무지신근(extensor hallucis longus) 사이로 전

경골 동맥의 외측에서 주행하게 되는데 이 부위에서 신근 지

대에 눌려서 생기는 것을 전 족근관 증후군(anterior tarsal

tunnel syndrome)이라고 한다. 이때 증상은 단족지신근

(extensor digitorum brevis)의 약화와 발의 배측-내측의 감

각이상이 있다.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 

좌골신경에서 분지하여 슬와부를 지나 비골경(fibular neck)

의 외측 면과 장 비골근의 건 사이를 지나서 천비골신경과 심

비골신경으로 분지된다(Fig. 16). 심비골신경은 무릎 이하 다

리의 전방구획(anterior compartment)의 근육에 분지하므로

이 신경의 손상이 오면 발의 배측 굴곡(dorsiflexion), 외번

(eversion)의 장애가 생기고, 발가락의 신전 장애를 보인다.

총비골신경을 압박하면 비골관 증후군(peroneal tunnel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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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iagram of peroneal nerve at the fibular neck level.
Common peroneal nerve winds around the fibular neck be-
neath the peroneus longus tendon branching into superficial
and deep branches afterwards. (SN; sciatic nerve, TN; tibial
nerve, CPN; common peroneal nerve, PL; peroneus longus
tendon)



drome)이라고 한다(Fig. 17).

심비골신경은 근위부에서는 장족지신근과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사이를 지나며 원위부에서는 장무지신근과 전경골

근 사이를 지난다. 발목 근처에서는 장 족지 신근과 장 엄지

신근 사이를 지나며 신근 지대 밑으로 지난다. 전 족근관 증

후군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하방 신근지대(inferior extensor

retinaculum) 아래의 장무지굴근과 단무지굴근 아래에서 압박

을 받을 때 생긴다.

표층 비골신경은 비골과 장비골근(peroneus longus mus-

cle) 사이를 따라 내려가며 발목의 약 10 cm 상방에서는 deep

crucial fascia를 관통한다. 이 부분을 지날 때 압박을 받기도

한다(36, 37).

좌골신경(Sciatic Nerve)

대좌골공(greater sciatic foramen)은 이상근의 상부

(suprapiriformis)와 하부(infrapiriformis)로 나눈다. 상부로는

상둔신경(superior gluteal nerve)(중둔근, 소둔근, 대퇴근막

장근(tensor fascia lata)에 분포)과 혈관이 지나가고, 하부로

는 내측으로 음부 신경과 외측으로 좌골신경, 하둔 신경(infe-

rior gluteal nerve)(대둔근과 고관절낭 에 분포), 후 피부신

경(posterior cutaneous nerve), 하둔 동맥과 정맥 등이 지나

간다. 좌골신경은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의 내측

에서 대전자(greater trochanter)와 좌골조면(ischial

tuberosity) 사이를 지나간다. 좌골신경의 근위부에서는 압박

이 드물다.

이상근 증후군(piriformis syndrome)은 대좌골공 하방에서

이상근에 의해 압박을 받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증

상과 유사하다. 이상근의 비대. 염증 혹은 변이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기타 외상, 앉은 자세, 점액낭염 등에 의해서 생긴

다. 좌골신경이 이상근을 관통하거나 표층으로 지나는 경우에

나타나며 자기공명 영상에서 신경의 이상소견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38-40).

기타하지의신경

비복신경(sural nerve)은 경골신경에서 분지하여 비복근의

내측과 외측 갈래 사이를 지나 내려가다가 근막을 관통한 후

복재정맥(saphenous vein)을 따라서 내려간다. 주근 근처에

서는 외과(lateral malleolus)와 비골근건의 뒤로 지나가며 5

번째 중족골 조면의 아래로 내려간다.

근위 경골신경은 가자미근(soleus muscle)의 건궁(tendi-

nous arch) 등에서 압박 받을 수 있다. 복재신경(saphenous

nerve)은 대퇴신경의 피부분지로 대퇴동맥과 정맥을 따라서

내전근관(adductor canal)을 지나간다. 다리중간 부위의 통증

과 무릎통증을 보인다.

외측 대퇴 피부신경은 2, 3 요추신경에서 기인하며 서혜부

인대(inguinal ligament)가 전상좌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붙는 자리 아래의 구멍을 지나며 이 신경이 침범 되

면 전외측 대퇴부에 통증이 생긴다.

대퇴신경은 2, 3, 4 요추신경에서 나오고 장골근관(iliacus

tunnel)을 지난다. 증상은 서혜부의 동통, 대퇴사두근(qua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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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ntrapment of common fibular
nerve at fibular neck. Common per-
oneal nerve passage is well demonstrat-
ed in sequential axial T2 weighted im-
age winding around the fibular neck
(thick short arrow) (from figure of left
top to right bottom downward in
anatomical location). No definite nerve
compressing pathology is seen, but at-
rophy of anterior compartment muscle
group with increased signal intensity is
suggestive of denervated common per-
oneal nerve (thin long arrow).



ceps femoris)의 위축과 함께 대퇴 전내측의 감각 이상이 나

타난다. 폐쇄신경(obturator nerve)은 폐쇄관(obturator

canal)을 지나며 이 부위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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