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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wasaimedtoinvestigatetheeffectivetreatmentforpatientswiththoracicoutlet

syndrome.

Method:Thisstudywascarriedouttoestablishedtheclinicalcriteriaofthoracicoutletsyndrome.We

collectedandanalyzedthedataofpatientshadcometotheGyeonWooOrientalMedicalClinicafter

trafficaccidentsfrom January1,2011toDecember31,2011.Thepatientswiththoracicoutletsyndrome

weretreatedwithacupuncture,chunatherapyfor4weeks.VisualAnalogScale(V.A.S.)wasusedasthe

toolsdeterminingtheeffectsoforientalmedicaltreatmentonneckpain.

Result:ThetreatmentofKoreanMedicine(KM)includingacupuncture,chunatherapydecreasedV.A.S.

significantly.

Conclusion:Acupuncture,chunatherapywereusefultreatmentforrelievingthe handparesthesiadue

tothoracicoutletsyndrome.

Keywords：thoracicoutletsyndrome,handparesthesia,acupuncture,chuna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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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4경추에서 제1흉추까지의 신경근과 쇄골하

은,제1늑골과 쇄골 견갑골의 상연이 만

드는 삼각 공간을 지나 액와로 들어간다. 한

사각근과 사각근도 이 삼각 공간을 지나가

는데,이 삼각형의 부 를 흉곽출구라고 부른다.

흉곽출구증후군은 흉곽출구의 이나 신경이

선천 기형,후천 인사각근비후 는종양

외상 등에 의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증후군군이

다.
1)
흉곽출구증후군은 1958년Rob와 Standoven

이상지의 동통 이상감각을유발하는질환을

총체 으로 설명하기 해 사용하 으며,원인

에 따라 경늑골증후군, 사각근증후군,늑쇄증

후군,과외 증후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
주

증상으로는 병소 부 에서의 압통,상완 신경총

의원 부가압박되어상 척골에나타나는 신

경마비 증상,동맥과 정맥 압박에 의한 허 증

세 등으로 알려져 있다.3)

흉곽출구증후군의 서양의학 치료법으로는

수술
4-6)
이나 물리치료

7-10)
와 같은보존 인 치료

등을시행하고있지만,수술의경우성공률이40%

를 넘지 못할 뿐더러 재발율이 20%를 넘는 등

합병증이 심각하여 수술보다는 물리 처치와

함께 침, 약침,추나 치료 등11-13)의 한의학

치료 요법이 차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재

까지 한의학 으로 정형화된 표 치료법이 정

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흉곽출구증후군 치료

의 기 가 되는 임상연구 결과에 한 보고도

거의 없다.따라서,흉곽출구증후군의 증상

증상 완화에 사용된 한방치료 결과는 흉곽출구

증후군에 한 한의학 표 화된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데 매우 요한 지료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 하여 흉

곽출구증후군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할 목

으로 환자에게 정형화된 침시술과 추나요법을

복합 으로시행하 다.연구결과,본연구진이

정형화시킨 한방치료요법은 흉곽출구증후군 환

자에게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II. 연구 방법

1.연구 상

1)선정기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견우한의원

에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진단받고 내원하여 치

료받은 34명(남자10명,여자 24명)의 환자를

상으로하여,치료 사 동의를구한후설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 다.

2)제외기

당뇨병,수근 증후군,목디스크,오십견

X-ray,CT,MRI상 경추에 구조 이상이 발견

된 환자는 제외하 다.

2.치료방법

흉곽출구증후군을 호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아래의 정형화시킨 방법으로 침치료,추나 치료

를 4주간 시행하 다.

1)침치료

동방침구사(한국)에서제작된0.3×60mm1회용

호침을 사용하여 좌 상태에서 完骨穴(GB12),

風池穴(GB20),肩井穴(GB21),肩中兪穴(SI15)부

를 자침하고,아시 로는 흉곽출구증후군 유발

과 련이깊은 사각근, 사각근,쇄골하근,소

흉근을자침하 으며,치료는주2회씩,4주동안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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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체 환자들의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표 편차 t p cohen’d

치료 7.88 34 1.23
12.270 0.001 -2.62

치료후 4.32 34 1.49

Table2.성별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표 편차 t p cohen’d

남자
치료 7.9 10 .99

4.373 0.001 -2.02
치료후 4.5 10 2.37

여자
치료 7.88 24 1.33

13.53 0.001 -3.13
치료후 4.25 24 .99

2)추나치료

경추추나요법 수건을환자의후두골기

부분에걸고얼굴의양측면을따라지나가며 꼬

아서 미끄러짐을 막은 후 30-60 간 머리 방향

으로 부드럽게 견인하는 앙와 수건이용 경추

신 법을 시술하 으며,
13)
치료는 주 2회씩,4주

동안 수행하 다.

3.평가방법

치료 효과는 치료 과 치료 개시 4주 후에

조사하여 비교하 다.환자의 주 인 통증정

도를 객 화하고 계량화하기 하여 용이 쉽

고 신뢰성이 우수하며 간단하여 임상 평가방

법으로 리 쓰이는 시각 상사척도(V.A.S.)를

치료 후에 측정하 다.통증의 자각정도를 0

에서부터 시작하여 10까지 10단계로 나 어 표

시하여,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참을 수 없

는통증에 이르기까지숫자를표시하여치료

후에 표시하도록 하 다.

4.통계처리

분석 도구는 SPSS20.0과 excel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p<0.05이하는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III. 결과

치료 후의 효과 비교를 해 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한 그 효과 정도를 비교

하기 해 cohen값을 도출하 다.

1. 체 환자들의 치료 효과 비교

치료 에 손 림 정도의 평균치는 7.88이었

고,치료후의손 림정도는4.32로매우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1). 한,cohen

값으로 효과 크기를 추정하 을 때에는 -2.62로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성별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성별 치료효율을 알아본 결과,남성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7.9이었으나 치료 후

4,5이었으며,여성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

가 7,88에서 치료 후 4.25로 경감하여 모두 감소

하 다(Table2). 한,cohen값으로효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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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연령 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표 편차 t p cohen’d

20
치료 7.36 11 1.21

4.951 0.001 -1.98
치료후 4.55 11 1.63

30
치료 8.11 19 1.2

12.036 0.001 -3.2
치료 4.00 19 1.37

40
치료 8.25 4 1.26

4.243 0.001 -2.17
치료후 5.25 4 1.50

Table4.주로 사용하는 손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sd t p cohen’d

왼손
치료 6.67 3 1.53

2.65 0.01 -1.53
치료후 4.33 3 1.53

오른손
치료 8.03 30 1.16

11.9 0.01 -2.81
치료후 4.43 30 1.4

양손
치료 7 1

× × × ×
치료후 1 1

를 추정하 을 때,남성은 –2.02이었으며 여성

은 –3.13으로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3.연령 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연령별 치료효율을 알아본 결과,2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7.36이었으나 치료 후

4.55이었으며,3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

도가 8.11에서 치료 후 4.00로 감소하 고,4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8.25에서 치료

후 5.25로 감소하여 모두 우수한 치료 효율을

나타내었다(Table3).각연령 별로치료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20 는 -1.98,30 는 -3.2,

40 는 -2.17로 치료의 효과는 30 가 가장 컸

고,그다음은40 ,20 의순으로나타나,30

연령에서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주로 사용하는 손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양손사용자는1명밖에 없어원시자료 값만

을 입력하 다.

주로사용하는손에따른치료효과를살펴본

결과,왼손사용자의경우치료 손 림정도

가 6.67이었으나 치료 후 4.33이었으며,오른손

사용자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8.03에서

치료 후 4.43으로 경감하여 모두 감소하 다

(Table4).cohen값을도출한결과,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 보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환자

들에게서 더 높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주로사용하는손과손 림 련유무

주로사용하는손과 린손과의 련성을찾

아 보기 해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하 다.

카이자승 검증 결과,주로 사용하는 손과

린 손이 유사하다는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즉

주로 사용하는손에손 림증상이일어나는것

으로 나타났다.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왼손에,오른손을사용하는사람은오른손에,양

손을 사용하는사람은 양손에 림증상이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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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직업군(사무직,비사무직)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sd t p cohen’d

사무직
치료 7.96 25 1.1

12.67 0.001 -2.9
치료후 4.16 25 1.52

비사무직
치료 7.67 9 1.58

4.15 0.001 -1.95
치료후 4.78 9 1.39

Table7.직업군과 성별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sd t p cohen’d

사무직

남자
치료 7.83 6 .75

4.671 0.01 -2.36
치료후 3.83 6 2.64

여자
치료 8.0 19 1.2

12.27 0.01 -3.32
치료후 4.26 19 1.05

비사무직

남자
치료 8.0 6 1.1

2.429 0.05 -1.75
치료후 5.17 6 2.14

여자
치료 7.4 5 1.82

5.488 0.01 -2.41
치료후 4.2 5 .84

Table5.주로 사용하는 손과 손 림 련 유무

　
주로 사용하는 손

왼손 오른손 양손

린

손

왼손
빈도 3 3 0

% 8.8% 8.8% 0.0%

오른손
빈도 0 25 0

% 0.0% 73.5% 0.0%

양손
빈도 0 2 1

% 0.0% 5.9% 2.9%

χ
2
=25.88,p<.0

6.직업군(사무직,비사무직)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직역별 치료효율을 알아본 결과,사무직인 경

우 치료 손 림 정도가 7.96이었으나 치료

후4.16이었으며,비사무직인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7.67에서 치료 후 4.78로 경감하여 모

두 감소하 다(Table6). 한,cohen값을 비교

해보았을때에는사무직에종사하는 사람-2.9,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1.95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

다 치료에 더 많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7.직업군과성별에따른치료효과비교

응표본t검증결과,p값이모두유의한것

으로 나타났다.(비사무직 남자가 유의 수 이

떨어지기는 하지만,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

인할수있는수 이다.)이에따라직업군과성

별에 따른 치료 효과를 비교한 결과,치료 효과

를 가장 많이 본 환자들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이었으며,가장 치료 효과가 은 환자들은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이었다. 한,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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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직업군과 연령 에 따른 손 림 치료 효과 비교

평균 N sd t p cohen’d

사무직

20
치료 7.57 7 1.13

8.4 .0 -3.45
치료후 3.71 7 1.11

30
치료 8.2 15 1.08

8.47 .0 -2,76
치료후 4.33 15 1.72

40
치료 7.67 3 1.16

10 .01 -2.48
치료후 4.33 3 1.53

비사무직

20
치료 6.75 4 1.26

3.66 .035 -1.13
치료후 5.0 4 1.83

30
치료 8.5 4 1.73

2.72 .07 -2.51
치료후 4.75 4 1.26

40
치료 8.0 1

× × × ×
치료후 4.0 1

에 종사하는 남성과 비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

의 치료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8.직업군과 연령 에따른치료 효과

비교

비사무직에 종사하면서 40 인 사람은 1명밖

에 없어 원시 자료 값만을 입력했다.

직업군과 연령별 치료효율을 알아본 결과,사

무직에종사하는환자에서 20 의경우치료

손 림 정도가 7.57이었으나 치료 후 3.71이었

으며,3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8.2에

서 치료 후 4.33로 감소하 고,40 의 경우 치

료 손 림 정도가 7.67에서 치료 후 4.33으로

감소하여 모두 우수한 치료 효율을 나타내었다

(Table8).사무직에종사하는사람들 에서가

장 치료 효과가 높은 연령 는 20 고,30

와 40 는 치료 효과가 비슷했다.비사무직에

종사하는 환자의 2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6.75이었으나 치료 후 5.0이었으며,3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8.5에서 치료

후 4.75로 감소하 고,40 의 경우 치료 손

림 정도가 8.0에서 치료 후 4.0으로 감소하여

모두 우수한 치료 효율을 나타내었다(Table8).

비사무직에근무하는환자들 치료효과가가

장 높은 연령 는 30 으며,가장 낮은 연령

는 30 다.

IV. 고찰

최근 들어 사무직이나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컴퓨터나 TV를 이

용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신경압박에

의한 손 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손 림은

인에게자주생기는 불편한증상 의하나

이지만 원인 증상이 다양하고 주 이어서

객 으로 정량화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단

치료가 어렵다.
14)

임상에서 흔히 하는 손 림 증상의 표

원인으로는 목디스크나 수근 증후군,흉곽출

구증후군 등으로 인한 신경 압박증후군,당뇨로

인한 다발성 말 신경염이나 염으로 인한

신경장애,약물에 의한 말 신경병증,척골신경

포착증후군등이있다.그 ,흉곽출구증후군은

흉곽의 상부 출구에서 상완신경총,쇄골하동맥

과정맥의압박에의해 나타나는증후군으로압

박의 상에따라 학 ,신경학 ,혼합 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압박 증상으로는 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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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게 되면 상지의 냉감,창백 등의 소견이

보이며,정맥이 리게 되면 정맥확장,부종,쇄

골하정맥이나액와정맥의 성 성정맥염

등이 나타난다.신경압박 증상으로는 통증이 가

장흔하게 나타나며후경부에서어깨를거쳐 상

지로 이어진다.수지부의 감각 이상이 동반되며

상지를 사용 일 때보다 사용 후에 더 심해지

며,밤에 심해진다.
15-17)

흉곽출구증후군에 침과 추나를 병행한 한방

치료가 매우 효과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성

별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에서는 남자 환자는

-2.02로 나타났고,여자 환자는 -3.13로 결과가

나와상 으로여성에서 치료효과가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1,2).

연령 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에서는 30 가

가장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직업 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30 19명 16명이 사무직이었으며,3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했다.이는 Table6의 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30 가 비사무직 보다는

사무직이 많아치료만족도가다른연령 에 비

해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Table3).

주로 사용하는 손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 결

과,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보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더 높은치료효과가 나

타났다.이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수가

오른손환자수에비해 히 어(왼손3명,오

른손 30명,양손 1명)일반화하기 어려운 이

있고,왼손을 사용하는 환자들 에 가장 치료

효과를 느끼지 못한 환자(VAS변화 7->6)가

한명 섞여 있어,평균을 많이 인 것으로 보인

다.따라서,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

우 치료 효과를 상 으로 덜 느낀 것으로 보

인다.여기에서는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덜 느 다기 보다는,직업과의 상 성

등 련 요인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Table4).

주로사용하는손과손 림 련유무비교에

서는 주로사용하는방향으로해서 련 근육에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더 사용함으로 인해

련 근육이 경결되기 쉬워 신경과 을 를

수 있어 주로 사용하는 손에 손 림이 많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Table5).

직업군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에서는 비사무

직에 종사자하는 사람들의 치료 만족도가 떨어

진 것으로 나왔는데,이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

우 자세 교정과 더불어 흉곽출구증후군을 유발

하는 련 근육을 풀어 으로서 손 림을 유발

하는 신경이나 포착을 치료할 수 있어 효

과가 좋은 반면,비사무직의 경우 사무직과는

달리 힘을 쓰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 근

긴장에 지속 으로 노출되기 쉬워 신경과

을 리는 포착 증상의 소실에 한계가 있어 손

림이 있게 되고,이로 인해 치료 만족도가 떨

어진 것으로 보인다(Table6).

직업군과 성별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에서는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남성에비해여성이노동강도가 상 으

로 낮아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덜 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 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아 치료 효과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같은 성별에서는 사무직보다 비사무직

의 치료 효과가 남성과 여성 모두 덜 한 것으로

나왔는데,이도역시노동강도 등의직업상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7).

직업군과 연령 에 따른 치료 효과 비교에서

는사무직에종사하는 20 가치료효과가가장

좋았고,비사무직 20 에서(40 는 1명이어서

비교 상에서 제외.)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는

데,이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노동 강도와 상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무직 20 는 련 직

업에 종사한지 얼마 않되 자세 교정과 치료에

한 반응이 빠른 반면,비사무직 20 는 다른

연령 에 비해 힘든 강도의 일을 하게 될 가능

성이 높고,이로 인해 목과 어깨 근육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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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긴장을 유발해목이나 어깨에서나오는 신경

이나 을 포착할 수 있어 치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같은 연령 라도 환자의

직업군이 어떤가에따라그에 한치료방식과

티칭에서도 별도의 방법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것으로,앞으로 이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Table8).

최근 흉곽출구증후군에 한 심의 증 로

활발한 연구 련 보고가 있어 왔는데,국내

에서의 흉곽출구증후군에 한 연구는 1981년

박 등
18)
이 3례의 흉곽출구증후군을 보고한

이래 1990년 한 등
19)
에 의해 7례가 보고되었

고,1999년 정
20)
에 의해 39례에 한 외과 치

료보고가 있었으며,2006년이
18)
가발효한사각

근 신장 운동의 효과에 한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안 등
21)
에 의해 쇄골하동맥과 원 부내

경동맥의 을 동반한 흉곽출구증후군 1례에

한 보고가 있었으며,그 외에도 몇 차례의 연

구 보고가 있었다.그러나,아직 한방 분야에서

는 오 등
22)
이 흉곽출구증후군으로 손 림을 호

소하는환자들에 한SweetBV의아시 치

료 효능을 찰한 단 한 차례의 연구 보고가 있

었을 뿐,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상황이 이

러하다 보니,임상에서 흉곽출구증후군 환자마

다 다른 치료법을 용하여 한방 치료 효과에

한 객 근거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따라서,흉곽출구증후군 환자를 치료하기

한 표 화된 한방 치료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한방 치료 효과에 한 객 근거를 제시하기

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 하여 흉

곽출구증후군환자의증상을완화하고치료할목

으로환자에게표 화한침과추나요법을시술

하 다.연구결과,침과추나를이용한한방치료

는흉곽출구증후군환자에게매우효과 인것으

로 나타났으며,직업군에따른 별도의치료와 티

칭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흉곽출구증후군 환자를 치료하기 한 한방

치료모델을 제시하기 해 침과 추나요법을 병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침과 추나요법의 병행 치료는 흉곽출구증

후군 환자의 손 림증에 효과 이었다.

2.성별 치료 효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연령별 치료 효과는 30 에서 가장 우수하

으나,연령별 큰 차이는 없었다.

4.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보다 오른손

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서 치료 효과가 높

았다.

5.주로사용하는손과손 림은 련이있었다.

6.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비사무직에 종

사하는 사람보다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

7.직업군과 성별에 따른 치료 효과는 사무직

에 종사하는 여성이 치료 효과가 가장 높

았으며,비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치료

효과가 가장 낮았다.

8.직업군과 연령별 치료 효과는 모두 우수하

으며,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서

20 가가장치료효과가높았다.비사무직

에 종사하는 사람들 에서 30 가 가장

치료 효과가 좋았다.

따라서,침과 추나를 이용한 한방 치료는 흉

곽출구증후군 환자에게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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