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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상완신경총 손상 환자가 드물게 발생하 지만, 

교통사고 및 추락사고 등의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가 

빈발하는 현대사회에서 최근 상완신경총 손상 환자들의 발

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상완 신경총은 제 5경추에서 제 

1흉추에 이르는 신경근들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물이며, 손

상시 현저한 기능장애를 초래한다.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

한 심각한 기능장애시, 어떻게 접근하여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은 상완신경총의 복잡한 해부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손상

된 신경의 재생에 대한 명확한 생역학적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존적 요법을 기초로 한 자연 회복의 기

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최근에는 신경재건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 등의 다양한 치료 경험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일반적으로 손상 당시 외력의 양상 및 손상 원인, 손상 부

위 및 손상 정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명확하게 결

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먼저 해당된 손상 신경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입 요법이 선행됨으로서 더 낳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치료가 더해질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완 신경총 손상의 치료를 위해 지금

까지 시행되어 온 보존적 치료의 내용적 한계를 한층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본 저자들은 소아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외상성 상완

신경총 손상 환자의 치료를 위해 상완신경총이 존재하고 

있는 구획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보존적 요법을 통해 

상당 부분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 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드리는 바이다.

증      례

  환자는 5세 여아로 1톤 트럭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

서 발생한 의식 혼미와 왼쪽 견관절 통증성 부종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 하 다. 과거력상 특이 사항 없었으며, 내원 

당시 촬 한 뇌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 상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과 두개골 골절 소견 보 고, 전신 다발성 좌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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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상 좌측 봉우리빗장 관절(acromioclavicular joint)의 아탈

구외에 다른 부위의 골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신경외과

에 입원하여 2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소견은 점차 좋아졌고, 환자는 보행 장애(gait distur-

bance)와 왼쪽 상지 완전마비를 주소로 재활의학과에 전과

되었다. 보행 장애 부분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연관된 

후유증으로 계속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이었고 이에 대한 재

활 치료를 계획하 으며, 왼쪽 상지 마비 부분은 상완신경

총 손상이 의심되어 신경학적 평가를 시행하 다. 

  왼쪽 상지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본인 스스로 근육에 힘

을 주어 근력을 평가하는 MMT (manual muscle test)상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의 굽힘(flexion)과 폄(extension)에

서 모두 점(zero)을 보 고, pin-prick test를 통한 감각검사

상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무감각(anesthesia) 상태 으며 이는 

첫 번째 steroid 주입 시기인 수상 후 5개월까지 전혀 변화

가 없었다. 또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상완 신경총의 상중하 

신경간(trunk)의 손상을 보여, 상완 신경총의 신경간 전체 

손상 진단 하에 운동요법을 시행하 다. 재활 의학과에서 

시행된 상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내용은 어

깨 관절의 탈구를 예방하는 보조기 착용과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치료 및 관찰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

었다. 수상 후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소견 보이지 않아 재활 의학과에서 본과에 의뢰되었고 상

완신경총 손상의 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각근간 접근법

으로 손상된 상완신경총 구획 내로 스테로이드 주입을 시

행하기로 하 다. 이는 마치 국소마취제를 이용한 상완신경

총 블록의 사각근간 접근법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소아 환

자이기에 협조가 잘 안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마취 하에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전투약은 하지 않았고 수술장 

도착시 정상적인 활력 징후를 보 으며, 마취 유도는 thio-

pental sodium 125 mg 및 succinylcholine 20 mg을 정주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 다. 기관내 삽관 후 O2 2 L, N2O 2 

L, enflurane 1 vol%로 전신마취를 유지하 고 신경자극기의 

사용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비탈분극성 근이완제는 사

용하지 않았다. 활력 징후가 안정된 후 좌측 상완신경총으

로 접근을 위해 앙와위 상태에서 우측으로 고개를 돌린 후 

목 부위를 10% betadine으로 소독하 다. 사각근간을 촉지 

한 후, C자형 상증강장치의 도움 하에 22 G 50 mm 신경 

자극 바늘(nerve stimulator needle)을 사용하여 상완신경총에 

접근하 다. 일단 바늘이 상완신경총에 근접되었다고 판단

된 후 신경자극기를 이용하여 신경 자극을 하면서 미세한 

전진과 후퇴 그리고 좌우 이동을 통해 상완신경총 손상 부

위 위쪽의 신경이 자극되어 목 부위의 근육이 수축되는 양

상을 확인하 고, 그 지점에서 바늘을 고정한 채 조 제를 

주사하여 조 제의 확산이 상완신경총 주행과 같음을 확인 

후 20 mg의 triamcinolone에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8 ml의 용

액을 주입하 다. 혈역학적 그리고 심전도상 이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회복실로 이송하 다. 

  환자는 첫 번째 주입 1주일 경과 후부터 어깨 부위의 감

각(C5 피부 분절)이 조금씩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자발적인 

어깨 관절의 움직임도 미세하게 관찰되기 시작하 다. 따라

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자 한 번 더 시술을 하기로 계

획하 고 첫 번째 주입 2주일 경과 후에 재차 시행하 다. 

두 번째 주입 1주일 경과 후 상황은 더 호전되기 시작하여 

pin-prick test상 감각은 C6 피부 분절까지 살아났고, 본인 스

스로 근육에 힘을 주어 근력을 평가하는 MMT (manual mus-

cle test)상 steroid 투여 전에는 왼쪽 상지 전체가 점(zero)

을 보 으나 스테로이드 2차 주입 1주일 경과후 견관절 굽

힘(shoulder flexion), 폄(extension), 주관절 굽힘(elbow flexion)

은 점(zero)에서 2점(poor)으로 한 등급 향상되어 근력이 

개선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자발적인 어깨 관절운동이 더욱

더 광범위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스테로이드 2차 주입 

후 20일경 시행한 근전도상, 전기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에 

대해 근육이 동원되는 것을 평가하는 점증양상(recruitment 

pattern)은 상완이두근(biceps muscle)이 스테로이드 투여전 비

간섭양상(non interference pattern: NIP)에서 단일간섭양상(sin-

gle interference pattern: SIP)으로, 삼각근(deltoid muscle)과 극

상근(supraspinatus), 극하근(infraspinatus)은 NIP에서 SIP-PIP 

(partial interference pattern: 부분간섭양상)로 호전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삼두근(triceps muscle)은 스테로이

드 투여 전후 모두 NIP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 후 외래를 통한 정기적인 추적검사상 어깨 주위의 근

력과 자발적인 어깨관절 운동이 육안적으로 더 좋아지고 

감각도 pin-prick test상 삼각근(deltoid) 5/10, 상완이두근(bi-

ceps) 6/10, 극상근(supraspinatus) 4/10, 극하근(infraspinatus) 

4/10 등으로 호전되는 소견을 보 고, 또한 주관절 이하의 

근력과 감각이 미세하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스테로이드 2

차 주입 후 90일경 시행한 근전도 소견상, 점증양상(recruit-

ment pattern)은 자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ulnaris: FCU)과 

노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radialis: FCR) 그리고 상완삼두

근(triceps brachii)이 NIP에서 SIP로 새롭게 호전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MMT상 견관절 굽힘(shoulder flex-

ion), 폄(extension), 주관절 굽힘(elbow flexion)은 2점(poor)에

서 3점(fair)으로 한 등급 향상되어 근력이 개선되는 소견이 

보이면서 자발적인 어깨 관절운동이 지난번에 비해 더욱더 

광범위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외래 클리닉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시

행했는데 꾸준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 고, 수상 후 1년 그

리고 스테로이드 주입 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발적으로 

어깨 관절을 마음껏 머리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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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도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가장 최근 시행한 이학

적 검사상 MMT는 견관절 굽힘, 폄, 주관절 굽힘 모두 4점

(good)으로 향상된 소견 보 고, 감각은 pin-prick test상 삼각

근(deltoid) 8/10, 상완이두근(biceps) 8/10, 극상(supraspinatus) 

7/10, 극하근(infraspinatus) 7/10 등으로 호전되었으며, 근전도

상 점증양상(recruitment pattern)은 삼각근(deltoid)과 극상근

(supraspinatus), 극하근(infraspinatus)은 SIP-PIP에서 PIP로, 상

완이두근(biceps)은 SIP에서 SIP-PIP로, 그리고 자쪽손목굽힘

근(FCU)와 노쪽손목굽힘근(FCR), 상완삼두근(triceps)는 SIP

에서 SIP-PIP로 향상되는 소견을 보 다(Table 1).

  현재 환자는 어깨와 팔꿈치 관절의 자유로운 운동이 가

능하나, 손목 관절과 손가락 관절의 근력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 할 예정이다.

고      찰

  최근 교통사고 및 추락 등의 원인으로 상완신경총 손상 

환자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완 신경총의 복잡

한 해부학적 구조와 다양한 손상 형태 등에 의해 상완신경

총의 손상 부위 판정 및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임

상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외상성 상완신경총 손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오토바이 사고 또는 자동차 사고 때문인데,1) 그 기전과 형

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척수로부터 하나 이

상의 경추 신경근에 대한 견인(traction)에 따른 견열(avul-

sion)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 구조물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이다. 더불어 신경절전(preganglion)손상과 신경절후(postgang-

lionic)손상의 구분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정하거나 예후 예

측 때 중요하다. 신경절전 손상 때에는 신경 재생의 가능성

이 거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술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2)

  상완신경총 손상의 초기 진단은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

경학적 검사가 중요하다. 상완신경총 손상이 의심될 때, 축

삭 반사, 단순 방사선 촬 , 척수조 법, CT 및 MRI 등의 

여러 진단 방법이 알려져 왔으며,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가 초기 확진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

전도 검사의 시기는 근육에서 근육의 세동을 보기 위해서 

수상 후 2주 내지 3주 경에 시행한다.3) Parry는4) 근전도 검

사로서 신경 손상의 부위, 정도, 상태를 알 수 있으며, 보존

적 치료나 수술 후에 예후를 짐작하게 해주며, 수술 중에 

신경 손상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 다. 또한 전산화 단층

촬  조 술(CT-조 술)은 중심부 병변에서는 예민한 진단 

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습적이며 골 인공 음 이 많고 횡

단면 상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5,6) 최근 상

완신경총 손상에 대한 자기 공명 상(MRI)의 적용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MRI가 연부 조직의 대조도가 우수하

고 골 인공 음 (bone artifact)이 거의 없으며 다평면 상을 

얻을 수 있어, 상완신경총의 근위부 뿐만 아니라 원위부 손

상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다.7) 

  대부분의 저자들은 상완신경총의 손상 부위가 예후에 

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즉 신

경절전 손상보다 신경절후 손상이, 하부 신경간 병변(lower 

trunk lesion)보다 상부 신경간 병변(upper trunk lesion)이, 쇄

골 상부형(supraclavicular type)보다 쇄골 하부형(infraclavicu-

lar type)이 예후가 좋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8)

  상완신경총 손상의 치료 방법으로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

술적인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최근에는 보존적인 치료

에 불량한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 대해 수술적인 방법으로 

신경 박리술, 신경 이식술, 신경 봉합, 신경 문합 등을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

은 단계적인 치료 방법으로만 구분되어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

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수

술 전에 시행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불량을 

보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재고할 수 있으며 또 수술 후 효

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보존적 치료가 더해지기도 한다. 

이렇듯 상완신경총 손상 환자에서의 치료적 방법의 선택 

기준은 상호보완적으로 보존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Table 1. Changes of Recruitment after Steroid Injection into Left 
Brachial Plexus Compartment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7 month after
1 month 3 month

2nd injection
Muscle Admission after 2nd after 2nd

(1 year after 
injection injection

initial traum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b'-PB NIP NIP NIP SIP-PIP

FCU NIP NIP SIP SIP-PIP

FCR NIP NIP SIP SIP-PIP 

Biceps NIP SIP SIP SIP-PIP

Triceps NIP NIP SIP SIP-PIP

Deltoid NIP SIP-PIP SIP-PIP PIP

Supraspinatus NIP SIP-PIP SIP-PIP PIP

Infraspinatus NIP SIP-PIP SIP-PIP PIP

Rhomboid CIP CIP CIP CIP

Serratus CIP CIP CIP CIP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b'-PB: abductor pollicis brevis, FCU: flexor carpi ulnaris, FCR: 

flexor carpi radialis, NIP: non interference pattern, SIP: single in-

terference pattern, PIP: partial interference pattern, CIP: complete 

interferenc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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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금까지 상완신경총 손상의 보존적 치료 방법은 

실제로 다양한 치료법이 현재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행 해온 보존적 치료법은 자연 

회복을 기대하면서 재활적인 물리치료나 전기 자극술 등이 

대부분이었다. 즉 상완신경총 손상 후 진행되는 해당 부위 

어깨와 팔 관절 등의 굴곡 구축, 근육 위축, 관절 탈구 등

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 및 근육운동과 함께 보조기를 착

용하면서 신경의 자연 회복을 기대하거나, 해당 신경을 전

기적으로 자극하면서 신경의 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 

등이 보존적 치료의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스테

로이드가 신경막의 안정화, 퇴화 과정의 차단 및 재생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여러 보고들을 토대로 하여 상완신경총 손

상부위의 신경 구획으로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입함으로서 

신경의 재생 효과를 기대하 다. 이는 지금까지 스테로이드

가 신경의 퇴행을 막아 주는 보호 효과와 신경의 재생에 

향을 미친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어 왔고 그에 대한 다양

한 기전들이 밝혀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De Nicola는9) 스테로이드는 신경의 손상 후 뉴론(neuron)

과 신경교 세포(glial cell)에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신경의 재생 과정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 고, Hall 등은10) 

동물 실험에서 고양이의 가자미근 신경(soleus motor nerve)

를 인위적으로 절단하기 전에 triamcinolone과 methylpred  

nisolone의 집중적인 투여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의 퇴화 과

정을 유의하게 지연시킴을 보고하 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의 신경 보호와 재생에 대한 효과는 외상후 지질 과산화 

반응(post- traumatic lipid peroxidative reaction)에 의한 신경 

퇴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서 발휘됨을 보고하 다.11) 

즉 신경손상후 산소 자유라디칼(oxygen free radical)은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를 일으키고 이 과정이 신경 손상 

후 2차적인 신경 파괴의 출발점으로 믿고 있다. 신경 손상 

후 이러한 신경의 2차적인 파괴 과정인 지질 과산화를 스

테로이드가 억제함으로서 신경의 파괴 및 퇴행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Lew 등은12) 토끼(white rabbit)에 실험

적인 손상을 시신경에 가한 다음 고농도의 corticosteroid를 

정맥으로 투여한 후 Heidelberg retina flowmeter를 사용해 시

신경두(optic nerve head) 혈류를 측정한 결과 유의하게 증가

되었음을 보고하 다. 이는 신경손상 후 급격히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경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데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투여는 유의하게 혈액순환을 증가시

켜 신경의 퇴행성 변화를 막아 주는데 일정하게 기여한다

고 하 다. 

  또한 척수의 손상 후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신경 보호 효

과(neuroprotective effect)와 수많은 척수 뉴론에서 축삭(axon)

의 재생을 증진시킨다는 많은 보고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

다. Chen 등은13) 인위적으로 쥐의 척수를 절단시킨 이후 신

경집세포(Schwann's cell)를 이식시킨 다음 methylprednisolone

을 투여했을 때 이식된 신경집세포 쪽으로 축삭 재생(axo-

nal regeneration)이 증진됨을 보고하 다. 

  한편 Schumacher 등은14) 황체호르몬(progesterone)과 같은 

호르몬은 새로운 수초(myelin sheeth)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이는 말이집 단백질(myelin protein)에 대한 유전

자 부호화(gene coding)의 발현(expression)을 활성화시킴으로

서 말이집형성(myelination)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라고 하

다.

  Gonzalez 등은15) 동물 실험에서 쥐의 척수절단 후 어떤 

척수 뉴론에서 dexamethasone의 투여는 Na+, K+-ATPase를 

만들어 내는 mRNA가 상향조절(up-regulation)됨을 확인하

다. 이는 dexamethasone의 투여가 Na+, K+-ATPase의 활발한 

생성에 향을 주어 신경 기능의 재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

라고 하 다.

  일반적으로 신경이 외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일차 손

상은 기계적인 파괴나 출혈을 의미하고 이는 가역적인 상

황이라고 한다면, 뒤이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신경을 

구히 퇴행시키는 이차적인 손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차 

손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들은 부종(edema), 염증(inflam-

mation), 허혈(ischemia), Ca2+ influx, superoxide radicals, 에너

지 대사물(energy metabolites)의 감소 등이 작용한다. 특히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자

유라디칼에 의한 신경에 대한 독성 효과는 치명적인 신경 

퇴화의 주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보고들을 통해 종

합해볼 때, 스테로이드를 전신 또는 국소적으로 주입하여 

기대하는 효과는 먼저 직접적인 항산화 효과(anti-oxidant ef-

fect), 직접적인 혈관 확장 작용(direct vasodilatator action), 혈

관 활성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혈관 반응의 감소, 강력한 항

염증 효과, 신경막의 안정화와 축삭 재생 효과(axonal regen-

eration effect) 등이다. 또한 이러한 스테로이드 투여는 가급

적 신경손상후 빠른 시간 내에 시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Gök 등은16) 토끼(rabbit)에서 동맥류 클립(aneu-

rysm clip)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마미(cauda equina)에 압력 

손상을 가한 후 methylpredisolone을 고농도로 투여한 결과,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군에서는 신경전달속도(nerve conduc-

tion velocity)가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됨을 확인하

지만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는 전혀 회복을 보이지 않았

고 또한 시간적으로 손상 직후에 더 빨리 투여된 군에서 

더 효과가 컸음을 보고하 다.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여의 효과를 확인하

는 보고를 보면, Galloway III 등은17) 인위적으로 쥐(rat)의 

좌골신경(scitic nerve)에 압궤 손상(crushing injury)을 주어 대

조군과 스테로이드 도포군으로 나눈 뒤 일정한 수일에 걸

쳐 약 한 달간 sciatic functional index를 통해 평가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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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투여 군에서 더 낳은 효과를 보았음을 확인하

고, 이에 대한 기전은 중추신경계 손상(CNS injury)에서의 

스테로이드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 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스테로이드가 신경의 퇴화 방지와 신

경의 재생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상완신경

총 손상 환자에서 기존에 시행하던 보존적 요법에 더하여 

손상 부위 신경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함으로서 더 좋은 결

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수술적인 고려를 한다 할지라

도 수술 전 신경 손상 부위로 또는 수술 후 신경 문합 부

위로 스테로이드의 주입은 신경의 재생과 회복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는 상완신경총 

손상 환자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보존 적요 법의 치료

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추가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의 보존적 치료로 추천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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