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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연부조직 종양으로 오인한 양측 족부 소지 외전근 비대증: 증례 보고
정유훈, 송우석, 은동찬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Bilateral Hypertrophy of Abductor Digiti Minimi Simulating
a Localized Soft Tissue Mass: A Case Report
Yu-Hun Jung, Woo-Suk Song, Dong-Chan Eu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Daejin Medical Center, Seongnam, Korea

Soft tissue tumors of the foot have a low incidence rate, and most of them are symptom free, thus it is difficult to diagnose accurately.
Herein, we report a 15-year-old male patient who had swelling without pain on the lateral margin of both feet. We performed excisional
biopsy of the abductor digiti minimi via subtotal resection, following radiograph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According to the histological analysis, hypertrophy of abductor digiti minimi was positive, and other soft tissue tumors were negative. Six months after the
operation, normal appearance of both feet was maintained and the patient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Key Words: Foot, Muscle hypertrophy,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증례 보고

족부에 발생한 연부조직 종양은 발생빈도가 적고 무증상인 경우
가 많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1) 일반적으로 무증상의 우
연히 발견된 종괴에 대하여 진단적 목적 또는 감별을 위하여 초음
2)

15세 남자 환자로 양측 족부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Fig. 1).

파 검사 혹은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다. 연부조직 종양의 경우

선천성 기형 및 근육병증은 없는 환자로 양측 종괴는 5년 전 처음

에는 종양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적 이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발견되었고, 크기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신체 검사상 양측 족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혹은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외측에 연부조직 종괴가 촉지되었고 족부의 전체적인 형태 변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저자들은 양측 족부 연부조직

및 기능적 이상은 동반하지 않았다. 압통은 호소하지 않았으나 평

종양으로 오인하였던 양측 족부 소지외전근 비대증에 대해 아전절

소 발 크기보다 큰 신발을 신어야 했으며, 과도한 활동 시 불편감

제술로 치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양측 족부의 형태적 변화는 관

이다.

찰되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상 양측 소지 외전근의 비대 소견이 관

본 연구는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
다(IRB no. OS17-01).

찰되었고 그 외 연부조직 종양 의심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추가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양측 소지 외전근의
전반적인 비대 소견 외에 다른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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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한 여러 검사에서 양측 소지 외전근의 비대 소견 외 특
별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환자의 지속적인 일상생활 불편
감으로 저자들은 증상 완화 및 족부 연부조직 종양 감별을 위해 전
신마취하 운동신경을 보존하며 양측 족부 소지 외전근 아전절제술
을 시행하였다. 좌측 소지 외전근 아전절제술을 먼저 시행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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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oft tissue mass at the lateral aspect of the both foot was shown at first presentation. (A) Anterior view. (B) Right angular view. (C) Left angula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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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ameters of the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s of both feet at first presentation were 20.7 mm on the left side (A) and 18.4 mm on the
right side (B) on ultrasound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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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both feet at first presentation showed diffuse muscular swelling and clear accentuation of the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in the both foot. (A) Left side. (B) Right side.
www.jkfas.org

172

Vol. 21 No. 4, December 2017

후 우측 소지 외전근 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과정 중 특이
사항 없이 성공적인 절제가 이루어졌다(Fig. 4). 수술 후 시행한 조
직 검사상 과다 증식된 비대한 소지 외전근 근육 조직이 관찰되었
으며 연부조직 종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5). 수술 후 수술 부위 상처 회복을 위해 2주간 침상 안정가료하였
다. 수술 후 2주째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이후 1주 동안 부분 체중
부하, 완전 체중부하를 거쳐 정상적인 보행을 시작하였다. 수술 후
6개월 뒤 환자는 양측 족부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였고, 일상생
활 불편감 해소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Fig. 6).

고

찰

족부 근육 비대증에 대한 보고는 매우 드물다.3) 활동량이 많은
성인 또는 소아에서 드물게 일측성으로 근육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증례에서는 양측성으로 근육 비대증이 관찰되었으므로

Figure 5. Microscopic view of the specimen was taken during the operation (H&E stain, ×10) showing hyperplasia and hypertrophy of the
skeletal muscl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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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B) The left side hypertrophic abductor digiti minimi muscle and the excised specimens were shown intraope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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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ix months after the operation, normal appearance of both feet was maintained. (A) Anterior view. (B) Right angular view. (C) Left angula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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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근육량 증가로 볼 수 없었다.4) 거인증(giantism)에서 보이는

의 재발 소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족부 근육 비대증은

골조직 및 연부조직의 비대증으로 인한 근육조직의 가성 비대증,

흔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워 적절한 임상적 검사, 영상학적 검사 및

듀켄씨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에서 보이는 근

조직학적 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필요

육 내 지방이나 결체조직의 과다증식으로 인한 근육조직의 가성비

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증을 배제해야 되며, 그 외 근육 내에서 발생 가능한 양성 및 악
성 종양 등을 감별해야 한다.2,5,6)
일반적으로 족부 근육 비대증을 진단할 때 근육조직의 가성 비
대증 혹은 양성, 악성 종양과 감별하기 위해서는 증상 등 임상학적
검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족부의 골 구조
및 형태적 변화는 감별할 수 있으나 연부조직의 변화 소견은 관찰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부조직 관찰 및 병변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
해 초음파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2,3)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진단이 불확실할 경우 절개생검 혹은 절제생검을 통해 조
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7) 악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국소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개생검이 흔히 시행되고 있다. 피하지방에 위
치한 종괴 혹은 피하지방보다 얕은 곳에 위치한 작은 종양일 경우
악성 종양보다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절개 생검
을 시행할 수 있다.2)
저자들은 환아가 일상생활에서 호소하는 불편감에 대한 해소와
양측 족부의 대칭적으로 발생한 단일 근육의 비대증에 대한 원인
을 감별하기 위해 수술적 절제와 동시에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양
측 족부의 소지 외전근의 양성 비대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
측 소지 외전근에 분포된 신경 및 일부 근육을 보존함으로써 술 후
발생 가능한 기능 저하를 최소화하였다.
지금까지 단지신근(extensor digitorum brevis), 무지 외전근(abductor hallucis), 족저 방형근(quadratus plantae) 등 족부 근육 비
대증의 증례 보고는 매우 드물다.8-10) 또한 일측성 족부 선천성 소
지 외전근 비대증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2) 양측 족부에 대칭적으
로 동반된 경우는 없었다.
현재 환아의 양측 족부의 형태 변화는 없고, 소지 외전근 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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