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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fibromatous hamartoma is a very uncommon, benign tumor that inv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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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 tissues. We repost a rare case of secondary carpal tunnel syndrome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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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 infiltration of peripheral nerves by normal-appearing fibrous and adia lipofibromatous hamartoma of the median nerve with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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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섬유종성 과오종(lipofibromatous hamartoma)은 섬
유지방 조직이 미만성으로 말초 신경을 침범하는 매우 드문
종양이다. 1953년 Mason1이 처음 정중신경에 발생한 미만성
의 방추형 종양을 처음 보고하였으며 정상적인 지방 및 섬유
조직의 증식이라는 조직학적 특징에 기초하여 이를 지방 섬유
종성 과오종이라고 하였다.

지방 섬유종성 과오종은 정중신경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수근관 하방에서 발생하는 경우 수근관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
다2,3. 국내에서는 정중신경 발생한 1예와 정중신경에서 재발
한 1예가 보고 되었다4,5. 이에 저자들은 21세 남자 환자에서
원위 전완부에서 원위 수근관의 정중신경에 발생한 지방 섬유
종성 과오종을 증례 보고와 함께 수술 전과 후의 자기공명영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소견의 변화를 문헌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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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1세 남자 군인으로 약 3개월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시작
된 우측 2, 3, 4 수지의 저림과 완관절의 무통성 종괴를 주소
로 내원하였다. 종괴는 8년 전부터 있었으나 서서히 커지는 양
상으로 최근에 급격한 크기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림

증상은 팔굽혀펴기 등의 훈련을 할 때 악화 되었으며 휴식 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학적 검사상 수부의 정중신경 지
배 영역을 따라 감각이 저하 되어 있었으며 원위 전완부에서
손의 수장부까지 3×10 cm 크기의 방추형의 종괴가 촉지 되
었다. 종괴는 무통성이었으며 종괴를 따라 tinel 징후는 양성
이었으나 무지구근의 위축이나 근력 약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양측 수지와 손의 크기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신경 섬유종증

Fig. 1.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of lipofibromatous hamartoma of the median nerve. (A) Sagittal- and (B)

Coronal T2-weighted images showing the “hourglass like”
appreance of the enlarged median nerve (arrows). (C)
Coronal T1-weighted image showing the “spaghetti-like”
appreance. (D) Axial T1 image showing the “coaxial cable
like” appreance with displacementof flexor tendons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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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fibromatosis)시 동반되는 Café-au-lait 병변 역시 관
찰되지 않았다.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골의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 근전도 검사상 수근관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
이 관찰되었다. 외부 MRI에서 관상면과 시상면 T2 강조영상
에서 정중신경은 원위 전완부에서 수근관을 거쳐 수장부까지
커져 있었으며 수근관 부위에서 횡수근 인대(transverse
carpal ligament)에 의해‘모래시계 모양(hourglass)’
으로
눌려 있으며(Fig. 1A, B) 관상면 T1 강조영상에서 정중신경의
신경은 주변의 지방 섬유조직에 쌓여‘스파게티면(spaghetti
sign)’같이 보이고 있었으며(Fig. 1C) 축면 T1 강조영상에서
는 수근관내에서 굴곡건들이 종괴에 의해 변연부로 밀려 있고
정중신경이 두꺼워진 신경외막에 의해 둘러 쌓여 있었으며 저
강도의 신경속(nerve fascicle)은 주변의 고강도의 지방섬유조
직에 의해 둘러싸여‘케이블 모양(core cable appearance)’
이
관찰되었다(Fig. 1D). 최대 지름은 23 mm로 측정되었으며 반
대측 완관절의 외부 MRI에서 정중신경의 지름은 5 mm로 이
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지방 섬유종
성 과오종 진단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은 전신마취하에 시행하였으며 종괴를 중심으로 원위
전완부에서 완관절을 거쳐 수장부까지 종 절개를 하였으며 완
관절에서는 지그재그 절개를 시행하였다. 원위 전완부에서 정
중신경을 찾아 원위로 박리하였으며, 종괴는 밝은 황색으로
정중신경과 구분되지 않았고 두꺼운 신경 외막(epineurium)
에 의해 싸여 있었으며 신경외막 주변으로 혈관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주변조직으로 침윤되지는 않았다(Fig. 2A). 종괴는
횡수근 인대에 의해 압박되어 있었으며 횡수근 인대 절개 시
종괴는 돌출되었으며 원위로 지간 신경 직전까지 비대해져 있
었다. 정중신경의 신경외막을 박리하였으며 각각의 신경속은
미만성의 지방섬유 조직에 둘러싸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

다. 이에 신경 속의 손상에 유의하면서 신경외막을 제거하여
(epineurectomy) 종물의 부분적 절제와 함께 부분적 신경 박
리(neurolysis)를 시행하고 조직 절편을 얻은 후 창상 봉합을
시행 하였다(Fig. 2B).
수술 후 환자의 저린 증상은 호전 되었으며 병리 조직 검사
에서 신경속 주변으로 지방 세포 조직과 섬유결합 조직이 관
찰되고 이로 인해 신경속이 분리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는 지
방 섬유종성 과오종으로 확진 하였다(Fig. 3). 수술 후 12개월
최종 추시까지 저림 증상의 재발은 없었으며 추시 관찰 MRI
에서 수근관 근위부위 종괴의 크기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두꺼워진 신경외막의 제거로 인하여 신경외막의 두께는 감소
하였으며 수근관 내에서 축면 T1 강조영상에서 위축(atrophy)
되어있던 신경속은 직경의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며 관상면 T1
강조영상에서 수술 전 구부러져 있던 신경속은 수술 후 직선

Fig. 3. Histopathologic finding. Fibroadipose tissue over-

growth outside a nerve fascicle. Fibrofatty infiltration around
the nerve fascicles separating the individual nerve bundles
(H& E, ×100).

Fig. 2. Intraoperative photographs. (A) The 12×2×2 cm fusiform median nerve with fibirofatty tissue is surrounded thick
fibrous epineurium that is extended the distal forearm to palm. (B) Carpal tunnel release and epineurectomy wer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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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st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Axial
T1-weighted images showing the clear and enlarged central
nerve bundle after median nerve decompression. (B)
Coronal T1-weighted image showing preoperative spiral pattern nerve bundle changed straightly.

의 형태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횡수근 인대에 의해 압박되던
신경의 압박이 해소되어서인 것으로 여겨진다(Fig. 4).

고찰
지방 섬유종성 과오종은 주로 수지의 말초 신경을 침범하
는 매우 드문 양성 종양으로 주로 정중신경에 발생하지만 척
골신경, 상완신경총, 좌골신경 등에도 드물게 발생되며
fibrolipomatous hamartoma, lipofibroma, fibrolipoma,
fibirofatty proliferation 등으로도 불리며 1/3에서 거대지
(macrodactyly)를 동반하여 macrodystrophia lipomatosa
라고도 불린다2,6,7.
지방 섬유 과오종의 발생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
만 38%에서 10세 이하에서 발생하며 거의 대부분에서 30세
이전에 발견되어 선천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3,8. 그러나 가족
력은 없어 유전 경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3. 본 증례에서도
신경 증상은 21세에 발생하였으나 무통성의 종괴는 10대 초부
터 있었으며 가족력은 없었으며 반대측은 정상이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초기에는 점차적으로 커지는 무통성의
종괴를 보이며 점차 지배 신경 부분의 감각 이상이 동반 된다.
특히 완관절 부분의 정중신경에 발생하는 경우 수근관증후군
을 유발할 수 있다4,5.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초음파, MRI 소견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특히 MRI 소견이 진단에 중요하다9. MRI에서 특징적
164

소견으로 정중신경은 비대해져 있으며 axial에서‘core cable’
양상을 보이고 관상면에서‘spaghetti sign’
을 보인다9. 본 증
례에서도 수술 전 MRI 검사에서 전형적인 지방 섬유종성 과
오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수술 후 MRI 소견에서 종괴
의 크기는 변화가 없었으나 횡수근절개와 신경외막의 부분적
제거에 따라서 신경속의 압박이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경
속의 직경이 증가하게 되고 모래시계 모양의 소실이 관찰되었
으며 이에 따라 수술 전 있었던 정중 신경 압박 증상의 호전되
었다.
확진은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신경외막은 두
꺼워져 있으며 신경외막과 신경주막(perineurium) 사이에 섬
유아세포(fibroblast)와 지방세포가 신경속을 분리시킨다. 신
경속 자체는 정상이나 종양과 신경속 사이에 유착이 심하여
분리하여 제거하기는 힘들며 통상적인 신경 조직 검사는 신
경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어 MRI를 통한 진단이 더 좋을 것
이다6.
결절종, 신경내 지방종(intraneural lipoma), 외상성 신경종
(traumatic neuroma), 신경섬유종, 신경초종(schwannoma)
등과 감별이 필요하며 MRI 소견으로 구분이 가능하다3. 신경
내 지방종은 신경의 지방세포에서 발생하며 피막에 잘 쌓여
있어 쉽게 신경과 분리된다. 외상성 신경종은 섬유아세포, 슈
반세포(Schwann’
s cells), 대식세포(macrophage)를 포함하
는 결체 조직에 축삭(axons) 뭉쳐져 있는 소견을 보인다. 신경
초종은 Schwann’
s cell에서 발생하는 피막성 양성 종양으로
http://www.jks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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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적으로 방추형 세포의 책상배열(palisading pattern)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며 신경과 분리되어 있어 외과적 적
출이 가능하다. 신경섬유종은 다발성으로 발생 시 피부의 병
변을 동반하기도하며 신경초종과 달리 조직에 교원질이 많
으며, 피막에 쌓여있지 않으며 지방의 침윤도 관찰되지 않으
며 신경 손상 없이 외과적 적출이 어렵다. 이외에 지방육종
(liposarcoma), 말초 신경의 악성 종양(malignant peripheral
nerve sheath tumor) 등의 악성 종양과 구분이 필요하며 빨
리 자라거나 내부의 출혈이나 괴사 주변 조직 침범이 있는 경
우 악성을 의심할 수 있다3.
자연적 소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점차
커지고 결과적으로 압박 신경병증을 유발하며 신경증상이 없
는 경우 결과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2,10 증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저자들은 신경감압술을 시행한다2,6. 수근관증
후군을 유발한 경우 개방적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며 종괴가
큰 경우 신경 박리술 또는 신경외막 절제술(epineurectomy)
을 같이 시행하면 대부분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6. 그러나 신경
감압술과 신경외막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장기적으로는 증상
이 다시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며2 재발한 경우도 완전 절제술
은 심각한 감각과 운동의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7 악성이 의
심되는 경우에만 시행하여야 하며2 부분적 제거술 역시 재발
률을 낮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우 반복적인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3,4. 그러나 소아 환자에서는 정중 신경과 척골
신경 간에 교차되는 Martin-Gruber anastomosis가 있는 경
우에는 광범위 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도 수술 후 신경 합병증
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8. 거대지가 동반되는 경우
에는 절단술, 과대 성장한 조직의 용적 축소술 혹은 성장판 유
합술(epiphysiodesis)을 같이 시행하기도 하는데 성장판 유합
술의 경우 종적 성장은 막을 수 있으나 용적의 증가는 방지할
수 없다3,7.
본 증례는 정중신경에 발생한 지방섬유 과오종에 의해 수근
관증후군이 발생한 증례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수근관증후군
이 발생한다면 확진을 위해 초음파 혹은 MRI를 시행하여 감
별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섬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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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의 수술적 치료 시 완전 절제는 신경 증상을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절제보다는 수근관 감압술 등의 제
한적 수술을 통해 증상 완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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