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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원발성 육종

수부와 족부,즉 사지 말단부에 발생하는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 종
양이며,드물게 악성 종양이 보고되고 있다.수부와 족부는 해부학적
특성상 연부 조직이 적고,비교적 작은 크기에 종양이 발견되지만 신
경과 혈관 같은 주요 구조들이 있어,수술 치료 면에서 만족할 만큼
의 절제연을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또한,수부는 특성상 종양으로
인한 고유기능의 소실과 이에 따른 기능 장애는 신체의 다른 어느 부
위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기능을 고려한 치료가 강조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다.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경
험한 사지 말단부에 발생한 악성 종양의 임상 양상과,유형별 빈도
및 치료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총 579예의 원발성 육종 환자중 18예(3.1%)가 수부 및 족부에 발생
하였으며,수부에 7예,족부에 11예였다.또한,총 382예의 수부 및 족
부의 종양중(수부-220예.족부 162예)악성 종양의 비율은 수부가
3.2%였으며,족부가 6.8%였다.
2.내원 당시 임상증상으로는 동통만 있는 경우가 8예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통을 동반한 종창과 동통만 있는 경우가 각각 5예였다.
3.종양의 발생 부위는 수부의 경우 수근부가 4예,수지부가 2예,수지
간이 1예였고,족부의 경우 후족부에 5예,중족부에 3예,족지부에 3예
발생하였다.
4.13예의 연부조직 악성 종양과 5예의 악성 골종양이 있었으며,활액
막육종이 4예,투명세포암,말초신경악성종양,연골육종이 각각 3예였
다.
5.수술 치료로서 광범위 절제술과 재건술을 5예에서,절단술을 8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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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였으며,1예에서는 소파술만 시행하였다.
6.추시 기간중 4명이 사망하였으며,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한 예에서
2예,절단술을 시행한 예에서 2예였다.

수부 및 족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발생 빈도가 전체 원발성 육
종의 약 3%정도로 매우 낮으며,초기 임상증상도 비특이적으로 양성
종양과 감별이 어려우며,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연부 조직의 결여
로 사지 근위부에 비해 광범위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따라서,
사지 원위부의 무통성 종괴나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있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진단법 혹은 필요에 따라 치료 전
조직학적 검사에 의한 확진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수부,족부,원발성 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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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원발성 육종

<지도교수 신규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주 선 영

Ⅰ.서론

  수부와 족부,즉 사지 말단부의 종양은 비교적 드물며 대부분이 양
성 종양으로,악성 종양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1-11.또한,수부와 족
부는 해부학적 특성상 사지 근위부나 체간부에 비해 연부 조직이 적
고,신경과 혈관,인대와 같은 주요 구조들이 밀집되어 있어,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작을 때에 발견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반면에 수술
치료면에서는 만족할 만큼의 절제 변연을 얻기 힘든 단점이 되기도
한다12,13.한편,수부나 족부는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상 종양 혹은 이
에 대한 치료로 인한 고유 기능의 소실의 가능성이 많으며,이에 따
른 기능장애는 신체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기능을 고려한 치료가 강조 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보
고는 거의 없다.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경험한 사지 말단부에 발생
한 악성 종양의 임상 양상과 유형별 빈도와 치료 결과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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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연구 대상

  1995년부터 2005년 4월까지 수부와 족부 즉,사지 말단부에 발생한
종양으로 등록된 382명(수부 220예,족부 162예)의 환자중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으로 확진된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수부의
범위로는 수지부,수배부,수장부 및 완관절부를 포함하였고,족부의
범위로는 족지부,족배부,족저부 및 족관절 부위를 포함하였다.18명
의 대상 환자 중 수부가 7명,족부가 11명이었고,성별 분포는 남자가
14명,여자가 4명이었으며,진단 당시 연령은 10세 이하가 1명,10대가
2명,20대가 2명,30대가 3명,40대가 3명,50대가 2명,60대가 4명,70
대가 1명이었으며(그림 1.),평균 연령은 43.3세였다.18명의 원발성
악성 육종 환자들중 조직 검사만 시행 받은 경우와 1년이상 추시가
되지 않은 4명의 환자들은 치료 결과에 대한 판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1.연령별 분포



-3-

2.연구 방법

  종양의 발생 부위에 따라 골종양과 피하조직,건,신경,혈관등에서
기원하는 연부조직 종양으로 나누었으며,51예의 악성 흑색종이나 17
예의 편평 상피암과 같은 상피 세포암과,전이성 암은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18명의 원발성 육종 환자에 대하여,각 환자의 내원 당시의
임상 증상,병변의 위치,치료 방법과 조직 유형 및 술후 국소재발,원
격 전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진단 병기는 AJCC (American
JointCommitteeonCancer)에 따랐으며,수술 치료는 크게 절단술과
절제술로 나누었으며,절단술은 완관절 혹은 족관절 근위부에서 시행
한 경우와 수지 혹은 족지만 절단한 경우를 분리 하였다.또한,생검
술만 시행하였거나 추시가 되지 않았던 4예의 환자의 경우 치료 결과
판정에서는 제외하였다.추시가 가능 하였던 14명의 평균 추시 기간
은 43.8개월이었다.

Ⅲ.결과

1.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양성 종양

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양성 종양과 종양 유사 질환으로 수술적 치
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6명으로 수부가 193명,족부가 103명이었다.
수부에 발생한 양성 골종양은 70예로 내연골종이 44예로 가장 많았으
며,골연골종과 거대세포종이 각각 7예와 5예였다.수부에 발생한 양
성 연부조직 종양은 모두 123예로 건에 발생한 거대세포종이 30예로
가장 많았으며,결절종과 혈관종이 각각 26예와 25예였다.족부에 발
생한 양성 골종양은 38예로 단순 골 낭종(simplebonecyst)가 가장
많았으며,거대세포종과 내연골종이 각각 6예였다.족부에 발생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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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부조직 종양은 65예로 섬유종증(fibromatosis)이 16예로 가장 많
았고,결절종이 13예,건에 발생한 거대세포종이 10예였다(표 1,2).

2.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원발성 육종

가.임상 증상과 종양의 발생 부위

수부와 족부에 발생한 원발성 육종의 내원 당시 임상 증상은 18예중

표 1.양성 골종양의 분포

동통만 있는 경우가 8예,무통성 종괴와 동통을 동반한 종창이 각각

Diagnosis Hand Foot Total

Aneurysmalbonecyst 0 2 2

Chondromyxoidfibroma 1 0 1

Enchondroma 44 6 50

Giantcelltumor 5 6 11

Intraosseousganglion 4 2 6

Intraosseouslipoma 0 3 3

Ollier'sdisease 6 0 6

Osteochondroma 7 4 11

Osteoidosteoma 2 1 3

Simplebonecyst 1 12 13

Subungalexostosis 0 2 2

Total 70 3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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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로 동통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그림 2).종양의 발생 부위는
수부의 경우 수근부가 4예,수지부가 2예 지간 간격(webspace)1예
로 수근부가 가장 많았다.족부의 경우 족지부에 3예,종골을 포함한
후족부에 5예,중족부 중 족저부에 3예 있었다.

표 2.양성 연부조직 종양의 분포

나.종양의 분류

Diagnosis Hand Foot Total

Angioblastoma 1 0 1

Extraskeletalchondroma 1 0 1

Fibromatosis 8 16 24

Ganglion 26 13 39

Giantcelltumoroftendonsheath 30 10 40

Glomustumor 9 1 10

Granularcelltumor 1 0 1

Hemangioma 25 9 34

Lipoblastoma 0 1 1

Lipoma 9 2 11

Pigmentedvillonodularsynovitis 3 5 8

Schwannoma 9 4 13

Synovialchondromatosis 1 3 4

Vascularleiomyoma 0 1 1

Total 123 6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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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조직 악성 종양 13예와 5예의 악성 골종양이 있었으며,13예의
악성 연부조직 종양중 활막육종(synovialsarcoma)이 4예,투명세포
육종(clear cell sarcoma)가 3예, 말초신경악성종양(malignant
peripheralnervesheathtumor)이 3예,평활근육종(leiomyosarcoma)
과 혈관육종(angiosarcoma)가 각각 1예 이었고,악성 골종양의 경우
연골 육종(chondrosarcoma)이 3예,골육종(osteosarcoma)과 유잉육종
(Ewingsarcoma)이 각각 1예였다.AJCC 병기에 따라 분류시 IIA가
3예로 모두 골종양이었으며,IIB가 13예(골종양 2예,연부조직 종양
11예),III기가 연부조직 종양 1예,IV기가 연부조직 종양 1예 있었다.
진

그림 2.내원 당시 임상 증상

단 당시 림프절 전이가 동반된 경우가 1예이었고,이는 투명 세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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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환자였다.한편,진단 당시 원격 전이가 있던 경우는 없었다(그림
3).

그림 3.원발성 육종의 분포

다.치료와 원격 추시

수술 치료로서,광범위 절제술과 연부 조직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가
3예,변연부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가 1예,변연부 절제술과 비골이식
술을 시행한 경우가 1예이었다.소파술만 시행한 경우가 1예이었다.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가 8예였으며,8예의 절단술의 경우 완관절 이
상 혹은 족관절 이상의 광범위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가 6예였고,2예
에서는 수지부의 이단술을 시행하였다.진단 당시 서혜부 림프선 전
이가 있었던 1예에서는 림프절 적출술을 같이 시행하였다.
술전 항암 요법은 4예에서 시행하였으며,골육종,말초신경악성종양,
활액막육종,투명세포육종이 각각 1예였다.이중 투명세포육종 환자를
제외한 3예에서 술후 항암 요법을 시행하였으며,변연부 절제술을 시
행한 1예에서는 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다.추시 기간중 사망한
예가 4예였으며,말초신경악성종양이 2예,골육종이 1예,투명 세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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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1예였으며,투명 세포 육종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 서혜부 림프
선 전이가 있었던 경우였고,말초신경악성종양중 1예는 변연절제술과
술후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경우로 조직 검사상 변연부에서 종양세포
가 관찰되었던 경우였다.사망한 예중 광범위 혹은,변연부 절제술 및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가 2예,절단술을 시행한 경우가 2예였고,2예
모두 광범위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였다(그림 4).병기별로 볼때 IIB기
가 3예,IV기가 1예였다.

Ⅳ.고찰

수부와 족부에 발생하는 종양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며,악성 종양의
발생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그러나 수부 및 족
부는 그 해부학적 특성상 사지 근위부나 체간부에 비해 연부 조직이
적고,신경과 혈관,인대와 같은 주요 구조들이 밀집되어 있어,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작을 때에도 쉽게 발견이 되지만 수술 치료 면에서는

그림 4.치료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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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만한 절제연을 얻기 힘들며12,13,수부나 족부의 고유 기능이 종
양 혹은 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소실의 가능성이 높으며,이에 따른
장애는 신체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기능을 고려한 치료가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
보고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의 보고된 바에 의하면 수부의 악성 종양의 발생빈도를 적
게는 Clifford와 Kelly1등은 전체 수부 종양의 0.62%로 보고하였고,많
게는 Haber4등은 5.6%의 발생율을 보고하였다.족부의 경우 이보다는
조금 높아 Kirby5등이 13%의 발생율을 보고 하였다.저자들의 경우
수부는 전체 원발성 육종의 1.2%,수부의 종양 중 3.2%를 보였으며,
족부의 경우 전체 원발성 육종의 1.9%,족부에 발생한 종양의 6.8%를
보였다.
호발 부위는 수부의 경우 수근부가 4례(57%),족부의 경우 후족부에
5례(45%)로 가장 많았다.내원당시 임상증상으로는 동통이 8례(44%)
로 무통성 종괴(5례,27.8%),종창(5례,27.8%)보다 많았다.수부 및
족부의 양성 종양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내연골종(enchondroma)
과 건에 발생한 거대세포종(giantcelltumoroftendonsheath)의 호
발 부위가 수지이고,주로 무통성 종괴를 주소로 내원한다는 점을 비
교해 볼때,악성종양의 경우수근부나 후족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
는 것이 차이점이며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으
로 생각된다.종양의 분류는 대부분의 보고와 같이2,6,7,8,10,11 활막육종
(synovial sarcoma)이 4례(22%)로 가장 많았고, 연골육종
(chondrosarcoma),투명 세포 육종(clearcellsarcoma),말초 신경의
악성 종양(malignantperipheralnerve sheath tumor)이 각각 3례
(17%)였다.
사지의 말단부위에 악성 종양이 드물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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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ytoonjian10등은 수부와 족부는 사지 근위부나 체간에 비해 연부조
직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으고,근위부에서 발생빈도가 비교
적 높은 지방 육종(liposarcoma)이나, 악성 섬유성 조직구증
(malignantfibroushistiocytoma)이 말단부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을
그 근거라고 하였다.또한,종양이 작은 크기일때에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이것은 장기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이에 대
한 근거로,사지 말단부의 종양은 작은 크기에,비교적 조기에 발견되
고,사지 원위부는 혈액순환이 근위부에 비해 적고,사지 근위부나 체
간에 비해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근위부의 종양에 비해 악성도가
낮고 원격전이의 가능성도 낮다고 하였으며,이는 말단부의 악성 종
양이 근위부에 비해 장기 생존율이 높은 이유라고 하였다.
Campanacci14등은 수부에서 발생한 연부 조직 육종이 경우 다른 부
위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하였으며,이외의 몇몇
보고7,15,16에서도 말단부의 종양이 작은 크기일때 발견되기는 하지만
같은 크기의 근위부 종양과 비교한다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또한 Talbert17등은 광범위 절단술을 시행하여도 장기
생존율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수부 기능 보존의 측면에서
국소 절제술을 추천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지 말단부와
근위부에 발생한 모든 악성 종양에 대한 비교이며 각각의 종양 유형
에 따른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다.Zeytoonjian10등은 25년간 175례의
원위 하퇴부 이하의 육종과 2367례의 근위부의 육종을 비교하여,전
체 사망률이 원위부가 10.3%,근위부가 26.6%로 원위부의 경우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각각의 종양에 대해서도 악성 섬유성 조직구
증(malignantfibrous histiocytoma),평활근육종(leiomyosarcoma)의
경우 말단부에서의 생존율을 유의있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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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추시가 가능하였던 14명의 환자중 4명(28.6%)이 사망하였
으며,환자군이 작아 통계적 의미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말초 신경의
악성 종양(malignantperipheralnervesheathtumor)환자 3명중 2명
이 사망하여 근위부에서 악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양의 경우
말단부에서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투명 세포 육종
(clearcellsarcoma)환자 3명중 1명이 추시중 사망 하였는데,진단
당시 림파선 전이가 확인 되었던 환자로 종양의 전이 유무 또한 중요
한 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광범위 절제술 및 재건술등
의 보존술을 시행한 환자 6명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절단술을 시행
한 환자 8명중 2명이 사망하였다.사지 보존술을 시행받은 1례는 변
연 절제를 한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절단술과 광범위 절제술
및 재건술등의 치료 방법은 보고자에 따라 기능을 보존하는 최소한의
절제술로도 생존율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 보고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치료 방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확인하기에
는 환자군이 적었다.Mcphee6등은 어느 특정 수술적 요법을 주장하기
보다는 충분한 절제연을 얻기 위한 시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
며,사지 말단부 악성 종양에 대한 치료 또한 근위부의 종양에 대한
치료와 같이 종양 유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10년간 18예의 원발성 육종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
적인 의미는 없었고 ,종양 유형이 다양하여 사지 말단부위의 종양을
일원화하기는 어려웠다.그러나,불과 3%의 빈도이지만,사지 말단부
에도 악성 종양이 발생 할 수 있으며,수근부,후족부에 발생하는,동
통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와 양성 종양의 주 호발 부위와 증
상이 다른 경우에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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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수부와 족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발생 빈도가 전체 원발성 육
종의 약 3%정도로 매우 낮으며,초기 임상증상도 비특이적으로 양성
종양과 감별이 어려우며,수술 치료에 있어서도 연부 조직의 결여로
사지 근위부에 비해 광범위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따라서,사
지 원위부의 무통성 종괴나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에 있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상 진단법 혹은 필요에 따라 치료 전
조직 검사에 의한 확진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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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sarcomaofthehandandfoot

SunYo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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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Kyoo-HoShin)

Mostoftumorsonhandsandfeetarebenignandonlyfew cases
areprimarysarcomas.Theyareusuallyfoundbeforetheyarefully
grown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soft tissues on the
extremities. However, complex and intermingled nervous and
vascularsystemsonhandsandfeetmakecompletewideexcision
difficult.Lossofdelicateandcomplexfunctionofhandsandfeet
duetowideexcisionoftumorshasledtotheimportanceofearly
detection and function-sparing operative procedure.Nonetheless,
therehasbeennosystematicreportsonthetreatmentoftumors
onhandsandfeet.Thisreportaddressestheclinicalmanifestation,
pathologicalfrequency,andtreatmentresultsoftumorsonhands
andfeet.
Among579casesofprimarysarcomasofextremitiesreviewed,18
cases(3.1%)werefoundonhandsand/orfeet(7onhands,11on
feet).Theyoccupyabout3.2% ofallhandtumors,and6.7% of
tumors of the foot and ankle. The most common clinical
presentationwaspainin8casesfollowedbypainfulswellingand
painlessswelling5casesrespectively.Themostcommonsitewas
carpalareaforhandsin4casesandhindfootforfeetin5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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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were13casesofsofttissuesarcomaandthemostfrequent
histologicaltypewassynovialsarcomain 4cases,followed by
clearcellsarcomaand malignantperipheralnervesheath tumor
and chondrosarcoma in 3 cases respectively.Amputation was
performedin8cases,wideexcisionin5cases,andcurettageonly
in1case.Fourpatientsdiedduringthe follow upperiod(two
patients were given wide excision,and the two were given
amputation).
Primary sarcoma on handsorfeetarerare(about3% ofall
sarcomas).Theclinicalmanifestationarevagueanditisdifficult
todistinguishbetweenmalignanttumorfrom benign.Mostwere
diagnosed in relatively smaller size butin many cases wide
excisionwasimpossiblebecauseofsmallamountofsoftt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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