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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nerve tumors are rare, but schwannoma(neurilemmoma) is the most common

peripheral nerve tumor. Schwannomas are well- encapsulated lesions, surrounded by a true

capsule of epineurium. They have been confused with ganglion or neurofibroma or other soft

tissue tumors during pre- operation diagnosis. We experienced 13 patients (20 cases) who had

schwannomas in the upper extremities. They originated from almost all kinds of peripheral

nerves of the upper extremities, but mainly from the ulnar nerve (8 cases), one of which also

exacerbated to Guyon' s canal syndrome. Their symptoms and signs were tingling sensation in

7 cases (54%), local tenderness in 5 cases (38%) and one positive Tinel' s sign, which were all

non- specific. They can displace nerve fibers and must be dissected with caution not to damage

the nerve fiber. Magnetic Resonnance Imaging (MRI) or ultrasonogram is helpful to determine

the anatomic position and which peripheral nerve is connected to the mass. We experienced 2

complicated cases, one of which was one motor weakness of the 2nd and 3rd extensor digitorum

in the radial nerve and the other sensory deficit in the median nerve after excision of the

schwannomas. Even if careful dissection of the tumor mass has been performed from the main

nerve, transient incomplete nerve palsy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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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막종은 신경막의 슈반 세포(Schwann 's

cell)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11). 제거시에 거

의 재발하지 않으며, 크기는 다양하여 수 mm에

서 20cm까지 이른다. 대개 굵은 말초 신경 특히

골반내의 천골 신경이나 좌골 신경에 발생하며,

상지에서는 척골신경에 호발하고, 사지에서는 굴

곡근쪽에 주로 발생한다. 대개는 단발성이나, 약

15%에서는 다발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2). 호발 연

령은 20-50세이며 증세로는 경한 동통과 이환된

신경의 마비가 있을 수 있다12). 또한 종괴가 있는

부위를 타진하면 압통은 심하지 않으나, 이환된

신경의 주행을 따라 저린 통증이 방사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다14). 수술전 진단은 임상적으로

이상감각이 없으면 진단이 어려우나 자기공명영

상(MRI)이나 초음파 검사등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15). 치료는 피막형성이 잘 되어있어 신경

속을 다치지 않게 분리하면 절제할 수 있고 재발

은 드문 것으로 되어있다12). 저자들은 수부 및 상

지에 발생한 신경막종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여 상지의

연부조직 종양으로 절제술을 시행받고 최종 병리

검사가 신경막종으로 확진된 13명환자 20례를 대

상으로 성별, 연령별, 발생부위, 말초 신경의 종류,

T able 1. Schwannomas in the upper extremities

Case Sex/Age Location Nerve involved Neurologic Sx. Preop. Dx. F/U

& sign (year)

1. M/33 Lt. forearm Radial No Schwannoma 2

2. F/ 22 Rt. wrist Ulnar Tinnel' s sign Ganglion 1½

Thenar atrophy

3. F/65 Rt. forearm Median No Schwannoma 2

4. F/48 Rt. wrist Ulnar Tingling Ganglion 4

Lt. finger 4th Ulnar No

Rt. finger 4th Ulnar Tingling

5. F/50 Lt. forearm Ulnar No Lipoma 6

6. M/38 Rt. arm x3 Medial antecubital Tingling Neurofibroma 5

Radial

Axillary

7. F/44 Lt. wrist Median No Ganglion 3

8. M/50 Rt. axillar Brachial plexus Tingling Neurofibroma 4

Rt. elbow Ulnar

Rt. wrist Ulnar

Rt. palm Median

9. M/38 Lt. axillar Brachial plexus Tingling Neurofibroma 2½

10. F/30 Rt. hand Ulnar No Neurofibroma 2

11. M/51 Rt. arm Median Tingling Ganglion 5

12. M/41 Rt. arm Musculocutaneous No Ganglion 8

13. M/45 Rt. elbow Radial No Neurofibrom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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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증상, 술전 진단, 수술 후 합병증에 대

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13명의 대상 환자의 전반적인 양상은(Table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 분포와 성별 분포는

평균 42.7세(22세-65세)로 남녀 비율은 비슷하였

다. 내원 당시 증상은 모든 예에서 종물을 호소하

였고, 7례(54%)에서 저린 증상(tingling sensa-

tion)과 5례(38%)에서 압통이 동반되어 있었다.

진찰 검사상 9례(69%)에서 가동성이 있었고, 1례

(8%)에서 종괴를 타진시에 신경 주행을 따라 저

린 증상이 나타나는 Tinel's sign 양성이 나타났

고, 1례(8%)에서 소지구부에 위축이 발견되었다.

발생 부위와 신경 종류는 상완부 말초 신경 전반

에 걸쳐 발생하여 척골 신경이 8례(62%)로 가장

많았으며 완관절부에 3례, 전완부 1례, 수장부

3례, 주관절부 1례씩 발견되었다. 정중 신경은

전완부에 1례, 완관절부 1례, 수장부 1례, 상완부

1례씩 총 4례(31%)가, 요골 신경은 전완부에 1례,

주관절부 1례, 상완부 1례씩 총 3례(23%)가 발견

되었다. 그 외에 액와 신경 1례(8%), 내측 전완

신경 1례(8%), 근피 신경 1례(8%), 상완 신경총

2례(14%)이었다(Table 2). 발생 부위별로는 액와

부 2례, 상완부 5례, 주관절부 2례, 전와부 3례, 완

관절 4례, 수장부 4례로 나타났다(Table 3). 다발

성으로 발생한 3명의 대상 환자에서는 3부위 이

상에서 발생하였다. 전체 대상 환자중 수술전 진

단과 같은 경우는 2례(15%)뿐이었고 수술전 진

단은 주로 결절종, 신경 섬유종, 지방종 등으로

내려졌다(Table 4). 자기공명영상진단법을 시행

한 3례중 2례는 최종 진단과 일치하였지만 1례는

완관절의 척골관(Guyon 's canal)내에 생긴 것으

로 임상적으로 척골관 압박 증후군(Guyon 's

canal syndrome)으로 의심되었고, T 1 강조 영상

상(T 1WI) 거의 muscle intensity와 T2WI상 고신

호 강도를 나타내어 결절종으로 오인되었다.

수술 후 수술전에 나타난 저린감이나 Tinel 's

sign은 바로 호전되지 않았고, 수술 후 약 3개월

에서 6개월간 남아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은 2례

가 있었으며, 그 중 1례는 하요골 신경마비로 상

완 요골 신경에 발생한 경우로 수술 후 제 2번째

와 3번째 수지의 신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물리치

료를 실시하여 수술후 10일경부터 신전이 회복되

기 시작하였고 4주 후에는 완전 회복되었다. 또

다른 1례에서는 상완부의 정중신경에 발생한 경

우로 술후 제 3번과 제 4번 수지의 감각변화가 있

었으나 술후 5개월간 지속되었다가 회복되었다.

대상 환자 모두에서 추시 기간중에 재발한 경우

는 없었다.

T able 2. Nerve involved

Nerves Cases %

Ulnar 8 40

Median 4 20

Radial 3 15

Brachial plexus 2 10

Antecubital 1 5

Musculocutaneous 1 5

T able 3. Location

Sites Cases %

Hand 4 20

Wrist 4 20

Forearm 3 15

Elbow 2 10

Upper arm 7 35

T able 4. Preoperative diagnosis

Diagnosis Patients %
Ganglion 5 38.5

Neurofibroma 5 38.5

Schwannoma 2 15.4

Lipoma 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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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1

33세 남자 환자로 내원 5년전부터 좌측 전완부

의 배측에 녹두알 크기의 종괴가 서서히 자라 내

원 1년전부터는 갑자기 더 커지는 것을 알고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2×2×3cm 크기

의 난원형, 무통성, 비가동성인 종괴로 주위 조직

과 잘 구별이 되었고 신경학적인 증상은 없었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고 자기공명영

상에서 회외근과 요측 수근 신근사이의 후골간 신

경에 T 1WI에서 저강도 신호와 T2WI에서 고강도

신호로 종괴 내부에 일부 괴사성 변화가 있는 신

경인성 종양 의심 하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1). 요측 수근 신근과 회외근사이의 요골 신경과

연하고 있는 연한 황색의 종괴를 신경과 조심스럽

게 박리하였고 종괴의 단면은 점액양으로 보였다.

최종 병리 조직 소견상 요골신경막에서 기인한 신

경막종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후 제 2번과 제 3번

수지의 신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물리 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수술 후 10일경부터 신전운동이 술

후 4주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증례 2

22세 여자 환자로 우측 수장부의 저린 증세로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Tinel 's

sign 양성이고 소지구부에 위축이 있었으며 1×2

×2cm 정도의 무통성 종괴가 촉지되었다. 척골관

압박 증후군(Guyon 's canal Syndrome)의심하에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완관절 부위에서 척골신

경의 감각 신경지와 운동 신경지의 신경 전도 속

도가 떨어지는 소견이었고, 자기공명영상에서 수

장부내측에 T 1WI상 저신호 강도와 T2WI상 고

신호 강도의 낭포성 종괴로 결절종을 의심하였다

(Fig. 2). 그러나 절제술을 실시하여 척골관안에

척골신경과 붙어있는 낭포성 종괴를 분리하였으

며 병리 조직 검사상 Verocay bodies 로 이루어

진 Antony type A의 척골 신경막에서 기원한 신

경막종임이 밝혀졌다(Fig. 3). 감각이상은 수술

직후부터 회복을 보였으며, 수술 후 3주 후에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수술 후 Tinel' s sign은 약

5개월까지 지속되었다.

Fig . 1- A . Coronal view of MRI (T1WI). Schwan-
noma in forearm. Low signal intensity
with necrotic change in mass (white
arrow head).

Fig . 1- B . Coronal view of MRI (T2WI). High
signal intensity. The mass is con-
tinuous with posterior interosseous
nerve between extensor carpiradialis
muscle and supinator muscle (white
arrow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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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3

65세 여자 환자로 내원 2개월전부터 발견된 우

측 원위 전완부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

학적 검사상 1×1×2cm크기의 난원형 연성 종괴

로 약간의 압통이 있었으며 종축에 수직인 방향

으로 가동성이 있었고, 특별한 신경학적 증세는

없었다. 낭포성 종괴의심하에 초음파 검사를 실

시하여 심수지 굴근위로 주위조직과 잘 구별되는

저음영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정중신경은 제 3, 4

천수지굴근위에 놓이게 되므로 저음영의 종괴가

정중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Fig. 4). 자기공명영상에서 T 1WI에서 저신호 강

도와 T2WI상 고신호 강도의 종괴가 정중 신경의

주행경로를 따라서 있어 신경에서 기인되었을

Fig . 2- A . Coronal view of MRI(T1WI). Schwan-
noma in Guyon's canal. Low signal
intensity mass is continuous with ulnar
nerve(white arrow head).

Fig . 3 . The microscopic section shows Antony type
A composed with the Verocay bodies in
schwannoma(x400, HE staining)

Fig . 4 . Ultrasonogram. The cystic mass(1x2cm
sized) is continuous with median nerve
between flexor digitorum muscles(double
white arrow heads).

Fig . 2- B. Coronal view of MRI(T2WI). High signal
intensity. The finding of MRI is con-
fused for ganglion due to cystic charac-
ter(white arrow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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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 신경막종을 의심하였다(Fig. 5).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위 전와부의 천수지 굴근

아래에 위치한 정중 신경과 붙어있는 종괴를 조

심스럽게 신경속과 분리하였고 종괴의 원위부는

횡수근인대 근위단의 하부로 2cm정도 들어가 있

는 상태였다. 병리 조직 검사상 정중 신경막에서

기인한 신경막종으로 진단되었다. 수술 후 수술

전에 없었던 Tinel's sign과 제 3번과 제 4번 수

지의 요측부에 감각이상이 생겼으며, 수술 후 약

5개월간 지속되었다가 회복되었다.

고 찰

말초 신경종양은 드문 종양으로 Mackinnon과

Dollon10)
등은 상지의 연부조직 종양중 5%미만이

라고 하였으나 박과 이 등1)은 11%로 보고하였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세가지는 신경섬유종, 신경막

종, 악성 신경종이다12). 신경섬유종은 보통 다발

성이며 Von Recklinghausen 's disease와 관련이

있다4). Louis9)는 신경막종은 말초신경에 발생하

는 종양중 가장 흔하며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라

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상지에 생긴 말초

신경종양중 약 58%로 반 이상이었다. 신경막종

은 보통 단일성이지만 드물게 다발성으로도 나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결과는

2곳 이상의 다발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13례중 4

례(31%)이었다. Murray와 Staut 등
11)

은 큰 말초

신경부위에 발생시에는 신경과 연속되어 있는 것

으로 인하여 종축에 수직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

고, 보통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으며, 종양이 커

질 경우 Tinel's sign과 유사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신경학적 증상은 주로 저린감

(tingling sensation)으로 본 예에서는 7례(54%)

에서 저린 증상이 관찰되었고, 특별히 종괴의 크

기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았지만 Guyon 's canal

syndrome을 일으킨 예와 같이 신경통로의 크기

와 종괴의 상대적 압박정도에 좌우 될 것으로 여

겨진다. 신경막종은 임상적으로 드문 종양인 관

계로 수술전 진단이 어려워서 주로 결절종(Gang-

lion), 신경 섬유종(neurofibroma), 황색종성 거대

세포종(Xanthomatous giant cell tumor)으로 오

인될 가능성이 많다. Phalen12)도 주위조직과 잘

Fig . 5- B. Saggital view of MRI(T2WI). High signal
intensity mass with central necrosis
(white arrow head).

Fig . 5- A . Saggital view of MRI(T1WI). Schwan-
noma in anterior aspect of distal forearm.
Low signal intensity mass is continu-
ous with median nerve between flexor
digitorum muscles(white arrow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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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이 되며 피막으로 싸여있고 간혹 낭종을 형

성하므로 완관절과 수부에 발생시에는 결절종

(Ganglion)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저자

들은 13례중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했던 2례에서

수술전과 병리 결과가 일치하였고 나머지는 신경

섬유종 5례, 결절종 5례, 지방종 1례로 수술전 진

단이 내려졌다. Akerman3)은 세침 생검법을 이용

하여 다른 연부조직과 감별하는데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Vincent16)는 경피적 생검시 종양

주위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적당한 표본을 찾는

데 초음파검사를 이용할 경우 간단하고, 수술전

종양 주위의 해부학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 수술

할 때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

공명영상법은 아직 고가격으로 부담이 많으나 연

부조직 종양을 진단하는데 가장 해상력이 좋은

방법이다
15). 본 연구에서는 경피적 생검은 실시

하지 않았고 3례에서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

하여 2례에서 병리적 진단과 일치하였으며 1례는

결절종으로 수술전 진단이 내려졌었고 1례에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해부학적 위치에는 도움

이 되었으나 낭종성 종괴로 판독되었다. 병리 소

견에서는 피막이 잘 형성된 종양내에 "Verocay

bodies"라고 불리우는 방추형세포가 규칙적인 배

열(palisading pattern)을 이루는 부분(Antoni

type A)과 느슨한 점액성 변성이 있는 부분

(Antoni type B)이 공존하며 이 중 한 형태가 거

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6). 면역 염색에서 S- 100 단백질이 균일

하고 강하게 염색되는 점이 특징적이며, 신경 섬

유종과 감별점이기도 하다
17). Louis9)

는 신경막종

은 수술적 제거시에는 신경의 외막이나 종양의

피막을 세로로 길게 열어 신경속을 잘 분리하여

종양의 피막 및 주위의 신경외피를 모두 제거하

면 대부분 신경학적 장애없이 완치되며, 간혹 재

발할 경우에는 신경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신경막종 제거술후 2례

에서 신경학적인 합병증을 경험하였다. 그 중 1례

는 전완부의 요골 신경에 생긴 신경막종으로 제

거술후 제 2번과 3번 수지의 신전근 약화가 발견

되었고, 다른 1례는 전완부의 정중 신경에 생긴

것으로 술후 Tinel's sign과 수지 감각이상이 발

견되었으나 물리 치료등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합병증은 신경섬유의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

났으며, 수술중 신경견인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수부 및 상지 발생하는 신경막종은 연부조직

종양중 드물지만 결절종등으로 오인 될 수 있으

므로 수술적 치료 전에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정

확한 해부학적 위치와 말초신경과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신경막종과 붙어있

는 말초신경의 손상없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종양을 조심스럽

게 제거하였어도 일시적인 불완전 신경마비가 있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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