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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Preoperative Evaluation of Subungual Glomus Tumors Using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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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ungual glomus tumors are benign neoplasms that arise from the neuromyoarterial apparatus. They present with 

various clinical symptoms such as localized pain, tenderness, and sensitivity to temperature change and can be pal-

pated as a nodule or mass on physical examination. Pressure erosion can be seen at adjacent bones on radiography. 

However, in most cases, the tumors are too small to be inspected and located under the nail plate, which makes 

correct diagnosis and complete excision very difficult. Incomplete removal can cause recurrence or deformity to the 

residual nail, whereas extensive removal can cause trauma or deformity to the nail plate. Thus, correct differential 

diagnosis and preoperative evaluation of the location and extent of the tumor are very important. Here, we report 

2 cases that were diagnosed and preoperatively evaluated using ultrasound. (Korean J Dermatol 2014;52(5):341∼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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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손발톱하 사구 종양은 신경근육혈관 조직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으로 국소적 통증, 압통,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외관상 종물로 만져지거나 방사선 사

진상 주위 골에 압박에 의한 침식 등의 변화를 보일 수 있

으며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치료한다1.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종양이 작고 임상적으로 촉진(palpation)되

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 및 치료에 제한이 따른다. 종양

의 불완전 제거 시 재발 및 손발톱 변형을 쉽게 초래하는 

반면, 주변 정상조직까지 지나치게 제거할 경우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술 전 종양의 위치

와 침범 정도를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초음파는 다양한 임상양상으로 나타나는 손발톱하 

사구 종양을 감별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술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비교적 정확하면서도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진단 및 수술 전 평가에 초음파를 이용했던 손

발톱하 사구 종양 2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1. 증례 1

환 자: 문○○, 31세, 여자

주 소: 오른쪽 5번째 손톱의 압통

병력: 내원 약 3년 전부터 오른쪽 5번째 손톱의 압통

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통증의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조금씩 심해지는 양상이었으며 추위노출 시 특별한 변

화는 없다고 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특이소견 없음

피부소견: 오른쪽 5번째 손톱 아래쪽으로 붉은 색을 띠

는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A).

음  소견: 혈관성이 증가된 방추형의 4.4×3.8×1.6 

mm의 저에코성 종괴와 함께 원위 지골의 압박성 미란이 

고에코성으로 관찰되었다(Fig. 2A).

병리조직학  소견: 수술적 제거 결과 종괴는 4.5× 

4.0×1.7 mm 크기였고 조직검사 결과 사구 종양에 합당하

였으며 경계면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3A).



342 대한피부과학회지: 제 52 권 제 5호 2014년

Fig. 1. Photo of reddish macule under the right 5th fingernail 

(A), elevated lesion on the right 5
th fingernail (B) in each case.

Fig. 2. (A, B) Ultrasonography shows well-circumscribed hypoechoic area under the proximal aspect of the nail plate and the nail 

matrix (arrowheads) and color Doppler ultrasonography shows subtle flow signals within the hypoechoic area in each case.

치료  경과: 수술적 치료 시행하여 제거하였으며 호

전을 보여 경과 관찰 중이다.

2. 증례 2

환 자: 김○○, 39세, 여자

주 소: 오른쪽 5번째 손톱의 상승된 병변

병력: 내원 5년전부터 오른쪽 5번째 손톱 정중앙선의 

상승된 병변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때때로 통증과 압통 

호소하였고 추위노출 시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특이소견 없음

피부소견: 오른쪽 5번째 손톱 가운데 부분의 근위부에 

결절성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1B).

음  소견: 혈관성이 증가된 3.0×3.0×1.0 mm의 저

에코성 종괴와 함께 원위 지골의 압박성 미란이 고에코성

으로 관찰되었다(Fig. 2B).

병리조직학  소견: 수술적 제거 결과 종괴는 2.0× 

2.0×1.8 mm 크기였고 조직검사 결과 사구 종양에 합당하

였으며 경계면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Fig. 3B).

치료  경과: 수술적 치료 시행하여 제거하였으며 호

전을 보여 경과 관찰 중이다.

고    찰

사구 종양은 작고 피막을 가지는 종양으로 피부 혈류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근육혈관 조직인 피하의 사구

체(glomus body)에서 기원하는 양성종양이다. 이러한 사구

체는 신체 어느 부위에나 존재하지만 특히 손발톱 주변에 

풍부하게 존재하여 손발톱 아래에서 발생하는 사구 종양

의 빈도는 25.6∼37%까지 보고되고 있다
2
. 사구 종양은 30

대에서 50대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손발톱하 사구 종양은 

여자에서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3
 특징적인 임상 증

상은 국소적 통증, 압통, 온도변화 유발성 통증 등이다. 이

러한 증상의 지속기간은 대개 평균 7∼10년 정도로 알려

져 있으며 문 등4의 국내 보고에서도 8.4년을 나타내어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5. 

이외에도 외관상 종괴로 만져지거나 방사선 사진상 주

위 골에 압박에 의한 침식 등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고 하

나 비교적 드물게 보이는 질환이고 종양의 크기가 대개 수 

mm에 불과하며 손발톱판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진이

나 촉진을 통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치료

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6. 또한 손발톱밑 뼈돌출증(subu-

ngual exostosis), 점액성 낭종(mucous cyst), 섬유종(fi-

broma) 등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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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of glomus tumors including glomus cells and dilated vessels in case 1 (A) Low magnification (H&E, 

×40), (B) High magnification (H&E, ×200), case 2 (C) Low magnification (H&E, ×40), (D) High magnification (H&E, ×400).

해서는 정확한 위치와 크기의 확인이 필요하여 이학적 검

사만을 통한 진단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

사의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 치료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확한 위치나 크기가 파악되지 않은 상

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면 지나친 제거로 인한 손발톱판의 

손상이나 기형, 불충분한 제거로 인한 재발이나 잔존 손발

톱의 문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7-9
. 진단적인 목적으

로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나 위치상 적절한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손발톱의 변형이나 흉터를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초음파는 비침습적인 수단으로 피부과 영역에서는 

1970년대 말 피부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

고 현재는 그 기술적 발전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흑색종 및 비흑색종 피부암, 양성 종양, 염증

성 피부 질환 등의 진단 및 경과관찰, 지방제거(lipoablati-

on), 주름 개선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10,11. Chen 등은 수술 

전 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판정, 완전한 종양 절제 가

능성, 재발률 감소 등의 측면에서 초음파가 손, 발가락에 

발생하는 사구 종양에서 진단과 수술 전 평가에 유용한 수

단이라고 언급하였다12
. 특히 사구 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계가 명확한 결절의 형태이고 주변조직과 달리 균일한 

저에코성으로 나타나므로 경계면이 주변의 연부조직과 대

조가 잘 되고, 도플러 초음파 소견에서도 고혈관성의 특징

을 가지므로 초음파에서 경계면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12-14. 

감별진단이 필요한 다른 질환들의 초음파 소견도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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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과 차이를 보인다. 손발톱밑 뼈돌출증은 초음파에서 

정상 뼈나 석회화된 연골조직의 과성장이 선상의 고에코

성 구조물로 관찰이 되고 점액성 낭종은 무에코성 결절로 

관찰되며 섬유종은 저에코성이고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저혈관성을 보인다13,14.

저자들이 접한 2건의 증례를 살펴보면 동일한 질환임에

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할 때 호소하는 증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병변 부위 색깔의 변

화나 결절로 만져지는 등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다양하

다. 반면 초음파에서는 혈관성이 증가한 저에코성의 종괴

와 인접 뼈에 압박성 미란이 있는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난

다 또한 수술적 치료까지 완료한 이 2건의 증례에서는 초

음파로 측정한 크기와 실제 종괴의 크기가 유사하며 경계

면에서 종양은 발견되지 않아서 사구 종양만을 성공적으

로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음파는 사구 종양의 정확한 진단을 보조하고 효과적

인 절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저자들은 

비침습적 검사인 초음파를 진단 및 수술 전 평가에 이용한 

손발톱하 사구 종양 2예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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