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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less legs syndrome (RLS) is chronic neurological disorder, in which the primary symptoms is unpleas-
ant and disturbing sensation accompanied by urge to move in multiple body parts especially in legs. RLS 
may present in distinct phenotypes often described as “primary” vs. “secondary.” Secondary RLS can arise 
from etiologies such as iron deficiency, pregnancy, peripheral neuropathy, and end-stage renal disease. We 
report a rare case of RLS associated with neurogenic tumor of the sciatic nerve. A 72-year-old man com-
plained of recurrent and worsening RLS symptoms in his right lower extremity, despite medical treatment. 
Interestingly, we found a neurogenic tumor at the right greater sciatic notch region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e hip.
 J Sleep Med 2017;14(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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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은 주로 하지에 

이상감각과 함께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나타나는 만성 신경

계 질환으로, 쉬거나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었다가 움직이면 

호전되며, 주로 저녁이나 밤에 악화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

인다.1 국내 유병률은 0.9~12.1%로 보고된 바 있으며,2 연관

된 질환의 유무에 따라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하지불안증후군은 보통 30세 이전에 발병하고 진행

이 느린 반면, 이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은 비교적 고령에서 발

병하며 증상이 심하고 진행이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다.3 이

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의 비교적 흔한 원인으로는 임신, 빈혈, 

만성 신부전, 철결핍, 말초신경염, 그리고 류마티스관절염 

등이 있고, 드물게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우울제 등의 약물에 

의한 원인 또한 보고된 바 있다.4 저자들은 궁둥신경(sciatic 

nerve)의 신경성 종양이 원인으로 추청되는 하지불안증후군

의 드문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증        례

특별한 병력이 없는 72세 남성이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

측 허벅지 감각저하로 내원하였다. 우측 허벅지 외측을 만졌

을 때 좌측의 동일 부위에 비해 감각이 떨어졌고, 간헐적으

로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경우 같은 부위의 통증도 반복되었

다. 신경학적 검진에서 우측 외측넙다리피부신경(lateral fe-
moral cutaneous nerve) 부위의 감각저하가 확인되었고, 그 

외 심부건반사 이상이나 근력저하, 근위축 등 다른 신경학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우측 외측넙

다리피부신경의 감각신경활동전위의 진폭은 정상이었지만, 

감각신경전도속도가 좌측에 비해 약 20% 감소된 소견만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우측 외측넙다리피부신경병(la-
teral femoral cutaneous neuropathy, meralgia paresthetica)

을 진단하였고 약물치료(gabapentin 300 mg/day)를 하며 증

상은 호전되었다. 

3개월 뒤 환자는 이전과는 다른 우측 하지의 이상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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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였다. 이는 주로 우측 무릎부터 원위부로, 종아리에서 

발끝까지 ‘간지러운 느낌’ 혹은 ‘스멀거리는 느낌’ 등의 복합

적인 이상감각이었으며 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심하게 발생

하였다. 가만히 있을 때 이상감각과 동반하여 우측 하지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동반되었고, 움직이면 이상감각은 잠

시 소실되었으나 이내 곧 반복되는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

을 보였다. 외래에 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수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하던 증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환자의 증상은 

국제하지불안증후군 연구그룹에서 제시한 4가지 필수진단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혈색소, 평균적혈구용적, 혈청철, 혈중페리

틴, 갑상샘자극호르몬, 신기능검사, 당화혈색소)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가족력 또한 없었다. 임상적으로 하지

불안증후군을 진단하였고 ropinirole 0.25 mg을 취침 전 한 

번 추가적으로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였을 때 환자의 증상은 크게 호전되었다. 

약 1년 후 환자의 증상은 빈도나 강도 면에서 이전보다 악

화되었다. 약물을 증량하여 ropinirole 0.5 mg과 gabapentin 

300 mg을 취침 전 복용하도록 하였는데, 하지불안증후군 증

상이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경과

를 보였기 때문에 이차성 하지불안증후군의 다른 원인을 찾

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고관절 자기공

명영상검사에서 우측 큰 궁둥패임(greater sciatic notch) 부

위를 주행하는 궁둥신경 주위에서 지름 2.2 cm의 결절형 덩

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T1 turbo spin echo 영상과 T2 spe-
ctral adiabatic inversion recovery 영상에서 나타나는 소견

을 종합하였을 때, 궁둥신경에서 기원한 신경성 종양(neuro-
genic tumor)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측되었다(Fig. 1). 

따라서 본 증례에서 보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을 궁둥신

경의 신경성 종양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

까지 고려하였으나, 환자는 거부하였고 이후 외래 방문을 하

지 않았다.

고        찰

궁둥신경 종양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0만 명당 0.6

명의 유병률이 보고된 바 있고, 양성 궁둥신경 종양의 약 60%

가 신경섬유종(neurofibroma), 그리고 약 38%가 신경집종

(schwannoma)의 조직학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는 주로 통증이나 저림 같은 감각증상을 보이는 경

우가 많지만, 천천히 자라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

지 않아 진단이 어렵다. 또한 증상이 있더라도 좌골신경통

Figure 1. A nodular lesion (about 2.2 cm in diameter, black arrow) at the right greater sciatic notch region on hip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Axial T2 spectral adiabatic inversion recovery. (B) Axial T1 TSE. (C) Coronal T1 TSE. (D) Sagittal T2 TSE sequences. White 
arrow indicates the sciatic nerve. TSE: turbo spin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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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atica)을 유발하는 척추관 협착증, 요추추간판탈출증, 혹

은 후관절증후군 등과 같이 비교적 임상에서 흔한 다른 질

환들로 오인되어 감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6 따라서 정

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와 같은 전

기생리검사뿐 아니라 신경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

공명영상검사 등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검사

가 필요하다.

말초신경병(peripheral neuropathy)에 기인한 이차성 하

지불안증후군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당뇨, 신부전, 갑상선저하증, 영양결핍 및 알코올중독 등

과 같은 대사성 말초신경병이나, 유전성 말초신경병, 그리고 

탈수초성 말초신경병 등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

한 경우의 말초신경병은 비교적 전신적이고 대칭적인 다발

신경병(polyneuropathy)의 형태를 보이고, 하지불안증후군

의 발현과 관련된 병태생리적 기전은 주로 소섬유신경병

(small fiber neuropathy)과 같이 작은 신경다발의 손상을 원

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직경이 큰 단일 신경에 종양이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해서 하지불안증후군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압박되거나 자극된 신경 부위 주변에는 통증이 발생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본 증례처럼 비교적 큰 단일신경이 압박되

어 포착신경병(entrapment neuropathy)이 발생하여 하지불

안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는 복재신경

(saphenous nerve), 외측넙다리피부신경, 그리고 총비골신

경의 대퇴분지(crural branch of the common peroneal nerve) 

등이었다.7,8 유사한 사례로 수근관증후군에서 수지불안증후

군(restless hand syndrome)이 발생하였음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9 따라서 드물지만 큰 신경의 압박이나 자극으로 인하여 

하지불안증후군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신경감압술이 일부의 포착신경병에서 하지불안증후

군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10

저자들이 본 증례의 환자에게 하지불안증후군을 진단한 

후 약물치료를 하며 추적관찰을 하던 중, 약 1년 뒤 환자의 

증상은 빈도나 강도 면에서 이전보다 악화되는 경과를 보였

다. 이는 환자의 하지불안증후군 자체가 악화된 것일 수 있지

만, 고관절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궁둥신경의 종양이 발견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궁둥신경병(sciatic neuropathy)

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 또는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나타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환자의 

첫 증상이었던 우측 허벅지 부위의 감각저하는 종양의 침범

으로 인한 초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요천추신경총

의 해부학적 주행을 고려할 때 외측넙다리피부신경 부위의 

통증이나 감각저하의 원인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환자의 경우 상기의 감각증상에 대한 약물 반응이 좋은 편이

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추가 검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검사상의 오류 가능성을 포함, 정확한 원인 감별을 위한 추

적 전기생리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점은 현재까지 아쉬움

으로 남는다. 전형적인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

하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

고 이차성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였다면, 하지의 구조

적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궁둥신경의 종양이 원인으로 생각되는 이차

성 하지불안증후군의 증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자들은 본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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