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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스캔으로 진단된 소아기 피부근육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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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dermatomyositis is a common inflammatory muscle disease of childhood, characterized by weakness in 
proximal muscles and specific skin rash. In case of juvenile dermatomyositis without characteristic clinical features, 
non-invasive imaging tools such as 99mTc-HDP three-phase bone scan are very helpful in diagnostic workup of 

myopathies. We report a case of 13-year old female with juvenile dermatomyositis, in which 99mTc-HDP 
three-phase bone scan was useful in diagnosis and assessing therapy response. (Nucl Med Mol Imaging 2009;43(6): 
59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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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근육염은 1863년 Wagner에 의해 처음 기술된 질환

으로 특징 인 피부 병변과 진행성 근 부 근력 약화를 동

반하는 신성  병변으로서 소아에서 가장 흔한 염증

성 근육질환이다.1,2) 피부근육염은 다발근육염, 입체근육

염과 함께 염증성 근육질환의 범주에 속한다.2) 소아기 피

부근육염의 여러 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

지 삼상 스캔이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한 경우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3-6) 이에 자들은 

삼상 스캔을 통해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 되었던 증례를 경험하 기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13세 여아가 1개월 부터 시작된 신의 부종과 양측 

상지와 하지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다. 가족력에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내원하기 3개월 에 교통사고가 있어 

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 던 과거력이 있었다. 교통사

고로 인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치료하던  증상이 

호 되지 않아 본 병원으로 원되었다. 내원할 때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앞가슴과 얼굴, 양측 팔과 다리에 부종이 있

었다. 입원할 때 시행한 일반 액검사와 요검사에서는 이

상이 없었으나, 액화학검사에서 AST 339, ALT 102 

IU/L, LDH 2,037 IU/L로 증가되어 있었고, CPK 10,510 

IU/L, myoglobin 1,220 ng/mL, aldolase 31.8 U/L로 정상보

다 높았다. CRP는 1.2 mg/dL로 약간 증가되었으며 

anti-DNA, anti-Sm, anti-Ro, anti-La, anti-RNP, anti Jo-1

과 anti Scl-70 등의 자가항체는 모두 음성이었다. 그러나 입

원기간 에 양측 상지의 근력 하가 서서히 발생하 다. 

근육염증과 림 부종을 감별하기 해 시행한 99mTc- 

HDP 삼상 스캔에서 양측 넓 다리의 류 상(Fig. 

1A)에서 연조직에 경미한 류증가가 찰되었으며, 액

류 상(Fig. 1B)에서 신의 근육, 특히 양측 어깨, 앞가

슴벽, 넓 다리, 허리, 다리 근육, 그리고 피하조직에 불규



Figure 1. The 13 year-old woman with generalized edema and pain on both extremities underwent 
99mTc-HDP three-phase bone scan. Perfusion images (A) showed no significant perfusion increase in 
the regions of the bilateral thighs). Blood pool images (B) showed uneven, increased blood pool 
activities in the bilateral upper and lower extremities and anterior chest wall. On delayed images 
(C), there were irregularly increased uptakes in the symptomatic muscles and subcutaneous layers. 

Figure 2. On her contrast-enhanced MRI of the femur and thigh, T1 weighted image (A) showed 
normal signal intensity. T2 weighted image (B) showed increased signal intensity with enhancement 
in the muscles of the bilateral thighs and buttocks. And there were edematous changes in the 
subcutaneous fat layer. It was compatible with dermatomyositis or polymyos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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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액 류가 찰되었다. 지연 상(Fig. 1C)에서 신, 

특히 양측 상지와 하지의 근육들과 피하조직에서 균일하지 

않은 증가된 섭취가 보 다. 넓 다리에서 시행한 조 증

강 MRI 검사의 T1 강조 상(Fig. 2A)에서 정상 인 신호

강도를 보 으나, T2 강조 상(Fig. 2B)에서 양측 넓 다

리와 엉덩이의 부분의 근육들에 고신호 강도가 찰되고 

B

A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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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icroscopic finding showed the individual myophago-
cytosis (red arrow) in a few scattered muscle fibers, minimal 
chronic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in the endomyseal connec-
tive tissue, and mild muscle atrophy (Hematoxylin-Eosin; x400). 

Figure 4. 
99m

Tc-HDP three-phase bone scan was underwent 3 months after steroid 
therapy. Perfusion images (A) showed similar patterns compared to previous images. 
Blood pool and delayed images (B) showed nearly normalized patterns compared to 
previous images, except remained, faint uptakes in the muscles and subcutaneous 
layers following steroid therapy.

조 증강을 보 으며, 피하지방층에 부종성 변화를 보 다. 

이에 근육염증을 의심하여 시행한 근 도 검사에서 작은 

진폭과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 운동 단  활동 가 사지

에서 찰되어 형 인 근육병증의 결과를 보 다. 앞가

슴벽에서 근육생검(Fig. 3)을 시행한 결과 , 조직병리학

으로 근섬유 안에 근육포식작용이 찰되었으며, 근육내막 

결합조직 안에 약간의 만성 염증성 세포의 침윤이 찰되

었고, 경미한 근육 축이 찰되어 피부근육염으로 확진되

었다. 본 환아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면역 로불린으로 

3개월간 치료 후 임상 증상이 히 호 되었다. 치료 후 

삼상 스캔을 촬 할 무렵의 액화학검사에서 AST 34, 

ALT 25 IU/L, CK 48 IU/L, myoglobin 21 ng/mL로 정상

화되었고 LDH (701 IU/L)와 aldolase (14 U/L)는 히 

감소되었지만 아직 증가된 상태 다. 치료 후 4개월째 시

행한 삼상 스캔에서 액 류는 이  검사에 비해 거의 

정상화되었고, 지연 상에서 침범된 근육들의 증가된 섭취 

부분은 소실되었고 피하조직 일부에 섭취가 남아있었고, 

우측 늑골연골 합부에 서로 인 하여  섭취도 찰되

었다(Fig. 4). 

고     찰

소아기 피부근육염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염증성 근육 

질환으로 피로감, 미열, 체 감소와 특징 인 피부발진  

근 부 근력약화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피부근육염을 진단하는데 특징 인 피부발진과 근

부 근력 약화가 주된 임상소견이나, 본 환아에서는 주먹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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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 무릎, 팔꿈치 등에 고트론 구진(Gottron papules)이

나 꺼풀주 의 특징 인 자색 착색(heliotrope eyelid) 등 

형 인 피부병변이 찰되지 않았고, 입원할 때 시행한 

신체검사에서 근 부 근력약화도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진단하기 어려웠으며, 증상에 한 

평가를 해 추가 인 검사가 필요하 다. 

소아기 피부근육염은 특징 인 임상증상, 근육 련효소

검사, 근 도검사, 근육조직생검으로 진단한다.2) 그러나 근

육조직생검과 근 도검사가 침습 인 검사이므로 비침습

인 상검사가 진단에 도움을  수 있다. MRI 등의 

상검사는 근육의 염증성 변화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근육생검과 근 도를 시행할 한 부 를 선택하

는데 도움을 다.7-12) 특히, MRI는 근육의 부종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매우 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그에 비해 

스캔은 진단 민도와 특이도가 낮아 소아기 피부근육염

을 진단하는데 제한 인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7) 하지만 

삼상 스캔은 MRI에 비해 검사비용이 렴하며, 신을 

촬 하므로 병변의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본 증례의 경우 삼상 스캔으로 기단계의 근육의 변화

까지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침범된 근육들에 한 손상이 

오기 에 한 치료로 후를 히 향상시킬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본 증례에서는 삼상 스캔상 액 류 상

과 지연 상에서의 불일치를 보 다. 이 질환의 기 은 미세

의 보체 매개 손상이 있으면서 근육 축, 그리고 조직 

괴사에 따른 림 구성 염증을 보인다.2) 따라서 근육과 주  

피하조직에서 다양한 병리소견을 보이므로 액 류 상과 

지연 상 소견 한 다양한 소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기 피부근육염은 경한 근육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hydroxychloroquine를 투여하나 용량의 경구 스테로이드

를 추가할 수도 있다. 한 근육 손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펄스치료(pulse therapy)를 시

행한다.2) 본 증례에서 근 부 근력약화와 같은 형 인 

임상증상이나 고트론 구진, 꺼풀 주 의 자색착색 등의 

형 인 피부발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침습 인 삼상 

스캔을 통해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조기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 그 치료 효과 한 평가할 수 있

었다.

자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 삼상 

스캔을 통해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평

가할 수 있었던 증례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스캔이 진단 민도와 특이도가 낮아 소아기 피부근육염을 

진단하는데 제한 인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본 증례는 삼

상 스캔이 형 인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소아기 피

부근육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신을 촬 하여 병변의 분

포를 알 수 있으며, 근육생검을 할 한 부 를 찾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삼상 스캔이 

병의 진행도를 확인하고, 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치

료의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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