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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삼피질골의 분절성형 골이식을 통한 거골 거대 동맥류성 골낭종의
치료 1예: 증례 보고
이승진, 이효범, 김갑래, 김동현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Treatment of a Huge Aneurysmal Bone Cyst of the Talus through
a Segmental Bone Graft of the Tricortical Bone: A Case Report
Seung-Jin Lee, Hyobeom Lee, Gab-Lae Kim, Donghyeon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An aneurysmal bone cyst (ABC) can occur in many parts of the human body, but a primary ABC of the talus is extremely rare. ABCs
are benign, but aggressively growing tumors that usually occur in the first two decades of life. Patients mainly complain of pain, limited
movement of the involved joint or a palpable mass. Pain may worsen suddenly because of pathological fractures. If not treated properly,
ABC has a risk of local recurrence, followed by the destruction of the joint and a significant functional deficit. While the complete removal of the bone tumor is essential, it is also important to treat the resultant bone defect after removal. The talus has an important part
to play in weight-bearing. Therefore, an appropriate bone graft is required for large bone defects that occur after an ABC removal from
the talus. We report a primary ABC of the talus in a 28-year-old male that was treated by curettage and a bone pillar pattern graft of autologous tricortical iliac crest bone. The patient had an excellent functional outcome with early weight-bearing, and there was no recurrence at 16 months of follow-up.
Key Words: Talus, Aneurysmal bone cyst, Bone graft

동맥류성 골낭종은 일반적으로 20세 이하에서 주로 장골(long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영상 검사만으로는 거골에 발생한 동맥류

bone)의 골간단(metaphysis)에 발생하고, 약 20%에서 척추에 발생

성 골낭종과 거대세포종 등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2) 따라서 정

하며, 주로 요추부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양성 골종양의 하나이

확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직검사가 시행되며 수

1)

다. 골 내부에 비응고성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장된 혈관 조

술적 제거 이후 발생하는 골결손에 대하여 골이식술을 같이 진행하

직 및 여러 개의 방(multiloculated)으로 구성된 낭성 변화가 관찰되

게 된다. 거골은 족관절을 구성하고 있으며 체중부하 관절면을 지지

는 점이 특징이며 임상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방

하는 위치의 골결손에 대한 적절한 골이식술이 중요하다.3)

사선 소견상 악성으로 판단하기 쉬운 질환이다. 거골의 용해성 병변

본 증례에서 28세 남성의 거골 체부 외측에 발생한 연골조직을 침

이 있는 환자에서 동맥류성 골낭종 외에 다른 감별 질환의 가능성을

범하지 않은 동맥류성 골낭종을 임상증상 및 영상, 조직학적 검사 결
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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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골 외측에 접근하기 위해 비골 원위부에 절골술을 시행하고 병
변 내 낭종의 경계를 포함하는 변연절제술을 진행하였다. 변연절제
술로 인해 발생한 거골 체부의 70%를 차지하는 면적의 결손에 대하
여 장골능선에서 확보한 삼피질골을 기둥 형태로 성형하여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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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골이식을 위하여 기둥 형태로 성형한 자가 삼피질골을 이용

내원 당시 촉지되는 종물이나 관절운동 제한은 없었다. 단순 방사선

해 골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조기 체중부하 재활 및 만족스러운 관절

검사상 거골 외측 체부에 저음영의 타원형 낭성 병변이 확인되었으

운동의 회복과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며, 반응성 경화성 경계를 보였다(Fig. 1). 골절이나 피질골의 손상은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보이지 않았으며, 병변 주변으로 골막 반응을 시사하는 변화도 확인

본 연구는 본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되지 않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화학검사 등은 모두 정상이었
다.

Board)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자기공명영상 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
상 거골 체부에 족관절 관절연골의 손상 없이 연골하골까지 침범하

증례 보고

며 경계가 명확한 거골 체부의 70%를 차지하는 크기의 다엽성 낭
28세 남자 환자로 약 1년 전부터 보행 시 악화되는 우측 족관절의

종이 관찰되었다. T1강조영상에서 저신호강도(Fig. 2A, B), T2강

통증 및 종창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 소견은 없었으며

조영상에서(Fig. 2C, D) 고신호강도로 확인되었다. 병변을 둘러
싼 주변골의 부종이 관찰되었으며 피질골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
다. 진찰 소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거골의 동맥류성 골낭종을 의
심하여 병변 내 소파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계획하였다. 입원 시 시
행한 American Orthopa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ankle-hindfoot functional score는 56점이었다.
수술 방법으로 우측 족관절 외측으로 10 cm의 J자 모양 절개를
가하였으며 연부조직을 박리하고 비골을 노출시킨 뒤 방사선 투과기
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병변 접근을 위해 비골 원위부 절골술을

A

B

C

시행하였다(Fig. 3). 거골 외측벽에 메스를 이용하여 족관절 연골면

Figure 1. (A~C) Radiolucent oval cystic lesions on the lateral body of the talus with reactive sclerotic borders on preoperative ankle radiographs.

A

을 주의하면서 2×2 cm2 크기의 창(window)을 만들었고(Fig. 3B),
이 창을 통하여 내부에 적색의 액체 및 다엽성 낭종을 관찰할 수 있

C

B

D

Figure 2. On the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 T1 image shows a well-delineated low-signal intensity lesion (A, B). The T2 image shows the
high-signal intensity image (C, D). Multiple fluid lines and peripheral edema of the talus body without breakage or soft tissue expansion are observed.

A

B

Figure 3. (A) Distal fibular osteotomy was
performed to access the lateral talar wall.
(B) A window was created on the lateral talar
wall by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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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적색의 액체를 제거하고 낭성 종괴 및 엽을 구성하고 있는 막

간 단하지 석고고정을 시행하였으며 목발을 이용해 체중부하를 제한

에 대하여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거골의 골결손에 대한 골이식술을

하였다. 수술 4주 후 석고고정을 제거한 이후 점진적으로 보조기와

위하여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의 2 cm 후방에

목발을 이용하여 부분 체중부하를 실시하였다. 수술 8주 후부터 족

서 장골능을 따라 알맞은 크기의 삼면 피질골을 채취하였고(Fig. 4),

관절과 거골하 관절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관절운동 재활과 전체 체

채취한 자가골과 거골의 골결손 부위 간의 모양 차이를 확인하였다.

중부하를 실시하였다. 수술 8주 후까지 2주 간격으로 외래 추시와

치밀한 골이식술을 위해 삼면 피질골을 2.5 cm 높이의 직육면체 모

함께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환자에게 체중부하 및 수동

양의 기둥 형태로 성형하여 골결손 부위에 빈틈 없이 위아래로 세워

적 관절운동 재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수술 후 15개월간 추

서 10개의 골기둥을 삽입하였으며(Fig. 5), 준비해둔 동종골을 함께

시관찰하였으며, 체중부하 이후 확인된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 보이

섞어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Fig. 5). 단단히 고정된 골이식을 확

는 이상은 없었고 수술 전에 호소하던 보행 시의 통증과 불편함도 사

인한 이후 거골 외측벽에 확보한 창을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하였고

라졌다. 수술 15개월 후 단순 방사선 사진상 비골 원위부 절골술 부

(Fig. 5), 절골술을 시행한 비골 원위부에 금속판, 금속나사를 이용하

위의 골유합이 관찰되었으며 거골 체부에 소파술을 시행한 부위는

여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피질골 골절이나 관절면의 손상 없이 유지되었다(Fig. 7). 따라서 골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상 낭종 내부는 섬유성 격(septa)으

유합이 이루어진 원위부 비골에 위치한 금속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파골세포와 유사한 거대세포(Fig. 6A), 구형

수술 후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영

또는 방추형의 단핵세포, 유골(osteoid) 등이 서로 불규칙하게 엉켜

상에서 비골 원위부 절골술을 실시한 부분의 골유합 및 자가 골이식

있는 골조직이 관찰되었다. 세포학적 비정형성 및 유사분열은 관찰

을 실시한 부위에 적절한 골유합이 이루어졌으며, 재발로 보이는 병

되지 않았다(Fig. 6B).
수술 후 감염 등의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으며, 수술 과정에서 4주

Window

10 pieces
2.5 cm

Figure 4. Autologous bone in the form of tricortical bone was harvested
from the iliac crest.

A

Figure 5. Tricortical bone was divided and molded into 2.5 cm high cuboidshaped pillars and bone pillars were implanted through a window by turning
them standing up and down without any gaps in the bone defect.

B

Figure 6. Bone graft was done with autologous iliac bone columns and allogenic bone
(A) and window was repaired with absorbable
sut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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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ucleated
giant cells

Spindle cell proliferation

A

B

Figure 7. On medium magnititude power, microscopic finding shows basically thin various cystic septa structures. These septa are composed of loosely arranged spindle cells, benign multinucleated giant cells and some inflammatory cells. Also, there is no atypia at spindle cells (H&E, x200) (A). Microscopic finding
shows predominantly solid area, at which spindle cell proliferation and several giant cells are prominent. Also, there are some foci of reactive new bone formation (H&E, x200) (B).

소견만으로 동맥류성 골낭종과, 단순 골낭종, 거대세포종양, 연골 모
세포종 등을 구분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6) 그러므로 임상적 및 영
상학적 소견으로 동맥류성 골낭종이 의심되더라도 다른 감별진단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동맥류성 골낭종의 진단
은 조직병리 소견이 중요하며, 파골세포와 유사한 다핵거대세포들이
섞여 있는 소견을 보인다. 동맥류성 골낭종의 대부분은 골 형성 부위
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위에는 느슨하게 배열되는 방추성 세포들이

A

B

C

Figure 8. (A~C) On the postoperative 15 months ankle radiographs show
bone union of the distal fibula osteotomy site. Ankle joint and talar height
were maintained without cortical bone fracture or damage of the articular
surface.

증식되어 있다. 특히 이 세포들은 유사분열을 하기도 하지만, 비정형
유사분열이나 세포학적 비정형성은 관찰되지 않는다.7)
일반적으로 장골에 발생하는 동맥류성 골낭종의 치료로 소파술을
시행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동맥류성 골낭종의 특징상 소파술 이후
골결손 부위는 광범위한 경우가 많고 결손 부위에 골이식술을 시행
한다. 거골은 비골 원위부와 경골의 원위부, 종골, 주상골 등 여러 개

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금속 제거술 후 CT 결과상 거

의 뼈로 둘러싸여 있어 거골의 동맥류성 골낭종은 수술적 접근이 어

골 체부에 치밀하게 이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9). 4주째

려운 특징이 있다. 여러 저자들이 거골 내에 국한된 골용해성 병변

환자는 통증 없이 등산,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에 대하여 비골 원위부나 경골 내측 절골술을 이용한 접근방법과 소

수술 후 AOFAS ankle-hindfoot score는 수술 전 56점에서 94점으

파술 및 자가골 이식으로 좋은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8,9) 삼면 피

로 호전되었다.

질골을 이용한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한 이후 12주간 체중부하를 금
하였으며 골종양의 재발 없이 만족스러운 골유합과 얻었으나 족관절

고

배굴 제한에 대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보고가 있다.10) Manjunatha

찰

와 Thimmegowda11)의 보고에 따르면 삼면 피질골이 아닌 자가 해
동맥류성 골낭종은 1950년 Jaffe2)와 Lichtenstein4)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양성 골종양으로 70% 이상이 20세 이하에서 발생한
5)

면골을 이용하여 이식술을 시행하고 12주간 체중부하를 금한 이후
골유합을 얻었으나 족관절의 강직을 보고한 바가 있다.

다. 동맥류성 골낭종을 동반할 수 있는 양성 골종양으로는 거대세

본 증례의 경우, MRI에서 족관절 연골 하골까지의 침범이 있었으

포종양, 연골 점액양 섬유종, 연골모세포종 등이 있으며 악성 종양

나 연골 및 관절면의 침범은 없었으며 낭종 주변으로 골종창을 확인

1)

으로는 골육종 등이 있다. 동맥류성 골낭종은 반응성으로 생각되는

할 수 있었다. 접근하기 어려운 거골 내에 국한된 골용해성 병변에

양성 병변으로 보통 장골의 골간단 내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중앙

대하여 비골 원위부 절골술을 시행하였으며 거골 외측벽에 창을 확

에 위치하며 팽륜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보한 이후 광범위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골결손 부위에 대하여 자가

피질골을 손상시키고 연부조직까지 팽륜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종괴

삼피질골을 성형하여 골이식을 시행하였다. 삼피질골을 바로 이식하

2)

의 변연부에 석회화의 얇은 띠가 관찰된다. 하지만 영상학적 검사

지 않고 치밀하게 골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가 삼피질골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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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둥모양으로 성형한 이후 골결손 부위로 견고하게 이식을 시행하였
다. 일반적으로 거골의 70%에 해당하는 골결손에 대한 골이식술 이
후 체중부하는 주의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본 보고에서는 삼피질골

.2
.3

을 골기둥 모양으로 성형하여 견고하게 골이식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4주부터 목발을 이용하여 체중부하를 점진적으로 시작하였고 수
술 후 8주부터는 전체 체중부하를 실시하였다. 수술 후 영상의학적

.4

검사상 적절한 골유합과 관절운동 제한 없이 환자의 임상적 증상 호
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적 소파술 이후 골결손 부위가 광범위할 경우, 자가골 이식술
시 자가골을 골기둥 형태로 성형하여 결손 부위에 치밀하게 이식하

.5

는 것이 수술 이후 재발 방지 및 골유합뿐만이 아닌 조기 재활과 체
중부하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에게 수술 후 만족스러운 예후를 기대

.6

할 수 있을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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