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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ie 농양은 빈도가 흔히지 않고, 독성이 적은 원인균에

의해 발생하는 아급성 혹은 만성 골수염의 국소형으로 소아

나 청소년의 하지 장골 특히 경골의 골간단과 골단 부위에 호

발하나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6,7,9). 수술적 치료시 병변의

위치가 근위 경골 골간단 후방에 위치한 경우 개방적 소파술

로는 병소 접근이 어렵고 신경 혈관 손상 및 주위 조직 오염의

위험성이 있어, 골수강 내시경술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확한

병소의 표적화(targeting)가 힘들기 때문에 술기상에 어려

움이 있다5). 본원 정형외과에서 48세 남자에서 발생한 경골

근위부 골간단 후방부의 Brodie 농양을 전방 십자 인 재건

술시 사용하는 표적 기구 (Rigid fix system, Mitek,

Johnson & Johnson, Norwood, MA)를 이용하여 병소에

손쉽고 정확하게 삽입구를 만들어 내시경 시야 하에서 염증

및 육아 조직을 제거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어 이를 문헌 고찰

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48세 남자 환자로 내원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좌측 슬관절

하방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 다. 동통은 휴식시에도 지속되

었으며 발열 등의 다른 전신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과거력 상

에서 슬관절부 외상 등의 특이 소견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에서 경골 근위부 전내측면으로 국소적 발적 및 발열감이 경

도로 관찰되었고 주위로 미만성의 압통 소견을 보 으나 종창

및 삼출, 슬관절의 운동 제한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혈액

검사 상 혈청 백혈구 수치는 6,350/mm3이고 적혈구 침강 속

도는 19 mm/hr, C-반응 단백은 1.2 mg/dl를 보 다. 단순

방사선 사진 상 근위 경골의 후방부 골간단에 13 mm×25

mm 가량의 경화성 테두리가 있는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지

도 모양의 골 용해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신생골 형성이나 피

질골 파괴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Fig. 1A, B). 자기 공명 촬

상 T1 강조 상에서는 병변의 중심부는 저신호 강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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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ie abscess is a localized form of subacute or chronic osteomyelitis which is common in children but may also occur in adult-

hood. When Brodie abscess is located in the posterior metaphysis of the proximal tibia, open biopsy and curettage have a difficulty in

approach to the lesion and can cause neurovascular injury or soft tissue contamination. We report a case wherein a novel surgical

technique was used to treat a Brodie abscess in the posterior proximal tibial metaphysis in 48 year-old-male with endoscopic-assisted

curettage by commercial anterior cruciate ligament targeting device (Rigid Fix; Mitek, Johnson & Johnson, Norwood, MA). Two

portals were created toward the abscess site and, through each portal interchangeably, the granulation tissue and sclerotic bone could

be excised. We believe that endoscopic-assisted curettage presents safe technique, decreased morbidity, accurate assessment of the

extent of the abscess and possible improvement in long-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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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테두리는 중등도 신호 강도를 보이는 소위 penumbra 징

후가 보 으며 T2 강조 상에서는 골수 부종과 더불어 중심

부는 고신호 강도를 보이고 좀더 고신호 강도의 테두리를 동

반한 병변은 비교적 균질성의 삼출액을 함유한 낭포성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A, B). 임상적, 혈액학적 및 방사선학적 소

견으로 아급성 골수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2주간 정맥 투

여하 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다. 수

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환자를 앙와위로 눕힌 다음, 먼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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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1-weighted MR image shows the typical ‘Penumbra sign’, which exibit the presence of a rim of tissue lining an abscess

cavity by minor signal hyperintensity relative to the main abscess contents. (B) T2-weighted MR image shows lobulated

lesions with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center and more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peripheral rim at the posterior portion of

proximal tibial metaphysis.

A B

Fig. 1. Preoperative radiograph shows 13×25×12 mm sized well demarcated osteolytic lesion surrounded by a sclerotic rim. There

were no periosteal reaction or cortical breakage.

A B



증폭 장치 하에서 K 강선을 사용하여 근위 경골 조면에서 4

cm 하방, 2 cm 내측 지점에서부터 전후방 상 10�, 측면 상

35�각도로 근위 방향으로 삽입하여 병변 내로 위치시키고, K

강선을 따라 cannulated reamer를 사용하여 7 mm까지 확

공하 다. 생성된 골 터널을 통해 면봉을 삽입하여 균 배양 검

사를 실시하고 내시경을 병소 부위에 삽입하여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 다. 첫 번째 삽입구를 통해 전방 십자 인 재건술시

사용하는 Rigid-Fix system guide (Mitek, Johnson &

Johnson, Norwood, MA) (Fig. 3)를 삽입하고 병소에 적절

히 위치되었는가를 상 증폭 장치로 확인한 다음 연결된 슬

리브를 통해 K 강선을 사용하여 근위 경골 내측에서부터 평행

하게 병변부까지 삽입하고 7 mm까지 확공하여 두번째 삽입

구로 사용하 다(Fig. 4A, B). 두 삽입구를 번갈아 사용하면

서 내시경 카메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관절경용 겸자, 소파

기, 연마기 및 절삭기 등의 관절경 기구를 이용하여 조직 검사

를 하고 육아 조직, 사골 및 경화 골 조직 등을 정상 골 조직이

보일 때까지 소파술을 시행하 다(Fig. 5A, B). 이후 배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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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Endoscopic view shows hypertrophy of the inflammatory granulation tissue. (B) After resection of granulation tissue,

sclerotic bone and normal bone was exposed.

A B

Fig. 4. These radiographs show the application of rigid fix system for targeting the lesion (A) in AP view (B) in lateral view.

A B

Fig. 3. Close up photograph of Rigid fix guide system (Mitek,

Johnson & Johnson, Norwood, MA)



을 설치 후에 봉합한 다음 장하지 석고 부목으로 고정하 다.

술중 시행한 균배양 검사상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되어 감

수성 있는 항생제를 2주간 정주하 으며 보행 제한을 시행하

다. 술 후 2주째 혈액 검사 소견 상 혈청 백혈구 수치, 적혈

구 침강 속도 및 C-반응 단백 수치는 모두 정상화 되었고, 부

목을 제거하고 점차적인 체중 부하 보행을 허용하 으며 추가

적인 경구 항생제를 약 4주간 투여하 다. 술 후 3개월에는 장

기 보행 후에만 경미한 동통이 발생하 으며 술후 1년 추시 상

동통 및 병변의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Brodie 농양은 1832년 Sir Benjamin Brodie가 처음 기

술하 으며, 병독력이 약한 균주나 숙주의 저항력 감소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균 배양 검사상 20% 에선

음성이 나오며 50%에선 황색 포도상 구균이 검출된다4).

Lopes 등7)이 21례의 Brodie 농양 환자의 단순 방사선 소

견을 분석한 결과 골수강을 기저부로 하는 골용해 소견

(100%), 지도 모양의 골파괴 소견(100%), 비교적 뚜렷한 경

계(90%)와 변연부 골경화(86%)를 보 고 골막주위 반응, 피

질골의 파괴 등은 각각 71%, 95%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

순 골 낭종, 거 세포종, 결핵성 골 농양, 비화골성 섬유종,

유골 골종 등과 감별을 요한다고 하 다1). 본 환자의 경우에

도 근위 경골의 후방부 골간단에서 골단까지 경화성 테두리

가 있는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지도 모양의 골 용해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신생골 형성이나 피질골 파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종양성 병변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술전 자기 공

명 상 검사를 시행하는데 Grey 등2)에 의하면 32명의

Brodie 농양 환자에서 자기 공명 상 검사를 시행한 결과,

T1 강조 상에서 농양 주변에 농양보다 약간 신호 강도가 높

은 경계가 모호한 반 징후(penumbra sign)가 75%에서

발견되었다고 하 는데, 이는 골감염의 아급성기에 혈관이

풍부한 육아 조직층으로 인해 관찰되는 소견으로 종양과의

감별시에도 유용하다고 하 다.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반

징후는 관찰 되었으며 비록 질병 특유의 징후는 아니나 감염

의 시기나 기간을 판정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었다.

Brodie 농양과 같은 아급성 또는 만성 골수염의 경우 육아

조직이나 반흔 조직, 사골 및 경화된 골 조직등 비교적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원인균이 존재하여 전신적인 약물 치료

로는 병소의 효과적인 항균 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수술적 치

료의 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Stephen 등9)에 따르면

부분 Brodie 농양은 골 소파술과 적절한 항생제의 투여로 잘

치유되며 추시상 적혈구 침강 속도가 40 mm/hr 이상인 경우

재발을 의심해야 하고, 병변의 크기가 직경 3 cm 이상일 경우

에는 병적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소파술과 함께 골이식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하 으며 해면골 이식은 골 소파술 후

감염의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육아조직이 생겼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보통 술 후 5~10일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추천

된다고 하 다4). 본 증례의 경우는 직경이 1.3×2.5 cm으로

병변의 크기가 작아 골 이식을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적 치료

방법에 있어 주로 병소 부위의 광범위한 배상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 배상 성형술은 병소의 직접 확인과 병소의 완전한 제

거가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병소의 확인이 어렵거나 접근

이 힘든 경우 정상 골 조직 및 연부 조직의 손상이 많아, 남아

있는 골 조직에 만성적인 허혈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3). 특히

본 증례와 같이 근위 경골 골간단부 후방에 농양이 위치한 경

우 슬관절 후방의 신경 및 혈관 손상과 정상 조직 오염의 위험

성으로 인해 개방성 소파술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

다. Roberts 등8)은 슬관절경을 이용한 기본 내시경적 술기로

사체 경골의 골수강을 관찰하 는데, 이를 골수강 내시경술이

라고 명명하 고 이 술기를 이용하여 병소를 직접 확인하고

세척 또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여 골수강내 골수염의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 다. Lee 등5)은 경골의 만성 골수염시 관절

경을 이용하여 내시경의 확 효과 및 지속적인 관주로 병소

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인근 정상 골 조직 및 연부 조직의 손상

과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 으나 내시경 및 소파술에

필요한 보조 기구의 정확한 삽입구 설정 및 병변 부위의 표적

화에 한 언급이 없어 임상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저자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rigid fix guide

device를 이용하여 병소에 정확하게 삽입구를 만들어 정상

골 및 연부 조직의 손상을 더욱 최소화하고 내시경 시야 하에

서 관절경 기구를 이용하여 염증성 육아 조직을 정상 골 조직

이 보일 때까지 입체적으로 정확한 소파술을 시행할 수 있었

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손쉽게 임상적 적

용이 가능하며 이차적 삽입구를 만들 때 보다 정확한 위치 선

정이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파술

에 필요한 보조 기구들의 병변 부위로 삽입이 용이해 질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병변에서도 해면골 이식과

같은 조작도 할 수 있으며 다른 부위에 발생한 Brodie 농양에

서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술기상 골 터널

을 통해 3차원적인 병소의 완전한 소파술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각도의 골 소파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내시경적 소파술을 이용하여 치료한 경골 근위부 Brodie 농

양 1례를 보고함으로써 내시경적 소파술은 안전하고, 정상 조

직을 최 한 보존하면서 충분한 소파술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의 하나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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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ie 농양은 빈도가 흔히지 않고, 독성이 적은 원인균에 의해 발생하는 아급성 혹은 만성 골수염의 국소형으로 소아

나 청소년의 하지 장골 특히 경골의 골간단과 골단 부위에 호발하나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시 병변의 위

치가 근위 경골 골간단 후방에 위치한 경우 개방적 소파술로는 병소 접근이 어렵고 신경 혈관 손상 및 주위 조직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본원 정형외과에서 48세 남자에서 발생한 경골 근위부 골간단 후방부의 Brodie 농양을 전방 십자 인 재

건술시 사용하는 표적 기구 (Rigid fix system, Mitek, Johnson & Johnson, Norwood, MA)를 이용하여 병소에 손쉽고 정

확하게 삽입구를 만들어 내시경 시야 하에서 염증 및 육아 조직을 제거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어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

고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경골 근위부, Brodie 농양, 소파술,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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