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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황색종을 보이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1례를 경험하고 수술 및 내과적 치료

를 병행하였으며, 계속 추적관찰 중이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전신 22 곳에 다발성 황색종을 보이는 2 6세 남자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1 7

군데의 황색종을 수술적으로 절제하고,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하여는 내과적 약물치료를 병행

하였으며, 술 후 1 3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였다. 환자는 정상적인 수술창의 치유과정을 보였

고, 술 후 Simvastatin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1년 후 최종추시시 종괴의 재발은 없

었으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는미세한 변화만을 보여 계속 내과적추적관찰 중이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증가, 건 황색종 및 관상동맥 질환

을 특징으로 하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지질대사의 장애를 보이는 질환이다. 황색종

은 보통 1 0대에 처음 발견되고 조기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종골건 황색종

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첫 번째 임상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관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이에 정형외과 의사도 황색종의 수

술적 제거외에 이러한숨어 있는 질환을 진단할수 있어야하겠다.

색인 단어 : 황색종,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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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

테롤의 증가, 건 황색종 및 관상동맥질환을 특징으

로 하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지질대사의

장애를 보이는 질환이다. 이 경우, 황색종은 통상의

단발형 황색종과는 달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인지질을 포함한 포말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포말

세포는 건뿐만 아니라 주위 연부조직에 침투하여 종

괴를 형성한다2 ). 황색종은 보통 1 0대에 처음 발견되

며3 ) 조기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종골건 황색종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첫 번

째 임상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1 ). 고콜레스테롤혈증

은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 조기 진단과 치료

가 중요하며, 이에 정형외과 의사도 황색종의 수술

적 제거 외에 이러한 숨어 있는 질환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저자들은 전신 2 2곳에 다발성 황색



종을 보이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1례를

경험하고 1 7군데의 황색종을 수술적으로 절제하고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하여는 내과적 약물치료 중이

며, 계속 추적관찰 중이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보고

2 6세 남자환자로 8세 때부터 시작된 양측 주관절,

수배부, 슬관절 및 족관절부에 점차 커지는 다발성

비후성 종괴로 인한 관절부 압통과 미용상의 문제를

주소로 1 9 9 9년 1월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과

거력상 내원 6년 전부터 타 병원에서 확진된 고콜레

스테롤혈증으로 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가

족력상 환자의 조모, 부모 및 부모의 형제 중에도 고

콜레스테롤혈증 이환을 보였다(Table 1). 이학적 소

견상 양측 주관절 배부, 양측 수부 제 2, 3, 4 중수

지관절 배부, 양측 슬관절 전면부, 양측 족관절 외

과, 종골건 부착부 및 양측 족부 등 총 2 2군데에 다

양하게 1 ~ 5㎝ 정도 크기의 황색 결절성 종물들이 촉

지되었고 압통은 관절부위 외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5). 자기공명영상 촬영 소견상, 종골건의 미

만성 비후 및 특징적으로 점각된 양상을 보였다( F i g .

6, 7). 혈액검사 소견상 콜레스테롤 4 6 9㎎/㎗, 중성

지방 1 1 1㎎/㎗, 저밀도지단백 4 0 8㎎/㎗로 증가된 소

견을 보여, 내과 협진하에 콜레스테롤 저하약물인

S i m v a s t a t i n을 투여하면서, 외견상 종물이 비대한

1 7군데의 황색종을 제거하였다. 수술 소견상, 상기

언급한 부위들에 다양한 크기의 황백색 종물들이 보

였으며 수지 신전건(Fig. 1) 및 종골건(Fig. 6, 7)

등에서 보인 건 황색종의 경우에는 건섬유내 황색종

의 침투소견이 심하여 부분적 절제술을, 반면 주관절

(Fig. 2), 슬부(Fig. 3) 및 족부(Fig. 4, 5)에서 관

찰된 피하결절성 황색종의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시행

하였다. 조직학적 소견상 콜레스테롤 결정, 다핵성

거대세포 및 포말 세포(foamy cell)가 관찰되었다

(Fig. 8). 환자는 주두부 및 종골건 부위 수술창 변

연의 미미한 괴사 외에는 정상적인 수술창의 치유과

정을 보였고, 술후 내과적으로 Simvastatin 약물치

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2주 후 퇴원하였고, 1년 후

최종추시시 종괴의 재발은 없었으나 혈중 콜레스테롤

4 5 1㎎/㎗, 중성지방 5 1㎎/㎗, 저밀도지단백 4 1 6㎎/

㎗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는 미세한 변화만을 보

여, 계속 내과적 협진하에 추적관찰 중이다.

고 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저밀도지단백 수용체의

결함4 )으로 인한 대사장애질환으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며,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다발성 황색종을 보이

면서 젊은 연령의 죽상경화증(atherosclerosis) 발생

이 특징인 병으로, Yamamoto 등6 )에 의하면 발생빈

도는 약 5 0 0명당 1명이며, 콜레스테롤이 피하와 건의

황색종 및 동맥경화증의 형태로 축적되어 여러임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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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 제 6 권 제 1 호 2000년 —

Table 1. Pedigree showed autosomal dominant transmission of the hypercholesterolemia( ↖ : pat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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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구 외 :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의 다발성 황색종 —

Fig. 1-5. Preoperative and intraoperative photographs
showed multiple various sized palpable masses
on the extensor tendon sheaths of hand (Fig. 1),
triceps tendon of both elbows (Fig. 2), subcuta-
neous xanthomas on the prepatellar area of both
knees (Fig. 3) and both malleoli, Achilles tendon
and peroneal tendon sheath of both ankles (Fig.
4, 5)(arrows).

4

5



상을 유발한다. 이형접합체( h e t e r o z y g o t e )에서는 보

통 건 황색종이 첫 번째 임상징후로 나타나며, 피부의

황색종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4 0 0㎎/㎗ 이상인 경우에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보통 동형접합체( h o m o z y g o t e )

에서의 첫 번째 임상징후로 발견된다고 했으며, 이형

접합체에서는 보통 3 0 ~ 4 0대까지는 특별한 심장증상

이 없지만, 50대 남자 환자의 약 8 0 %에서 여러 정도

의 허혈성 심질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6 ).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가장 흔한 선천성 대사질환이며,

허혈성 심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자가 심각한 심근경색증을 앓기 전에는 이

질환의 심각성을 모르며, 따라서 3 0 ~ 4 0대 사이의 남

자는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가 많다. 따라서

오늘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에는 예방적

약물요법이 중요하며, 높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종골건 두께의 증가

및 심근경색의 가족력으로 이 질환의 진단 및 예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종양절제뿐 아니라 내과적인 약물

치료 및 심혈관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좋

은 치료결과를 얻을수 있다1 , 3 , 6 ).

건초에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단독

의 황색종과는 달리(Table 2)2 ), 다발성 건 황색종은

건뿐만 아니라 인대, 근막, 골막 및 피하층 등에 지

방질을 포함한 조직구의 국소침착으로 발생하며, 발

생 위치는 수지 중수지관절 부위의 신전근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종골건과 슬개건에도 호발한다3 ). 황

색종의 수와 크기는 어느 정도 혈중 콜레스테롤치와

환자의 나이에 관련이 있고, Fahey 등3 )은 여자가

남자보다 4:3 정도로 많이 발생하며 평균 발병연령

은 2 2세이며 3 0 %에서는 1 0세 이하에서 발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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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 제 6 권 제 1 호 2000년 —

Fig. 6, 7. Sagittal T1-weighted MRI showed a homogenously enlarged Achilles tendon with increased signal intensi-
ty caused by xanthomatous material and parallel striation of low signal intensity caused by the collagen
fibers of the tendon (Fig. 6). Axial T1-weighted MRI revealed the characteristic diffuse, stippled pattern of
a xanthoma of the Achilles’ tendon (Fig. 7)(arrows).

Fig. 8. A biopsy specimen showed foamy xanthoma
cells (blank arrow), multinucleated giant cells
(filled arrow) and cholesterol crystals, dispersed
between the collagen fibers of the Achilles ten-
don (H-E×200).

6



종골건 황색종은 9 0 %에서 양측으로 발생하며, 다른

건에 생긴 경우에도 대칭적 발생이 흔하다고 하였

다. 손의 신전근건 황색종 다음의 호발 병변으로는

결절성황색종, 피부의 황색판종, 슬개건 황색종, 삼

두박근건 황색종 순이었다고 했다. 본 증례에서는 8

세 때부터 다발성 황색종이 양측으로 발생했으며,

주로 손의 신전근건(Fig. 1), 슬개건(Fig. 3) 및 종

골건(Fig. 4) 부위에 발생했으며, 20세 때 고콜레스

테롤혈증으로 진단되었다. 치료는 혈중 콜레스테롤

치를 낮추고 관상동맥경화증의 합병증을 관리하는데

우선해야 하며, 문헌상에서는 1 7 3례의 종골건 황색

종 환자 중 오직 1 5례만 동통 때문이나 미용상의 목

적으로수술적 치료를받았다고 했다1 , 3 ). Klemp 등5 )

은 6 2 %의 환자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에 앞

서 근골격계 징후가 먼저 나타났으며, 내과적 약물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 이런 근골격계 징후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연관시켜 병을 조기진단하고 빨

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ndres 등1 )

은 황색종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특징적인

첫 번째 임상 징후라 하였고, 수술적 치료는 황색종

이 점차 커지거나 동통을 유발하며 신발 등에 자극

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수술적 치료법

중 종양의 절제와 아전절제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

발율을 보인다고 했으며, 전절제술 후 재건술로 치

료시 좋은 결과를보였다고 했다.

본 증례에서는 수지 신전근건과 종골건의 황색종

이 침범정도가 심하여 아전절제하였기에, 1년 이상

경과 관찰된 현재 비록 재발 소견은 없으나 계속 추

적 관찰 예정이다.

결 론

2 6세 남자 환자가 8세 경부터 발생한 2 2곳의 전신

다발성 황색종 소견과 2 0세 때 진단된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와 외형상 보기 흉하고 동통이나 기능상

이상을 보였던 전신 1 7군데의 황색종 절제술을 시행

받고, 13개월 이상 질병 경과를 장기 추적 중이기에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증례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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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solitary xanthoma of tendon or its sheath and multiple xanthomatosis of tendon with
hypercholesterolemia2)

Solitary xanthoma Multiple xanthomatosis

Number of lesion site single or a few multifocal
Frequently involved site at hand palmar side of finger extensor surface of

metacarpophalangeal joint
Symmetrical involvement not always almost always
Involving tissue tendon and its sheath tendon and its sheath, subcutis
Skin changes normal skin color with scattered pattern of yellowish

palpable nodules discoloration of skin with nodules
Associated disease none hypercholesterolemia with

premature coronary atherosclerosis
Heredity none autosomal dominant



06) Yamamoto A, Kamiya T, Yamamura T, Yokoya-
ma S, Horiguchi Y, Funahashi T, Kawaguchi A,
Miyake Y, Beppu S, Ishikawa K, Matsuzawa Y

and Takaichi S : Clinical features of familiar hyper-
cholesterolemia. Arteriosclerosis Supplement, I 9:
I66-I74, 1989.

─ 46 ─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 제 6 권 제 1 호 2000년 —

Multiple Xanthomatosis in Familiar Hypercholesterolemia Patient
- A case report -

Seung-Koo Rhee, M.D., Hwa-Sung Lee, M.D., Chan-Woong Moon,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Mar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We experienced the case of familiar hypercholesterolemia with multiple xanthomas which
was treated by combined surgical and medical therapy. He was 26-year-old male patient of
familiar hypercholesterolemia with multiple xanthomas in 22 sites on whole body, and was
treated by 17 surgical excisions of the xanthomas and by medical therapy of the hypercholes-
terolemia.

There was a normal healing process of the surgical wounds. Continual postoperative medical
therapy of the hypercholesterolemia was done. There was no recurrence of the symptoms dur-
ing more than 13 months of follow-up. But the serum level of the cholesterol was not lowered
significantly, so we are treating him with drug therapy.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is caused by a specific disorder of lipid metabolism, and is
characterized by increased LDL cholesterol, tendon xanthomas, coronary disease associated
with autosomal dominant transmission. Xanthomas usually appear in the second decade of life
with familiar hypercholesterolemia which may have high risk for premature coronary athero-
sclerosis, which might be prevented with early diagnosis and medical treatment. So, orthopedic
surgeons do not only excise the xanthomatosis surgically but also can diagnose the underlying
hypercholesterol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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