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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낭성 섬유뼈염이라고도 불리는 갈색종은 세번째로 흔한 내

분비계 질환으로 고부갑상선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골성변화

이다. 일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유병율은 1,000명당 3명

이며, 여자의 유병율이 남자의 3배라고 알려져 있다.1) 일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갑상선선종(~97%)

으로 이어 부갑상선증식증(~2.5%), 부갑상선암(~0.5%)이 있

다.2) 갈색종은 새로이 생성된 종양이 아니라 긴 시간동안 부갑

상선 호르몬 분비에 의해 빠른 파골세포 활동에 의한 세포파

괴와 회복과정의 반복에 의해 생기는 종양이다. 갈색종의 흔

한 침범부위는 늑골, 쇄골, 경골, 대퇴골 그리고 골반뼈 이다.3,4) 

국내에 보고된 갈색종은 한 부위에 국한되거나 종괴를 주소

로 내원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일기관에서 여러 증례를 정

리, 발표한 적이 없었다. 본 기관에서 경험한 증례들은 단일 골

병변 이외에도 다발성 골병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으며 두경

부 이외의 다른 부위의 종괴 혹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갈

색종으로 진단된 후 부갑상선 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였다. 

저자들은 고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갈색종 환자 6예 모두 

부갑상선 절제술을 통하여 치료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6명의 환자가 특정부위 통증 및 골절로 내원하여 경부초

음파,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 세침흡인검사, 칼슘 및 

부갑상선 수치검사, 양전자 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검사 후 부

갑상선선종 및 부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아 5명은 부갑상선 절제

술, 암으로 진단된 1명은 부갑상선 절제술과 갑상선 좌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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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들 6예에 대해 수술 전, 수술 후 첫째 

날, 수술 후 다섯째 날, 퇴원 후 외래 내원 시 각각 칼슘수치, 

이온화 칼슘수치, 부갑상선 호르몬 및 알칼리인산분해효소

를 검사하였다(Table 1). 환자들의 연령은 29세부터 71세까지 

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연령은 35.5세였다. 이 중 남자는 3 명, 

여자는 3명이었다(Table 2).

1. 증례 1

41세 여자환자로 특별한 외상없이 1개월 반 지속된 우측 엉

덩이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이후 촬영

한 골반 자기공명영상상 양측 골반뼈 흡수소견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이 상승되어 있었다. 부갑

상선선종 의심하에 실시한 경부초음파상에서 좌측 갑상선하

방 부위에 42 mm 크기의 종괴 관찰되어 좌측 하부 부갑상선

선종을 진단하였다. 전신마취하에 좌측 하부 부갑상선선종 

제거하였으며 조직 검사 결과 부갑상선선종으로 최종 진단하

였다. 수술 4개월 후 혈액 검사상 알칼리인산분해효소, 혈청 부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화되었으나 저칼슘혈증 및 저린증상 있

어 현재 칼슘약 복용 중이고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2. 증례 2

30세 여자환자로 임신 8개월째 좌측 어깨통증 시작되었고 

분만 후 타원에서 단순촬영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시행 후 다발

성 골수종 및 골암 의심하에 본원 혈액종양내과로 전원되었

다.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이 상승되어 있었다. 

부갑상선선종 의심하에 실시한 경부초음파에서 관찰된 갑상

선 좌측 하부부위 종괴가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검사 

상 활동이 증가되어있어 좌측 하부 부갑상선선종을 진단하였

다. 전신마취하에 좌측 하부 부갑상선을 제거하였으며 조직 검

사 결과 부갑상선선종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수술 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골감소증이 

보였지만 수술 후에 시행한 골밀도 검사상 정상화되었다(Fig. 

1). 수술 후 시행한 혈청 칼슘, 부갑상선 호르몬, 알칼리인산

분해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3. 증례 3

42세 남자환자로 타원에서 경부압박골절로 내원하여 실시

한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갑상선 하방에 종괴 확인

되고 혈액검사상 부갑상선 수치 상승되어 있는소견으로 부갑

상선선종 의심하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본원에서 실시한 경

부단순촬영 상 골감소증, 압박 경추골절 소견이 보였다. 타원

Table 1. Changes of laboratory finding after parathyroidectomy in 6 patients

Patient Sex Age
Preop POD1 POD5 Last f/u

Ionized 
Ca Ca ALP iPTH Ionized 

Ca Ca iPTH Ionized 
Ca Ca iPTH Ionized 

Ca Ca ALP iPTH

1 F 41 6.43 12.7 404 Unknown 4.39 8.1 54.7 4.79 9.4 16.1 8.7 73 62.8

2 F 30 6.45 12.1 504 1,349.3 4.85 8.7 2.7 3.97 6.6 8.3 9.1 58 28.5

3 M 42 5.38 10.7 87 205.1 4.59 8.9 21.2 4.16 9.6 29.9 4.65 8.7 51 128.5

4 M 71 5.17 12.5 1,095 ＞1,900 4.22 6.8 110. 3.86 6.7 99.9 4.42 7.6 273 373.7

5 M 29 6.78 13.6 433 ＞5,000 4.89 9.5 5.8 4.53 8.6 125.4 4.91 8.9 442 339.4

6 F 29 6.99 13.5 672 942.3 5.87 10.2 ＜2.5 4.19 8.0 60.1 4.51 8.7 101 95.2
Preop : Pre operation, POD : post operative day, iPTH : intact prarthyroid hormone, ALP : alkalaine phosphatase iPTH normal 
range : 14-72 pg/mL. Ca normal range : 8.6-10.2 mg/d. Ionized Ca normal range : 4.48-4.92 mg/d. ALP normal range : 35-104 U/L 

Table 2. Characteristics of 6 patients with brown tumor

Patients n=6

Sex(F:M) 3:3
Median age(years) 35.5±16.0
Median F/U(months) 20.8±11.1

Preop iPTH(pg/mL) 1,996.9±1,794.1
Ca(mg/dL) 12.5±1.10

POD5 iPTH(pg/mL) 56.6±47.6
Ca(mg/dL) 8.3±1.3

iPTH normal range : 14-72 pg/mL. Ca normal range : 8.6-10.2 
mg/d

Fig. 1. Preop and postop Bone marrow density. Preop BMD shows 
osteopenia. Postop BMD shows normal bone marrow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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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시한 경부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보이는 결절을 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검사 후 시행한 조직병리 검사상 림프절의 반

응성 증식 소견이었지만 혈액검사상 부갑상선 호르몬 및 칼

슘 상승소견과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Fig. 2)검사상 좌

측하부결절 활동증가 확인되어 좌측 하부 부갑상선선종을 

진단하였다. 전신마취하에 좌측 하부 부갑상선 제거하였으

며 조직 검사 결과 부갑상선선종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수술 

한달 후 혈청 칼슘, 부갑상선 호르몬, 알칼리인산분해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4. 증례 4

70세 남자환자로 넘어진 후 발생한 우측 대퇴골과 좌측 상

완골 골절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6개월 전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타원 류마티스내과 진료 받고 약물 복용중이었다.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 상승되어있어 부갑상선

선종 의심 하에 시행한 경부초음파상 종격동 앞부분에 종괴 

확인되었다. 이후 실시한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검사

에서 경부초음파상 확인된 결절의 활동이 증가되어있어 이소

성 부갑상선선종으로 진단하였다. 전신마취하에 이소성 부갑

상선 제거하였으며 조직검사 시행하여 부갑상선선종으로 최

종 진단하였다. 수술 6개월 후 저칼슘혈증이 있어 현재 칼슘

약 복용중이고 부갑상선 호르몬, 알칼리인산분해효소는 상

승되어 있으나 수술 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5. 증례 5

28세 남자환자로 특별한 외상이 없이 7개월간 지속된 우측

무릎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하였다. 우측 경골 단순촬

영상 안쪽 근위부 골간단, 골단 부위에 골융해성 병변이 관찰

되었다(Fig. 3).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 상승되어 

있었다. 부갑상선선종 의심 하에 실시한 경부초음파에서 보

이는 갑상선 우측 부위 종괴가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 

검사 상 활동이 증가되어있어 우측 상부 부갑상선선종을 진

단하였다. 전신마취하에 우측 상부 부갑상선 제거하였으며 

조직 검사 결과 부갑상선선종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수술 한

달 후 저칼슘혈증이 있어 현재 칼슘약 복용중이고 부갑상선 

호르몬, 알칼리인산분해효소 수치 상승되어 있으나 수술 전보

다 낮은 수치 보이고 있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6. 증례 6

2년전 제왕절개 외 특이 과거력 없는 29세 여자 환자가 내원 

2주 전부터 심해진 전신통, 특히 허리 통증 및 고관절 통증과 

좌측 전경부에 위치한 종괴를 주소로 타원에 내원하였다. 타

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Fig. 4) 천골, 양측 골반과 대

Fig. 2. Tc-99m MIBI parathyroid scan, 10 minutes and 3 hours. 
Radioactive uptake on left lower portion remains on 10 minutes 
and 3 hours delayed scan.

Fig. 3. Osteolytic lesion with cortical shell and focal destruction in 
proximal medial epimetaphysis of right tibia.

Fig. 4. Magnetic resonance imaging(T2-weighted image) of Brown 
tumor. T2-weighed image of coronal MRI lower lumbar spines, 
sacrum, both pelvic bones, and both femoral, which were en-
hancing lesions(ar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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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골 등에 골감소증 소견을 보여 다발성 골수종 의심 하에 본

원 혈액종양내과로 전원되었다. 혈액검사상 칼슘 및 부갑상

선호르몬 상승되어 있었다. 부갑상선선종 의심하에 경부초음

파 시행하여 좌측 갑상선 부위에 보이는 54 mm결절을 초음

파 유도하 세침흡인검사 하였고 병리검사상 부갑상선 조직으

로 확인되어 골병변은 부갑상선선종 혹은 암종으로 인한 일차

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기원의 갈색종으로 진단되었다.

부갑상선선종 크기가 크며 수술 중 육안적 소견상 갑상선 

좌엽 침습하여 좌측 상부 부갑상선 종양 절제술 및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부갑상선암종으로 의심되는 종양

이 상부 부갑상선에 위치해 있어 동측 하부 부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림프절 청소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갑상선 좌엽과 함

께 종물을 완전히 제거하였으며 조직 검사 결과 갑상선내 부

갑상선 악성종양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환자는 경구 칼슘 및 비타민 D를 투여 중으로 술 후 6개월

에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상(Fig. 5) 이전의 골 대사 항진 

소견이 모두 소실되었고 혈청 칼슘, 부갑상선 호르몬, 알칼리

인산분해효소수치가 정상화되어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갈색종은 부갑상선호르몬에 상승에 의해 활성화된 골파괴 

세포가 국소적으로 골구조 변화를 일으켜 마치 종양처럼 보이

게 되는 질환이다.3) X-ray상 주변 연부조직 침윤 없이 경계가 

명확하고 둥근 모양을 보이고 자기공명영상의 T2강조영상상

에는 조영증강과 조영감소가 혼재되있는 종괴로 보인다.5) 임

상증상으로 종양이 천천히 자라게 되어 통증을 동반하며 통

증의 정도는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골절이나 골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를 위한 부갑상선 절제술이 진행되는 골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6) 혈청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 

검사를 통해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빠른 진단이 필요

하다. 갈색종은 조직학적으로 종양에 단핵 기질세포와 거대

다핵세포 증가 및 파골세포의 활동에 의한 정상 골주 및 골

수가 혈철소와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어있는 소견을 보인다.7) 

골병변 생검을 통한 병리학적 검사만으로는 고부갑상선 호르

몬에 의한 갈색종과 Giant cell tumor, giant-cell reparative 

granuloma, aneurismal bone cyst, and osteosarcoma, 등의 

질병들 감별진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8) 혈청칼슘 및 부갑상

선호르몬의 검사가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부갑상선호르몬

이 상승되어 있어도 Vitamin D 결핍 등 많은 원인으로 칼슘

수치가 상승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혈중 칼슘 수치와 부

갑상선호르몬 수치 둘 다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9,10) 이전에 

국내에 보고된 갈색종 3예는 각각 경구개와 하악골에 외적 변

형을 야기하거나 상악골 및 안면부의 변형없이 상악동 내부에 

위치하여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경우였다. 이번 증례들은 

단일병변 이외에도 다발성으로 발현하였고 부위는 두경부 이

외의 골반, 척추, 상하지였고 각각의 병변 부위에서 병적골절, 

통증, 골변형 등으로 내원하여 갈색종으로 진단받아 치료한 경

우였다. 

본 증례들은 골종양 생검 및 골병변의 방사선한적 소견만

으로 갈색종을 확신할 수 없고 부갑상선선종 진단을 위해 초

음파, Tc-99m MIBI 부갑상선 스캔, 세침흡인검사, 칼슘 및 

부갑상선 수치검사, 부갑상선 암종이 의심되는 경우 양전자단

층촬영을 추가하여 시행하였고 각각의 검사소견을 종합하여 

일차성 부갑상선기능 항진증을 진단하였다. Tc-99m MIBI 부

갑상선 스캔검사상 부갑상선암종과 부갑상선선종은 유사한 

영상소견을 보이며 부갑상선 과다증식증인 경우 대부분 크

기가 작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연

영상에서 2부위 이상에서 국소섭취를 보인다.11) 부갑상선선

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측 탐색을 시행하기보다는 최소 침

습 부갑상선 절제술이 일차적 치료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술 중 주변조직과의 침윤 및 유착소견 등 부갑상선 암종이 

의심되면 동결절편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갑상

선 암종을 동측 갑상선엽과 주위 연부조직 및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12) 치료를 위해 5예에서 부갑상선 절

제술, 1예에서 부갑상선 절제술과 갑상선엽 절제술을 병행하

여 시행하였다. 수술전에 시행한 검사를 통해 단일 선종이라 

생각되어 최소접근 부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시에 

부갑상선선종으로 의심되는 종괴 제거후 수술장에서 5분, 10

분, 15분, 20분 부갑상선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수

술종료하였다. 부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의 골

밀도는 수주내에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갈샐종은 대부분 6개

월 이후 소실되기도하나 수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13) 

전에 보고된 증례들과 달리 본 증례들의 경우 혈액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하여 수술 후 갈색종 변화 및 예후를 알 수 있었다.

Fig. 5. Transverse sections of PET-CT(positron emission tomogra-
phy-computed tomography) scan at Brown tumor(preop and 
postop). Preop PET-CT scan shows increased uptake of multiple 
focal hypermetabolic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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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영상검사를 통하여 

종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두 증례에서 부갑상선호르

몬이 정상 수치보다 약간 상승되어 있는 것을 보였지만 이는 갈

색종이 형성되었던 뼈가 재형성되면서 생기는 저칼슘혈증에 

의한 반응성 고부갑상선호르몬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어 추

적관찰 중이다. 본 기관에서 경험한 6예를 통해서 일차성 고

부갑상선호르몬에 의한 갈색종의 가장 좋은 치료는 다른 논

문에서 발표된 것과 같이 외과적 부갑상선 절제술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6예 모두 혈액검사상 부갑상선 호

르몬과 칼슘수치가 호전되었고 재발의 징후를 보이지 않아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저자들은 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

증 환자의 다양한 증상 및 두경부 이외 다양한 골부위에서 

나타나는 갈색종 6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낭성 섬유뼈염 ·고부갑상선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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