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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병은뼈에서의비정상적인혈관증식으로인한골Gorham

용해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주 증상은 골 소실로 인한.

골절이나유미흉 혈흉 등이 있으며 주된 침범 부위는 상악, ,

골 어깨뼈 늑골 골반뼈등이다, , , 1)
등. Heffez 2)

은 병Gorham

의진단기준으로 생검소견상혈관종성조직소견 비1) , 2)

정형세포가없을것 신생골형성이나이 양성석회화가, 3)

없을것 진행되는국소성골용해소견 비증식성 비궤, 4) , 5) ,

양성병변 내부장기의침범이 없을것 방사선학적으, 6) , 7)

로골용해소견이보일것 유전적인대사이상 면역학적, 8) ,

이상 악성종양이나 감염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 다, . Gor-

병은 현재까지 약 예가 보고된 드문 질환으로 발병ham 200

원인과그기전은밝혀져있지않으며적립된치료법도없다.

이에저자들은 세에 병으로진단받은남아에서파9 Gorham

미드로네이트 치료 후 성공적으로 질병 활동성이 안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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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례를경험하여보고하는바이다1 .

증 례

환 아:오 남자 세 개월, , 9 4○○

주 소:왼쪽흉부의통증

현병력:이전 차례의반복적혈흉병력있던환아로 일4 4

전왼쪽흉통시작되고증상점차악화되어본원응급실내원

하 다 본원응급실에서촬 한흉부방사선소견상좌측흉.

수관찰되어 검사및치료위해입원하 다(Fig. 1A) .

과거력:생후 개월에호흡곤란주소로내원하 고흉부21

단순방사선검사상우측늑막삼출소견보 으며(Fig. 2A),

흉부와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는흉수와함께제 늑골6-8

의골융해성병변들이관찰되었다 항생제치료에도(Fig. 2B).

흉수지속적으로 배액되어악성종양에의한 흉수의심하여

흉막 및 늑골 생검을 실시하 으나 특이 소견 없었다 이에.

흉관통한배액및항생제치료지속후입원 주째에흉수호4

전되어 퇴원하 다 이후 세까지 특별한 외상의 병력 없이. 8

원인을 알수없는혈흉이 차례더발생하 고 차례모두3 , 3

비전형감염의심하에배액과항생제등의치료후증상호전

되었다.

병으로 진단된 세 남아에서 파미드로네이트 치료 경험 례Gorham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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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dronate Treatment in 9-Year-Old Boy Diagnosed with Gorham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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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 Won Yang, M.D., Kyung Duk Park, M.D. and Choong Ho Shin, M.D.

Department of Pediatr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Gorham disease is a rare disorder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vascular channels resulting in destruction and

resorption of osseous matrix. There is no standard treatment defined for this disease, and variable therapies such

as medical, surgical, and radiation therapy have been used. Antiresorptive medication, such as bisphosphonate,

is used in Gorham disease because they suppress the course of osteolysis and angiogenisis. We report a 9-year-

old boy with Gorham disease, who was presented with recurrent hemothorax and treated by pamidronate. After

treatment, he showed no recurrence of hemothorax for more than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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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소견:응급실 내원 당시 환아는 급성병색이었으며

흉부청진상호흡음감소되어있지않았고천명음이나수포

음 청진되지 않았다 활력징후는 체온 혈압. 35.8 , 98/53℃

맥박수 회 분 호흡수 회 분이었다mmHg, 93 / , 21 / .

검사실 소견:혈액검사에서 백혈구 14,900/mm3 호중구(

혈색소 혈소판 이었으며92.6%), 13.9 g/dL, 281,000/ L CRPµ

다 혈중인이 로경도의상승소견보0.61 mg/dL . 5.0 mg/dL

으며 칼슘과 알칼리성 인산가수분해효소 수치는 각각,

로정상범위 다10.1 mg/dL, 220 IU/L .

치료 및 경과:환아입원후흉관통한배액및항생제치

료시행하 다 흉부전산화단층촬 에서이전에흉추와제.

늑골에서관찰되던골용해소견이진행하는양상을보이6-8

고제 흉추에서제 흉추에걸쳐광범위한기종이새로관3 10

찰되었다 이에 오른쪽 번째 늑골 생검을 시행하(Fig. 1). 7

고 생검결과골내모세혈관의증식및팽창소견이관찰되어,

병으로진단되었다Gorham (Fig. 3).

이후 pamidronate disodium (Panorin, Hanlim Pharm. Co.,

를하루 씩 일간 당Seoul, Korea) 16 mg 3 (cycle 1.5 mg/ kg), 8

주 간격으로 차례에 걸쳐 정맥주입하 다 주입 시 생리식6 .

Fig. 1. (A) Chest X-ray shows pleural effusion, numerous small radiolucency along right ribs and
thoracic vertebrae (arrows). Thoracic computed tomopgraphy angiographic images demonstrate
left pleural effusion and multifocal pneumatosis lesion of the bilateral rib (arrows) (B), multiple
pneumatosis of the T3-T10 vertebra (arrows) (C).

Fig. 2. Initial chest X-ray (A) and chest computed tomopgraphy (B) showing right side pleural
effusion. Osteolytic lesion on right rib are also showed (arrow).

Fig. 3. Microscopic section of affected rib shows proliferation of
thin walled blood vessels (arrows) in marrow space with reactive
bone formation, consistent with Gorham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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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 에희석하여 시간동안천천히투여하 고호흡400 mL 6

곤란 부정맥 등의 발생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 다 또한, .

칼디비타 칼슘 비타민( 600 mg/ D 400 IU; Bayer Korea, Seoul,

를매일 정씩복용시켰다 첫번째치료도중발열발Korea) 1 .

생하 으나 특별한치료없이호전되었다 이후마지막 번, . 6

째치료 시까지발열 없었고이외에근육통 구토 저칼슘혈, ,

증등파미드로네이트와관련된다른부작용도없었다 현재.

파미드로네이트 치료 종료 후 개월이 지났으며 칼슘비타4 , -

민복합제제이외다른약물은사용하지않고있는상태로골

병변진행없고마지막혈흉이후 년이상혈흉의재발없이2

외래통한추적관찰중이다.

고 찰

병은 년 에 의하여 처음 기술된 후Gorham 1838 Jackson

년 과 에의해서 증례가발표되었고 그1954 Gorham Stout 22 ,

후 또는 병 등으로 불리고Gorham-Stout syndrome Gorham

있다3) 젊은 성인에서호발하며 성별과 발생 빈도와는관련.

이없다 증상과징후는침범부위에따라다양하며 주된침. ,

범 부위는 상악골 어깨뼈 늑골 골반뼈 등이다, , , 1) 국내에서.

는성인에서는 개의증례가보고되었으며 세남아에서8 , 14 1

례가보고되었다4) 본증례에서는첫번째혈흉증상시시행.

했던조직검사에서는만성염증외에특별한이상이발견되

지 않았으나 몇 번의 반복적 혈흉과 상학적 변화로 다시,

조직검사를시행하 고 병으로진단을하게되었다Gorham .

이 질환의 치료는 방사선학적 치료 수술 약물치료가 있, ,

다 사용되는약물로는부갑상샘호르몬및안드로겐등의호.

르몬제제 칼시토닌또는비스포스포네이트등의골흡수억,

제제 비타민 비타민 인터페론알파 등다양한방, D, B12, -2b

법이 사용된다5) 그러나 자발적으로 골용해가 정지되어 병.

의진행이멈추기도하여치료선택이 쉽지 않다6) 이중비.

스포스포네이트는골용해억제작용과혈관신생억제작용

도있어 병에서사용되고있다Gorham 7) 실제로몇몇연구.

들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 후 질병 활동성이 안정화

되는등긍정적인치료효과를보고한바있다7-11) 그러나소.

아의 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한 보고들은Gorham

별로 없다 병은 조직학적으로 내피층으로 덮인 혈. Gorham

관또는림프조직이광범위하게골조직을파괴하며섬유성

기질이이를대치하며 이러한병변이인접주변조직을침습,

하여 정상 골조직을 파괴하는 소견을 보인다 골을 침범한.

혈관종과의감별점으로는혈관종은한부위또는몇개부위

에국한되며골파괴양상을보인다고해도피질골을파괴하

지 못하며 주위 연부 조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데 비하여,

병에서는주위골조직과연부조직까지침범하는골Gorham

용해를보인다
12)

골용해의기전으로 혈관종이단락역할. 1)

을 하여 국소 산소분압이 상승됨으로써 골흡수를 유도하고
13)

혈관 주위 단핵구들이 강한 와, acid phosphatase leucine

에대한활성도를높여파골세포의전구물질aminopeptidase

로골용해에관여할수있으며
14)

혈관세포의과다증식으로,

인한물리적인압력이골흡수에관여한다고
15)
알려져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시키

고파골세포전구세포의수를감소시키는두가지기전을통

해 파골세포의 활성도를 감소시키며
16)

또한 혈관신생 억제,

작용도가지고있다
7)
본증례에서는이러한골융해억제작.

용을통한골병변의호전과혈관신생억제작용을통한혈흉

의 호전을 기대하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하 고 골병,

변의진행과혈흉의재발이성공적으로억제되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종양의Paget , ,

뼈전이등골파괴가항진되어있는여러가지질환에서사용

된다
16)

병에서도파골세포의수와활성도가증가되. Gorham

어있는것이밝혀져있으며
7)
이에비스포스포네이트를이용,

한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시도된 바 있다 기존.

에 병에서비스포스포네이트를사용한맨처음증례Gorham

는 세여아에서상악골에발생한골병변을파미드로네이트7

와 수술로 치료한증례이다
7)

이후 세 여자환자에서늑골. 45

에골병변이발생하 고파미드로네이트투여후통증이호

전되고골병변의진행을막을수있었던증례
8)

세여자환, 61

자에서 골반 등에 발생한 골병변을 파미드로네이트와 방사

선병합치료하여증상이호전된증례
9)
상악골에발생한골,

병변을파미드로네이트로치료하여임상상의호전을보인 9

세남아의증례
10)
가보고되었다 또한최근 명의소아. 8 Gorham

환자를보고한연구에서파미드로네이트치료를받은 명중6

명에서골밀도의유의한증가가있었음을보고하 다5 11).

비스포스포네이트는심한근육통 발열 구토등의부작용, ,

을 빈번히 일으키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음 투여받는 환

자의 에서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1/3 17)
드물게는심한.

저칼슘혈증등의심각한부작용도보고된바있다
18).

국내에서는 병에서 파미드로네이트를 사용한경Gorham

우는본증례가첫증례로 임상소견과방사선학적소견상호,

전을보 다 기존증례들과본증례를종합해볼때비스포.

스포네이트는 병의치료에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Gorham

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비스포스포네이트치료후여러.

가지 부작용이 흔히 발생하므로 치료의 득과 실 다른 여러,

치료법들과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치료의장기효과에대해서도지속적인추적관찰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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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은 골에서의 혈관 증식으로 인한 골기질의 손Gorham

실을 특징으로 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적립된 치료법은.

없으며약물치료 수술요법 방사선치료등이사용되고있, ,

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의 골흡수억제제는 골용해를 억제.

하는효과와 신생혈관억제 작용이 있어 병의 치료Gorham

에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반복적인 혈흉을 보여 시행한.

늑골생검에서 병으로 진단된 세 환아의 증례 례Gorham 9 1

를보고하는바이다 환아는파미드로네이트치료이후골병.

변진행하지않고혈흉도 년이상재발하지않은상태로경2

과관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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