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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라이트 유 성 골이 양증의 진단에 실마리가 된 피부 골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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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Osteoma Cutis, a Diagnostic Clue for 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Dong Jin Ryu, M.D., Sang Ho Oh, M.D., Eun Chun Han, M.D., Byung Gi Bae, M.D., Ju Hee Lee, M.D., Ph.D.

Department of Dermatology and Cutaneous Bi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HO) has a broad spectrum of physical findings, including short stature, 

flattened nasal bridge, round facies, obesity, skeletal anomalies of the hands with brachydactyly, osteoma cutis, 

mental retardation, dental defects, cataracts, and calcification in the basal ganglia. It also includes endocrinologic 

abnormalities such as pseudohypoparathyroidism and pseudopseudohypoparathyroidism. Primary osteoma cutis, which 

can precede other physical findings of AHO, might be a diagnostic clue for AHO. Therefore, close follow-up and 

regular laboratory tests should be done to detect the early development of AHO in young children with primary 

osteoma cutis.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of AHO can prevent irreversible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elay. (Korean J Dermatol 2009;47(4):4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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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 골화(cutaneous ossification)는 피내 혹은 피하 조직

에 뼈 조직의 발생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원발성과 속발성

으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피부 골종(primary osteoma 

cutis)은 선행하는 피부 질환없이 나타나는 피부 골화로 올

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Albright's hereditary osteo-

dystrophy)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와 환자나 가족에게서 올

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증거 없이 나타나는 경우

가 있다1.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진단에 있어서 

피부 골종이 진단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과 영역에서의 증례 보고는 드물다. 

저자들은 9세 소아에서 두피, 복부, 상지에 발생한 피부 

골종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올브라이트 유전

성 골이영양증을 진단한 예를 경험하고 드문 증례로 생각

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이○○, 9세, 여자

주 소: 7년 전부터 발생한 상지, 복부의 피하 결절과 3

년 전 발생한 두피의 단단하게 촉지되는 피부색의 판

병력: 환자는 내원 약 7년 전부터 왼쪽 상지와 복부

에 피부색 혹은 약간 홍반성의 단단한 피하 결절이 촉지되

어 내원하였다. 약 3년 전부터는 두정부에 무증상의, 단단

한 피부색 판이 발생하였으며 그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였

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다 정확한 진단 위해 본원 피

부과 내원하였다. 

과거력  가족력: 과거력상 2년 전부터 측두엽 간질로 

진단받아 소아과에서 규칙적으로 약물 복용 중이며 지능 

검사상 중등도의 지능발달 지연양상을 보였다.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었다. 

이학  소견: 피부 증상 이외에 둥근 얼굴, 콧등이 납작

해져 있는 소견을 보였고 주먹을 쥐었을 때 4, 5번째 주먹 

결절이 움푹 들어간 소견이 관찰되었다. 신장은 139.7 cm, 

체중은 34.4 kg으로 소아 성장발육곡선과 비교해볼 때, 각

각 75∼90%, 50∼75% 사이에 들어 정상 소견을 보였다. 

피부 소견: 좌측 전완부 바깥쪽으로 홍반성의 피하 결

절이 만져졌으며 복부 역시 약간의 색소 침착이 있는 단단

한 피부색의 결절이 관찰되었다. 두피의 두정부에서는 

2×3 cm 크기의 단단한 피부색 판이 관찰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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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 Erythematous to brownish hard subcutaneous nodules on the lateral aspect of the left upper arm and the abdomen.

(C) Solitary 2×3 cm sized, skin colored hard plaque on the scalp

Fig. 2. Well-defined ossified structure is seen in the reticular 

dermis. Many osteocytes lying within lacunae are observed 

(H&E, ×100).

Fig. 3. A subcutaneous calcification on the lateral aspect of 

the Rt hand (arrow), and shortening of the 4th and 5th 

metacarpal bones of both hands

압통은 없었다. 

병리조직학  소견: H&E 염색에서 망상 진피내에 경계

가 명확한 호산성의 골조직이 관찰되었으며 골조직 내에

는 뼈세포방(lacuna)내에 많은 수의 뼈세포(osteocyte)들이 

관찰되었다. 종괴의 변연부에는 길쭉한 핵을 가지고 있는 

뼈모세포(osteoblast)들이 존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2). 

검사 소견: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및 갑상선 호르

몬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부갑상선호르몬

(parathyroid hormone, PTH)이 515.3 pg/mL로 증가된 소견 

보였으며, 칼슘 7.5 mg/dL, 인 6.2 mg/dL로 칼슘이 정상치

보다 감소하고 인이 정상치보다 증가한 소견 보였다. 방사

선 검사에서는 오른손 바깥 부위의 석회화 소견과 4, 5번

째 손허리뼈가 짧아져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치료  경과: 환자는 피부 골종으로 진단받았으며, 간

질의 과거력과 이학적 소견, 혈액 및 방사선 검사 소견으

로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으로 진단하였으며, 피부 

병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았다.

고    찰

피부 골종은 진피나 피하 지방층에 정상적인 뼈 조직이 

형성되는 것으로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속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원발성 피부 골종은 선행

하는 피부 질환 없이 피부 골종이 나타난 경우로, 올브라

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이 동반되는 경우와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소견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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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속발성 피부 골종은 염증성, 종양성 혹은 외상성의 

병변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원발성보다 흔

하게 나타난다2. Roth 등3의 피부 골종 425예에 대한 연구

에 따르면 원발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14%였고 속발성으로 

나타난 경우는 86%였다.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은 

Albright에 의해 1942년에 처음 기술된 성염색체 혹은 상

염색체 우성 유전 질환으로, 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 또

는 가성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을 동반하며 임상적으로

는 둥근 얼굴, 납작한 콧등, 비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

허리뼈가 짧아 굵은 손의 양상을 보인다4,5. 전신적으로는 

지능 저하와 백내장, 치아 발달 이상과 뇌 기저핵의 석회

화 소견 및 간질 발작 등을 동반할 수 있다6.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에서 발생하는 피부 골종은 출생시 부

터 존재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명확한 호

발 부위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몸통이나 사지, 두피에서 

발생한 예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큰 관절 주변이나 손

상을 받기 쉬운 부위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7. 올

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 환자의 신장은 소아 시기에

는 정상이나 평균 이상의 신장을 보일 수 있으나 조기 골

단 성장판의 닫힘으로 성인기에는 전형적으로 저신장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 본 증례에서는 신장

과 체중은 정상 범위 내에 들었으나 둥근 얼굴과 납작한 

콧등,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허리뼈가 짧은 소견과 지능 

저하와 측두엽 간질의 양상, 그리고 다발성 피부 골종의 

전형적인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임상 소견을 

보였다.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에서 관찰될 수 있

는 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은 부갑상선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부갑상선기능 저하증과는 달리 부갑상선호

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부갑상선호르몬이 결핍되었

을 때 나타나는 혈청 칼슘 수치의 저하 및 혈청 인 수치의 

증가 소견이 보인다. Farfel 등8은 이의 기전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수용체나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 하부의 cyclic 

AMP (cAMP)에 의해 매개되는 신호전달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신장의 cAMP가 자극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본 환아의 경우 혈청 칼슘이 정상에 비해 감

소되어 있고 혈청 인은 증가되어 있으며 부갑상선호르몬

이 증가되어 있어 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으로 진단하

였다. 

제 1형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는 신장과 뼈 등에서 발

현되며 부갑상선호르몬과 부갑상선호르몬 연관 단백 

(PTHrP)과 결합하여 기능을 나타낸다. 이 수용체에는 α, 

β, γ 세 소단위로 구성된 조절단백질 G (regulatory 

protein G (α, β, γ))가 부착되어 있으며 부갑상선호르

몬이 결합을 하면 α 소단위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극단백

질 G (stimulatory protein G, Gs)가 활성화되게 된다. 이는 

cAMP의 세포내 생성을 촉진하는 adenyl cyclase의 주요 조

절자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세포내 증가된 cAMP가 신

호 전달을 유도함으로써 부갑상선호르몬의 작용이 나타나

게 된다9.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에서 가성 부갑상

선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염색체 20q13.2- 

20q13.3에 위치해 있는 Gs의 α 소단위를 코딩하는 

GNAS1 유전자에 비활성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결과적으로 Gs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고 Gs를 통해 

cAMP의 활성이 유도되는 글루카곤, 갑상선자극호르몬, 유

즙분비호르몬, 항이뇨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호르몬 저항성

을 보이는 경우가 보고되었다10. 본 증례에서는 부갑상선호

르몬을 제외한 다른 호르몬에 대한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

을 보여, 다른 호르몬에 대해서는 저항성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임

상 양상을 보이면서 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경우와 가성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부성 및 모

성의 대립유전자가 모두 발현되나 근위 신세뇨관 같은 일

부 조직에서는 모계 유래의 유전자만 발현되므로 GNAS1 

유전자의 변이가 모계에 의해 전달되면 근위 신세뇨관에

서의 Gs 기능이 사라져 부갑상선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나는 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고, 부계에 

의해 전달되면 부갑상선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은 나타나지 

않고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의 임상양상만 나타나

는 가성가성 부갑상선기능 저하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1.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에서 동반되는 피부 골종

의 조직학적 소견은 다른 원발성 피부 골종의 조직학적 소

견과 차이가 없다. 진피나 피하조직 내에 다양한 크기의 

뼈의 침상체(spicule)가 관찰되며 뼈의 내부에는 많은 수의 

뼈세포와 cement line이 보이고 변연부에는 길쭉한 핵을 

가진 뼈모세포와 여러 개의 커다란 핵을 가진 파골세포가 

관찰된다1. 뼈의 침상체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성숙된 

지방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수강의 

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병변의 성숙을 나타낸다. 

치료는 주로 저칼슘혈증과 간질 발작을 막는 것을 목표

로 하며 vitamin D와 칼슘을 복용하여 저칼슘혈증을 교정

하고 피부 골종에 대해서는 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 학

습 장애는 저칼슘혈증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

기 진단을 통해 저칼슘혈증을 교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피부 골종을 통해 올브라이트 골이영양증이 

진단된 1예가 보고되었는데, 이 증례에서는 7년 7개월된 

여아에서 출생시 피부 골종이 진단되었을 당시에 칼슘과 

인의 혈중농도는 정상 소견을 보이다가 수년 후 가성 부갑

상선기능 저하증 소견과 함께 전형적인 올브라이트 유전

성 골이영양증의 임상 소견을 보여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

이영양증으로 진단되어 초기에 발생된 피부 골종이 조기 

진단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7. 본 증례에서

도 출생 2년 후부터 피부 병변이 나타났으며 둥근 얼굴과 

납작한 콧등,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허리뼈가 짧은 소견

과 지능 저하, 측두엽 간질의 양상을 보여 올브라이트 유

전성 골이영양증 의심하에 혈액 검사를 통해 가성 부갑상

선기능 저하증을 동반한 올브라이트 유전성 골이영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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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한 예로 피부 병변을 통해 조기 진단을 하여 비가역적

인 지능 저하와 발달 지연의 악화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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