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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urati-Engelmann 병의 스캔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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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 year-old female presented for a 99mTc-methylene diphosphonatae (MDP) whole body bone scan due to 
chronic pain in the bilateral lower extremities that has aggravated since 2002. She was diagnosed with 
Camurati-Engelmann disease (CED) based on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indings in 2002, and she re-visited our 
institute to evaluate disease status at this time. CED is a rare autosomal dominant type of bone dysplasia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cortical thickening of long bones, and narrowing of medullary cavity, and thus 
presents with typical clinical symptoms and signs such as chronic pain in the extremities, muscle weakness, and 
waddling gait. On the 

99mTc-MDP bone scan performed to evaluate disease status, intense increased uptake was 
seen in the skull, facial bones, bilateral scapulae, bilateral long bones, and bilateral pelvic bones, which clearly 
demonstrated the extent of CED involvement. (Nucl Med Mol Imaging 2009;43(6):59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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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amurati-Engelmann’s disease (CED)는 매우 드문 유

질환으로 장골의 골간  골간단 부 의 피질이 차 두

꺼워지면서 직경이 증가하고 골수강이 좁아지는 병이다.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고 질환의 진행 정도에 따라 두개

골, 골반 , 척추를 침범하기도 한다. 임상 으로 사지의 

만성  통증, 신 무력감, 동요성 보행 등을 보이고, 두개

를 침범하여 뇌신경이 리면 시신경 는 청신경 이상

을 동반하기도 한다. CED는 이상과 같이 특징 인 임상증

상과 단순 X선 상에서 확인되는 골경화 소견을 바탕으

로 진단되며 유 자 검사가 확진에 도움이 된다. 

스캔은 신의 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고 의 사 

 국소 류 상태를 반 하므로 다양한 골질환의 진단  

추 찰에 리 쓰인다. 특히 단순 X선 상에서 뚜렷이 

찰되기 의 기 병변도 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섬유성 이형성증 등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진단  추

찰에 유리하다. 우리는 CED 환자의 99mTc-methylene 

diphosphonatae (MDP) 스캔 소견을 찰하고 이를 통

해 CED의 신  침범상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증     례

24세 여자가 차 진행하는 사지의 통증  무력감을 주

소로 내원하 다. 환자는 동일한 증상으로 7년  내원하

고 신체검진  단순 X선 상을 통해 CED를 진단받았

으나 이후 추 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CED의 진행상태를 평가하기 해 2009년 7월 다시 내원하

다. 환자는 7년 에 비해 무릎 굽히기  앉았다 일어나

기가 힘들어졌고, 허리가 들어가면서 배와 엉덩이가 나오

고 다리가 X자로 휘는 증상이  심해졌으며, 걷기는 하

지만 뛰지는 못하 다. 가족력 상 특이사항 없었으나 환자 

어머니가 환자와 얼굴  골격이 비슷하여 단순 X선 촬

을 시행하 으나 결과는 정상이었다. 신체검진 상 양측 하

지의 수축력은 약간 감소되어 있으며(Grade 5-) 심부건반

사  병 반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액검사상 구침

강속도 96 mm/hr, C 반응성 단백질 2.42 mg/dL, 알칼리

성 인산분해효소 417 IU/L로 증가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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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r the evaluation of CED progression status, X-ray images of 2002 (A to E) and 2009 (F to J) are compared. In 2002, mild 
cortical thickening is symmetrically seen in the middle cranial fossa area, left proximal ulna, and long bones of the bilateral lower 
extremities. In 2009, extensive cortical thickening is seen in the skull, facial bones, bilateral scapulae, and long bones of the bilateral 
upper and lower extremities; epiphyses of the long bones are saved despite disease progression. In addition, no definite abnormal 
finding is found in the vertebrae in both X-ray images of 2002 and 2009.

두 정상 소견이었다.  

질환의 진행여부를 단하기 해 2002년과 2009년에 

시행한 단순 X선 상을 비교하 다(Fig. 1). 2002년 첫 진

단 당시 단순 X선 상에서는 두개와 부 와 양측 하지

의 장골부 의 골간과 골간단을 침범한 골경화 소견을 

찰할 수 있었고, 상지의 장골은 이환 정도가 비교  경미하

여 왼쪽 자  근 부에서만 약간의 골경화 소견을 보 다. 

2009년 시행한 단순 X선 상에서는 반 으로 두개골이 

두꺼워졌고, 양측 상하지의 장골 부 에도 질환 침범이 진

행하여 장에 걸쳐 피질골이 두꺼워지고 골수강이 좁아진 

소견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CED의 이

환 여부가 뚜렷하지 않았던 두개골, 안면골, 양측 견갑골과 

양측 골반 에서도 한 골경화 소견을 찰할 수 있어 

그 동안 질환이 상당히 진행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병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장골의 골단 부 는 침범하지 

않았다. 한편 척추 는 2002년  2009년 단순 X선 상에

서 모두 이상소견을 찰할 수 없었다. 

스캔 촬 을 하여 99mTc-MDP 1110 MBq를 정맥주

사하고 3시간 후 감마카메라 (E.CAM, Simens medical 

solutions, PA, USA) 로 신 상을 획득하 다. 스캔 

촬 결과 두개골, 안면골, 양측 견갑골, 양측 상하지 장골

의 골간  골간단 부 , 양측 골반  부 에 하게 증

가된 섭취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 X선 상에서 

골경화 소견이 찰되는 부 와 일치하 다(Fig. 2). 양측 

견갑골과 골반 부 는 단순 X선 상에서 골경화 소견이 

심하지 않은 상태이고 장을 침범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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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terior and posterior images of 99mTc-MDP bone scan 
show diffusely increased uptake in the skull, facial bones, 
bilateral scapulae, bilateral long bones, and bilateral pelvic 
bones.

Figure 3. Relatively early stage of CED involvement is found in the 
bilateral scapulae and bilateral pelvic bones in 2009. (A, C) 
Regional views of 

99m
Tc-MDP bone scan show mild uptake in the 

bilateral scapulae and bilateral pelvic bones, which is well 
correlated with mild osteosclerosis on X-ray images (B, D).

기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나 스캔에서는 비교  명확하

게 증가된 섭취를 찰할 수 있었다. 척추와 갈비 를 비롯

한 다른 몸통 부 는 스캔에서도 섭취를 보이지 않아 질

환이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고     찰 

진행성 골간 이형성증(progressive diaphyseal dysplasia)

은 1922년 Camurati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1) 1929

년 Engelmann이 조직의 경화소견을 보고한 이래2) 

Camurati-Engelmann disease (CED) 로 통용되고 있다. 

유병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모든 인종에서 발병하며 

재까지 200여명의 환자가 보고된매우 희귀한 상염색체 

우성질환이다. 3) 이 병의 분자유 학  원인으로는 19번 

염색체 장완 13.1 부 에 존재하는 TGF-β1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1)의 유 자 돌연변이가 밝 졌으며 

CED 환자의 90% 이상에서 검출된다.4-8)  

CED는 임상 으로 섬유성 골이형성증(fibrous dysplasia)

과 감별이 필요하다. 섬유성 골이형성증은 체 양성 골종

양의 5%를 차지하는 비교  드문 질환으로9) 부분이 단

골성이지만 그  30%에서 다골성으로 신의 를 침범

한다고 알려져 있다. 개 청소년기에 발병하고 환자들은 

이환 부 의 통증 는 모양의 변형을 주소로 병원을 찾

게 되며, 스캔 상에서 섭취의 한 증가를 보인다는 

에서 CED와 유사한 이 있다. 그러나 섬유성 골이형성

증은 비유 성 질환이며 신의 모든 를 침범할 수 있지

만, CED는 유 성 질환이며 신  에서도 주로 장골

의 골간  골간단만을 특징 으로 침범한다. 한 섬유성 

골이형성증은 모세포 활동의 이상으로 정상 골수 가 섬

유조직으로 치되어 단순 X선 상에서 방사선투과성의 

병소로 나타나지만, CED는 모세포의 과다발 으로 인해 

골피질이 두꺼워짐으로써 단순 X선 상에서는 골경화성 

소견을 보인다는 에서 감별이 가능하다. 

CED의 분자유 학  원인으로는 Janssen 등이 활성이 

증가한 돌연변이 TGF-β1 단백질에 의한 모세포의 과다

발 을 제시하 다.4,8,10) 과다하게 증식된 모세포는 조직

병리학 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11) 이러한 모세포의 과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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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증식이 X선 상  스캔에서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주요 기 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TGF-β1는 뿐만 아

니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세포에서 발 되는데

도 불구하고 CED는 주로 에서 이상을 나타낸다. 이는 

부분의 조직에서 TGF-β1으로부터 생성된 단백질이 결합단

백질과 함께 존재하여 그 활성이 억제되는 반면, 조직에

서는 유리형으로 존재하여 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본 증례는 청소년기에 장골 골간단의 골경화 소견과 함

께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척추를 제외한 신의 

로 진행된 24세 여자에 한 것으로 형 인 CED의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CED의 진단은 특징 인 방사선학  소

견과 임상증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유 학  검사가 진

단에 보완 인 역할을 한다. 특히 진단이 애매할 경우 유

학  검사가 확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12) 

이 환자는 병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스캔을 촬 하

는데 그 결과 신의 장골, 두개골, 안면골, 견갑골, 골반에

서 하게 증가된 섭취를 찰할 수 있었다. 한 단순 

X선 상에서 해당 부 의 골경화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

으므로 한 섭취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의 병변이 

CED의 침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것으로 단된다. 그

러나 양측 견갑골과 골반 부 는 증가된 섭취에 비해 단

순 X선 상에서는 경미한 정도의 골경화를 보이고 있어 

상 으로 기 상태의 병변일 것으로 상된다(Fig. 3). 

따라서 스캔에서 보이는 CED의 섭취 증가소견은 비

교  기에 단순 X선 상에서 골경화가 뚜렷하게 보이

지 않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고 신의 이환 상태를 한꺼

번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CED의 진단  추 찰에 유용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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