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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와낭종의 슬와동맥 압박으로 유발된 간헐적 파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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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ittent Claudication Caused by Popliteal Artery Compression of 
Popliteal C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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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arterial disease is caused by atherosclerosis in the arteries causing an insufficient blood flow to the muscles and tissues. 
Peripheral arterial disease in the lower limbs is the main cause of intermittent claudication. Less commonly, the etiology of intermit-
tent claudication can be extrinsic to vascular structures such as arterial aneurysm, arterial dissection, embolism, popliteal entrap-
ment syndrome, and adventitial cystic disease. A 69-year-old man was referred to Sanggye Paik Hospital because of intermittent 
claudication. He had a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and dyslipidemia and he was current smoker. His right ankle brachial index is 
0.74. Lower extremity artery computed tomography scan was performed and it revealed the right popliteal cyst compressing the 
right popliteal artery. We performed the arthroscopic cyst drainage and after the procedure, intermittent claudication resolv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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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ial disease)은 동맥경화가 가장 흔
한 원인이며 하지의 근육조직에 불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인해 간
헐적 파행증(intermittent claudication)으로 증상이 발현된다. 간헐
적 파행증은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대퇴슬와 동맥질환이 있는 60
세 이상의 환자에서 자주 발생하며 운동에 의해 심해지고 휴식에 
의해 호전되는 특징을 가진다[1].
간헐적 파행증의 원인 질환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에 의한 하지 

말초동맥의 폐색이 가장 흔한데 동맥폐색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슬와동맥류, 슬와동맥포착증후
군(popliteal entrapment syndrome), 외막낭성질환(adventitial cys-
tic disease), 버거씨병(Buerger’s disease) 등이 그 예이며 주로 젊은 

나이, 심혈관 위험인자가 적은 환자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다[2]. 슬
와낭종(베이커 낭종)에 의한 슬와동맥 압박은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6개 증례만 보고된 매우 드문 현상이
다. 저자들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많은 환자에서 간헐적 파행증
이 나타나 처음에 말초동맥질환으로 판단하였으나 슬와낭종에 의
한 외부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69세 남자가 3년 전부터 평지를 빠르게 걷거나 언덕을 오를 때 답
답한 느낌의 가슴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통증은 운동할 때 심해졌
으며, 2-3분 지속되다 쉬면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환자는 20년 전부터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투약 중이었고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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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우측 무릎 인대 손상으로 수술한 적이 있었다. 담배는 40년 동안 
하루 1갑 피우고 있었고 술은 주 4-5회 1회당 소주 1병 마시고 있었
다. 가족 중에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심전도검사에서 ST 분절 상승 및 하강, T파 역위 그리고 Q파는 

관찰되지 않았다. 단순 흉부 X선검사에서도 심비대는 관찰되지 않
았다. 신체검진에서 체중은 60 kg, 키는 174 cm였으며, 혈압 120/60 

mm Hg, 맥박 수 84회/분, 호흡 수 18회/분, 체온 36.5°C였다. 심음
은 규칙적이었으며, 심잡음은 없었고, 호흡음도 정상적이었다. 말초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로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나이가 있어 협

심증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여 선별검사로 운동부하검사(exercise 
treadmil test)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4분 동안 5.8 metabolic equiv-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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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T angiography. (A) Preoperative axial CT scan showed a 3.0× 3.7-cm-sized cystic mass (red arrow) in deep popliteal fossa, 
compressing the right popliteal artery and veins. (B) 3-Dimensional volume rendering image showed complete obstruction of the arterial lumen (green arrow). (C, D) 
Postoperative CT scan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f size of the cystic mass to 1.0× 1.8 cm (red arrow) and restoration of the arterial lumen (green arrow). CT, com-
puted tomography.



슬와낭종의 슬와동맥 압박으로 유발된 간헐적 파행증  •  최성진 외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21(2):221-226 http://jsms.sch.ac.kr      223

alent tasks까지 운동한 후 우측 다리 통증으로 힘들어 검사를 중단
하였다. 운동부하검사 심전도에서 ST 분절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
았다.
외래에서 운동부하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우측 다리 통증에 대한 

병력 청취를 다시 하였다. 환자는 한 달 전부터 평지를 200 m 걸으
면 우측 종아리가 아파 쉬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2-3분 쉬면 호전되
었다고 하였다. 우측 대퇴동맥은 좌측과 동일하게 만져졌으나 우측 
슬와동맥과 우측 발등동맥을 만졌을 때 좌측에 비해 약하게 느껴
졌다. 우측 하지는 따뜻하였으며, 피부 색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다. 발목상완지수(ankle brachial index) 측정결과 우측 0.74, 좌측 
1.18로 우측이 감소되어 있었다. 이에 말초동맥질환을 의심하여 하
지동맥 전산화 단층촬영(lower extremity artery computed tomog-
raphy)을 시행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3 cm 크기의 저음영의 내용물을 보이는 

낭종에 의해 슬와동맥이 압박되어 막혀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Fig. 1A). 슬와동맥 외 다른 부위에서는 협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동맥 내부의 동맥경화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1B). 슬와동맥의 외
부압박으로 인한 파행증으로 판단하여 낭종에 대한 수술 위해 정
형외과에 의뢰하였다.
정형외과에서 우측 무릎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다. 후방 십자 

인대 뒤쪽으로 낭종이 관찰되었으며 관절 내에서 발생하여 관절과 
교통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Fig. 2). 또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도 함께 관찰되었다. 환자는 입원하

여 반월상 연골 파열 및 낭종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진행하였다.
후방 십자 인대의 외측으로 관절경을 접근하여 낭종의 체크 밸

브를 제거하고 낭액을 배액하여 감압을 시도하였다(Fig. 3). 수술 
중 우측 발등동맥 맥박이 좌측과 같은 강도로 촉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우측 발목상완지수가 1.18까지 회복되었으며 운

동 시 우측 종아리 통증도 사라졌다. 수술 한 달 뒤 전산화 단층촬
영을 추적하였다. 낭종은 3.0×3.7 cm에서 1.0×1.8 cm로 감소하였
고(Fig. 1C), 슬와동맥으로의 혈류도 향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D).

고  찰

말초동맥질환은 관상동맥을 제외한 전신동맥질환을 의미하기
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지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한 만성 폐쇄성 질
환을 일컫는다. 40세 이후 발병하기 시작하며, 나이가 들수록 증가
하여 60-69세 인구의 5%에서 발생하고, 70세 이상에서는 15-30%
에서 발생한다[3].

2005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American Heart Associ-
ation 가이드라인에서 조사된 임상 증상의 분포는 무증상(20-
50%), 비특이적 통증(40-50%), 간헐적 파행증(10-35%), 임계 하지 
허혈(1–2%)이다[2].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간헐적 파행증이란 운동
에 의해 악화되고 운동 및 보행을 중단하고 쉬면 호전되는 근육의 

A B

Fig. 2.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Sagittal proton density-weighted image and (B) axial T2-weighted image shows a multi-loculated and septated 
cystic mass (arrows), which arises intraarticularly just posterior to posterior cruciate ligament, communicating with joint space. It extends posteriorly into the space 
between medial and lateral heads of gastrocnemius. Popliteal artery and veins are not visible at thi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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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말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혈류량의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해서 발생한다[4].
말초동맥질환의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

로 관상동맥의 위험인자와 비슷하다[3]. Framingham 심장연구에 
의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40 mg/dL가 증가할 때마다 간헐적 파
행증 발생의 위험도가 1.2배 증가하였으며, 흡연의 경우 하루 10개
비 증가가 1.4배, 당뇨병 환자의 경우 2.6배, 경도의 고혈압의 경우 
1.5배, 중증도의 고혈압의 경우 2.2배 증가하였다[5].
말초동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발목상완지수를 측정해야 한다. 

발목상완지수가 0.9 이하인 경우 말초동맥질환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전산화 단층촬영이 많이 사
용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혈관조영술은 말초
동맥질환의 표준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변의 위치와 정도
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수술이나 경피적 혈관확장술 등
을 고려할 때 사용된다[4].
간헐적 파행증은 하지동맥경화에 의해 가장 흔히 발생하지만, 하

지동맥 폐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맥류(arterial aneurysm), 동맥박리(arterial dis-
section), 색전증(embolism), 슬와동맥포획증후군, 외막낭성질환, 
버거씨병 등이 있다[2]. 또한 간헐적 파행증은 혈관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인성 파행증과 퇴행성관절염 등에 의한 근골격계에 원인에 의
한 파행증이 그 예이다[2].
본 증례의 환자는 69세로 고령이었으며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이 있어 동맥경화성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간헐적 파행증이 
있으면서 우측 발목상완지수가 0.74로 감소되어 있어 말초동맥질

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슬
와동맥을 압박하는 낭종이 관찰되어 이것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었다.
슬와동맥에 발생하는 낭성 질환은 외막낭성질환(adventitial 

cystic disease)과 슬와낭종이 있다. 조직검사를 통해 확실히 감별할 
수 있으나 환자는 시행하지 못하였다. 외막낭성질환의 경우 혈관 
외막(adventitia)에서 발생하므로 혈관을 따라 둘러싸듯 낭종이 형
성되고 슬와낭종은 활액막(synovium)에서 발생하므로 혈관 외부
에서 낭종이 형성되어 혈관에 섬유화되어 부착되어 있다[6]. 외막
낭성질환은 대개 관절과 교통하고 있지 않으며 슬와낭종은 관절과 
교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6]. 외막낭성질환은 관절 내 병변을 동
반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슬와낭종은 대부분 관절 내 병변을 동반
한다[7]. 증례의 환자는 낭종이 슬와동맥 외부에서 압박하는 형태
였으며 관절과 교통하고 있었고 관절 내 병변으로 반월상 연골 파
열도 동반되어 있어 슬와낭종으로 진단하였다(Fig. 2).
슬와낭종은 슬관절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낭성 종양으

로, 보통 슬와부 내측에 위치한 비복근(gastrocnemius)과 반막양
근(semimembranosus) 사이의 약해진 점액낭 내로 관절액이 유출
되면서 형성된다. 1840년 Adams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1877년 Baker의 논문에서 Baker’s cyst로 명명되어 현재까지 통용
되고 있다[7].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였을 때 약 5%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 주로 내측 비복근과 반막양근 사이에
서 후내측으로 발생하지만 증례의 환자는 특이하게 후방 십자인대 
뒤쪽으로 관절낭을 뚫고 나와 비복근의 내측 두(medial head)와 
외측 두(lateral head) 사이에서 발생하였다(Fig. 2).
슬와낭종은 흔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무통성 종물이나 

A B

Fig. 3. Intraoperative photograph. (A) Intraoperative photograph showed yellowish jelly-like material released by cystic mass during arthroscopic cystostectomy. (B) 
The cyst W was resected and the popliteal cyst was communicated with knee joint by the enlarged opening. W,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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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 reports of popliteal artery compression due to popliteal cyst

Year Symptom Age (yr)/sex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 Diagnosis Treatment

Prichard et al. [9] (1990) Intermittent claudication 60/M Smoking Arteriogram, US, 
computed tomography

Open excision

Clarke et al. [6] (1988) Intermittent claudication 38/M None Arteriogram Open excision, vein graft
Olcott and Mehigan [10] (1986) Lower extremity ischemia 52/M None Arteriogram, US Open excision, vein graft
Krag and Stansel [11] (1982) Intermittent claudication 58/M Smoking Arteriogram Open excision
Schlenker et al. [12] (1974) Foot pain, numbness 56/M Smoking Arteriogram Open excision
Robb [13] (1960) Ankle pain on walking 39/M Smoking Arteriogram Open excision, vein graft

M, male; US, ultrasonography.

슬와부 통증, 종창, 슬관절 운동장애 및 주위 조직의 압박으로 증
상을 유발할 수 있다[7]. 주위 조직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신경 압박, 정맥 압박, 동맥 압박, 낭종의 파열에 의한 구획
증후군이 그 예이다. 신경 압박은 주로 경골신경(tibial nerve)을 누
르게 되며 비복근 위축으로 인한 근력저하가 생긴다. 슬와정맥을 
압박 시에는 종창 같은 심부정맥 혈전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슬와동맥 압박 시에는 허혈성 통증 및 간헐적 파행증을 보이게 된
다[8]. 신경과 정맥 압박은 비교적 자주 보고되나 슬와동맥 압박으
로 인한 간헐적 파행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슬
와동맥은 단단한 혈관벽과 높은 혈압을 가지며 해부학적으로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8]. 슬와낭종의 슬와동맥 압박은 국내에
서는 보고된 바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6개 증례만 보고되었다
[6,9-13] (Table 1).
슬와낭종은 일반적으로 관절 내 병변이나 관절 삼출이 동반되며 

이를 통해 크기가 증가하면서 저항이 적은 근육 사이로 낭종이 확
장된다.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가장 흔히 동반되며, 이 외에도 외
측 반월상 연골 파열,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추벽증후군 등과 
동반될 수 있다[7,14]. 낭종은 약 반수에서 슬관절과 교통하고 있으
며 밸브 기전이 있어 관절 내에서 낭종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액체
의 흐름이 있어 낭종이 커지게 된다[14,15].
슬와낭종의 치료의 중심은 보존적 치료이다. 낭종은 대개 증상

이 없으며,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많은 환자에서 경과 관찰
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증상이 있다면 진통제, 흡인, 스
테로이드 주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상당수에서 재발한다[7]. 과거에 
관혈적 수술이 시행되었으나 재발률이 50% 이상으로 높아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였다[15]. 이는 관혈적 수술로는 관절 삼출을 유
발하는 관절 내 병변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고 슬관절과 교통하고 
있는 밸브에 대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이다[15].

1999년에 처음으로 슬와낭종에 대해 관절경 치료가 도입되었다. 
관절경 수술의 장점은 관절 내 병변에 대한 치료와 슬관절과 교통
하고 있는 밸브에 대한 치료를 모두 할 수 있어 재발률을 현저히 낮
출 수 있다는 것이다[14,15]. 2011년 Ahn 등[14]은 31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슬와낭종에 대해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에

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수술 후 자기공명영상에서도 17명의 환자
는 낭종이 사라졌으며 14명의 환자는 낭종의 크기가 감소하여 모
든 환자에서 호전을 보였다[14]. 관절경 수술은 슬와낭종의 재발률 
관점에서 관혈적 수술보다 효과가 훨씬 우월하여 관혈적 수술에 
대한 훌륭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간헐적 파행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동맥경화 위험인자가 많아 

말초동맥질환으로 생각하였으나 슬와낭종으로 진단되어 수술 진
행 후 호전되었다. 간헐적 파행증의 원인으로 말초동맥질환이 가장 
흔하지만 하지동맥의 외부 압박에 의해서도 가능함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슬와낭종에 의한 슬와동맥 압박으로 간헐
적 파행증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며 국내에서 처음으
로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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