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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Heterotopic calcification is the abnormal 
deposition of calcium salts in tissues other than bone and 
enamel, and it occurs in the form of dystrophic calcification 
or metastatic calcification. This deposition can occur under 
many conditions, but in some rare cases, it may develop in 
burns and nonhealed scars. It is difficult to treat the com-
bination of heterotopic calcification and ulceration in scar 
tissues by using conservative therapy and to determine the 
margin of excision in such cases. Our study proposes the 
use of intraoperative C-arm-guided mapping of lesions with 
heterotopic calcification, and adequate excision of ulcers in 
chronic scars where heterotopic calcification is also 
observe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2 patients and was 
conducted from January 2010 to July 2010. The first patient 
was a 63-year-old woman who presented with atypical 
calcium deposits and chronic ulceration in the lower 
one-third region of the right leg. The second patient was a 
38-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a nonhealing ulcer 
that had developed on the right leg 3 months earlier he had 
a history of 40% scalding burns on the entire body. Surgery 
is the most reliable method for treating heterotopic calcifi-
cation therefore, both patients were treated using intra-
operative C-arm-guided marginal mapping of heterotopic 
calcification, followed by release of contracture, and 
eventually split-thickness skin grafting.

Results: Plain radiographs of the leg showed spotty 

radiopaque areas in the hard part of the scar well super-
ficial to the underlying bones. Histopathological analysis 
revealed multiple foci of calcified deposits, increased 
fibrosis, and inflammation in the scar tissue. Surgery- 
related complications were not observed.

Conclusion: C-arm guided excision of calcified scars 
and the release of contracture can cure nonhealing ulcers 
and may therefore prevent recal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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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소성 석회화 (heterotopic ossification, heterotopic cal-
cification)는 정상적으로 골을 형성하지 않는 위치에 골형성

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경학적 질환 후에 발생하는 경우와 

외상성 화골성 근염, 그리고 원인 미상의 진행성 화골성 근

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2 보통 칼슘, 인의 혈중치가 정상

이면서 골조직이 아닌 연부조직에 칼슘염이 침착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칼슘, 인의 사가 항진되어 있으며 과

칼슘혈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전이성 석회화와 구

별될 수 있다.3 이소성 석회화는 정확히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외상 후 조직괴사, 혈종 등이 발생 후 혈관과 섬유

모세포의 증식이 일어나서 진행성 골화현상이 진행되거나 

골막세포가 분리되어 근육내로 파급되어 발생한다고 한다.2 
특히 화상 반흔에 발생하는 이소성 석회화는 경우에 따라 

만성궤양을 야기할 수 있는데, 찰과상 등에 의한 화상 반흔

에 생기는 궤양과 감별이 힘들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3 치료 및 예방으로는 저용량 방사

선요법, 항소염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NSAIDs) 약물요

법, 수술요법, 수술 후 스테로이드요법이나 방사선요법 등이 

있으나 연구 단계에 있고, 현재는 외과적인 절제술이 부분

을 차지하며, 광범위 절제술은 수술 후 이소성 석회화의 재

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3-7 하지만 

외과적인 절제술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술 전의 일반 방사

선사진과 수술 중의 촉진이나 육안적인 소견에 의해서 수술

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분이며, 이러한 방법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석회화 병변을 남겨둘 가능성 및 필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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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king the surgical margin.

Fig. 2. Intraoperative C-arm findings. Photograph shows fine stippled linear calcification in the scar and in the soft tissues 
away from the bones. (Left) Proximal margin showing the syringe needle and elevator. (Right) Distal margin. 

상의 광범위 절제술이 될 수 있고, 부적절한 제거 수술 자체

도 원인 인자로써 또 다른 이소성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올바른 외과적인 절제술이 필요하다.5

따라서 본 교실에서는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지에 

이소성 석회화와 만성 궤양을 동반한 2명의 환자를 상으

로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 (C-arm)을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을 이용한 외과적인 절제술은 비교적 드문 이소성 

석회화 증례를 접하는 초심자에게 보다 정확한 절제 범위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증례보고 하는 바이다.

II. 증 례

2010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내원한 환자 2명을 상

으로 하였으며, 이소성 석화화의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 방사

선촬영과 조직생검을 실시했다. 수술 시 먼저 방사선 조사량

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방사선촬영 소견과 궤양 주변부에 

있는 흉터 조직을 만져 보았을 때 딱딱한 부분의 범위를 도

안하고 여러 개의 주사침을 이용하여 경계를 정하였다. 이후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 하 주사침이 이루고 있는 경계 

부위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 상에

서 잔류된 석회화 병변이 보이는 경우에 경계 부위를 재설정

하고 안전한 절제연 (safety margin)을 선택하였고, 마킹펜

을 이용하여 절제 범위를 표시하였다 (Fig. 1). 석회화를 이

루고 있는 조직의 피부 절제연에 절개를 가하고 흉터 조직이 

없는 부위까지 절제한 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흉터 피부

피판 및 바닥 부분을 방사선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정확한 깊이가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Fig. 2).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은 시술 부위에 따라서 위치와 방

사선 조사 각도를 달리하고, 전압과 전류의 값을 조절하였

다. 또한 영상의 확  및 밝기, 조도, 세밀도 등의 미세 조절

을 통하여 절제 부위를 3차원적으로 촬영하면 절제 범위의 

설정이 가능하였다.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 하에 절제술

을 시행한 후 피부이식편의 생착이 잘 되도록 남아있는 섬유

성 조직이나 흉터 밴드를 추가로 절제하였다. 

증례 1

38세 남자 환자로 약 30년 전 양측 상지 및 하지, 가슴 및 배 

부위, 등 부위 등에 약 40% 정도의 열탕 화상을 입었으며, 경제적

인 이유로 병원 치료 없이 민간요법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었다. 
환자는 내원 3개월 전부터 우측 허벅지 부분의 화상 반흔에서 발

생한 만성 궤양을 주소로 개인병원 치료 도중 전원되었다. 내원 

당시 크기는 약 5 × 2 cm의 궤양이 관찰되었고, 궤양 주변부의 골

조직과 유사한 석회화 소견이 다발성으로 관찰되었으며, 녹농균

의 감염이 동반되어 있었다. 화상 반흔은 우측 하지의 경우 허벅지

와 무릎, 장딴지 부분에 걸쳐 있었으며, 무릎 주변부와 오금 (pop-
liteal fossa) 주변에는 화상후 반흔구축에 의하여 무릎관절 움직임

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일반 방사선촬영에서 궤양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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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atient 1. A 38-year-old man. (Left) Intraoperative C-arm findings. Resected mass shows irregulary deposited and
multiple dispersion of calcification. (Right) Image obtained two days after the surgery.

Fig. 4. Patient 2. A 63-year-old woman. (Left) Preoperative finding reveal an ulcer (size, approximately 4⨯2 cm) in the right
leg. (Center) Radiograph shows a calcified mass with an irregular boundary. (Right) Image obtained 6 months after the surgery.

 부위와 궤양에 인접한 반흔조직 하방 및 궤양 주변부에 다발성

으로 크기가 다른 석회화가 넓게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를 이용하

여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고 무릎 및 오금 부분의 화상후 반흔 

구축성형술을 시행한 후 메쉬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Fig. 3).

증례 2

63세 여자 환자로 약 40년 전에 오른쪽 장딴지 옆쪽에 고름 주머

니가 있어 자가 절개 배농을 시행하였고, 재발과 치유를 수차례 

반복하였던 과거력이 있었다. 환자는 내원 약 2개월 전부터 창상 
부위에 심한 고통이 있어 개인 병원을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

였고, 이소성 석회화로 진단받았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한 창상이 

치유되지 않고 봉와직염과 주변부로 염증이 파급되어 전원되었다. 
내원 당시 환자는 가피 및 조직 괴사를 동반한 약 4 × 2 cm의 궤양

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궤양의 주변부에는 약 5 × 4 cm 정도의 저

색소성 (hypopigmented) 과형성 흉터가 있는 소견이었다. 궤양 

중심부의 석회화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궤양 주변부 반

흔은 단단하였고, 일반 방사선촬영에서 비골 외측 피하조직에 골

조직 음영과 유사하며 경계가 불규칙한 석회화가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전신마취 하에 이소성 석회화 병변과 궤양을 방사선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절제하였고, 부분층 피부이식술로 피복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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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  찰

이소성 석회화는 골격계 외의 다른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골형성을 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명칭이고, 영양 장애성 석회

화 (dystrophic calcification, or calciphylaxis)와는 달리 정

상적인 골 (native bone)에서 볼 수 있는 골아세포 (osteo-
blast)와 판상골 (lamellar bone)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경성골종 (nerurogenic osteoma), 연조직의 위악성 골종

양 (pseudomalignant osseous tumor of soft tissue), 화골성

근막염 (myositis ossificans), 부골관절병증 (paraosteoarthro-
pathy), 위악성 화골성 근막염 (pseudomalignant myositis 
ossificans), 화골성 섬유조직염 (fibrositis ossificans), 화골

성 섬유이형성 (fibrodysplasia ossificans) 등의 다양한 이름

으로 불렸다.8 이소성 석회화의 경우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나 발생할 수 있으며, 순서는 고관절, 무릎의 내측 부위, 좌골 

부위, 어깨, 팔꿈치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1 이러한 이소성 

석회화는 고관절 완전성형술 (total hip arthroplasty)이나, 
뇌 및 척수 외상, 뇌염 (encephalitis), 파상풍 (tetanus), 회백

수염 (polio), 뇌졸중 (stroke)과 같은 신경학적 손상과 연관

되며, 특히 척수손상 환자의 20 내지 30%에서 이소성 석회

화가 생겼다는 보고도 있다.8

조직학적으로는 미분화된 중간엽 줄기세포 (mesenchy-
mal stem cell)이나 섬유모세포 (fibroblast)가 골모세포

(osteoblast)로 비정상적인 분화를 하여 골조직이 아닌 연부

조직에 석회화된 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5 하루

에 150 gm 이상 고용량의 단백질 섭취가 칼슘의 골외 침착

을 유발시킬 수 있고 피부의 전층을 포함하는 심한 화상, 
화상 반흔 구축이나 깁스 착용으로 인한 장기간의 운동제한, 
조직감염, 혈행장애, 저산소증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률

을 증가시키며, 발생률은 화상 반흔이 있는 환자들의 0.1%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6,7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자극에 한 조직의 이상반응으로 이소성 석회화가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자극으로는 국소 외상과 감염이 중요

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에 의해 골화 현상이 일어

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인자가 골형태발생단백질(bone 
morphogenetic protein)이며, 이 골형태발생단백질에 의해 

화학주성 (chemotaxis), 간엽세포의 증식 (proliferation of 
mesenchymal cells), 연골조직의 침착, 혈관형성, 골아세포

에 의한 골형성 (osteoblast-mediated osteogenesis)이 순차

적으로 일어나고 결국 정상 판상골의 형성과 함께 골의 재형

성 (remodeling)이 일어난다.8 혈청 칼슘, 인지질, 알칼리성 

인지질 분해효소의 수치는 이소성 석회화 석회화의 진단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단은 주로 일반 방사선촬영, 골
주사 검사 (bone scan)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

다.6,7

치료법 중 외과적인 절제는 석회화 주변의 섬유화와 그에 

따른 조직의 혈행 장애로 보존적 치료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법이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3 하
지만 절제 범위를 육안으로 정하거나 수술 전에 시행한 일반 

방사선사진으로는 정확히 결정하기는 어렵다. 경우에 따라

서는 궤양이 상 적으로 넓고 심한 경우, 수술 중 지방층 

내까지 침범한 경우, 궤양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피하조직 

하에도 석회화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3 
특히 이러한 경우에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 하에 절제술

을 시행한다면 석회화된 병변을 좀 더 완전하고 안전한 절제

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의 장점은 

창상의 위치나 깊이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동이 용이하여 

다발성 병변에도 사용 가능하고, 전압이나 전류값 등을 자유

자제로 조절하여 방사선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상

에서 영상의 확 , 명도, 조도, 선명도 등을 조절할 수 있으

며,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상구 등3도 화상 반흔에서 

생긴 이소성 석회화의 치료에서 수술 전 일반 방사선사진과 

육안적인 판단으로 절제하였는데, 2례에서 가장자리 피부이

식편이 생착되지 못하고 궤양이 다시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자들은 원인으로 염증조직의 제거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주변부의 섬유화가 매우 심하고 혈행 상태가 있었다고 하였

다. 이에 본 저자들은 추가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미세한 석

회화의 병변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 일반적으로 화상 반흔에 생긴 이소성 석회화가 증상이 

없을 시에는 선별 검사를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수술은 적용하기 힘들며 그 효능성에 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3 이소성 석회화로 인한 궤양은 보존적인 치료로 완치

가 힘들고 만성적이지만 경과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

시키며 다른 궤양 및 창상과 육안적으로는 감별이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환자나 창상이 이소

성 석회화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통한 석회화된 조직의 완전한 제거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소성 석회화 병

변의 완전한 제거술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제 범위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때 방사선 영상장치 모니터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경험이 많지 않은 외과의라도 방사선 

영상 장치를 이용한다면 이소성 석회화의 재발이나 피부이

식편의 손실을 줄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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