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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관절은 신체 내에서 석회화 건염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

로, 석회화 건염은 견관절 동통 증후군의 약 10%를 차지 한

다.1-6) 견관절에 발생하는 석회화 건염은 회전근개 중 극상근

건에 가장 호발하고 견갑하근 건에는 드물게 발생한다.1-3) 발

병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건 조직의 저산소증

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4,5) 부분의 경우 회전

근개 석회화 건염은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자연 회복되

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나, 보존적 치료가 실패할 경

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6-8)

증 례

42세 여자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내원 약 1달 전부터 경미한 지속적 통증이

발생하 고, 약 3주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통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 시행하 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전원

되었다. 신체 검사에서 우측 어깨 전방부의 상완골 소결절 부

위에 압통을 호소하 다. 심한 통증 발생으로 모든 방향의 견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관절 운동 범위와 기타 신체 검사를 정

확히 시행할 수 없었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액와 촬 에서 상

완골 소결절 전방에 경계가 명확하고 균질한 방사선 비투과

성을 보이는 병변을 발견하 다(Fig. 1A, B). 자기공명 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서는 상완골 소결

절 견갑하근 건 부착부의 전방에 인접하여 T1과 T2 강조

상에서 모두 저신호 강도를 보이는 1.5×0.6×0.5 cm 크기의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A, B). 견갑하근 건에 발생한 석회

화 건염으로 판단하고 우선 견봉하 공간 내 스테로이드 주사,

물리치료,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1주 정도 경과

관찰을 하 으나 증상 개선 없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의 통증이 지속되어 전신마취 하에 관절경적 석회 침착 제거

술을 시행하 다. 수술은 환자를 측와위로 눕히고 표준적인

전방 및 후방 삽입구를 이용하 다. 척추 침을 이용하여 석회

침착 위치를 찾고 건의 주행과 평행하게 약 1 cm의 절개를 가

견견갑갑하하근근 건건에에 발발생생한한 석석회회화화 건건염염의의 관관절절경경적적 치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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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탐색자(probe)을 이용하여 석회 침착을 제거하고(Fig.

3) 철처한 견봉하 공간의 세척을 시행하 다. 석회 제거 후 견

갑하근 건 봉합술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날부터 능동

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 다. 술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석회 침착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Fig. 4A, B), 술후 1주 이

내에 극적인 통증 감소를 보 고, 술후 3개월 추시상 통증 없

는 상태로 완전한 관절운동 범위를 보 다.

고 찰

회전근개의 석회화 건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Bosworth1)는 무증상의 5,061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2.7%의 발생률을 보고하 다. 그의 연구에서 석회화 건염 발

생 빈도는 순서 로 극상근, 극하근, 소형원근에서 많고, 견갑

하근에서는 3.6%의 발생률을 보고하 으며, 다른 문헌상에

도 극상근에서 가장 흔하고 견갑하근에서는 드문 것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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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operative Anteroposterior and axillary views of the shoulder show homogeneous deposites with uniform density and a well

defined periphery.

A B

Fig. 2. Axial views of MRI show homogeneous low signal intensity of anterior aspect of subscapularis tendon on both T1WI and

T2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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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2,3,9) 많은 연구자들이 여성에서 많은 발생률에 동의하

고 있으나,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 다는 보고도 있다.1) 발

병 연령으로는 30-50세 사이의 연령에서 많은 발병률을 보고

하 다.1,2)

발생 원인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Codman10)은 노화

과정에 의한 회전근개 내의 관류 감소가 건조직의 퇴행과 괴

사를 가져오고 이에 의해 석회화가 유도된다고 하 다. 그러

나 이 가설은 자연치유되는 질환의 자연 경과와 70세 이상 고

령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

점이 있다.4,7)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반사성 석

회화(reactive calcification)로, 연부조직의 저산소증이 건

내에 섬유연골 화생(fibrocartilage metaplasia)을 유발하

고 석회 침착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 다.4,5) 반사성 석회화는

석회화 전기, 석회화기, 석회화 후기를 거치고, 석회화기는 다

시 형성기와 흡수기로 나누어지며, 형성기에서의 석회 침착

은 분필가루와 같은 양상으로 무통이거나 만성 통증을 일으

키고 흡수기에서의 석회 침착은 크림이나 치약 같은 양상으

로 급성 통증을 일으킨다.4,5)

DePalma와 Kruper2)는 방사선학적 형태를 기준으로

Type I: fluffy, fleecy appearance with poorly defined

periphery, Type II: discrete, homogenous with uni-

form density and a well defined periphery로 나누었고,

Uhthoff와 Loehr4)는 이 분류가 각각 석회화기의 흡수기와

형성기에 해당한다고 하 다. 본 증례는 방사선학적으로 경

계가 분명하고 균질한 방사선 비투과성을 보 고, 관절경적

으로 분필가루 형태를 보 다는 점에서 생성기에 해당하지만

심한 급성통증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생성기의 양상과 부합

하지는 않았다.

몇몇 연구자들은 조기 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으나, 부분의 연구자들이 보존적 치료를 우선

적으로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가 실패하 을 경우 수술적 치

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6,7) 보존적 치료는

NSAIDs의 투여, 견봉하 공간 내 스테로이드 주사,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주사침 흡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술적 치료의 일반적 적응증은 (1) 증상의 진행, (2)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지속적 통증, (3) 보존적 치료 후에도 개

선되지 않는 증상이며,8) 흡수기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거의 필

요하지 않다.4) Gartner11)는 3년 추시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치 한 침착은 33%에서, 솜털 같은 침착은 85%에서 침착이

사라졌다고 하여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술적 치

료에는 개방적 수술과 관절경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개

방적 수술에 비해 관절경적 수술은 재활기간이 짧고 기능적

결과가 우수하고 미용적으로 좋으나, 기술적으로 어렵다.12)

정확한 석회 침착의 위치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 전 3D

Computed Tomography (CT), 수술 중 방사선 투시기의

사용, 수술 중 초음파 검사, 척추 침을 이용한 탐침 등의 방법

이 사용된다. 저자들은 극상근 석회화 건염에 하여 수술 중

환자를 측와위로 눕히고 전후면 방사선 투시기 촬 을 사용

하여 왔으나, 견갑하근 석회화의 경우 전후면 방사선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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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rthroscopic view shows typical snowstorm during

removal.

Fig. 4. Postoperative views of show complete removal of calcific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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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으므로 해변의자 자세로 액와면 방사

선 투시기 촬 을 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Sirveaux 등13)은 견갑하근 건의 관절와상완 관절에서의 접

근시 통증의 지속기간과 직업 복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일상적 관절와상완 관절의 검사는 적절치 않다고 지

적하며, 점액낭에서의 접근만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 다. 그

러나 견갑하근 건의 상방, 내측에 존재하는 석회 침착은 회전

근개와 오구돌기하 공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관절와 상

완 관절에서의 접근을 통한 석회 침착의 제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9) 본 증례에서 저자들은 표준적 삽입구를

통하여 점액낭면에서 접근하 는데, 이 경우 30。관절경보다

는 70。관절경에서 견갑하근 건 전면의 좋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

석회 침착의 제거 정도에 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제거 정

도와 증상의 개선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석회 침착

의 완전한 제거를 권유하는 연구들이 있다.7,14) 그러나 석회침

착의 완전한 제거가 통증 완화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연구들

도 보고되고 있다.5,12) 문헌 고찰을 통하여 저자들은 석회 침착

의 제거 정도가 장기 추시 결과보다는 증상의 개선 속도와 연

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착상을 하 다. 본 증례는 보존적 치

료 기간이 약 4주로 비교적 짧은 제한점이 있으나 수술적 치

료로 빠른 증상의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 관절경적 제거를 통

하여 일관되고 빠른 증상의 개선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기 수술

적 치료도 좋은 치료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향후 많

은 증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회전근개의 석회화 건염은 견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나 견갑하근 건의 석회화 건염은 매우 드물다. 견

갑하근 건의 석회화 건염에 하여 관절경적 석회 제거술을

시행한 증례는 비교적 드물고, 국내 논문으로는 개방적 수술

을 통해 치료한 증례는 있었으나 관절경을 이용하여 제거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견갑하근 건에 발생

한 석회화 건염에 하여 관절경적 석회 제거술을 통하여 좋

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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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의 석회화 건염은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순서 로 극상근, 극하근, 소형원근

에서 많이 발생한다. 견갑하근의 석회화 건염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며 이에 한 관절경적 치료 증례 역시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견갑하근 건에 발생한 석회화 건염에 하여 관절경적 치료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견관절, 견갑하근, 석회화 건염, 관절경적 치료

초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