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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흉쇄관절 관절증으로 오인된 전이성 폐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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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astatic Lung Adnocarcinoma Misdiagnosed 
as Trauma Induced Sternoclavicular Joint Arth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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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valence of metastatic tumorous lesion at medial clavicle or sternoclavicular joint is low. Herein, we presented 

a 45-year-old female patient with left sternoclavicular joint pain followed a weight-lifting exercise. The patient was 

initially diagnosed as traumatic sternoclavicular arthrosis, however, on later computed tomography scan 

demonstrated the bony destruction of medial clavicle which was diagnosed as metastasized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after a fine needle bio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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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쇄골 내측단에 발생하는 외상 및 질환은 대체적으로 그 

유병률이 낮으며1), 대표적인 외상성 병변으로 흉쇄 관절의 

염좌, 쇄골 내측단의 골절, 흉쇄 관절 전후방 탈구가 있으며, 

그 외 질환으로는 흉쇄 관절의 관절증, 내측 쇄골 말단의 골 

증식증, 치밀화 골염, 전이성 암 병변 등이 있다2). 이 중 내측 

쇄골 말단의 전이성 암 병변의 유병률은 매우 낮으며, 내측 

쇄골말단 통증이 초기 진단의 단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3). 

본 증례는 45세 여환이 중량 운동 후 발생한 좌측 흉쇄 

관절의 통증으로 본원 외래에 내원하여 흉쇄 관절의 관절증으

로 초기 진단되었으나, 추시 도중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상 골 파괴 소견이 나타나 전이성 암 병변을 의심 

후, 병리조직 검사 결과상 비소세포성 폐선암의 전이로 진단된 

경우이다. 

증    례

45세 여환이 한달 전 덤벨을 이용하여 중량 운동 후 발생한 

좌측 흉쇄관절 부위 통증으로 개인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다. 특이 과거력은 없는 상태이며 신체 검진상 좌측 

흉쇄 관절부위에 중등도의 압통이 관찰되었고 목빗근 및 등세

모근의 당김 증상을 호소하였다. 혈액 검사상 적혈구 침강속도

는 28 mm/hr (0–20 mm/hr), C 반응성 단백은 0.13 mg/dL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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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 specific abnormality was observed on clavicular X-ray at first visit (A). However, the periarticular soft tissue

swelling with subcutaneous fat infiltration was observed at left sternoclavicular joint (white arrow) (B). 

Fig. 2. The periarticular soft tis-

sue swelling with subcutaneous 

fat infiltration was observed at 

left sternoclavicular joint after 2 

month (white arrow) (A). With 

2-month interval, the osterolysis

with sternoclavicular joint de-

struction was progressed rapidly

(white arrow) (B). The destruc-

tive pattern of medial clavicle 

was observed at 4-month fol-

low-up after the first visit (C).

mg/dL), 항핵항체 검사(–), 항 스트렙토리신-O 검사(–), 항 CCP 

항체 ＜7.00 U/mL (＜20 U/mL), 류마티스 인자(–)이었으며, 

X선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고, 개인병원에서 촬영하였던 

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연부조직의 종창 소견 외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환자는 비스테로이드 항소염제

(Prodag Tab. nabumetone 500 mg; Chodang, Seoul, Korea) 복용 

한달 후 외래 추시를 시행하였으며, 압통은 경도로 감소하였으

나 지속되는 좌측 경부 외측부 통증에 대해 표/심층 온열 

요법 및 간섭파 치료, 단순운동치료를 추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한달 뒤 외래 추시 관찰을 하였다. 

추시 2개월 째 신체 진찰상 좌측 흉쇄 관절 부위 및 쇄골 

내측 압통 지속되었으며, 종창이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추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상 좌측 흉쇄 관절의 연부 조직의 부종 

등으로 염증성 흉쇄 관절증으로 진단하여(Fig. 2A), 좌측 흉쇄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Tamceton injection 40 mg, Triamcinolone 

Acetonide 40 mg/mL; Hanall Boipharma, Seoul, Korea)를 시행하

였으며, 경부 및 어깨 외측으로 치우친 통증에 대해서는 마취 

통증 의학과 협진을 통한 상 견갑 신경 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를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외래 추시 신체 진찰상 

내측 쇄골 말단의 증식은 더 심해진 상태로 통증도 지속되는 

양상이었으며,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도 쇄골 내측단의 골파괴 

소견이 관찰되어(Fig. 2C) 시행한 추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에

서는 2개월전에 비해 증가된 좌측 쇄골 내측의 국소적인 골용

해(osteolysis) 및 흉쇄관절 파괴(joint destruction) 소견이 관찰

되었다(Fig. 2B). 이에 초음파 유도하 침 생검술을 시행하였으

며, 생검 시 관찰된 초음파 검사 소견상(Fig. 3A)에서 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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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bony expansile and osteolytic solid mass lesion with heterogenity on medial end of left clavicle with 3.1×3.6×2.8 cm

size was observed on ultrasonography (A) and no intralesional vascularity was observed by color Doppler study (B).

Fig. 4. Adenocarcinoma with subtle papillary pattern (ast-

erisks) was noticed on H&E stain of core biopsied tissue

(H&E, ×200).

3.6×2.8 cm 크기의 고형 종물이 관찰되었고, 도플러 검사에서 

병변 내 혈관분포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3B). 환자의 초기 

방문 및 추시에서 어떠한 호흡기 증상 및 전신상태의 갑작스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 염색 검사상(Fig. 4) cytokeratin 7, thyroid tran-

scription factor 1은 양성 소견이었고, estrogen receptor는 양성, 

cytokeratin 20, progesterone receptor는 음성 소견으로 관찰됨에 

따라 전이성 폐 암종을 의심하였으며4), 이후 흉부 컴퓨터단층

촬영 검사, 복부 및 골반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전신골주사 

검사, 양전자 방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상 양전자 방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및 골주사 

검사상에서 대뇌, 폐 좌하엽, 좌측 흉쇄골, 제10 흉추, 5요추 

및 장골과 고관절에 양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상에서는 폐 좌 하엽에 3.5×5 cm 크기

의 종물이 관찰되며, 이의 병기는 대동맥 벽을 침범하는 비소

세포 암 4기(T4M1b)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현재 Tarceva (Erlotinib hydrochloride 150 mg P.O 

qd;  Roche, Basel, Switzerland)와 병행한 방사선 치료(whole 

brain radiotherapy) 2.5 Gy per day 5 days per week to 35 Gy를 

시행하는 완화치료 상태이다. 

고    찰

외상에 의한 내측 쇄골부위 통증 시 성인에서는 흉쇄관절의 

염좌가 가장 흔하다2). 그러나 이러한 손상은 활동적이며 젊은 

환자들이 강한 손상기전을 통해 발생하며, 이들 대부분은 병원

을 찾을 만큼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자연 관해의 경과를 

이룬다5).

다음으로는 흉쇄관절의 탈구가 있으며 이는 컴퓨터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되고, 도수정복 및 통증 치료가 

주가 된다6). 

외상 없이 발생하는 흉쇄관절의 통증으로는 흉쇄 관절의 

관절증, 흉쇄 관절의 골과다 증식증, 내측 쇄골 말단의 골 

증식증, 치밀화 골염, 전이성 암 병변이 있다1). 

가장 흔한 흉쇄 관절의 관절증은 컴퓨터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장치로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치료로는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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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이드 항 염증제 및 초음파 하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다2).

본 증례처럼 외상력이 동반된 내측 쇄골 통증 환자의 경우 

방사선 검사 및 컴퓨터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내측 쇄골 

골절 및 탈구 및 관절증 등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2). 

그러나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특별한 전신 증상이 없었으

며, 운동 후 발생한 통증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외상성 흉쇄 

관절의 관절증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저자들은 환자의 통증

을 비스테로이드 항 염증제를 통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할 것이며, 증상완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치료를 지속하며 관찰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통증이 좌 흉쇄골부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부종은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이에 컴퓨

터단층촬영 추시와 초음파 검사하 생검을 통해 전이성 폐암을 

확진하였다. 

흉쇄관절 부위는 암의 유병률이 높지 않은 부위이며 암의 

발현 시 원발암 보다는 전이성 암의 빈도수가 높고 악성의 

빈도가 양성보다 높은 곳이며7) 폐암의 병소로서 유병률이 

높지 않다. 폐암의 경우 골 전이의 약 1%에서만 쇄골부위에 

병소가 나타나며3) 많은 의사들이 쇄골부위 종양에 대한 경험

이 부족하여 폐암의 전이에 의한 쇄골 내측 부위 통증을 오진하

거나 놓칠 수 있다8). 

쇄골 내측의 통증을 가진 환자들의 전이암 유병률은 높지 

않고 신경 및 혈관 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침습적인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지양되나 전이성 병변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하다5). 

본 증례와 같이 흉쇄관절 부위 또는 내측 쇄골부위에 지속되

는 통증 및 부종 존재 시, 과사용에 의한 관절증 등으로 오진하

는 실수를 하지 말고, 추시 신체진찰상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없이 악화되는 상황이면, 컴퓨터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골

주사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에 의한 추시 관찰보다는 종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심하

에, 적극적인 조직검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조기 진단에 유리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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