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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genic sacroiliits is a rare disease and the diagnosis is difficult because of unawareness of the
disease and nonspecific symptoms and signs mimicking septic hip, iliopsoas muscle abscess and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k. There are some predisposing factors related to the disease like trauma,
pregnancy, intravenous drug abuse and infection of other systems such as skin, genitourinary system
and heart. Staphylococcus aureus is the most common causative bacteria. Here we describe a case of
27-year-old woman presented with acute onset of back and left buttock pain. Bone scintigraphy
revealed increased uptake at left sacroiliac joint and computed tomography of the pelvis showed left
sacroiliitis with left iliacus and iliopsoas abscess. There was no history of usual predisposing conditions.
S. aureus was grown from blood cultures and the patient improved with 2 weeks of intravenous
cefazolin followed by 4 weeks of oral clindamycin treatment.
Sacroiliitis, Iliopsoas abscess,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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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

은 외국의 연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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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감염이 있으며

나 마비는 없었다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오른쪽은 정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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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되어 있었다 입원 후 추간판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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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 문진을 하였는데 환자는 허리 및 둔부 통증 발열

의 발열이 발생하였다

이 발생하기 전 외상력이 없으며 주사나 침 등의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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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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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요소
크레아티닌

생한 천골장골관절염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배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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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음성이었다 병변의 위치와

침범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골반 전산화단층촬영
을 시행하였으며 왼쪽 천골장골관절염과 왼쪽 천골장골관
절의 전방으로 관절과 연결을 보이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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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회 경구 투여하였다 이후 외래에서 추

적한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왼쪽 천골장골관절강의 간
격이 감소되고 관절 미란이 일부 남아있었으나 이전에 관
찰되던 농양은 소실되었다 혈액검사에서 이전에 보이던
백혈구 증가증은 소실되었으며

는

미만으

로 감소되고 허리 및 왼쪽 둔부 통증도 호전되어 항생제
중단 후 관찰 중이다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치료 자체의 어려움보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의 국내 유병률은 아직 알려져

어려워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장애물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예가 보고되어 있다

다 천골장골관절염 환자들은 대부분 발열 허리통증 둔부

살펴보면 당뇨병이 있는

통증 방사통 통증으로 인한 보행 제한 등의 다양한 증상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한 예 당뇨병이 있는

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이나 화농성 고관절염

서 ⍺ 용혈 사슬알균에 의해 발생하여 엉덩허리근 농양이

골반 농양 급성 복막염 등으로 오인되기 쉽고 이로 인해

동반된 예 그리고

정확한 조기 진단이 어렵다 비특이적인 증상과 더불어 천

발생한 증례들이다

골장골의 해부학적 특이성 역시 천골장골관절염의 진단을

이를

세 여자에서 침 치료 후 황색
세 남자에

세 여자에서 임신 후 결핵에 의해

본 증례의 환자는 주간의 항생제 정주와 주간의 경구

천골장골관절의 앞쪽으로 두 개의 천골

투여 후 회복되었다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의 치료기간

신경이 교차되는데 염증으로 인해 신경이 자극되면 하지

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소

어렵게 한다

로 방사되는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천골장골막이

주간 정맥투여를 포함하여

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

앞쪽으로 파열되면 요근이 자극을 받아 고관절통 보행 시

며 농양이 동반되거나 호전이 더딘 경우 배농이 필요한

통증 굴곡 제한 같은 고관절염에서 흔한 증상이 나타나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된다 약

비교적 드문 질환인데 침범 관절의 주변 근육 특히 엉덩

에서 천골장골관절막의 앞부분이 손상되면서

복막을 자극하여 급성 복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 자체가

년대

허리근 농양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엉덩허

외국 연구에서 증상 발현부터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을

리근 농양에 의해 천골장골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진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천골장골관절염이 진행하여 엉덩허리근 농양

일이 걸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초기에

임상적으로 의심하고 골 스캔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는

이 합병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것이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이었다

골 스캔이나 전산화

나 엉덩허리근 농양 치료 시 치료 반응이 더딜 경우 각각

단층촬영의 경우 질환 초기에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의 질환 합병 유무를 확인하고 수술적 절제 또는 배농을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의심될 경우 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천

다시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농성 천골장골

골장골관절염과 관절 주변의 엉덩근과 엉덩허리근 농양이

관절염의 진단에서 자기공명영상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함께 동반되었는데 농양의 위치가 세침흡인이나 경피적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농을 하기 어려운 부위였으며 젊은 나이의 여자로 복강

천골장골관절염이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의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외상

경 등을 이용한 수술적 배농을 원하지 않아 항생제 치료

침습적인 처치 임신 정맥 내 약물 남용 및 다른 신체부

만을 하였다 약물 치료 후 상태의 호전을 보였으며 추적

위의 감염 등이 있으며 대부분 혈행성 전파를 통해 관절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엉덩근과 엉치엉덩근의 농양과

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약

정도의 환

천골장골관절염이 큰 합병증 없이 치료되어 경과 관찰 중

자에서는 본 증례처럼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한다 특이한

이다 천골장골관절염의 치료 후 추적 관찰에서 일부 환자

점은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은 다른 화농성 관절염과 달

에서 골용해성 후유증과 함께 관절강 감소 연골밑 경화

리 소아나 청소년과 같이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주로

낭 형성 미란 강직성 변화 골증식체 등의 파괴성 퇴행

발생하며

성 병변이 동반되었지만 전반적인 임상 경과는 양호한 편

세 이상의 환자는

정도로 적은 편이다

연령 증가에 따른 관절 운동의 감소나 혈류 감소가 세

으로 알려져 있다

균의 혈행성 전파를 감소시켰으리라 여겨지는데 이와 같

본 증례에서 보듯이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은 드문 질

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아직까지 밝혀지

환으로 임상 진단이 쉽지 않은 편이다 황색포도알균이 가

지 않고 있다

장 흔한 원인균이므로 특별한 원인이나 기저질환의 동반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황색포도알

없이 황색포도알균 균혈증이 있는 특히 젊은 나이의 환자

녹농

가 허리통증을 계속 호소하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한

등도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

증상을 보인다면 화농성 천골장골관절염을 감별진단에 포

이상에서 혈액배양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할 수

함해야 할 것이다 임상적으로 천골장골관절염이 의심되

있으며 혈액배양에서 원인균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관절

면 골 스캔 자기공명영상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

천자액 배양을 해볼 수 있으며 모든 배양검사에서 음성인

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비록 골 스캔

경우 조직검사로 원인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나 전산화단층촬영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임상적으로 강

균이며 화농성 사슬알균
균
다 약

력히 의심된다면 시간 경과를 두고 다시 추적 촬영을 하
거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는 것이 화농성 천골장골관절
염의 조기 진단과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하겠다

저자들은 특별한 위험 인자 없이 심한 허리 및 왼쪽 둔
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균혈증이 진
단된 젊은 여성에서 드문 감염질환인 화농성 천골장골관
절염과 엉덩근 및 엉덩허리근 농양이 발생된 예를 경험하
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