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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The comparison was based on the radiographc and clinically differences of 96 vertebroplasty cases 

P u r p o s e: This study evaluat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of performing percutaneous vertebroplasty for acute or suba-

cute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group A) and for posttraumatic vertebral collapse (Kummell’s disease) (group B).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s a minimal invasive procedure for the treatment of a painful col-

lapsed vertebral body 

Materials and Methods: We experienced 67 cases of group A and 29 cases of group B, and we followed these patients for 2

years or more. We evaluated the clinical results by using the serial visual analogue scale (VAS) and the radiological result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he restoration of the anterior vertebral height and the change of the kyphotic angle. We also

compared both groups for their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new fracture rate.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pain relief was obtained by both groups in the perioperative period. The average VAS change

was 6.5 (from 8.7 preoperatively to 2.2 postoperatively) in group A, and 7.1 (from 9.1 preoperatively to 2.0 postoperatively) in

group B on a 10 point pain scale. The anterior vertebral height increased an average of 4.9mm (16.5%), (from 16.8mm preopera-

tively to 21.7 mm postoperatively) in group A, and 6.5 mm (21%) (from 12.8 mm preoperatively to 19.3 mm postoperatively) in

group B on the perioperative period. But the height was minimally decreased more that it was measured at the immediate post-

operative period: 18.7 mm in group A, and 16.2 mm in group B on the last follow up. The kyphotic angle was restored an aver-

age of 5.2 degrees (from 32.4 degrees preoperatively to 27.2 degrees postoperatively) in group A, and 4.9 degrees (from 39.5

degrees preoperatively to 34.6 degrees postoperatively) in group B on the perioperative period. But the angle was increased more

than that measured preoperatively: about 1.7 degree in group A and group B on the last follow up. There’s no significant dif-

ference in the BMD between the groups. New fracture developed in 17.9% (12) of group A, and 20.7% (6) of group B. We did



서 론

척추성형술이란골 대체물질을 척추내로 삽입하여척

추체의 보강에 의해 추체를 안정화시켜 동통을 감소시

키는 것이다. 골시멘트를 이용한 척추성형술은 1 9 8 7년

Galibert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으며, 초기에는 추체의

혈관종 환자에서 추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었으나1) 그 이후에 전이암, 골수종, 임파종, 악성 조직

구증, 추체골절에 광범위하게응용 되어지고있다. 

최근에 노년 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에 의한 추체의

압박골절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

존적요법에 잘반응하고 있다2).

외상후 척추붕괴증(post-traumatic vertebral collapse

syndrome), 혹은 Kummell씨 병은 1891년 Kummell이 가

벼운 외상 이후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증상이 없다가3,4,5)

나타나는외상후척추붕괴증 5례를 보고한이래알려진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임상적으로는 극심한 동통을 동

반하는후만증을나타내며척추체의단순방사선소견상

척추체나추간판 내에음영(vacuum phenomenon)을 보이

는 경우가 많다6 , 7 , 8 , 9 ). 단순방사선 소견 외에도 이에 대한

골스캔, 전산화단층 촬영, 자기공명영상검사 등에 대한
1 0 , 1 1 ) 보고는많이있지만임상경과나발병기전에대하여

는논란이많으며정확히알려진바가거의없다. 

저자들은 일반적 외상후에도 추체내 허혈성 반응을

동반한 지연성 외상후 척추 붕괴증(delayed post traumat-

ic collapse)이 많으므로 Kummell씨 질환을 포함 혹은 확

대된 의미에서의 외상후 척추붕괴 질환군과 급성, 아급

성의 척추압박골절이 척추성형술의 적응이 될 것으로

판단, 이의 비교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또 보존적인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등 개방적 수술12)의 증

이되지 않는경우를 그대상으로 하였다13,14).

연구대상 및 방법

1999년 11월부터 본 교실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중에서 2년이상 추시 가능 하였던 골다

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67예를 group A로, 외상후 척

추붕괴(Kummell’s disease) 29예를 group B로 지정

한후 각군간에 대해 1 0점 동통 등급표(10 point

Visual analogue scale, 이하 VAS)를 이용한 임상적

결과 및 전방추체높이(anterior vertebral height)와 후만각

(kyphotic angle)의 변화를 통한 방사선적인 결과를 후향

적으로 분석하였다. 압박된 척추체의 압박되기전의 정

상 전방추체높이는 압박된 추체의 상부추체와 하부추

체의 전방추체높이의 평균(a+b/2)으로 간주하여 측정하

였으며, 이에 대한 압박된 추체의 전방추체높이(c)의 비

로 압박의 정도를 표시하였으며, 후만각은 압박된 추체

의 상부추체의 상연과 하부추체의 하연이 이루는각(α)

을 Cobb방법으로 측정하였다.(Fig. 1) A군은 술전 4주이

내 발생한 급성과, 8주이내 발생한 아급성 압박골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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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cedure for 15 cases of new fracture, and then the VAS change was an average 5.0 immediately after the operation. 

Conclusions: Percutaneous vertebroplasty was an effective treatment method for both groups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Care must be taken due to the relatively high rate of new fracture

and this can be resolved by repeat vertebroplasty 

Key Words: Vertebroplasty, Osteoporosis, spine compression fracture, Posttraumatic vertebral collapse 

Fig. 1. Diagram of measurement methods for anterior vertebral
height(AVH) and kyphotic angle(α).



포함하였고, B군은 8주이상의 지연성 외상후 척추붕괴

와 함께 추체내 공기음영( v a c c u m )이 있는 경우를 포함

시켰다.

남자가 21명, 여자가 7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9세

( 6 0 ~ 8 6세)였다. 척추성형술의 시술부위의 결정은 단순

방사선 검사상 압박골절과 이학적 검사상 국소압통이

있고 골스캔을 시행하여 음영증강을 보이는 부위로 하

였다. 또 시술 전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골절정

도, 척수강 내로의 골절편의 전이 여부 및 골밀도 검사

를 통해 골다공증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였다 . 시술은

수술 3 0분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후 f e n t a n y l과 m i d a z o-

l a m으로 전처치를 하였으며 복와위 자세로 하여 시술

부위에 1% 리도케인(lidocaine)국소 마취를 하고 피부절

개후 방사선 조영 장치 하에서 1 1게이지(gauge) J-모양

골수 생검 바늘(J-type bone marrow biopsy needle)을 양

측 척추경(pedicle)을 통하여 척추내의 병소에 삽입한 후

X선 투시경으로 바늘의 위치를 전후 및 측면상으로 확

인하였다 . 골시멘트 (Surgical Simplex P, Howmedica,

Limerick, Ireland)를 조영제(tungsten powder)와 혼합하여

방사선 조영 장치로 시멘트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며 척

추체 내로 주입하였다. 수술후 환자 관리로는 십자 주엣

교정기(crossing Juwet brace)를 착용한채 가능한한 조기

보행을 허용하였다. 시술후 평가는 수술직후( 2일), 1개

월, 3개월, 6개월, 1년, 2년째에 하였으며 이후 매 6개월

마다 각각 통증의 호전 정도와 합병증을 조사하였다. 양

군간의비교에 T-test와 ANOVA로 통계처리하였다.

결 과

임상적 결과

양군 9 6명 모두에서 수술직후 즉각적인 동통의 감소

를 보였다. 10점 동통 등급표(VAS)에서 group A는 8.7에

서 2.2로 평균 6.5, group B는 9.1에서 2.0으로 평균 7.1의

통증감소를 보였으며 술후 1달째는 group A에서 6.5(8.7

→2.2), group B에서는 7 . 1 ( 9 . 1→2 . 0 )로 수술직후 측정과

의 차이가 없었으며, 술후 2년째는 group A에서 5.1(8.7

→3.6), group B에서는 6 . 3 ( 9 . 1→2 . 8 )으로 수술직후에 비

해 증가를 보였다. (Table 1) 외상후 척추붕괴환자는 최

소 2 4개월에서 최장 4 6개월(평균 3 1개월), 골다공증 척

추압박골절 환자는 최소 26개월에서 최장 50(평균 35개

월) 추시를 하였다.

술후 동통의 정도는 최종 추시시까지 선형경향(linear

trend)으로증가되는 양상이었다.

(ANOVA)

방사선적 결과

전방추체높이 (anterior vertebral height)는 수술직후

group A에서 술전 16.8 mm 술후 21.7 mm로 4.9 mm

(16.5%), group B에서 술전 12.8 mm 술후 1 9 . 3 m m로

6 . 5 m m ( 2 1 % )의 평균 증가를 보였으며 술후 2년째 마지

막 추시에서는 group A에서 술전 16.8 mm, 마지막추시

18.7 mm로 1.9 mm(5.9%), group B에서 술전 12.8 mm, 마

지막추시 16.2 mm로 3.4 mm(11.5%)의 평균 증가로술후

즉시 향상된 정도보다 감소하였다 . (Table 2) 후만각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과 외상후 척추붕괴 (Kummell씨 병)에 있어서 경피적 척추성형술후 결과 비교·김병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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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0점동통 등급표 (Visual Analogue Scale, VAS)

Pre OP
Post OP

immediate POD 1Mo 2 yrs F/U

group A 8.7 2.2 2.2 3.6
group B 9.1 2.0 2.0 2.8

Table 2. 전방추체높이 (Anterior vertebral height) 

Pre OP
Post OP

immediate 2 yrs F/U

group A 55% (16.8 mm) 71% (21.7 mm) 61% (18.7 mm)
group B 41% (12.8 mm) 62% (19.3 mm) 52% (16.2 mm)



(kyphotic angle)은평균적으로 술후즉시 측정에서 group

A에서 술전 32.4도에서 술후 27.2도로 5.2도, group B에

서 술전 3 9 . 5도에서 술후 3 4 . 6도로 4 . 9도 감소하였으며

술후 2년째 마지막 추시에서는 group A에서 술전 32.4도

마지막추시 34.1도로 1.7도, group B에서 술전 39.5도에

서 마지막추시 4 1 . 2도로 1 . 7도 증가를 보였다.(Table 3)

골밀도검사 ( B M D )는 T - s c o r e가 group A에는 평균 -

3.43(최소-4.6, 최대-0.5), group B에서는 평균 -3.61(최소-

5.4, 최대-1.9)로 유의한차이가 없었다.(P<0.05)

골시멘트의 평균 주입량은 5.8cc였다. 추시 중 group A

에서 1 7 . 9 % ( 1 2명), group B에서 2 0 . 7 % ( 6명)의 신생골절

율을 보였으며 group A에서 12명 전부, group B에서 6명

중 3명에 대해 다른 부위에서의 신생골절에 따른 척추

성형술을 추가 시행하였다. 척추성형술을 재시술 받은

1 5명의 경우 술후 1 0점 동통 등급표( V A S )는 재수술전

평균 8.3, 술후즉시 평균 3.3, 최종추시시 평균 3.8로 술

전에 비해 통증의 해소를 보였으며, 전방추체높이는 술

전 평균 62%(19.4 mm), 술후 즉시 평균 79%(24.7 mm),

최종추시시 평균 76%(23.8 mm)로 향상 되었으며, 후만

각은 술전 평균 22.6도, 술후 즉시 평균 16.1도, 최종추시

시평균 17.8도로 향상되었다. (Table 4)(P<0.05) 

신생골절의 발생부위는 총 1 8례중 선골절 아래위 추

체인인접부위 골절은 4례, 원격부 골절은 14례였다. 

시술 중 합병증으로 1명(1%)에서 경막외 공간으로 골

시멘트가 누출되었으며, 8명(8%)에서 추체 주위 혈관으

로의 누출 , 6명( 6 % )에서 추간판으로의 누출 등 1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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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후만각 (Kyphotic angle)

Pre OP
Post OP

immediate 2 yrs F/U

group A 32.4 27.2 34.1
group B 39.5 34.6 41.2

Table 4. 신생골절 (New fracture)후 경피적척추성형술 재시술후결과

Preop PostOp

Immediate last F/U

VAS 8.3 3.3 3.8
Anterior vertebral height 62%(19.4 mm) 79%(24.7 mm) 76%(23.8 mm)
Kyphotic angle 22.6 16.1 17.8

Fig. 2. This radiography shows (A: initial posttraumatic kyphosis, B: percutaneous vertebroplasty T11).

A B



(16%)에서 시멘트가 척추체외의 공간으로 누출되는 합

병증이있었으나 증상을유발하지는 않았다.

증 례

척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7 2세 여환으로 흉추부

1 1번(T11) Kummell씨 병으로 본원에서 경피적 척추성

형술 시행후 동통이 감소된 상태로 지내던중 10개월후

흉추부 8번(T8) 신생골절로 인해 반복적 경피적 척추성

형술을 시행하였으며 2년후 흉추부 9번(T9)과 요추부 2

번(L2) 다시 신생골절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여

동통이해소되었다.(Fig. 2~6)

고 찰

지연성 외상후척추붕괴 혹은 Kummel씨 병은 대개단

순방사선 촬영상 추체의 심한 붕괴와 함께 추체내에 공

기음영을 보이는데 병리 기전으로서 허혈성 골괴사 및

골절된 추체 내로 추간판의 삽입이 제시되고 있으며
15,16,17,18), 특히 Kumpan 등은 척추 혈관 조영술을 이용하여

외상후 척추붕괴증에서 척추체로의 혈관 공급의 장애

를 증명하였고1 7 ), 골절된 척추체의 유합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 또한

Maldague 등은 추체내 공기음영 분열선( I n t r a v e r t e b r a l

vaccum cleft)은 허혈성 척추체 붕괴의 징후라고 보고했

고 척추골절과 함께 골내의 허혈성 변화가 있으면 지연

성 외상후 척추붕괴 (delayed post-traumatic vertebral col-

l a p s e )혹은 K u m m e l l씨 병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19).

외상후 척추붕괴 환자의 대다수는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후만변형과 통증만을 호소하며 전신상태가 양호

하지 않아 개방적 수술의 적응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침상안정과 진통소염제의 투여 등으로

치료하지만 동통이 만성화 될 경우 치료에 잘 반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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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s radiography shows refracture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T8 on bone scan.

Fig. 4. This radiography shows repeat percutaneous vertebro-
plasty on T8.



않으며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침상 안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약제의 부작용 등이 발

생할 수 있어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 적절

한치료방법의 선택이어려울 때가있다20,21). 

동통을 호소하는 척추압박골절 환자 및 후만변형, 척

추붕괴 환자에서 동통의 원인이 압박 골절로 인한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척추의 병변(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

출증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D. Larde 등은 추체 및 디스크내 vacuum 존재시 확인을

위한 검사로 CT를 통한 진단이 일련의 방사선학적 검사

보다높은 정확도를가진다고 언급하였다7).

척추성형술에서 동통 소실의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열성괴사 ( t h e r m a l

necrosis), 화학 독성으로 인한 동통을 관장하는 신경세

포의 괴사, 역학적안정성등의가설이있다1 , 1 9 ). 현재골다공

증 환자에서동통을감소시키는 유력한가설은추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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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is radiography shows repeat refracture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on T9, L2 follow up bone scan.

Fig. 6. This radiography shows repeat percutaneous vertebroplasty T9, L2 finally.

A B



시멘트 주입에 의한 역학적 안정성의 부여이다2 2 ). Gra-

dos 등은 사체의 생체학적인 연구를 통해 시멘트를 주

사한 추체의 체중부하 능력이 의미있게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23).   

저자들은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압박골절과 외상후

척추붕괴(Kummell’s disease)는 고령의 골다공증 환

자에서 외상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으며, 방사선 소견상

압박골절의 소견을 보이는 등 임상적으로 유사하므로

골시멘트를이용한경피적척추성형술이외상후척추붕

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에골시멘트를이용한경피적척추성형술을시도하

였다. 그 결과 시술 즉시 양군 9 6명의 환자 모두에서 통

증이 호전되었으며, 최종 추시점까지 술전에 비해 통증

의완화가지속되어매우만족스러운결과를보였다. 

본연구에서 양군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신생

골절이 발생되었는데 발생부위가 인접부위 골절 4례,

원격부 골절 1 4례로서 선골절과의 역학적 직접연관성

을 찾을수 없었으며 선행된 골다공증이 주원인으로 보

인다. 따라서 신생골절 예방을 위한 적극적 골다공증 치

료가병행되어야 할것으로사료된다. 

척추성형술의 술기중 적절한 생검바늘(biopsy needle)

의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공기음영이

보이는 척추붕괴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상 확인된 음

영 부위에 바늘을 위치 시키고 골 시멘트를 채워 넣음으

로써 척추체 내의 불안정한 운동을 없애고 추체내의 역

학적 안정성을 얻음으로 동통을 없애고 우수한 치료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충전된 골시멘트는 주

변 골에 통합되지는 않았으며, 2년 추시한 증례에서도

주변 골의 흡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장

기적으로는 골과 시멘트 사이의 간극에서 골의 흡수가

예상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태가 임상적인 증상과는 어

떠한 관련이 있을지는 보다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멘트를 대체할 골전도 혹은 골형성

의 능력을 갖는 생화확적인 물질에 대한 개발이 연구되

어야할 것이다.

결 론

골시멘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급성 및 아

급성의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및 외상후 척추붕괴

(Kummell’s disease)환자에서 즉각적인 동통의 소실

과 함께 조기 보행이 가능하여 양호한 치료 결과를

보였으며 2년이상의 추시 소견에서도 통증 완화가

지속되었고 양군간에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인 차이

는 없었다. 또 두군 모두 높은 신생골절율을 보였으

나 역시 양군간 통계학적인 유의성에서 차이가 없었고

신생골절에 대한 치료역시 반복적 척추성형술에 만족

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척추성형술은 적절한 보

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개방적 수술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통증 경감을 위한 생역학적 안정성을 부여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최소 침습적인 시술로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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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급성 및 아급성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과 외상후 척추붕괴(Kummell’s disease)에 경피적 척추성형술후 임

상적결과및방사선적결과에대해비교분석하고자한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1월부터본교실에서 경피적척추성형술을시행한환자 중에서 2년이상추시가능 하였던골

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group A) 67예 및 외상후 척추붕괴(group B) 29예에 대해 10점 동통 등급표(10 point Visual

analogue scale, VAS)를이용한임상적결과및전방추체높이(anterior vertebral height) 회복과후만각(kyphotic angle)의

변화등을통한 방사선적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양군의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BMD)와 신생 골절율을 비

교하였다.

결과: 양군에서 모두 경피적 척추성형술직후 동통의 감소를 보였다. 술전과 술후 비교해서 1 0점 동통 등급표( 1 0

point Visual analogue scale, VAS)는 평균적으로 group A에서 술전 8.7에서 술후 2.2로 6.5, group B에서 술전 9.1에서

술후 2.0으로 7.1의변화를 보였다. 전방추체높이(anterior vertebral height)는 group A에서 술전 16.8 mm에서술후 21.7

mm로 4.9 mm(16.5%), group B에서 술전 12.8 mm에서 술후 19.3 mm로 6.5 mm(21%)의 평균 증가를 보였으며 마지막

추시에서는 group A에서 18.7 mm, group B에서 16.2 mm로 각각 술전에 비해 1.9 mm, 3.4 mm의 평균 증가로 술후 즉

시 향상된 정도보다 감소하였다. 후만각(Kyphotic angle)은 평균적으로 group A에서 술전 32.4도에서 술후 27.2도로

5.2도, group B에서 술전 39.5도에서 술후 34.6도로 4.9도 감소하였으며 마지막 추시에서는 술전에 비해 group A와 B

에서 모두 1.7도의 증가를 보였다. 골밀도검사(BMD)에서는 양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생골절율은 group A에

서 17.9%(12명), group B에서 20.7(6명)%를 보였다. 이중 15례에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재시술 하였으며 술후 즉시

평균 5.0의 10점동통등급표(VAS)의변화를보였다.

결론: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시술후 즉각적 동통의 감소를 통해 양군에 모두 효과가 있었으며 임상적 및 방사선적인

결과분석에서양군간에통계학적인유의성에는차이가없었다.

두군에서 모두 높은 신생골절율을 보였으나 역시 양군간 통계학적인 유의성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신생골절후 재시

술한경피적척추성형술로인해통증이해소되었다

색인단어: 척추성형술, 골다공증, 척추압박골절, 외상후척추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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