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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clinical & radiologic significance about complications of spinopelvic fixation with iliac screw in patients with 
adult spinal deformit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omplications of iliac screw fixation in adult spinal deformity patients was obscure in spite of the 
good results of iliac screw fixation.
Material and Methods: We analyzed 27 patients, followed over 1-year, with adult spinal deformity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flat back syndrome). The study was done for complications of iliac screw fixation by clinical and 
radiological evaluations.
Results: Post-operative iliac screw prominence were 15 cases (55.5%) , iliac screw breakage was 1 case (3.7%), bursitis was 1 case 
(3.7%), sacroiliac joint pain were 5 cases (18.5%), halo sign around iliac screw were 23 cases (85.1%), and 3 cases (11.1%) were 
performed reoperation. There was no significance between halo sign and sacroiliac joint pain.
Conclusions: Iliac screw fixation is a very useful operative method without severe complications on spinopelvic fixation. There are 
some complications of iliac screw fixation and iliac screw prominence is a most common problem, but few counterplan exits. So, further 
studies about reducing complication method, management protocols of iliac screw complication we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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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퇴행성 척추 질환은 그 유병율이 50대에 약 29%, 70대에 약

68%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환율

이 높아지는 질환 중 하나이다. 현재 고령화 시대로 진행함에 따

라 퇴행성 척추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인구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 또한 증가하고 있으

며, 수술 기구 및 술기의 발달로 척추 변형 수술에 대한 많은 연

구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1-5) 그러나 성인의 척추 변형 수술은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이고 골다공증이 많이 동반되어 있어 합병

증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하며, 특히 천골부까

지의 유합술은 수술적 난제로 알려져 있다.2,3)

척추골반부 기기고정 및 요천추부 유합술의 문제점은 천골의 

골질이 미약한데 반해 기기를 통한 힘의 전달은 크기 때문에 기

기 고정력 소실, 가관절증, 천골 골절, 고정기기의 파단, 요부 전

만의 소실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척추골반부 기

기고정 및 유합술의 합병증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해결

책들이 제시되었는데, 양측 천골부 나사와 장골나사못의 사용, 

양면피질 천골나사못 고정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시행 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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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2-5) 이 중 장골나사못의 사용은 보행을 할 수 없는 신경

근육성 측만증 환자들에 있어서 성공적인 수술방법으로 소개되

어6,7)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보행이 가능한 성인에서의 연구

도 87.5%, 94.6%의 유합율을 보고하고 있으며2,5) 일부 연구에서

는 78%의 환자에서 만족도 평가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하고 있어3) 척추골반부 기기고정술의 만족스러운 수술법 중 하

나로 생각된다. 장골나사못 사용의 합병증으로는 장골나사못의 

돌출 및 통증, 이로 인한 제거수술 등이 보고2-5) 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척추변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 중 장골나사못를 이용하

여 척추골반부 고정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장골나사못의 합

병증을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의의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7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척추변형으로 수술받은 환

자 중 장골 나사를 이용하여 양측 척추골반부 고정을 시행 받은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다발성 압박 골절이 있거

나, 척추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슬관절이나 고관절의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7례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27

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69.7세(52~74세), 평균 추

시 기간은 21.8개월(12~45개월)이었다(Table 1). 수술범위는 평

균 7.59분절로 모두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분절을 포함하였다. 

수술은 한 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장골나사못은 후상방

장골극에 추가적인 절골없이 고정하여 강봉에 컨넥터를 이용하

여 연결하였다. 

장골나사못의 합병증에 대하여 임상적 및 영상학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임상적으로 천장관절염, 장골나사의 돌출 및 동통, 

나사부위 점액낭염을 평가하였고, 영상학적으로 가관절증, 장골

나사의 파단 및 이완 유무, 장골나사 주변의 halo sign발생 여부, 

천장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을 평가하였다.

천장관절염에 대한 평가는 천장관절에 골극 또는 경화성 병변

이 발생하거나 관절간 간격이 좁아질 경우, 천장관절 부위에 압

통이 있거나 Gaenslen’s test와 Patrick test양성을 보이는 환자 중 

골반 단순 전후방 영상에서 고관절에 골극 또는 경화성병변이 

없는 경우에 천장관절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장골나사못 돌출

은 수술 후 골반에서 장골나사못이 촉지되지 않았다가 이 후 장

골나사못이 촉지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장골나사가 피부 밖

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나사부위에 압통이 존재하고 촉진시 

염발음이 들릴 경우 점액낭염으로 정의하였다. 

요천추부 관절의 유합은 전후방 단순 영상으로 평가하였고, 

Lenke의 분류상8) 등급 C와 D를 불유합으로 판정하여 가관절

증으로 정의하였다. halo sign에 대한 평가는 수술후 6개월 이내

에 halo sign이 발생한 경우 2mm를 기준으로 경중을 평가하였

다.5)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은 각 저자 별로 두차례 시

행되었고 평균값으로 계산되었다. 신뢰도는 그룹 내 일치 계수

에 따라 근소(0-0.24), 저(0.25-0.49), 중(0.50-0.69), 우수(0.70-

0.89), 최우수(0.90-1.0)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관찰자간 신뢰

도는 0.91로 평가되었다. 장골나사못의 이완은 수술 후 6개월 후 

측면 단순 영상 상에 장골나사못의 이완이 관찰될 경우 양성으

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6.0 software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 를 이용하였고, 장골나사못의 합병증 중 영

상학적 소견과 임상적 증상의 관련성 분석은 Chi-square test로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척추변형으로 장골 나사못을 이용하여 척추골반부 고정술을 

시행 받은 27례의 환자 중, 임상적인 평가상 장골 나사못의 돌출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tients

Variable Value

Total number (cases) 27

Sex (M/F) 0/27

Mean age (year) 69.7

Distribution classified by diseases (cases)

   LDK 14

   DLS with sagittal imbalance 7

   Flat back syndrome 6

Mean fusion segment (level) 7.59

LDK: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DLS: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Table 2. Complications of iliac screw

Variable Value (cases / %)

Clinical Iliac screw prominence 15/55.5

Sacroilitis 5/18.5

Bursitis 1/3.7

Wound infection 1/3.7

Radiologic Halo sign 23/85.1

Pull-out of iliac screw 6/22

Breakage of rod 5/18.5

Pseudarthrosis 1/3.7

Breakage of iliac screw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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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5례(55.5%) 관찰되었으며 그 중 방사선학적으로 장골나사

못의 이완이 확인된 경우는 6례였다(Fig. 1). 천장관절염 발생이

5례(18.5%), 장골 나사못 부위에 점액낭염이 1례(3.7%)가 있었

다.

방사선학적으로 천장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

며, 가관절증이 1례(3.6%)에서 발생하였고, 장골 나사못의 파

단은 1례(3.7%), halo sign은 23례(85.1%), 강봉의 파단은 5례

(18.5%)가 관찰되었다(Table 2). 

재수술을 시행받은 경우는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경우가 1

례(3.7%), 강봉 및 장골나사못의 파단 또는 이완 후 발생한 통증 

혹은 가관절증으로 인한 경우가 3례(11.1%)였다.

합병증의 영상의학적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한 분석 중 halo 

sign 과 천장관절염과의 관련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3).

고 찰

인구의 고령화로 척추변형 환자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척추변형 수술을 받는 환자수

도 증가하고 있다.1) 척추골반부 고정술은 척추변형 수술법 중의 

난제로 알려져 있으며,2,3) 고정방법으로 여러가지 수술법이 시도

되어 왔다. 1984년 Luque-Galveston 수술법9)이 처음 소개되었

고, 1993년 Jackson10)이 장골버팀금속판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

개하였다. 이후 제1 천추 척추경나사못 사용이 시도되었는데, 

요천추부에서 제1 천추 척추경 나사못 만을 사용한 후 요천추부

에 가관절증의 발생율이 22%에서 89%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

다.2,3,5) 

제 1 천추 척추경 나사못의 실패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

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Kim 등11)은 척추 시상면 불균

형 환자에서 척추경을 통한 절골술시 교정각 소실은 절골술 상

부 고정 범위보다 하부 고정 범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절

골술 하부 모든 고정 범위에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

이 교정각 소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여러 

Table 3. Correlation between halo sign and sacroiliac joint pain

Variable
Sacroiliac joint pain

+ – Total

Halo sign

+ 5 30 35

– 1 18 19

Total 48 6 54

Chi-square test P=0.313

Fig. 1. The photographs demonstrate whole spine standing lateral plain 
radiography of 69-year-old female patient after 14 months postoperative-
ly. Iliac screws were pulled out and skin prominence of pelvic area wer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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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제 1 천추 척추경 나사못의 양면피질투과법과 전방 또

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같이 시행해야 제 1 천추 척추경 나사

못의 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12)은 제 5 

요추-제 1 천추간에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양

측 장골나사못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 가관절증이 일어날 확

률이 34%에 이르지만, 양측 장골나사고정, 양면피질 제 1 천추 

척추경 나사못 및 요추 제 4-5번 간, 요추 제 5 번-천추 제 1 번 

간에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여 완전한 척추 골반부 고정

을 시행한 경우에 가관절증이 발생할 확률이 17%로 감소한다고 

하였으며, Tsuchiya 등4)은 양측 천골나사못과 장골 나사못을 이

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mami 등2)

은 척추골반부 고정시에 가관절증의 발생 비율이 각각 Luque-

Galvesteon술법을 사용한 경우 36%, 천골나사와 장골나사못 모

두를 사용한 경우 14%, 양면피질 천골나사못 고정과 전방 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8.5%로 나타나 장골 나사못과 양측 

천골나사못 고정 및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추천하였다.

요천추부 유합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장골나사

못의 사용은 높은 요천추부 유합율을 얻을 수 있었으나 사용 후 

합병증이 보고 되었다. Kuklo 등5)은 약 47%의 장골 나사의 돌

출을 보고하였고 이중 1 례에서 동통이 있어 장골 나사를 제거

하였으며, Tsuchiya 등4)은 34%(23/67 례), Kasten 등3)은 7.7%, 

Emami 등2)은 20%에서 동통으로 장골 나사를 제거하였다. 또한 

Emami 등2)은 심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장골 나사를 이용하여 

천장관절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의 3.7%(3/81 례)에서 장골나사 

이완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Peelle 등13)은 장골능 

후방에 카운터씽크(countersink)를 이용하여 장골 나사못을 넣

음으로써 장골 나사못의 돌출이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5례(55.5%)에서 장골 나사못의 돌출 소견이 

보여 다른 연구보다 다소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서양과는 달

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 상 앉아서 허리를 구부리는 

경우가 많고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이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골나사못 돌출 소견을 보

인 환자 중 실제 영상학적인 장골나사못 이완을 보인 경우는 6

례였다. 장골나사못의 돌출 환자 중 실제 영상학적인 이완을 보

인 경우가 더 적은 이유는 대상 환자 중 비교적 마른 체형 및 장

골나사못의 크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나 각 요인 별 환자

의 수가 적어 통계적 원인 분석을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장골 나

사못의 파단은 1례(3.7%), 장골나사못의 이완은 6례(22%), 강봉

의 파단은 5례(18.5%)가 있었다. 이러한 고정기구의 파단 및 이

완은 가관절증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통

증이나 염발음 등의 임상적인 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는 3

례(11.1%), 영상학적으로 가관절증이 관찰된 경우는 1례(3.7%) 

뿐이었다. 또한 halo sign이 발생할 경우 천장관절에 미세운동

을 야기시켜 천장관절염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halo sign 및 천장관절염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

는 영상학적으로 halo sign이 발생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정력의 감소를 야기시키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장골

나사못 돌출을 줄이기 위해 카운터씽크를 이용하여 장골 나사를 

더 넣는 수술법은 강봉과 장골나사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시행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

골나사못의 디자인 변경이나 컨넥터 보강 등의 기기 발전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집단이 모두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 후향적 연구로써 표

본집단의 선정시 21%(7/34례)가 제외되었고 대조군 선정이 미

흡했다는 점, 천장관절염에 대한 평가로 컴퓨터단층촬영술(CT)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포함한 유발검사 등의 검사가 아닌 

단순 영상학적 검사와 임상적 특징으로 정의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결 론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비추어보면 척추변형으로 척추골반

부 고정술을 시행할 때 안정된 유합술의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

렵다. 척추골반부 고정술의 방법 중 장골 나사못의 사용은 요천

추간 유합율이 높으면서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유용한 방법이

다. 그렇지만 일부 합병증들이 동반될 수 있으며 그 중 장골나사

못 돌출이 가장 흔하다. 장골나사못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이러한 합병증의 발생은 적지 않았으나 합병증의 감

소 방안,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

후 장골나사못의 합병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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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목적: 성인척추변형으로 장골 나사를 이용하여 척추골반부 고정을 시행한 환자에서 발생한 합병증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의의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선행문헌의 요약: 성인척추변형환자에서 장골나사못을 이용하여 척추골반부 고정이 시행되고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장골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골반부 고정의 합병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상 및 방법: 성인척추변형환자(요추변성후만증, 시상면 불균형이 동반된 퇴행성 요추부 측만증, 편평배부증후군)로 본원에서 장골나사못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된 2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발생한 합병증들에 대하여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결과: 장골나사못 돌출15례(55.5%), 장골나사 파단1례(3.7%), 점액낭염 1례(3.7%)가 있었으며 halo sign은 23례(85.1%), 천장관절 동통 5례(18.5%) 등

이 있었으며 3례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그러나 halo sign과 천장관절 동통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결론: 장골나사못을 이용한 척추골반부 고정은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유용한 수술이다. 그렇지만 일부 합병증들이 동반되며 그 중 장골나사못 돌출이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대책은 미비하다. 따라서 추후 합병증들을 감소 방안과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척추변형, 척추골반부고정, 장골나사못,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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