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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

절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

절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 받는 환자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1) 골다공증이란 골 도가 낮아지

고 미세 골조직이 점차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골조직 자체

의 손상과 더불어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전신적인 골

격계 질환이다.2)

  많은 골격계 질환에서 골절은 상대적으로 해면골을 많이 

포함하는 부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짐으로 발생하

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면골 함량의 변화가 피질골 함량의 

변화보다 초기 대사성 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골격계 질환

을 가진 환자에서 골절을 예측하는 보다 민감한 인자가 될 

것이다.3)

  골 도는 30세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 시기가 

되면 골격계의 구조적인 성장이 끝나게 되어 골의 치 도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의 골밀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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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Osteoporosis and associated fracture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Korea.  We studied the bone 

mineral density (BMD) of the vertebral body using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in a percutaneous vertebroplasty group 

and compared it with that in an osteoporotic group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between BMD, age distribution and 

fracture site and to estimate the fracture threshold in the percutaneous vertebroplasty group.

  Methods:  We analyzed 32 patients who were older than 50 years and performed percutaneous vertebraoplasty due to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Thoraco-lumbar and lumbo-sacral films were taken of all patients. Measurement of 

vertical height of the anterior, middle and posterior regions of the vertebrae was made on standard lateral radiographs of the 

spine.  BMD of the lumbar spine was determin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Lunar PRODIGY, GE 

system, Madison, Wis, USA).

  Results:  Age related BMD changes decreased markedly between the sixth and seventh decades.  BMD in the per-

cutaneous vertebroplasty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osteoporotic group.  The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rate increased with age.  A lower BMD showed a higher incidence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In the per-

cutaneous vertebroplasty group, the 90th percentile of BMD was defined as the fracture threshold at 0.81 g/cm
2
.  The 12th 

thoracic vertebrae and the 1st lumbar vertebrae were the most frequent fracture sites.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when the BMD decreases to less than 0.81 g/cm
2
, the risk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escalates rapidly.  Postmenopausal women with BMDs lower than this fracture threshold should receive prophylaxes 

for osteoporotic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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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 골 도는 골의 재형성

과 흡수에 의해 유지된다.4) 여성의 경우 35세에서 40세가 

되면 골의 재흡수에 의해 골 도가 감소되고, 50세 이후가 

되면 골 도의 감소속도가 증가하여 남자에 비해 2배 정도

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골 도의 감소속도는 65세 전후가 

되면 점점 느려지게 된다.5) 이러한 점진적이고 전반적인 골

격의 약화는 폐경기 여성의 25-50%에서 특별한 외상이 없

이 골절을 유발하게 된다.6)

  골절과 그에 따른 합병증은 골다공증 환자의 주된 임상

증상이며 주로 추체와 대퇴골, 손목 등에서 흔히 발생한다. 

추체압박골절은 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한 구

조적인 기형과 장기간의 기능장애를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추체압박골절이 발생한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의 

초기에는 요통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서 

환자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거나 골절에 의한 기형이나, 기

능적 장애가 심해진 이후에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

하다.3) 현재 진통제의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급성기의 추체압박골절 환자에서 통증의 완화와 

압박골절의 진행 방지 및 추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피

적 추체성형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7)

  여전히 방사선학적인 검사가 골다공증 진단의 주류를 이

루고 있으나 이러한 방사선학적인 검사는 골다공증의 진단

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8)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는 골실질의 1/3 이상이 감소하여야만 골다공증으로 진단되

므로 오진의 소지가 있다.8)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 도 검사가 골다공증성 추체압박

골절의 예측에 유용한 지침으로 사용 될 수 있는지 평가하

기 위하여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

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추 평균 골 도를 측정하여 

나이에 따른 추체압박골절시 골 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추체압박골절의 발생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환자들의 골

도를 분석하고 추체압박골절의 예측을 위해 골절역치를 산

출하 으며 추체압박골절의 이학적 검사에 도움을 주기 위

해 골절부위도 조사하 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요통을 주소로 본원 통

증치료실을 방문한 50세 이상의 여성골다공증 환자 중 골

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3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 다. 대사성 질환이나 내분비

계 질환, 척추이외의 다른 부위의 관절질환, 만성질환의 병

력이 있는 환자, 분명한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steroid

와 estrogen, calcitonin 및 다른 호르몬 제제의 투약력이 있

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다.

  빈번하고 지속되는 요통으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서 흉

추와 요추, 천추 일반 방사선 사진 촬 을 시행하 다. 추

체압박골절의 진단은 추체의 정면상과 측면상의 일반 방사

선 사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추체압박골절의 

확진은 Riggs 등이5) 보고한 방법을 사용하여 척추의 측면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추체의 전방, 중앙, 후방의 높이를 

측정해 세 곳의 측정치 중 한 곳이라도 인접한 척추의 측

정치에 비해 15% 이상의 감소가 있을 경우 압박골절로 진

단하 다.

  이학적 검사 상 추체를 압박 할 때 다른 부위와 비교하

여 참을 수 없는 압통을 호소하며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현저한 추체압박골절이 나타나는 환자 가운데 2주 이상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숫자통증등급(Numeric rating scale) 5 이

상인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골절부위의 

골융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 Tc99 MDP bone 

scan 검사 상 골절부위가 활성화 부위로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하 다. 연구대상 모두

에서 골 도 측정기(DEXA Lunar PRODIGY, GE system, 

Madison, Wis, USA)를 사용하여 요추 평균 골 도를 측정하

다.

  나이에 따른 추체압박골절시 요추 평균 골 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대상을 10세 간격으로 분류하고 각 군

의 골 도 비교를 위해 모든 통계처리는 개인용 컴퓨터

(IBM 호환형 PC)와 StatView 5.0 program (SAS institute, 

Cary, USA)을 이용하여 ANOVA로 분석하 고 post hoc로 

Scheffe 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P값을 구하여 0.05 이하인 경

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요추 평균 골 도의 변화

에 따른 추체압박골절의 발생빈도와 추체압박골절의 호발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요추 평균 골 도에 따른 추체압박

골절 환자의 수와 각 환자의 골절부위를 분석하 다. 골절

의 역치는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의 요추 평균 

골 도의 90 percentile로 정의하 다.

결      과

    골다공증 환자의 나이에 따른 분포와 골 도의 변화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32명의 

환자 중 50대가 7명(22%), 60대 환자가 11명(34%), 70대 환

자가 10명(31%), 80대 이상 환자가 4명(13%)으로 60대 환자

가 가장 많았다. 60대와 70대 사이에서는 요추 평균 골 도

가 의미 있는 감소를 보 으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추체

압박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요추 평균 골 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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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도와 추체압박골절 발생과의 상호관계

  요추 평균 골 도가 1.00 g/cm2 이상의 환자에서는 척추압

박골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체압박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대다수가 요추 평균 골 도가 0.9 g/cm2 이하 다(Table 2).

    골절 역치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요추 평균 골 도의 90 per-

centile 값은 0.81 g/cm2이었고, 이 값을 골절역치로 정의하

다.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

한 환자의 요추 평균 골 도의 평균값은 모든 연령군에서 

골절 역치 이하 다(Table 1).

    골절부위

  32명의 추체압박골절 환자들 중 한 부위에서 추체압박골

절이 일어난 환자가 20명(63%)이었고, 두 부위 이상이 12명

(27%)이었다. 흉요추 이행부위에서 추체압박골절이 많이 발

생하 다(Table 3).

고      찰

  현재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4) 따라서 

골다공증의 치료와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 및 치료가 고

령 환자 진료분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진단방법과 치료가 임상적으로 시도되고 있다.5)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환자에서 발병 초기에는 요통을 제외하고는 별다

른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골절이나 현저한 기형이 발

생하고 난 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3)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

되어 왔다. 현재는 골다공증의 조기진단을 위해 단순 방사

선 사진이나, photodensitometry, single photon absorptiometry, 

dual photon absorptiometr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quantitative CT 등이 골 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되고 있다.9-12) 일반적으로 quantitative CT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11) 높은 비용과 장비보급의 문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

재 장축의 골 도 뿐만 아니라 전체 골 도를 측정할 수 

있는 DEXA가 dual photon absorptiometry를 상당부분 대체

하고 있다.13-15)

  골 도는 소년기와 사춘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해 30

대가 되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 30대 초반 부터는 서서

Table 1. Bone Mineral Density (g/cm2) of the Total Lumbar Spine by 
Age Group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one mineral density

Age (yrs) Number (%)
(g/cm2) (Mean ± SD)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0-59  7 (22%) 0.78 ± 0.09

60-69 11 (34%) 0.70 ± 0.11

70-79 10 (31%)  0.64 ± 0.06*

  ≥ 80  4 (13%) 0.61 ± 0.0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2 (34%) 0.69 ± 0.1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 ＜ 0.05 compared with sixties.

Table 2. Bone Mineral Density (g/cm
2
) and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Bone mineral density (g/cm

2
) Numbe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0.60 9 (28%)

0.61-0.70 9 (28%)

0.71-0.80 6 (19%)

0.81-0.90 7 (22%)

0.91-1.00 1 (3%) 

1.01-1.10 0

1.11-1.20 0

1.21-1.30 0

1.31-1.40 0

1.41-1.50 0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3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ble 3. Level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Level Number of fracture Percen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5  0  0

T6  2  4

T7  1  2

T8  2  4

T9  4  8

T10  2  4

T11  6 13

T12  8 17

L1 10 21

L2  4  8

L3  4  8

L4  3  6

L5  2  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48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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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시작되

면서 골 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폐경기 초반 수년간 해면

골의 경우는 매년 3-10%, 피질골의 경우는 매년 1% 정도

가 소실된다. 이러한 감소속도는 65세 전후로부터 줄어들게 

된다.4)

  추체압박골절은 해면골의 선택적인 소실을 특징으로 한

다.3) 골격계의 지속적인 약화는 결과적으로 폐경기 여성의 

25-50%에서 무외상성 골절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폐경기 여성에서 저체중과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직업, 칼슘섭취 부족, 흡연, 음주, estrogen 결핍 등이 골다공

증성 골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4-6)

  이 연구 통해 얻어진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 환자의 

골 도가 기존의 연구에서 알려진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

절 환자의 골 도에3)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가 골융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환자를 분석대상으로 포

함한데 비해 이번 연구는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하기 

위한 환자의 선택에서 Tc99 MDP bone scan을 시행하여 검

사 상 골절부위가 활성화를 나타내어 골융합이 완전히 이

루어지지 않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의 나이에 따른 골 도 변화를 통해 50대 이후에 골

도가 감소한다는 사실과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골 도의 

감소 속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4)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환자군의 요추 평균 골 도

가 나이가 많은 환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폐경기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진단을 위한 골 도 검

사가 필요하며 시행한 골 도 검사상 골 도가 낮은 경우 

골다공증의 치료와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에 대한 면

한 검사와 적절한 예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골 도에 따른 추체압박골절 환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골 도가 낮은 환자에서 추체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하

으며 특히 대부분의 추체압박골절이 요추 평균 골 도가 

0.9 g/cm2 이하인 경우에 발생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골 도 검사상 요추 평균 골 도가 0.9 g/cm2 이하인 환자

에게도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에 

대한 검사와 예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골절의 발생부위를 분석한 결과 1/4 이상의 환자에서 다

발성으로 추체압박골절이 발생하 으며, 흉요추부 이행부위

에서 추체압박골절이 흔히 나타났다. 따라서 추체압박골절

이 의심되는 환자의 검사 시 흉요추 이행부위에 대하여 보

다 면 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다발성골절의 발생 가

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Riggs 등은5) 추체 골절역치를 골절군 골 도의 90 per-

centile로 계산하여 0.965 g/cm2라고 보고하 다. Genant 등은 

quantitative CT를 사용한 연구에서 추체의 골절역치를 110 

mg/cm3으로 보고하 다.10) 본원을 방문한 심한 통증을 동반

하는 급성기 추체압박골절로 경피적 추체성형술을 시행받

은 폐경기 여성의 추체의 골절역치는 0.81 g/cm2로 나타났

다. 이러한 골절역치의 차이 역시 이번 연구가 골융합이 완

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골 도 검사상 요추의 평

균 골 도가 0.81 g/cm2 이하로 감소된 폐경기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성 추체압박골절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골 도 검사상 요추 평균 골 도가 골절역치 이하로 나타

나는 폐경기 여성에서는 즉각적인 골다공증 치료와 골다공

증성 추체압박골절에 대한 예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생각된다.

  또 폐경기 여성의 골 도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

들과 이러한 인자들이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

생에 향을 주는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와 더욱 

간편하고 정확한 치료지침의 확립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골 도의 분석과 골절역치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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