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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에 있어 정맥조영술의 유용성에 대한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1, 영상의학교실2

엄기성1박종태1박성훈2문성근1김태영1

Comparative Analysis of Usefulness of Vertebral Venography on the 
Percutaneous Vertebroplasty for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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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ercutaneous vertebroplasty (PV) is a minimally invasive, image-guided therapy used to relieve pain from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Venography before injection of bone cement has been advocated as a means
of identifying sites of potential venous leakage during the procedure. However, venography has been used only in selected
situations, and its need is debatable. We aimed to analyze the usefulness of venography with percutaneous vertebro- 
plasties for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and to report our recent experiences in treating such patients.
Methods: One hundred PVs performed on 93 patients were evaluated. To identify the usefulness of venography, our cases
were divided into 2 groups. Group A patients had venographies before the PVs, whereas Group B patients were treated 
without venography. We analyzed their clinical status, pain status, and complications linked to leakage of bone cement.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y of the collected data for the two groups.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PVs can be performed safely without venography beforehand. However, venography
may be beneficial for less experienced physicians or tra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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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척추 압박골절은 골조직의 

부피와 내용이 감소하면서 일상생활 중 가벼운 충격에도 

척추체가 쉽게 파괴되는 것으로 골다공증에 의한 뼈의 골절 

중 가장 흔히 발생되는 질환이다1).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은 

이런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수술법으로 골 시멘트를 압박된 척추체 내로 주입하

여 압박된 척추체의 장력을 보안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도

하며 동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 된다2).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체 병변에 대해 통증 완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

나고 시술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며 안전하고 비침습성이며, 

전신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현재 

고령 환자의 척추체 압박골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3-6). 골다

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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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통증의 증가와 열감, 척추체 주위로의 

시멘트의 유출, 척추체 주위 정맥의 색전, 신경공 및 경막외 

유출, 감염, 폐색전증 등을 들 수 있다7-9). 이런 합병증들 중에서 

특히 수술 중 골 시멘트의 정맥 누출을 피하기 위해 현재 

많은 척추 외과의사들이 골 시멘트 주입 직전에 척추체 정맥

조영술을 사용함으로써 그 누출 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연 척추체 정맥조영술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5), 일부 저자들은 척추체 

혈관종 치료 등의 일부 선택된 질환에 국한하여 이용하기도 

한다8). 이에 저자들은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시행 여부에 

따른 임상적 효과 및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원에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로 입원한 총 93명의 환자에서 100예의 

척추체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지를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수술 1개월 전후에 신경차단술 또는 경막외차단술 

등의 통증 치료를 받은 환자와 요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통증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동반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모든 환자는 입원 후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

여 압박골절 부위를 확인한 뒤,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실시하

여 T-1 강조영상에서 저신호강도를 보이는 급성 골절의 

소견을 보이거나, T-1 강조영상에서 정상소견을 보여도 추

적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한 달 이내에 뚜렷한 척추체 높이 

감소를 보이면서 동위원소 골주사(RI bone scan)에서 강한 

섭취 증가를 보이는 경우를 적응증으로 삼았다10,11). 수술 

중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시행한 환자군(그룹 A)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그룹 B)로 구분하여 두 그룹 사이에 임상적 

특징, 주입된 골 시멘트의 양, 접근법, 척추체 외부로의 골 

시멘트 유출, 수술 후 통증 변화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척추체 외부로의 골 시멘트 유출은 수술 후 단순 X-선 

촬영을 통해 평가하였다. 수술 후 통증 변화의 평가를 위해 

시각 통증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및 Cotten 등12)의 

방법을 사용하여 VAS 점수가 3점 이상 호전을 보이면서 

50% 이상의 통증의 현저한 소실을 보이는 환자들을 현저한 

호전으로 판정하였다. VAS가 3점 미만의 호전을 보이면서 

50% 미만의 통증 소실을 약간 호전으로 판정하였고, VAS가 

1점 미만의 호전을 보이거나 악화된 경우를 호전 없음으로 

나누었다. 통증에 대한 초기 평가는 수술 후 약 7일에 측정하

였고, 두 번째 평가는 수술 후 3개월 후에 실시하였다.

수술 직전 meperidine 25 mg을 정맥 내 주입한 후 수술 

중 혈압, 맥박, 혈중 산소 농도 및 심전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

였다. 국소마취제를 이용하여 피하조직과 바늘이 삽입될 

척추경 주변의 골막에 국소마취를 시행하였다. 방사선 투시 

하에 처음 척추의 전후 상이 보이는 상태에서 병변 척추체 

일측 척추경 직상부 피부를 확인한 뒤 11번 수술칼로 약 

5 mm의 자상을 만들고, 11 G 골생검용바늘을 척추강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척추경을 통해 척추체 내로 천천히 삽입하

였다. 이때 척추의 전후투시와 측면 투시를 관찰하여 바늘이 

척추경을 정확히 관통하여 진행되는 것과 바늘과 피부의 

각도가 시술되는 척추체에 따라 시상면에 5 내지 10°의 각도

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바늘의 끝이 추체의 

전방 1/3보다 약간 앞쪽에 위치시킨 뒤 그룹 A의 경우 약 

5 mL의 조영제를 주입하며, 방사선 모니터를 감시 하에 조영

제가 골수부의 조영 없이 척추 주변부조직이나 정맥으로 

직접 유출되는지 확인하고, 만일 직접 유출됨이 관찰되는 

경우 바늘 끝의 위치를 변경시켜 척추 골수부가 조영되도록 

시도하였다. 계속적인 바늘의 위치 변경에도 불구하고 조영

제의 유출이 지속될 경우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룹 

B의 경우 바늘 삽입 후 척추체 정맥조영술 없이 곧 바로 

골 시멘트(Poly-methyl-methacrylate)를 주입하였다. 골 시멘

트의 주입은 20 mL 주사기를 사용해 여러 개의 1 mL 주사기

에 옮겨 담아 치약보다 연한 점성일 때부터 0.1 mL씩 조금씩 

척추체 내로 주입하였다. 이때 투시기를 사용하여 지속적으

로 측면상과 전후상을 관찰하면서 척추체 밖으로의 혼합물 

누출 여부를 점검하였고, 척추체 주변 소정맥의 색전, 주변 

디스크로의 누출 등이 있는 경우 일시 중단하고, 약 15-20초

을 기다린 다음 다시 골 시멘트를 주입하였으며, 만일 누출이 

계속되거나 척추체 후면으로 누출이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였다. 골 시멘트가 양측으로 균등하게 퍼지지 

않은 경우는 반대측 척추경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술하였다. 

두 그룹간의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1.5 (SP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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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reated compression fractures. Fractures 
ere located between T6 and L5, with the majority being at the
thoracolumbar junction.

 Table 1. Summary of patient demographics

Group A (n=49)  Group B (n=51)  p-value
 Age (yr) 70 (49-89) 73 (47-86) 0.534
 Sex
  Male
  Female

 6
43

 5
46

0.697

 Duration (days) 20 (14-41) 19 (14-45) 0.606
 Cause
  Slip 
  Traffic accident
  Others
  Unknown

 
40
 4
 2
 3

 
41
 4
 4
 2

0.840

 BMD (t-score) -3.4 -3.6 0.517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비연속 변수는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였고, 연속 변수는 t-test를 이

용하여 검정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

을 두었다.

결   과

1. 척추체 정맥조 술 시행 유무에 따른 환자 

의 특성 비교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원에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100예의 척추체 중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시행한 그룹 A의 경우는 49예(49%), 시행 

하지 않은 그룹 B의 경우는 51예(51%)였다. 평균연령은 

그룹 A에서 70세, 그룹 B에서 73세였으며, 남녀비율은 그룹 

A에서 남성이 6명, 여성이 43명이었고, 그룹 B에서는 남성이 

5명, 여성이 4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증상 

발생 이후 수술까지의 평균 시간은 그룹 A에서 20일, 그룹 

B에서 19일이었으며, 발생 원인은 두 그룹 모두 낙상이 

81.6%와 80.4%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였다. 평균 골밀

도 t-score는 그룹 A에서 -3.4, 그룹 B에서 -3.6이었다. 두 

그룹 간의 환자의 특성에 있어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1).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척추체는 두 그룹에서 

모두 제12번 흉추와 제1번 요추가 가장 많았다(Fig. 1).

2. 주입된 골 시멘트의 양과 근법의 비교

그룹 A에서 평균 6.5 mL의 골 시멘트가 주입되었고, 그룹 

B에서는 평균 6.2 mL였다. 그룹 A에서 양측 척추경을 통해 

접근한 경우는 46예, 일측 척추경을 통해 접근한 경우는 

3예였으며, 그룹 B는 47예에서 양측 척추경을 통해 접근하였

고, 4예에서 일측 척추경을 통해 접근하였다. 두 그룹 사이에 

주입된 골 시멘트의 양과 접근법의 비교에 있어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골 시멘트 유출의 발생 비교

전체적은 골 시멘트 유출 정도는 그룹 A에서 12예(24.5%)

였고, 그룹 B에서 12예(23.5%)로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룹 A에서 척추강 내부로의 유출이 3예, 척추체 주변이 

5예, 추간판 내부가 4예였다. 그룹 B에서는 척추강 내부가 

3예, 척추체 주변이 4예, 추간판 내부로의 유출이 5예였다. 

두 그룹 모두 신경공 내로의 유출은 없었다(Table 3). 유출이 

발견된 모든 환자에서 응급 감압술을 요한 경우는 없었으며, 

유출과 관련한 특별한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다. 

4. 수술 후 통증 변화의 평가 비교

그룹 A에서 수술 전 평균 VAS 점수는 8.07, 수술 후 7일째 

2.80, 수술 후 3개월 뒤 2.6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마찬

가지로 그룹 B에서도 수술 전 평균 VAS 점수는 8.24,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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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ount of injected bone cement and approach

Group A Group B p-value
Amount of injected bone
 cement (mL)

6.5 6.2 0.640

Approach
   Bipedicular
   Unipedicular 

46
 3

47
 4

0.736

Table 3. Occurrence of leakage of bone cement during 
percutaneous vertebroplasty

Cement leak Group A Group B p-value

Epidural (Central)  3  3
Epidural (Foraminal)  0  0
Paravertebral  5  4
Intradiscal  4  5
Total leakage 12 (24.5%) 12 (23.5%) 0.972

 Table 4. Changes of visual analogue scale score after percuta-
neous vertebroplasty

Preoperative score Postoperative score

1 week 
post-op

3 months
 post-op

 Group A 8.07 2.80 2.64

 Group B 8.24 2.73 2.59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5. Improvement of back pain 3 months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Marked 
improvement

Mild 
improvement

No
 improvement

 Group A, No. (%) 30 (61.2)  14 (28.6) 5 (10.2)

 Group B, No. (%) 32 (62.7)  14 (27.5) 5 ( 9.8)

p>0.05 by chi-square test

후 7일째 2.73, 수술 후 3개월 뒤 2.59를 보였다. 두 그룹 간에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4). 수술 후 3개월 뒤 그룹 

A의 30예(61.2%)에서 만족할 만한 호전을 보였으며, 14예

(28.6%)에서 약간의 호전을 보였고, 5예(10.2%)에서는 호전

이 없었다. 그룹 B의 32예(62.7%)에서 만족할 만한 호전을 

보였고, 14예(27.5%)에서 약간의 호전을 보였으며, 5예

(9.8%)에서는 호전이 없었다. 통증의 호전 정도에 있어 두 

그룹간의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Table 5).

고   찰

최근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체 

압박 골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치료로 

현재까지 많은 치료법이 행해졌으나, 환자들 대부분이 고령

이거나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기계적 고정이 필요하지만, 골다

공증으로 인하여 그 고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장시간의 마취와 수술 조작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이 높은 반면에 골편 이식술에 의한 골융합의 성공률도 높지 

않아 수술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진통제 투여, 보조기 착용, 물리치료 등이 행해졌다13). 하지

만 최근에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로 척추체 압박 골절 환자

의 통증 경감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상이 

노인 연령층임을 감안할 때 수술 시 전신마취가 필요 없어 

이에 따른 위험이 없고, 시술이 비교적 용이하여 현재까지 

소개되어 있는 다른 수술법에 비하여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7,8,14).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은 1987년 Galibert 

등15)이 척추체 혈관종에 대하여 아크릴 시멘트를 이용하여 

중재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 처음 보고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척추체 혈관종에서 추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나, 그 이후에 전이암, 골수종, 임파종, 악성 조직

구증, 추체골절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골 

시멘트가 척추체외로 유출된 경우 주위 척추강 내 조직이나 

척추체 주위의 신체 조직, 즉 심혈관 혹은 폐등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척추체 주위의 혈관으로 주입되는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9). 이런 심각한 합병

증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척추 외과의사들은 골 시멘트 주입 

직전에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시행함으로써 누출 부위를 미

리 확인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시행 유무에 따라 두 그룹

으로 나누어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두 그룹 간의 임상

적 특징, 주입된 골 시멘트의 양, 접근법, 수술 후 통증 변화, 

척추체 외부로의 골 시멘트의 유출 등의 합병증에 있어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 비교적 충분한 경험 있는 척추외과에게서 척추체 정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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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술이 수술의 효과 및 안정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척추체 정맥 조영술의 목적은 척추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골 시멘트의 가능성 있는 위험한 경로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 처음 경피적 성형술이 소개되고, 수술이 

시행되었을 때 골 시멘트 주입 전 정맥조영술은 모든 환자에

서 시행되는 이 수술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Jensen 등6)은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의 임상 결과에 대한 최초의 보고에서 추골저정맥총(basi- 

vertebral venous plexus)이나, 척추주위 정맥총에서 직접 

연결되는 부적절한 바늘의 위치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합병

증을 줄이기 위해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저자들은 조영제와 골 시멘트 사이에는 점도 

및 유량(flow)의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맥조영술

이 실제적으로 골 시멘트의 유출의 예측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는다5,16,17). 또한 척추 골괴사(vertebral 

osteonecrosis) 또는 Kümmell 병18) 등의 경우처럼 괴사 공간 

내로 조영제가 남아 있거나, 또는 종판(endplates)을 통해 

추간판으로의 조영제의 이동 등 척추체 내 혼탁화(opacifi- 

cation)는 골 시멘트의 방사선 투시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19). 

비록 숙련된 척추외과의사에 의해 수술이 시행될 때 정맥

조영술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의 안정성을 증대시키지 않

을 지라도, 정맥조영술은 초심자나 경험이 부족한 수술자에

게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척추체 주변 

정맥의 해부학적 묘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척추체 골 잔기둥(vertebral bony trabeculae)은 배액

정맥과 실제 연결된 커다란 정맥 공간이기 때문에 척추체 

성형술은 일종의 혈관 내 수술이다19). 골 시멘트는 액체형 

색전물질(liquid embolic agent)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야 하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저자들의 연구에서 골 시멘트의 척추체 외부로

의 유출은 비교적 낮았으며, 이것은 수술 후 유출에 대한 

평가를 전산화단층촬영이 아닌 단순 X-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척추 주변 정맥계로 유출된 극히 소량의 골 

시멘트는 방사선 투시에서 발견되지 않는 수 있으므로 유출 

통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척추체 

주변 정맥계로 소량의 유출이 발생한 모든 환자에게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없었고, 따라서 소량의 유출은 임상적으

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들의 경험은 골 시멘트 주입 시에 주의 깊은 방사선 

투시 모니터링은 정맥조영술없이 안전하게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들의 경우 골 

시멘트가 척추체의 뒤쪽 1/4에 도달 했거나, 또는 만일 척추

체외로의 유출이 발견되면 일단 주입을 멈췄다. 약 15–20초 

후에 다시 시작하였고, 더 이상의 유출 없이 수술을 끝마칠 

수 있었다. 척추체 외부로 유출된 골 시멘트의 양이 많을수록 

합병증의 발생이 많아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골 

시멘트의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고, 골 시멘트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인자로는 척추와 주변 혈관 해부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다 좋은 화질의 방사선 투시기 등이 있다19). 

본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

적 척추체 성형술의 시행에 있어 숙련된 척추외과의사의 

경우 척추경을 통한 바늘의 정확한 삽입, 척추체 내 바늘의 

정확한 위치선정, 주입하는 골 시멘트의 적절한 주입량과 

점도의 조절, 골 시멘트 주입 시 적절한 속도와 압력의 조절, 

방사선 투시기를 통한 주의 깊은 관찰을 한다면 척추체 정맥

조영술은 불필요한 단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저자들의 경험상 초심자나 경험이 부족한 수술자에게 있어 

척추체 정맥조영술은 대단히 유용한 술기일 수 있으며, 따라

서 수련 과정 동안은 가능한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유용

성에 대한 더 많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요   약

연구배경: 고령 환자의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널

리 이용되고 있는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의 합병증은 매우 

낮지만, 수술 중 골 시멘트의 누출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척추 외과의사들이 골 시멘트 주입 직전에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사용함으로써 그 누출 부위를 확인하고자 하나, 

현재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필요성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척추체 정맥조영술의 시행 여부에 

따른 임상적 효과 및 합병증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고, 그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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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로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한 100예의 척추체를 대상으로 수술 중 척추체 정맥조영

술을 시행한 환자군(그룹 A)과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그룹 

B)로 구분하여 두 그룹 사이에 임상적 특징, 주입된 골 시멘트

의 양, 접근법, 척추체 외부로의 골 시멘트 유출, 수술 후 

통증 변화 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척추체 정맥조영술 시행 유무에 따른 환자의 임상적 

특성, 주입된 골 시멘트의 양, 접근법, 척추체 외부로의 골 

시멘트 유출의 비교에 있어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유출이 

발견된 모든 환자에서 응급 감압술을 요한 경우는 없었으며 

유출과 관련한 특별한 임상 증상은 없었다. 두 그룹 사이에 

수술 후 통증 변화의 평가와 관련하여 의의 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론: 골다공증성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의 시행에 있어 숙련된 척추 외과의사의 경우 척추체 

정맥조영술은 불필요한 단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심

자나 경험이 부족한 수술자에게 있어 척추체 정맥조영술은 

대단히 유용한 술기일 수 있고, 따라서 수련 과정 동안은 

가능한 척추체 정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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