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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에서 척추압박골 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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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in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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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are very common and an increasing health problem, which not only increases 
death risk and thoracic kyphosis but also decreases quality of life and respiratory ability. Careful clinical evaluation and 
additional test procedures including laboratory study and radiologic imaging study should lead to an adequate diagnosis.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such as immobilization and stabilization of injured vertebral segments with 
appropriate brace, medication, exercise, interventional injection, or vertebroplasty etc. would be helpful for successful mana-
gement. (J Korean Soc Prosthet Orthot 2014; 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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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골다공증은 증하는 보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자

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 약 일천만 명이 골다공증이 있으며, 

50세 이상에서 여생동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  발생의 

가능성이 여자에서 50%, 남자에서는 30%에 이르고, 미국에

서만 1년에 70만 골 이 척추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1 우리

나라 인구와 산술 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14만의 

척추 골 이 매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도 

계속 증가하여 재 미국에서 골 에 의한 비용이 약 180억

불인데 2040년에는 이의 세배가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드는 비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

로 단되는데 이는 연 된 장기 인 불편이나 장애  삶

의 질 하락에 한 부분들은 제 로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골다공증성 척추골 은 한 때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로 치유되는 질환으로 여겨졌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애와 통증, 사망률 증가 등을 유발하고 일상생활

의 불편, 제한과 고립, 우울증 등 정신 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질환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2,3 골다공증성 척추골

이 새롭게 발생한 사람의 열명  두명에서는 1년 이내에 

두 번째 척추골 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다발

성 척추골 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척추 변형 즉, 척추후만

증, 측만증, 만성 척추 통증, 신장(키) 감소, 폐기능 하, 운

동 하  피곤, 균형 장애 등으로 이어진다.
5 척추골 에 

의한 척추후만증은 흉곽 용 의 감소에 따른 호흡 능력의 

하로 이어져 이에 의한 폐질환 련 사망률이 세 배 이상 

증가하며, 복강 용 의 감소에 의한 조기 복부 팽만감으로 

인하여 심하면 양 결핍도 래된다.
6 Kado 등4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여자에서 척추골 이 있으면 사망률이 23%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차 늘어가는 노인층 인구

와 이들의 국민 건강 리 측면을 고려할 때 골다공증성 

척추골 의 방  한 치료와 리가 의학 으로도 

요하며, 련 치료비  이후의 부가 인 경비를 고려하

면 경제학 으로도  심이 증가되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론

1) 임상 양상

골다공증성 척추골 의 발생 양상은 일반 인 외상성 골

 에서 충격 골  혹은 허약 골  등으로 일컬어지는

데 종종 기립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주 앉으면서 발생하게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도 발생하지만 비교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도 발생하는 것을 임상 으로 보게 된다. 이

러한 허약 골 의 부분은 척추에서 발생하는데 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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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gression of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Left, L1 

vertebra shows mild (5%) compression fracture. Right, 

there is 47% compression after 3 months.

로 약 1/3 의 경우에서만 발생 상황을 환자가 지각한다고 

한다.7 즉, 골다공증성 척추골  환자의 2/3에서는  증

상이 없거나 있어도 일반 인 가벼운 요통으로 생각되어서 

무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에서 척추후만증이 있거나 

키가 었을 때에 비해 5 cm 이상 었을 때는 넘어지거나 

다친 기왕력이 없어도 골다공증성 척추골 을 의심할 수 

있다.
8 하지만, 무증상 척추골 이든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골 이든 모두 새로이 다른 부 에 척추골 이 생길 가능

성이 한 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골 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향후의 골   이로 인한 삶의 

질 하를 막는 데 요하다.4 골다공증성 척추골 은 일반

으로 제12 흉추에서 가장 흔하며 제1 요추, 제2 요추 순으

로 흔하게 발생한다. 

2) 진단

고령의 환자에서 허리나 등 척추 쪽의 통증이 주 앉은 

뒤에 갑자기 발생하거나 발생한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만

성 으로 지속될 때는 골다공증성 척추골 을 의심할 수 

있다. 알콜 독이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월경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 흡연,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등의 기왕

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  은 사람에서도 허리나 등의 

통증이 갑자기 발생할 때 의심할 수 있겠다.
8,9

 이러한 이차

성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환자의 약 30∼60%에서 발견된다

고 한다.
9

(1) 이학  검사: 신장(키)을 측정하여 었을 때에 비해 

과도하게 신장이 어들면, 즉 키가 5 cm 이상 어들면 무

증상 골다공증성 척추골 을 의심할 수 있겠다. 이차성 골

다공증의 가능성을 보기 하여 알콜 독이나 장기간의 스

테로이드 사용, 당뇨, 감상선 기능 이상 등의 병력을 확인하

고, 통증 부  척추의 진  타진을 통하여 압박골 의 

부 를 짐작할 수 있다.
2 이학  검사상 요통의 다른 원인 

즉, 디스크 탈출증, 요추부 신경근병변, 척추 후   천

장 의 염 등의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청색 공막(불

완  골생성증), 기  비 증 등이 있는지 찰한다. 한 

낙상의 험성 감별을 하여 기립성 압의 유무, 시력 

하, 사지 근력, 균형 능력 등 신경학  기능 이상을 같이 

체크하여 낙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다른 이상 소견 유무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임상병리검사: 30∼60%의 골다공증은 이차 으로 

래된다고 한다.
9 가능한 일차  원인으로는 갑상선 계통으

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쿠싱증후군,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이 있고, 다발성 골수종, 임 종, 백 병 등의 악성 종양, 

그리고 스테로이드, 알콜 등의 약물이나 소화기계의 흡수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서 기의 

기본 인 검사에 의하여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을 약 85% 

밝힐 수 있었다고 한다. 

기  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완  구 계산, 장 

칼슘, 크 아티닌, 간 효소, 갑상선 자극 호르몬, 등이 포함

이 된다. 남성에서는 흔한 원인인 성선 하증을 감별하기 

하여 아침의 테스토스테론 측정이 필요하다. 부가 으로 

25-hydroxyvitamin D (25(OH)D), 과칼슘뇨를 한 24시간 소

변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0 골 형성 표지자  골 흡수 

표지자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일반 으로 넓은 변동성을 보

여서 골 도 검사를 체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정확해지

거나 검사 가격이 렴해져야 일반 환자를 상으로 치료

에 한 반응 등을 알아보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11

(3) 상의학  검사: 골다공증성 척추골 이 의심될 때 

가장 먼  할 수 있는 검사는 척추의 단순 X-선 촬 이

다.(Fig. 1) 이 검사는 골   의 모양을 찰 하는데 유용

하지만 골 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골다공증의 정

도 혹은 골다공증의 치료효과를 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일

반 인 척추의 촬 에 더하여, 기립   앙와 에서 척추

의 측면 단순방사선 촬 을 시행하여 골 된 추체의 높이

가 변하는 척추의 운동성 불안정성(dynamic instability)이 있

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골  발생 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 는데도 이러한 척추 불안정성이 있으면 척

추성형술(vertebroplasty)의 응증이 된다. X-선 검사를 이

용한 골다공증의 진단의 효용성은 제한 인데 일반 으로 

골 칼슘이 30% 이상의 상당한 손실이 있어야 단순 X-선을 

이용하여 골결핍증을 진단할 수 있다.
12

MRI 검사는 상당히 민한 검사방법이어서 단순 X-선 

검사상 애매한 골 의 진단  골수의 부종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압박골 의  만성 여부를 단하는데 도움

이 된다. 한 악성종양과 련된 척추골  여부의 정에 

요한 도움이 된다. 일반 으로 골다공증성 척추골 은 

척추 후방의 척추경(pedicle)은 침범하지 않으며, 척추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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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inal brace (by Dr. Pfeifer) can be helpful for good 

posture after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골수 내에 약간의 지방 신호가 잔존하며, 연부조직의 종양

이 없고, 척추체가 후방으로 돌출하지 않으며 경추  상부 

흉추는 침범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골주사(bone scan) 검사도 압박골  진단에 도움이 된다. 

특히 다발성 골 의 진단  X-선상 애매한 골  진단  

 만성 여부 단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 은 골  이후

에 18개월 까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13 종양이나 

염 등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MRI 검사보다는 부

족한 면이 많다. 

(4) 골 도 검사: 골 도 측정에 있어서 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는 골다공증 진단의 표  방법이 되었

다. 특히 골 도가 1 표 편차 감소할 때 골 의 험도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의 T-score가 －3.0이

면 T-score가 －1.0인 사람에 비해 골 의 험도가 4배 증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XA 방법이 고에 지  에

지 X-선을 사용하지만 한 환자에 의하여 흡수되는 방사선

의 양은 3 microSievert로써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흡수되는 

방사선량의 반 정도에 해당된다.

WHO의 기 에 의하면 건강한 은 성인과 비교하여 골

도가 T-score를 기 으로 하여 －1.0과 －2.5 표 편차 사

이에 있을 때는 골결핍증이, －2.5 표 편차를 과할 때는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14

 골 도 검사의 응증

은 65세 이상은 모두 응이 되며 65세 이하에서도 험인

자가 있으면 검사가 추천된다. 골다공증의 주 험인자로

는 65세 이상의 나이, 척추압박골  기왕력, 40세 이상에서

의 허약골 , 골다공증성 골 의 가족력, 3개월 이상의 스

테로이드 복용 기왕력, 흡수장애 증후군, 일차 부갑상선 기

능항진증, 단순 X-선 상 골결핍증, 성선 기능 하증, 45세 

이 의 폐경 등이 있다. 부 험인자로는 류마티스 염, 

갑상선기능 항진증, 만성 간질약 복용, 낮은 식이칼슘, 흡

연, 알콜 독, 카페인 과다 소비, 몸무게 57 kg 미만, 만성 

헤 린 사용 등이 있다.
15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의 DXA를 이용한 치료효과 모

니터링은 개 1년 간격이 추천되는데 이는 DXA 검사상 

다양한 치료 방법에 의한 골 도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

이다. 일반 으로 골 도가 3∼4%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치료

(1) 보존  치료: 척추 압박골 의 치료는 침상 안정, 통

증  골다공증을 한 투약, 보조기, 신 을 주로 한 운

동, 척추성형술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성으로 압박골 이 발생한 경우는 환자의 통증을 여

주는 투약과 함께 약 2일∼2주 이내의 침상 안정을 하도록 

한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침상안

정 기간은 이는 것이 골다공증의 악화, 심부 정맥 증, 

 구축 등의 발생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16 침상에서 안

정 시에는 척추골  부 가 약간 신  상태가 되도록 수건 

등을 말아서 척추 골  부  아래에 받쳐 다. 동시에 척추 

신 을 유지하고 굴곡을 제한하는 보조기를 처방하여 앉을 

때나 보행 시에는 착용하도록 한다. 보조기는 골 의 회복

시기까지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3개월간 착용하도록 

권유된다. 흔히 사용되는 보조기로는 경성의 단단한 폴리

로필  바디자켓이 많이 이용되고 십자형 방 척추과신

(cruciform anterior spinal hyperextension) 보조기, 쥬엣 보

조기, 등 쪽에 무게를 가한 척추후만 보조기 등이 이용된

다.
17 Pfeifer 등18은 골다공증성 척추골   통증이 있는 환

자를 상으로 하루에 2시간의 척추 신  보조기를 착용하

는 것만으로도 척추 신 근력 증가, 후만각 감소, 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를 하 으며,(Fig. 2) Sinaki 등
19

은 운동을 통하여 압박골 로 인한 요통  낙상의 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하지만 보존  치료 각

각의 방법에 한 표 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논문을 통한 

효과의 비교 검증은 상당한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향후 속발할 수 있는 골 을 방하고 골 도를 올리기 

하여 투약이 필요하다. 약의 종류로는 칼슘, 비타민 D, 호

르몬 요법, risedronate, alendronate, ibandronate, raloxifen 등

이 있으며 한, 매일, 매주, 매월 1회 복용가능한 다양한 

약제가 나와 있다.
20,21

 하지만 Rossisni 등
22
에 의하면 투약 

시작 1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단하는 비율이 60∼70%

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투약의 필요성에 하여 

환자가 공감하고 지속 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설득하

는 것이 요하다. 

통증 경감을 하여 다양한 주사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경막외 주사, 늑간 신경 차단술, 유발  주사, 척추 후

 주사 등이 환자의 증상에 맞게 다양하게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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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ple X-ray after vertebroplasty of L1 vertebra (arrow).

있고23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성형술 이후의 남아있는 통증

에도 도움이 된다. 2주 이상의 포  재활치료에도 불구하

고 척추 압박골 에 의한 증상이 계속되면 척추성형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2) 척추성형술(단순  풍선 척추성형술)(Fig. 3): 척추성

형술은 골다공증성 척추의 압박골 로 인하여 약 2주 이상

의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될 때 시행 할 

수 있으며 이성 종양이나 다발성 골수종 등으로 인한 척

추 통증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

 기증으로는 응고장애와 신체의 감염증 그리고 

종양이 경막외 공간까지 침범한 경우 등이 있으며, 상  

기증으로는 척추체의 높이 소실이 70% 이상인 경우와 하

지의 신경근병변이 발생한 경우, 척추체의 후벽의 괴, 제

3 흉추 이상 부 , 그리고 복와 로 1∼2시간을 견딜 수 없

는 경우 등이 있다.

합병증의 빈도는 3% 이내로 보고되며 부분 가벼운 일

과성 통증이지만 드물게는 심각한 합병증도 보고되고 있

다. 합병증으로는 폐색 증, 정맥 색 , 척수강내 유출로 

인한 척수 마비, 신경근 손상, 감염, 인  분 의 재골  등

이 있다.
24

척추성형술에 의하여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환자는 새

로운 압박골  혹은 진행되는 압박골 과 계되어 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로서 MRI의 강조 T2 상에서 강조가 되

며 3∼4개 이하의 압박골 이 있고 통증이 2개월 이하인 

경우가 가장 좋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도 서 등
25에 의하면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있다. 

기립 에서 척추의 굴곡  신  상태에서의 단순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추체의 높이가 변하는 척추체 불안정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는 척추성형술의 좋

은 응증이 된다.

척추성형술은 합병증의 빈도가 낮으며, 골다공증성 혹은 

암성 척추체 압박골 로 인하여 성, 아 성  만성 통증

을 겪는 환자에게 시술 즉시 통증을 여주며 한, 그 효과

가 비교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Buchbinder 등
26의 이 맹검 다기  조군연구에 의하면 

척추성형술이 환자의 통증이나 일상생활동작 등에 미치는 

향이 조군에 비해 의미 있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 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      론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 은 많은 환자에서 후유증으로 

통증, 척추후만증, 활력 하, 상당한 사망률 상승 등을 유

발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재까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 에 한 치료로는 보존  방법과 시술 혹은 간단한 수

술  방법 등이 있다. 척추골 의 조기 발견과 방  환자

에 용할 수 있는 보존   수술  치료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 으로 환자에게 가장 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안

내하는 것이 환자의 여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

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에 한 더 많은 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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