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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후 속발된 쿰멜씨병의 치료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후 속발된 쿰멜씨병의 치료
박 세 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Treatment of Kümmell’s disease following the 
occurrence of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Se-Jun Park,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The incidence of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OVCF) is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Kümmell’s disease following OVCF occurrence is not a rare complication and is 
frequently associated with severe pain or neurologic deficit with progressive kyphotic deformity. Kümmell’s disease 
initially meant post-traumatic delayed vertebral collapse, but now it is also termed nonunion, osteonecrosis, or 
intravertebral vacuum cleft, all of which suggest the disruption of the healing process.
Current Concepts: The major pathogenesis of Kümmell’s disease is a vascular compromise caused by mechanical 
stress or intravascular pathology. The key radiologic sign to diagnose Kümmell’s disease is the presence 
of intravertebral vacuum cleft, observed using simple X-ray, computed tomography,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is the most useful diagnostic tool showing gas or fluid signals. The risk 
factors for the progression of Kümmell’s disease after OVCF include middle-column injury, confined low signal 
intensity on T2-weighted image, posterior wall combined fracture, kyphotic angle >10°, and a height loss >15%. 
Its treatment can be broadly classified as conservative treatment, bone cement injection, and surgical treatment. 
The appropriate treatment method is selected based on the pain intensity, neurological symptoms, and the 
severity of the kyphotic deformity.
Discussion and Conclusion: Kümmell’s disease usually develops along with osteoporosis. Therefore, the 
treatment should be focused on relief from symptoms associated with Kümmell’s disease and osteoporosis. 
It is recommended that an anabolic agent should be administered after the diagnosis of Kümmell’s disease, 
regardless of the treatment mod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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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골다공증의 유병

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골다공증은 고령에서 골절을 유발

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뼈의 

강도를 약하게 하여 골절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골격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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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는 이와 같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

위이며, 이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부른다. 골

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대개의 경우 큰 치료 없이 유합

되어 통증이 경감되나, 약 7-13%의 환자에서는 시간이 흘

러도 골절이 유합되지 않고 척추체 내부에 균열을 동반하는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쿰멜씨병(Kümmell’s disease)

이라고 일컫는다[1-9].

1895년 독일의 의사였던 Kümmell이 경미한 척추 외

상 후에 척추체의 지연성 붕괴(delayed post-traumatic 

vertebral collapse)를 보고하면서 이를 쿰멜씨병이라고 명

명하였다[10,11]. 하지만 추후 쿰멜씨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현재 쿰멜씨병은 척추체 내 가관절증, 추

체 내진공틈새(intravertebral vacuum cleft, IVC), 척추체 

괴사, 압박 골절의 불유합 등의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12-16].

쿰멜씨병은 보통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과는 다르게 

통증이 지속되고 후만 변형이 증가하며 때로는 신경학적 이

상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법뿐만 아니라 

위험인자, 병태생리 등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필요하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척추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의사들에게 도움

이 될 만한 쿰멜씨병의 임상 양상, 병태생리, 영상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쿰멜씨병이 발생하면 대개의 경

우 증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게 된다. 이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이나 후만성형술

(kyphoplasty) 등의 시멘트 주입술, 수술적 치료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치료 방법은 통증의 정도, 신경학적 증상

의 유무, 후만 변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

하게 된다. 이처럼 쿰멜씨병의 치료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다양하고 그 임상 양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정립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쿰멜

씨병의 치료 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을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임상 양상

쿰멜씨병의 가장 중요한 임상적 특징은 작은 외상력 이후 

지연적으로 발생하는 척추체의 붕괴이다[10,17,18].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기 때문에 검

사 시기가 늦어져 병이 진행된 후 발견하게 된다[19,20]. 외

상 이후 언제 척추체의 붕괴가 발생하여 증상이 생기는지

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20]. 병의 진행 단계에 대해 여

러 저자에 의해 연구가 되었지만 Steel [10]과 Benedek과 

Nicholas [18]의 분류 체계가 많이 인용되는 것이다. 1951

년 Steel [10]은 쿰멜씨병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

째 단계(initial injury)에는 허리에 다양한 정도와 방법에 의

한 초기 외상이 있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약해서 영상학적 검

사 상 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post-

traumatic period)는 외상 후 단계로, 환자는 약간의 불편함

을 느끼지만 기능적으로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세 번째 단

계(latent interval)는 잠복 단계로, 수개월 동안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지속된다. 네 번째 단계(recrudescent stage)

는 재발 단계로 환자는 압박 골절 부위에 국한된 통증 악화

를 경험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terminal stage)는 마지막 

단계로, 점진적으로 후만 변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드물며 

대개 마지막 단계 즉, 통증이 동반되고 후만 변형이 진행될 

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18,21,22]. 1981년 Benedek

과 Nicholas는 Steel의 다섯 단계를 간소화하여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도의 허리 외상이 일어

나고 그 정도는 약해서 무증상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영상학적 진단이 어려운 시기이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외상력 없이 점진적으로 통증이 발

생하고 악화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척추체 붕괴와 

점차 진행하는 후만 변형이 나타나게 된다.

쿰멜씨병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과 마찬가지로 주

로 노년층에서, 그리고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쿰멜씨병이 호발하는 부위는 흉요추부 이

행부이며, 이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이 호발하는 

부위와 같다[20,23]. 일부 저자들은 쿰멜씨병과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은 연속성에 있는 질환이 아니고 상이한 손상 

기전과 다른 임상 양상 및 영상 소견을 보이는 다른 질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20,23]. 하지만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골다공증 척추골절과 쿰멜씨병  755

Park SJ·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and Kümmell’s disease

은 초기에 발견되고, 쿰멜씨병은 비교적 나중에 발견되지 때

문에 위와 같은 상이한 소견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의 정론은 쿰멜씨병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연속성 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병태생리

쿰멜씨병의 발생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되

고 있는 것이 골절된 척추체의 골괴사에 의한 불유합이다

[21,24,25]. 척추체 골괴사의 병태생리 기전은 크게 둘로 나

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골절로 인한 형태학적 변형 때문

에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으로 인하여 척추체 내로의 혈류가 

감소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는 흉요추부 척추체로의 혈류 공

급은 한 쌍의 분절 동맥과 전방, 후방 중심 동맥으로부터 받

고 있으며, 이는 각각 척추체의 전방 1/3과 후궁과 척추체의 

후방 2/3의 혈액 공급을 담당한다. 척추체의 골괴사는 척추

체의 전방 1/3 부근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방 중심 동

맥이 주위의 우회 동맥이 적어 허혈성 손상에 취약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25]. Kim 등[25]은 척추체의 중간 부분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편이 방출되려는 성질 때문에 척추체

의 단면적이 넓어지고 이것이 혈류 공급을 차단한다고 하였

다. Sugita 등[26]도 척추체의 중간 부분에서의 골절이 종판 

근처에 발생하는 골절에 비하여 혈관 손상이 더 많음을 관찰

하여 골절의 형태에 따라 혈류 공급이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두 번째 척추체 골괴사의 병태생리는 

척추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 자체의 이상이다. 알코올 

중독증,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 병력, 헤모글로빈병증 등

은 모두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써 쿰멜씨병

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혈관에 손상이 발생되면 혈관 

내벽에 지방이 침착되고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류 공급이 

더욱 차단된다[25]. 또한 골절 시 발생하는 지방 색전증도 작

은 동맥을 막아 혈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병

태생리로 인하여 척추체의 골절후에 신생 혈관이 자라나오

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골절이 치유되지 못하고 불유합을 유발

하게 된다.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일수록 골모세포의 숫자도 

적고 혈류 압박에도 취약하게 되어 골절의 유합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27]. 이러한 혈류 손상에 의한 기전과

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몇몇 저자들

은 골괴사는 골절되지 않은 척추체에도 발견될 수 있음을 보

고하였고 이들은 혈류 장애보다는 흉요추부 이행부의 생역

학적 특성이 척추체 내의 불안정성을 유발시켜 쿰멜씨병을 

유발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4,28]. 이상의 

병태생리를 정리하면 쿰멜씨병의 발생에는 혈류 차단이라는 

내인성 요소와 생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외인성 요소가 모두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영상학적 소견

쿰멜씨병의 영상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IVC이다

(Figure 1). IVC 소견은 척추체의 중심이나 인접한 종판에 

가스가 축적되어 발생한다. IVC는 쿰멜씨병의 진단적 가치

가 있는 소견이기도 하지만 지연성 척추체 붕괴를 예측하는 

예후인자도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

어 왔다. Maldague 등[21]이 처음 IVC를 언급하였고, 그는 

이러한 소견은 종양이나 감염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른 연구들에서는 감염이나 종양에서

도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2,29,30]. IVC는 쿰멜씨병 

전의 단계인 일반적인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도 보고되지만, 대개의 경우 수상 초기의 단계에서

는 잘 관찰되지는 않는다[29,31]. IVC 소견이 쿰멜씨병에 얼

마나 진단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로 Libicher 등[29]

은 IVC가 압박 골절 후 발생하는 골괴사의 진단에 특징적

인 소견이라고 보고하면서 그 진단적 가치는 85%의 민감도, 

99%의 특이도, 91%의 양성 예측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IVC

가 형성되는 기전은 척추체의 공간에 가스가 채워지거나 추

간판 내의 가스가 골절된 척추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된

다. 가스의 성분은 대개는 질소이며 공간에 액체 성분이 차 

있을 경우 그 성분은 활막액과 유사한 성분이다. 가스 성분

과 액체 성분은 자세에 따라서 그 위치가 바뀔 수 있다[30]. 

쿰멜씨병을 진단하기 위한 영상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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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X-ray),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이 있

다. 우선 가장 쉽고 흔히 시행되는 검사는 X-ray이다. 초

기 단계에서는 X-ray만으로 쿰멜씨병을 진단하기는 어렵

다. X-ray 진단에서 쿰멜씨병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소견

은 IVC sign이다. IVC는 대개 가로로 선모양으로 형성되며 

측면 X-ray뿐만아니라 전후방 X-ray에서도 잘 관찰된다. 

IVC는 척추체 내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굴곡-신전 X-ray나 누워서 찍는 X-ray에서 잘 관찰된다

[23,32,33]. CT는 X-ray보다 뼈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관

찰할 수 있다. CT에서 IVC 소견이 더 명확히 관찰되며, 특히 

후방 피질골의 연속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치료가 필

요한 경우 시멘트 주입술 시 시멘트가 척추관 쪽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는 MRI 검사가 있다. MRI에서는 IVC 소견 및 내부의 액체 

성분이 잘 관찰되어 쿰멜씨병에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검사이

며, 또한 신경 조직의 압박 유무도 관찰할 수 있다. MRI 상 

골절된 부분은 초기에는 T1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골부종이 감소하고 이러한 신호 강도는 중간 신호 강도로 

점차 바뀌게 된다[34]. Young 등[20]은 골괴사된 척추체 부

분은 MRI 상 T1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로, T2 강조 영

상에서는 저신호 강도로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골괴사된 부분은 T1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로 T2 강조 

영상에서는 다양하게 관찰된다고 보고

되고 있고, 이는 척추체 내의 가스와 액

체 성분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

고되고 있다[29,30,34,35]. T2 강조 영

상에서 병변 내부의 고신호 강도 부위를 

둘러싼 주위의 저신호 강도를 보이는 부

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double-line 

sign이라 불리고, 중심의 새로운 육아조

직이 주위의 경화된 조직으로 둘러싸인 

것을 의미하며, IVC 소견과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1) [35]. 

이 소견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서 관찰되는 crescent 

sign과 비슷한 소견으로 이해되고 있다[25]. IVC 소견 외에

도 초기의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에서 지연성 척추체 붕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소견을 MRI에서 관찰할 수 있다. 

Ahn 등[34]은 골절 초기 MRI에서 관찰된 골수 음영 패턴이 

T1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로 보일 때 지연성 척추 붕괴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Tsujio 등[36]은 흉요

추 접합부에서 발생한 골절, 중주(middle column) 손상, T2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가 국소적 혹은 넓게 분포하는 소

견을 나쁜 예후인자로 보고하였다. 특히 T2 강조 영상에서 

저신호 강도가 국소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인장력과 전단력

으로 인한 반복적인 기계적 압박을 의미하므로, 저신호 강도

가 넓게 분포하는 것보다 불유합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Ha와 Kim [37]은 척추체의 가운데 부분을 침범한 골절, 후

벽 골절이 동반된 경우, 척추 후만각이 10도 이상, 척추체의 

높이 감소가 15% 이상일 때, 그리고 IVC 징후가 보일 때를 

나쁜 예후인자로 보고하였다.

치료

1. 보존적 치료

다른 척추질환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치료는 

A B C

Figure 1. The intravertebral vacuum cleft sign was confirmed on the 12th thoracic vertebra on a standing 
lateral X-ray taken 4 months after the injury in a 77-year-old female patient (A). Intravertebral vacuum cleft 
sign is also found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ing low signal intensity on T1 weighted image (B). 
On T2 weighted image, a band-shaped, high-signal intensity lesion is seen suggesting fluid in the center of 
the fractured vertebral body and a low-signal intensity “double-line sign” suggesting the surrounding 
granulation tissue (C).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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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적 치료이다. 쿰멜씨병이 발생하여도 그 형태와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

이 없이 통증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여

야 한다. 보존적 치료의 방법은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서와 

같이 단기간의 침상 안정,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보조

기 등이 주를 이루게 된다[12,31,38].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

은 이미 불유합된 척추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

기 때문에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존적 치료에

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 자체의 치료이다. 

쿰멜씨병이 발생하면 대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 척추 전

문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질환으로 인한 증상 즉, 통증이나 

신경학적 이상만 해결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골다공증 자체

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골다공증 자체를 치료해

야 하는 이유는 다른 후속 골절을 예방하는 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가 쿰멜씨

병 자체의 healing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39,40].

2012년 Fabbriciani 등[39]은 증례 논

문을 통해 L1의 쿰멜씨병으로 진단받은 

81세 여자 환자에서 teriparatide를 12

개월 투여하였을 때 환자의 통증이 완전

히 사라지고, 후만 변형도 더 증가하지 

않았으며, CT 상 보이는 IVC의 크기도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Figure 2). 또

한 Gou 등[40]의 중국 정형외과 의사들

은 최근 Osteoporosis International에 

쿰멜씨병으로 진단받고, teriparatide로 

1년간 치료한 21명의 환자를 모아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결과에 의하

면 모든 환자에서 통증 점수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고, CT 상 보이는 IVC의 크

기도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21명의 환

자 중 8명은 골가교도 형성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불유합이라고 진단되었지만, 

유합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

우라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에 teriparatide와 같은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여 추가 골절을 막음과 동시에 쿰멜씨병 자

체의 치료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반면 비스포스포네이

트(bisphosphonate) 계열의 약제는 골유합을 저해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후 쿰멜씨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1]. 따라서 골다공

증성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쿰멜씨병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제를 끊거나 골형성 

촉진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시멘트 주입술

통증 치료 및 골다공증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

하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 주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멘트 주입술은 단순히 시멘트만 주입하는 척추성형술과 

balloon을 이용하여 공간을 만들어 준 후 시멘트를 주입하는 

후만성형술로 나눌 수 있다[42-48]. 이러한 치료는 대개 국

A

C

B

D

Figure 2. Case of an 81-year-old female patient. Initial computed tomography images (A,B) and follow-up 
computed tomography images taken 12 months after teriparatide treatment (C,D). Adapted from Fabbriciani 
G, et al. Rheumatol Int 2012;32:1371-1374, with permission from Springe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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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취 하에 시행된다. 일반적인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의 초기 치료로서 척추성형술이나 후만성형술의 역할은 논

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시멘트 주입이 골유합을 촉진시켜주

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골유합을 방해한다는 반대 의견과 그

래도 통증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현재까지도 

모두 존재한다[42,43]. 쿰멜씨병에서 시멘트 주입술의 효과

에 대하여도 여러 연구에서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쿰멜씨병

에서 IVC 소견이 보일 때 시멘트를 주입하여도 인접 정상 척

추체에 시멘트가 결합되기 힘들기 때문에 주입된 시멘트가 

이탈되거나 인접 정상 척추체의 골절을 유발하는 등 좋지 않

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12]. 또한 IVC가 있을 때 시

멘트 누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49]. 

본 저자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일차 치료로 척추

성형술이나 후만성형술은 고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쿰멜

씨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미 불유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

에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 통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에는 신경학적 이상만 없다면 이러한 시멘트 주입술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척추성형술은 비용이나 부작용 대비 

통증 개선 효과는 매우 좋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어 소위 가

성비가 매우 좋은 술식으로 생각되며, 침습적인 수술적 치료

의 전 단계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시멘트 누출로 보고되고 

있으며, 후방 피질골에 연속성이 끊어진 

경우에는 경막 외로 시멘트가 누출될 위

험이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49]. 시멘트 

누출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는 폐색전증이 있으나 그 빈도는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다. 척추성형술은 엎드

려 있는 자세에서 시멘트만 주입하기 때

문에 후만 변형을 교정하는 정도는 시술 

시 자세에서 교정되는 정도이다. 반면 

후만성형술은 balloon을 이용하여 추체

의 높이를 높인 후에 시멘트를 주입하기 

때문에 자연히 후만 변형의 교정을 척추

성형술보다는 더 기대할 수 있다. 또한 

balloon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시멘트가 

주입되기 때문에 척추성형술보다는 낮

은 압력으로 시멘트를 주입할 수 있어 시멘트 누출의 위험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러 방사선학적 지표는 후만성형술

이 척추성형술보다는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상 증상의 호전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42]. 비용이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어떤 시술을 할지를 결

정하게 되며, 저자는 개인적으로 통증 개선에는 척추성형술

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주로 척추성형술만을 시행하고 

있다. 쿰멜씨병에서 척추성형술이나 후만성형술 후에 시술

과 관련한 합병증 외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시멘트 주입술 

한 척추체의 나머지 부분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경우, 인접 마디에 새로운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시술 전에 이러한 것이 발생한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을 의사도 인지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설명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술적 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나 시멘트 주입술과 같은 최소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후만 변

형이 악화되거나 처음부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한 경

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쿰멜씨병에서 수

A B C D

Figure 3. A 78-year-old female patient came to the hospital with severe back pain and kyphosis that had 
persisted for several years. She did not suffer from any neurologic symptom. On X-ray, kyphosis was observed 
with the apex of 12th thoracic vertebra (A),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nerve compression (B). A mild form 
of Kümmell’s disease was suspected as air density was seen in the vertebrae and adjacent intervertebral discs 
(C). A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was performed on the 12th thoracic vertebra to correct the kyphosis, and 
thereafter the pain was much improved (D).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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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치료는 항상 최후의 치료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

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질환의 환자군들이 비교적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많고, 골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위험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수술을 고려할 상

황이 되면 이러한 수술과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수술의 방법은 후만 변형의 정도, 신경학

적 이상의 유무 등을 생각해서 선택해야 하나 여기서도 그나

마 덜 침습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

만 변형이 있는 경우 삼주 절골술(three 

column osteotomy)을 하지 않고 후만 

변형 교정이 가능한지, 신경 압박이 있

는 경우 추체 제거술을 하지 않고 후방 

감압술로만 신경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추체 제거술이 필요할 경우 측방 수

술 없이 후방에서만 수술이 가능할지 등

을 순차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면 대부분 후방 수술로 충분

하며, 이러한 경우 후만 변형과 그에 연

관된 통증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불안

정한 분절의 안정화와 후만 변형의 교

정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 전략을 세워

야 하겠다. 누우면 펴지는 비교적 유연

한 후만증은 후방에서 후관절 제거 및 

다분절에 걸친 후방 유합술 정도만 하

여도 변형을 교정할 수 있다. 이때 쿰멜

씨병이 있는 병소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척추체 제거술을 하기

도 하나, 이는 대개 신경학적 이상이 있

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신경학적 이

상이 없다면 병소에 시멘트를 주입하거

나 소파술 후 골이식 또는 cage를 척추

경을 통해서 삽입하여 전방지지를 도모

할 수 있다. 만약 누워도 잘 펴지지 않는 

유연하지 않은 후만 변형일 경우에는 어

쩔 수 없이 후만 변형의 첨부(apex)에서 

삼주 절골술을 고려해야 한다(Figure 3). 다음으로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후만 변형의 동반 여부를 고려하여 신

경 감압의 방법을 선택한다. 후만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에는 추체 제거를 시행하지 않고 후궁절제술만 해도 신경 감

압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Figure 4). 만약 후만 변형이 동

반되어 있고 전방에서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추체 제거술을 고려해야 한다. 추체 제거술은 

A

C

B

D

Figure 5. A 78-year-old female patient came to the hospital with complaints of inability to walk due to the 
weakness in her legs for 2 days. X-ray shows compression fracture and suspicious Kümmell’s disease at T12 
(A).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spinal cord was compressed by the posteriorly bulged bone fragment 
showing the high signal intensity at the compression level (arrow) (B). After removing the whole vertebral 
body of T12 through a posterior approach without an anterior approach (so called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anterior support was performed using expandable cage, and then posterior fusion was performed. 
The distal screw was reinforced with a laminar hook (C). It is observed that the fusion was successful 2 years 
after surgery (D).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A B C E F

D

Figure 4. An 82-year-old female patient who underwent vertebroplasty at L2 and T12 4 months ago at a 
hospital, but she was unable to walk due to worsening back pain and radiating pain in the lower extremities 
(A).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Kümmell’s disease was observed in the L2 vertebra, and her dural sac 
was severely compressed (B-D). She underwent posterior decompression by performing laminectomy of L2 
and posterior instrument and fusion from T12 to L3 (E,F). During the surgery, the screws were reinforced with 
bone cement and a laminar hook at L3 to prevent screw pull-out (E,F).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e clinical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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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측방 접근을 통해서 시행하나 쿰멜씨병이 호발

하는 흉추부나 흉요추부 같은 경우에는 후방 접근(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만으로도 충분히 추체를 제거

할 수 있어 전방 접근 없이 완전한 신경의 감압 및 척주 재건

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Figure 5). 요추부에 발생한 쿰멜

씨병의 경우에는 요추 신경근 때문에 후방 접근만으로는 추

체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방으로 접근해야 

한다. 쿰멜씨병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 시 적합한 수술 방법

을 택하여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기 고정술 시 골질이 좋지 

않아 고정력이 약해질 가능성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척추경 나사 주위에 시멘트로 보강을 

하는 것과 pullout을 막기 위하여 근위부나 원위부에 hook

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Figures 4, 5). 수술 후에도 골다공

증의 약물치료는 지속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른 골

질의 회복과 유합률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결론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쿰멜씨

병의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하

여 이 질환의 병태생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방사선

학적 위험인자도 많이 알려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

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쿰멜씨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

인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비해서 보존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경학적 이상이나 극심한 통

증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

해야 하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골형성 촉진제와 같

은 골다공증 치료이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면 시멘트 주입술을 적극적으로 고

려한다. 수술적 치료는 보존적 치료에 실패할 경우에 고려되

며,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후만 변형의 정도에 따라 그 방

법을 선택하면 되겠으나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에 특히 주의

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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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 이후 발생되는 쿰멜씨병의 

임상 양상 및 역학, 다양한 병태 생리, 특징적인 영상학적 소견, 

임상 양상에 따른 여러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최신 문헌을 정리한 

논문이다. 질환의 진행에 따른 다양한 분류 체계를 소개하고 있

으며 단계별로 나타나는 임상 양상을 잘 기술하고 있다. 척추체 

내 진공 균열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고 진단에 도움이 되는 촬영 자세, 치료에 중요한 검사 

소견 등을 함께 제시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골

형성 촉진제의 사용이 쿰멜씨병의 치료에 도움이 됨을 제시해 주

고 있다. 이 논문은 쿰멜씨병의 임상 양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

법 및 각각의 적응증을 제시하고 있어 치료 방법의 선택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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