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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The Spine Journal 18 (2018) 551-557' 에 게재된 'Prevalence and related clinical factors of
thoracic ossification of the ligamentum flavum-a computed tomography-based cross-sectional
study'를 요약한 것임

1. 배경 및 목적
	황색인대 골화증은 황색인대 내에서 이소성 골화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흉추부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흉추 척수를 압박하여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흉추척수증 원인 중
하나임
		 	1920년 Polgar가 최초로 보고한 이후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극동아시아인(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의 흉추척수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여러 가지 관련 요소가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황색인대 골화증의 유병률은 3.8% ~ 63.9%로 매우 다양하며, 검사 방법에 따라 결과도 매우
상이함
		 	유병률에 대한 대부분의 보고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연구는
MRI를 이용하여 발표된 연구가 있지만 골성 병변의 특성상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한 연구는 없음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관의 CT자료를 통해 한국인에서의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이 증상을
유발하는 비율을 가늠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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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자료원: 2014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특정 의료기관(저자 소속)
	대상: 흉추부 인대 골화증 코드로 진단받은 환자
	분석방법: 특정 의료기관(저자 소속기관)에서 흉추 CT를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유무, 크기, 위치를 조사하고, 전국 자료를 활용하여 유병률 및 수술적 치료
비율을 분석함

3. 분석 결과
	특정 의료기관의 CT 촬영에서 나타난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의 유병률은 21.8%였으며, 남성은
23%, 여성은 20.1%였음
		 	CT 촬영을 받은 환자 4,999명 중 1,090명(남성 674명, 여성 416명)의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환자가 발견됨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환자의 평균 연령은 60.9(14.3)세(95% CI, 60.0-61.7)이며, 남성은
62.0(13.9)세, 여성은 59.1(14.9)세 였음
		 	1,090명의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환자 중 592명이 단일 흉부 수준의 병변을 보였고,
498명은 다중 병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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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 요인에 대한 단변량 회귀 분석 결과, 성별, 흉추후만(TK), 당뇨병(DM),
후종인대 골화증(OPLL)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변량 회귀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이 유의하였음
		 	하지만 횡단면 연구의 성격에 따라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과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후종인대 골화증이 위험인자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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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별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확인되었으며,
흉추후만과 후종인대 골화증은 남ㆍ녀 모두에서 유의적이었지만 당뇨병과 연령은 여성에서만
유의함

	연구분석 기간 내에 흉추부 인대 골화증의 상병코드로 수진이력이 있는 환자를 분석한 빅데이터
결과, 기간 유병률은 인구 10,000명당 3명이었고, 남성 10,000명당 2명, 여성 10,000명당
4명으로 나타남
		 	해 당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는 인구 1,000,000명당 95명이며, 남성
1,000,000명당 7명, 여성 1,000,000명당 120명 임

4. 결론
	특정 의료기관의 자료(CT 촬영)를 바탕으로 한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의 유병률은 21.8%로
이전 문헌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하지만 흉추부 인대 골화증으로 수진 이력이 있는 환자들의 기간 유병률은 그보다 훨씬 낮은 인구
10,000명당 3명(0.03%)으로 이를 통해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이 실제 임상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음
	분석 기간 내에 흉추부 인대 골화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인구 1,000,000명당 95명이었는데,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은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조기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수치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라고 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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