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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 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추의 해부학,특히 협
부의 크기와 각도에 대한 술 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를 계측하고,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을 산출하여 한국인에 대한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
못 고정술 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로는 평균 연령 60.5세의 한국 성인 사체에서 추출한 57개 (남성,36;여성,21)의 마른
축추를 사용하였다.축추 협부의 너비 및 높이는 횡공 위치에서 최단거리를 밀림자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전산화단층촬영으로 측정된 축추 협부의 크기가 실제 크기와 어느 정도
다른지를 알기 위해 10개의 마른 축추를 인체와 유사하게 배열한 후 전산화단층촬영하여 축
추 협부의 너비를 계측하고 이를 실측치와 비교하였다.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은 하관절면
(inferiorfacet)후내측단 (postero-medialend)에서 외측상방으로 각각 2㎜,3㎜ 떨어진
삽입점과 협부 중앙부위에 찍은 두 점을 연결한 선과 곁정중시상선 사이의 각으로 설정하였
다.이 두 점에 검은색 점을 찍은 다음 축추를 촬영하였고,삽입각은 CorelDraw를 이용하
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오른쪽에서 8.14㎜ (남성,8.42㎜;여성,7.86㎜),왼쪽에서 8.46
㎜ (남성,8.80㎜;여성,8.12㎜)였으며,남성에서는 8.61㎜,여성에서는 7.99㎜로 나타나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서,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동일한 축추 협부의 너비를 전산화단층촬영과 마른 뼈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각
각 평균 6.22㎜와 7.32㎜로서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경우에서 평균 1.1㎜ 작게 측정되
었다.축추 협부의 평균 높이는 오른쪽에서 7.17㎜ (남성,7.49㎜;여성,6.84㎜),왼쪽에서
7.43 ㎜ (남성,7.90㎜;여성,6.96㎜)였고,남성에서는 7.69㎜,여성에서는 6.90㎜로 조사
되어 너비에서와 같이 왼쪽과 남성에서 약간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일반적
으로 축추 협부의 크기가 5mm 미만인 경우는 수술 위험군으로 간주되는데,너비에 있어서



수술 위험군의 빈도는 오른쪽에서 3.5% (2개),왼쪽에서 1.8% (1개)였고,높이의 경우에는
수술 위험군의 빈도가 오른쪽에서 8.8% (5개),왼쪽에서 7.0% (4개)에 달하였다.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은 남성에서 오른쪽이 평균 5.6∘,왼쪽이 4.4∘였고,여성에서는 오른쪽이 평균
4.7∘,왼쪽이 5.5∘로 측정되었다.하지만 남녀 및 좌우 모두에서 삽입각은 변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인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는 좌우 및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
으며,축추 협부의 너비보다는 높이에 있어서 수술 위험군의 빈도가 높고,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의 변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결론적으로 환축추관통 나사못 고정술 시에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술 전 검사를 통해 축추 협부의 너비 뿐 아니라 높이와 삽입
각에 대한 계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축추 협부,너비,높이,삽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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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조조조 병병병 필필필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인인인 구구구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환축추의 불안정성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빈도는 낮지만 부적절한 치료 또는 치료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신경학적 손상이 심각하여 매우 세심한 치료가 요구된다.환축추 불안정성의
치료방법으로는 후방도달을 통한 강선 고정 등의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어져 왔고 임상적으
로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환추 후궁에 결손이 있는 경우는 고정이 되지 못하는 단점
이 지적되었다 (Brooks와 Jerkins,1978;Gallie,1993).1970년대 후반 환축추 나사못 고정
술이 Magerl(1985)에 의해 보고된 이래,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은 환축추간의 다
양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고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 술식의 장
점은 강선 고정술에 비하여 생역학적으로 우수하여 굴곡,신전,회전력 등 다방향의 힘에 저
항할 수 있으며,또한 강선 고정술의 시행이 불가능한 환추 후궁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반면에 단점으로는 술기가 어려우며 특히 나사못 삽입 시 내측으
로는 척수가,외측으로는 척추동맥이 있어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
성이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에 있어서는 척수 및 척추동맥
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환축추부의 해부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사못 삽입 시 파손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
이를 한국 성인의 마른 뼈에서 조사하여 이를 다른 인종의 그것과 비교하였다.또한 합병증
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전에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컴퓨터단층촬영 상에서 계측한 축추 협
부의 크기가 실제 마른 뼈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나사못 삽입 시 척수와
척추동맥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나사못 삽입각을 측정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얻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 료료료

연구 재료로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보관된 한국성인 마른 뼈 중에서
축추를 골라 사용하였으며 축추의 부식으로 인한 골 손실과 전이성 골암이 있었던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렇게 선정된 연구대상은 모두 57개였으며,이 중 남성이 36개,
여성이 21개였고 평균 연령은 60.5세였다.

222...방방방 법법법

1)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 계측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을 이용하여 환축추 관절의 고정 시에는 나사못이 축추 하관절
돌기의 후하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축추 추궁근 (pedicle)의 협부(isthmus),외측환축관절
(lateralatlantoaxialjoint),환추의 측괴 (lateralmass)를 차례로 통과한 다음 최종적으로 환
추의 전결절 (anteriortubercle)부근에 고정된다.본 연구에서는 나사못 삽입 시 피질골 파
괴 등으로 척수 또는 척추동맥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
이를 측정하였다.협부 너비는 횡공 위치에서 협부 내,외측연 사이의 최단 거리로 정의하였
고 (그림 1),축추 협부의 높이는 협부가 축추 횡공 (transverseforamen)의 안쪽을 지나는
곳에서 협부 장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지나는 상,하연 사이의 최단거리로 정의하였으며 (그
림 2),밀림자 (Verniercalliper;Mitutoyo,Tokyo,Japan)를 이용하여 좌,우 양측을 모두
계측하였다.



그림 1.축추 협부의 너비 계측.횡공 내측에서 축추 협부의 너비 중
가장 좁은 부분 (두 화살표 사이)의 너비를 측정하였음.

그림 2.축추 협부의 높이 계측.축추 협부의 높이로는 횡공 부위에서
축추 협부의 상,하연을 잇는 최단거리 (두 화살표 사이)를 측
정하였음.



2)축추 협부의 컴퓨터단층촬영

축추 협부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시 협부의 피질골이 파괴되
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으로 협부의 너비를 측정하
여 협부의 너비가 너무 작다고 판단되면 관절 관통 나사못 수술 이외의 술식을 사용하여야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측정된 수치와 실제
마른 뼈에서 측정된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축추를 임의로 선정하여 좌측 축추 협부의 횡공 부위를 컴퓨터단층촬영 (Hitachi,
Japan)한 후 협부의 너비를 측정하고 같은 부위를 밀림자를 이용하여 마른 뼈에서 측정하
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사용된 축추 중 남성이 7개,여성이 3개였고 평균나이는 63.1세였
다.컴퓨터단층촬영을 하기 위해 실제 인체 컴퓨터단층촬영 시와 유사하게 축추를 관상면
(coronalplane)으로 고정시킨 후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이미지 영상을 얻고 횡공 부위
에서 가장 좁은 단면의 너비를 측정하였다 (그림 3).

그림 3.축추 협부의 관상면 (coronalplane)을 컴퓨터단층촬영 (A)한 후 협부에서 가장
좁은 부위의 너비 (흰색 A-B)를 측정하였음 (B).



3)축추 협부를 지나는 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 측정

수술 시 축추 협부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삽입되는 나사못이 축추 협부의 정중
앙을 관통하여야 한다.이러한 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나사
못 삽입점으로 이용되는 지점인 축추 하관절면 (inferiorfacet)후내측단 (postero-medial
end)에서 외측으로 2㎜,상방으로 3㎜ 되는 곳에 점을 찍고 횡공 위치에서 협부의 정중앙
에 또 한점을 표시한 후 사진 촬영하였다.사진 촬영 시 점토를 이용하여 축추를 50도 전방
굴곡한 상태로 고정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Nikon,Japan)를 축추 후상방 30cm 지점에 설
치한 후 카메라의 초점이 축추 치돌기의 바닥 중앙 부위에 위치하도록 고정하였다.사진촬
영 전 표시한 두 점의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촬영 단추에 의한 떨림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원격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이렇게 얻어진 영상에서 나사못 삽입점과 축추
협부의 정중앙에 찍은 두 점을 지나는 선을 긋고 이 선과 곁정중시상선 (parasagittalline)
사이의 각을 CorelDraw 프로그램 (Version11,CorelCo,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

그림 4.곁정중시상선 (A)그리고 하
관절면 (inferiorfacet)의 후
내측단 (postero-medial
end)에서 외측상방으로 각각
2㎜,3㎜되는 부위와 협
부의 중앙을 이은 선 (B)사
이의 각 (θ)을 이상적인 나
사못 삽입각으로 설정하여
계측하였음.



4)통계처리

57개의 골 표본을 남,여 성별과 오른쪽,왼쪽으로 나누어 계측하였고 결과 비교는 통계
용 소프트웨어 (SPSS version10)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오른쪽과,왼쪽의 결과 비교는
pairedtwo-tailedttest로 남,여의 결과 비교는 nonpairedtwo-tailedttest로 통계학
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축추 협부의 너비

남성 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오른쪽이 8.42(4.99-10.62)㎜,왼쪽은 8.80(5.61-10.91)
㎜ 였으며,여성의 경우 오른쪽이 7.86(4.61-11.30)㎜,왼쪽이 8.12(3.33-11.82)㎜로 남성
과 여성 모두 왼쪽의 너비가 크게 측정되었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P=0.134).전체적
으로 보아서도 남녀 축추 협부의 오른쪽 너비는 8.14(4.61-11.30)㎜,왼쪽 너비는 8.46
(3.33-11.82)㎜로 왼쪽에서 오른쪽보다 더 컸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P=0.089).또한
남성에서 좌우 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8.61(4.99-10.91)㎜,여성에서는 7.99(3.33-11.82)
㎜로 나타나 축추 협부의 너비가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68)(표 1).

표 1.축추 협부의 너비

각 데이터는 평균 (범위)mm로 나타내었음.

오른쪽 왼쪽 계

남성 8.42(4.99-10.62) 8.80(5.61-10.91) 8.61(4.99-10.91)

여성 7.86(4.61-11.30) 8.12(3.33-11.82) 7.99(3.33-11.82)

계 8.14(4.61-11.30) 8.46(3.33-11.82)



2.축추 협부의 너비에서 수술 위험군의 빈도

축추 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5㎜ 이상의 축추 협부 너비를 가진
경우가 남성의 오른쪽이 35개 (97.2%),왼쪽이 36개 (100%)이었고 5㎜ 미만인 경우는 오른
쪽에서만 1개 (2.8%)가 관찰되었다.여성의 경우 5㎜ 이상이 양측에서 각각 20개 (95.2%)였
고 5㎜ 미만인 경우가 양측 각각 1예 (4.8%)였다.전체적으로 보아 축추 협부 너비 중 수
술 위험군에 속하는 5㎜ 미만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3.5% (2개),왼쪽에서 1.8% (1개)로 나
타났다 (표 2).

표 2.축추 협부의 너비에서 수술 위험군 (<5mm)의 빈도

≧ 5㎜ <5㎜

남성
오른쪽 35 (97.2) 1(2.8)
왼쪽 36(100.0) 0(0.0)

여성
오른쪽 20 (95.2) 1(4.8)
왼쪽 20 (95.2) 1(4.8)

계
오른쪽 55 (96.5) 2(3.5)
왼쪽 56 (98.2) 1(1.8)

각 데이터는 No.ofcases(%)로 나타내었음.

3.실측과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측정치 차이

축추 10개에서 협부 너비를 컴퓨터단층촬영을 한 후 협부의 가장 좁은 부위를 측정한
결과 평균 6.2(3.7-8.7)㎜였고 같은 부위를 전자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평균 7.3
(4.6-9.3)㎜로 실측치가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측정 한 것에 비해 평균 1.1㎜ 크게 나타났다.



4.축추 협부의 높이

남성 축추 협부의 높이는 오른쪽이 7.49(3.96-14.66)㎜,왼쪽이 7.90(4.16-14.31)㎜였
고,여성의 경우 오른쪽이 6.84(2.36-9.31)㎜,왼쪽이 6.96(3.09-9.11)㎜로 남성과 여성 모
두에서 왼쪽의 높이가 컸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P=0.091).남녀를 합쳐서도 축추 협
부의 높이는 오른쪽에서 8.14 (4.61-11.30)㎜,왼쪽에서 8.46(3.33-11.82)㎜로 나타나 왼쪽
높이가 오른쪽보다 컸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P=0.178).그리고 남성에서 좌우 축추
협부의 평균 높이는 7.69(3.96-14.66)㎜,여성에서는 6.90(2.36-9.31)㎜로 나타나 축추 협
부의 높이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173)(표 3).

표 3.축추 협부의 높이

오른쪽 왼쪽 계

남성 7.49(3.96-14.66) 7.90(4.16-14.31) 7.69(3.96-14.66)

여성 6.84(2.36-9.31) 6.96(3.09-9.11) 6.90(2.36-9.31)

계 7.17(2.36-14.66) 7.43(3.08-14.31)

각 데이터는 평균 (범위)mm로 나타내었음..

5.축추 협부의 높이에서 수술 위험군의 빈도

축추 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5㎜ 이상의 축추 협부 높이를 가진
경우가 남성의 오른쪽에서 32개 (88.9%),왼쪽이 34개(94.4%)이었고,5㎜ 미만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4개 (11.1%),왼쪽에서 2개 (5.6%)로 측정되었다. 여성의 경우 5㎜ 이상이 오
른쪽에서 20개 (95.2%),왼쪽에서 19개 (90.5%),5㎜ 미만인 경우가 오른쪽에서 1개 (4.8%),
왼쪽에서 2개(9.5%)로 관찰되었다.따라서 축추 협부의 높이 중 수술 위험군에 속하는 5㎜
미만인 경우는 남녀 합쳐서 오른쪽에서 8.8% (5개),왼쪽에서 7.0% (4개)의 빈도를 보였다
(표 4).



표 4.축추 협부의 높이에서 수술 위험군 (<5mm)의 빈도

≧ 5㎜ <5㎜

남성
오른쪽 32(88.9) 4(11.1)
왼쪽 34(94.4) 2 (5.6)

여성
오른쪽 20(95.2) 1 (4.8)
왼쪽 19(90.5) 2 (9.5)

계
오른쪽 52(91.2) 5 (8.8)
왼쪽 53(93.0) 4 (7.0)

각 데이터는 No.ofcases(%)로 나타내었음.

6.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

나사못 삽입점으로부터 축추 협부의 정중부를 지나는 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은 남성의
오른쪽에서 4-5.9∘가 8개 (22.2%),0-1.9∘ 및 2-3.9∘가 각각 7개 (19.4%), 6-7.9∘ 및
10-11.9∘가 각각 6개 (16.6%)였고,왼쪽에서는 0-1.9∘가 12개 (33.3%)로 가장 많았으며
2-3.9∘ 및 8-9.9∘가 각각 8개 (22.2%),4-5.9∘가 5예 (13.9%)로 양측 모두 다양한 분포를 보
였다.여성의 경우 오른쪽에서 0-1.9∘ 및 6-7.9∘가 각각 6개 (28.6%)로 가장 많았고 왼쪽에
서는 0-1.9∘가 5개 (23.8%)로 가장 많았지만 2-3.9∘,4-5.9∘ 및 6-7.9∘가 각각 4개 (19.0%)
로 역시 고른 분포를 보였다.전체적으로는 오른쪽에서 0-1.9∘가 13개 (22.8%),6-7.9∘가 12
개 (21.1%),2-3.9∘가 11개 (19.3%),4-5.9∘가 10개 (17.5%)의 순으로,왼쪽에서는 0-1.9∘가
17개 (29.8%),2-3.9∘가 12개 (21.1%),8-9.9∘가 10개 (17.5%),4-5.9∘가 9개 (15.8%)의 순으
로 관찰되었다.축추 협부의 이상적인 삽입각 평균은 남성의 오른쪽에서 5.6∘,왼쪽에서 4.4
∘였고,여성의 오른쪽에서 4.7∘,왼쪽에서 5.5∘로 측정되었지만 해부학적으로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표 5.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

삽 입 각

0.0-1.9∘ 2.0-3.9∘ 4.0-5.9∘ 6.0-7.9∘ 8.0-9.9∘ 10-11.9∘ 평균

남성
오른쪽 7(19.4) 7(19.4) 8(22.2) 6(16.6) 2(15.5) 6(16.6) 5.6

왼쪽 12(33.3) 8(22.2) 5(13.9) 2(5.5) 8(22.2) 1(2.7) 4.4

여성
오른쪽 6(28.6) 4(19.0) 2(9.5) 6(28.6) 2(9.5) 1(4.8) 4.7

왼쪽 5(23.8) 4(19.0) 4(19.0) 4(19.0) 2(9.5) 2(9.5) 5.5

계
오른쪽 13(22.8) 11(19.3) 10(17.5) 12(21.1) 4(7.0) 7(12.3)

왼쪽 17(29.8) 12(21.1) 9(15.8) 6(10.5) 10(17.5) 3(5.3)

각 데이터는 No.ofcases(%)로 나타내었음.



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외상,류마티스 관절염,선천적 기형 등으로 인한 환축추 부위의 불안정성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보존적 치료 시에는 골 유합과 신경학적 손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장시간 침상안정을 취하여야 하므로 욕창 등의 합병증이 심하며 폐와 순환
기계 부작용으로 결국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 (Kazan등,2000).Magerl등 (1985)에 의해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이
소개된 후 최근에는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을 이용한 후방 고정술이 많이 시행되어
임상적으로 우수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척추동맥 및 척수 손상 발생 위험성 때문에 수술
시 정확한 수술 기법과 수술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술 전 환자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Magerl와 Seemann,1985).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을 위한 술 전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동맥의
주행을 파악하는 것이다.해부학적으로 척추동맥은 그 지름과 주행경로에 있어서 성별 및
좌,우측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chi등 (1996)은 50명의 건강한 성인
중 58%에서 왼쪽 척추동맥의 지름이 오른쪽 척추동맥보다 크고,평균값도 남녀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강호석 등 (2002)의 연구에서도 76%에서 왼쪽 척추동맥
의 지름이 오른쪽 척추동맥보다 컸으며,오른쪽과 왼쪽의 평균값에 있어서도 각각 3.5㎜과
4.0㎜로 왼쪽 척추동맥의 지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다고 하였다.또한 척추동맥은 환
추와 축추 사이에서 다양하게 꺾어지는 양상을 보이며,몇몇 척추동맥은 축추 횡돌기를 빠
져나온 다음 측면으로 45-90∘ 이상으로 다양하게 꺾어진다고 보고 되어있다 (강호석 등,
2002).여러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수술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나 척
추동맥의 다양한 주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나사못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Coric등
(1996)은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후 동정맥누공(arteriovenousfistula)이 발생한 예를
보고하였으며, Prabhu등 (1997)은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후 발생한 척추동맥의 가
성 동맥류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다른 연구자들은 1318명의 환자에게 2492개의 환축추
관절 관통 나사못을 삽입한 결과 4.1%의 환자에서 척추동맥의 손상이 있었으며 0.2%의 환
자에서 척추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있었고 양측 척추동맥의 손상으로 사망한 경
우가 0.1%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Wright와 Lauryssen,1998).

척추동맥의 손상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축추 하관절면의 후내측단에서 외측으로 2㎜,상방으로 3㎜ 떨어진 위치를 시작점으로 하
여,2.5 mm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면서 방사선 증폭장치를 이용하여 축추 추궁근
(pedicle)위쪽 능선과 협부를 따라 천공되는 것을 확인하고,이어서 축추 측괴의 뒤쪽 중간



부위를 관통하여 환추의 측괴와 연결되어야 하며,3.5mm 피질골 나사를 사용하여야 안정
된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Magerl와 Seemann,1985).환축추관절 관통 나
사못 삽입의 경로 중 가장 좁은 부분이 축추의 협부로서 나사못 삽입각이 부적절하거나 협
부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피질골 파괴를 야기하여 인접한 척수나 척추
동맥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 축추 협부의 해부학적 특징을 정
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축추 협부에 대한 형태계측학적
연구는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시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
한 정보와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큰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축추의 너비와 높이는 여성에서 더 작아 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 시 남성에 비
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Mandel등,2000).본 연구에서도 좌,우측 모두에서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작게 관찰되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Mandel등 (2000)은 성별에 관계없이 오른쪽 축추 협부의 높이와 너비가 왼쪽에 비
하여 작다고 보고하였고,본 연구에서도 오른쪽 축추 협부의 높이와 너비가 모두 왼쪽에 비
해 작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석경수 등 (2003)은 24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후 사면 축상면 (oblique
axial)상에서 48개의 축추 협부의 너비를 측정한 결과 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6.2
(3.3-8.6)㎜였으며,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서 6.3㎜,여성에서 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석경수 등 (2003)이 측정한 수치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수치의 차이
는 본 연구는 마른 뼈를 대상으로 피질 골을 직접 측정하였지만 석경수 등 (2003)은 자기공
명영상을 기본 자료로 시상면(sagittal)과 사면 축상면(obliqueaxial)을 PACS시스템을 이
용하여 측정하여 축추 협부 피질골 바깥 경계부의 두께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에서 마른 뼈를 이용한 컴퓨터단층촬영과 전자 계측기를 이용한 측정에서 전산화단층촬
영 시 6.22㎜,계측기 이용 시 7.32㎜로 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경우가 평균 1mm 정도 작
게 측정되었다.따라서 실제 술 전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시 협부 너비가 5㎜ 미만일 경우
실제로는 약 1㎜ 정도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는 나사못 고정 시 축추에서 환추로 나사못 주행의 골 교
(bonybridge)가 되는 부위로 형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축추 협부
의 너비와 높이가 5㎜ 미만인 경우,3.5㎜ 피질골 나사못을 삽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알
려져 있다 (Magerl와 Seemann,1985).Mandel등 (2000)은 205예를 대상으로 밀림자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 축추 협부의 너비가 5㎜ 미만인 경우가 5개 (2.4%),높이가 5㎜ 미만
인 경우가 24개 (11.7%)로 축추협부 높이에서 수술 위험군에 속하는 5㎜ 미만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그러나 Karaikovic등 (1997)은 318개를 실측한 결과 5㎜ 미만이 너비에서
8.4%,높이에서 0%로 나타났다고 하여 축추 협부 너비에서 위험군의 빈도가 더 높다고 보



고하였다.또한 Kazan등 (2000)은 축추 협부의 높이와 너비가 6㎜ 미만인 경우가 40개 중
12.5%에서 관찰되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57개의 축추 가운데 협부의 너비가 5㎜ 미
만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3.5% (2개),왼쪽에서 1.8% (1개)인 반면 협부의 높이가 5㎜ 미만
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8.8% (5개),왼쪽에서 7.0% (4개)로 나타나 축추협부 높이에서 수술
위험군의 빈도가 높다는 Mandel등 (2000)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따라서 한국인
의 경우 술 전 축추 협부의 높이 측정이 임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하지만 본 연구
에 사용된 축추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추후
예 수를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석경수 등 (2003)은 나사못의 이상적인 삽입경로는 축추 하관절돌기 하연에서 2㎜ 상
방,내연에서 2.5㎜ 외측에서 시작하여 시상면상에서는 축추 상관절면의 후방 1/4지점을 통
과하고 사면 축상면(obliqueaxial)상에서는 외측환축관절 (lateralatlantoaxialjoint)의 중심
을 지나도록 수직방향으로 삽입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염진섭 등 (2004)은 전산화 단층
촬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 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에서 축추의 형태는 해부학적 변이
가 심하여 나사의 궤도를 해부학적 표식을 기준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개별 환자의 국소
해부학을 고려하여 삽입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염진섭 등 (2004)은 다양한
궤도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나사못 삽입 시 축추 횡공 내상부 피질골의 손상이
주로 일어난다고 하였고 이는 추궁근 (pedicle)을 기준으로 하면 추궁근 외하부라고 하였으
며 피질골 관통 발생 가능성은 환추 횡공의 깊이보다는 추궁근의 너비 및 내향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나사못이 삽입점에서 시작하여 협부의 중앙을 지
나는 궤도를 지날 경우 나사못에 의한 축추 협부의 피질골 파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되
어 축추 하관절면 (inferiorfacet)후내측단(postero-medialend)외측으로 2㎜,상방으로 3
㎜되는 부위에 삽입점을 표시하고,횡공 부위에서 협부의 가장 좁은 부위의 중앙에 또 한점
을 표시한 후 두 점을 연결한 선과 곁정중시상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디지털 카메
라와 CorelDraw를 이용한 측정에서 남성의 오른쪽과 왼쪽의 이상적인 삽입각 평균이 각각
5.6∘도,4.4∘이었으며 여성의 오른쪽과 왼쪽의 삽입각 평균이 각각 4.7∘,5.5∘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이상적인 삽입각의 변이가 매우 심하여 삽입각에 있어 개인차가 몹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일부 저자 (Xu등,1998;Margerl과 Seemann,1985)들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일정각도를 설정하여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사료되어 술 전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 또는 수술시 척추 시뮬레이션
(spinesimulator)기기를 이용하여 환자 각각의 협부 크기 및 나사못 삽입각을 미리 측정
후 나사못을 삽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시 삽입점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나 삽입점에 나사를 삽입할 경우,처
음부터 드릴을 사용하면 드릴 끝이 상방으로 미끄러져 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드릴을 사용하기 전 1.5-2㎜ 직경의 고속 천공기를 이용하여 삽입점 피질골
부위만을 천공하는 것이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염진
섭 등,2004).또 다른 저자들은 환축추관절 사이에 Herbert나사를 삽입하고 후궁 간 갈고
리를 이용한 수술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보고하고 있다 (Gebhard 등,1998;
Mandel등,2000;Tokuhashi등,2000).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고정술은 정확한 수술기법
으로 시행된다면 척추동맥과 척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사소한 순환기계
이상은 대부분 간과하고 지나치므로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보고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신경학적 손상이 0.2%로 매우 낮게 보고되는 이유는 한쪽의 척수동
맥이 일부 손상되었더라도 반대쪽에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Gebhard등,1998;Mandel등,2000).환축추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시 척추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원인으로는 축추 협부의 손상 외에도 관절부위 골 미란(errosion),관절파괴,척
추동맥기형,척추동맥구의 증대,그리고 환축추의 불완전 정복(reduction)등이 알려져 있다
(Gebhard등,1998;Mandel등,2000).

환축추 불안정증은 수술적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이나 수술적 수기가 어렵고
학습기간 또한 장시간을 요하며 수술 시 합병증의 발생 정도에 상관없이 환자의 생명에 치
명적일 수가 있어 수술 전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의 확인이 필요하다.한국인의 축추 협
부의 크기에 대해 보고된 바가 서양에 비해 미비하고 자기공명영상 등의 기기를 이용한 보
고가 일부 있으나 직접 마른 뼈를 이용한 보고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본 연구 결과 축추
협부의 너비보다는 높이에 있어 나사못 고정술에 대한 위험군의 빈도가 더 높고,축추 협부
의 중앙부를 지나는 이상적인 삽입각의 분포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능
한 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술 전 자기공명영상이나 3차원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하
여 척추동맥의 주행 양상,협부의 크기 특히 높이와 축추 협부각을 미리 확인 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환축추 관절 관통 나사못 삽입 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
자 57개 (남성,36;여성,21)의 축추에서 양측 협부의 너비와 높이 그리고 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오른쪽에서 8.14㎜ (남성,8.42㎜;여성,7.86㎜),왼쪽에
서 8.46 ㎜ (남성,8.80㎜;여성,8.12㎜)로 남녀 모두에서 왼쪽 축추의 너비가 컸으나 통
계학적 의미는 없었다.좌우를 합친 축추 협부의 평균 너비는 남성에서 8.61㎜,여성에서
7.99㎜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다소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동일한 축추 협부의 너비를 전산화단층촬영과 마른 뼈를 이용하여 측정해 본 결과
각각 평균 6.22㎜와 7.32㎜로 나타나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경우에서 평균 1.1㎜ 작게
측정되었다.

3.축추 협부의 평균 높이는 오른쪽에서 7.17㎜ (남성,7.49㎜;여성,6.84㎜),왼쪽에
서 7.43 ㎜ (남성,7.90㎜;여성,6.96㎜)로 조사되어 남녀 모두에서 왼쪽의 높이가 약간
컸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또한 축추 협부의 높이가 남성에서는 7.69㎜,여
성에서는 6.90㎜로 조사되어 남성 축추 협부의 높이가 컸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축추 협부의 너비가 5㎜ 미만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3.5% (2개),왼쪽에서 1.8% (1
개)였고,축추 협부의 높이가 5㎜ 미만인 경우는 오른쪽에서 8.8% (5개),왼쪽에서 7.0% (4
개)로 조사되었다.

5.이상적인 나사못 삽입각은 남성에서 오른쪽이 평균 5.6∘,왼쪽이 4.4∘였고,여성에서
는 오른쪽이 평균 4.7∘,왼쪽이 5.5∘로 측정되었다.하지만 남녀 및 좌우 모두에서 삽입각의
변이가 매우 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인 축추 협부의 너비와 높이는 좌우 및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축추 협부의 너비보다는 높이에서 5㎜ 미만인 경우가 더 빈번하고,이상적인 나사
못 삽입각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따라서 술 전 자기공명영상 또는 컴퓨터단층



촬영으로 축추 협부의 너비 뿐 아니라 높이에 대한 계측이 반드시 필요하며,술 전 검사로
계측된 각도로 나사못을 삽입하는 것이 축추 인근 척추동맥과 척수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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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ooofffAAAxxxiiiaaalllIIIsssttthhhmmmuuusssfffooorrrAAAtttlllaaannntttoooaaaxxxiiiaaalll
TTTrrraaannnsssaaarrrtttiiicccuuulllaaarrrSSScccrrreeewww FFFiiixxxaaatttiiiooonnn

Kim,InGu
Dept.of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resurgeryevaluationforanatomyoftheaxis,especiallyforthesizeandangle
oftheisthmus,isveryimportanttominimizeoccurrenceofcomplicationinatlantoaxial
transarticularscrew fixation.Toprovidebasicdatausefulforatlantoaxial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in Korean,width and heightofthe axialisthmus as wellas ideal
insertionangleofthescrew weremeasuredinthisstudy.

Fiftyseven(male,36;female,21)driedaxisderivedfrom Koreanadultcadavers
60.5yearsoldinaveragewereused.Theshortestdistanceinthewidthandheightof
theaxialisthmusweremeasuredattheleveloftransverseforamenbyusingVernier
calliper.Toidentifyadifferencebetweenthesizemeasuredbycomputedtomography
(CT)andactualsize,widthoftheaxialisthmuswasmeasuredbyCT inthecoronal
plane after the axis was arranged in a similar orientation with that of actual
photographing,anditwascomparedwith actualwidth ofthesamebone.Theideal
screw insertionanglewassetupasananglebetweenaparasagittallineandaline
passingthroughthecenteroftheisthmusandscrew insertionpointwhichislocated2
㎜ lateraland3㎜ superiortotheposteromedialendoftheinferiorarticularsurfaceof
the axis.The axis in which the two points were marked with black dots was
photographed,andtheinsertionanglewasmeasuredwithCorelDraw.

Themeanwidthoftheaxialisthmuswas8.14㎜ (8.42㎜ inmale;7.86㎜ in
female)intherightand8.46㎜ (8.80㎜ inmale;8.12㎜ infemale)intheleftside,and
8.61㎜ inmaleand7.99㎜ infemale.Althoughthewidthoftheaxialisthmuswas



slightlygreaterintheleftandinmale,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both
sidesorsexes.ThemeanwidthoftheisthmusoftheaxismeasuredbyCT was6.22
㎜ whilemeanactualwidthofthesameboneswas7.32㎜,indicatingCT measurement
tendstobesmallerby1.1㎜ thanactualmeasurement.Themeanheightoftheaxial
isthmuswas7.17㎜ (7.49㎜ inmale;6.84㎜ infemale)intherightand7.43㎜ (7.90
㎜ inmale;6.96㎜ infemale)intheleftside,and7.69㎜ inmaleand6.90㎜ in
female.However,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bothsidesorsexes,as
likeinthewidth.Intheatlantoaxialtransarticularscrew fixation,theaxiswithisthmus
lesserthan5㎜ initswidthorheightisregardedasdangergroupingeneral.The
frequencyofthedangergroupinthewidthwas3.5% (2cases)intherightand1.8%
(1case)intheleft,whilethatintheheightwas8.8% (5cases)intherightand7.0%
(4cases)intheleftside.Themeanidealinsertionangleofthescrew was5.6∘,4.4∘ in
therightandleftsideofmale,and4.7∘,5.5∘ in therightandleftsideoffemale
respectively.Buttheinsertionangleshowedgreatvariationinbothsidesandsexes.

The present data indicates that the axis from Korean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sthmus width and heightbetween both sides or sexes,higher
frequencyofthedangergroupintheisthmusheightthaninthewidth,andawide
variationintheidealinsertionangleofthescrew.Inconclusion,measurementofthe
isthmusheightandinsertionangle,besidestheisthmuswidth,shouldbeinvolvedinthe
preoperativeexamination,tominimizecomplicationsduringtheatlantoaxial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Key Words: Atlantoaxial 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isthmus of axis, width,
height,insertion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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