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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예후 인자들

 후종인대 골화증은 후종인대가 석회화되어 척수를 압박하여 서서히 진

행하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보존적요법 보다는 수술적방

법이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예후와 관련된 인자로는 환자의 나이, 척수의 압박정도, 외상의 유무, 수

술전 신경학적 상태 및 수술전 자기공명 상에서의 신호강도여부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고자에 따라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척수병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경추 후종인

대 골화증 환자들의 척수병증 회복율과 관련 있는 예후인자들을 분석하

고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후 합병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대상은 본원에서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을 받은 환자 110명으로서 

평균 52개월간 추적 관찰하여 수술전 나이, 외상의 유무, 수술전 T2W1 

자기공명 상상 신호강도 유무, 골화된 분절수,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 

골화된 인대의 비율(OCA ratio of OPLL), 내원시 신경학적 상태 및 수

술방법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을 비교하 다.

 척수병증 회복율이 나쁜 경우는 수술시 60세 이상의 연령군, 외상이 있

던 군, 수술전 T2W1 자기공명 상상 신호강도가 있었던 군, 골화된 인

대가 4분절 이상인경우 그리고 내원시 신경학적 검사소견 심했던 환자군

이었다. 그러나 성별이나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 및 수술방법, 골화된 

인대의 비율은 척수병증의 회복율과는 접한 관련이 없었다. 

 수술후 합병증에서는 전방접근 수술에서는 뇌척수액 유출, 이식된 장골

의 전위등이었고 후방접근 수술에서는 수술후 경추후만의 진행 및 경막

외혈종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의 재형성 등이었다. 

----------------------------------------

핵심 되는 말 : 후종인대 골화증, 척수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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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예후인자들

                        <지도교수 윤도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석

                      

                          Ⅰ. 서론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후종인대가 석회화되어 척수를 압박하여 신

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서서히 진행하며 다른 보존적 요법

보다는 수술적요법이 효과적이다.
1,2,3,4

 1838년 Key에 의하여 처음으로 척

추인대가 골화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은 이후로 간헐적으로 경추 후종인

대 골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5 
1960년에 Tsukimoto가 부검으로 통하여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장애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이 질환

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1,6,7,8,9

 후종인대 골화증은 일본, 한국 및 중

국에서 많이 호발하며,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

고 되었다.
1,7,8,9

 질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뇨, 성장 호르

몬의 불균형증, 반복적인 외상, 상기도 감염증, 면역질환등 여러 가지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유전자적인 연구도 진행 중이다.
10,11,12

 후종인대 골화증은 특징적으로 경추부에 호발하며, 서서히 진행하며, 

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게 된다.
2 
치료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면 수

술이 유일한 방법인데 수술 방법으로는 전방경유 감압술 및 추체간 골유

합술, 경추후궁 제거술, 경추후궁 확장 성형술 등이 있다. 이러한 수술방

법들은 각각 장단점 및 수술후 합병증에 논란이 있어서 적당한 수술법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1,2,13,14,15

 Kato등
16
은 수술시 나이,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 및 외상의 유무가 척수증 회복과 관련된다고 하 고, 진 등
3
은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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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력이 있는 경우일수록 운동신경마비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하 으

며, 또한 척수의 압박정도가 운동신경마비의 회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다. Okada등
17
은 골화된 인대의 척수 압박이 척수병증 및 척수병증

의 회복에 관련이 있다고 하 고, Matsunaga등
18
은 골환된인대의 척수압

박이라는 정적인 인자 외에 동적인 인자가 관련된다고 하 다. 또한 수

술전 유병기간, 외상여부등이 수술 결과에 향이 있다고 보고하 고

3,19,20,21,22
 자기공명 상상 신호강도 및 그 밖의 예후에 미치는 인자들은 

보고자에 따라 논란이 있는 상태다.
17,23,24

 현재까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후 여러 예후인자들에 대한 회복

정도를 운동능력의 회복, 임상등급의 호전이나 척수병증 회복율과 비교

한 보고가 있었으나 수치화 하여 객관화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3,10,12,25

 

본 연구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수술한 110예를 대상으로 척수병증 회복율과 관련

된 예후인자 및 합병증 등을 조사하여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치

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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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에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한 177예의 환자

중 1년 이상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 132예 이었고. 이중 척수병증을 

동반한 환자는 110예 이었다. 나머지는 척수병증 외에 신경근병증 및 경

부통등을 주소로 수술한 환자였다. 경추디스크 파열이나 다른 병적 원인

으로 내원하여 발견된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는 제외하였다. 평균 추적관

찰기간은 52개월이었다.

 

2. 방법

 수술 전, 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JOA(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점수로 조사하여 0점부터 17점까지 분류하 으며, 척수병증 

회복은 Hirabayashi등
26
이 계산했던 방법과 같이 Improvement 

rate(IR)=(∑ postoperative JOA scores- ∑ Preoperative JOA 

scores)/(17-∑Preoperative JOA score)x 100으로 계산하 다
4,13,26

(표 1).
 

척수병증 회복율(IR)은 Tani등
13
의 임상등급을 적용하여 판정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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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정형외과학회의 경추 척수병증의 진단기준(JOA score)

             

 
* 

Improvement rate(IR)=(∑ postoperative JOA scores- ∑ 

Preoperative JOA scores)/(17-∑Preoperative JOA scores)x 100

Ⅰ. Motor function

 A. Upper limb

  0 =  Unable to feed oneself with any tableware

  1 =  Can manage to feed oneself

  2 =  Writing is possible but not practical

  3 =  Writing is clumsy but practical

  4 =  Normal

 B. Lower limb

  0   =  Chairbound or bedridden

  0.5 = Able to stand up but unable to walk

  1   = Requires walking aids

  1.5 = Walks aided but with difficulty

  2  = Needs support when going up and down stairs

  2.5 = Needs support when going downstairs

  3  = Capable of fast walking but with some difficulty

  4 = Normal

Ⅱ. Sensory function

 A. Upper limb

  0  = Complete sensory loss

  0.5 = Severe sensory loss

  1  = Mild sensory loss

  1.5 = Subjective numbness

  2  = Normal

 B. Trunk, same as A

 C. Lower limb, same as A

Ⅲ. Bladder function

  0 = Retention and/or incontinence

  1 = Sense of retention and/or incomplete continence

  2 = Retention and/or pollakisuria

  3 =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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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술후 임상등급 및 척수병증 회복율(%)에 의한 척수병증을 동반

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분포

 병상기록지, 외래기록지등을 확인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수술 후 단순 X

선 사진 52예를 굴곡, 신전상 인접분절의 11°이상의 각전위 및 3.5mm이

상의 전위등을 조사하고 Benzel등
27
이 제시한 경추후만여부를 조사하

고, 컴퓨터 촬 을 확인할 수 있었던 74예에서 Tani등
13
이 시행하 던 골

화된 인대의 비율(Occupancy ratio of OPLL) = (골화된 인대의 폭/척수

강의 직경)x 100을 분석하여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그림 1). 자기공명 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94예에서 수술전 

T2W1 자기 공명 상 신호강도 증가 여부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차

이여부를 조사하 다.

 또한 환자의 나이에 따라 60세 미만인 군과 60세 이상인 군을 비교하여 

척수병증 회복율과 비교하 고,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를 JOA 점수에 따

라 척수병증 회복율과 비교하 다. 병상기록지 및 외래기록지등을 통해 

외상의 여부, 경추 후종인대 골화의 분류, 분절수, 수술 방법에 따라 척

수병증 회복율과 비교하 다. 

Grade Improvement rate(%) n=110(%)

Excellent ≥75 9(8.2)

Good 50-74 61(55.5)

Fair 25-49 28(25.5)

Poor <25 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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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골화된 인대의 비율(Occupancy ratio of OPLL). 
* 
a = 척수강의 

직경, b =골화돤 인대의 폭  
*
골화된 인대의 비율(Occupancy ratio of 

OPLL) = (b/a)x 100 

3. 통계 분석

 수치의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 고 각 측정치의 수술전후 비교는 

Paired T-test 및 ANNOVA test, 그리고 Correlation of variance로 통

계처리 하 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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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과

1. 성별 및 연령분포

 척수병증을 동반하여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수술한 110예의 연령분

포는 34세부터 75세까지로 평균연령은 54세 였는데 50-60대가 가장 

많았다. 남녀 성비는 4:1이며 남자 88예 여자 22예였다(그림 2). 

그림 2.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남녀의 비는 4:1 이있고 평균연령은 54세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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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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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전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 및 방사선학

적 소견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1분절부터 7분절까지 평균 3.35±1.45 분절에 

걸쳐 있었으며 연속형이 46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합형이 

34명(30.9%)이었다(표 3).

표 3.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 (n=110)

* p-value=0.7995

3. 수술후 척수병증의 회복율 및 임상등급 분포

 수술 후 척수병증의 회복율(IR)은 0%에서 100%정도의 회복을 보 고 

평균 48.18±24.74% 이었다. 임상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우수(Excellent)한 

군이 8.2%, 양호(Good)가 55.5%, 보통(Fair)이 25.5%, 악화(Poor)된 경우

가 10.9%이었다(표 2).

Type(n=110) No. of Cases(%) Improvement ratio(%)

Localized 11(10.0) 48.14±29.18

Segmental 19(17.3) 55.09±23.07

Continuous 46(41.8) 46.78±21.09

Mixed 34(30.9) 46.80±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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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척수병증 회복율과 관련된 인자들 

 가. 나이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수술전 환자의 나이에 따라 척수병증의 회복율을 비교하면 60세 미만의 

환자가 평균 52.55±23.24%의 회복율을 보여, 60세 이상 환자의 평균 

39.58±23.47% 보다 높은 회복율을 보 다(p=0.008)(표 4).

표 4. 나이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 p-value=0.008

 나.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인 JOA 점수가 13점 이상인 경우 회복율이 평균 

59.98±23.29%로서, JOA 13 점 미만인 평균 40.39±23.87% 보다 회복율이 

높았다(p=0.0008)(표 5).

표 5.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 p-value=0.0008

Age(n=110) Improvement ratio(%)

<60(n=73) 52.55±23.24

≥60(n=37) 39.58±23.47

JOA (n=110) Improvement ratio(%)

<13(n=55) 40.39±23.87

≥13(n=55) 59.9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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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화된 분절수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후종인대 골화증이 4분절 미만인 경우가 평균 52.51±24.87%의 회복율을 

보여, 4분절 이상인 평균 42.17±23.52% 보다 회복율이 높았다(p=0.030)

(표 6).

표 6. 골화된 분절수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 P-value=0.0030

 라. T2W1 자기공명 상 신호강도 증가여부가 척수병증 회복율에 미치

는 향

 자기공명 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94예 중에 T2W1 자기공명 상상 신

호강도 증가가 있었던 군이 67예(71.3%)이었고 신호강도 증가를 보인군

의 척수병증 회복율이 평균 38.23±22.53% 로서 신호강도 증가가 없는 군

의 평균 67.79±22.11% 보다 회복율이 낮았다(p<0.0001)(표 7).

표 7. T2W1 자기공명 상 신호강도 증가 여부가 척수병증 회복율에 미

치는 향

* p-value<0.0001

Involved segments (n=110) Improvement ratio(%)

<4(n=64) 52.51±24.87

≥4(n=36) 42.17±23.52

Intramedullary signal change on T2W1(n=94) Improvement ratio(%)

High signal intensity(n=67) 38.23±22.53

No change(n=27) 67.7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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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상이 척수병증 회복율에 미치는 향

 외상이 동반되었던 경우가 21명(19.1%)이었고 외상의 경력이 없는 경우

의 척수병증 회복율이 평균 50.94±25.33% 로서 외상의 경력이 있던 경우

의 평균 36.51±18.32%보다 회복율이 높았다(p=0.0156)(표 8).

표 8. 외상이 척수병증 회복율에 미치는 향

*
p=0.0156

5. 척수병증 회복율과 관련이 없는 인자들

 남녀의 차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에 따른 차이도 없었으며(표 

3), 전방 또는 후방 수술법에 따른 회복율의 차이도 없었다(표 9). 컴퓨

터 촬 상 척수의 압박정도가 측정 가능했던 74예에서 골화된 인대의 비

율(Occupancy ratio of OPLL)은 21%에서 85%정도로 평균 

56.37±16.61% 이었으며 골화된 인대의 비율과 척수병증 회복율 사이에는 

상관관계는 없었다(Correlation of variance, p=0.1776). 

표 9. 전, 후방 수술방법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비교

*
p=0.0653

Trauma history(n=110) Improvement ratio(%)

Yes(n=21) 36.51±18.32

No(n=89) 50.94±25.33

Operation method(n=110) Improvement ratio(%)

Anterior approach(n=56) 54.44±15.64

Posterior approach(n=54) 54.78±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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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법에 따른 합병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에서 전방 접근법을 시도

한 경우가 56예 고 후방 접근법을 시도한 경우가 54예 다. 이중 전방

접근법후 다른 분절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진행된 경우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한 예가 2예 있었고 후방 접근법 후에 경추후만의 진행 또는 불완전

한 후종인대 골화의 제거를 위해 전방접근법을 시도한 2예가 있었다. 전

방접근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56예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뇌척수액 

유출, 이식된 장골의 전위, 식도천공등 이었다. 이중 장골의 전위는 초기 

고정판 없이 장골이식을 시행했던 3예에서 있었고 고정판 시술후는 불안

정한 나사에 의한 경우 다.

 후방접근법으로 수술한 경우 장기적으로 경추후만의 진행, 경막외 혈

종, 후종인대 골화가 다시 자라서 척수병증을 유발한 경우가 있었다(표 

10).

표 10.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수술후 합병증 

1
CSF = Cerebrospinal fluid

2
UGI =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3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nterior approach (n=56) (%) Posterior approach (n=54) (%)

CSF
1
 leakage 6(10.7) Kyphosis 4(7.4)

Bone block displacement 5(8.9) Wound infection 2(3.7)

Esophageal perforation 2(3.6) Epidural hematoma 1(1.9)

Wound infection 2(3.6) Regrowing 1(1.9)

Hoarseness 2(3.6) UGI
2
 bleeding 1(1.9)

UGI
2 
bleeding 1(1.8) ARDS

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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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찰

 후종인대 골화증은 50대 남자에서 호발하고, 경추부에 많이 발생되며 

장기간에 걸쳐 병이 진행되어 척수신경근병증 혹은 척수병증으로 진행하

는데14,16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에 있어 감압술은 

신경학적 손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치료법이다.4,28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방법은 전방경유 감압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 

경추후궁제거술, 경추후궁 확장성형술 등이 있는데 수술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에 이견이 많아서 적당한 수술법의 선택에 어려움

이 있다.2,3,4,14,15 일반적으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형태학적으로 분절

형 혹은 기타형이면서 길이가 3분절 이하이고 경추간반 탈출증이 동반

된 경우는 전방경유 감압술 및 추체간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

다.2,3,4,29  이 수술법은 척수압박의 직접원인이 되는 골화된 후종인대를 

직접 제거하여 압박된 척수를 감압시키고 신경공 감압술을 동시에 시행

할 수 있다.24 그러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여러 분절에 걸쳐있을때는 

위험성이 높고, 과도한 출혈 및 척수손상의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형태

학적으로 연속형 혹은 혼합형이면서 길이가 4분절 이상인 경우, 척수 압

박이 심한 경우, 환자의 전신상태가 나쁜 경우는 경추후궁 확장 성형술

을 시행한다.10 

 수술후 수술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은 전, 후방 수술에 따라 다른데 전

방 수술법은 수술 전, 후 골화된 인대의 비율(Occupancy ratio of 

OPLL)을 측정하며 후방 수술법은 Transverse diameter 및 후궁절제술 

길이를 이용한 configuration index나 Dural configuration index를 측정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Cine Phase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뇌척수액 

흐름을 평가하기도 한다.3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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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to등
16
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 환자의 나이, 

수술전 증상의 기간, 수술전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 외상의 유무 등의 여

러 가지 인자들이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 등3

은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일수록 운동신경마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

다.
 척수압박으로 인한 척수 손상이 유리기(free radical), 출혈, 부종 

등의 이차손상으로 이어져 척수에 비가역적 변화를 야기하고 이런 변화

가 척수병증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33,34 수술전 T2W1 자기공명영상

상 신호강도 증가는 척수 압박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 척수부종, 신경교

증, 척수 순환장애, 척수내 출혈 등이 원인이며 보고자에 따라 척수증 회

복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3,23,33,35 Yone등36은 수술전 T2W1 

자기공명영상상 신호강도 증가가 척수증 및 수술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

한다 하였다. 

 Okada등33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서 골화된 후종인대에 의한 척수의 

압박정도에 따라 수술이후 환자의 회복과 관련되며,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수의 단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의 척수손상에서 정적 척수압박 인자보

다 동적 척수압박 인자가 척수 손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37,38 

Matsunaga등18은 척수압박이 있는 부위에서는 골화된 후종인대의 단면적

에 따라서 척수병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부위는 동적 압

박인자가 척수병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전방경유 감압술은 비교적 수술 직후에 합병증이 많은데 주로 뇌척수액 

유출, 이식된 골의 전위 등이다. 뇌척수액 유출은 대부분 보전적 요법이

나 요추천자로 해결되었으며 이식된 골 전위는 과거 고정판 없이 장골을 

이식하였을 경우에 주로 나타났고 대부분 재수술로 완전유합을 이를 수 

있었다.28 Iwasaki등30은 경추후궁 확장 성형술혹은 경추후궁 확장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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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후만이 8%정도 초래된다고 하였는데, 저자들의 환자군에서는 7.4%

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수술후 굴곡, 신전 사진으로 경추 후만의 진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최근 Houten등14은 전경추후궁 확장술후 후방고정술

(lateral mass plate)이 수술후 정렬(alignment)의 유지 및 장기적인 경

추후만의 진행을 막을수 있으며 신경학적 회복정도는 전방수술 및 전경

추후궁 확장술 혹은 성형술과 같다고 하였다.14,15,32 

  

                              

   

                      



- 17 -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한 

110명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척

수병의 회복율에 관련된 예후인자 및 합병증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환자에서 척수병증 회복율

은 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 길이가 4분절 미만, 외상이 없는 군, 수술

전 T2W1 자기공명영상상 신호강도가 없는 군 및 수술전 신경학적 상태

가 좋았던 경우가 척수병증 회복율이 좋았다.

2. 남녀의 차이, 후종인대 골화증의 분류나 수술전 골화된 인대의 비율

및 전, 후방 수술방법에 따른 척수병증 회복율의 차이는 없었다.

3. 전방 접근 수술법의 경우 뇌척수액 유출, 이식된 장골의 전위 및 식

도천공 등에 유의해야 하며 후방접근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는 장기적으

로 경추 후만의 가능성 및 후종인대 골화의 재형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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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myeolpathy in patients  

                    with cervical OPLL

                        Young Seok Park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 Heum Yoon)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OPLL) is defined 

as an abnormal thickening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and 

is a cause of myelopathy. Surgical decompression is the only effective 

method to have neurologic symptoms. A variety of factors may affect 

the surgical outcome for patients with cervical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with myelopath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ratio of myelopathy after operation and investigate the complications 

of operation.

 To assess the prognostic factors after surgery, clinical and 

radiological data of 110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were 

reviewed. The neurological status of the patients was assessed with 

the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ale and improvement ratio of 

myelopathy. Radiological features were examined with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Occupancy ratio of the 

OPLL was also checked. 

 The improvement ratio of myelopathy was lower for patients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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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60 years, with an invasion level over 3 and high signal intensity 

on T2W1 MRI  and truama history. However the OCA ratio of OPLL 

and type of OPLL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improvement ratio of 

OPLL. The age, levels of OPLL, high signal intensity on T2W1 MRI 

and trauma history were reliable predictors of poor improvement ratio 

of myeolpathy. The most common complication of the anterior 

approach is CSF leakage and displacement of iliac bone graft or plate. 

Kyphosis developed after the posterior approach in about 7.4%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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