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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력 연구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은 비교적 드문 골형성 과다성 질환으로, 

한국에서의 유병률은 약 0.6%로 보고되고 있다.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형제 중에는 28.89%, 환자의 부모 자식간에는 

26.15%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내의 유병율에 대해 조사 하고자 하였다. 

한국후종인대골화증 환우회의 도움을 받아 29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현구를 진행하였다. 총 58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환자와 부모 자식 관계인 피험자는 46명, 형제 자매 

관계인 피험자는 12명 이었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가계도, 과거 병력, 

현재 증상 여부 등이 포함된 면담이 이루어 졌으며 이후 경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후종인대골화증 발병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경추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 하였다. 모든 

연구 과정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 졌다. 

환자의 가족 중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된 피험자는 총 27.6%였다. 

환자와 부모 자식관계인 피험자의 유병률은 25.0%였으며 형제 자매 

관계인 피험자의 유병률은 41.7%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로 판명된 피험자 중 후종인대골화증과 연관된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피험자의 비율은 50.0%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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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한국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가족에서의 유병률도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의 

가족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이미 발병한 경우에도 자각증상이 없어 

발병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검진 실시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 검진, 조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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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력 연구 

<지도교수 조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장 원 석 

 

Ⅰ. 서론 

후종인대골화증은 경추부 및 흉추부의 후종인대에 병적 석회화 침착

이 생기며 만성적인 척수 압박에 의한 척수 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이

다. 많은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후종인대골화증은 복잡한 유전적 요

인에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또한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 및 유전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

적 요인에 따른 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례로 COL6A1등이 거론되고 있다.1, 5 

후종인대골화증은 인종간의 발병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경

우 3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보고에 따라 1.9%-4.3%의 발병률을 보

이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정도로 한국에서는 0.6%~3.6%, 

대만에서는 2.8%의 발병률이 보고되어 있다.3, 6-9 이처럼 후종인대골

화증이 인종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를 보이며 발병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 환자 가족내의 유병률에 대해서도 기

존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Terayama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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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환자의 부모 중 26.15%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으며 형

제, 자매의 28.89%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음을 보고 하였으

며 저자는 상기 사항을 들어 후종인대골화증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한다고 결론지었다.10 하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 가족내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현재 보고된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 후

종인대골화증 환자 가족 내에서의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임상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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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한국 후종인대골화증 환우회 (KOPA)의 도움을 받아 환우회에 속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과거 병력, 

현재 후종인대골화증과 연관 가능한 증상의 유무, 가계도 작성을 

포함한 설문 조사가 우선 이루어 졌다. 후종인대골화증 발병 유무를 

판단을 위해 경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후종인대골화증 – 경추 척추증 등 이상소견은 있지만 

후종인대골화증은 보이지 않음 – 정상 경추부 단순 촬영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후종인대골화증이 의심은 되나 확진 하기 어려운 일부 

피험자를 대상으로는 경추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상기 모든 연구 과정은 피험자의 서면 동의 후 이루어 졌으며, 강남 

세브란스병원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3.0 software (SPSS, Chicago, IL)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양측 검정으로 하여 p<0.05 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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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2010 년 1 월부터 2010 년 3 월까지 29 명의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가계도 상으로 본 환자의 가족의 

구성은 환자의 부모가 58 명, 환자의 자녀가 68 명, 그리고 환자와 

형제 자매 관계인 가족 구성원이 96 명이었으며, 이 중 총 58 명의 

피험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의 부모인 경우가 2 명 이었으며, 

자녀인 피험자는 44 명,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인 피험자는 12 명 

이었다. 평균 연령은 34 세 (17~72 세) 였으며, 남성은 33 명, 여성은 

25 명 이었다. (표 1)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중 경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상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는 총 34 명 (58.6%) 으로 이 중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된 피험자는 16 명(27.6%) 이었다. 환자와 부모 자녀 관계인 피험자 

중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된 피험자는 11 명(25%) 였으며 형제 자매 

관계인 피험자 중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새로이 진단 된 피험자는 

5 명(41.7%) 였다. 새로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된 피험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는 8 명(50%)에 불과하였다. (그림 1,2,3,4) 

단순 방사선 촬영상 이상소견을 보인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33.5 세(19-59) 로 그렇지 않은 피험자의 평균 연령인 35.8 세(17-

72)보다 총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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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09)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추 단순 방사선 촬영 상 퇴행성 

변화를 잘 보이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를 보였다.  한편, 환자와 

피험자의 연령은 차이가 있었으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된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36.9 세(25-59)로 후종인대골화증을 보이지 

않은 피험자의 평균 연령인 33.5 세(17-72)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갖지 않았다. (Mann-Whitney test, p=0.276)(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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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총 피험자의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  

 

 

그림 2. 피험자가 환자와 부모 자녀 관계인 경우의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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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험자가 환자와 형제 자매 관계인 경우의 후종인대골화증 

발생률 

 

 

 
그림 4.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새로이 진단된 피험자 중 연관된 증상이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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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피험자 통계 

환자 가족 구성원의 특징 피험자 (명) 피험자 비율＋ 

부모  2 3.4% (58 명‡) 

 남성 1  

 여성 1  

 평균 연령 59 세 (58-60)  

자녀  44 64.7% (68 명‡) 

 남성  22  

 여성 20  

 평균 연령 28.5 세 (17~43)  

형제 자매  12 12.5% (96 명‡) 

 남성 8  

 여성 4  

 평균 연령 52 세 (31~72)  

계  58 26.1% (222명
‡
) 

＋ 
가계도 상의 환자의 가족 구성원 중 본 연구에 참여한 비율  

‡ 
가계도 상의 환자의 가족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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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1. 후종인대골화증의 인종별 유병률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인대의 과골형성이 생기며 척수신경 압박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다.11 과거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후종인대골화증은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3, 12, 13 유전적 요인이 

발병 원인 중 중요한 하나로 알려져 있듯이 유병률도 인종에 따른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경우 30 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9-

4.3%의 유병률을 보이는 반면, 서구 백인종의 경우 0.1-0.12%의 

낮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14 극동 아시아 국가의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백인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에서의 

유병률은 0.6%인 것으로 보고되어, 일본인에 비해서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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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후종인대골화증의 환자 가족 내의 유병률 

이처럼 후종인대골화증이 유전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환자 

가족내에서의 유병률 또한 일반인에 비해 높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상염색체 우성 또는 열성의 

유전방식을 보인 가족들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10, 16,  17 

일본에서 나온 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부모 중 26.15%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으며 형제, 자매의 28.89%에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음을 보고 하였는데, 최근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후종인대골화증 유병률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한 

연구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환자 가족내의 후종인대골화증 

가족내의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거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환자와 부모 자녀 관계인 

가족의 경우 25%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환자와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경우 41.7%의 유병률을 보였다. 이는 일본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로 한국인의 후종인대골화증의 유병률은 일본인과 

다를 수 있지만, 환자의 가족내에서의 유전 방식은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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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임상적 의의 

후종인대골화증이 발병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도 따라서 높아진다고 추정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단순 방사선 촬영 상 

경추의 후만 변성을 보이는 등 이상 소견을 보인 피험자의 평균 

연령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의 평균 연령보다 오히려 낮으며,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된 피험자의 평균 연령이, 발견되지 않은 

피험자의 평균 연령보다 통계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로 높지 않아 

후종인대골화증의 발병이 퇴행성 척추질환의 경우처럼 연령에 따른 

유병률의 증가를 보이지 않으며 환경적 요인 보다는 유전적 요인 

등이 중요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했다.  

Shunji 등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처음 진단 시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신경 손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29%의 환자에서 30 년 

내에 척수신경 손상을 보이게 됨을 보고 하였다. 또한 척수 신경 

손상을 보이게 될 확률은 후종인대골화증의 크기 외에 경추부 

움직임이 큰 경우 잘 생긴다고 주장하였다.18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후종인대골화증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연관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가 50%에 이르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후종인대골화증 환자를 가족으로 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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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경추부 움직임을 조심한다는 

등의 생활 습관 변화를 유발한다면 척수 신경 손상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반대로, 본 연구를 통해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 중 50%는 경추부 통증 등 

자각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이전에는 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조기진단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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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국인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 결과로 그 의의가 있으며, 기존 일본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성을 보여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가계도 상의 총 가족 구성원 중 26.1%의 가족만이 피험자로 

참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가 무작위적으로 추출 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 또한 갖고 있다. 부모의 경우 가계도 상에는 존재 

하지만, 사망한 경우가 많아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형제 자매의 경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병률이 41.7%로 

타 연구의 결과에 비해 높게 나왔는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와 형제 자매 관계인 실제 피험자가 가계도 상의 총 형제 자매 

구성원 중 12.5%로 비교적 낮았으며, 피험자 본인이 

후종인대골화증에 연관 된 증상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긴 선택 오류(selection bias)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환자의 자녀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비율이 64.7%로 비교적 높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 내에서의 유병률도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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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이 발병하는 원인도 특발성이 아닌 유전성인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한국인에서의 후종인대골화증을 

발병시키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질병의 조기 진단 뿐 아니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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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지 않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가족 58명을 대상으로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피험자 중 환자와 부모 

자녀 관계인 경우 유병률이 25%였으며, 형제 자매 관계인 경우 

유병률이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종인대골화증이 환자의 

가족에게서 또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인다는 결과는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검진이 질병의 조기 진단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질병의 치료 및 척수 신경 손상의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한국인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찾아 그에 대한 

치료를 시도함으로써 질병의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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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al prevalence of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atients in Korean population 

Won Seok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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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Yong-Eun Cho      )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is a 

relatively uncommon hyperostotic disorder, and according to 

one epidemiologic study, it’s prevalence in cervical spines in 

Koreans was 0.6% among 11774 adults. Despite, the causes 

of OPLL are known to be multifactorial, genetic factor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of OPLL. One 

Japanese report found that OPLL was developed in 26.15% 

of the parents of the probands and 28.89% of siblings of the 

probands. However, because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about genetic, epidemiologic properties of OPLL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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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atients, we studied the prevalence of OPLL in 

families of probands. 

58 subjects of 29 families with OPLL patients in Korean 

OPLL Patient Association (KOPA)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e reviewed X-ray films of cervical spine of all subjects and 

took a medical examination by interview, past illness, and a 

questionnaire. 

Each interview for past medical history and a questionnaire 

was performed by researcher and nurse practitioner. All 

process of this study was conducted ethically and legally 

after approval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Kang-

Nam Severance hospital.  

OPLL was found in 41.7% of the parents of the probands and 

25.0% of the siblings of the probands, which is similar to 

Japanese study. And this resul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valence of normal population.  

In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OPLL in families of Korean 

patients revealed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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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ult suggested that radiological screening of the 

families of OPLL patients might be helpful for early diagnosis 

and closed regular check-up of this subclinical OPLL 

patients should be needed by outpatient department (OPD) 

based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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