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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방사선 치료후의 골 변화와 손상

성균 학교 의과 학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교실

허      승      재

방사선치료후 발생할 수 있는 골 손상은 골반 부전골절, 방사선 골 괴사, 무혈성 괴사, 골 육종 등이다, 특히 최근 

방사선치료후의 골탄성도의 변화로 발생하는 골반 부전골절에 관하여 많은 보고가 있었다. 과거 방사선치료 후의 

골 손상 특히 골절의 빈도는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메가볼트 방사선치료 바뀌면서 현저히 줄어 들어서 매우 낮은 것

으로 보고 되었으나 최근에는 8∼20%로 보고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골반 부전골절의 임상적 의미와 중요성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저자는 자궁경부암 치료 후 관찰한 골반 부전골절, 골 괴사, 무혈성 괴사, 

및 2차성 골육종등 골반골 변화와 손상에 관하여 저자의 경험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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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 치료후 골 변화와 손상은 과거 킬로 볼트 방사선 

치료에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메가 볼트 방사선치료로 

바 면서 히 어 들었다. 방사선치료후 발생할 수 있

는 골 손상은 골반 부 골 (Pelvic insufficiency fracture: 

PIF), 방사선 골 괴사(Osteoradionecrosis), 무 성 괴사(avas-

cular necrosis), 골 성장 장애, 골 흡수(osteolysis), 골 육종 

등이다.
1∼5)

 특히 1982년에 Lourie에
6)

 의하여 “spontaneous 

osteoporotic fractures of the sacrum”이 보고된 이후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나, 스테로이드 사용과 방사선치료후의 골탄

성도의 변화로 발생하는 PIF에 하여 많은 보고가 있었

다.
1,2,6∼14)

 과거 방사선치료 후의 골 손상 특히 PIF와 골

의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7∼11)

 최근에는 

8∼20%로 보고가 되고 있다.1,12∼14) 한 자궁경부암 골반

부 방사선 치료후 발생하는 PIF 빈도에 하여 상의학

으로 골격계 진단에 매우 유용한 MRI와, 골 주사 등에 의

한 체계 인 연구 보고에 의하면,
2,15,16) 34∼89%로 높은 

PIF의 상의학 인 소견이 찰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아울러 PIF의 임상  의미와 요성과 방  치료에 

하여 최근 심이 증가되고 있다.
14)

 임상 으로 특히 요

한 것은 골 이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아

직 방사선 종양학 련 요 교과서에서도 이 분야에 하

여서 기술이 되어있지 않다. 자는 자궁경부암 치료후 

찰한 PIF, 골 괴사, 무 성 괴사,  2차성 골육종등 골반골 

변화와 손상에 하여 자의 경험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1. 골반 부 골 (Pelvic insufficiency fracture: PIF)

  1) PIF-정의와 발생빈도

  PIF는 일종의 피로 골 로서 물질소실(demineraliza-

tion)과 탄력성 감소로 약해진 골에 정상 인 는 생리

인 스트 스 의하여 발생된 골 이다(Fig. 1). 주로 우리 몸

의 체 을 지탱하는 천장 (sacroiliac joint) 부근의 천골

익(sacral ala)에서 호발 한다(Fig. 2).
1,2,9∼13,17)

 PIF는 폐경후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나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도 발생이 된다.
18∼20)

 즉, 골 조

직 생성이 감소 되고 흡수가 증가되어 골조직의 손실된 경

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방사선치료 특히 폐경후 환자로서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 발생한다. PIF는 인구고령화로 노

인층의 방사선 치료가 증가하여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생각

된다. 방사선 조사는 골조직에 직 으로 작용하고 

계에 간 으로 작용하며,
21) 방사선조사 후 골아세포의 

감소와 콜라겐 생성과 알카라인 포스 테이즈를 감소 시

켜서 무기질침착(mineralization)의 감소로 골감소를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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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cidence of Pelvic Insufficiency Fracture after 
Pelvic RT for Cervical Cancer

    Author Incidence Comment

 1. Ogino et al
12)

17%
 2. Ikushima et al13) 13% 5 year cumulative
 3. Abe et al

15)
34% Bone scintigram series

 4. Blomlie et al
16)

89% Prospective MRI study
 5. Oh & Huh1) 20% 5 year cumulative 
 6. Baxter

14)
8.2% older than 65 years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insufficiency fracture. Insuf-
ficiency fracture is one of the stress fractures which occur 
when the elastic resistance of bone is inadequate to withstand 
the stress of normal or physiological activity. On the other 
hand, fatigue fracture occurs in the normal bone due to the 
abnormal stress.

Fig. 2. Schematic shows distribution of insufficiency fractures 
in the author’s series.

1)

한다.
22)

 한 방사선 조사 후 미세  폐색로 인하여 PIF

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2005년 Baxter 등은
14)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골반부 방사

선치료를 받은 항문암, 자궁경부암, 직장암에서 골반 골 골

 빈도를 각각 14, 8.2, 11.2%로 보고한 바 있고 이는 방사

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의 발생빈도 7.5, 5.9, 8.9%

에 비하여 의미 있는 증가라고 기술하 으며 최근 항암 화

학요법과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으로 골반골 의 증가 

험성에 하여 주의를 하고 있다. 많은 자들에 의하여
1,2,6∼17) 

방사선치료 후 PIF에 하여 최근 10여년간 발표되었으며 

기에는 메가 볼트 방사선치료로는 매우 드물다고 보고 

되었으나,
7∼11) 최근에는 8∼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1,12

∼14) 자도8) 2000년에 PIF 발생빈도를 1.7% (8/463)를 보고

했으며 이후 더욱 주의 깊은 임상 추 찰과 체계 인 

상의학  검사, 즉 매년 MRI와 골 주사 등을 시도하여 

2008년에는 19.7% (83/557 5년 치)를 보고 하 다

(Table 1).
1)

 1996년에 발표된 Blomlie 등에
16)

 의한 향  

연구 즉 MRI를 통한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치료 후 3

개월 간격으로 30개월 까지의 MRI 추 검사에 의하면 18

명  16명에서 즉 89%에서 PIF 소견을 볼 수 있었다 한다. 

한 Abe 등은
15) 골 주사와 CT로 추  찰한 결과 34%에

서 PIF를 찰하 다고 보고하 다. 자 등도 1998년 부

터 2005년 까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자궁경부암환자의 

510례의 MRI를 상의학과 문의 2인이 후향  독을 

통하여 100례에서(  5년 빈도 45%) PIF에 일치하는 소

견을 보고하 다.
2) 발생시기는 86%가 방사선치료후 2년 

이내에 발생되었고 그 범 는 5∼44개월( 앙값 13개월)로 

자는 보고하 으나 MRI 추 검사로는 1∼87개월 사이

에서 찰되었다.
1,2)

  2) 호발부 와 련인자

  PIF의 호발부 는 천장 과 연한 천골익이다. 타 병소

와 동반 경우도 천장익에서 제일 많고, 골(acetabulum) 이

나 치골(pubis), 요추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천골익과 동

반하고 이는 천골이 우리 몸의 체 을 지탱하는 요 부

이며 이곳에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16,23)

 PIF는 체 이 직  달되는 천골에 우선 생기고 

천골익에 수직 는 비스듬한 골 이 발생한 후 스트 스

가 증가하면 횡 천골 골  발생한다(Fig. 2, 3). 자들은 

MRI를 이용한 후향  분석을 통하여 PIF의 다발성을 61%

에서 찰 하 고 이  40%가 천골익의 양측성 병변이

다. Cabarrus는
24) 다발성을 70%로 보고 하 다. 처음에는 

단일 병변이어도 이후 28%에서 다발성으로 변화 한다.
1)

  PIF에 여하는 인자로는 나이가 가장 요한 인자이다. 

자의 연구에서
1) 55세 이상에서 PIF의 발생은 31.8%로 

55세 이하의 8.5%에 비하여 히 높았다. Ogono, Baxter 

등도
12,14)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한 Blomlie 등도16) PIF

는 95%가 폐경후 연령에서 찰되었다고 보고하 다. 

Ogino는
12) 체 (49 kg 이하)과 출산력이 3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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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ufficiency fractures in both sacral ala in 70 years old 
women 12 months after radiation therapy for cervical cancer. 
T2-weighted image (A) shows high signal intensity, T1-weight-
ed image (B) shows low signal intensity, and T1 enhanced 
image (C) shows low signal fracture line in the both sacral ala.

Fig. 4. Bone scan showing H-shaped hot uptake in both sacral 
ala and sacrum.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며 자들도 55 kg 이하에서 많이 

발생함을 보고하 다.
1)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사용, 갑상선

기능 항진증, 류마치스성 염등이 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항암방사선병용치료가 방사선치료 단독에 비하여 

PIF의 발생빈도를 높  주는가에 해서는 별로 보고가 드

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5,26)

 자 등의 보

고에 따르면 cisplatin 을 주축으로 한 항암 방사선치료로서 

PIF의 발생빈도는 방사선치료 단독군에 비하여 차이가 없

음을 보고 하 으나, 이는 추후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3) 증상과 임상  특징

  PIF의 증상으로는 약 반수의 환자에서는 증상 없이 발견

되지만 나머지 반수에서는 골반의 통증을 호소한다.
1)

 그러나 

부분의 통증은 경미하며 3∼4주정도가 보통이다.
6,12,14,15,20)

 

그러나 심한 통증과 마약성 진통제나 입원가료가 필요한 

경우는 자의 경험에 의하면 13% 정도 이었다.
1)

 Blomlie

는
16)

 MRI에서 1 cm
2
 이하의 병변은 통증이 없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자의 보고에 따르면 증상을 호소한 경우는 

주로 다발성 병변에서 찰되었다.
1)

  PIF의 임상  요성은 골반 골의 이성 병변과의 감별

진단이다. 특히 형 인 상의학  소견이 안보이는 경

우 골 이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야 내의 골 이는 3% 미만으로
15,16)

 매우 드물

지만 골 이와의 감별이 필요하고, 한 골 이와 PIF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 자도 이러한 골 이와 PIF가 골

반내에 동시에 찰된 증례를 경험하 으며 신 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4) 상진단

  PIF는 단순 촬 으로 매우 알기 어렵다. 방사선에 의한 

염증반응이 , 신경조직, 골세포에 나타나서 골 이 되

는 것으로 방사선골염(radiation osteitis)이 기술되었다.
27) 방

사선에 의한 이러한 소견은 단순촬 과 CT에서
27,28) 보고 

되었다. 골주사로써 PIF가 칭성인 경우에 H 는 나비모

양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PIF에 특징 인 H-sign은 10% 

정도에서만 찰된다(Fig. 4).
29) 골주사는 매우 민감한 검사

이지만 비특이 이다. CT에서는 골 을 볼 수가 있으며 

이때 PIF에서는 골흡수 병변이나 연부조직 종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 이성 병변과의 감별 이다.
17) MRI는 

기의 골변화를 진단하는데 매우 민한 검사이며 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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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ation absorption dose to sacrum can be reduced by the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or four field compared with 
simple parallel opposing fields.

잘 볼 수 있다(Fig. 5).2,24)

  Cabarrus 등은24) PIF진단에 MRI와 CT의 유용성에 하

여 비교 연구한 결과 MRI는 99%에서 CT는 69%에서 골

을 발견 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면서 특히 퇴골 두부와 

골의 PIF진단에 유용하다고 보고하 다. MRI는 PIF의 

진단과 추 검사에 매우 유용하다.
16)

 자들은
2)

 T2 강조 

상과 조 증강 T1 강조 상을 이용해서 진단하 으며 

특히 T1 조 증강 상은 골 을 보는데 유용하 다. 한 

PIF를 보기 해서는 STIR (short-tau inversion-recovery) 상

이 가장 한 방법으로 보고되었다.
16)

 골 이와 감별을 

하여 생검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조직학 으로 

출 , 섬유화, 괴사 골조직을 찰할 수 있으나 골 의 

험성과 진단의 유효성이 낮아서 생검은 요망되지 않는 경

우가 많고, 상의학  검사와 임상코스의 찰 등으로 진

단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PIF에 여러 가지 임상  특징

에 하여 악 할 필요가 있다.
17,30)

  5) 방사선치료와 PIF

  Emami 등은
31)

 성인 하악 골에서의 방사선괴사를 래하

는 내선량(tolerance dose) (TD5/5∼TD50/5)을 60∼77 Gy로 

보고하 으나, PIF에 하여는 내선량은 아직 보고된바 없

으나 40 Gy 이상이면 발생한다.
28)

 방사선치료에 의한 합병

증은 방사선치료 선량과 조사야 크기와 비례함은 잘 알려

져 있다. PIF의 발생도 선량과 조사야와 계가 있다. 통상 

외부 방사선치료시 골반에 45∼50 Gy 조사로 발생가능성

이 있다. 자들은 2문 치료에 비하여 4문 치료시 각각 

36%와 17%로 4문치료시 발생이 고 50 Gy 이상 이하에

서도 22%와 2%의 발생빈도의 차가 있음을 보고 하 다. 

Fu 등은
28)

 강내치료 선량은 심선량의 10%정도가 천골에 

흡수된다고 보고한 바도 있으나, 고선량율 치료시 이 정도

의 선량증가가 어느 정도 발생 험에 기여 할지는 확실치 

않다. 방사선치료는 단순한 2문 조사보다는 4문 조사 는 

CT를 이용한 3차원 조형 치료로서 가능한 한 천골의 방사

선 조사양을 여  필요가 있으며, 최근 강조조  방사

선치료가 시도되기도 한다(Fig. 6).
32)

  6) 방  결론

  PIF의 험을 이기 해서는 bisphosphonate, 비타민-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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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steolytic lesion in the right ilium on CT scan 3 years 
after chemoradiotherapy for recurrent cervical cancer in the 
pelvic side wall, proved osteonecrosis by a CT- guided bone 
biopsy.

등 약제로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노

인과 체  환자에서 필요하다.
31)

 한 방사선치료를 골

반에 받은 환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여야 한다. 방사선 

보호제인 amifostine (WR2721)도 시도 할 수 있으며 동물 

실험에서 골 도의 호 을 보여 주었다는 보고도 있다.
34)

  결론 으로 방사선치료 후 PIF의 발생 빈도는 과거 실제

보다  평가 되어 왔으며 골 이성 병변과 감별이 필요

하다. 따라서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로서 PIF에 하여 숙지 

할 필요가 있으며 입체조형 치료 등 방사선치료 방법 등의 

개선에 하여 이를 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 험성 군

인 폐경후 환자에 하여서 bisphosphonate 등의 약물치료

가 필요하다. 

2. 방사선 골 괴사(osteoradionecrosis: ORN)

  ORN은 메가볼트 방사선 치료로서 이 에 비하여 많이 

어 들었으며 골반 방사선 치료후 발생빈도는 0.44%정도 

라고 보고되고 있다.
35)

 Wong 등에
36)

 의하면 ORN는 방사선

에 의한 허 성 괴사로 인하여 골조직의 괴사를 래한 것

으로 조사된 골에 골흡수성 병변을 보인다고 정의하고 있

다. Emami 등에
31)

 의하면 퇴골두를 기 으로 TD5%와 

TD50%를 각각 52, 65 Gy로 보고하고 있으나 골반골에서

는 아직 보고가 없다. ORN와 골의 원발종양 는 이성 

종양의 감별의 필요한 경우가 있다(Fig. 6). 이들은 방사선

학  소견이 비슷한 경우가 있고 PET검사에서도 ORN에 

염증성 병변이 있으면 양성 병변으로 나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7,38) 그러나 과거 방사선치료 조사야에 

발생한 병변에 조직 생검을 시행시는 주의가 필요하며 CT 

유도하의 조직 생검이 필요하다. ORN의 치료는 보 치

료가 일반 이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5)

 고

압산소 치료를 시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되었다.
39)

 ORN

를 방하기 해서는 3차원입체 조형치료 는 IMRT 등

의 치료방법이 요망된다.

3. 퇴골두 무 성 괴사(avascular necrosis of fem-

oral head: AVNF)

  AVNF는 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골괴사이며 원인은 골

 과거력, 알코올 독, 스테로이드 치료, 항암화학요법, 

외부 방사선 조사 등이
3,40∼44) 알려져 있다. 퇴골두는 표

면에 이 지나지 않는 연골로 덮여 있어 액이 제

한된 부분을 통해서만 공 되고 측부순환이 제한되어 있

어 무 성 괴사가 흔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기  가

설  표 인 것은 내피 세포의 기능 하로 액의 

응고작용으로 원 부의 국소 허 이 생기면서 골세포 들

의 괴사로 골구조가 유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45)

  자궁경부암이나, 직장암에서 골반부 방사선치료시 퇴

골두 일부가 방사선 치료조사야에 포함 된다. 골에 방사선 

조사시 일어나는 골의 변화는 골 축과, 골소주가 얇아지

며 그 속의 골세포는 골소강(lacuna)으로부터 사라지게 되

고, 골아세포(osteoblast)나 골세포(osteoclast)도 종종 보이

지 않게 된다. 한 많은 골수 공간이 섬유화되며 미세

에 류장애를 일으켜 이로 인한 골두부의 미세 류장

애가 골세포의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선치료 후 AVNF 한 정확한 발병률에 하여 보고

는 매우 드물다. Grigsby 등은 부인과 질환으로 서혜부를 

포함한 골반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207명  10명

(4.8%)의 환자에서 퇴골 골 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46)

 이 경우는 방사선치료 범 에 서혜부가 포함되어 

방사선에 노출된 퇴골의 역이 일반 인 골반 방사

선치료에 비하여 넓었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도 최근 자궁경부암으로 골반 방사선치료

를 받은 총 557명의 환자들  2명에서 AVNF가 발생하여 

0.4%의 발병률을 보고한 바 있다.
3) 두 환자 모두 방사선치

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 다(Fig. 7).

  AVNF의 진단에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 병의 진행 단계 

 정도를 알아내기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MRI가 요망된

다.
47) 퇴골두는 액순환 장애에 민감하여 괴사 가능성

이 높은 부 로 골반 방사선 치료시 드물지만 AVNF가 

유발될 수 있으며, 방사선치료시 한 차폐로 퇴골수

의 선량을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추  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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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ple pelvis X-ray (A) and bone scan (B) showing increased bony density, radiouptake of left femur head, and narrowing 
of joint space in a patient with cervical cancer 27 months after post radiotherapy.

Fig. 8. T1-weighted MRI and bone 
scan show bony lesion involving 
sacrum and both iliac bone, 
which was proved osteosarcoma 
histologically occurring 16 years 
after radiotherapy for cervical 
cancer.

이에 한 인식이 필요하다. 

4. 방사선치료후 골육종

  방사선은 2차암의 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골육종은 방사선치료 후의 심각한 만기 합병증  

하나이다.48,49) 방사선치료를 받은 5년 생존자  0.035%에

서 골육종이 발생하며, 8∼15.5년의 긴 잠복기를 가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50∼52) 이처럼 낮은 발생율과 긴 잠복기로 

인해 방사선치료 후 골육종은 임상의사 들에게 리 알려

져 있지 않으며, 완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골 이

로 오인되어 고식 으로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도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후 16년과 8년 후에 방사선 

치료 조사야내에서 발생한 골육종을 보고한 바 있다(Fig. 

8).
5)

  1948년 Cahan 등은 방사선 후 골육종의 진단 범주를 보

고하 는데, “1. 최 에 골상태가 정상이었음을 증명하는 

미경  는 상학  증거가 있을 것, 2. 방사선이 조사

된 뒤에 해당 역에서 육종이 발생할 것, 3. 골육종의 임

상 발 에 앞서 상 으로 긴 무증상 기간(5년)이 있을 

것, 4. 모든 육종은 조직학 으로 증명되어야 함.” 등이

다.
53) 방사선후 골육종의 상학  소견으로 연부 조직 종

괴, 골 괴, 종양 기질 무기질 침착과 골막반응 등이 있

다.
51,52) Nakasihi 등이 보고한 5명의 증례에서는 모두 방사

선 조사 역의 변연에서 골육종이 생겼는데, 이러한 곳에

서는 선량의 분포가 상 으로 낮으며 불균등하기 때문

에 세포의 사멸까지는 유발하지 않으면서 세포의 손상과 

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51)

  방사선후 골육종의 후는 개 불량하여 앙 생존기

간이 8∼13.5개월로 보고되고 있다.
54∼56)

 가능하다면 수술

 제만이 완치 가능하며, 제 가능성은 종양의 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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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어 사지와 두부, 안면부에 비해 몸통에서 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5,56)

 방사선치료후 골육종은 드물

지만 심각한 만기 합병증으로, 조기에 진단하기 해 좀더 

주의 깊은 심이 필요하며, 완치를 목 으로 한 수술  

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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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 Pelvic Radiotherapy Bony Changes

Seung Jae Huh, M.D.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There has been recent interest in radiation-induced bone injury in clinical conditions, especially for pelvic 
insufficiency fracture (PIF). A PIF is caused by the effect of normal or physiological stress on bone with 
demineralization and decreased elastic resistance. Pelvic radiotherapy (RT)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PIF. A PIF has been regarded as a rare complication with the use of megavoltage equipment. 
However,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e incidence of PIFs as 8.2∼20% after pelvic RT in gynecological 
patients, an incidence that was higher than previously believed.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 PIF lies in 
the potential for misdiagnosis as a bony metastasis. If patients complain of pelvic pain after whole-pelvis 
radiation therapy, the presence of a PIF must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The use of multibeam 
arrangements and conformal RT to reduce the volume and dose of irradiated pelvic bone can be helpful to 
minimize the risk of fracture. In addition to a PIF, osteonecrosis and avascular necrosis of the femoral head can 
develop after radiation therapy. Osteoradionecrosis of the pelvic bone is a clinical diagnostic challenge that must 
be differentiated from an osseous metastasis. A post-radiation bone sarcoma can result as a long-term 
sequela of pelvic irradiation for uterine cervical cancer.

Key Words: Pelvic insufficiency fracture, Osteoradionecrosis, Post-radiotherapy osteosarco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