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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various methodologie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an unstable burst

fracture with posterior column injuries.

Objectives: To compare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results in unstable burst fractures, treated with various surgical methodolo-

gies (anterior, posterior and combined fusion), and to confirm their efficacy.

Literature Review Summary: Many authors recommended various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an unstable burst

fracture, and of these, combined fusion is recommended for the preservation of stability.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review of results was carried out on 22 patients, confirmed with an unstable burst

fracture associated with a posterior column injury, between Nov. 1996 and Mar. 2003.

The preoperative plane x-ray, CT and MRI, and the last postoperative follow up plane X-ray and CT, in 22 unstable burst

fracture patients, were reviewed. The authors looked for laminar fracture, facet injury and inter-spinous widening in the plane

x-ray, canal compromise on the CT, and a posterior ligament injury and dural tear on the MRI. The neurological injury was

evaluated using the Bardford and McBride criteria and the clinical result with the Denis' pain and work scale.

R e s u l t s: In the anterior fusion group, the radiological findings showed 3 laminar fractures, 2 facet injuries, 7 inter-spinous

widening and 8 posterior ligament injuries. In the posterior fusion group, they showed 5 laminar fractures, 4 facet injuries, 5

inter-spinous widening and 5 posterior ligament injuries. In the combined fusion group, they showed 5 laminar fractures, 4

facet injuries, 4 inter-spinous widening and 5 posterior ligament injuries. The average canal compromise was 54.3% in cases of

anterior fusion, 20.9% of posterior fusion and 74% of the combined fusion groups. A dural tear was found in 1 each of the ante-

rior and posterior and 4 of the combined group. From the clinical results, improvements of the neurology in the anterior, poste-

rior and combined groups were 2.0, 1.7 and 1.3 degrees, respectively. From the Denis' pain & work scale better than good degrees

were shown in 3 of the anterior, 4 of the posterior and 2 of the combined groups.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improvements of the neurology and clinical results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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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출성 골절은 수직 압박력에 의해 추체의 전방 및 중

간 지주의 손상과 중간주 골편이 후방으로 전위되는 척

추 골절의 한 형태로서 중간주 골편의 전위 정도, 후만

곡의 정도 및 신경 손상의 유무 등이 치료 방법을 결정

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척추 골절의 안정성 유무는 치

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불안정성 여부

에 대해 Denis1)는 후방 척추체 외에 중간 구조물을 이루

는 후방 종인대와 윤상 인대의 부수적인 파열에 의해 불

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McAfee등2)은 불안정

성 골절에서는 후방 구조물이 압박력, 측굴곡력 또는 회

전력에 의해 손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방 구조물 손

상에 의해 생긴 척추 골절의 불안정성은 외상후 후만 변

형과 진행적 신경 증상 및 만성 동통의 원인이 될 수 있

어,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

고 있다.

본 저자들은전방 유합술, 후방 유합술, 전후방유합술

로 치료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환자들을 대상으로 술

전 방사선 소견, 술후 신경학적 마비의 변화, 임상적 결

과를 비교분석하여 그유용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9 9 6년 1 1월부터 2 0 0 3년 3월 까지 본원 정형외과에서

흉요추부 및 요추부 방출성 골절로 내원한 3 2명의 환자

surgical methodology employed. However, the use of combined fusion is recommended for the preservation of stability in an

unstable burst fracture with combined posterior ligament and bony injuries as well as with severe canal compromise.

Key Words: Unstable burst fracture, Surgical methodology

Table 1. Data analysis of all patients

case Sex/age Level of Fracture A B C D E F G H I

01 F/33 T12 x x x o 30 P E E P3W3
02 F/36 L2 x o o o 10 P E E P2W2
03 F/22 L1 o x o o 58 A+P C D2 P2W5
04 M/46 L2 o x o x 10 P D3 E P3W3
05 F/18 L1 x x o o 48 A E E P2W2
06 M/60 L2 o o o x 30 P E E P2W2
07 M/40 L4 x x o o 60 A E E P4W4
08 F/61 L1,L2 x x o o 54 A E E P4W4
09 M/45 T12 x x x o 50 A E E P2W2
10 F/63 L1 o x o o 08 P E E P2W2
11 M/48 L3 o o o 70 A+P D3 E P2W2
12 M/37 L2 x x o o 50 A E E P2W2
13 F/34 L3 o o o o 90 A+P C D1 P2W5
14 M/45 L3 o o x o 90 A+P D2 D3 P2W5
15 M/65 L4 x x x x 30 P D2 D3 P2W3
16 M/48 L3 o x o o 50 A E E P3W2
17 M/27 T12 x x x o 10 P E E P3W3
18 M/28 L3 o o o o 60 A D1 D3 P3W3
19 M/34 L2,3 o o o o 30 P C D3 P2W3
20 M/35 L4 o o o o 62 A+P E E P2W2
21 F/38 L2 o o o o 62 A D2 E P3W3
22 F/60 L1 o o x x 30 P E E P2W2

A: Laminar fracture                             B: Posterior facet injury
C: Inter-spinous widening                   D: Posterior ligament injury 
E: Canal compromise (%) F: Methods of operation (A; anterior fusion/P; posterior fusion/A+P; circumferential fusion)
G: Preoperative neurologic status H: Postoperative neurologic status
I: Pain and Work scale by Denis



중 후방 지주 손상이 동반되어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확인된 2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수술

방법으로는 전방 유합술 8례, 후방 유합술 9례, 전후방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5례 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술

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소견, 컴퓨터 단층 촬영 소견, 자

기공명영상소견을수술방법에따라비교분석하였다.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는 추궁판 골절 및 척추 후관절

의 이상, 후방 극돌기 간격의 증가 소견을 관찰 하였으

며, 컴퓨터 단층 촬영 소견으로는 후방 골조직의 이상

및 척수강내 침범 정도를, 자기 공명 영상 소견으로는

후방인대 손상과경막 손상여부를 관찰하였다.

신경학적 손상은 Bradford 와 McBride 기준을 이용하

였으며, 임상적 결과는 Denis의 동통 및 작업 지수 평가

법을이용하였다. 

결 과

전체환자는 남자 13 례, 여자 9 례 이었으며, 원인으로

는 낙상이 21 례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가 1례가 있었다. 수상 당시의 평균 연령은 41세 (18~65)

이었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4 7개월(13~93) 이었다. 수

상 부위는 흉요추 이행부(제 1 2흉추~제 2요추)에서 전

체의 62.5%인 15례가 발생하였고, 제 3요추 6 례, 제 4요

추 3례의 빈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한 환자에서 두 부위

불안정성 골절이 발생된 경우가 2례 이었으며, 각각은

제 1요추과 제 2요추가 1례, 제 2요추와 제 3요추가 1례

이었다.

수술 방법에 따라 술전 방사선 소견을 분류해 보면 전

방 유합술( 8례)에서는 추궁판 골절 3례(37.5%), 척추후

관절 이상 2례(25%),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7례(87.5%),

후방 인대 손상 8례(100%) 이었다. 후방 유합술( 9례)는

추궁판 골절 5례(55.6%), 척추후 관절 이상 4례(44.4%),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5례(55.6%), 후방 인대 손상 5례

(55.6%) 이었다. 전후방 유합술(5례)은 추궁판 골절 5례

(100%), 척추후 관절 이상 4례(80%),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4례(80%), 후방 인대 손상 5례(100%) 이었다. 척수

강내 골 침습 정도는 전방 유합술의 경우 평균 5 4 . 3 %

(48~62), 후방 유합술 20.9%(5~30), 전후방 유합술

74%(58~90)를 보여 주었다. 특히 경막 손상은 전방 유합

술 1례, 후방 유합술 1례, 전후방 유합술 3례이었으며 ,

술전 마비 현상은 전방 유합술 2례, 후방 유합술 3례, 전

후방유합술 4례이었다.

신경학적 손상은 전방 유합술의 경우 2등급, 후방 유

합술 1.7 등급, 전,후방 유합술 1.3등급의 호전을 보여 주

었고, 임상적 결과에서 우수(P2W2이상)로 판정된 경우

는 전방 유합술 3례(37.5%), 후방 유합술 4례(44.4%), 전

후방유합술 2례(40%)를보여 주었다.

또한 추시 소견상 골유합의 정도는 단순 방사선 사진

을 이용하여 신전, 굴곡 사진에서 유합부의 움직임을 관

찰하였으며, 더불어 양측 사면 사진에서 이식골 소주의

연결을 확인하였다. 전방 유합술의 경우 골유합 기간은

평균 6 . 2개월(5~8) 이었으며 , 후방 유합술의 경우에는

평균 4 . 1개월(3~6) 이었다 . 전후방 유합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마비가 동반된 경우로 조기 재활을

위해 전방 유합술시 삼면 자가 장골 대신 금속망을 이용

하여 해면골 이식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방 유합

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후방 유합부의 골 유

합 정도로 골유합 기간을 판정하였으며 평균 5개월

(4~6) 이었다.

전후방 유합술의 경우 1례에서 후방 고정술에 이용된

척추경 나사못의 파열이 확인되었으나 신전, 굴곡 사진

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양측 사면 사진에서 이식

골의골소주의 연결을확인할 수있었다.

고 찰

D e n i s1 )와 G e r t z b e i n3 )은 흉요추부 골절에 있어서 안정

성 유무와 신경학적 손상의 여부가 치료의 방법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안정성 방

출성 골절의 수술적 치료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불안

정성 골절은 안정성 골절과 달리 수상 후 골절의 불안정

성에 의한 후만각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이차적인 신경 압

박에 의한 신경 손상의 가능성, 기계적 자극에 의한 지

속적인 요통의 유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 ).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방출성

골절에서 시행되는 감압술은 저자들마다 보고의 차이

는 있으나 감압술을 시행하면 신경 증상의 회복에 도움

을줄 수있다고 하였다4).

이러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치료 방법으로는 직

접 감압을 시행하는 전방 감압 및 전후방 감압, 간접적

으로 감압하는 후방 감압을 들 수 있다. 전방 감압의 경

우에는 직접 감압을 시행하므로 감압술의 효과는 가장

크지만,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혈이 많으며 술 후

안정 기간이 긴 단점이 있다. 후방 감압술은 척추 강내

로 전위된 골편을 간접적으로 정복을 시도하는 방법으

로, 후방 종 인대가 파열되거나 추체의 골편이 회전되었

거나, 수상후 3~4 일이 경과한경우, 골침범률이 50% 이

상 되면 수술의 효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외에도 간접적 감압을 시행하는 후방 감압술의 단점

을 보완한 후외방 감압술은 추궁과 척추경의 일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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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도달하여 골편을 직접 정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후방 구조물 손상에 의한 술후 불안정성, 골편 제

거시 발생 가능한신경 손상을 단점으로 들수 있다. 전방

감압술과 후외방 감압술의 결과에 대해 Hu 등4)은 두가

지 방법에서 신경 회복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

으나, Bradford와 Mcbride5)는 전방감압술을 시행한경우

에서 더 많은(69%) 의 배뇨 및 배변 기능 회복을 얻었다

고하였다.

McAFee 등6 )은 외상성 흉요추부 방출성 골절에 있어

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 전방 감압을 시행한 환자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행한 경우보다 신경 회복의 정도가 더

잘 회복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전방 감압을,

Hardarker 등8)은 후외방 감압술로도 충분한 감압을 얻었

으며 신경 증상의 회복을 보았다고 보고하면서 후외방

감압을주장하기도 하였다.

저자들의 증례에서는후외방 감압술만을 단독으로시

행한 경우는 없었으며 특히 신경 손상의 회복에 있어서

는각 수술군에따른 회복의차이를 볼수는 없었다.

또한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Okuyama 등7)은 전방 유합

술이 보다 해부학적 정복이 가능하며, 더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으며 조기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arl 등9)은방출성 골절시 후방도달법에 의한 감압술및

금속 막대와 척추경 나사을 이용한 후방 유합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고, Denisa 등10)은 후방

도달법에 의한 수술에서도 충분한 골 유합을 얻을 수 있

으며 후만각의 증가가 전방 유합술에 비해 유의한 차이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술기상 좀더 용이하고 수술 시야가

더 좋으며, 수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전후방 유합술에 대한 Grob 등11)의 연구에 의하

면 전후방 유합술을 시행 받은 7 4명의 환자에서 평균

49.8 개월 추시 관찰한 결과 척추 불안정성과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전후방 유합술이 역학

적으로 안정적임을보고하였다.

Gertzbein 등12)은 50% 이상의 척수강내 골침습을 보였

던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 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

는데 추시 관찰 이후 81%의 환자에서 1등급 이상의 호

전을 보였으며 , 술후 척수강내 골 침습 정도는 평균

4.6%로 측정되어 전방 유합술 만으로 안정된 고정을 얻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후방 유합술(Fig. 1, 2, 3, 4)을 고

려해야 한다고주장 하였다.

저자들은 전후방 유합술 군에서 후방 골조직과 인대

손상이 동시에 동반되고 경막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궁판을 일부 제거하여 파열된 경막의 복원과

더불어 후방으로 전위되어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는

골편을 전방으로 밀어 넣어 이차적인 전방 감압에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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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simple radiographs, it shows widening of interpedicular distance, collapse of anterior and middle column and interspinous
widening.



편 제거시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신경근 손상을 방지하

고자하였다.

이처럼 수술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저자들 마다 차

이가 있지만 수술적 치료에 의해 얻어진 안정된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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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 follow-up radiopgraphs, it shows circumferential fusion of the unstable burst fracture.

Fig. 2. The CT image shows over 60% encroachment of spinal
canal and laminar fracture.

Fig. 3. In MRI, it shows injury of posterior liga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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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활 치료 및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발생 가

능한 후만곡의 증가 및 지속적인 척수 압박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수술 방법이 고려되어

야 한다. 따라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시 수술 방

법의 선택은 골 침습 정도와 더불어 골절의 이환 부위,

신경학적 손상 유무, 안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환자에 따

라선택적으로 고려하는것이 좋으리라여겨진다.

저자들은 골침습 정도가 30~40% 이내 이며, 후방 골

조직과 인대 손상 소견이 동시에동반되지 않은 경우, 신

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후방 유합술만을 시

행하였으며, 골침습이 50% 정도이며, 후방 골조직 및 인

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

우에는 전방 유합술을, 골침습의 정도가 60% 이상으로

심하고 신경학적이상 소견과후방 골, 인대 손상과 MRI

상 경막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후방 유합술을 시

행하였다.

결 론

결론적으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경우 수술 방법

에 따른 신경학적 손상의 호전이나 임상적 결과에 있어

서의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척수강내 골침습

정도가 심하고 후방 인대와 골조직 손상,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후방

유합술을고려해 볼만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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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후방 지주 손상이 동반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환자들의 치료 방법과 결과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목적: 저자들은 전방, 후방, 전,후방 유합술을 이용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환자를 대

상으로각각의수술적방법에따른방사선학적, 임상적결과를비교분석하여, 그유용성을확인해보고자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6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후방 지주 손상이 동반되어 불안정성방출성 골절로 확인된 2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수술적 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단순 방사선 소견으로는 추궁판 골절, 척추 후관절 이상,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소견을, 컴퓨터 단층 촬

영 소견으로는 척수강내 골 침습 정도, 자기공명영상 소견으로는 후방 인대와 경막 손상 여부를 관찰하였다. 신경학

적손상은 Bradford와 McBride기준을, 임상적결과는 Denis의동통및작업지수평가법을이용하였다.

결과: 수술방법에 따라술전 방사선소견을 분류해보면 전방유합술(8례)에서는 추궁판골절 3례(37.5%), 척추후 관

절 이상 2례(25%),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7례(87.5%), 후방 인대 손상 8례(100%) 이었다. 후방 유합술(9례)은 추궁판

골절 5례(55.6%), 척추후 관절 이상 4례(44.4%),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5례(55.6%), 후방 인대 손상 5례(55.6%) 이었

다. 전후방 유합술(5례)은 추궁판 골절 5례(100%), 척추후 관절 이상 4례(80%), 후방 극돌기 간격 증가 4례(80%), 후

방 인대 손상 5례(100%) 이었다. 평균 척수강내 골침습 정도는 전방 유합술 54.3%(48~62), 후방유합술 20.9%(5~30),

전후방 유합술 74%(58~90)를 보여주었다. 특히경막 손상은전방유합술 1례, 후방 유합술 1례, 전후방유합술 3례이

었으며, 술전 마비 현상은 전방 유합술 2례, 후방 유합술 3례, 전후방 유합술 4례 이었다. 신경학적 손상은 전방 유합

술의 경우 2등급, 후방 유합술 1.7 등급, 전,후방 유합술 1.3등급의 호전을 보여 주었고, 임상적 결과에서 우수(P2W2

이상)로판정된경우는전방유합술 3례(37.5%), 후방유합술 4례(44.4%), 전후방유합술 2례(40%)를보여주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른 신경학적 손상의 호전이나 임상적 결과에 있어서

의 차이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척수강내 골 침습 정도가 심하고 후방 인대와 골조직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

정성확보차원에서전후방유합술을고려해볼만하다고사료된다.

색인단어: 불안정방출성골절, 수술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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