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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ntrolled stud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f unilateral TLIF is comparable to conventional PLIF with regard to radio-

logic and clinical outcomes, and to examine the viability of local bone for bone grafting in lumbar interbody fus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LIF, a modified form of PLIF, is a new spinal fusion technique that avoids the typical compli-

cations of PLIF.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32 cases of single-level TLIF or PLIF in patients with degenerative or isthmic spondy-

lolisthesis, who were followed for more than 1 year. The patients in group 1 underwent TLIF, and the patients in group 2

underwent PLIF. The fusion rate, changes in disc height, and degree of anterolisthesis in the fused segment were analyzed

radiologically. The clinical results were evaluated using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and visual analog scale. We also ana-

lyzed operative time, blood loss, and complications in both groups. 

Results: Radiologically and clinical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fusion rate,

changes in disc height, or degree of anterolisthesis in the fused segment. The mean operative time was 200 minutes in group 1

and 240 minutes in group 2. The mean blood loss was 854 ml in group 1 and 1102 ml in group 2(p�0.05). 

Conclusions: TLIF is a potentially useful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LIF in patients with degenerative or isthmic spondylolis-

thesis. Additionally, local bone may be a viable source of bone grafts for single-level TLIF and PL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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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전방전위증에서감압술및후외방유합술은가장

흔히 시행되는 술식이나 술후 전방구조로의 하중 증가

로 인해 방사선적으로 추간판의 간격이나 전위의 정복

이 추시 중 유지되지 못하며 분절 불안정성이 발생되는

것이 보고되면서, 최근에는 척추의 생역학적인 관점에

서 전방 지지가 가능하고 시상면상의 정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압박력을 통하여 높은 골유합률을 얻을 수 있는

추체간유합술이많은관심을받게되었다1,2,3). 

후방 추체간 유합술은 수술 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

은 있지만 전방 추체간 유합술과는 달리 별개의 절개없

이 동일한 접근법을 통하여 시행이 가능하므로 수술과

관련된 위험성이 적고 술후 즉각적인 척추의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측돌기간 골이식을 추가하여 원주상 유

합이 가능하고, 또한 동통의 원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추간판을 제거하여 추간판성 동통을 치료할 수 있

다는장점들이있어점차그시행빈도가증가되고있다4).

하지만신경견인으로인한원추부또는마미의손상위

험성으로 인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은 그 시행 부위가

제3-4 요추부 이하로 제한되고, 케이지나 골을 삽입할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경근 또는 경막의 견

인이 필요하며 때로는 과도한 견인에 인한 신경근 또는

경막의 손상, 경막주위 섬유화, 신경성 동통 등과 같은

치명적인합병증이발생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5,6).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은 후방 추체간 유합술의 변

형된 형태의 새로운 유합술식으로 전방 또는 후방 추체

간 유합술의 여러 단점과 합병증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7). 이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에 비해 훨씬 더 외측

으로부터 추간판에 접근함으로써 신경근이나 경막의

견인을 줄여 이로 인한 위험성이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어최근그시행빈도가점차증가되고있다5,7,8,9,10,11).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의 결

과에 해발표된논문은그리많지않으며더욱이척추

전방전위증에서만을 상으로후방추체간유합술과그

결과를비교한연구는저자들이찾아본바로는없었다. 

본연구의목적은척추전방전위증에서일측성접근을

통한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의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양측성 접근을 통한 통상적인 후방 요

추추체간유합술의경우와비교하는것이다. 한편유합

을 위한 장골능에서의 골 채취는 수술 시간의 지연, 출

혈, 감염, 공여부의 동통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

고있으며이러한합병증의해결방법으로자가장골이

식없이 국소골만을 이용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이 최근

많이 소개되었다12,13,14). 이에 저자들도 본 연구를 통하여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자가 장골의 이식없이 감압술시 채취된 국소골만을 이

용한 경우의 골유합률을 조사하여 단일 분절의 유합술

에서국소골의유용성에 해서도알아보고자하 다.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4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퇴행성 및 협부형 척

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 받고, 단분절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또는후방추체간유합술을시행받은환자중최

소 1년 이상 추시 가능했던 32명을 상으로 후향적 연

구를 시행하 다. 유합 범위가 이분절 이상이거나 장골

에서 자가골을 채취한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수

술의적응증은심한요통이나하지방사통, 또는파행으

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 으나 증상의 호

전이 없으면서 단순 방사선 사진에에서 퇴행성 혹은 협

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이 보이고, 환자의 증상이

자기공명 상 소견과 일치하는 경우로 하 다. 모든 예

에서 추체간 유합을 위하여 케이지를 사용하 고 척추

경나사못기기고정술을시행하 다. 또한유합에사용

된 골은 모든 예에서 감압술시 채취된 국소골만을 이용

하 고, 기타다른골이식 치물은사용하지않았다. 

32명의 환자들 중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환

자들을 1군, 후방추체간유합술을받은환자들을 2군으

로 나누어 분류하 다. 1군은 모두 14례로 남자가 4례,

여자가 10례 고 연령 분포는 33세에서 72세까지 평균

53.6세 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18개월(12~30개월)이었

다. 2군은 모두 18례로 남자가 6례, 여자가 12례 고, 평

균 연령은 65.8(49~79세)세 으며, 평균 추시기간은 20

개월(12~40개월)이었다. 유합 분절은 1군의 경우 제3-4

요추간이 2례, 제4-5 요추간이 9례, 제5요추-1천추간이 3

례 고, 2군의 경우 제3-4 요추간이 2례, 제4-5요추간이

12례, 제5 요추-1천추간이 4례 다. 전위의정도는 Mey-

erding의 분류상 1군은 grade 1이 10례, grade 2가 4례

고, 2군은 grade 1이 12례, grade 2가 6례 다. 두 군에서

환자 상군의통계학적인차이는없었다(Table 1).

2. 수술 수기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자세로 통상적인 후방

접근술을 통해 유합할 분절의 횡돌기의 기저부까지 노

출시켰다.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에는 전례에

서 분리된 추궁판을 일체로 제거하는 Gill 술식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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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퇴행성척추전방전위증의경우에도양군간 수

술 후 발생되는 불안정성의 정도를 최 한 유사하게 하

기 위해서 전례에서 추궁 전체와 양측 하관절의 전체를

제거하 으며, 필요한 경우 추간공 확장술도 같이 시행

하 다. 경추간공추체간유합술의경우유합할운동분

절의양측으로척추경나사를삽입한뒤수술전하지통

이 심한 쪽, 또는 증상이 양측으로 있던 경우는 방사선

학적으로 협착이 더 심한 쪽을 선택하여 최 한 외측에

서케이지를삽입할수있도록하관절돌기전체와상관

절 돌기 상부의 일부를 제거하고, 추간공내로 접근하여

노출된 경막낭과 상위 신경근의 보호에 신경 쓰면서 일

측으로만 수핵 제거술과 골단판 소파술을 시행하 다

(Fig. 1). 이 때 반 측의 수핵 제거 및 연골 종판의 소파

술을위해특수고안된다양한기구를이용하 다. 이후

반 측 척추경나사못에 금속봉을 연결하여 추간판 간

격을 충분히 신연시킨 후 감압술 과정에서 얻어진 골편

을조각골로만들어전방 1/3정도와반 쪽에채우고나

서내부에골편을채워넣은적절한크기의단일케이지

(capstone cage�, Boomerang cage�, Medtronics, TN)를 방

사선 투시장치를 이용하여 최 한 추체 사이의 정중앙

에 위치하도록 어 넣었다(Fig. 2). 이후 동측의 척추경

나사못에 금속봉을 연결하고 압박력을 가하고,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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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Data

Group I Group II

Number 14 18
(Degenerative /Isthmic) (6/8) (7/11)
Age (years) 53.6(33~72) 65.8(49~79)
Sex (M:F) 4:10 6:12
Fusion segment

L3-4 12 12
L4-5 19 12
L5-S1 13 14 1

Meyerding Grade I 10 12
II 14 16

Follow-up (months) 18(12~30) 20(12~40)

Fig. 1. Various instruments are utilized to thoroughly clean the
disc and cartilaginous endplate from the disc space.
Special angled curets are helpful in reaching the con-
tralateral protions of the disc.

Fig. 2. A Structural interbody implant is placed into the disc
space to support the loads of the spine and promote
fusion. In this figure, an oblique implant is shown.



간격 확장을 위해 신연시켰던 반 측 역시 다시 압박시

켜추체간삽입물들의고정및요추전만각의회복을도

모하 다. 국소골이남는경우일측혹은양측으로후외

측부에이식하 다. 후방요추추체간유합술의경우양

측 추궁 및 하관절 돌기를 제거한 후 경막과 신경근을

주위 조직과 잘 박리하여 내측으로 견인하면서 연골성

골단판과 수핵을 제거하 다. 마찬가지로 국소골을 전

방에적당히채우고나서적절한크기의두개의케이지

(OIC cage�, Stryker, France)에 후방 골성 구조를 제거할

때 얻어진 국소골을 충전시키 후 추체 양측으로 삽입하

다. 

3. 방사선학적 분석 및 임상적 평가

방사선학적 분석으로 유합률과 수술 전후 추간판 높

이의변화, 술전전위의정도및술후정복의정도, 그리

고각각의경우최종추시시유지되는정도등을양군에

서각각조사하여비교하 다. 추체간유합의판정은첫

째, 단순방사선촬 에서케이지의전후방에상하추체

를연결하는골성가교가보이면서둘째, 케이지와추체

종판사이에 방사선학적 해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척추

경나사못기기의파손이나해리가없고굴곡-신연동적

촬 에서 2。이하의움직임을보이는경우로하 다. 또

한정확한골성가교확인을위해수술후 6개월째모든

환자에서 3차원 컴퓨터 단층 촬 을 시행하 다. 추간

판높이는하위골단판의전후중간지점에서상위종판

까지의수선을그어그길이를측정하 으며, 전방전위

의정도는 Taillard 방법을이용하 다. 양군모두에서수

술전, 수술 직후 그리고 최종 추시시 각각 추간판 높이

및전위의정도를조사하여비교하 다.  

임상적 결과의 판정을 위해 수술 전, 수술 후, 최종 추

시시의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와요통과방사통

의 정도를 수치화한 Visual analog scale (VAS)을 이용하

다. 또한 양군에서 수술 시간, 실혈량 그리고 합병증

에 해서도조사하여비교하 다. 

양군 사이의 추간판 높이 및 전위의 정도, 실혈량, 수

술 시간 등에 한 유의성 검증은 독립표본 T-test를 이

용하 고, 양군 간의 유합률에 한 유의성 검증에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으며, 양군에서 수술 전후

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의 유의성은 응표본 T-test

로검증하 다. 

결 과

1. 방사선학적 결과

방사선학적 유합은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1군 14례 중 13례(92.9%)에서 관찰되었고, 후

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2군 18례는 전례

(100%)에서 일어났으며,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유합분절의 추간판 높이

는, 1군은 수술 전 평균 9.9±2.1 mm, 수술 후 13.5±3.5

mm, 최종추시시 13.4±3.4 mm이었고, 2군은수술전평

균 9.7±4.4 mm, 수술 후 13±3.9 mm, 최종 추시시 12.7

±3.6 mm로양군모두수술전에비해수술후의미있게

추간판 높이가 증가하 고 최종 추시까지 모두 붕괴 소

견 없이 잘 유지되었으며(P<0.05), 두 군 사이에 통계학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P>0.05). 전위의 정도

는, 1군의경우수술전평균 15.1(8~27)%, 수술후 7.2(0-

13)%, 최종 추시시 7.8(0~13)%이었고, 2군은 수술 전

평균 17.1(6~33)%, 수술 후 7.1(0~17)%, 최종 추시시

7.5(0~17)%로 양군 모두 수술 후 척추체의 전위의 정도

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감소되었고 최종 추시 시까

지 정복의 소실 없이 잘 유지되었으며(p<0.05), 두 군사

이에통계학적인차이는없었다(P>0.05)(Table 2)(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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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adiological Results

Group I Group II

Fusion rate 92.9% 100%
Intervertebral height

Preoperative 19.9±2.1 mm 19.7±4.4 mm
Postoperative 13.5±3.5 mm .113±3.9 mm
Last follow-up 13.4±3.4 mm 12.7±3.6 mm

Anterolisthesis
Preoperative 15.1(8~27)% 17.1(6~33)%
Postoperative 17.2(0~13)% 17.1(0~17)%
Last follow-up 17.8(0~13)% 17.5(0~17)%



2. 임상적 결과

ODI는 1군, 술전 평균 28.4에서 최종 추시시 9.5로 호

전되었고 2군도 술전 평균 22에서 최종 추시시 8.0으로

호전되었다. 요통에 한 VAS는 1군에서 술전 평균 5.2

에서최종추시시 3으로호전되었으며, 2군도술전평균

4.6에서 최종 추시시 2.9로 호전되었다. 방사통에 한

VAS 역시 1군에서 술전 평균 7.1에서 2.8로 호전되었으

며 2군도 술전 7.6에서 1.7로 호전되었다. 두 군 모두 수

술 전에 비해 수술 후 상당한 호전을 보 으며(P<0.05),

두 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Table 3). 

수술 시간은 1군 평균 200분, 2군 평균 240분으로 2군

이 좀더 오래 걸렸고, 실혈량도 1군 평균 854 ml, 2군 평

균 1102 ml 로 1군에서적었으나두군사이에통계학적

인유의성은없었다(p>0.05)(Table 3). 

합병증으로 제5 요추의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은 1군 1례에서 가관

절증 및 제1 천추 나사못의 파손이 관찰되었고, 후방 추

체간유합술을시행한 2군에서술후신경통증의발생이

2례 있었으나 경과 관찰 중 술후 3개월 정도에 자연 소

실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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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Results

Group I Group II

ODI
Preoperative 28.4 22
Last follow-up 9.5 8.0

VAS (back pain/leg pain)
Preoperative 5.2/7.1 4.6/7.6
Last follow-up 3/2.8 2.9/1.7

Operation time (minutes) 200 240
Blood loss (ml) 854 1102
Complications

Implant failure 1 -
Neuralgia - 2

ODI : Oswestry Disability Index
VAS : Visual analog scale

Fig. 3. Postoperative radiological studies obtained in a 59 year old woman after one level fusion for spondylolithesis. (A) Preopera-
tive lateral radiograph show narrowing of L4-5 disc space and anterior translation of L4 body. (B) Postoperative lateral radi-
ograph shows restoration of the intervertebral disc height and reduction of anterolisthesis. (C) Lateral radiography obtained 12
months postoperatively. Note that the intervertebral height and reduction of anterolisthesis is well preserved. Note also that
the bone density the entire disc space is well preserved, indicating probable progression toward solid arthrodesis. (D) Sagittal
reconstructed CT scan obtained at 7 months postoperatively, demonstrating excellent interbody fusion with bone columns.



고 찰

척추전방전위증에서 후외방 유합술은 수술이 복잡하

지 않고 신경에 해 직접적인 감압이 가능하고 척추경

나사못과 병행하여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결과가 보고

되면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유합 부위의 넓이 자체가

불충분하고 주된 부하의 전달 축이 후주에 위치하게 되

어효과적인하중부하를담당하지못할뿐만아니라유

합부에신연력이작용되어불유합및기기의파손, 전위

의 재발, 추체 간격의 붕괴 등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3,15). 추체간유합술은전방지지를통해적절

한 추체간 높이를 유지하면서 요추에 부과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척추의균형을회복할수있으며, 추간공의

높이를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신경근을 감압시키는 효

과가있을뿐만아니라유합을위한넓은면적을제공하

게 되며 인접 척추 종판의 풍부한 혈류 공급과 함께 유

합술을 시행할 분절에 압박력을 가해 높은 유합률을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1,2,16,17) 최근에는 추체간 유합술이

여러 퇴행성 척추 질환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후방 추체간 유합술은 전방 추체간 유합술과 달리

후방 단일 절개로 신경 감압과 전방 지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그 시행 빈도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

석등3) 은협부형척추전방전위증에서감압술과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외방 유합술 후 전방 추간판 높이,

후방 추간판 높이, 전위 정도 모두가 수술 직후에는 증

가하 으나 최종 추시에는 수술 전 상태로 감소되었음

을보고하 으며, 또한후외방유합술만을한군보다후

방 추체간 유합술을 추가하여 전방 지주를 보강한 군에

서 유합률과 임상 결과가 더 우수하 다고 하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에서 후외방

유합술만 시행한 군과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추가한 군

을비교하여유합률및임상적결과는두군이유사하

으나 후외방 유합술만을 시행한 군에서는 방사선학적

으로 전위의 재발, 추체 간격의 붕괴, 추간공 면적의 협

소화 등이 관찰되어 방사선학적인 측면에서 후방 추체

간유합술의우수성을보고한바있다18). 

그러나후방추체간유합술은수술술기상경막및신

경근의 견인이 불가피하며 때로는 이로 인한 신경근 또

는 경막의 손상과 파열, 술후 신경성 동통 및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Brantigan 등19)은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221명의 환자 중 3%에서 신경성 동통이 발생했

다고 보고하 고, Onesti 등17)은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236명의 환자 중 13례에서 경막 손상이 발생하

고 10%에서는 수술 후 일시적이지만 족하수가 나타

났다고 보고하는 등 신경학적 합병증에 한 많은 보고

가있었다. 따라서마미나척수원추의견인으로인한신

경손상의위험성때문에후방추체간유합술은제3-4요

추이하부위로만시행범위가한정된다는제한이있다5).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은 이와 같은 후방 추체간 유

합술의 위험성과 제한점을 극복하면서 그와 유사한 안

정성을 제공하기위해 Harms 등에 의해 소개되었는데,

후방 추체간 유합술에 비해 훨씬 더 외측으로부터 추간

판에 접근하기 때문에 신경 견인을 최소한으로 하여 신

경 손상의 위험성을 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제3

요추보다 상위 요추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고5,7), 편측으로만 시행하므로 반 쪽의 후방 구조물을

보존할수있으며이를유합을위한기저부로이용할수

도있고, 이전에추궁절제술을시행했던환자에서도반

측으로 접근하여 유착성 반흔 조직을 피해 시행할 수

있다는장점도있다. 이러한이유들로최근경추간공추

체간 유합술의 우수한 임상 결과가 보고되면서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에 한 공식적

인 발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8,10,11,20,21,22,23,24,25). 특히

후방 추체간 유합술과의 비교 논문은 매우 드물게 발표

되었으며7,25), 더욱이단일질환에서두술식을비교한연

구는저자들이알기로는아직없었다. 

Humohrey 등5)은일측성접근법에의한경추간공추체

간유합술과양측성접근법에의한후방요추추체간유

합술의 비교 연구에서 이분절 유합술에서는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이 의미있게 출혈량이 적었으나 단분절

수술에서의 출혈량 및 수술 시간, 입원 기간 등은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고,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

술에서는 합병증의 발생이 한 례도 없었지만 후방 추체

간 유합술 군에서는 방사통, 기기의 파손 및 이완, 감염,

불유합 등의 많은 합병증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경추간

공추체간유합술이후방추체간유합술을 치할수있

는 효과적인 술식이라고 보고하 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단지합병증및수술시간, 출혈량, 입원기간등에 한

조사만되었을뿐임상적, 방사선학적결과는비교하지

않았다는문제점이있다. Lee 등24)은일측성접근법을통

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과 양측성 접근법을 통한 술식을

비교하여, 방사선학적 결과와 임상적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고 이분절 이상의 유합술 시 출혈량은 일측성 접근

법에서 유의하게 적어 다분절 유합술이 필요할 경우 실

혈량과수술시간을줄일수있어유용할것이라고하

으나, 그들의 연구에서 술후 하지의 감각저하는 오히려

경추간공 접근법을 이용한 경우 더 많았다고 보고하여

원래의 경추간공 접근법의 주된 장점으로 지목되는 효

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상으로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등다양

한질환이혼합되어있어유합분절에존재하는술전및

감압술 후 불안정성의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두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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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적 결과의 비교에 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불안정성이 동반된 단분절 척추전

방전위증에서 모두 같은 정도의 감압술을 시행했던 환

자들을 상으로 연구하 으며, 저자들의 결과에서 두

군 사이에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아 두 수술 방법 모두 척추전방전위증의 유합

술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

은 없었지만 일측성 접근법을 통한 경추간공 추체간 유

합술이 통상적인 양측성 접근법을 통한 후방 추체간 유

합술에비해수술시간이짧고출혈량이더적었으며술

후 신경증상의 발생이 적어 더 간편하고 안전한 술기로

생각되었다. 

또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단분절 유합술을 시행

할 때 자가장골의 이식없이 감압술 시 얻어진 국소골만

을 이용하여도 충분한 유합을 얻을 수 있는지를 추가적

으로알아보고자하 다. 이미후방추체간유합술에서국

소골의유합능력에 해서는많은연구가있었는데12,13,14),

최근 한 연구에서는 국소골과 케이지를 이용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여 100%의 골유합을 얻었다고

보고되었다13). 저자들의연구에서도자가장골의이식없

이 국소골을 충전한 케이지를 이용하여 두 군 모두에서

만족할만한골유합을얻을수있었다. 

결 론

척추전방전위증의단분절유합을위해시행된일측성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은 통상적인 양측성 후방 추체

간 유합술과 비교할 때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면에

서유의한차이가없었다. 비록통계학적인의의는없었

지만 수술 시간 및 실혈량, 신경학적 합병증 면에서는

오히려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

척추전방전위증을 포함한 퇴행성 요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매우유용한방법으로생각된다. 또한단분절경

추간공 추체간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위해

서자가장골의채취없이신경근감압을위해제거된국

소골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유합률을 얻을 수 있어 골이

식을위한공여부의합병증을피할수있을것으로생각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환자 수가 적고 경과 관찰 기간

이짧다는한계가있어향후보다많은환자와장기간의

추시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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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후향적, 조군연구

연구목적:척추전방전위증에서경추간공요추추체간유합술의방사선학적, 임상적결과를분석하고통상적인후방

요추추체간유합술과비교하고자하며또한단일분절에서국소골만을이용한경우의골유합률을조사하여국소골

의유용성에 해알아보고자하 다.  

상 및 방법:퇴행성또는협부형척추전방전위증에서국소골만을이용하여단분절경추간공추체간유합술또는

후방추체간유합술을시행받은환자중최소 1년이상추시가능했던 32명을 상으로하 다. 경추간공추체간유

합술을받은환자들을 1군, 후방추체간유합술을받은환자들을 2군으로분류하 다. 방사선학적분석으로골유합

률, 추체 간격, 전위의 정복 정도를 조사하 고 임상적 분석으로 Oswestry Disability Index와 Visual analog scale을 조

사하 다. 또한양군간수술시간, 실혈량및합병증을비교하 다.

결과: 방사선학적으로 1군은 14례 중 13례, 2군은 18명 전례에서 골유합이 일어났으며 추체 간격 및 전위의 정도는

양군모두수술후의미있게호전되었고최종추시까지잘유지되었다. 임상적으로 ODI 및 VAS의결과는양군모두

수술후통계학적으로의미있게호전을보 으며양군간통계학적차이는없었다. 2군보다 1군에서수술시간이짧

았으며실혈량도더적었으나통계학적차이는없었다. 합병증으로술후신경통증의발생이 2군에서 2례, 불유합및

척추기기의파손이 1군에서 1례발생하 다.

결론: 척추전방전위증을 포함한 퇴행성 요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로 일측성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은 통상적 후방

추체간 유합술의 유용한 체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일 분절의 유합술시 국소골만을 이용하여도 만족할만한

유합술을얻을수있어자가장골의채취는필요치않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본연구는환자수가적고경과관

찰기간이짧아향후보다많은환자와장기간의추시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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