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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 In this study, 18 patients undergoing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for multilevel lumbar spinal stenosis

associated with degenerative scoliosis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Objectives :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age-instrumented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multilevel lumbar spinal

stenosis associated with degenerative scoliosi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 Degenerative lumbar scoliosis with the problems of neurogenic claudication, mechanical back

pain and spinal deformity present a challenge for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 We reviewed 18 surgical cases of multilevel lumbar spinal stenosis with degenerative scoliosis from

March 1995 to April 2000 with an average follow up period of 2.9 years. We assessed the radiographic results of scoliotic angle

correction and sagittal angle correction of the maximum curve and fused segment and disc height restoration. Clinical result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Kirkaldy-Willis criteria.

Results : Mean scoliotic angle at preoperative, postoperative and final follow-up (maximum curve/fused segment) was 17.7-6.1-

7.3。/15.0-5.8-6.1。respectively. Mean sagittal angle corresponding to each period was 12.1-34.1-32.7。/8.3-27.0-26.0。respec-

tively. Mean disc height corresponding to each period was 22.9-42.4-40.5% respectively. The clinical result was analyzed as 15

satisfactory (83.3%), 3 fair (16.7%) and no poor. Fusion success was achieved in all patients. There were no serious complications

except one case of fusion extension distally and no significant curve progression within follow-up period.

Conclusions : The cage-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in multilevel lumbar spinal stenosis with degenerative scoliosis was

effective for correction of scoliotic and sagittal deformity and restoration of disc height with resultant foraminal patency, pro-

vided relatively high clinical success and in situ fusion success in all cases even over multiple fusion levels, and can be an alter-

native among surgical treatments of this complex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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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을 동반하는 퇴행성 측만증은

노령 인구에서 좀 더 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9,25), 측만

증이 진행되면서 기계적인 요통(mechanical back pain),

신경학적 파행과 척추 변형이 치료적인 관점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26). 여러 저자들8,14-16,21,26)에 의하여 척추경 나

사못을 이용한 수술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후방 도달에 의한 단일 술식으로는 많은 빈도로 초래되

는 퇴행성 평배(flat back)에 대해서는 흔히 불충분한 교

정이 이루어지게 되고15,16,21) 이에 따른 요추 전만각의 소

실은 심각한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만각의 복

원에 대한특별한 주의를요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저자들은 퇴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자가골

을 충전한 cage를 이용한 후방 추체간 유합술의 안전성

과 유용성에대하여 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 9 9 5년 3월부터 2 0 0 0년 4월까지 본원에서 후방 감압

술,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 기기술, 자가골을 충

전한 cage를 이용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로 치료한 퇴

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 환자 18

례(여자 1 0명, 남자 8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연령은 49세에서 77세까지로 평균 62세였고, 추시 기간

은 1.1년에서 3.8년까지 평균 2.9년이었다.

수술의 적응증으로는 1 0도 이상의 의미 있는 측만변

형이 있고, 최소 6주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없

는 심한 기계적인 요통이나 하지 동통 또는 신경학적 파

행을 보인 경우를 포함시켰으며, 척추체 압박골절이 있

거나 측만증의 과거력, 또는 특발성 측만증에 부합하는

방사선학적 소견13)을 보이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추체간 유합술 시 사용한 기기는 삽입 전에 미리 tra-

peziodal 형태로 다듬은 Carbon cage 12례, TPM(Trape-

zoidal PLIF mesh) cage 6례였으며, 후방 내고정 기기는

모두 척추경 나사못-강성 금속봉 체계를 사용하였다. 유

합분절 수는 세 분절이 14례, 네 분절이 4례로 평균 유합

분절 수는 3.2였다. 측만증의 방향은 좌측 만곡이 10례,

우측 만곡이 8례였으며 Cobb씨 방법으로측정한 측만각

은 14°에서 25°까지로 평균 17.7°이었으며 분절당 평균

측만각은 5 . 5°였다(Table 1). 수술은 유합 대상 분절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한 후 골절단기(osteotome)를 이용

하여 en block으로 추궁판 하부 반절제술과 골극 제거를

포함하여 감압술 및 후방 유리술을 시행하고 금속봉 조

작을 통하여 측만변형을 반회전 교정(derotation maneu-

ver)하였으며, 하요추부에서 상부로 진행하면서 cage 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요추 전만각의 교정

을 시도하였고 수술 중에 황색 인대와 경막외지방은 온

전히 보존하여 출혈과 경막외 유착을 최소화하도록 노

력하였다. 술후에는 전 례에서 5일 이내에 유연한 corset

만을 12주간 착용시켰다.

2. 연구 방법

방사선학적 결과는 술 전, 술 후 및 최종 추시 시의 요

추부직립위 전후, 측면사진을 이용하여 Cobb씨 방법으

로 전체 및 유합분절의 측만각과 전만각의 교정 상태와,

유합분절 내에서 인접 상부 추체에 대한 상대적 추간판

높이의 복원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고, 임상적 결과는

Kirkaldy-Willis criteria19)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추체간

골유합 상태를 보기 위하여 전후면, 측면, 사면 및 굴곡-

신전 측면 방사선을 촬영하여, cage나 나사못의 위치 변

화가 없거나 인접 부위에 방사선 투과성의 운륜(radiolu-

cent halo)이 없고, 인접 추체에 반응성 골경화가 없으며,

cage의 중심부나 cage 사이에서 치밀한골음영이 지속적

으로 보이고, 굴곡-신전 측면 사진에서 비정상적인 운동

이 없는 경우를 골유합이 된 것으로 판정하였다3,12). 대상

환자의 방사선학적 계측이나 임상적 결과는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통계학적 검증을실시하였다.

결 과

1. 방사선학적 결과

1) 측만각의 교정(Table 2)

평균측만각(전체/유합분절)은 술 전, 술 후, 최종 추시

시에 각각 17.7-6.1-7.3°/15.0-5.8-6.1°를 보여, 술 후 전체

측만각은 평균 11.6°의 교정(p<0.05)을 얻었고, 최종 추

시 시의 교정의 소실은 평균 1.2°(p>0.05)였으며, 유합분

절의 측만각은 평균 9.2°의 교정(p<0.05)을 얻었고, 최종

추시 시의 교정의 소실은 평균 0 . 3°( p > 0 . 0 5 )였고, 전체

또는 유합분절에서 5°이상의 의미 있는 교정의 소실은

보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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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추 전만각의 교정(Table 3)

각 시기별 평균 전만각(전체/유합분절)은 각각 1 2 . 1 -

34.1-32.7°/8.3-27.0-26.0°를 보여, 술 후 전체 전만각(제 1

요추 상단에서 제 1천추 상단까지)은 평균 22.0°의 교정

(p<0.05)을 얻었고, 최종 추시 시의 교정의 소실은 평균

1.4°(p>0.05)였으며, 유합분절의 전만각은 평균 18.7°의

교정( p < 0 . 0 5 )을 얻었고, 최종 추시 시의 교정의 소실은

평균 1.0°(p>0.05)였다.

3) 추간판 높이의 복원(Table 4)

유합분절의 평균 추간판의 높이는 술 전, 술 후, 최종

추시시에각각 2 2 . 9 - 4 2 . 4 - 4 0 . 5 %로측정되어술후추간판

높이의 복원도는 평균 1 9 . 5 % ( p < 0 . 0 5 )였으며 최종 추시

시에 복원된 추간판 높이의 소실은 평균 1 . 9 % ( p > 0 . 0 5 )를

보였다.

2. 임상적 결과 및 합병증

임상적결과는 1 5례( 8 3 . 3 % )에서양호이상, 3례( 1 6 . 7 % )

에서 보통의 결과를 보였고 불량의 결과는 없었다. 수술

중의 합병증으로는 제 4요추 신경근 불완전 손상이 2례

있었는데 술 후 4주에 회복되었고, 수술 후의 합병증으

로는 유합분절 원위부(요추 제 5번-천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의진행에따른 isolated disc resorption을보인

경우가 2례 있었는데, 이들 2례는 임상적으로 보통의 결

과를보였으며이 중 1례는원위부로 cage 추체간유합술

을 연장하여 증세의 소실을 얻었다(Fig. 1A~D). 원위 나

사못의 파손은 재수술 중에 확인한 1례(Fig. 1E)가 있었

으며, 대상 환자의 전 례에서 정위 골유합을 얻었다. 그

외에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임상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심각한합병증은발생하지않았다.

고 찰

요추관 협착증을 동반하는 퇴행성 측만증은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의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분절에 발생

하는 척추 변형이며1 3 ), 흔히 요추 전만각의 소실이나 평

배 변형을 유발하게 되어1 1 , 1 3 , 2 1 ) 이에 따른 시상면상의 균

형 실조는 보행 자세 이상이나 기계적 동통의 주요 원인

이 될 수 있으므로수술시에 요추전만각의복원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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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diographic findings

Case Curve Direction Degree L-lordosis
No. Location (˚) (˚)

1 T12-L4 Left 20 12
2 L1-L4 Left 16 2
3 L1-L4 Left 16 17
4 L1-L5 Right 25 –11
5 T12-L4 Right 20 18
6 L1-L4 Right 16 16
7 L3-L5 Left 18 30
8 L1-L4 Right 15 18
9 L1-L4 Left 15 13

10 L1-L4 Left 14 21
11 L1-L4 Right 15 19
12 L2-L5 Right 16 11
13 T12-L4 Left 24 17
14 L1-L4 Left 22 17
15 L1-L4 Right 15 –5
16 L1-L4 Right 17 0
17 L3-S1 Left 19 13
18 L2-L5 Left 16 10

Table 2. Scoliotic angle correction

Pre-Op Post-Op Last F/U

Mean ScA* (Global) 17.7˚ 6.1˚ 7.3˚
Mean ScA* (Fused) 15.0˚ 5.8˚ 6.1˚
ScAC† Gain (Global) (11.6˚)
ScAC† Gain (Fused) (9.2˚)
ScAC Loss (Global) (1.2˚)
ScAC Loss (Fused) (0.3˚)

ScA*, scoliotic angle; ScAC†, scoliotic angle correction.

Table 3. Sagittal angle correction

Pre-Op Post-Op Last F/U

Mean SaA* (Global) 12.1˚ 34.1˚ 32.7˚
Mean SaA* (Fused) 08.3˚ 27.0˚ 26.0˚
SaAC† Gain (Global) (22.0˚)
SaAC† Gain (Fused) (18.7˚)
SaAC Loss (Global) (1.4˚)
SaAC Loss (Fused) (1.0˚)

SaA*, sagittal angle; SaAC†, sagittal angle correction.

Table 4. Disc height restoration

Pre-Op Post-Op Last F/U

Mean DHR* 22.9% 42.4% 40.5%
DHR Gain (19.5%)
DHR Loss (1.9%)

DHR*, disc height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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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70-year-old male with left 24˚ T12-L4 degenerative
scoliosis. AP & lateral radiographs show prominent
degenerative change and disc space narrowing of the
whole lumbar spine with a loss of lumbar lordosis (A) .
Postoperative radiographs after multilevel cage-PLIF
show good restoration of scoliotic angle, lumbar lordosis,
disc height and foraminal patency (B). The 2.1-year fol-
low-up examination shows only a slight loss of correction,
but shows a significant decrease of L5-S1 disc height
resulting in vacuum disc phenomenon and marked symp-
tomatic narrowing of the intervertebral foramen (C). At 3-
year follow-up period, a distal fusion extension with cage-
PLIF was performed (D). Follow-up radiographs show
maintenance of correction and consolidated PLIF graft,
and show broken screw fragment (black arrow) (E).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추관 협착증과 동

반된 퇴행성 측만증을 감압술만으로 치료할 경우 후방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기존의 척추 변형이 악화될 수 있

으므로 감압술 단독 술식은 추천되지 않는다 하였고1 , 2 0 ),

척추 내고정 기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6 0년대 말까지는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2 1 ).

최근 척추경 나사못에 의한 분절간 고정을 통하여 척추

변형에대한 3차원적인교정과더불어신경 조직에대한

감압및유합술을효과적으로할수있게되었고, 이에대

한국내외몇몇저자들의보고1 5 , 1 6 , 2 1 , 2 6 )가있으나, 후방도달

에 의한 단일 술식으로는 퇴행성 측만증에 많은 빈도로

초래되는 퇴행성 평배 변형에 대한 교정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 0 , 1 5 , 1 6 , 2 1 ). Dante 등2 1 )과

Kevin 등2 )은 퇴행성 척추 측만증의 수술 시에 요추 시상

면상의교정이불충분한경우에심각한요통이지속되어

수술 결과가 불량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Simmons 등2 6 )

은 척추관 협착증과 동반된 측만변형을 수술 시에 체위

정복과금속봉의 in situ contouring을 통하여요추 전만을

효과적으로 교정하였다고 하였으나 Enker 등1 0 )은 S i m-

mons 등2 6 )이 시행한 방법으로는 교정을 얻을 수 없으며

운동 분절의 회전축의 전방에서 높이가 낮아진 추간판

간격이신연되어야만이붕괴된추간판섬유륜의인대신

연( l i g a m e n t o t a x i s )을 통하여 시상면상의 변형과 전위의

정복이가능하다고하였다. Carlson 등5 )은 요추가시상각

이 복원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삽입된 척추경 나

사못이 pullout 부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삽입 강

도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으나, 본 저자들의 경우에서 보

듯이 대상 환자가 대체로 고령인 경우가 많아 강한 삽입

강도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여러 저자들4 , 6 , 1 7 , 1 8 , 2 2 )은

요추가 굴신 운동을 할 때에 받는 나사못-해면골 인접면

이 받는경사 또는절단 부하(tilting or cut-up load)에 대항

하는시상면에서의역학적안정성을위해서는전주지지

가필요하다고하였다. 한편 Grubb 등1 3 )은퇴행성척추측

만증에서 시상면상의 변형까지 교정하기 위하여 2단계

전방수술을통하여전방추체간유합술을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두차례수술에따른문제점이우려될수있다.

이에저자들은다분절요추관협착증을동반하는퇴행

성 측만증을 통상의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감압술 및

후외방유합술시에문제가되는불충분한요추전만각의

교정에따른시상면상의균형실조와추간판높이의심한

감소에따라흔히 발생하는추간공협착1 0 )에 유의하여이

를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자가골을충전한 cage 추

체간 유합술을동일 수술 시야에서시행하였다. 술 후 추

시에서측만증의교정이나임상결과에서는감압술및후

외방 유합술로치료한 다른 저자들의보고1 3 , 1 5 , 1 6 , 2 1 , 2 3 , 2 6 )와 비

슷하였으며, 통계학적의미를부여할수는없었으나최종

교정의소실은적었으며, 특히 요추 전만각의교정및 유

지의측면에서는월등한우위를보였고추간판높이에서

도 의미 있는복원 및 유지를보여효과적인추간공협착

의 해소를기대할수 있었다. 요추부퇴행성질환에서다

분절 유합술 시 골유합 측면에서는, 단분절과 장분절 후

측방 유합간에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일부보고7 )가 있

고본연구에서는다분절후측방유합과의직접적인비교

자료는 없으나, 다분절 후측방 유합술 시에는 단분절 유

합에비해일반적으로낮은 65% 내외의낮은유합율을보

이며특히요추제 5번-천추간에서는천추나사못의파손

이잦고높은불유합율을보이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3 , 1 4 , 1 7 ), 이들문제점에대한대안으로김 등1 7 )은 추체간유합

술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저자들의경우대상환자들이

세 분절이상의장분절이었고특히 1 8례 중 4례에서요추

제 5번-천추간이유합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본 술식으로

모두에서골유합을얻을수 있었다. Brantigan 등3 )과 E n k e r

등1 0 )에 의하면 퇴행성요추질환에대해 cage 추체간유합

술을시행하면공여골이가지는구조적취약성을극복할

수 있고 유합분절수에 관계없이 9 6 % ~ 1 0 0 %의 높은유합

을 얻을 수 있다고하였는바, 이는전주지지(anterior col-

umn support)의 회복으로척추경나사못의생존을연장할

수 있으며후측방유합에비해넓은 유합면적이있고제

한된공여골로도충분한다분절유합이가능하기때문으

로 사료된다. 수술 중에는 후측방은 외과적 도달을 하지

않았고감압 대상 부위를골절단기로 en block 절제를시

행하고 황색인대와경막외지방은보존하여수술 시간과

출혈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였다. 수술 중이나직후에는

영구적으로문제가될만한심각한합병증은발생하지않

았으며추시중에임상적으로보통의결과를보인 3례중

2례에서 유합분절 원위부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진

행으로 isolated disc resorption을 보인 경우가 2례 있었는

데, 이중에보존적치료로호전이없었던 1례는원위부로

cage 추체간유합술을연장하여증세의 소실을얻었으며

재수술시에편측원위나사못의파손이확인되었으나골

유합에영향을주지는않았다. 한편하등1 5 )과하등1 6 )은퇴

행성 측만증의 수술 시 측만각 교정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측만변형이있거나외측전위가있는분절은가

능한고정 범위에포함시킬것을강조하였으며, Simmons

등2 6 )은 측만변형이있는모든분절을유합범위에포함시

키는것은 수술후 이환율을높일 수 있기 때문에회의적

인 시각을 보였으나, 저자들의 경우는 전후면 상에서 추

간판의좌우비대칭이뚜렷하거나추체의외측전위가있

는 분절은 모두 유합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추시 기간이

비교적짧아결과로제시하기에는조심스럽지만추시기

간 중에는 유합분절의상하 인접 분절에서 5°이상의의

미 있는만곡의진행은관찰되지않았다. Grubb 등1 3 )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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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는달리 추간판의파괴성변화는 요추 제 2-3, 3-4,

4 - 5번간에서가장흔히발생하고요추제 5번-천추간과흉

추 제 1 2번-요추 1번간에서는미미하거나잘보존되어비

교적짧은요추분절에발생하게되므로, 하등1 5 )과하등1 6 )

이 유합 범위로 제시한 기준 이외에도퇴행성 척추 측만

증의일반적인관찰에대해서도고려하면좋을것으로사

료되며 본 증례들에서도 요추 제 2 - 3번간을 유합 범위에

서 제외한경우는 1례가있었는데의미있는만곡의진행

은없었으나반복적인요통을호소하여보통의결과를보

였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식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혀지

고 있지만3), 아직은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술식이 아

니고27) 특히 다분절에 시행하는 것은 더욱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퇴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

추관 협착증을 후외방 유합술로만 치료할 경우 기술적

인 한계, 즉 불충분한 요추 시상각의 교정과 추간판 간

격의 복원, 낮은 유합율을 cage 추체간 유합술의 장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우려와는 달리 비

교적 안전한 술식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의 증

례가 많지 않아 본 술식의 안전성과 장기적 효과 면에서

는 좀더 연구가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

결 론

퇴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의

치료 시에, 척추경 나사못에 의한 후방 기기술과 자가골

을 충전한 cage를 이용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병행

하면 측만각 교정 및 유지에 유용하며 임상적으로도 비

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후외방

유합술로는 얻기 힘든 요추 전만각의 교정과 유지, 붕괴

된 추간판 높이의 회복에 따른 추간공의 복원에 효과적

이었으며, 장분절 고정 및 유합 시에도 수술 중이나 후

에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전 례에서 정위 골

유합을 얻을 수 있었는 바, 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의

대안으로 후방 cage 추체간 유합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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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18례를후향적으로분석하였다.

목적 : 퇴행성 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에서 자가골을 충전한 cage를 이용하여 후방 추체간 유합술

을시행하는것이안전하고유용한지를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 9 9 5년 3월부터 2 0 0 0년 4월까지본원에서수술한퇴행성측만변형을동반한다분절요추관협착증환

자 1 8례를대상으로하였으며, 평균추시기간은 2 . 9년이었다. 방사선학적결과는요추부직립위전후, 측면사진을이

용하여전체및 유합분절의측만각과전만각의교정, 유합분절내 추간판높이의 복원도를측정하여비교하였고 , 임상

적결과는 Kirkaldy-Willis criteria를이용하여평가하였다.

결과 : 평균 측만각(이하 전체/유합분절)은 술 전, 술 후, 최종 추시 시에 각각 17.7-6.1-7.3°/15.0-5.8-6.1。로 변화하였

고, 각 시기별 평균 요추 전만각은 각각 12.1-34.1-32.7°/8.3-27.0-26.0°로 변화하였으며, 평균 추간판의 높이는 각각

22.9-42.4-40.5%의 변화를 보였다. 임상적 결과는 15례(83.3%)에서 양호 이상, 3례(16.7%)에서 보통의 결과를 보였고

불량의 결과는 없었다. 대상 환자의 전 례에서 정위 골유합을 얻었고, 원위부로 연장 유합술을 시행한 1례를 제외하

고는 수술중이나수술 후에임상결과에 영향을줄만한심각한합병증은 발생하지않았으며추시 기간중의미 있는

만곡의진행은없었다.

결론 : 퇴행성측만변형을 동반한 다분절 요추관협착증의 치료 시에,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이용하면

술 후 측만각, 요추 시상각의 교정 및 유지, 추간판 높이의 회복에 따른 추간공의 복원에 효과적이었고, 임상적으로

도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장분절 고정 및 유합 시에도 전례에서 정위 골유합을 얻을 수 있었는

바, 수술적치료방법중하나의대안으로후방추체간유합술을고려해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색인단어 : 요추, 다분절척추관협착증, 퇴행성측만변형, 후방추체간유합술

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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