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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 A prospective study of posterior instrumentation without fusion for the stable thoracolumbar fracture.
Objectives : To confirm vertebral body collapse by roentgenography and computerized tomography after removing posterior
instrumentation at 6 months postoperatively in stable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 Many authors have reported that vertebral body collapse occurs after instrumentation removal.
Materials & Method : Sixty patients admitted between March 1999 and March 2001 with thoracolumbar junction fractures
were includ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Group I - the Conservative management group (20 patients), Group II Reduction and posterior fixation with fusion group (20 patients), Group III - Reduction and temporary posterior fixation group
(20 patients). The patients were aged between 21 and 49 years (mean 38), and the follow-up period exceeded 1 year (mean 13.3
months). We studied vertebral height, kyphotic angle, disc height and facet hypertrophy by roentgenography, and the continuity of the anterior cortical connection, cavity formation, sclerotic bone formation and new bone formation by CT.
Results : The loss of vertebral height was 7.9% (from 21.5 to 29.4%) in Group I, 3.7% in Group II (preop 35%, postop 12.7%,
postop 1Yr. 16.4%), and 3.5% in Group III (preop. 35.2%, postop 5.6%, postop 1Yr. 9.1%). Loss of angulation was 4.2°(from 9.6°to
13.8°) in Group I, 3.0°in Group II (preop 15.3°, postop 7.2°, postop. 1Yr. 10.2°), and 3.0°in Group III (preop 14.6°, postop. 5.9°
,
postop 1Yr. 8.9°). Loss of disc height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or the 3 groups. Degenerative changes of the posterior facet
were seen 3 patients of Group I, 11 patients of Group II, and in 5 patients of group III. On CT scan of Group III, all cases showed
cavity formation and sclerosis ,and continuity of the anterior cortical connection and of new bone formation into the cavity
were seen in 18 cases.
Conclusions : Vertebral body collapse were not observed by roentgenography by computerized tomography after removing the
posterior instrumentation at 6 months postoperatively in stable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Key Words : Thoracolumbar spine, Burst fracture, Posterior fixation,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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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지 골 관절 골절 시에는 정복 후 내고정을 실시하고
유합이 되어 가면 고정을 제거하고 관절운동을 실시하
며 기능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척추의 골절 시에는 통상적으로 후방 고정술과 골 유
합술을 생각한다. 척추 골절시 약 50% 이상 추체의 압박
소견이 보이거나 신경의 압박이 약 30% 이상 보이는 경
우에는 수술적 가료를 고려한다8,20). 또한 척추 후만이 20
도 이상 되면 수술적 가료를 고려한다8). 그러나 상기 조
건 이내의 조건이라도 보존적 치료중 압박 정도와 후만
변형이 증가될 수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추체의 전,
후 높이를 수상전의 조건으로 정복을 하면 압박의 정복,
후만 변형의 교정 등으로 그 결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
할 수가 있다. 척추관절을 너무 오랫동안 고정을 하면
연골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으므
로15), 연골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고정 기간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척추골절 후에 평가 되어야하는
점은 골의 변화(압박의 증가), 추간판의 변화, 후방관절
의 변화로 판단되며 많은 골절 치료의 보고 시에는 이점
을 중요시 여긴다14,16,17,19,22,30).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척추
골절후 고정과 골 이식을 통한 전방추체의 붕괴를 막아
야한다고 주장하며 21,25,31,32), 금속의 제거 후에 척추체의
붕괴, 관절의 문제점 등에 우려를 한다. 사지 골절시 정
복후 한시적으로 관절 고정후 골절의 유합이 이루어지
면 고정을 제거하고, 관절운동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 착안하여, 흉요추이행부 안정성 골절에
서 한시적인 척추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후방고정물을 제거한 후의 단순 방사선학적
소견과 전산화단층촬영의 결과를 특히 전방추체 붕괴
와 관절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999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일 까지 본 병원 정형
외과를 내원한 환자중 흉요추이행부 척추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존적 가료를 실시한 군(I 군), 척추
의 정복, 후방고정술과 골 이식술을 실시한 군(II 군), 그
리고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후 후방기기 제거술후 운
동을 실시한 군(III 군)으로 각각 20명씩 세 집단으로 나
누었다. 후방 기기 제거술은 수술 후 6개월 이후(평균
7.2개월)에 실시하였다. 나이는 21세에서 49세까지 (평
균38세)로 골다공증과는 연관을 시키지 않았고, 수상후
1년 이상 추시 하였다(평균 13.3개월).

골의 평가는 척추체 높이, 후만각 계측과 공동형성 여
부를 수술 전, 수술 후, 추시 1년 이상 경과한 방사선 사
진으로 관찰하였다. 척추체의 높이는 통상적으로 실시
하는 골절 상하 척추체의 전방 거리를 이분한 길이와 골
절 척추체의 전방 거리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값을 정하
였다. 후만각 계측은 골절 상부의 추체 상부를 연결한
선과 골절하부 추체의 하부를 연결하는 선으로 예각을
측정하였다. 공동형성여부는 척추 기기 제거술을 한 군
에서 전산화단층촬영을 하고 전방추체의 골유합 여부,
공동 형성의 여부, 공동 주변의 경화 여부 그리고 공동
내 신생골 형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관절의 평가는 추간판과 후방관절을 수술 전, 수술 후,
추시 1년 이상 지난 후 방사선 사진으로 관찰하였다. 추
간판의 방사선사진은 척추체 종판이 손상 받은 쪽에서
중간 추간판의 높이와 손상 받지 않은 하부추간판 높이
와의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후방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방사선 촬영과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평가하였다.
금속의 제거는 수술 후 6개월 이후(평균7.2개월)에 제
거를 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SPSS(SPSS Inc, Chicago IL
ver. 9.0)를 이용한 Mann-Whitney방법을 통하여 P값이
0.05미만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1. 척추체 높이(압박의 정도)
척추체압박의 정도는 보존적 가료를 실시한 I군에서
수상 시 평균 21.5%, 추시 1년 소견상 평균 29.4%로 정복
소실은 7.9%였다.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과 골 이식술
을 실시한 II군에서는 수상 시 평균 35%, 수술 후 12.7%,
추시 1년 16.4 %로 정복 소실은 3.7%였으며, 후방고정
술 후 금속기기를 제거한 III군에서 수상 시 35.2%, 수술
후 5.6%, 추시 1년 9.1%로 정복 소실은 3.5%였다(Fig.
1,2). 통계적으로 보존적 가료와 수술적 가료와는 통계
적 유의성을 가지나 수술군 두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Table 1).
2. 후만각 계측
후만각은 I군에서 수상 시 평균 9.6도, 추시 1년 소견
상 평균 13.8도로 후만각 소실은 4.2도였다. II군에서는
수상 시 평균 15.3도, 수술 후 7.2도, 추시 1년 10.2도로
후만각 소실은 3.0도를 보였다. 또한, III군에서는 수상
시 14.6도, 수술 후 5.9, 추시 1년 8.9도로 후만각 소실은
3.0도를 보였다(Fig. 1,2). 통계적으로 보존적 가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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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가료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나 수술군 2군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Table 2).
3. 공동형성여부
후방고정술 후 금속기기 제거술 시행 군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하였다. 척추관 내로 후방 전위된 골절

편은 전례에서 모두 재형성되었으며, 공동형성의 여부
는 20례 전례에서 축성면 전산화 단층 촬영상 공동 형성
이 보였다(Fig. 1, 2). 전방추체의 골유합 여부는 20례 중
18례에서 관찰되었고, 2례에서 부분적으로 연결의 소실
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공동 주변의 경화여부는 20례
전례에서 보였다. 그리고 공동내 신생골 형성은 20례 중
18례에서 관찰되었다. 2례는 전방추체의 골유합이 부분

Fig. 1. A. Case1:Simple radiograph of a 31 years old female. From the left, at injury, at Postop., at POD 6M., at POD 1Yr. degrees of
comperssion was 45.5%, 2%,3%,5% respectively. The angle of kyphosis was 22°, 5°, 7°, 8°respectively. At POD 1Yr,the
loss of reduction was 2%, and the loss of kyphosis was 3 degrees.
Fig. 1. B. CT findings at injury (above) & POD 1Yr. (below).Removal of instrumentation at 7 months. With Preop. CT, burst fracture was seen.At POD 1Yr., cavity formation, sclerosis around the cavity ,new bone formation in the cavity, and boney
connection of anterior vertebral body ar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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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진 례와 동일하였다. 전방추체의 골 연결
과 공동내의 골 형성이 좋은 18례와 전방추체의 골 연결
과 공동내의 골 형성이 부진한 2례를 비교하면 척추체
높이, 후만각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례에서는 수상 시 전방추체의 골절이 복잡골절
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3).

4. 추간판높이:
추간판의 높이는 I군에서 수상 시 평균 92.4%, 추시 1
년 소견 상 평균 87.3%로 높이 소실은 5.1%를 보였다. II
군에서 수상 시 평균 91.5%, 추시 1년 86.9%로 높이 소
실은 4 . 6 %였다 . III 군에서 수상 시 87.6%, 추시 1년
92.9%로 높이 소실은 4.7%를 보였다.

Fig. 2. A. Case2:Simple radiograph of a 41 years old female with 48.7% comperession & 20°kyphosis. From the left, at injury, at
Postop. , at POD 6M. , at POD 1Yr. degrees of comperssion was 48.7%, 3%, 4%, 6% respectively. The angle of kyphosis
was 20°, 6°, 8°, 11°respectively. At POD 1Yr,, the loss of reduction was 3%, and the loss of kyphosis was 5 degrees.
Fig. 2. B. CT findings at injury (above) & POD 1Yr. (below).Removal of instrumentation was done at postop.6 months. Collapse of
vertebral body is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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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ight of vertebral body : degrees of compression (％):P-value >0.05

Conservative
Post.instrumentation with fusion
Temporary fixation

At trauma

Postop.

F/U 1Yr.

Loss of reduction

21.5
35.0
35.2

12.7
05.6

29.4
16.4
09.1

7.9
3.7
3.5

At trauma

Postop.

F/U 1Yr.

Loss of angle

09.6
15.3
14.6

7.2
5.9

13.8
10.2
08.9

4.2
3.0
3.0

Table 2. Angles of kyphosis (degrees):P-value >0.05

Conservative
Post.instrumentation with fusion
Temporary fixation

Table 3. CT findings after removal of temporary posterior instrumentaion (person)
Formation of the cavities

20/20 (100%)

Sclerosis around the cavities
Bony connection of anterior spinal body
New bone formation in the cavities

20/20 (100%)
18/20 (90%)
18/20 (90%)

Table 4. Hight of intervertebral disc (%):P-value >0.05

Conservative
Post.instrumentation with fusion
Temporary fixation

At trauma

F/U 1Yr.

Loss of height

92.4
91.5
87.6

87.3
86.9
82.9

5.1
4.6
4.7

통계적으로 보존적 가료와 수술적 가료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나 수술군 2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Table 4).
5. 후방관절의 노화
전산화단층촬영상 후방관절의 협소나 퇴행성 변화는
보존적 가료를 실시한 I군에서 3례, 척추의 정복, 후방고
정술과 골 이식술을 실시한 II군에서 11례, 후방고정술
후 금속기기 제거술을 시행한 III군에서 5례에서 관찰되
었다.

고

찰

사지의 장관골 및 관절 골절의 치료에서와 같이, 척추
골절 시 추체를 정복하고 유지하며 신경의 손상이 없으
며 관절의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본 논문은 흉요추부 안정성 방출성 골

절시 추체를 정복하고 고정을 하고, 후에 금속을 제거를
한 후에 기능의 회복이 가능한가를 연구하였다. 척추의
구조물을 넷으로 나누면 골, 관절, 신경 그리고 근육을
들 수가 있다. 척추골절후 기능 회복 면에서 골에서 고
려해야되는 소견은 골절의 정복 및 유지이다. 이를 보기
위하여는 전방추체의 높이, 후만각의 변화, 전산화단층
촬영에서의 공동 형성 여부 등을 들 수가 있다. 관절에
서는 추간판의 협소 문제, 후방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들
수가 있다. 신경에서는 척추관내의 신경 압박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은 골절의 정복유지를 주안점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가료의
차이점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금속을 제거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데 저자는 그 중간 단계로서 본 논문의 결과
와 다른 저자들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흉요추골절
은 다른 골절과는 다르게 고 에너지 골절로 항상 생각하
고 주요 골절로 생각하여 신경손상과 생명을 생각해야
된다4). Dennis는 척추의 골절을 삼주로 나누어 주 골절
군을 넷으로 나누었다. 그중 방출성 골절이 포함이 되어
있다7). 방출성골절의 치료에는 논란이 많다. 수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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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과 고정술이 보편적이나 보존적 방법도 좋은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 수술수기와 척추 기기의 발달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념
을 하여야된다. 첫째는 수술적 적응증, 둘째는 감압, 정
열의 문제, 전방, 후방, 전후방 유합술 등이다. 구조적인
문제와 신경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여야
된다16). 보존적 가료의 결과가 좋다고 보고하는 학자들
은 Weinstein을 비롯하여 많은 논문을 최근까지 보고하
고 있다. 보존적 가료를 20도 이하의 후만각8), 척추관 침
범이 30% 이내, 50% 이내의 전방척추체 압박이 있는 경
우에 실시하며8,20) 신경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가료가 실
패한 경우에 수술적 가료를 실시한다9). 심한 변형이 없
는 안정성 골절시에는 수술적 가료보다 보존적 가료를
권하고 있다22). 골 변형은 척추관 침범비율과 관계가 된
다. 수상시 방사선 소견과 추시 임상 소견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다18) . 47명의 신경증상이 없는 흉요추골절
환자에서 보존적 가료의 경우 후만각은 4도 정도 나빠
졌으며, 후방으로의 신경압박은 34%에서15%로 감소되
었다. 단분절 후방유합술의 경우는 후만 변형은 17도 교
정되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되었고 초기에 증상완화를
보였다. 그러나 2년 이상 추시 경과를 보면 기능적으로
는 비슷하였다26). 수술적 관점에서 보면 흉요추부에서의
방출성 골절의 치료에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방법은 전
방, 후방, 전후방 척추유합술이다. 많은 학자들은 후방
단분절 고정술과 유합술을 보고하고 있다 . 척추관이
40% 이상 압박, 15도 이상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방 고정을, 척추관이 40%이하 압박,15도 이하 후만
변형이 있는 경우 후방고정술을 실시하였는데 전방유
합술과 후방고정술을 같이한 경우가 후방유합술 단독
에 비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5). 인대 신연술
(ligamentotaxis)에 의하여 정복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전
방 감압술 및 유합술을 고려한다. 척추골절후 척추경 나
사못으로 고정한 후 후외방유합술을 실시한 경우에 단
분절 고정술은 흉요추골절에 부적절한 수술방법으로
보고하고 있다13). 후방기기 사용으로 척추관의 감압, 후
만각 교정, 전방추체 높이의 유지 등을 제공하며 최초에
심한 후만 변형,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방 유합
술을 권하고 있다28). 40례의 환자중 보존적 가료를 실시
하였던 심한 분쇄골절의 경우에는 심각한 잔존하는 변
형이 남았으며 수술적 가료에도 40% 이상의 환자에서
금속기기의 파손, 교정 각의 소실이 보였다고 보고한다
23)
. 저자는 보존적 가료로 방사선상의 경과는 수술적 가
료에 비하여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임상적으
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았고, 수술적 가료 시에는
후방고정과 골 이식술을 실시한 군과 금속제거를 한 군
사이에는 추체 높이와 후만각의 변화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즉 전방추체의 붕괴는 수술
한 2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다른 수술과 요
통 점수, 금속 파열 비율은 비슷하므로 결론적으로 흉요
추 방출성 골절에서는 골 이식이 필요하지 않은 후방기
기 고정술만을 보고하고 있다24) .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술에 대하여는 흉요추 척추 골
절시 외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전방 추체가 붕괴의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경을 통하여 골 이식술을 시행
하는 경우에 전방 추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 증상을 일
으키는 신경의 압박이 있을 시에는 절개하여 감압하여
야된다21). Knop 등은 76명의 척추골절환자중 9례에서 금
속을 제거하였는데 이중 3례에서만 골유합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 흉요추 골절시 후방고정 후에 추가적인
척추경을 통한 전방추체 골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한다 11). 흉요추골절에서 단분절 고정이 금속 기기
정복후 후외방고정술을 실시하는 경우와 후외방고정과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술을 같이한 군 사이에는 전자에
서 교정 각의 소실( 후만 변형의 증가)을 보고하고 있다
31)
. 30명의 흉요추골절에서 내고정 정복과 척추경을 통
한 골 이식(spongiosaplasty )후에의 결과는 22 명에서 경
화상(sclerosis)이 보이는 반면, 내고정만 한 경우에는 저
음영 28례, 공동형성 12례의 분포를 보였고, 척추경 이
식술 후가 척추체의 정복소실이 적게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32). 추가적인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술은 정복의 소
실과는 관계가 없다. 금속을 제거한 후 CT상 9명중 3례
에서만 골유합 되었다. 그러므로 전후방 고정을 권한다.
ASIF 분류와 방사선소견과는 관계가 없으며 수술전 압
박의 정도가 수술후의 정복 소실과 관계가 된다13) . 20명
의 흉요추골절환자에서 단분절 고정과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술 후의 비교 논문으로 수술 후와 경과 관찰중
시상 지수(sagittal index), 전방추체 정복 소실, 척추 후만
증가 등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
다1). 척추경을 통한 추체간 유합술의 경우에는 추체간
유합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정된 후만각
이 수술 후에 소실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10) . 후방에서
전방으로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에 관계가 없는 보고를
하고 있다22). 저자들은 척추경을 통하여 골이식술을 시
행한 경우는 한 례도 없었다. 후만각 변화는 보존적 가
료후 수술적 가료 시 4.9도, 보존적 가료 시 3.7도의 후만
변형 교정 각의 소견이 보였다22). 다른 저자는 보존적 가
료후 최초 20도의 후만각은 24도로 증가되었는데 최고
증가 각은 6도였다27). 또 다른 저자는 보존적 치료시 후
만각은 4도 정도 나빠졌으며26), 88명의 척추체 하부 1/3
의 불안정한 척추골절에서 정복후 후방기기 고정술 후
에 금속을 제거한 11례에서 후만 교정 각의 부분적인 소
실을 보고하고 있다29). 단분절 후방유합술의 경우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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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변형 17도 교정을 보고하고 있다26). 척추체 높이는 보
존적 가료를 하여 전방추체 압박은 8% 증가하였다18). 그
리고 후방 수술적 가료 54%의 환자에서 10% 이상 전방
추체 압박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13). 많은 보고자들은
수술적 가료를 하여 보존적 가료보다는 전방 추체의 해
부학적 정복과 유지를 강조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척추체 정복 소실과 후만각 소실, 추간
판 높이 소실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존적 가료와 수술
적 가료와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나 수술군 두 군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수술적 가료를
실시한 두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은 금속을
제거하더라도 일반적 방사선상으로 전방추체의 붕괴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Bradford 는 척추수술환자 116례에 대하여 5분절이상
의 장분절 후방고정술을 시행하여 그중 14례에서 금속
제거술을 시행한 결과 4례에서 추체 붕괴가 발생하여 2
차 수술이 필요하며 금속 제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
고하였다6). Sjostrom 등에 의하면 21명( 83척추경)의 흉
요추 골절에서 후방고정술에 1년 후에 금속을 제거하였
는데 이중 16 척추경에서 내외 피질 결손이 발견이 되었
다28). 흉요추 골절시에 대부분은 후방 도달 법으로 정복
과 유지가 가능하며 후방에서 전방의 전주를 유지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14). 잔존하는 운동은 골절부 하부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척추체 종판의
파괴 시에는 종국에 가서는 골 이식술에 관계가 없이
강직 되는 소견을 관찰하였다14).
후방고정후 추간판간격의 변화는 만성적 동요보다는
척추골 종판골절 후 간격 변화된 형태에서 추간판의 재
구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신경증상이 없는
흉요추골절에서 골절된 추체의 정복소실은 적지만 추
간판의 함몰이 전체 분절의 높이 감소를 일으킨다. 그러
므로 추간판의 함몰을 방지하려면 추체유합술을 권장
한다17). 흉요추 골절시 후방고정술을 하고 평균 11 개월
후 금속을 제거하고 수상당시 16명중 11례에서 T-2 영
상에서 추간판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2년 이상 추시
상 자기공명방사선상 수상 시에 손상이 없었던 추간판
은 정상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30). 60명의 환자에서
장분절 고정과 단분절 골유합시 14개월후에 금속기기
를 제거하였고 5년 이상 추시 결과 유합하지 않은 후방
관절의 퇴화는 방사선상 6례, 그리고 동위원소 촬영상 6
례가 보이고 있다. 요통이 18%에서 보고하고 있다5). 분
절상에서 감소를 비교하면 수술시 에는 추간판에서
75% 감소를 전방추체에서 25%를, 보존적 가료 시에는
추간판에서 69% 감소를 전방추체에서 31%를 보이고 있
다22). 본 연구에서도 추간판의 함몰을 경험 하였는데 보
존적 가료 시에는 함몰이 계속 일어나지만 수술적 가료

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복 시에 추간판 간격을 증가시키
고 고정이 계속되면 경도의 함몰이 일어난다. 그러나 금
속을 제거한 경우에는 1년간 경과관찰중 경도의 함몰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 5년, 10 년 이후에 추간판의 변화는
앞으로 추시가 되어야 될 것이다.
보존적 가료시 골 변형은 척추간 침범비율과 관계가
된다18). 그리고 수술전의 압박의 정도가 수술후의 정복
소실과 관계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보존적 가료후
척추관의 침범은 34%에서 15%로, 다른 학자들은 37%
등 많은 예에서 소실되었다고 보고한다18,26,27).
임상적 결과는 방사선학적 결과와 상관성이 없었으며
골절양상 이나 척추경을 통한 골 이식술과의 유무도 임
상적 혹은 방사선학적 결과에 유의성이 없었다2,22). 본 논
문도 임상적 결과는 방사선학적 소견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2년 이상 추시결과 36%의 나사못 파열을 보고하
고 있다13). Sanderson등은 28명의 흉요추방출성골절에서
골 유합술이 없이 단분절 고정술을 실시하였을 때 평균
3.1년을 추시 하였는데 요통 점수에 있어서 62 %이 양호
하였고, 14%에서 금속이 파열되었다. 저자들은 평균 7.2
개월 이하의 고정에서 금속기기의 파손은 경험하지 못
하였다. 공동형성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례에서 관
찰되었다. 공동형성을 전방추체 붕괴의 증거라고는 단
정지을 수는 없다.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전방추체 골 피
질의 연결, 공동의 주변에 골 경화 소견, 공동내 골 소주,
신생골 형성 등의 소견이 같이 보여 공동의 약한 것을
보완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약 90%에서 전방추체 골
피질의 연결, 공동의 주변에 골 경화 소견, 공동내 골 소
주, 신생골 형성이 보이고 2례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저자들은 수상 시 척추체의 복잡 정도와 관계가 되는 것
으로 판단 하였다.
30~50% 전방추체 압박 소견이 보이고 앞으로 좀더
압박이 증가 될것을 예상 할 때 일시적인 후방고정을 실
시하여 불안정한 결과를 예방하는 것을 고려한다.

결

론

요약하면 흉요추부 이행부 안정성 골절 시 한시적인
척추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후 후방 고정물
을 제거한 후에 해부학적으로 정복된 척추체, 움직이는
후방관절, 보존적 치료와 비슷한 추간판 높이 감소 등은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우려하던 전방 척추체의 붕
괴는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전방추체 골 피질의 연결, 공
동의 주변에 골 경화 소견, 공동 내 골 소주, 신생 골 형
성 등의 소견이 보여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관찰 하였다.
향후 관절의 운동이 중요한 요추부에서도 적용을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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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공동 형성의 크기에 따르는 생체 역학 검사, 장
기간의 추시 경과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12) Knop C, Blauth M, Bastian L, Lange U, Kesting J and
Tscherne H : Fractures of the thoracolumbar spine. Late
results of dorsal instrumentation and its consequences.
Unfallchirurg, 8:630-9,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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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연구 계획 : 안정성 흉요추 골절에서 골유합술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 후방기기술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
연구 목적 : 흉요추이행부 안정성 방출성 골절시 한시적인 척추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후 약 6개월에 후방 고정물을
제거한 후 방사선학적 결과 특히 전방 추체 붕괴여부를 분석하고자한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3월 1일부터 2001년 3월 1일 까지 한림대 성심병원을 내원한 환자중 흉요추이행부 척추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존적 가료를 실시한 군(I 군),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그리고 골유합술을 실시한 군(II
군), 그리고 척추의 정복, 후방 고정술 후 후방 기기 제거술후 운동을 실시한 군(III 군)-수술후 평균 6개월 전후로 금
속제거 (평균 7.2개월), 각각 20명씩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나이는 21세에서 49세까지로 (평균 38세) 가능한 한 골다
공증과는 연관을 시키지 않았다. 추시 기간은 수상후 1년 이상 이였다(평균 13.3개월)
결과 : 수상 시와 1년 추시 소견을 비교하여 보면 , 척추체 정복소실은 보존적 가료를 실시한 군에서는 7 . 9 %
(21.5~29.4%)였으며,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그리고 골유합술을 실시한 군에서는 3.7%(수술전 35%,수술후 12.7%,
추시 1년 16.4%).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후 후방 기기 제거술을 하고 운동을 실시한 군에서 3.5%(수술전 35.2%,수
술후 5.6%, 추시 1년 9.1%)였다. 후만각 소실 정도는 보존적 가료군에서 4.2도(9.6도-13.8%),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그리고 골유합술을 실시한 군에서는 3.0도(수술전 15.3도, 수술후 7.2도 추시 1년 8.9도),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후
후방 기기 제거술을 하고 운동을 실시한 군에서는 3.0도(수술전 14.6도, 수술후 5.9도 추시 1년 8.9도)였다. 추간판 높
이는 세군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전산화단층촬영상 후방관절의 협소나 퇴행성 변화는 보존적 가료군에서 3
례, 척추의 정복, 후방고정술 그리고 골유합술을 실시한 군에서 11례, 후방고정술 후 후방 기기 제거 군에서
5례 관찰되었다. 축성면 전산화단층촬영상 공동형성은 20례 전례에서 보였다. 추체 전방의 골 피질 연결은 20례중
18례이며, 2례는 부분적으로 연결의 소실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공동주변의 경화골 형성은 20례 전례에서 보였다.
그리고 동공내 신생골 형성은 20례중 18례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흉요추이행부 안정성 골절시 한시적인 척추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후 약 6개월이 경과하여 후방 고정물을 제
거한 결과 방사선상 전방 추체의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방사선촬영 및 전산화단층촬영상 좋은 결과를 보였다.
색인단어 : 흉요추골절, 후방고정술, 한시적방출성 골절시 한시적 후방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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