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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tudy Design: Prospective controlled cohort study

Objective: To analyze the clinical outcome of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implant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problem of correction loss has been reported with VATS, and different screws and rods

have been developed to overcome this problem. Different implants will have varying effects in correctional outcome after

VAT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9 cases of idiopathic adolescent scoliosis treated with VATS between June 2001 and Janu-

ary 2005 were included in the study (mono-axial screws and a 4.5 mm rod: thin rod group=19 cases; poly-axial reduction

screws and a 5.5 mm diameter rod: thick rod group=20 cases). All patients were followed for over 2 years postoperatively. For

the comparison of surgical outcomes between the two groups, radiograph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 in the coronal and

sagittal planes. 

Results: Preoperative scoliosis angle (thin rod group 49.8。, thick rod group 47.1。), age, BMI, Risser stage, union time, operative

time, and blood loss showed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Postoperative average correction rate of scoliosis

angle was 69% (15.8。) in the thin rod group and 70% (14.1。) in the thick rod group. However, correction rate after 2 years was

51% (24.5。) in the thin rod group and 60% (18.7。) in the thick rod group,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was

a tendency toward correction loss in the thin rod group (8.7。vs. 4.6。p=0.0057). 

Conclusion: Postoperative correction rate was satisfactory in both groups. However, the thin rod group showed substantial cor-

rection loss. Therefore, poly-axial screws and thick rods are more suitable in VATS correction of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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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urgery (VATS)는 흉추부

의 전방 디스크절제술 및 유합술에 한 미세침술 수술

의하나로널리이용되고있으며, 개흉술에비하여폐기

능 저하의 감소, 총 수술시간의 감소, 총 출혈량의 감소,

수술 후 통증의 감소 및 우수한 미용적 효과 등 그 유용

성도 입증 되었다1,2,3,4,5,6). 또한 흉추부 측만증에서 척추

기기를 삽입하여 전방에서 기형 교정하는데 까지 발전

하여후방수술과견줄만한좋은결과들이보고되고있

다5,7,8,9,10,11,12).

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수술 기구(device)

나 삽입물(implant)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흉강경을이용한척추수술도내시경수술의일종

으로서 미세침습 수술의 결과의 발전에는 수술에 이용

되는 기구의 발전이 필연적이었다. Crawford 등13)은 내

시경적 기형 교정의 결과는 교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기

및 기구의 발달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

다. 실제로하모닉스카펠(Harmonic Scapel)을포함한다

양한새로운내시경기구의개발및발전은흉강경을이

용한 척추측만증 수술이 용이하도록 해주었고, 이는 수

술 결과의 향상으로 이어졌다14). 흉강경을 이용한 측만

증 수술에서의 결과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기

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

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전방 유합술 및 기기 삽입술

(instrumented anterior spinal fusion)은전통적으로흉요추

부및요추부측만증에서후방고정술에비하여많은교

정과움직이는분절을최 한살릴수있다는장점때문

에 많이 이용되기 시작하여 흉추부 측만증에까지 이용

되었으며, 흉추부의 경우 후방교정술에 비하여 출혈량

도작고후만각의회복에더용이하다고알려져있다15,16).

그러나 초기 측만증에서의 전방 유합술은 후방 기기 고

정술에 비하여 고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정의 소실

과 불유합 및 후만변형 등과 같은 고정 기기 실패 관련

단점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봉의 굵기가 굵어지거나 이중 강봉을 연결하는 등의 방

향으로고정기기의지속적인발전이있었다17,18,19).     

이처럼 삽입물의 수술 결과에 미치는 향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삽입물의 유형에 따른 흉강경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수술(VATS)의 임상적 결과에 한

보고는아직까지없는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흉강경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수술

에 있어서 사용한 삽입물의 유형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차이를분석하고자한다.

연구 상 및 방법

2001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청소년기 특발성 척

추측만증에 하여 흉강경을 이용한 교정술 및 척추 기

기삽입술을시행받은환자를 상으로한전향적조절

코호트연구(prospective controlled cohorts study)이다. 처

음 10례에 하여다중축정복나사못과 5.5 mm 직경의

강봉을이용하 으며(굵은강봉군), 그후 9례에 하여

단중축 나사못과 4.5 mm 직경의 강봉을 이용하 다(가

는 강봉군). 처음 19례를 시행한 후부터는 5례 마다 위

두삽입물을교 로사용하 다. 총 39명의특발성측만

증에 하여 흉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 다(19

례의 가는 강봉군과 20례의 굵은 강봉군). 모든 증례에

서유합을위해자가장골이식술을시행하 다. 모든환

자는 술 후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으며, 전향적으로

결과평가하 다. 

두 군에 하여 나이, 성별, 몸무게, 키 등을 조사하

다. 측만증의유형은 Lenke의분류를이용하 다20). 수술

과 관련하여 전방 척추 유합술 부위 및 유합 분절수와

수술 시간, 및 출혈량을 조사하 다. 방사선 사진 측정

으로흉추부주만곡의측만각, 흉추후만각(T5-12), 요추

전만각(L1-5) 및 Risser 등급을조사하 다. 이런흉추주

만곡의 측만각 측정은 수술 전, 수술 후 2주, 6개월 및 2

년 이상 최종 추시 시의 기립상 사진과 수술 직후 앙와

위(supine position)에서 촬 한 사진을 측정하여 수술을

통한교정율과교정후최종추시까지의교정소실정도

를평가하 다. 흉추후만각과요추전만각은수술전과

최종 추시 시 측정하여 시상면상의 변화를 관찰하 다.

모든 방사선 계측은 2명의 정형외과 의사(ES Moon, SK

Lee)에 의해서 2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

다. 

수술 술기

모든 환자는 한 명의 척추 전문의(HS Kim)가 시행하

으며, 유합 범위는 콥스 측정법에 의한 끝 척추에서

끝 척추까지 시행하 다. 환자는 측만증의 흉추 만곡이

볼록한쪽을위쪽으로하는측와위(lateral decubitus posi-

tion)를 취하고 이중관 기도 삽관을 통해 척추가 볼록한

쪽 폐를 붕괴시켰다(collapse). 나사못 삽입 시 척추관으

로의 침입을 예방할 목적으로 환자의 체위는 정측와위

를 유지하 다. 환자의 표면 소독(preparation)과 소독포

(draping)를 씌우기 전에 상 증폭기를 이용하여 수술

을 시행할 척추의 위치를 표시하 다. 척추체의 만곡을

고려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척추체의 관상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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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먼저 표시하 으며 이후 상증폭기를 관상면

상에 맞추어 기울인 후 그 연장선상에서 척추체의 정확

한 전방 및 후방 경계와 근위 및 원위 척추의 위치를 확

인 표시하 다. 이처럼 표시한 척추체의 위치를 고려하

여투관침(trocar) 삽입을위한문(port)을만들었다. 나사

못의 정확한 삽입을 위해서는 문(port)의 정확한 위치가

중요하며, 그 중 맨 근위부 문(port)은 늑골 사이가 좁아

서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더

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관상면

상의척추의방향을술전에미리표시함으로써그연장

선상에나사못삽입을위한문(port)을만들어나사못삽

입방향이잘못되지않도록노력하 다. 문(port)은일반

적으로 척추체의 후방 1/2 위치인 후방 겨드랑 선을 따

라서 늑골 상연을 따라 3개를 만들고 전방 겨드랑 선을

따라서 2개 추가적 문(port)을 만들었다. 환자의 키가 크

거나 유합 분절 수 가 많은 경우는 전방과 후방에 각각

1개씩의 문(port)을 추가하기도 하 다. 척추체를 덮고

있는 흉막을 척추체의 중간 부위에서부터 하모닉 스카

펠(Harmonic scalpel)을 이용하여 디스크 방향에 수직으

로 자른 후, 척추체 중간을 가로지르는 분절 혈관은 절

단하고, 흉막을 후방으로는 늑골두 상부까지 전방으로

는 전종인 를 지나 반 편 섬유륜이 보이는 위치까지

노출하 다. 흉막 분리가 끝난 다음에는 방사선으로 확

인 가능한 거즈를 반 편 척추체와 흉막 사이에 삽입함

으로써 디스크 절제나 나사못 삽입 시 반 편에 보이지

않은 곳에 위치한 혈관의 예상치 못한 손상을 방지하

다. 이와 같이 준비된 상태에서 디스크 절제 및 디스크

상, 하부 종판을 제거하고 비교적 많은 교정을 위해 전

종인 를절제하 다.  

나사못은 2가지를이용하 다. 굵은강봉군척추후방

고정에 사용하는 5.5 mm 타이타늄 합금 강봉 시스템

(MOSS-Miami, DePuy Spine, Raynham, MA)의다중축정

복 나사못(poly axial reduction screw)을 끝을 무디게 절

단하면서나사못길이를 1~2 mm 간격으로다양하게만

들어사용하 다. 가는강봉군은나사못이단중축인 4.5

mm 타이타늄 합금 강봉 시스템(Eclips, Medtronic

Sofamore-Danek, Memphis, TN)을 이용하 다. 가이드

핀을 척추에 삽입한 후 전후 및 측면 사진을 통해 위치

를확인하 고, 방사선증폭기로척추전후면을확인하

면서 나사못을 척추의 중간에 척추 종판에 평행하게 삽

입하 다. 나사못의 깊이는 원위부 피질골을 나사산 하

나정도통과하도록삽입하 다. 모든나사의머리가근

위부 피질골에 충분히 안착되도록 하여 나사못의 안정

성을 높 다. 적절한 강봉 길이를 측정한 후 나사못에

부착 고정하 다. 강봉의 연결은 나사못의 길이가 가장

작아골지지력(bone holding power)이가장작은근위나

사못의 려나옴(pull out)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위부에

서 원위부 방향으로 켄틸레버(cantilever) 방법으로 시행

하 다. 굵은강봉군은적절한길이의강봉을전장의나

사못에 결쳐서 삽입하고 내측 나사못(inner screw)으로

강봉을 진입시킨 후 근위부부터 원위부로 외측 암나사

(out nut)을추가로삽입고정하 다. 가는강봉군에서는

압박 기구를 이용하여 추가적 측만각의 교정을 얻었다.

굵은 강봉군의 경우는 굵은 강봉의 안착과정을 통해서

압박 효과를 얻었으며 추가적인 나사못 사이 압박은 시

행하지 않았다. 굵은 강봉군에서는 압박과정은 없었으

나정복나사못의날개를절단하는단계를거쳐야했다.

요추까지유합범위가연장된환자는 2명이었으며, 이들

은 후복막강으로 작은 추가 절개를 통해 디스크 절개술

및 나사못 삽입을 시행하 으며, 추체간 유합시 케이지

를 이용하여 후만 변형을 예방하 다. 강봉은 내시경하

에서 횡격막에 구멍을 만들어 그곳을 통과하여 연결하

다. 모든 골 이식은 자가 장골 해면골을 이용하 다.

이후이식골의소실방지와흉곽내유착방지등의목적

으로 흉막 봉합을 시행하 다. 흉곽 세척 후 모든 증례

에서 흉관 삽입 후 수술을 마쳤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3개월간보조기착용을실시하 다. 

통계 분석은 SPSS 12.0V (SPSS Inc, Chicago, IL)를 이

용 Wilcoxon two sample test를 시행하 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평가하 다. 방사

선학적 계측의 측정자내 및 측정자간 재현성은 Coeffi-

cient of variation (CV)를사용하 으며측정자내및측정

자간재현성은각측정치의 5% 이하 다. 

결 과

가는 강봉군은 평균 연령 18.2±5.3세 (범위, 12~31세)

로, 남자 2명, 여자 17명의 총 19명이었다. 평균 몸무게

는 49.1±7.7 kg (범위, 40~74 kg), 평균키는 161±5.0 cm

(범위, 153~170 cm), 평균 체질량 지수는 18.8±2.3 (범

위, 16~26 kg/m2) kg/m2이었다(Table 1). 체질량지수 25

kg/m2 이상의 과체중은 1명이었다. 측만증의 만곡 형태

를 Lenke의 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1A 4명, 1B 8명, 1C 5

명, 2A 1명, 2B 1명 이었다. 굵은 강봉군은 평균 16.6±

2.6세 (범위, 13~24세)로, 남자 1명, 여자 19명의 총 20명

이었다. 평균 몸무게는 49.2±7.5 kg (범위 36~63 kg), 평

균키는 158±6.2 cm (범위, 151~176 cm), 평균체질량지

수는 19.5±2.3 (범위, 16~25 kg/m2) kg/m2 다(Table 1).

체질량지수상과체중은 1명이었다. 만곡의형태는 1A

8명, 1B 7명, 1C 5명이었다. 두 군의 모든 증례에서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33±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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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범위, 2~4년)이었다.  

수술과 관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는 강봉군에서

는 평균 유합 분절 수는 7.3±0.8 (범위, 6~9)이었다. 가

장 많은 근위부는 T5 (범위, T4-T6)이었으며, 가장 많은

원위부는 T11 (범위, T10-T12)이었다.  굵은 강봉군에서

는 유합 분절 수는 6.9±0.9 (범위, 6~9)이었다. 가장 많

은 근위부는 T5 (범위, T5-T6)이었으며, 가장 많은 원위

부는 T11 (범위, T10-L2)이었다. 가는 강봉군에서 수술

시간은 453±73분 (범위, 320~610분) 이었으며, 총 출혈

량은 824±443 mL (범위, 200~2200 mL)이었다. 굵은 강

봉군에서 수술 시간은 491±83분 (범위, 345~650분)이

었으며, 총 출혈량은 844±448 mL (범위, 200~2000 mL)

이었다.  

방사선학적 분석에서 모든 환자는 흉추부 구조적 만

곡을 갖고 있었다. Risser 징후는 가는 강봉군에서 평균

4.1±1.5등급 (범위, 0~5등급), 굵은강봉군은평균 4.0±

1.2등급 (범위, 2~5등급)이었으며각각 5등급이 12명, 10

명으로 부분을차지하 다. 수술전흉추주만곡의측

만각은 가는 강봉군은 평균 49.8±9.6도 (범위, 41~80

도), 굵은 강봉군은 47.1±6.7도 (범위, 40~61도) 다. 술

전 측만각, 나이, 체질량지수, Risser 등급, 유합 길이, 수

술 시간, 출혈량은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수술 직후 측만각의 평

균 교정율은 가는 강봉군에서 69% (15.8±7.5도) 으며

굵은강봉군에서는 70% (14.1±5.8도) 다. 그러나최종

추시시평균교정율은가는강봉군에서 51% (24.5±7.8

도), 굵은 강봉군에서 60% (18.7±6.2도) 으며, 이 결과

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Table 2). 수

술 직후 에서 최종 추시 사이의 교정 소실 정도는 가는

강봉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 다(8.7

±3.2도 vs. 4.6±2.5도,p=0.0057)(Table 2).

시상면상의균형평가로 T5-T12의흉추후만각과 L1-

L5의요추전만각을조사하 다. 흉추후만각은가는강

봉군에서 수술 전 18.8±7.5도 (범위, 5~28도)에서 최종

추시 시 17.8±6.5도(범위, 5~30도) 으며, 굵은 강봉군

에서는 수술 전 17.7±7.2도 (범위, 7~33도)에서 최종 추

시 시 20.1±6.6도 (범위, 8~30도) 다.  요추 전만각은

가는 강봉군에서 수술 전 40.8±13.6도 (범위, 13~70도)

에서 최종 추시 시 42.7±9.3도 (범위, 27~60도) 으며,

굵은 강봉군에서는 수술 전 40.1±12.7도 (범위, 17~65

도)에서 최종 추시 시 42.3±12.4도 (범위, 16~68도) 다

(Table 3).

합병증으로굵은강봉군에서는초기 3례에서수술중

나사못 날개 제거 과정에서 하부 나사머리 부위가 부러

졌으며, 이로 인해 고정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합병증

은 나사못 날개 절단기의 수정과 날개 전달 전 마지막

강봉의 안착을 위한 내측 나사못과 외측 암나사를 조이

는 일을 추가함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1례에서 근위 나

사못 주위 공동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불유합을

의심할 만한 교정율의 소실이나 임상적 통증 및 고정기

기의 파손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1례에서 유

미흉 소견을 보 으나, 2달간의 식이 조절로 잘 치료되

었다. 

가는강봉군에서는 1례에서골공여부감염증과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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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 Operative Data

Thin rod group Thick rod group p value

Case 19 20
Age (yr) 18.2 5.3 16.6 2.6 0.7747
Sex (M:F) 2:17 1:19 0.5139
BMI (Kg/cm2) 18.8 2.3 19.5 2.3 0.2177
Risser grade 14.1 1.5 13.9 1.2 0.4119
Fusion No. 17.3 0.8 16.9 0.9 0.1632
Op time (min) 453 73 491 83 0.1723
Blood loss (mL) 1824 443 1844 448 0.6750

Table 2. Coronal Radiographic Measurement

Perop Postop 1st Standing Pod 6 m Pod > 2yrs CLA*

Thin rod group 49.8±9.6 15.8±7.5 21.2±7.0 24.2±8.3 24.5±7.8 8.7±3.2
Thick rod  group 47.1±6.7 14.1±5.8 18.4±5.7 19.5±6.2 18.7±6.2 4.6±2.5
p value 0.4884 0.4315 0.184 0.051 0.0111 0.0057

* : correction loss angle between immediate postop and pod>2yrs



어 원위 나사못 부위에 감염이 있었다. 다른 1례에서는

원위부 나사못의 set screw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 다.

이는 초기 수술 시 불완전한 연결 때문이었으며, 수술

후 4주째재수술을통해 set screw를다시안착시켰다. 

고 찰

기형 교정에서의 척추 기기는 기형교정을 위한 힘을

제공하고, 교정 상태를 유지하며 또한 적절한 유합율을

유지하기위한필수적인강도를제공해야한다. 척추고

정 기기는 골유합 시기까지 내부 부목(internal splint) 역

할을 하며, 수술 후 초기에는 부분의 부하를 척추 기

기에서받게되지만, 유합이진행되면서그부하는줄어

들어 유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척추 기기에는 최소한의

부하만을 받게 된다. 즉 척추 고정 기기의 강도는 수술

일차교정력과교정의유지에 접한연관이있다. 

흉추부에 비하여 부하가 많이 가는 흉요추부 및 요추

부에 하여 주로 사용되었던 전방 기기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 Dwyer에서는 약 40%까지의 교정율 소실과

33%까지의 불유합을 보고하 고, 3.2 mm threaded 강봉

을이용한 Zielke의경우약 25%까지의교정율소실과저

자에 따라서는 0~30%까지의 불유합율을 보고하 다18).

이후더강한단일강봉에서부터두개의강봉을사용하

는 등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교정율뿐만 아니라 불유

합율및교정소실율의많은감소를얻었다16,21,22,23). Smith

등16)은 흉요추부 및 요추부 특발성 측만증의 교정으로

강한 단일 강봉(TSRH system)을 이용한 보고에서 100%

의 유합율을 보 으며 강봉 골절이나 과도한 후만증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흉추부 측만

증의경우초기 3.2 mm 유연한강봉을이용한결과에서

5%의 불유합과 31%의 고정기기 실패를 보고하 으며
24), Betz 등17)은 흉추부 특발성 측만증에서 전방 수술과

후방 수술의 비교 다기관 연구에서 관상면상의 교정 정

도는 비슷하지만, 전방 수술에서 10도 이상의 교정소실

이 23%에서발생하 고, 술전 20도이상의후만각환자

의 40%에서 과도한 후만각(hyperkyphosis)를 보 으며,

31%의 환자에서 강봉 골절을 보 다고 보고하 다. 이

와같은합병증이전방에서많이나타난것은 3.2 mm 유

연한 강봉을 사용하 기 때문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더 강한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Sweet 등19)은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에서 4 mm

에서 5.5 mm 의강한단일강봉을이용한전방유합술을

통한 결과 보고에서 약 5.5%의 가관절증과 4%의 강봉

골절을 보고하 다. 고정 기기의 지속적인 발달로 흉추

부 측만증에 하여 개흉술에 의한 전방 교정술의 경우

전방 이중 강봉 고정술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5,26,27).

흉강경을 이용한 전방 교정 수술에서 여러 좋은 결과

를 보고하고 있지만 합병증으로 4 mm 스테인레스 강봉

을 이용한 경우에서 강봉의 파괴로 인한 재수술이 보고

되고있다28). 현재흉강경을이용한측만증수술에는 4.5

mm나 4.75 mm의비교적유연한단일강봉이주로사용

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개흉술에서처럼더굵은강

봉이 사용되지 않은 데는 작은 문(port)을 통해 기구를

삽입하고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봉이 강한 경우는

나사못에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리고 만곡의 교정 방법도 조작 공간의 한계로 켄틸레버

방법에 이은 압박에 의한 교정은 가능하나 개흉술에서

이용되는 강봉 회전을 통한 만곡 교정이 힘들기 때문에

강한강봉사용이어려운게현실이었다. 그러나나사못

을 다중축 정복 나사못을 이용하는 경우는 강한 강봉을

나사못에 안착시키는 방법이 켄틸레버 방법과는 달리

내측 나사못(inner screw)을 조임으로 전체적으로 강봉

을안착시킬수있어비교적굵은강봉도나사못에안착

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

은단중축나사못에 4.5 mm 강봉을이용한가는강봉군

과다중축정복나사못과 5.5 mm 강봉을이용한굵은강

봉군의 흉강경을 이용한 측만증 수술 결과를 비교 분석

하 다. 

수술 전 두군 간의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Risser 징

후 및 수술 관련 수술 전 측만각, 유합범위, 수술 시간,

출혈량의 차이는 없었다(Table 1). 측만각의 평균 교정

율은 가는 강봉군은 51%, 굵은 강봉군은 60% 으며 이

러한결과는다른여러연구결과의 55~62%와비슷하거

나약간낮은수준을나타내었다3,10,12,28).

Wong 등12)은 흉강경을 이용한 측만증 교정에서 술 후

1주일에서 6개월 사이에 약 4도의 작은 교정 소실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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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gittal Radiographic Measurement

Thoracic Kyphosis Lumbar Lordosis
Preop Last F/U Preop Last F/U

Thin rod group 18.8±7.5 17.8±6.5 40.8±13.6 42.7± 9.3
Thick rod group 17.7±7.2 20.1±6.6 40.1±12.7 42.3±12.4



고하 다. Loner 등9)은 수술 후 에서 최종 추시 사이에

약 5.4도의 교정 소실을 보고하 고 Newton 등28)은 약 4

도의교정소실을보고하 다. 그러나저자들은수술직

후앙와위에서찍은사진에비하여술후 2주째기립사

진 사이에 많은 교정 각도 소실을 발견하 다(Fig. 1A,

B, C, D).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강봉의

굵기가 교정율 및 교정율의 소실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술 직후 앙와위

(supine position)에서 촬 한 사진에 한 측정을 추가

평가하 다. 수술 직후 앙와위와 술 후 2주째 기립 상태

에서 시행한 사진간의 교정 소실은 가는 강봉군과 굵은

강봉군 각각 5.4±3.0도, 4.3±3.2도로 두군 모두에서 기

립후수술장에서교정정도보다교정율이떨어짐을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군간의 교정 소실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p=0.2810). 수술 후 기립(standing) 사진에서부터

술후 6개월까지에서교정소실을비교해보면가는강

봉군에서는 3.0±3.5도, 굵은 강봉군에서는 1.1±2.7도

의 작은 교정 소실을 보여주고 있고, 소실 정도는 가는

강봉군에서 약간 더 컸으나 통계학적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p=0.061)(Table 2). 그러나 그림 2의 그래프를

통해알수있듯이수술직후부터교정소실의 부분은

6개월까지 다(Fig. 2). 두군 간의 수술 직후 앙와위 상

태부터 술 후 6개월까지 교정소실 정도를 비교해보면

가는 강봉군에서 8.4±3.4도, 굵은 강봉군에서는 5.4±

4.2도의교정소실간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통계학적

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9). 또한 최

종추시시까지의두군간의교정각소실차에서도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p=0.0057)(Table 2).

이런결과는척추기기를삽입한후골유합시까지각각

의척추기기가지탱해주는강도를 변해준다고할수

있다. 

이처럼 강봉의 중요성은 교정 소실뿐만 아니라 고정

기기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다. Lonner 등9)은 흉강경을

이용한측만증교정군에서 2명의 4.5 mm 타이타늄강봉

골절을보고하 고이는강봉에가해지는부하(stress)에

의한피로(fatigue)와만곡의교정을위한켄틸레버방법

과정에서 발생한 강봉의 흠집(notching)에 의하여 발생

하 을 것으로 추정하 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강봉

골절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4.5 mm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고 하 다29). Newton 등28)은 초기 4.0 mm 스테

인레스 강봉 사용 사용시 3례의 고정기기의 실패를 경

험하 으며 4.75 mm 타이타늄 합금으로 바꾼 이후에는

고정기기 실패는 없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추시과정에서 1례의 초기 set screw가 빠져 다시 고정한

1례이외고정기기의실패는없었다. 

본 연구의 두군 모두에서 불유합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반면에 Picetti 등4)은흉강경을이용한유합술환자

15명중 20%에서불유합을보고하 는데, 이들 10명중 9

명에서 탈회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이용하

다. 저자는모든례에서자가장골이식을이용하 으

며 100%의 유합율을 보 다. Loner 등9)은 3.6%의 불유

합율을 보고하 고, Wong 등12)은 불유합 경우가 없었다

고하 다.

측만증은수술에서시상면상의균형은관상면상의교

정못지않게중요시된다. 본연구에서는두군모두에서

시상면상의 흉추 후만각 및 요추 전만각이 잘 유지되는

것을알수있었다(Table 3). Kim 등8)은청소년기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교정 후 시상면 측정

치의 변화에 한 연구에서 수술 전 18.2도에 비하여 수

술 후에 22.4도로 후만각이 4.2도 의미 있게 증가소견은

보 지만 모든 례에서 40도 이상의 과도한 후만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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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Correction Angle

Fig. 1. (A) 14+7 year old female with type IBN curve pattern.
Preoperative operative AP view shows 52 degree scol-
iosis angle. (B) Immediate postoperative x-ray shows
18 degree. (C) 2 weeks later, whole spine standing AP
view shows reduction loss about 14 degree. (D) 2 years
later whole spine standing AP view



이는 경우는 없이 적절한 시상면상의 균형을 유지하

다고보고하 다. 

결 론

두군 모두에서 수술 장에서의 측만증 교정은 비슷하

게만족스러운결과를얻었다. 그러나기립후부터수술

후 6개월 사이에 가는 강봉군에서 굵은 강봉군에 비하

여 상당한 교정 소실을 보 다. 이는 삽입된 기구에 의

한 차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흉강경을 이용한 측만증

수술(VATS)에서는 보다 단단한 삽입물(i.e. 굵은 강봉-

다중축나사못)이더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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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연구의목적은흉강경을이용한척추측만증수술에있어서사용한삽입물의유형에따른임상적결과

의차이를분석하고자한다.  

상 및 방법: 2001년 6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하여 흉강경을 이용한 교정술 및

척추기기삽입술을시행받은환자 39명을 상으로하 다(19례의가는강봉군과 20례의굵은강봉군). 모든환자

는 술 후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다. 두 군간의 삽입물에 의한 수술적 치료 결과 비교를 위해 관상면 및 시상면의

방사선학적계측을시행하 다. 

결과:술전측만각(가는강봉군 49.8도, 굵은강봉군 47.1도), 나이, 체질량지수(BMI), Risser 등급, 유합길이, 수술시

간, 출혈량은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직후 측만각의 평균 교정율은 가는 강

봉군에서 69%(15.8도) 으며굵은강봉군에서는 70%(14.1도) 다. 그러나수술후 2년째평균교정율은가는강봉군

에서 51%(24.5도), 굵은 강봉군에서 60%(18.7도) 으며, 이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 다. 가는 강

봉군에서교정율의소실이증가하는경향을보 다(8.7도 vs. 4.6도, p=0.0057). 

결론:수술직후교정율은두군모두에서양호하 다. 그러나가는강봉군에서는상당한교정율소실이나타났다. 그

러므로흉강경을이용한측만증수술(VATS)에서는보다단단한삽입물이더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색인단어:척추측만증, 흉강경, 척추경나사못, 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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