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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감압술의 결과 비교 

 

퇴행성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하여 

후방감압술을 시술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척추 불안정성이 없는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은 후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

한 후방감압술을 시행받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3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11예, 척추관 협착증이 20예이었고 

평균 연령은 69.4세였다. 실혈량 및 합병증 등을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최

종 추시에서 방사선학적 불안정성 및 전위를 측정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술 전 및 술 후 1, 3, 6, 12개월 때의 Criteria of Kim and Kim과 둔부 및 하지 

통증에 대한 Visual analogue scale(VAS) 결과를 평가하였다. 

최종 추시에 방사선학적 불안정성이 나타난 예는 없었다. 평균 Criteria 

of Kim and Kim과 VAS는 수술 후 1개월 까지 급격히 호전된 후 12개월 까

지는 서서히 회복되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감압 분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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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혈량은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95.3 ml(10-261),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 

128.8 ml(75-316) 이었으며, 분절당 평균 수혈량은 각각 0 U, 0.3 U(0-2) 이었

다. 합병증은 척추전위증 1예에서 술 후 제1 족지의 근력약화와 감각저하

를 보였으나 추시 과정에서 회복되었고 그 외 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수술 후 결과는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척추전위증이 실

혈량이나 수혈량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은 척추관 협착증 뿐 아니라 퇴행성 척추전위증의 치료에 유용

하고 안전한 술기라고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요추, 척추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극돌기 절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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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감압술의 결과 비교 

 

<지도교수 이 환 모>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우 진 
 
 
 

I. 서 론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이 주행하는 후관절의 전내측에 있는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이나 하지에 여러가지 복합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척추궁이나 협부의 결손없이 척추의 전위가 일어나는 

퇴행성 척추전위증(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에서도 척추관의 협착이 

발생한다1. 그러므로 퇴행성 척추전위증은 전위부위에서 척추관의 면적을 

감소시켜 경막내 신경근의 압박을 초래한다2, 3.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가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해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은 대부분 후방 도달법으로 

경막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구조물들을 제거하는데, 충분한 감압술을 

위하여 시행하는 척추후궁제거술(laminectomy)은 요추의 극돌기와 그 

주위 인대를 모두 제거하므로 요추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후방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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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되어 수술 후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고4, 사 공간(dead space)을 

만들어 수술부위 창상 감염의 가능성을 높이며 상처 조직으로 치유된 

공간은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5, 6. 따라서 

최근에는 극돌기와 극돌기간 인대를 모두 보존하면서 척추관을 

감압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다6, 7. 이 중에서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감압술(spinous process osteotomy)은 후방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충분한 감압을 할 수 있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절간 

불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보행과 재활로 입원기간과 

이환율을 줄여서 빠르게 일상생활 및 작업에 복귀할 수 있다6, 8, 9. 이 

방법은 지금까지 척추의 전위가 없는 척추관 협착증에 주로 사용되어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어 왔으나, 퇴행성 

척추전위증에 대해서는 연구된 적이 없었다. 본원에서는 2000년부터 

척추 전위가 있으면서 불안정성이 없는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에 

대해서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감압술을 시행하여왔다. 

본 연구는 퇴행성 척추전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에서 

금속 고정술이나 유합술 없이 극돌기 절골술 후 척추후궁제거술만을 

시술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퇴행성 척추전위증에서도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2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요통과 하지 방사통 및 간헐적 파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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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내원하여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았고,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던 환자 중, 불안정성이 있어 감압술과 유합술을 동시에 시행했던 

환자들은 제외하고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을 시행받고 1년 

이상 추시관찰이 가능하였던 3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일반적 특성 

 

31예 중 남자 14예(45.1%), 여자가 17예(54.9%)였다. 연령분포는 최저 

41세부터 86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69.4세였다. 원인 별로는 퇴행성 

요추부 척추전위증에서  69.9세(59∼86)였고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에서 

68.4세(41∼86)였다. 

 

3. 연구 방법 

 

병력 기록지에 의해 성별 및 연령분포, 원인, 임상증상, 증상 발현에서 

수술까지의 기간과 신경학적 검사를 포함한 진찰 소견을 조사하였다. 

진단에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는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 공명 영상 

검사(MRI)를 시행하였다. 일부 환자에서는 술 후 절골 부위의 유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산화 단층 촬영(CT)을 시행하였다.  

 

4. 수술 술기  

 

수술 방법으로는 병변 분절 부위에서 정중 절개 후 증상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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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쪽으로 정중선에서 5mm 벗어나서 요배부 근막을 종 절개하고 극상 

인대 및 극간인대의 손상을 주지 않고 근육을 박리하여 후관절 부위까지 

노출시킨 후 curved osteotome을 이용하여 극돌기와 추궁판이 만나는 

부위에서 극돌기에 대한 절골술을 시행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극돌기에 

근육이 붙어있는 상태로 반대측으로 견인하였다. 적절한 수술시야 

확보를 위해서 침범된 분절의 상하 극돌기를 절골한 후(예, 제4-5 요추간 

협착증이면 제4 및 제5 요추 극돌기 절골술) 척추후궁제거술을 

시행하였다(그림 1, 2). 

 

 

그림 1. 수술 과정의 모식도. (A) 극돌기 절골술 후에 Keon-Cohen 

견인기를 위치시킨 모습. (B) 추궁판제거술과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한 

모습. (C) 감압술 후에 극돌기 및 극상인대와 극간인대를 원래의 자리로 

복원한 모습. 정상적인 피부의 중앙고랑(median furrow)이 유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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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술 전 MRI 영상 (A),(B)와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후방감압술 후 CT 

영상 (C),(D). 

 

5. 평가 방법 

 

가. 임상적 평가  

 

임상적 평가는 술 전 및 술 후 12개월의 Criteria of Kim and Kim10을 

측정하여 good이상인 경우를 만족스러운 결과로 판정하였으며 fair 

이하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판정하였다(표 1). 이와 함께 둔부 및 하지 

통증에 대한 visual analogue scale(VAS, 10 point scale) 결과를 평가하였다.  

 

 

A B

C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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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riteria of Kim and Kim   

Excellent Complete relief of pain in back and lower limbs  

 No limitation of physical activity   

 Analgesics not used   

 Able to squat on the floor   

Good Relief of most pain in back and lower limbs  

 Able to return to accustomed employment   

 Physical activities slightly limited   

 Analgesics used only infrequently   

 Able to squat on the floor   

Fair Partial relief of pain in back and lower limbs  

 
Able to return to accustomed employment  
with limitation, or return to lighter work  

 

 Physical activities definitely limited   

 Mild analgesic medication used frequently   

 Mild limitation to squat on the floor   

Poor Little or no relief of pain in back and lower limbs  

 Physical activities greatly limited   

 Unable to return to accustomed employment  

 Analgesic medication used regularly   

  Unable to squat on the floor without support  

 

나. 방사선학적 평가  

 

단순 방사선 검사로서 요천추부 전면 및 측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척추 불안정성의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립 상태에서 요천추부 

측면 굴곡 및 신전사진을 촬영하였고 자세에 따른 전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주된 병변이 있는 척추를 대상으로 척추 전위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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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추체 후면을 잇는 선의 이동 거리(mm)를 측정하고, 불안정성의 

정도는 상하 추체종판을 평행하게 잇는 두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고 Knutsson11의 방법에 의하여 제1 흉추에서 제5 요추까지는 

11도 이상으로 각도가 증가한 경우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5 요추와 제1 천추 부위는 15도 이상 증가하였을 때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MRI를 모든 환자에서 실시하여 

척추관과 신경근의 협착을 조사하였으며 상, 하 관절돌기의 비후, 

황색인대의 비후, 외측와(lateral recess)의 협소 등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하고, 추간판이나 골극 등으로 인한 경막의 압박, 신경근의 협착유무, 

추간판 탈출 등의 소견을 관찰하여 수술의 범위를 판단하였다. 

 

6. 통계학적 검정  

 

수술 전, 최종 추시의 VAS점수, 수술 부위의 방사선학적 불안정성 및 

전위 정도의 변화 여부를 Wilcoxon signed ranks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Criteria of Kim and Kim 결과가 good 이상으로 나온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군간의 

방사선학적 결과 및 환자의 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유의수준이 0.05미만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WIN 12.0 version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원인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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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예의 환자 중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11예(35.4%), 척추관 

협착증이 20예(64.6%)였다. 척추관 협착증 1예는 수술 8년 전 본원에서 

후방 감압술과 제3, 4, 5 요추 후외방에 골유합을 실시했던 예로서 제1, 2, 

3  요추에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예였고 다른 1예는 2년 전에 제4, 5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후방 감압술 및 후외방 골유합을 실시한 

후에 제3, 4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경우였다. 

 

2. 추시 기간 

 

추시 기간은 12개월에서 45개월까지로 평균 15.3개월이었다. 

증상발현에서부터 수술까지의 기간은 6개월에서 10년까지로 평균 3년 

5개월이었으며, 2년에서 3년 사이가 31예 중 16예(51.6%)로 가장 많았다. 

 

3. 병변 부위  

 

척추전위증에서는 제4 요추의 전방전위가 9예(81.8%)이며 제3 요추의 

전위가 2예(18.2%)이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한 분절 협착이 

10예(50%)였고, 제4-5 요추간 협착이 6예(3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분절 

협착은 10예(50%)였다.  

 

4. 방사선학적 결과 

 

척추전위증 군에서 술 후에 전이가 증가한 경우는 5예(45.4%)이었으며, 

상하 인접 분절의 운동 범위가 증가한 경우도 5예(45.4%)였으나 술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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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전이는 p=0.610, 운동 

범위는 p=0.929).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는 총 30분절 중 3분절(10%)에서 

술 후에 전이가 발생하였고, 19분절(63.3%)에서 운동 범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한 경우는 없었다(전이는 

p=0.109, 운동 범위는 p=0.130)(표 2).   

 

표 2. 방사선학적 결과   

  Preop. Postop. p value 

Spondylosithesis       

Translation1 12.3±4.2 13.3±5.2 0.610 
Degree of motion2 6.1±2.7 6.0±3.2 0.929 

Spinal stenosis    

Translation1 0.9±2.8 1.1±3.5 0.109 
Degree of motion2 6.9±3.1 7.2±3.0 0.130 

1 단위는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2 단위는 °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Preop.: preoperative parameter; Postop.: postoperative parameter. 

 

5. 임상적 결과 

 

1) Criteria of Kim and Kim의 변화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군에서 술 전에는 모든 환자가 poor였고 술 

후 12개월에 good이상을 나타낸 경우는 10예(90.8%)였다.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는 술 전 모든 환자가 poor였고 술 후 12개월에 good이상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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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17예(85%)였다.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전에 비해 1년 후 

good이상의 결과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 3). 

 

표 3. 최종 추시 Criteria of Kim and Kim 결과 

  Spondylolisthesis Spinal stenosis 

Excellent 9(82%) 9(45%) 
Good 1(4%) 8(40%) 
Fair 1(4%) 3(15%) 
Poor 0 0 

Total 11(100%) 20(100%) 

 

2) 둔부 및 하지통 visual analogue scale (VAS)의 변화 

 

VAS점수의 변화는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군에서 술 전 평균 

7.4±0.5점에서 술 후 12개월에 0.9±1.1점으로 감소하였고,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는 술 전 평균 7.4±0.5점에서 1.2±1.2점으로 변화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수술 전에 비해 수술 1년 후 VAS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01),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p>0.05)(그림 3).  

 



 

 13  

 
그림 3. 수술 전, 후 VAS점수의 변화.  

 

6. 실혈량 및 수혈 여부 

 

감압 분절당 평균 실혈량은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군에서 95.3 

ml(10-261),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 128.8 ml(75-316) 이었다(그림 4). 

분절당 평균 수혈량은 척추전위증 군에서는 수혈 받은 경우가 없었으며, 

척추관 협착증 군에서 0.3 U(0-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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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압 분절당 평균 실혈량. 

 

7. 합병증 

 

제4 요추의 척추전위증 환자에서 술 후에 우측 제1 족지의 근력 

약화와 제5 요추와 제1 천추신경 지배 영역의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으나 

추시 과정에서 회복 되었다. 그 외에 심부 감염이나 경막 파열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IV. 고 찰 

 

척추전위증(spondylolisthesis)은 척추(vertebra)를 뜻하는 spondylos와 

전위(slip)를 뜻하는 olisthanein에서 유래된 말로, 1854년 Kilian12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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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척추체의 인접 하방척추체에 대한 전방 전위’로 처음 정의되었다. 

척추전위증의 분류는 Wiltse 등13의 분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형성형, 협부형, 퇴행성형, 외상성형, 병적인형의 

5가지로 대별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대상인 퇴행성형은 협부결손은 

없으나 후관절의 불안정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50세 이후에 발생하며 

전방전위는 통상 30%을 넘지 않으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후관절의 

비후로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14. 전위도의 측정은 Meyerding15 방법과 Taillard16 방법 등이 있는데 

저자들은 Meyerd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수술 전, 후 모든  

예에서 제1 도로 측정되었다.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골 조직 및 연부조직이 퇴행 및 비후되어 

마미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신경에 

대한 감압술이며, 감압술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불충분한 감압이기 

때문에 신경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감압술을 하기 위하여 후방 인대 

조직 및 골 조직을 과다하게 제거하면 감압 분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어 골 유합술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Niggemeyer 등17은 퇴행성 

척추전위증을 제외한 퇴행성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결과를 

비교하면서 감압술만 시행한 경우가 치료 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그 

다음이 감압술과 기기술을 병행하여 유합술을 한 경우이고 감압술과 

기기술 없이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가장 불량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른 보고에서도 골유합술을 병행하는 경우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골유합술에 따른 합병증의 

빈도만 증가할 뿐이라고 하였다18, 19.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에 있어서 수술 전 불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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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감압술에 유합술을 병행해야 하지만 불안정성이 없다면 

감압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여 과도한 골 제거로 불안정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감압술 만으로 수술 목표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유합술에 의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조기 

재활이나 수술 후 이환율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감압술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인 중심부 척추후궁제거술(laminectomy)은 척추 

후방의 근육을 양측으로 박리하고 극돌기, 극상인대 및 극간인대를 

절제하는 방법으로 병변뿐 아니라 정상부위까지 제거되는데 이러한 

구조물들은 요추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들이어서 수술 후 불안정성이나 

요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조물들이 제거된 부위는 큰 사 공간(dead space)으로 남게 되어 감염을 

포함한 국소적인 창상부위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위는 

상처조직으로 치유되어 마미나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주위조직과의 유착으로 수술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6.  

극돌기 절골술(spinous process osteotomy)을 이용한 감압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변 부위 반대쪽의 근육을 박리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견인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손상을 막을 수 있고 극상인대 및 극간인대를 보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Goel 등5은 정상인에서 척추의 굴곡 시에 극상인대에 

가장 큰 장력(tension)이 가해진다고 하였고, Hindle 등20도 굴곡 시에 

극상인대와 극간인대의 부하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퇴행성 

척추전위증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후관절의 

생역학적 기능이 부전된 상태에서 척추 후방의 근육과 인대 복합체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면 불안정성이 악화되므로, 수술 과정에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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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술 후 불안정성의 발생을 막는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 공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후방 구조물의 제거 

후에 발생하는 사 공간은 출혈의 증가와 세균 증식에 의한 감염율의 

상승, 상처 조직으로 채워짐으로써 이차 수술 시에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는 극돌기와 인대를 보존함으로써 정상적인 피부의 

중앙고랑(median furrow)을 유지할 수 있어 미용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충분한 감압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수술 현미경등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정상 구조물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미용적인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측 척추후궁절개술(bilateral microscopic 

laminotomy), 후궁성형술(laminoplasty)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수술 현미경을 사용하여 작은 절개로도 확대된 시야와 밝은 

조명 하에서 후방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의 후방 구조물들이 제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감압을 얻기가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988년에 Young 등21과 2002년에 McCulloch22, 23는 이러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후궁절개술은 반대쪽 병변에 대한 제한된 시야와 힘든 

접근성 때문에 불충분한 감압과 신경구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에 반해서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감압술은 후방 

구조물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감압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관찰로 수술 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평균 15.3개월 추시에서 척추전위증과 척추관 

협착증 모두에서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거나 요통이 더 심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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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없었고 특히 척추전위증에서는 11예 중 5예에서 전위가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한계점으로는 추시 기간이 

짧아 장기 추시 연구가 필요하고9, 24 임상적 결과 판정에도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의 장기 추시가 요구되지만 Cho 등25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2년 추시 동안 VAS 및 ODI(Oswestry disability index)가 수술 1년까지 

호전되고 그 이후에는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1년 추시만으로도 수술의 결과 판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장기 추시는 퇴행성 척추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여 수술 결과 판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은 일반적인 척추 의사들이 어렵지 

않게 시술 할 수 있고 수술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고도 나안이나 Loupe를 

이용하여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방사선학적 결과나 임상 결과가 

척추관 협착증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05), 

척추전위증 군에서 실혈량과 수혈량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으므로 

척추관 협착증뿐 아니라 불안정성이 없는 퇴행성 척추전위증에서 후방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줄이고 충분한 감압을 얻기 위해 시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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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후방인대근을 보존하는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척추 후방감압술을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 환자 및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 대하여 시행한 

결과, 임상 결과는 술 후 두 군 모두 만족하게 호전 되었으며 영상 진단 

결과에서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술 전에 불안정성이 없는 

요추부 퇴행성 척추전위증의 수술에서 유합술 없이 극돌기 절골술을 

이용한 후방감압술은 유용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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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decompression results using  

spinous process osteotomy for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spinal stenosis in the lumbar spine 

 

Woo Jin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wan Mo Lee) 

 

 

Radiographic and clinical results of decompression using spinous process 

osteotomy for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spinal stenosis in the lumbar 

spine have yet to be published. 

We evaluated 31 patients who underwent spinous process osteotomy for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spinal stenosis in the lumbar spine between 

January 2002 and March 2006. Eleven cases of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20 cases of spinal stenosis were diagnosed. Estimated blood loss, amount 

of transfusion, the complications and the radiographic instability at the last 

follow up were evaluated. The mean criteria of Kim and Kim and VAS scores 

were substantially improved at 1 month postoperative, and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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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ly improved afterwards, showing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p>0.05). The mean blood loss and the 

amount of transfusion for each decompressive segment were 95.3ml and 0U 

for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128.8ml and 0.3U for spinal stenosis,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radiographic and clinical 

results between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spinal stenosis. However, 

spondylolisthesis exhibited better results than spinal stenosis in terms of blood 

loss and transfusion. We believe that spinous process osteotomy is a useful 

and safe technique for treating not only spinal stenosis but also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lumbar spine, spondylolisthesis, spinal stenosis, spinous process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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