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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골다공증 여성 환자에서 teriparatide의 효과
연구목적
Teriparatide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재조합체로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여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의 여성 환자에서
teriparatide의 임상적, 영상의학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1년 2월에서 2012년 5월까지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
술을 시행 받은 골다공증이 있는 65세 이상의 여성 86명에 대해 술후 6개월간
teriparatide 투여한 군(A군) 40명과 대조군(B군) 46명으로 나누고, teriparatide
투여군을 자가 국소골만 쓴 군(A-1군) 13명과 자가 국소골과 동종골을 같이 쓴
군(A-2군) 27명으로 나누었다. 대조군도 자가 국소골만 쓴 군(B-1군) 14명과 자
가 국소골과 동종골을 쓴 경우(B-2군) 32명으로 나누어 술후 3,6,12개월째 시각
통증등급 점수와 Oswestry Disability Index의 임상적 결과와 CT 및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골유합율, 유합 기간 등의 영상의학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술후 시각통증등급 점수와 Oswestry Disability Index는 모든 군에서 감소하
였지만, teriparatide 투여 여부와 골이식 방법, 나이, 유합 레벨의 수, 유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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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유합율은 A-1군에서 94.44%, A-2군
92.59%, B-1군 79.17%, B-2군 76.92%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합 기간은 A-1군
3.25개월, A-2군 3.65개월, B-1군 5.67개월, B-2군 5.65개월이었다. 유합율 및 평
균

유합

기간은

골이식

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p>0.05),

teriparatide 투여군에서 비투여군에 비해 유합율이 높고, 평균 유합 기간이 짧아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결론
골다공증을 동반한 고령의 여자 환자에서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
체간 유합술 시행 후 teriparatide의 투여는 술후 유합율을 증가시키고 유합 기간
을 단축시키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Teriparatide, 후외방 유합술, 후방 추체간 유합술, 골다공증, 부갑상선 호
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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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척추 불안정성 등 수
술적 치료가 필요한 퇴행성 요추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에는 척추를
구조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 척추 유합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요추 후외방 유합술은 기계적 안정성 및 골유합을 향상시키는 방
법으로 불유합의 빈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추 후외방 유합술 후
발생하는 불유합은 아직도 주요한 술후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Fischgrund 등,
1997; Cohen 등, 2000; Weinstein 등, 2000). 또한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는 골밀도의

압 등의 내과적 기저질환 및 전신 상태 저하 등의 문제점은 후
외방 유합술 후의 불유합과 관련 있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Rawlins와 Michelsen,
감소, 당뇨, 고혈
1994).

골이식은 척추 유합술시 불유합을

줄이고 골유합을 증대시키기 위해 널리 사

장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식골 공여부의 통
증이나 감각 둔화, 절개 부위의 감염, 수술 시간의 연장, 실혈양 증가 등의 합병
증을 수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방 감압술시 제거된 국소골을 이용하는 경우
가 많으며, 다분절을 유합하는 경우나 후궁판 골편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종골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합병증을 줄이고 유합율을 높이기 위한 방
법으로 탈무기질화된 골기질, 골형성 단백 등을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기도 한다
용되는 방법이다. 골이식시 자가

(Miyazaki 등, 2009).

률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bisphosphonate 제제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에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의 효과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 간헐적(1회/일)으로 투여하는 경우 골모세포(lining
osteoblast)의 생성과 분화를 촉진하여 골형성을 증가시켜 골 질량과 강도를 높
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indsay 등, 1997; Aspenberg 등, 2010). 또한 골
골다공증의

유병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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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부위의 조기 유합, 내고정 또는 인공 관절 치환술 이후 치환물의 고정력 강화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khiary 등, 2005; Aspenberg와 Johansson,
2010). 척추외과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골다공증을 가진
여성 환자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요추 후외방 유합술 후

킨

러

리
에 대한 논문은 하나뿐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국소

골유합을 촉진시 다고 알려져 있다(Ohtori 등, 2012). 그 나, 우 가 아는 한 이
골을 이용한 경우와 국소골과 동종골을 이용한 경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이에

저자들은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요추 후외방 유합술과 후방 추체간 유

합술을 시행하며 골이식을 같이 한 65세 이상의 골다공증 여성 환자에서
teriparatide 투여 여부와 골이식 방법에 따른 임상적, 영상의학적 결과를 비
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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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분

II. 연구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터 2012년 5월까지 본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하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및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CT)을 통해 퇴행성 요
추 질환으로 확진된 후 척추경 나사 고정술 및 유합술이 필요한 116명의 65세
2011년 2월부

이상 고령의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상 척추 종양이 있었던 3명, 감염이 확인된 환자 2명, 외상에
의한 척추 질환(골절 및 탈구, 방출성 골절 등) 4명, 이전 척추 수술병력이 있는
6명은 제외하였다. 수술 전 모든 환자에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 골
다공증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으며 T-점수가 -2.5 이상인 15명은 대상에서 제
이중 술전

외하였다.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요추 후외방 유합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함께 시행할 예정인 골다공증 있는 여자 환자 총 86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으
며, 환자 연령은 전체 평균 73.8세(65∼86세)이었다.
환자 모두에게 부갑상선 호르몬인 teriparatide의 투약을 권유하였으며, 그 중에
을

서 투약에 동의한 환자를 투여군(A군), 동의하지 않은 환자를 비투여군(B군)으로

함께 시행하였으며, 두 군을 다시
제거된 후궁판 골편을 이용한 자가 국소골

하였다. 두 군 모두 척추 유합술과 골이식을

라

각각 골이식 방법에 따

z

수술 시

(morcelli ed local bone chip)을 이용한 군과 자가 국소골과 동종골(composite

함께 이식한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
동종골은 cancellous bone으로 Genesis Sponge (Hanmipharm.,Korea)를 이용하
bone graft of local bone and allograft)을

TM

였다. Teriparatide 투여군은 40명이었으며, 이중 자가 국소골을 이식한 환자
(A-1)는 13명, 자가 국소골과 동종골을

함께

이식한 환자(A-2)는 27명이었다.

Teriparatide 비투여군은 46명이었으며, 이중 자가 국소골을 이식한 환자(B-1)는
14명, 자가 국소골과 동종골을

들

함께 이식한 환자(B-2)는 32명이었다.

환자 의 수술 전 진단은 척추관 협착증이 40명이었으며, 척추 전방 전위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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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척추관 협착증과 전방 전위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27명이었다. 86명 중 요

추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25명, 후외방 유합술 및 후방 추체간 유합술

함께 시행한 경우가 61명 이었다(Table 1). 수술 시 기구는 Aegis®(Corentec,
Korea) 또는 Mega®(BKmeditech,Korea)제품을 사용하였다.
을

B. 연구방법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군(A군)의 경우 술전에 골다공증약을
며, 술후 teriparatide 20μg을

매일 복부에

6개월간

피하

복용한 적이 없으

주사하였다. 이후에는

제제를 투약
하도록 하였다. 비투여군(B군)의 경우 이전에 골다공증을 진단받아 최소 3개월간
bisphosphonate 또는 SERM제제를 투약 하고 있던 환자는 이전 투약을 지속하
였고, 골밀도 검사로 처음 골다공증을 진단 받은 환자는 경구 bisphosphonate 제
제를 투약하도록 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술후 3 ~ 5일째 배액관 제거 후 흉요천
추식 보조기를 착용하고 보행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외래에서 최소 술후 1년까지
bisphosphonate 또는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ERM)

추시 관찰 하였다.

때마다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지속 여부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NSAID) 처방 유무를 기록하였다. 통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각 통증 등급 점수(visual analog scale, VAS) 및 Oswestry
임상적 평가로

매 외래

추시

Disability Index (ODI)를 술후 3, 6, 12개월째에 조사하였다.
영상의학적으로 이식골 유합의 평가를 위해 술후 3, 6개월째 요추의 굴곡-신전

검사 및 CT를 시행하였다. 요추의 굴곡 신전 방사선 검사에서 유합
의 판정은 추체간의 움직임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굴곡-신전 방사선 사진에서 후
외방 유합술의 경우 추체간 각변화가 2도 미만, 후방 추체간 유합술의 경우는 추
체간 각변화가 1도 미만의 변화를 보이면 유합으로 판단하였다(Fischgrund 등,
1997; Tokuhashi 등, 2004; Tokuhashi 등, 2008). 추체간의 각도는 위 분절의 상연과
아래 분절의 하연에 평행한 선을 그려 각을 측정하였으며(Fig. 1), 저자 2명이 2
번 측정한 평균값으로 하였다.
단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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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t 6month follow-up of the 73-year-old woman with posterior

lumbar fusion for spinal stenosis L4-L5, L5-S1, dynamic flexion(A)extension(B) radiographs show lesser than 2˚ angular motion on L4-L5 after
instrumentation without screw loosening.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분절 사이의 횡돌기를 따라
형성된 유합 덩어리(fusion mass)의 유무 및 양측 연속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양
측 또는 일측에 견고하고 충분한 유합 덩어리가 형성된 경우 유합으로 판정하였
으며(Fig. 2), 양측에 이식 골괴가 가늘고 작게 형성되거나 이식골의 흡수 소견이
보이는 경우 불유합으로 판정하였다. 이식골 유합의 판정은 술후 6개월까지로 하
였으며, 이후의 경우 지연유합 또는 불유합으로 판단하였다. 유합 여부는 저자 2
명이 모두 유합되었다고 한 경우에만 유합으로 인정하였다. 다분절 유합술을 시
행한 경우 각각의 분절은 독립적으로 유합의 판정이 이루어졌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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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T scans 6 months after surgery from a 74-year-old woman who

underwent posterolateral lumbar fusion on L3-4, L4-5 with composite bone
graft of local bone and allograft. (A) Axial CT image shows big solid
trabeculated bilateral fusion masses formation bilaterally on L4-L5. (B)
Sagittal CT image of the same patient shows continuous sufficient
trabecular bone formation from right transverse process of L3 to L5.

C. 통계분석

프 램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 로그 을
이용하였으며, A O A, MA O A test 및 Chi-S uare test를 사용하였다. P
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으로 평가하였다.

NV

NV

것

- 6 -

q

값

III. 결 과
A. 임상적 결과

∼

Teriparatide 투여군의 평균 연령은 73.2세(65 83세), 비투여군의 평균 연령은

∼

NSAID를 처방 받은 환자의 수는 두 군간에 통계
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65). 골밀도 검사상 평균 T-점수
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63). Teriparatide 투여군의
VAS 점수는 A-1 및 A-2군이 술 전 평균 6.85 및 6.52에서 술 후 3개월, 6개월,
74.3세(65 82세)였으며, 술전

12개월에 각각 4.62 및 4.29, 2.46 및 2.81, 1.69 및 1.59로 감소하였고, 비투여군

역시 VAS 점수는 B-1 및 B-2군이 술전 평균 6.57 및 7.00에서 술 후 3개월, 6

개월, 12개월에 각각 4.71 및 4.50, 2.46 및 2.90, 1.93 및 2.00으로 감소하였다.
Teriparatide 투여군의 ODI는 A-1 및 A-2군이 평균 29.30 및 28.50에서 술 후 3
개월, 6개월, 12개월에 각각 15.85 및 15.30, 13.07 및 13.52, 12.31 및 12.19로 감
소하였고, 비투여군

역시 B-1 및 B-2군이 술전 평균 28.80 및 29.90에서 술 후 3

개월, 6개월, 12개월에 각각 16.00 및 15.59, 13.29 및 13.72, 12.50 및 12.69로 감
소하였다(Table 2).
Teriparatide 투여 및 이식골 방법과 나이, 유합 레벨의 수, 유합 여부가 술후

VAS 및 OD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
하였다. 다변량 검정에서 Teriparatide 투여 및 이식골 투여 여부에 대해 VAS,
ODI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Table 3), 개체간 검정에서도
Teriparatide 투여 및 이식골 투여 여부는 VAS, ODI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3, 6, 12개월째

지 않았다(p>0.05)(Table 4). 또한, 나이, 유합 레벨의 수, 유합 여부도 3, 6, 12개
월째

VAS와 ODI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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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상의학적 결과
절

절

유합 분 수는 teriparatide 투여군에서 한 분 을 유합한 경우가 A-1 및 A-2

절

절

군이 각각 8명 및 5명, 두 분 을 유합한 경우가 5명 및 17명이었으며, 세 분

을 유합한 경우는 A-2군에만 5명이었다. 비투여군에서는 B-1 및 B-2군이 각각

절

절

한 분 을 유합한 경우가 6명 및 6명, 두 분 을 유합한 경우가 6명 및 19명이었

절

으며, 세 분 을 유합한 경우는 B-1군 2명, B-2군 7명이었다. 유합율은 CT로

측

정한 경우에는 A-1군에서 94.44%, A-2군 92.59%, B-1군 79.17%, B-2군 76.92%
로 나타났으며,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A-1군에서

94.4%, A-2군 94.4%, B-1군 87.5%, B-2군 86.2%로 나타났다. CT로

판정한 유

합율의 경우 teriparatide 투여군과 비투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

판정한 유합율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P=0.095). 유합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유합 기간은 A-1군 3.25개
(P 0.009)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월, A-2군 3.65개월, B-1군 5.67개월, B-2군 5.65개월이었다. 유합율 및 평균 유
합 기간은 골이식 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P>0.05), teriparatide 투
여군에서 비투여군에 비해 유합율이 높고, 평균 유합 기간이 짧아 두 군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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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요추 후외방 유합술은 척추 전방 전위증과 같은 요추부의 불안정성을 동반한

절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요추부 질환의 치
료에 필수적인 방법중의 하나이다.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유합술시 척추체와
나사못 사이에 많은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추체간 정렬을 유지하고 유합을 증
대시키기 위해 술후 즉각적인 안정성이 요구된다(Tan 등, 2008). 요추 후외방 유
합술 후 고정력의 증대를 위해 흔히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한다. 골이식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가골이지만, 이식 부위가 넓은 경우나 고령 환자에서 이식골 부
족에 따른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종골 이식을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는
동종골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종골의 경우 골형성능이 없어 동
종골 단독 이식보다는 후방 감압 중 발생한 국소 채취 자가골에 동종골을 혼합
하여 이식하는 추세이다. 정 등(정웅서 등, 2008)은 동종골과 자가골 혼합 이식으
로 83.1%의 골유합 결과를 보고하면서 혼합 골이식술을 추천하였고, 박 등(박인
헌 등, 1995)은 자가골 이식은 93.1%, 자가골과 동종골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
질환 및 척추관 협착증과 같이 다분 에

는 87%의 유합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퇴행성 요추 질환에서 골다공증을 동반

움직임을 최소화 시켜주는
척추경 나사의 이완과 같은 조기 고정 실패가 발생하고, 골유합이 이루어지기 전
에 추체간 기구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
유합 분절을 연장할 수 있으나(Hu, 1997), 고정력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정 소실의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 수술 시 척추체 내에서 나사못의 고정력을 증가시
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최근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 형성 촉진제인 부갑상선 호르몬의 효과에 대한 연
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간헐적 투여는 금속나
사 주위에 새로운 뼈를 형성하여 고정력을 증대시키고(Skripitz와 Aspenberg,
2001), 골량을 증가시켜 척추 및 비척추 골절의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
한 경우 요추 후외방 유합술 후 유합이 형성되기까지

로 알려져 있다(Neer 등, 2001). Aspenberg등(Aspenberg와 Johansson, 2010)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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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요골 골절이 있는 폐경 여성에게 teriparatide 20μg을 간헐적으로 투여
하여 골절 치유 기간이 단축됨을 확인한 바 있다. Ronaldo 등(Lehman Jr. 등,
2010)과 O’Loughlin 등(O’Loughlin 등, 2009)은 토끼 모델에서 teriparatide가 척추체
간 유합율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Abe 등(Abe 등, 2007)도 쥐 모델에서 비슷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Seiji 등(Ohtori 등, 2012)은 57명의 요추 후외측 유합술 및 국소
명의

골 이식을 시행한 골다공증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teriparatide 투여군과
risedronate 투여군으로 나누어 유합율과 유합 기간을 조사하여 teriparatide 투여

±
군의 평균 유합기간과 유합율은 각각 9.7±2.0개월과 68%로 teriparatide 투여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 유합율이 높고 유합 기간이 짧았다고 하였다.

군의 평균 유합기간과 유합율은 각각 8.0 2.5개월과 79%이었고, risedronate 투여

본 연구에서는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요추 후외방 유합술과 후방 추체간

함께 시행한 고령의 골다공증 여성 환자에서 teriparatide 투여가 척추
유합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동시에 골이식 방법에 따른 유합
율 및 유합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teriparatide 투여군 내에
서 골이식 방법에 따른 유합율과 유합 기간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non-teriparatide 투여군 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
유합술을

만, 골이식 방법이 같은 군 간에 teriparatide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해 유합율
및 유합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추 유합술 후 유합의
사선 사진상의
(Fischgrund

k

등,

변화를
1997;

판정은 아직 정확히 정립된 바가 없으나, 굴곡-신전 방
평가하여 유합을 판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 된다
k

To uhashi

등,

2004;

k

To uhashi

등,

Brods y(Brodsky 등, 1991)은 요추 후외방 유합술에서 골유합

2008).

하지만,

측정의 정확도는

Kant 등(Kant 등, 1995)도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의 골유합 정도를 비교한 후향적 연구에서 추체간 유합 측정의 정확도가 6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한 유합의 판정에 정확도를
더하기 위해 술후 3개월과 6개월째 모든 환자에서 CT를 시행하여 유합 덩어리
6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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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연속성, 두께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굴곡-신전 단
순 방사선 사진이 CT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굴곡-신
전 방사선 사진에서는 유합이 된 것으로 판정되지만, CT 영상에서 불유합으로
판정된 경우가 A-2군 1개, B-1군 2개, B-2군 6개가 있었다. 이는 이식골의 골유
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척추경 나사못의 고정력이 유지되어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사진 상에서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Ohtori 등, 2012). 따
라서, 골유합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T를 이용한 방법이 단순 방사선 사
진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굴곡-신전
단순 방사선 사진과 CT의 결과가 상충하는 경우, CT에서 불유합으로 판정되면
불유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CT로 판정한 경우는 teriparatide 투여군과 비투여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9)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 판정한 경우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P=0.095)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CT를 이
용한 방법이 보다 정확성이 있으므로 teriparatide를 투여군이 비투여군에 비해
유합율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의 유

Fischgrund 등(Fischgrund 등, 1997)은 요추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 중

러
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Herkowitz 등(Herkowitz와 Kurz, 1991)은 척
추 유합술 후 임상적 결과가 좋은 환자 중 36%에서 유합 덩어리 부위의 가관절
증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유합과 임상적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 보고하였다. 본 연
83%에서 성공적인 유합을 보였으나, 이 한 유합이 통증과 같은 임상적 결과와

구에서는 술후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가 척추체간의 유합율 증가 및 유합 기간
단축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최종

추시상 부갑상선 호르몬 투여 여부 및

골이식 방법의 차이에 따른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전 보

들
그리하여

련

고 과 같이 추체간 유합 정도가 임상적 결과와 관 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teriparatide의 투여는 골유합을 촉진시키나 임상적으로는 teriparatide

/

비투여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고가(약 540USD month)의 teriparatide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적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불유합이 섬유성 유합이 되어 불안정성을 만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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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해주고 있 나(Herkowitz와

Kurz,

못

1991) 척추경 나사

및 기기의 고정으로 단기

야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시간이 지나
면 불유합은 결국 나사못 이완, 기기 고정 실패, 가관절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
여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수술의 빈도를 높이게 된다(Rawlins와 Michelsen, 1994;
Cohen 등, 2000). 따라서, 불유합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의 골다공증 여성 환자에게
teriparatide를 투여하여 유합율을 높이는 것은 재수술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고
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부갑상선 호르몬을 투약 시 간혹 오심, 어지러움을 호소하
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환자에서 경미한 고칼슘혈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
다(Neer 등, 2001). 또한 Paget씨 병(Paget’s disease)이 있거나 방사선 조사 등을
시행한 경우, 암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서는 투약이 금기가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척추 종양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술후 부갑상선 호르몬의
투여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환자수가 작은 연구라는 점과 골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영양 상태 및 Vitamin D level의 측정 등이 면밀히 조사되지 못한
추시시에는 불안정성을

점, 척추 유합술의 방법으로 요추 후외방 유합술을 한 경우와 요추 후외방 유합

함께 분석한 점, 그리
고 VAS와 ODI에 대해 환자별로 분석된 것이 아니라 수술 분절별로 분석이 이
루어진 점이다. 또한, teriparatide의 대조군에서 bisphosphonate 또는 SERM 제
제를 투여하였다. teriparatide 이외에는 어떤 골다공증약도 투여를 안하는 것이
대조군으로서 가장 이상적이나(Ohtori 등, 2012), 기존에 이미 골다공증약을 복용중
인 환자에서 수술 직전에 투약을 중지하는 것은 bisphosphonate의 골내 반감기
가 수개월~수년으로 길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조군에게 투여된
경구용 bisphosphonate 제제가 척추체간의 유합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추체 횡돌기간 유합술을 시행한 토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zoledronic
acid를 투여한 경우 술후 유합 덩어리가 유의하게 더 크고, 유합율이 더 높았다
고 하였다(Bransford 등, 2007). Nagahama 등(Nagahama 등, 2011)의 prospective
술과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같이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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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면

절 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40명의 골다공
증 환자를 random하게 alendronate군과 대조군으로 배정하여 alendronate군에서
95%의 단단한 유합을 얻었고, 대조군에서는 65%의 유합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
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bisphosphonate가 유합율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bisphosphonate는 임상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bisphosphonate 투여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실제 임상 상황을 더 잘 반
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teriparatide를 술후 6개월만 투여하고 그 이후는 bisphosphonate를
투여한 점이다. 골다공증 환자에서 Teriparatide는 18~24개월간 투여가 권장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골유합이 확인될 때까지 teriparatide를 투여하는 것이 이
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teriparatide의 가격이 고가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randomi ed trial에 의하 , 단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평균 유합 기간은 teriparatide 투여군에서

충분
따르면

평균 술후 3.25개월과 3.65개월로 teriparatide를 6개월만 투여하여도 유합에
한 기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Etah 등(Kurland 등, 2004)의 연구에

바로 bisphosphonate를 투여한 군에서 teriparatide 투여 후
다른 골다공증약을 사용 안 한 군보다 요추의 골밀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따
라서 teriparatide를 6개월 간 투여 후 bisphosphonate로 교체하는 것이
teriparatide만 계속 투여하는 것보다 비용-효율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나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eriparatide 투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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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과 골이식 시행 후 골이식 방법
에 따른 유합율 및 유합 기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eriparatide의
투여 여부에 따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골다공증을 동반한
고령의 여자 환자에서 요추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추체간 유합술과 골이식
시행 후 teriparatide 투여는 술후 유합율을 증가시키고 유합 기간을 단축시키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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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Effect of Teriparatide in Women with Osteoporosis
after Lumbar Posterolateral Fusion or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Jeong Ho Seo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J Ho Cho)

(Supervised by Professor ae

Objectives:
To investigate radiologic and clinical outcomes of teriparatide in women with
osteoporosis after instrumented lumbar posterolateral fusion(PLF) or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PLIF).
Materials and Methods:
Eighty-six women older than 65 years old with osteoporosis underwent PLF
or PLIF with bone graft Feb. 2011 to May 2012. All pati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teriparatide group with local bone(A-1: 13 patients), teriparatide
group with composite bone(A-2: 27 patients), non-teriparatide group with local
bone(B-1: 14 patients), and non-teriparatide group with composite bone(B-2: 32
patients). At 3, 6, and 12 months postoperatively, Oswestry Disability

V

Index(ODI), visual analog scale( AS), fusion rate, and period of bone union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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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VAS

and ODI improved after surgery in all group,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ed between all groups. Besides, age, numbers of fusion
level, and fusion mad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ll groups(p>0.05).
Fusion rate was 94.44% in A-1 group, 92.59% in A-2 group, 79.17% in B-1
group, and 76.92% in B-2 group. Average period of bone union was 3.25
months, 3.65 months, 5.67 months, and 5.65 months respectively. Fusion rate
and average bone union time mad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divided by graft materials(p>0.05).

However, those in teriparatide group

were significantly superior to those in non-teriparatide(p<0.05).
Conclusions:
In women with osteoporosis after PLF or PLIF with bonegraft, teriparatide
showed superiority in the rate of fusion and the period of bone union.

Keyword:

Teriparatide, Posterolateral fusio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Osteoporosis, Parathyroid hor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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