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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제 (SERM, BP)

백 종 민

가천의대 

1.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SERM

SERM 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스테로이드 복합체를 말한다. 그러나 에스트로겐과는 

다르게 표적장기에서 에스트로겐의 작용효과와 길항효과를 선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에스트로겐의 장점을 유

지하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상반된 작용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전은 표적장기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서로 다른 

발현, 리간드와 결합 시 수용체의 구조적 변화, 세포내의 자극단백과 억제단백의 서로 다른 상호작용에 의한다.

SERMs의 대표적인 1세대인 타목시펜은 유방에 길항작용을 보여 유방암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궁내막

에 대한 에스트로겐 작용으로 인해 자궁내막 증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세대인 랄록시펜은 1980년대에 유방암 치료 목

적을 위해 타목시펜 대체제로 개발되었으나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SERMs 중 골

다공증 예방과 치료제로 처음 승인 받았다. 보다 광범위한 작용을 나타내는 3세대인 바제독시펜이 개발되어 있다 

(1) 랄록시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MORE 연구에 의하면 랄록시펜 60 mg을 3년간 투여하였을 때 척

추와 대퇴골골밀도는 위약군 보다 2~3%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CORE 연구에서도 척추와 대퇴골골밀도 증가가 총 7년 동안 

유지되었다. 골절에 대한 효과를 보면 랄로시펜은 기왕의 골절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척추골절의 발생을 감소시켰다. 그러

나 대퇴골과 손목골절의 위험도는 감소되지 않았다

랄록시펜은 유방조직에서 길항작용을 나타낸다. MORE 연구에 의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후 여성에서 랄록시펜을 투

여한 군의 유방암의 발생이 62% 감소하였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발생은 더욱 감소하여 상대 위험도는 0.16이

었다. CORE 연구에서는 침윤성 유방암의 예빵 효과가 다시 확인되었고 전체적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침윤성 유방암과 에스

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각각 66%, 76% 감소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랄록시펜은 자궁 내막 증식의 위험을 증가시

키지 않았다. 

부작용으로는 열성 홍조와 하지 통증을 들 수 있다.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은 약 2~3배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 

3일 전에는 랄록시펜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2) 바제독시펜

바제독시펜은 뼈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바제독시펜의 골밀도와 골표지자에 관한 효과에 대해 2년간 

진행된 연구에서 척추와 대퇴골골밀도를 위약군 보다 1~2% 정도 증가시켰다. 골절에 관한 효과를 보면 3년간 진행된 연구

에서 기존에 척추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새로운 척추골절이 42% 감소 되었고, 그 후 연장된 연구에서 

총 7년간 척추골절 감소 효과가 유지되었다

바제독시펜은 유방조직에서 에스트로겐 길항작용을 나타낸다. 2년간 진행된 연구와 3년간 진행된 연구, 5년, 7년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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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두에서 바제독시펜은 유방암, 유방 낭종을 증가 시키지 않았고 유방조직을 자극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자궁내

막에도 에스트로겐 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부작용으로는 약 12~24%에서 열성 홍조가 나타났고, 하지 동통이 많았다. 정맥혈전색전증의 위험성은 약 2~3배 증가시

키며 이러한 위험성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

2. Bisphosphonate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강력한 골흡수억제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이다. 현재 승인된 약

제로는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와 졸렌드론산이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

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골흡수가 증가된 질환들로서, 이미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사용하기 보다 앞서 파제트

병의 치료에 사용되어왔다. 이외의 질환들로는 남성골다공증, 글루코코르티코이드-유발 골다공증, 장기이식과 관련된 골다

공증, 악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용기전은 파골세포에 의해 골흡수가 진행되는 동안 뼈 안에 축적되어 있던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유리되는데, 이 때 파골

세포는 국소적으로 고농도의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노출된다. 유리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파골세포 내로 들어가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유도체로 대사되거나, 혹은 여러 생화학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포사멸을 유발하거나 세포를 죽이게 된

다. 따라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세포 수준에서의 작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골세 동

원의 억제, 파골세포의 부착억제, 파골세포의 수명단축, 직접적인 파골세포의 기능억제 등을 통해서 모든 형태의 비스포스

포네이트는 골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1) 알렌드로네이트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서 이미 1995년 폐경후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

료, 남성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하여 FDA 에서 공인을 받았다. FIT 연구 결과, 척추 골절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투

여하여 척추골, 대퇴골 및 손목골절을 약 50% 감소시켰고, 척추골절이 없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투여한 경우에는 

척추골절의 발생을 48% 감소시켰다.

(2) 리세드로네이트

폐경후 골다공증의 예방 및 치료, 남성 골다공증의 치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골밀도를 증가시킬 목적으

로 투여하는 경우가 인정되었다. VERT-MN trial 에서 척추 골절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년동안 투여하여 척추골절을 약 

41~49% 감소 시켰고 비척추골절을 36% 감소시켰다. 아침 식전에 복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사에 포함

된 칼슘에 의한 흡수를 방해받지 않도록 EDTA를 함유하면서 알칼리 상태인 장에서 서서히 분해될 수 있는 장용정 제제가 

개발되어 2013년도부터 식후에 복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반드로네이트

3년동안 투여한 경우 척추 골절이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졸레드론산

현재까지 알려진 비스포스포네이트 중 가장 강력한 약제이다. HORIZON PFT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가진 폐경여성에서 3

년간 투여하여 척추골절은 70%, 대퇴골골절은 41%, 비척추골절은 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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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급성기 부작용으로는 상부위장관 부작용이다. 구역, 구토, 통증 속쓰림 등의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위식도역류 질

환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복용 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과량 경구복용하거나 혈관 주사 시 두통, 근육통 

및 독감 증상과 함께 체온이 약간 상승할 수 있으며 국소에 발적이나 경도의 정맥염 소견이 관찰될 수 있다. 또한 저칼슘혈

증, 식도암, 안과적 합병증도 보고되기도 한다.

만성 부작용으로는 턱뼈괴사와 비전형 대퇴골골절이 있다. 턱뼈괴사의 발생빈도는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 

0~0.04% 의 유병률과 10만인 년당 0~90명의 발생률을 보인다. 위험인자로는 고령, 불량한 구강위생, 발치 및 구강외과적인 

수술, 스테로이드 투여, 음주, 흡연 및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경구 투여 기간이 4년 이하이고 임상적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는 치과치료 계획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위험요소가 동반된 경우 또는 경구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2개월의 휴약기를 추천한다. 비전형 대퇴골골절의 특징은 대퇴골 근위부 또는 골간부에서 골간부에 대해 수직 또는 비

스듬한 방향으로 발생하며, 저에너지 손상에 의해 또는 특별한 외상없이도 생기고 잘 치유되지 않는다. 발생빈도는 10만인

년당 5~1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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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약제 -  
Denosumab, Teriparatide and Romosozumab 

강 경 중

경희의대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은 현재에 비해 2050년에는 유병률이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에서는 폐경 후 40

년의 여생이 남게 되며, 폐경 후 여성의 25%, 전체 80세 이상 인구의 40%는 척추 압박 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골

다공증과 관련된 제약 시장은 다른 질병에 비해 그 규모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 속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 척추 골절 후 사망률 역시 1년 내 14.6%, 2년 내 20%

에 육박한다고 보고 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골다공증 치료의 방향은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 및 골형성 촉진제로 변화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 심각한 골다공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극적

인 치료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강의에서는 골다공증 주사제 중에서 골흡수 억제제인 Denosumab과 골형성제로 

분류되는 parathyroid hormone제제와 Romosozumab을 살펴보고자 한다.'

Mechanism of Action of Osteoporosis Thera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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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nosumab

Denosumab은 생리적으로 골 파괴 물질인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을 표적으

로 하는 순수인간 단클론항체(Human monoclonal antibody)로서 RANKL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과 활성

화, 생존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6개월마다 피하주사되며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비롯하여 다른 골다공증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다. Denosumab의 장기간 효과와 안정성은 FREEDOM Extension Trial을 (2017, 

Lancet Diabetes Endocrinol.)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위 연구에 따르면 denosumab은 지속적인 골밀도의 증가와 low level 

of bone turnover, low fracture incidence를 보여주었다.

#   작용기전상 파골세포가 뼈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골 흡수를 효과적으로 억제

하며, 혈액과 세포외액을 순환하여 해면골 뿐만 아니라 피질골까지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용.

#   순수 인간 단클론항체로서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아 크레아티닌청소율 35 ml/min 이하의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가능.

#   효과: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FREEDOM 연구 결과, Denosumab으로 1차 치료를 했을 때 척추

는 68%, 대퇴골은 40%, 비척추는 20%로 새로운 골절 발생이 감소. 요추 및 전체 대퇴골의 골밀도는 각각 9.2%, 6% 증

가.

#   골다공증 약제 중 10년 이상의 장기간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제임. 

최근 denosumab에 대한 중요한 issue 가운데 하나는 denosumab 사용이후 중단(discontinuation)에 관한 것으로, 

denosumab의 중단은 bisphosphonate 계열의 제제의 중단과는 다르게 bone marrow density와 bone turnover marker

의 빠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Bone turnover marker는 약제 중단 후 1-2년에 걸쳐 baseline을 상회하는 수치로 rebound 

되어 증가하며 이는 약제 사용 중 얻었던 BMD 증가분에 대한 급격한 감소와 동반된다. 따라서, denosumab 중단 이후 발

생하는 위와 같은 bone turnover marker의 증가와 bone loss는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게 되

었고, 이에 대한 제한적인 임상적인 보고들이 있었다(2017,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그러

므로, denosumab이 2회 이상 투약된 환자들의 경우 denosumab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rebound effect를 피하기 위한 

bisphosphonate를 통한 연속적인 치료(consolidation)가 꼭 필요하다. Denosumab 사용 후, bisphosphonate 치료에 대해

서는 여전히 연구가 지속 중이나 2018년도 Joint bone spine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를 통한 bisphosphonate 치료는 마지막 

denosumab 투약 이후 9개월 이후, 경구제를 통한다면 마지막 denosumab 투약 이후 6개월에 시작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치료의 종결시기는 혈청 CTx를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Parathyroid 제제(PTH)

Teriparatide는 recombinant human parathyroid hormone (rhPTH)이며 anabolic agent로써 osteoblastic bone formation

을 증가시켜 bone quality와 bone mass를 향상시킨다. 현재로써 사용되는 제제 가운데 bone tissue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유

일한 약제로 여겨져 왔으며, 미국에서 그 임상적인 사용은 24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PTH는 anti-fracture effect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PTH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fracture-healing 및 functional 

outcomes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spinal fusion surgery 이후에 

teriparatide를 사용하는 것은 fusion rate를 높이고 hardware loosening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술전과 술후에 

teriparatide를 투약하는 optimal duration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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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teriparatide와 denosumab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최근의 

연구(2016,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에 따르면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각각의 제제를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뼈의microarchitecture 및 strength를 더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또 다른 복합

치료에 관한 연구(2015, Lancet)에 따르면 teriparatide와 denosumab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각각의 제제를 하나만 사용하

는 것보다 BMD를 더 많이 증가시킨다고 발표되었다. 한편,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teriparatide에서 denosumab으로 약

제를 변경하는 것은 BMD 를 증가시키는 반면 denosumab에서 teriparatide로의 전환은 progressive 혹은 transient한 bone 

loss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골형성촉진제로 부갑상선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파골세포의 활성과 수가 증가하여 골소실이 일어나지만, 간헐

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조골세포의 세포사멸을 막고 분화와 증식을 유도하여 골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

#   1-34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테리파라타이드는 Fracture Prevention Trial에서 척추골절을 경험한 폐경후 여성에서 평균

약 19개월간 테리파라타이드치료를 한 경우, 요추 골밀도가 9.7%, 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2.8% 증가하였으며, 척추골절

이 65%, 비척추 골절이 53% 감소.

# 현재는 daily 제재 와 weekly 제재가 사용되고 있음.

# 부작용 : 고칼슘혈증, 저혈압, 근육통, 골육종

- Para-thyroid related protein analog (Abaloparatide)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analog 로써 parathyroid hormone의 type 1 receptor의 신호전달체계를 선택적으

로 활성화하여 PTH와 마찬가지로 anabolic agent 로 작용하게 되며, 피하 주사를 통해 사용되며, 세계적으로 2017년 4월 승

인된 제제이다.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bone formation과 resorption을 촉진하며, 역시 2016년도 JAMA 저널에 연구가 발표되었다. 결

과에 따르면, 매일 피하로 투약되는 abaloparatide는 teriparatide와 비교하여 BMD를 더 크게 증가시키고, 이 BMD의 증가는 

cortical bone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teriparatide를 사용할 때보다 hypercalcemia 를 더 적게 유발하며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상대적으로 경한 것으로 nausea, dizziness, headache, 

palpitations 등이 보고되었다. 아직은 국내에서 임상 사용이 안되고 있지만, PTH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

제이다.

3. Romosozumab 

Sclerostin에 대한 humanized monoclonal antibody이다. Sclerostin은 파골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glycoprotein으로 뼈 형

성을 촉진하는 Wnt signaling을 막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romosozumab은 bone formation을 증가시키고 bone resorption

을 감소시키는 dual effect를 보이게 된다.

# Sclerosteosis : sclerostin deficiency에서 착안됨.

# Antibody of sclerostin : Dual effects - bone formation ↑ and resorption ↓

# 3 important studies : FRAME (placebo), ARCH (alendronate), STRUCTURE (teriparatide)

# 치료 후 anti-resorptive treatment가 반드시 필요하고, possible cardiovascular effect

연구에 따르면 1달 주기, 피하로 투약되는 romosuzumab은 첫 투약 이후 6~9개월 가량부터 BMD의 증가, bone formation 

marker의 증가를 만들고 bone resorption marker의 지속적인 감소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폐경 후 골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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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성에서 척추를 비롯한 타부위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는 등, 향후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에게 효과

가 기대되는 약물이다. 단,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로 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골다공증 치료의 주된 약제로 사용되어 왔던 골흡수 억제제는 향후 denosumap과 같은 강력한 주

사제와 골형성 치료제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골형성제는 모두 주사치료로만 가능하며, 비용이 

부담이 높으며, 장기간 치료시 부작용의 가능성 때문에 1-2년 내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다공증 치료의 정

답은 없다. 환자의 골다공증 상태와 병력, 운동능력 등등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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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치료방법

김 용 찬

경희의대

골다공증의 골절의 임상적 중요성

-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 등의 다양한 임상 증상과 기능적인 저하가 생기게 되며 이는 추가 골절의 위험성을 올리고 

심지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함

- 하나의 골절이 발생하면 추가 골절의 위험도가 5배 증가하며, 두 개 이상의 골절이 있으면 12배로 위험도가 증가함.

- 그 결과로 후만 변형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빈도가 증가됨

- 골밀도가 2SD (standard deviation) 감소하면 골절 발생의 위험도가 4~6배 중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

- 불안정성으로 기인한 통증

- 불유합 또는 골괴사가 발생하여 동통을 동반한 후만변형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할 때

- 경피적 시술 후 합병증으로 감염, 시멘트의 이탈 등의 발생한 경우에 척추 골절로 인한 분절간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

1.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척추체 붕괴(Collapse )나 불유합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를 고려

1) 흉요추부 골절(Thoracolumbar area )

2) 중간주 침범(mid column involvement)

3) confined high intensity or a diffuse low intensity area in the fractured vertebrae on T2-weighted MR images

2. 신경학적 이상 소견 가능한 위험인자

1) 골절의 척추체 침범 범위가 넓거나 척추체 후방, 즉 중간주(mid column)을 침범한 경우

2) 추체내 분절 불안정성이(angular instability) 15도 이상

3) 척추관내 골편의 돌출로 인한 침범이 42%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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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방법

1.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   약 2~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게 골절 부위를 안정화시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 방법

-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통증의 정도, 후만증의 정도, 신경학적인 결손 여부 척추체의 침범부위와 정

도.

-   적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안정화, 전이성 종양 혹은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통증의 조절, Kummell 병변의 치료, 통증이 

심한 척추체 혈관종의 치료

-   금기증: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방출성 골절, 척추체의 변형으로 골수침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출혈성 경향이 있

는 환자, 심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 합병증: 시멘트 누출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시멘트 폐색전증

2. 풍선 척추성형술(Kyphoplasty)

- 척추 성형술과 비교하여 일부 후만 교정과 시멘트 누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

                                                Fig. 1. 풍선 척추성형술의 모식도

3. 관혈적 수술 방법(Open Surgery)

-   적응증: 척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척추의 심한 변형 혹은 척추 협착 등과 동반된 참을 수 없는 통증, 골

절된 척추의 불안정성 및 3주 손상 등 고 에너지 손상과 동반된 경우

-   주의점: 고령으로 인한 내과적 문제 동반 여부를 잘 확인하여 처치해야 하며 예후와 연관될수 있는 술후 영양상태 등도 

충분히 고려한 술전 계획 필요. 최근에는 Frailty index 등의 예후 지표 활용. 적극적 골다공증 치료 병행과 수술기구 고

정 실패 등의 예상 가능한 합병증 최소화 노력.

- 수술 전 처치: 기저 질환의 면밀한 파악, PTH와 같은 골형성 촉진제 사용, 환자 개인 맞춤형 수술 계획 수립

- 수술 후 처치: 골유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 3~4개월 간의 경성 보조기(TLSO) 착용 및 골다공증 약물 치료 병행

1) 후방 유합술

- 척추의 유합을 위해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술식

- 고정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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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o strengthen segmental instrumentation

1) Increasing points of fixation

2) Cross-links

3) Cement augmentation of screws

4) Modification of screw design

- Increased screw size

- Conical pedicle screws

- Alternative thread design

- Expandable or coated pedicle screws

5) Screw insertion technique

- Pilot hole size

- Screw tract preparation

- Bicortical fixation

- Hubbing

- Dual pedicle screw insertion

6) Alternative screw trajectory

2) 전방 유합술 및 전후방 유합술

- 유합 부위가 전주 및 중주를 모두 포함하고 이식골이 압박력을 받기 때문에 유합이 잘 되는 역학적 환경이 조성

- 후방 유합술보다 적은 분절을 유합하는 것이 가능

- 적응증: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골절, 전방 박리가 필요한 심한 기형 등이 있는 경우

- 고정 실패의 원인: 고정물이 이완되거나 이식골이나 cage의 침하(subsidence)

- 고정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직경이 큰 이식골이나 cage의 사용, 척추체의 골단판 보존

: 후방 고정 동시 시행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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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다빈도  
착오 청구 사례 분석 

김 미 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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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이 영 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전문위원 

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특성

무과실 책임주의로 과실의 정도와 유무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용어 정리

산재근로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출퇴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하는 행위 

자문의사:   보험 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의사로서, 자문의사는 산재의료 전문위원, 상시 자문의사, 

수시 자문의사로 구분한다. 

추가상병: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요양 중의 사고 

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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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요양급여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해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원칙으로 한다. 

현물급여(1종 요양비; 공단 ⇒ 의료기관) 제공

예외:   부득이한 경우(응급 진료, 의지, 보조기 간병 이송 등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 

지급(현금 급여; 2종 요양비)

범위: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간병급여가 아님에 유의)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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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신청: 

  자격: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서식: 산재보험 지정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이용)

  첨부: 신청서

      의료기관 개요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

      사업자 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자의 예금계좌통장 

공통 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종별 지정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수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지정

종합병원: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병원∙의원∙요양병원:   공통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산재보험 업무 매뉴얼; 의료기관용 6∼11쪽 참조) 배점 

합계의 80% 이상 

산재보험 관련 대표 서식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전원요양신청서

∙진료계획서

∙병행진료계획서

∙추가상병신청서

∙요양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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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정형외과 중재 사료 
(사례로 보는 의료분쟁 실태)

이 환 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제공을 목적

으로 2012 설립되어 그동안 매년 증가하는 분쟁조정 건수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분쟁조정 건수 중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정형외과 환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행위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 법개정에 따른 자동개시가 시작한 이래 정형외과는 내과 다음으로 사망,  일개월 이상 의식소실 및 중증장애에 

따른 자동개시 건수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수술 후 주요 사망원인은 수술 자체에 따른 부작용 보다는 내과적인 질환이 많으

므로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악결과를 회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원내 낙상 또는 치료 중 발생한 골절,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수술, 시술 전 설명의무, 수술 시 발생한 신경손상, 

수술 후 감염 방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및 항응고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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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해야하는 것

배 준 익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1. 진료기록부 관리

의료법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세 기록 의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추가기재나 수

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 보관 의무,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나 수정하지 않을 의무, 전

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접속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임상에서 거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수정 내역은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정보이며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법원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수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수정내역이 공개된 경우 수정 시간이나 그 내용을 근거로 수정 경위를 의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진료기록부 허위 수정이나 추가기재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진료기록부 수정 행위가 언제든지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분쟁이나 사고 발생 후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는 행위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종전 

진료기록을 구체화 하는 행위는 당연히 적절하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불리한 문구의 삭제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문구가 선별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진료기록부 전체의 진위를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의료인들이 진료기록부 허위 수정을 이유로 처벌받고 있고, 만약 자신의 기록이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지를 작성자에게 수정 지시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또한 진료기

록부 허위 수정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만약 벌금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는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는 경우, 종전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추가 내용을 기재하고 추가 사유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향

후 분쟁 발생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의 진위를 의심받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환자가 진료기록부 사본을 등사해 간 

이후 진료기록부를 수정하는 경우, 소송이나 조정 등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가진 진료기록부와 다른 내용의 서류가 제출됨

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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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의무 이행

의료법 개정으로 2017. 6월부터 소위 설명의무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조항에 따

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설명 및 수술 참여 의료인의 성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시행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하여 환자에게 설명한 후 이를 보관할 의무가 의료인에게 부여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령상 설명의무 이행과 별

도로, 우리 법원은 이미 의사의 설명의무 발생 근거와 대상 및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

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

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

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행은 의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설명의무법의 대상이 되는 수술, 수혈 및 전신마취 뿐 아니라 간단한 시술이나 주사행위로 인

해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설명의무 이행 필요성 및 그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일

례로, 경부 도수치료 후 척추동맥 박리로 인해 소뇌경색이 발생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도수치료의 주된 부작용

으로 비록 그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척추동맥 박리가 보고되어 있고, 도수치료 전∙후 환자에게 동맥 박리를 유발할 

정도이 질병이나 외상 등이 없었던 경우 도수치료와 동맥 박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환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실무상 임상 현장에서 도수치료 전 환자에게 척추동맥 박리 위험성을 고지한다거나, 동의서를 구득하는 일을 상상하기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미이행이라는 전제 하에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최대 수 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이 의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경손상, 출혈, 감염 등과 같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의료행

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서를 구득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이러한 시술이나 주사행위를 위해 앞서 본 설명의무법에

서 요구하는 수준의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둘 필요는 없고, 특정 시술을 시행하기 전 백지(白紙)에 해당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수준의 합병증을 기재한 후 환자에게 날짜,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환자의 자기결정

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환자의 녹음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역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녹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ession 3. 

비수술적 척추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Injection  ......................................................................... 한마음정형외과 고광표

vs C-arm을 이용한 Injection  ............................................................................  고신의대 김창수

프롤로를 이용한 척추치료  ............................................................................  분당차병원 안태근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척추치료  .....................................................................  군산의료원 이한솔

좌장: 원광의대 김태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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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를 이용한 Injection 

고 광 표

한마음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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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Epidural Steroid Injection and SNRB 
(Selective Nerve Root Block)

김 창 수

고신의대 

최근 수술적 치료법에 비해 비수술적 치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수술적 치료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카이로프랙틱 치

료나, 도수치료, epidural injection이 소개되었고, 최근에는 neuroplasty, necleoplasty, disc thermal modification 등의 적극

적인 비수술적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다. epidural steroid injection은 요통이나 방사통, 경부통에 효과적인 방법이였고, 최근

에도 많이 시술되고 있다. C-arm을 이용한 epidural steroid injection 방법과, Selective Nerve Root Block 에 대해 소개하고

자 한다. 

Lumbar spine epidural steroid injection 

간편하게 이용하였던 방법으로 Interlamina epidural steroid injection 이 있다. 특별한 guided 없이 가능하고, 시술 시 환자

가 피부 관통에 의한 통증 외에 다른 불편감은 호소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허리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에 관련된 여러 

신경들이 척추공 앞쪽에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interlamina approach 는 약물의 전파가 dura의 posterior surface 에만 집

중되어 실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ventral surface 에는 적은 농도의 약물이 퍼진다1. Transforaminal approach 를 통한 block 을 

시행하였으며, 이 방법이 ventral surface 에 효율적으로 많은 약물을 보낼 수 있다1-3. 또한 caudal approach 를 통한 epidural 

injection은 interlamina approach 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증상의 원인인 level에 직접 주사가 안되

며, sacral hiatus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L4/5 epidural space 까지는 약물 전달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4,5. 효율적인 전

달법이 될 수 있는 transforaminal approach 는 다음과 같다. 

Lumbar Transforaminal injection.

1. Level을 confirm 한다. 

2. C-arm을 해당 level의 하부 요추체 상부 endplate에 평행을 맞춘다. 

3. 시술 부위(우측 혹은 좌측)로 C-arm을 rotation 하여 “safe triangle”을 확인한다. 

4.   Needle 을 방사선에 평행하게 진행하여 superior articular process 바깥쪽, pedicle 하방에 위치시킨다. 안전을 위해서

는 two needle technique도 상관없다. 

5. 조영제를 주입하고 myelography 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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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al 1st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1. C-arm의 beam을 머리쪽으로 향하게 하여, sacrum의 upper endplate와 평행하게 맞춘다. 

2.   Sacrum의 1st pedicle을 확인하면, 그 직하방에 2개의 foramen 이 존재하는데, 큰것은 anterior foramen이며, 작은 

foramen을 target으로 한다. 

3.   Needle 의 방향은 lateroinferior에서 superiomedial로 진행하며, 이때도 안전을 위하여 two needle technique을 이용할 

수 있다. 

4.   조영제 주입 후 myelography를 확인한다. 

Selective nerve root block 

MRI와 임상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에 미량의 마취제를 direct injection을 하는 것으로 진단목적이나 수술 예정 환자에

서 level 확인을 위해 시행한다. Transforaminal injection의 경우 Dexametasone 1cc에 saline 3cc, bufivacain 2cc를 혼합하

여 총 6cc를 injection 하며, selective nerve root block 은 lidocain 0.25cc 와 0.25cc를 혼합해서 총 0.5cc 시행한다. Needle

의 위치는 safety triangle (pedicle 하방)에 위치시키기 보다는 exiting rootlet area (safety trianglec inferolateral area)에 위

치하여 root irritation sign을 확인하고 결정한다. 조영제 주사 시 대부분 peripheral로 흘러버리는 양상을 보인다. 

결론 

C-arm guided 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은 기존의 blinded epidural injection에 비해 효과적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위치에 약물을 보낼 수 있으며, 정확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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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를 이용한 척추 치료

안 태 근

차의대 분당차병원 

 

 

요통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기계적인 스트레스이다. 사소한 외상이나 반복적으로 척추에 가해 지는 근

육 손상, 긴장 그리고 인대의 염좌는 요통의 원인의약 70%를 차지한다.여러 기계적 원인 중 특히, 인대의 이완 및 손상은 요

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골과골을 연결하는 인대는 여러 가닥의 섬유성 결체조직이 서로 얽히거나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인대는 급성 및 만성 혹은 지속적 손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들은 인대의 이완을 유발하고 결국 그 

인대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인대의 손상은 특히 인대가 골에 직각으로 부착되는 섬유골부착부(fibro-osseous junction)

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Hackett등은 섬유골부착부위에서 인대의 손상이흔하며 이러한 손상은 정상보다 적은 부하에서 인대

섬유가닥의 이완 및 찢어짐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Panjabi도 요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척추 인대, 섬유륜, 후관절 관절낭 등에서 많은 수의 기계적 수용체(mechanoreceptor)들이 

존재하는데 이 기계적 수용체들은 우리 몸의 신경근육 조절단위(neuromuscular control unit)에 정보를 전달하여 척추의 안

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상기 부위의 섬유성 조직이 만성적인 부하, 굽힘 스트레스, 미세손상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기계적 수용체에 자극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이 발생한다. 이러한 근육의 비정상

적인 과도한 수축은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후관절 및 디스크에도 추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척추의 섬유성 조직인 

인대, 추간판의 섬유륜, 후관절의 손상이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대의 손상은 통증과 연관이 있다. 인대에서 기원한 통증은 각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의 제어가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근육 수축은 인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인대 손상은 각 인대가 담당하고 있는 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불안정성 또한 환자의 기능과 활동제한의 원인이 된다. 인대의 손상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 유발이 

될 수 있지만 자세나 활동에 의해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임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앞쪽으로 구부정한 자세는 장

요인대, 천극인대, 천결절 인대에 부하를 야기하고 크리프(creep)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하부 요추와 

천장관절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구부정한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육은 회복되지만 그렇지 

못한 인대는 일상 활동 정도의 부하에도 손상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인대 조직에는 신경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하여 미세

한 손상도 심한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대는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빨리 늘어날 때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통증이 더 자주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 인대 손상은 손상 부위에

서 통증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손상 부위와 동떨어진 부위에 연관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 Hackett

은 인대내로 직접주사를 시행하여 주사시 발생하는 연관통의 패턴을 연구하였고 천장 관절 주변의 요천추부의 인대중 장요

인대는 사타구니와 생식기, 내측 대퇴부로의 연관통을 유발하며 후방 천장인대는 둔부, 대퇴부, 하지 및 족부로의 연관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천극인대 및 천 결절인대도 대퇴부부터 하지 및 족지까지 연관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요천추부의 

인대의 연관통의 패턴은 좌골신경의 주행경로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콜라겐은 인대의 건조중량의 70-8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1형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다. 콜라겐 이외에 인대를 구성하

는 성분에는 엘라스틴, 당단백질, 단백질 폴리사카라이드, 당지질, 섬유세포 및 물이 있다.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느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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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보이며 평균 반감기는 300-500일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린 교체율은 인대 손상시 회복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다. 또한 인대 조직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저혈관성 조직으로 치유가 잘되지 않는다. 인대 조직도 손상 시 다른 조직과 비

슷하게 시간 경과에 따라 염증기, 증식기, 재생기, 조직 재형성기를 거쳐 치유가 되며 손상의 정도에 따라 치유 과정이 종료

될 때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과정이 종료가 되어도 인대는 손상 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되

지 않으며 손상 전의 길이와 힘을 회복하지 못하여 생역학적으로 이전보다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요천추부 통증의 중요

한 원인인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1956년 George Hackett이 근골격계에 적용한 치료법이 증식치료(prolotherapy) 이다. 

아직까지 증식치료의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증식치료는 정맥류가 있는 곳에 자극제를 주입하여 염증 반

응 및 결체 조직 증식을 유도하여 정맥을 막히게 하는 경화치료(sclerotherapy)에서 유래하였다.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증식

제로는 기전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고삼투압 제제(예, 고농도의 덱스트로스)

2) 화학적 자극제(예, 페놀)

3) 미립자(예, 부석가루)

4) 주화성제제(예, sodium morrhuate)

 

이 중 고농도의 덱스트로스는 주사 부위 세포들을 탈수화 시키고 국소 외상을 유발하며 이는 과립구와 대식세포를 모으

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성장인자의 분비와 콜라겐 축적을 통하여 치유를 촉진시킨다. 임상에서는 12.5~25% 덱스트로스

(Dextrose)가 가장 흔하고 안전하게 사용된다. 덱스트로스는 수용성이고 우리 혈액의 정상 구성 성분이며 많은 양을 여러 

부위에 주사해도 안전한 이상적인 증식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요천추부위의 통증을 흔하게 유발하는 인대가 증식

치료의 목표점이 되며 여기에는 극간인대, 장요인대, 후방천장인대, 천극인대, 천결절인대, 척추 후관절낭이 포함된다. 일반

적으로 20게이지, 2.5인치의 척추 바늘이 흔히 사용되며 인대에 접근하기 위해 바늘은 뼈와 접촉할 때까지 삽입해야 하며 플

런저를 후퇴시켜 혈액이 흡인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늘의 자입점당 0.5~2.0 ml의 용액이 주입된다. 종종 단입 삽입

점에서 바늘을 여러 방향으로 재배치하여 한번의 삽입으로 인대의 여러 곳에 증식제의 주입이 가능하다. 보통 한 회의 증식 

치료당 10~30 ml의 용액이 주입된다.

현재까지 만성요통에서 증식치료를 시행한 무작위대조 연구는 5개가 보고 되어있다. Mathew 등은 만성요통환자 22명에 

대하여 16명의 실험군에게는 증식치료를 시행하고 6명의 대조군에는 위약을 주사하였다. 증식제로는 덱스트로스 10%, 글

리세린 10%, 페놀 1% 및 프로카인 0.3%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요천추부 인대 중 압통이 있는 곳에 2주 마다 

10 ml 씩 3회의 세션의 증식치료를 시행하였다. 3개월의 경과관찰에서 실험군 16명 중 10명(63%)이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

였고 대조군에서는 6명 중 2명(33%)이 임상적 호전을 보이면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6개월, 12개월 경과 관찰에서는 그룹

간에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Ongley 등은 82명의 만성요통환자를 무작위로 증식치료군 40명과 대조군 42명으로 배정하

였다. 실험군에서 증식제로는 덱스트로스 12.5%, 글리세린 12.5%, 페놀 1.25% 및 리도카인 0.25%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매주 20 ml의 용액을 요천추부 인대에 6회에 세션에 걸쳐 주입하였다. 50 mg의 트리암시놀론의 중둔근 주입과 

강한 도수치료를 실험군에 시행하였고 대조군에서는 리도카인 0.5%를 중둔근에 주입하고 약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 모두에서 굴곡 신전 스트레칭을 시행하였고 6개월 관찰 결과상 실험군의 88%에서 50% 이상 임상적 호전이 있었던 반

면 대조군에서는 39%만이 50% 이상의 임상적 호전을 보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함께 시행된 다른 

치료들로 인하여 증식치료 단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Klein 등은 79명의 만성요통환자를 무작위로 증식

치료군 39명과 대조군 40명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에서 증식제로는 덱스트로스 12.5%, 글리세린 12.5%, 페놀 1.2% 및 리

도카인 0.5%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매주 30ml의 용액을 요천추부 인대에 6회에 세션에 걸쳐 주입하였다. 대



www.spine.or.kr / 49

|  Session 3. 비수술적 척추치료 |

조군에서는 식염수 0.45% 및 리도카인 0.25 %를 함유하는 용액을 주입하였다. 6개월 경과관찰상 임상적으로 50%이상 호전

이 있었던 환자의 비율은 실험군에서 77%, 대조군에서 53% 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Dechow 등은 74명의 

만성요통환자를 무작위로 증식 치료군 36명과 대조군 38명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군에서 증식제로는 덱스트로스 12.5%, 글

리세린 12.5%, 페놀 1.2% 및 리도카인 0.5%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매주 10 ml의 용액을 요추 4번과 5번 인대

에 3회에 세션에 걸쳐 주입하였다. 대조군에서는 식염수 0.45% 및 리도카인 0.5 %를 함유하는 용액을 주입하였다. 6개월 경

과관찰상두 군 간에 임상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Yelland 등은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만성요통환자 110명을 다음과 같은 4가

지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1)운동치료와 함께 증식치료를 시행한 군(n=28), 2) 운동치료 없이 증식치료만 시행한 군

(n=26), 3) 운동치료와 함께 위약 주사치료를 시행한 군(n=27), 4) 운동치료 없이 위약 주사치료를 시행한 군(n=29). 실험군

에서 덱스트로스 20%, 리도카인 0.2%로 구성되어 있는 용액을 요천추부 인대에 30 ml씩 2주간격으로 6회에 걸쳐 주입하였

고 대조군에서는 식염수 0.9%를 같은 부위에 같은 간격으로 주입하였다. 12개월 경과 관찰상 50% 이상 통증의 감소가 있었

던 환자의 비율은 증식치료 군에서는 46%, 대조군에서는 36%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운동 유무에 따

른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증식치료의 이론적 배경 및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증식치료에서 저자들 마다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아직까지 표준화되

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시행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종합해 보면 증식치료군이 좀 더 우수한 임상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는 통계학적으로 명확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 요천추부의 만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

에서 정확한 촉진과 함께 해부학 적으로 손상이 의심이 되는 인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증식 치료를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보

존적 치료 수단의 하나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추 후에는 임상적인 효과 입증 및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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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척추치료 

이 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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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rtal Endoscopy for Central Stenosis

박 상 민

서울의대

서론

요추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은 어떠한 원인

에 의해 척추관, 신경근관, 혹은 추간공이 좁아져서 요통, 하지방사통, 신경학적 파행 등의 여러 신경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퇴행성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는 갑압술이 기본적인 수술법이며, 유합술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

은 수술 부위 큰 절개선을 가지고 후궁을 노출시키기 위해 척추 주위 근육을 박리하게 되어 정상조직의 많은 손상을 준다. 

최소 침습적 수술법은 작은 절개선을 통해 정상 구조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과 입

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대부분은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이 척추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Biportal endoscopy)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술 

시야가 선명하고 넓으며, 기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양방향 내시경은 두 개의 입구를 통해 수술 기구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고 보다 넓

은 시야의 확보가 가능하다. 내시경은 새로운 장비의 구입 없이 기존의 관절경 및 척추 수술 기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다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수술방법

수술기구 세팅

수술기구는 관절경의 기본적인 기구인 Camera system, light source, shaver, recorder, monitor, pump, scope (0 혹은 30

도), fluid line, light cable, RF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척추 수술에 사용하는 Kerrison punch, pituitaries, high-speed 

burr, probe, elevator 등이 필요하다. 물은 생리식염수 bag을 이용하는데 자연 중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가능한 최소의 압력

으로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30 mmHg의 압력으로 시행한다. Bipolar RF cautery는 가능한 coagulation mode 로만 사용하며 

Arthrocare인 경우에는 “2” 이하로, VAPR인 경우에는 40이하로 세팅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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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관절경 기구들.

                                     Fig. 2. 양방향 척추수술을 위한 기구들.

환자 자세 및 수술 세팅

수술은 가능한 전신 마취하에 시행을 하며 복와위 자세에서 시행한다. 고관절을 가능한 굴곡시켜 요추부의 전만을 감소시

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다. 드랩을 시행한 상태에서 좌측에 scope 장비를 우측에 shaver와 bipolar RF 장비를 설치한다. 

수술시 관류용 식염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주로 외과의 반대쪽에 

설치한다. 환자 자세를 잡은 후 c-arm 영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표시한다. 

 

Fig. 3. 수술시 환자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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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ls

두 개의 입구를 만드는 데 입구 중 하나는 viewing portal로 다른 하나는 working portal로 사용된다. 각 입구는 약 1 cm

정도의 크기로 만들며 입구의 위치는 시행하는 외과의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행하는데 저자의 경우 최대한 극돌기에 붙여서 

만들며 두 입구 사이는 1~1.5 cm 정도 떨어지게 만든다. 환자의 좌측에서 수술을 시행할 경우 viewing portal은 머리 쪽에, 

working portal은 다리 쪽에 위치하게 하며 working portal의 위치는 추궁간 공간에 위치하도록 한다.

 

Fig. 4. Portals.

Working space

두 개의 입구를 만들고 난 후 working portal을 이용해 cobb elevator를 삽입하고 근육들을 골성 조직으로부터 박리하여 

수술공간을 만든다. 공간을 만들 때 근육을 잘 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박리시에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 후 RF를 이용하여 지혈을 해야 한다. 이 공간은 충분히 커야 후궁절제를 할 수 있지만, 너무 크다면 정상 조직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수술 후 허리근육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30도 Endoscope의 시야

많은 외과의들이 0도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30도 내시경도 익숙해지면 동측과 반대측을 보는데 상당히 유리하

다. 

 

Fig. 5. 30도 내시경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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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판 절제

후궁판 절제는 기존 현미경 수술과 동일하게 수술을 한다. Burr와 punch를 이용하여 주로 제거를 시행하며 단일 후궁판 

절제 및 양측 감압술을 시행한다(Unilateral laminectomy and bilateral decompression). 후궁판 절제를 시행할 때 골성 출혈

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bone wax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게 된다.

 

Fig. 6. 동측 후궁판 절제.

황색인대 제거

후궁판을 절제한 후 나오는 황색인대를 일괄로 혹은 단편적으로 제거한다. 황색인대 제거 전 상부경계, 하부 경계, 외측 

경계를 probe등을 이용하여 먼저 박리한 후 제거한다. 황색인대를 제거할 때는 경막외 혈관의 노출로 인해 출혈이 많이 발

생하며, 이때는 RF를 이용하여 지혈을 시행한다. 황색인대는 일반적으로 동측의 황색인대를 먼저 제거한 후 반대측 황색인

대를 제거한다. 

 

Fig. 7. 동측 황색인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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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반대측 황색인대 제거.

마무리 

수술을 모두 시행하고 나면, 배액관을 넣어 출혈과 잔여수액이 배액관을 통해 나오도록 한다. 수술 후 신경학적 평가를 시

행한 후 조기보행을 시켜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퇴원조치를 한다. 

임상적 결과

양방향 내시경에 익숙해지는 것에는 어느정도 학습곡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내시경과 수술 기구 사이의 익숙함이 필요

하다는 것이며 기존 관혈적 수술에 비슷한 수술시간이 걸리는데 대략 58개 정도의 수술 개수가 필요하다. 특히 0도 보다 30

도 내시경이 익숙해지는 데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Fig. 9. 양방향 내시경 학습곡선.

양방향 내시경의 임상적 장점은 수술 직후 통증이 기존 현미경 수

술 방법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수술 후 약 2일째 까지는 현미경적 

방법에 비해 통증이 적었으며 입원 중 fentanyl 사용량도 현미경적 

방법에 비해 적었다. 하지만 그 외 수술 합병증은 차이가 없었으나, 

수술 후 배액량은 현미경 방법에 비해 많았다.

 
        

                                                   Fig. 10. 수술 부위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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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1년째 임상적 결과는 현미경적 방법에 비해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추시관찰 중의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에서도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현미경적 수술 방법이 비할만 하며 임상적 결과도 유사하였다. 

Fig. 11. 수술 후 1년간의 ODI score.

결론

양방향 내시경은 두 개의 입구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관절경의 시

야가 선명하고 넓어 기존 현미경 보다 시야확보가 더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연부조직의 손상이 적어 수술 직후의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현미경 수술에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임상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추후 현미경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술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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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Lumbar 
Foraminal Stenosis: Propping mechanism and 

Approach decision

최 대 정

힘내라병원 

Lumbar foraminal stenosis is relatively more common as 11~21%, and it is affected by various anatomic factors such 

as degenerative scoliosis, segmental scoliosis with unilateral disc height collapse, facet subluxation in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far out syndrome(FOS) at the L5-S1. However, it has been easily neglected or less mentioned 

clinically when it is combined with central stenosis. Decompression with fusion and instrumentation uses a cage to 

support the disc space, and it can increase foraminal dimension to decompress foraminal stenosis. Decompression-only 

for foraminal stenosis has been tried by endoscopic spine surgery to do direct decompression and escape fusion surgery. 

To access the foramen using endoscopic spine surgery, transforaminal approach(TFA) and contralateral approach(CLA) 

are reported as approaches. But not yet the debate has been well described about the merits and decision criteria 

between the two approaches. 

To choose a better optimal approach between them, TFA and CLA, we should know the various pathologies and 

anatomic physiologies about the foraminal structures. The SAP is the key structure in foraminal stenosis. It has two planes, 

lateral plane which supports isthmus portion on normal disc height and the junction between transverse process and 

isthmus(TP-Isthmus junction) on disc height collapse. SAP lateral plane and TP-Isthmus junction can work as propping 

mechanism outside of the facet to stabilize the degenerated facet joint. It is located at the lateral and dorsal side where 

the exiting root could not be irritated. SAP lateral plane is not real pathology, directly associated with foraminal stenosis 

compressing the exiting root. The ventral plane of SAP is a real pathologic structure, which is located at the ventral portion 

of foramen where it must compress the exiting root. On TFA, the SAP lateral plane should be resected first and then the 

ventral plane could be accessed. So, TFA has a potential risk of loss of propping-outside of the facet and there must be 

creeping subsidence with consequent restenosis of foramen with subpedicular kinking of the exiting root and aggravating 

symptomatic FOS from dormant state. CLA can avoid loss of SAP lateral plane and keeping propping mechanism of the 

facet. And it can directly access to the SAP ventral plane, real pathology compressing the exiting root, and decompress 

foramen successfully. But in the case of facet hypertrophy with cortical thickening and widening of the pedicle and 

higher risk of subpedicular kinking, there could be incomplete foraminal decompression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subpedicular cortical resection and inaccessible to far-out region over the extraforaminal area through CLA.

Approach decision between TFA and CLA for L5S1 foraminal stenosis needs understanding of various pathology and 

anatomic location and reasonable accessing to the pathologies with preserving propping mechanism of the SAP later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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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rtal Endoscopic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BE-TLIF)

박 현 진

한림의대 

I. Background 

최소 침습 현미경적 요추 후측방 추체간 유합술(Minimal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MI-TLIF)은 

후측방으로 접근하여 관상형 견인기(tubular retractor)를 이용하여 수술 시야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요추부 주변 근육의 손

상을 최소화하고 출혈을 줄이고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감소, 수술 후 회

복 속도 향상, 수술 직후의 입원 기간 감소등의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후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PLIF)과 비교하여 열등하지 않은 유합률과 비슷한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MI-TLIF는 관상형 견인기 시스

템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며 충분한 신경감압 및 추체간 이식술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MT-

TLIF이 상대적으로 긴 수술 시간, 더 높은 재수술 및 재입원률을 보이며 하드웨어 관련 합병증, 신경근 손상 발생률이 더 높

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최근에 발전중인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은 두개의 독립적 인 portal을 통해 수술 시

야와 수술기구가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요추 추간판 절제술, 요추부 후방 감압술을 시행할 때 관상형 

견인기를 이용한 미세 현미경 수술과 비교하여 나쁘지 않은 임상결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미세현미경 수술에 

비해 빠른 회복과 짧은 재원기간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어 이를 요추 추체간 유합술에 적용하여 유합술의 시행 

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Surgical procedure

1. Drawing portal 

TLIF을 위해서 해당 분절의 Total facetectomy를 하고 케이지 삽입을 하

기 때문에 척추경의 바깥면을 따라 portal을 만든다. 한 portal에서 척추경 

나사 삽입과 케이지 삽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portal의 방향은 횡축으로 

만드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척추경의 바깥면을 따라 장축으로 만들어도 한 

portal에서 나사 삽입과 케이지 삽입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2. Posterior decompression 

내시경 시야 확보후에 해당 분절 후관절의 관절면을 확인 후 chisel과 burr등을 이용하여 total facetectomy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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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TLIF과 같이 동측의 Inferior articular process (IAP) 제거 후 Superior articular process (SAP) 일부 제거

하여 ligamentum flavum을 노출 시키고 ligamentum flavectomy를 시행하며 scope을 반대쪽으로 기울여 반대측 

decompression도 시행한다. 

3. Discectomy, disc space preparation

케이지 삽입을 위해 동측으로 facetectomy를 연장하여 동측의 traversing root와 exiting root를 확인 하고 케이지 

삽입을 위한 수술공간을 확보한다. 

  

    < Identified Traversing & Exiting root >

충분한 공간 확보후에 기존의 유합술과 동일하게 endplate 

preparation을 시행한다. 내시경 척추 수술의 경우 내시경이 추간

판 사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합술 방법과 달리 

preparation이 잘 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Endplate preparation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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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ne grafting & cage insertion

자가골 이식시 기존의 깔때기 모양의 관을 넣고 잠시 내시경을 빼고 이식골을 넣으면 되겠으며 관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C-arm으로 확인한다. 기존의 portal 사이로 하나의 작은 portal을 추가로 만들어 root retractor를 삽입하

여 경막을 보호한 후 C-arm과 내시경으로 케이지의 위치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삽입한다. 

        

5. Percutaneous posterior instrumentation

기존의 percutaneous posterior instrumentation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는데 동측의 screw는추가적인 절개 없이 삽입 

가능하다. 

III. Technical TIps

1. 환자의 위치에 따른 viewing portal의 재배치-추가 portal의 사용

Prone position에서 하부 요추의 유합술을 시행 할 때 disc space의 방향은 caudal 을 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C-arm

을 이용하여 미리 portal의 위치를 조정하고 cage가 들어갈 각도를 파악한다. 우측의 경우 대부분 working portal의 방향대

로 cage를 삽입 할 수 있으나 좌측의 경우 disc space의 방향과 working portal의 뱡향이 반대가 될 수 있다. Cage를 삽입하

기 위해 cage의 손잡이를 머리쪽으로 기울이면 camera와 충돌하게 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이 때 양손을 바꾸는게 가

장 쉬운 방법이지만 왼손의 사용이 익숙치 않은 술자는 viewing portal을 medial 쪽의 추가 portal을 이용하여 camera를 삽

입 후 기존의 viewing portal에 root retractor를 넣어 exiting root를 보호한 후에 cage를 disc space 방향에 맞게 기울여 삽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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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도 scope의 사용

Decompression 만 시행할 시에는 30도 scope의 사용보다 0도 scope으로 해부학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쉽고, 

decopmression만을 위한 시야는 0도 scope으로 충분히 파악되나 fusion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다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Epidural space와 disc space에서 Contra lateral side를 보기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cage 삽입시 cage로 인해 시야가 가려졌

을 때 30도 scope을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3. Extraforaminal approach (Ex-TLIF) using multi-portals 

일반적인 TLIF은 facet joint를 제거 하고 상부 요추의 IAP를 제거 한 후에 하부 요추의 SAP를 제거 하여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pedicle에서 보다 medial에서 주요 술기가 진행되는 경우 일반적인 TLIF cage는 충분히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convetional techniique에 비해 autobone이 많지 않고, bone graft material이 continuous irrigation으로 인해 wash out될 

수 있는 BETLIF의 경우 일반적인 TLIF cage 하나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cage subsidence 및 유합률에 있어 좋지 못한 결과

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근 large cage를 이용한 BETLIF 방법이 고안되고 있고  traversing root와 exiting 

root사이의 거리를 내시경 하에서 측정하고 16 m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40×15 mm 이상의 큰 사이즈의 cage를 

비교적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다. 이는 revision surgery이나 central stenosis 가 심하지 않은 양측 forminal stenosis 환자에

게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쪽 decompression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portal을 사용하여 central 및 contra lateral 

decompression을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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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aop endoscopic view : ExTLIF using Multi-portals

 

IV. Conclusion

BE-TLIF은 향후 최소 침습적 척추 유합술 방법의 하나로서 발전이 기대되며 수술 술기의 발전을 비롯하여 수술의 합병증

을 줄이고 임상결과를 높이기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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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rtal Endoscopic Surgery for Cervical Spine 

정 석 봉 

진주본병원 

배경  

지금까지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로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현미경적 추간공 확장술 및 디스

크 제거술 그리고 uniportal 내시경을 이용한 후방 감압술이 대표적 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현미경적 후방 감압술의 경우 

경막외 출혈에의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uniportal 내시경의 후방감압은 숙달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

방향 내시경 수술법으로 경추 추간공확장술과 디스크 제거술은 적은양의 출혈과 넓은 시야,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요추

의 추간판 제거술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 할수 다는 장점이 있고 매우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인다. 

단 경추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아직 많은 척추 의사들이 익숙하지 않은 술기임으로 요추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숙달

하고 나서 경추 수술을 시행한다.

목적 

경추 추간판 질환 환자에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환자 체위, 피부 절개, 수술 방법 등을 임상적인 예를 통해 보여준다.  

방법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수술 방법으로 수술한 경추 추간판 질환 을 갖고있는 149명으로 172분절을  수술 하

였다. 

기존의 경추수술기구 와 함께 30도 관절경을 사용하였다. 영상 통로 와 작업 통로 가 2~3 cm 간격으로 위치하고 측면관절 

에 10~20도 각으로 기구를 삽입하고 생리 식염수가 수술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류 할수 있도록 한다. 상부 경추 와  하부 경

추가 신경근과  디스크의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수압의 경우 생리 식염수의 높이에 따른 방법과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데 펌프를 이용하는 경우 30 mmHg를 넘지 않도록 한다.  측면관절의 내측 면의 1/2을 제거하

여  효과적은 디스크제거술과 충분한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했다. 

수술후 2개월 후 임상결과를 평가 했고, 결과는 후방 경부통과 상지 통증을 VAS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환된 근육의 근

력을 평가하였다. 

결과 

149명을 환자중 수술후 1 주일 째 VAS는 평균 7에서 1로 감소 하였고 상지 통증도 8에서 1로 감소하고 상지 근력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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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한 환자가 흉추 부위로 관주물이 삽입되어 4 주간 하지 근력이 약해진 합병증이 있었고 다른 한명의 환자가 불완전

한 감압으로 전방감압 및 유합술을  받았다.  장기 추시 및 연구는 진행해야 한다.  

결론  

경추의  양 방향 내시경 수술은 확대된 시야와 양손의 자유로은 움직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 법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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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UnicornTM-S

Ti Cages (VariAn, Dynamic) WavefleX

Zenius  & Iliad PEEK Cages (EP, LP, C7, Taurus)

Porous Ti Cages (Medussa ) ArteMIS



Tel 02-3447-9660 Fax 02-3447-9667

http://wsi-healthcare.com

서울┃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길 31, 3/4층

대구┃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5층

부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503호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정(207mg) 중 에페리손염산염(별규) 75.0mg  ▒  성상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  ▒  효능•효과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 경견완증후군, 견관절주위염, 요통  ▒  용법•용량  이 약은 서방성 정제이므로 분쇄하거나 분할 또는 씹지 않고 전체를 복용한다. 성인 : 

1일 2회, 1회 1정(에페리손염산염으로서 75mg) 식후 경구 투여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자세한 내용은 명문제약 홈페이지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pesinSR Tab. (Eperisone HCl)

에페신SR정

최초 서방제형 출시

근이완제 1위 

전체 근이완제 1위 성분
(UBIST. 2019년 122근이완제 제품별, 성분별 처방조제액)

에페신SR정

1일 2회 개량신약

More than Eperisone.
Epesin SR Tablet (Eperisone Hydrochloride 7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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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YNTA ER tablets 타펜타돌염산염

50mg, 100mg, 200mg

뉴신타서방정 50 mg, 100 mg, 200 mg (타펜타돌염산염) [최근 허가사항 변경일 : 2020. 09. 21]
[제품 요약정보]
[효능효과] 장시간 지속적인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만성 통증의 완화 [ 용법용량] 1일 2회 약 
12시간 간격으로 투여.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환자의 경우 1회 50mg로 치료를 시작하며, 이
전 마약성 진통제에서 전환 시에는 이전 약물의 특성, 효력 및 평균 1일 용량을 고려하여 투여. 용량적정이 필요 
시 1일 2회 투여를 유지하면서 3일 간격으로 50mg씩 증량하며, 1일 용량 500mg를 초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
음. [ 경고] 1) 남용가능성: 다른 μ-아편양 수용체 작용제 활성이 있는 약물과 마찬가지로, 이 약은 남용 가능성
이 있다. 2)고용량 또는 μ-아편양 수용체 작용제에 민감한 환자들에서 이 약은 용량 관련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3) 임신중 이 약을 장기사용한 경우 신생아에게 금단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 투여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mu-아편양 수용체 효현제 활성이 있는 약물이 금기인 경우: 중증의 호
흡 억제 환자, 급성 또는 중증 기관지천식 환자, 고탄산혈증(hypercapnia)환자 3) 마비성 장폐색증이 있거나 의심
되는 환자 4) 알코올, 수면제, 중추작용성 진통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급성 중독 환자 5) MAO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이를 복용했던 환자 [ 신중투여] 1) 신장애 환자 2) 간장애 환자 3) 저혈압 환자 
4) 급성 췌장염을 포함한 담도질환 환자 5) 호흡저하 환자 6) 두부손상, 뇌종양 환자 등 두개내압 상승 가능성이 
있는 환자 7) 발작장애가 있는 환자 8) 임부 및 수유부 [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수입판매원] ㈜한국얀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품 허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전문의약품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5층 TEL: 2094-4500  http://www.janssen.com/korea 

※’NUCYNTAⓇ’와 ‘뉴신타Ⓡ’는 Grunenthal GmbH의 등록 상표이며, ㈜한국얀센은 허가된 상표 사용권자임.

※독일 Grunenthal GmbH로부터 라이선스 받음

POWERFUL ANALGESIA

 with Better GI Tolerability*

Reference: 1. Baron R, Martin-Mola E, M¡¡ller M, et al. Pain Pract 2016 Jun;16(5):600-19.

 * : Incidences of constipation and vomiting were significantly  lower (P ≤ 0.045) with twice daily Tapentadol PR 50 mg (n=130) than  
oxycodone/naloxone PR 10 mg/5 mg (n=128), in a 12-week, randomized, open-label phase 3b/4 trial in patients with severe  CLBP

GI : Gastrointestinal 
CLBP : Chronic low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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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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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월 23일 (일) 08:45~16:00

장소: 온라인 
               (url: http://www.spine.or.kr/abstract/2022_win_lec/info.html)

주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대한척추외과학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본관 6층 정형외과 의국 6215호   

■ TEL: 02-831-3413  ■ E-mail: kors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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