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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ebroplasty, and Balloon Kyphoplasty in Patients with Acute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in South Korea
124

134
Pyoeng Gyun Choe

A Review of COVID-19-related Spine Research

135
Hyung-Youl Park

Perspectives of Spine Care in the Pandemic Situation

136
Kwang-Sup Song

Hee-Jung Son, Chang-Nam Kang, Sung Hoon Choi,
Dong Ryul Heo, Ji Won Jung, Myeong Geun Lee, In Cheol Kuk

20F-034 The Effects of Cement Leakage and Configuration on the
Incidence of Adjacent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fter
Vertebroplasty or Kyphoplasty
125
Jeong Bong Kim, Jong Min Baik, Young Hyun Yoon, Deuk Soo Jun

20F-014 Significance of Postoperative Sagittal Balance in Cervicothoracic
(C7-T1) Fractures and Dislocation According to the Surgical
Method
126
Whoan Jeang Kim, Seong Ho Park, Hyun Min Shin,
Dae Geon Song, Jae Won Lee, Shann Haw Chang,
Kun Young Park, Won Sik Choy

Concurrent Session: Spine Pain
Anatomy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acet Joint

137

Ji-Won Kwon, Yung Park, Joong-Won Ha, Sahyun Sung,
Soo-Bin Lee, Hwan-Mo Lee, Seong-Hwan Moon, Byung Ho Lee

Cervical Facet Joint Syndrome

138
Seung-Pyo Suh, Joo-Young Kim

Lumbar Facet Joint Syndrome

140
Young-Tae Kim, Yung-Hun Youn

Interventions and Surgical Treatment for Facet Joint Syndrome

141

Chang-Su Kim

Concurrent Session: Deformity

A Symptomatic Approach to Postoperative Pain

Team Approach to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From Preoperative
Risk Assessment and Prevention to Postoperative Care
127

142
Jae-Ryong Cha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by Anesthesiologists

143
Ho-Jin Lee

Jung-Hee Lee. Ki-Tack Kim, Kee-Yong Ha,
Yong-Chan Kim, Kyung-Chung Kang, Ki Young Lee,
Joonghyun Ahn, Sang Kyu Lim, Hae Sung Lim

Recent Updates in Critical Care after Complex Spine Deformity Surgery
128

Concurrent Session: Cervical Spine

Ho Geol Ryu

Acute Postoperative Critical Care in Complex Spine Deformity Surgery
129
Chi-Min Park

NSAID Treatment Safety for Cardiovascular and Bleeding Risk in Korean
Population
130
Cheol Ung Choi

Multicenter Research Conducted by the Spine Deformity Research
Society
131
Se-Jun Park

Suggestions for a Multicenter Registration Study for Adult Spinal
Deformity
132

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Hirayama Disease

133

Chang Ju Hwang

145
Jae Jun Yang

Multifocal Motor Neuropathy

146
Gun Woo Lee

Differential Diagnosis of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d Guillain-Barré syndrome
147
Young Nam Kwon

Intraoperative Management of Posterior Dural Tears/Defects

148

Jin S. Yeom, Haolin Zheng

Young-Hoon Kim

Sub-society Suggestions: Pediatric Spinal Deformity Committee

144
Min-Woo Kim

Vertebral Sliding Technique

149
Dong-Ho Lee

Two-leve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150
Moon Soo Park

Two-leve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151

Free Paper: Cervcial II

Kyeong Hwan Kimk

Debate on Two-level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Hybrid Onelevel ACDF and Onelevel ADR
152
Byung Wan Choi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153
Kyung-Chung Kang

20F-046 Is the Degree of Cervical Foraminal Stenosis Related to the
Severity of Pain and Disability of the Neck and Arm?
162
Han-Dong Lee, Chang-Hoon Jeon, Nam-Su Chung,
Hee-Woong Chung, Ki-Hoon Park

20F-083 Diagnostic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10-Step Tandem Gait for
Patients with Degenerative Cervical Myelopathy
163
Kyung Chung Kang, Jung Hee Lee, Ki Tack Kim,
Yong Chan Kim, Jong June Park, In Uk Hwang

20F-013 Bicortical Laminar Screws for Posterior Fixation of the Subaxial
Cervical Spine
164

Plenary Session: Honorary Lectures

Woo-Kie Min, Eugene J. Park

Future of Spine Service

154
Byung-Joon Shin

20F-009 Clinical Outcomes and Course of Retro-odontoid Masses After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165

Invited Lecture: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for Adult Spinal
Deformity
154

Jae-Won Shin, Kyung-Soo Suk, Hak-Sun Kim,
Jae-Ho Yang, Byung-Ho Lee, Jin-Oh Park, Sang-Jun Park,
Sub-Ri Park, Sun-Kyu Kim, Jane F. Garcia

Seung-Won Park

Free Paper: MISS

Plenary Symposium I
장애 판정 기준 개정의 필요성

155
Sung-Soo Kimn

장애 판정기준 개정 내용

155
Deuk Soo Junn

Free Paper: Cervcial I
20F-016 Proposal of a Modified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trategy for
Transverse Fractures of the C2 Body: An Analysis of 49 Cases
157

20F-030 Minimally Invasive Corpectomy with a Self-retaining Retractor
and Percutaneous Posterior Stabilization for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166
Bo Taek Kim, Jae-Young Hong, Seung-Woo Suh,
Jae-Hyuk Yang, Si-Young Park, Taewook Kang

20F-033 Effect of Spinal Stenosis on Bone Mineral Density in Patients
with Osteoporosis: A Comparison of Three Oral Bisphosphonate
Therapies
167
In-Hwa Baek, Hyung-Youl Park, Jun-Seok Lee

20F-044 Effects of Plate Length and Screw Insertion Angle i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Radiologic and Clinical
Outcomes
168

Jong-Beom Park, Dong-Gune Chang, Sung-Kyu Kim,
Hyoung-Yeon Seo, Jong-Hyun Ko

Kathryn Anne Jimenez, Jihyeon Kim, Jeongseok Yu,
Hwan-Mo Lee, Seong-Hwan Moon, Kyung-Soo Suk,
Hak-Sun Kim, Jae-Ho Yang, Byung Ho Lee

20F-081 Factors Related to Delays from Injury to Emergent Surgical
Management in Traumatic Cervical Spinal Injuries
158

20F-068 Efficacy of Postural Reduction of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with an Extension Lateral Radiograph Prior to Vertebroplasty 170

Byung Wan Choi, Min Sung Choi, Sung Soo Kim

Sehan Park, Jae Jun Yang, Ki-Hyong Koo

20F-039 What Type of Incision for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Involving Long Segments Can Yield Better Cosmetic and
Functional Outcomes?
159
Hyung Rae Lee, Dong-Ho Lee, Sehan Park,
Woon Sang Lee, Chan Woong Byun, Sang Yun Seok,
Jae Hwan Cho, Chang Ju Hwang, Choon Sung Lee

20F-053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Postoperative Loss of Cervical
Lordosis After Cervical Laminoplasty for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161
Chang-Hee Cho, Kee-Yong Ha, Young-Hoon Kim,
Sang-Il Kim, Hyung-Youl Park, Hunchul Kim, Jae-Won Lee

Free Paper: Basic
20F-066 Prediction of Dysplastic Spondylolisthesis by Measuring Pedicle
and Vertebral Body Size
171
Sung Tan Cho, Jin Hwan Kim

20F-034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Nanovesicles
Promote the Osteogenic Efficacy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172
Hao-Zhen Lyu, Songhyun Lim, Byung-Soo Kim, Jae Hyup Lee

20F-060 EOS Analysis of Sagittal Alignment of the Spine and Pelvis in the
Korean Adult Population
173

Biportal Endoscopic Versus Microscopic Lumbar Decompressive
Laminectomy in Patients with Spinal Steno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185

Min Gu Jang, Sang Bum Kim, Jin Woong Lee, Kyung Deok Seo

20F-020 Intraoperative Real-time Stress in Degenerative Lumbar Spine
Surgery: Simultaneous Analysis of Electroencephalography
Signals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A Pilot Study
174
Ji-Won Kwon, Sahyun Sung, Soo-Bin Lee,
Seong-Hwan Moon, Hwan-Mo Lee, Byung Ho Lee

Sang-Min Park, Ho-Joong Kim, Jin S. Yeom

186

Endoscopic Anatomy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Si Young Park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Highly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187
Dong-Yun Kim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188

Free Paper: Tumor and Infection

Won Shik Shin, Dong Ki Ahn

20F-088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Following Invasive Dental
Procedures and the Effects of Antibiotic Prophylaxis
176
Sahyun Sung, Soo-Bin Lee, Ji-Won Kwon,
Seong-Hwan Moon, Hwan-Mo Lee, Byung-Ho Lee

20F-060 Comparison of the Diagnostic Accuracy of F-18 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A Meta-analysis
177
Tae Sik Goh, Yong Geon Park, Dong Suk Kim,
Seung Min Son, Jung Sub Lee

20F-029 The Effect of Adding Biological Profile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pinal Metastasis of Non-small-cell Lung Cancer 178

Concurrent Session: Spine Cord
189

Overview

Dae Yul Kim

189

All about EMG: Clinical Applications for the Cervical Spine

Sung Hoon Choi, Chang-Nam Kang, and Hee Jung Son

190

Electrodiagnostic Studies

Suk-Joong Lee

Sam Yeol Chang, Hyoungmin Kim, Sujung Mok,
Sung Cheol Park, Bong-Soon Chang, Choon-Ki Lee

20F-042 Instrumentation-related Complications and Related Factors
After Nonfusion Posterior Fix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Spinal Tumors
179
Yunjin Nam, Se-Jun Park, Jin-Sung Park,
Youn-Taek Choi, Chong-Suh Lee

Concurrent Session: Spine Osteoporosis
Treatment of Steroid-Induced Osteoporosis
New Drugs for Osteoporosis

193
Hae-Dong Jang, Eung-Ha Kim

Concurrent Session: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MISS)
Know-How in Biportal Endoscopic Lumbar Interbody Fusion

191
Dong-Ju Lim

Combination Therapy

194
Byung Ho Lee

180

Ju-Eun Kim, Dae-Jung Choi, Moon-Chan Kim,
Jin-Ho Hwang, Tae-Uk Nam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Assisted with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
181
Hyun-Jin Park, Min-Seok Kang

Multilevel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by the Biportal Technique Using
a 30 Degree Arthroscope
181
Seok-Bong Jung

Predictors of Clinical Outcomes in Endoscopic Partial Facetectomy for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182
Myung Soo Youn, Young Ha Woo, Yong Wook Jung,
Ju Seon Jeong, Jun Seok Kim, Jung Sub Lee

Biportal Endoscopy Update: Contralateral Foraminoplasty with Unilateral
Laminotomy Bilateral Decompression
183
Ho-Jin Lee, Jae-sung Ahn, Sang Bum Kim

Treatment of Osteoporosis: Sequential Therapy

195
Tae-Hoon Kim, Suk-Ha Lee

Mortality Risk After the Occurrence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in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
196
Jin-Sung Park

Analysis of the Effects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and Osteoporotic
Spinal Deformity by Sex on Cardiopulmonary Disease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197
Jae Hyuk Yang, Byung Ho Lee

Concurrent Session: Lumbar spine
198

Anatomical consideration of sacrum of L5 on ilium

Plenary Symposium II.
Surgery Related Complications: What
Should we do and How?

Hyun Soo Kim

198

The Fate of the Sacroilac Joint After Lumbar Fusion

Chang Hwa Hong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natomy,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209
Jae Jun Yang

200

Introduction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Tae-Hwan Kim

210

How to Treat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Jae Chul Lee

Preoperative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for the Spine 201
Jung-Hoon Kim

Surgical Tips for Reducing Critical Complications: Revisiting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211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for the Spine (ERAS): Surgical
Strategies for ERAS
202

Yong-Chan Kim

Yong-Chan Kim, Sung-Min Kim

202

Postoperative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Dae-Hyun Park

Debate

Plenary Symposium III.
Revisit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212

Uncontrolled Cerebrospinal Fluid Leakage

Kwang-Sup Song

Surgery at Only L4-5 in Patients with Severe Spinal Stenosis at L4-5 and
Moderate Spinal Stenosis at L3-4
203

213

Postoperative Neurologic Deficit

Jae Hwan Cho

Surgical Treatment for Severe Spinal Stenosis at L4-5 with Moderate
Spinal Stenosis at L3-4
204

Jae Hwan Cho

214

Postoperative Delirium in Elderly Patients

Woo-Kie Min

Hun Kyu Shin, Jin Hun Park

Debate on Neglected Weakness of the Ankle or Big Toe Dorsiflexion due
to Herniated Nucleus Pulposus or Spinal Stenosis: We Do Not Have to
Operate Upon Detection
205

Management of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ssive Bleeding
and Transfusion
215
Dong-Gune Chang, Hong Jin Kim,
Jae Hyuk Yang, Seung Woo Suh

Young Bae Kim

Is Surgery Needed in Patients with Delayed Diagnosis of a Motor Deficit
of the Lower Extremity in Degenerative Lumbar Disease?
206
Seong-Jun Ahn, Chang-Hun Kwack, Su-In Roh,
Jin-Gyu Jeong, Hyung-Nam Shim

Gyeonggi-Inchon Branch of the Korean
Spine Scoiety Session

Plenary Symposium IV.
Recent Advances in Insurance Issues
Related to Spine Surgeries
Recent Issues and Trends (Introduction)
Spine MRI Reimbursement

Surgical Complications of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207
Thoracic OYL
Surgical Strategy for Cervical OPLL

217
Hun-Kyu Shin

217
Ye-Soo Park

Jae Jun Yang

Amendments to Reimbursement for Mandatory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Spine Surgery
217

208

Ahn Dong Ki

Sung Kyun Oh

Recent Advances in Insurance Issues Related to Spine Surgery: Biportal
Spinal Surgery
219

208

Si Young Park

Moon Soo Park

How to Prevent and Manage Dural Tears During Anterior Cervical
Surgery
209
Jin S. Yeom, Jiwon Park

Personal Health Insurance

219
Sang-Bum Chang

What’s New in the Criteria for Insurance Benefits?

219
Jeong-Hyu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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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제: 요추 I

자유연제: 변형 I

20F-008 최소 침습적 경추간공 요추체간 유합술과 후방 요추

20F-021 척추 변형 수술 결과에 대한 수술 전 골반 보상작용의

체간 유합술의 장기 인접 분절 질환 결과 비교분석:
최소 10년 의 추적 관찰 사례를 기반함
103
이재철, 노영호, 김대웅, 최성우, 장해동, 강태욱, 신병준

영향 및 보행 개선 분석

114
김중걸, 김호중, 박상민, 권오상, 한희수, 염진섭

20F-007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교정 절골술 후 후만 재발

20F-017 핸드 그립 강도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후방 감

압 및 후외측 유합술 술식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 및 낙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104
권지원, 이병호, 이수빈, 성사현, 이창욱,
양재호, 박문수, 변준우, 이환모, 문성환

115
박예수, 강병직

20F-013 3차원 분석을 통한 S2 Ala-iliac 나사못의 삽입점 및 각

도 분석 연구

20F-077 요추부 화농성 척추염의 수술적 치료: 이환된 추체에

116
양재혁, 장동균, 안정환, 최정석, 서승우

106
나화엽, 이주영, 김형도

20F-020 고령의 환자에서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합병

20F-070 척추 경 나사못 삽입술시 자성이 있는 새로운 신경 자

김호중, 함대웅, 최재혁

척추 경나사 고정이 타당한가?

증 및 상위이행부실패 예측에 대한 글로벌 정렬 비율
(GAP) 점수의 유효성
117

극 탐침의 적용: 돼지 모델 연구

108
고태식, 박용건, 김동석, 손승민, 이정섭

자유연제: 변형 II
자유연제: 요추 II

20F-051 성인 척추 변형의 수술적 치료에서 적절히 교정된 시

상면상 정렬의 장기 추시 결과

118
이종서, 박세준, 박진성, 남윤진, 최연택

20F-055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 척추체 무너짐의 진행과 연

관된 위험인자

109
안재성, 이호진, 박종화, 송석환

20F-030 인접 분절 질환 환자의 후방 유합 재수술 시 시상면 불

20F-081 성인 척추 변형 환자를 위한 수술적 교정 시 제 2천골

익-장골 나사못 고정이 장골 나사못 고정 보다 우수하
다?
120

균형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

110
석상윤, 조재환, 이운상, 이형래, 변찬웅

김용찬, 김기택, 하기용, 안중현,
나강, 고승남, 김성민, 김민규

20F-022 성인 척추 변형 환자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의 천

20F-068 외측방요추유합술에서 후관절절제술이 요추전만각

장관절 퇴행의 비교

111
양희진, 김호중, 권병택, 박상민, 장봉순, 염진섭

20F-016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추체간유합술에서 혈관

형태가 방사선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113
전창훈, 정남수, 이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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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121
장해동, 김응하

20F-039 L5-S1 간 후방요추간융합술 이후 국소적, 전신적 시상

면 균형지표의 변화

122
이형래, 조재환, 이운상, 변찬웅,
석상윤, 황창주, 이동호, 이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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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제: 외상

Concurrent Session: 척추기초연구학회

20F-046 고관절 골절 후 척추 재골절의 위험인자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19의 특성

135
최평균

20F-040 한국 사회에서 골다골증성 척추 압박 골절 환자에 대

COVID-19과 관련된 척추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136
박형열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척추환자 치료에 대한 견해

137
송광섭

123
박상민, 이영균, 김호중, 염진섭, 구경회

한 보존적 치료,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풍선 척추 성
형술의 비용 효율성
124
손희중, 강창남, 최성훈, 허동렬, 정지원, 이명근, 국인철

20F-034 경피적 척추 성형술, 또는 경피적 풍선 척추 성혈술 시

행후 발생한 시멘트의 추간판 유출, 시멘트 형상에 따
른 인접분절 척추 골절에 대한 분석
125

Concurrent Session: 척추통증연구학회

김정봉, 백종민, 윤영현, 전득수

20F-014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의 수술 방법에 따

후관절의 해부학 및 생체 역학적 특성

138
권지원, 박융, 하중원, 이수빈,
성사현, 이환모, 문성환, 이병호

른 수술 후 시상면 균형의 중요성

127
김환정, 박성호, 신현민, 송대건,
이재원, 장선호, 박건영, 최원식

경추 후관절 증후군

139
서승표, 김주영

Concurrent Session: 척추변형연구학회

요추 후관절 증후군

140
김영태, 윤영훈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 대한 팀 접근: 수술 전 위험 인자 평가 및
예방에서 수술 후 치료까지
128

후관절 증후군에서 시술 및 수술적 치료

141
김창수

수술 후 통증의 증상에 따른 접근

142
차재룡

마취통증의학과의 수술 후 통증 관리

143
이호진

이정희, 김기택, 하기용, 김용찬, 강경중,
이기영, 안중현, 임상규, 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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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nd 73% ) at 1, 5, and 10 years. PLIF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greater incidence of R-ASD than MISTLIF (p=0.023). However, the incidence of S-AS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8%, 17%, and
23% at 1, 5, and 10 years after MIS-TLIF, respectively, and
6%, 13%, and 25% after PLIF, respectively. The incidence of
O-ASD was also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0%, 8%, and 14% after MIS-TLIF and 4%, 6%, and
10% after PLIF,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R-ASD was greater in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PLIF than in those treated with MISTLIF. However, the incidence of S-ASD or revision surgery
on the adjacent segment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Keywords: Adjacent segment disease, Radiographic ASD,
Operated ASD,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Longterm follow-up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cidence of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between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MIS-TLIF) and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PLIF)
during long-term follow-up.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MIS-TLIF preserves posterior
muscle and ligamentous structures more efficiently than
conventional open PLIF, and it might be expected to decrease
the incidence of ASD.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longterm follow-up comparing these two fusion methods.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radiographs of patients who were followed up for more than
10 years after MIS-TLIF and open PLIF. Data were reviewed
for 29 patients who underwent MIS-TLIF and 79 patients
who underwent PLIF. ASD was defined as radiographic ASD

최소 침습적 경추간공 요추체간 유합술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의 장기 인접 분절 질환 결과 비교분석: 최소 10년
의 추적 관찰 사례를 기반함
이재철1, 노영호1, 김대웅1, 최성우1, 장해동2, 강태욱1, 신병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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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한 최소침습 경추간공 요추체간
유합술(MIS-TLIF)과 고식적 후방요추체간유합술(PLIF) 후 10년
이상 장기 추시에서 인접분절질환(ASD)의 발생률과 임상적 특
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MIS-TLIF은 고식적 PLIF보다 후방연부 조
직을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인접분절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MIS-TLIF 및 PLIF 이후 10년 이상 추적관찰하
여 인접분절질환 발생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R-ASD; radiographic degeneration adjacent to the fused
segment on plain radiographs), symptomatic ASD (S-ASD;
a symptomatic condition due to neurological deterioration

대상 및 방법: 수술 후 10년 이상 추적관찰 한 환자의 의료 기록

at the adjacent segment with disease), and operated ASD
(O-ASD; when revision surgery was performed at the
adjacent segment).
Results: R-ASD was found in 5, 8, and 16 cases (21%, 44%,
and 59%) at 1, 5, and 10 years after MIS-TLIF, respectively.

적 ASD (R-ASD)는 단순방사선검사에서 인접한 분절의 방사선

였다.

After PLIF, R-ASD was found in 8, 18, and 26 cases (23%,

결과: R-ASD는 MIS-TLIF 후 1, 5, 10년에 각각 5, 8, 16건(21 %,

및 방사선 사진을 검토했다. MIS-TLIF을 시행 받은 29명의 환자
와 PLIF을 시행 받은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학
학적 퇴행이 있는 상태, 임상적 ASD (S-ASD)는 인접한 분절의
퇴행성질환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상태, 수술받은 ASD
(O-ASD)는 인접분절질환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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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9 %)에서 관찰되었다. PLIF에서 R-ASD는 1, 5, 10년에
각각 8, 18, 26건(23%, 57%, 73%)에서 관찰되었다. PLIF에서
MIS-TLIF보다 R-ASD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23).
그러나 두 유합술 사이에서 S-ASD의 발생률 차이는 없었는데,
MIS-TLIF에서는 1, 5, 10년에 각각 8%, 17%, 23%였으며 PLIF에
서는 각각 6%, 13%, 25%였다. O-ASD 발생률도 두 그룹간에 차
이가 없었고, MIS-TLIF에서는 1, 5, 10년에 각각 0%, 8%, 14%였
으며 PLIF에서는 각각 4%, 6%, 10%였다.
결론: R-ASD의 발생률은 MIS-TLIF보다 PLIF으로 치료받은 환자
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S-ASD 또는 인접분절 재수술의 발생률
은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색인 단어: 인접분절질환, 방사선학적 인접분절병변, 인접분절
재수술, 최소침습 경추간공 요추체간 유합술, 후방 요추체간유
합술

20F-017
Hand Grip Strength Can Predict Clinical Outcomes
and Risk of Falls After Decompression and
Instrumented Posterolateral Fusion for Lumbar
Spinal Stenosis
Ji-Won Kwon1, Byung Ho Lee2, Soo-Bin Lee2,
Sahyun Sung2, Chang-Uk Lee2, Jae-Ho Yang2,
Moon-Soo Park3, Junwoo Byun2, Hwan-Mo Lee2,
Seong-Hwan Moon2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Orthopedic Surgery,
Gyeonggi-do,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3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Gyeonggi-do, Korea

walk test, timed up-and-go test, and sit-to-stand test). We
divided the patient cohort according to sex and allocated
them into two different groups based on HGS: high HGS (≥26
kg for men, ≥18 kg for women), and low HGS (<26 kg for
men, <18 kg for women).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ODI, EQ-5D, and VAS scores, as well as the functional
mobility test result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using the independent t-test. Correlations between HGS and
clinical outcome parameters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In women and men, HGS was correlated with the
preoperative/postoperative ODI and EQ-5D scores. HGS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postoperative results for the four
functional mobility tests.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ODI and EQ-5D scores in the high HGS group were superior
to those in the low HGS group. Among the four functional
mobility tests,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6-meter walk
test results showed improvements in the high HGS group.
Conclusions: Considering the multi-factorial nature of falls,
HGS may be a useful surrogate marker for predicting the risk
of falls and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LSS.
Keywords: Hand grip strength, Clinical outcomes, Risk of fall,
Degenerative lumbar spinal stenosis, Surgery, Sarcopenia

핸드 그립 강도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후방 감압 및
후외측 유합술 술식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상 결과 및 낙상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
권지원1, 이병호2, 이수빈2, 성사현2, 이창욱2,
양재호2, 박문수3, 변준우2, 이환모2, 문성환2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3

Study design: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연구계획: 후향적 관찰연구

Objectives: We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hand grip

연구목적: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수술 결과 및 낙상 위험에

strength (HGS) on surgical outcomes and risk of fall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LS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has been limited research

미치는 핸드 그립 강도(Hand grip strength, HGS)의 영향에 대

on the association between HGS, a diagnostic criterion for
sarcopenia, and the surgical outcomes of LSS.
Materials and Methods: We included 200 patients who
underwent spinal surgery for LSS. We recorded clinical

립 강도 (HGS)와 요추 척추관 협착증(LSS)의 수술 결과와의 연

해 고찰해본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 중 하나 인 핸드 그
관성에 대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는 제한적이다.
대상 및 방법: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척추 수술을 받은
20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Euro-QOL (EQ-5D) 및 VAS (visual analog scale) 점

outcome parameters, including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EuroQol-5D (EQ-5D), and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To assess the risk of fall, we used HGS and four

평가하기 위해 핸드 그립 강도와 4 가지 기능적 이동성 테스트

functional mobility tests (the alternative step test, 6-meter

(alternative step test, six-meter walk test, timed up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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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한 임상 결과 매개 변수를 측정하였다. 낙상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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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it-to-stand test)를 사용했다. 우리는 성별에 따라 환자 집
단을 나누고 HGS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높
은 HGS (남자는 26 kg 이상, 여자는 18 kg 이상), 낮은 HGS (남
자는 26 kg 이하, 여자는 18 kg 이하)으로 나누어 수술 전 및 수
술 후 ODI, EQ-5D 및 VAS 점수와 기능적 이동성 테스트 결과
는 독립적인 t-test를 사용하여 두 그룹간에 비교를 시행하였다.
Pearson 상관 관계를 사용하여 HGS와 임상 결과 매개 변수 사
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 하였다.
결과: 여성과 남성에서 HGS는 수술 전,후 수술 ODI 및 EQ-5D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HGS는 또한 기능적 이동성 테스트
에 대한 4가지 수술 후 결과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높
은 HGS 그룹의 수술 전 및 수술 후 ODI 및 EQ-5D 점수는 낮은
HGS 그룹의 점수보다 우수했다. 4가지 기능적 이동성 테스트
중 수술 전 및 수술 후 6미터 보행 테스트 결과는 높은 HGS 그룹
에서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핸드 그립 강도(HGS)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수술
후 낙상 위험 및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표지 일 수 있
다.
색인 단어: 손 그립 강도, 임상 결과, 낙상 위험, 요추 척추관 협
착증, 수술, 근감소증

20F-077
Is It Appropriate to Insert Screws into Infected
Vertebral Bodies in the Treatment of Lumbar
Pyogenic Spondylodiscitis?
Fig. 1.

Hwa-Yeop Na, Joo-Young Lee, Hyung-Do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Gyeonggi-do, Korea

Study Design: This retrospective study compared outcomes

between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lumbar pyogenic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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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dylodiscitis who underwent pedicle screw insertion and
fusion on the affected vertebrae and patients who underwent
screw insertion and fusion on adjacent normal vertebrae.
Objectives: The authors analyzed the delay or failure of
infection treatment while minimizing the number of fused
segments by inserting pedicle screws into the affected
vertebrae, with the goal of determining the usefulness of the
techniqu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are few reports on the
treatment of pyogenic lumbar spondylodiscitis by pedicle
screw insertion at the affected vertebrae.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0 to June 2018,
among patients with pyogenic lumbar spondylodiscitis
treated surgically, group A included those who underwent
the insertion of pedicle screws directly at the affected
vertebrae, and group B included those who underwent
fusion with the insertion of pedicle screws at the adjacent
normal vertebrae. The clinical results were classified
and studied retrospectively. Forty-eight cases of lumbar
pyogenic vertebral body and intervertebral disc infections
were treated with the posterior approach to remove the
affected intervertebral disc, and we performed posterior
intervertebral autogenous strut bone graft and then pedicle
screw fixation (28 cases in group A, 20 cases in group B).
The hospitalization period, operation time, amount of blood
loss, EuroQol-5D (EQ-5D) index at 1 month postoperatively,
duration of antibiotic injections, clinical results, and
radiological results were analyz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 and B. Pedicle
screws were inserted into the adjacent normal vertebrae only
in cases where the stability of affected vertebrae was not
guaranteed when the pedicle screw was inserted due to severe

an autogenous strut bone graft, a pedicle screw is inserted
directly into the affected vertebrae. Compared with longsegment fixation with screw insertion, the operation time
was shortened and fusion segment was minimized, while
rapid recovery was achieved without spread or recurrence of
infection. This procedure is recommended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lumbar pyogenic spondyodiscitis.
Keywords: Lumbar spine, Pyogenic spondylodiscitis, Interbody
fusion, Pedicle screw insertion at infected vertebral body

요추부 화농성 척추염의 수술적 치료: 이환된 추체에 척추
경나사 고정이 타당한가?
나화엽, 이주영, 김형도
분당제생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수술적으로 치료한 화농성 요추부 척추 감염 환자 중
이환된 추체에 직접 척추경 나사를 삽입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군과 인접 정상 추체에 척추경나사를 삽입하여 유합술을 시
행한 환자군의 임상적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목적: 지금까지 화농성 요추부 추체 감염의 수술적 치료시
이환된 추체에 대한 경추경나사를 삽입하는 것은 이물질 삽입으
로 인한 감염의 확산 위험, 감염 치료 실패 위험 등으로 기피되
었다. 저자들은 이환된 추체에 척추경나사를 삽입하여 유합 분
절수를 최소화하면서도 감염 치료의 지연이나 실패 여부를 분석
하여, 이 술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화농성 요추부 척추염의 수술적 치료시
이환된 추체에 직접 척추경 나사를 삽입하는 술식을 권장하는
선행 문헌은 찾기 어려웠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요추부 화농성
척추체 및 추간판 감염에 대하여 후방접근법으로 이환된 추간판
제거, 부골화된 추체 소파술후 후방 추체간 자가 지주골 이식술
후 경추경나사 고정술을 시행한 48예(이환된 추체에 나사 삽입
28예, 인접 정상 추체에 나사 삽입 20예) 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bone destruction on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The number of fusion segments, operation time, blood loss,

군간의 입원기간, 수술시간, 출혈량 및 수술 후 1개월째의 EQ-

and EQ-5D index at 1 month after surgery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postoperative antibiotic use,
hospitalization, radiological bone union, correction of sagittal

석하였다.

angle, or recurrence rate within 2 years.
Conclusion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lumbar pyogenic
spondylodiscitis, the affected intervertebral disc and
vertebrae are removed by the posterior approach,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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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주사 항생제 투여기간, 임상적 결과, 방사선학적 결과를 분
결과: 두 군간의 술전 일반적인 특징에 있어 통계학적 차이는 없
었다. 술 전 CT 영상에서 이환된 추체의 골파괴가 심하여 척추경
나사 삽입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 정상
추체에 척추경나사를 삽입하였다. 이환된 추체에 직접 척추경나
사를 삽입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인접 정상 추체에 경
추경나사를 삽입하여 유합술을 시행한 군과 비교하여, 유합분절
수, 수술시간, 출혈량 및 수술 후 1개월째의 EQ-5D 지수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으며, 술후 항생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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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입원기간, 방사선학적 골유합 시기, 시상각의 교정률, 1년
내 재발률에서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요추부의 화농성 감염의 수술적 치료시 후방 도달법으로
이환된 추간판 및 추체 부골을 제거하고, 자가 지주골 이식 후,
이환된 추체에 직접 척추경나사를 삽입하는 고정술은 기존의 인
접 정상 추체에 경추경나사를 삽입하는 장분절 고정술과 비교할
때,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유합분절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염의
확산이나 재발없이 빠른 회복을 보여, 이 술식은 요추부 화농성
척추염 환자의 수술적 치료시 권장될 수 있는 술식이라고 사료
된다.
색인 단어: 요추, 화농성 척추염, 추체간 유합술, 이환된 추체에
경추경나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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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070
Application of a Novel Attachable Magnetic NerveStimulating Probe in Intraoperative Lumbar Pedicle
Screw Placement: A Porcine Model Study
Tae Sik Goh1, Yong Geon Park1, Dong Suk Kim1,
Seung Min Son2, Jung Sub Lee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usan, Korea

probe. This probe could become indispensable in revision spine
surgery in patients with severe adhesions or in endoscopic spine
surgery wher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anatomical structures.
Keyword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Magnetic nerve
stimulating probe, Pedicle screw, Lumbar spine surgery,
Triggered electromyography

척추 경 나사못 삽입술시 자성이 있는 새로운 신경 자극 탐
침의 적용: 돼지 모델 연구
고태식1, 박용건1, 김동석1, 손승민2, 이정섭1
1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Study Design: Porcine model study, comparative study.

연구계획: 돼지모델연구, 비교연구

Objectives: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is a fundamental

연구목적: 척추경 나사못은 척추 기형 및 퇴행성 척추 질환의 수

technique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spinal deformities and
degenerative spine diseases. Several complications can occur
when placing a pedicle screw, the most serious being damage
to the neural structures. To avoid complications,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ION) and intraoperative image
guidance systems are used in spinal surgery. We developed an
attachable magnetic nerve-stimulating probe used for triggered
electromyograph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this probe for ION during lumbar pedicle screw placement
in a porcine model.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have been no studies of
magnetic stimulating probes.
Materials and Methods: Forty pedicle screws were inserted
bilaterally into the pedicles of the fourth and fifth lumbar
vertebrae of 5 pigs, 20 were inserted normally into the pedicle
without nerve damage (group A), and the other 20 were

술적 치료에서 기본적인 술기이다. 척추경 나사못 삽입 할 때 몇

inserted through the broken medial wall of the pedicle to permit
contact with the neural structures (group B). We measured
the triggering threshold for pedicle screw placement through
both the conventional nerve probe and our newly developed
magnetic probe.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riggered
threshold between the two instruments (p=0.828). Unlike a
conventional stimulating probe, the newly developed magnetic
stimulating probe can be attached to a screwdriver, thus
preventing real-time screw malpositioning in a way that is
hassle-free, practical, and equally safe.
Conclusions: Our newly developed probe enabled real-time,
simple, and convenient ION in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during lumbar spine surgery compared to a conventional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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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신경 구조
손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중 신경 생리 학적 모니터링
(ION) 및 수술 중 이미지 안내 시스템이 척추 수술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유발 근전도 검사(t-EMG)에 사용되는 부착 형 자
기 신경 자극 탐침을 개발하였고, 이 연구는 돼지 모델에서 요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시 술 중 신경생리학적 관찰에 대한 탐침의
효능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자성을 가진 신경 자극 탐침으로 발표된
연구는 없다.
대상 및 방법: 40개의 척추경 나사못을 5마리 돼지의 요추 4, 5
번 뼈의 척추경 양쪽에 삽입하였다. 20개는 신경 손상없이 척추
경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었고(그룹 A), 나머지 20개는 신경 손상
을 유도하기 위하여 척추경의 내벽을 파손시킨 채로 삽입되었다
(그룹 B). 우리는 기존의 신경 탐침과 새로 개발 된 자성 탐침을
이용해 척추경 나사못 삽입에 대한 유발 임계 값을 측정하였다.
결과: 두 탐침 간에 유발 임계 값에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
(p=0.828). 기존의 자극 탐침과 비교하여 새로 개발 된 자기 자
극 탐침은 나사못 드라이버에 부착 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나사
위치 오류를 방지하고 번거롭지 않고 실용적이며 동등하게 안전
하였다.
결론: 새로 개발 된 자성 탐침은 기존의 신경 탐침과 달리 비해
요추 척추경 나사못 삽입술 시 실시간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술
중 신경 생리 감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탐침은 심한 유착이있
는 척추 재수술이나 해부학적 구조가 식별이 어려운 내시경 척
추 수술에 적용하여 더 나은 임상적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색인 단어: 술 중 신경생리 감시, 자성 신경 자극 탐침, 척추경 나
사못, 요추 수술, 유발 근전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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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055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Risk Factors
Related to Progressive Vertebral Collapse
Jae-Sung Ahn1, Ho-Jin Lee1, Jong-Hwa Park1,
Seok-Hwan Song2
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2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Marathon Hospital, Daejeon,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of vertebral collapse
when performing conserv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OV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n 2005, Sugita classified
OVF into five types based on plain radiographs (X-rays),
with good prognoses for the dented and concave types. In
2010, Tadao classified OVF into two types on T1-weighted
imaging (T1WI) and five types on T2-weighted imaging
(T2WI), among which the confined-high-intensity type on
T2WI and the diffuse-low-intensity type on T1WI were
associated with a poor prognosis.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anuary 2011 and March
2019, a total of 147 OVF patients from our institution
were enrolled in this study. Patients’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for demographic and clinical factors such as
age, sex, bone mineral density, and underlying diseases.
At the time of enrollment and after a 3-month follow-up,
all included cases were routinely examined by X-ray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The X-ray and MRI
findings were reviewed by two independent orthopedic
surgeons. All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7-10 days
during the acute phase and were manag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such as bracing, bed rest, and medication without
surgical intervention. Collapse of the vertebral body was
defined by a decrease of more than 50% in the anterior or
central height compared to the posterior height.
Results: Twenty seven out of 147 patients (18.4%) had
vertebral body collapse. The thoracolumbar level had

a poor prognosis in terms of collapse. Using Sugita’s
classification, the bow-shape type had the poorest prognosis
relative to the concave and dented types. According to
Tadao’s classification, the confined-low-intensity on T2WI
and diffuse-low-intensity on T1WI types showed a poor
prognosis in terms of collapse. The prognosis showed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demographic facto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X-ray and MRI findings of OVFs and
the incidence of vertebral body collapse. These may become
practical assessment tools for determining subsequent OVF
treatment.
Keywords: Osteoporosis,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Collapse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 척추체 무너짐의 진행과 연관된
위험인자
안재성1, 이호진1, 박종화1, 송석환2
1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대전마라톤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전향적 연구
연구목적: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보존적 치
료를 시행할 때, 척추체 붕괴의 진행과 연관된 위험인자를 확인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2005년에 Sugita는 단순방사선 촬영검사
를 통하여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그 중 ‘Dented-type’과 Concave-type’에서 좋은 예후가
있다고 했다. 2010년에 Tadao는 자기공명영상검사를 통해 골
다공증성 척추체 골절을 T1 강조영상에서 2가지 유형으로, T2
강조영상에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그 중 T2 강조영상에
서 ‘Confined-high-intensity’와 T1강조영상에서 ‘Diffuse-lowintensity’가 좋지 않은 예후가 있다고 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47명의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을 진단받은 환자를 등록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환자의 관하여 나이, 성별, 골밀도정도, 과
거력 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인 의학정보를 조사하였다. 모든
환자는 연구 등록 시점으로 3개월후 외래 추시 진료를 시행하였
고,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 진단 시점 및 3개월 추시 시점에 흉
요추부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를 하였다. 모든 영상의학적 검사는 2명의 독립된 정형외과 의
사가 확인했다. 모든 환자는 수상직후에 7일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으며, 보조기, 침상휴식, 약물치료 등을 이용하여 보
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척추체 무너짐은 척추체의 후방 높이
와 전방 높이를 비교하여 50%이상 감소할 때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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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47명의 척추체 골절이 있는 환자 중 총 27명(18.4%)
의 환자에서 척추체 무너짐을 확인하였다. 흉요추부의 골절
의 환자에서는 척추체 무너짐에 있어 좋지 않은 예후를 보였
다. Sugita 분류상 ‘Bow-shape-type’은 ‘Concave-type’ 및
‘Dented-type’과 비교하여 가장 나쁜 예후를 보였다. Tadao 분
류상 T2강조영상에서 ‘Confined-low-intensity’를 보이거나 T1
강조영상에서 ‘Diffuse-low-intensity’를 보인 환자에서 척추체
무너짐에 있어 나쁜 예후를 보였다. 나이, 성별, 골밀도상에서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는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과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했다. 이는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의 예후를 평가함에 있어 좋은 평가 지
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 단어: 골다공증, 골다공증성 척추체 골절, 척추체 무너짐

20F-030
Risk Factors for Worsening of Sagittal Imbalance
Following Revision Posterior Fusion Surgery in
Patients with Adjacent Segment Disease
Sang Yun Seok, Jae Hwan Cho, Woon Sang Lee,
Hyung Rae Lee, Chan Woong Byu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sagittal imbalance after posterior lumbar fusion in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patient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Recent research has
emphasized restoring sagittal balance during lumbar spinal
fusion. Considering sagittal bala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ASD patients because hypolordotic prior fusion is
frequently found.
Materials and Methods: Fifty-nine patients who underwent
revision surgery by the posterior approach for ASD between
2014 and 2018, and were able to be followed up more than 2
years were included. Radiographic parameters were obtained
by using plain radiographs of the whole spine lateral view.
Clinical resul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visual analog
scale (VAS),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and EuroQol5-domain (EQ-5D) questionnair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postoperative sagittal balance, as
determined by pelvic incidence minus lumbar lordosis (PILL) values using the age-adjusted Schwab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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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 ideal correction, N=20; group B: undercorrection,
N=39). Preoperative and operation-related factor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by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Results: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I-LL values
were 19.4° and 12.5° in group A and 38.6° and 38.6° in
group B, respectively. Although clinical outcomes improved
postoperatively, they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In multivariate analyses,
better preoperative PI-LL (p=0.006), slippage of the
vertebral body at the ASD level (p=0.005), higher disc height
(p=0.022), and not including L4-5-S1 at the fusion level
in index surgery (p=0.020)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ASD patients are at risk of developing sagittal
imbalance following revision surgery if their sagittal balance
is already poor, the affected segment is rigid, or if L4-5-S1
has previously been fused. Consequently, surgeons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ggravation of sagittal
balance in revision posterior fusion surgery in patients with
the above-mentioned conditions.
Keywords: Sagittal imbalance, Adjacent segment disease,
Posterior fusion

인접 분절 질환 환자의 후방 유합 재수술 시 시상면 불균형
을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
석상윤, 조재환, 이운상, 이형래, 변찬웅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성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인접 분절 질환 환자에서 후방 유합
수술을 시행시 시상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에 대해
서 알아보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최근 연구는 요추부 척추 유합술 시 시상
면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인접 분절 질환 환자에서는 술
후 요추부 전만을 최대한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더 중요하
게 여겨지고 있다.
대상 및 방법: 후방 접근법에 의한 수술을 시행받은 인접 분절
질환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년 이상 경
과 관찰 가능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술 전 및 술 후 2
년째 전 척추 시상면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방사선학적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임상적 결과 확인을 위하여 VAS, ODI,
EQ-5D를 이용하여 술 전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술 후 방사선
학적 요인 들 중 Age-adjusted Schwab classification의 PI-LL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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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군을 B군으로 하여 술전 및 수술 관련 요인을 단변량 및 다
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술 전 및 술 후 PI-LL 값은 A군에서 19.4에서 12.5로, B군
에서 38.6에서 38.6의 결과를 보였다. 임상적 결과는 두 군 모
두 술 후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다변
량 분석 결과, 술 전 PI-LL 값이 더 좋았던 경우(p=0.006), ASD
level에서 vertebral body의 slippage가 있었던 경우(p=0.005),
disc height가 더 높았던 경우(p=0.022), 그리고 술 전 L4-5-S1
fusion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p=0.020)는 술 후 시상면 균형에
서 결과가 더 좋았다.
결론: 인접 분절 질환 환자에서 후방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술
전 시상면 균형이 이미 안좋은 경우, 관련된 분절이 유연하지 않
은 경우, L4-5-S1이 이미 fusion된 경우는 술 후 시상면 불균형
이 발생하기 쉬워 이러한 경우에는 후방 유합술 시 유의하여 시
행하는 것이 좋겠다.
색인 단어: 시상면 불균형, 인접 분절 질환, 후방 유합술

20F-022

axis (SVA) were measured. To evaluate degeneration of the
SIJ, two protocols (Backlund’s grade, Eno’s classification)
were used.
Results: SIJ degeneration was more severe in the ASD group
than in the LSS group, as assessed by both Backlund’s
grade and Eno’s classification (p<0.001 for both). 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I in both the ASD and LSS
groups (r=0.285; p=0.005, r=0.218; p=0.031, respectively).
The total Backlund’s grading score and the SVA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I in the ASD group (r=0.344;
p<0.001, r=0.276; p=0.007, respectively), but not in the LSS
group (r=0.156; p=0.126, r=0.189; p=0.067, respectively).
Conclusions: ASD patients with sagittal imbalance
demonstrated more severe SIJ degeneration than the age- and
sex-matched LSS group. PI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SIJ degeneration and SVA only in the ASD group.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Sagittal Imbalance;
lumbar spinal stenosis, pelvic incidence, Sacroiliac joint
degeneration

Comparison of Sacroiliac Joint Degeneration between
Patients with Sagittal Imbalance and Lumbar Spinal
Stenosis

성인 척추 변형 환자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의 천장관
절 퇴행의 비교

Hee-jin Yang, Ho-Joong Kim, Byung-Taek Kwon,
Sang-Min Park, Bong-Soon Chang, Jin S. Yeom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Orthopedics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양희진, 김호중, 권병택, 박상민, 장봉순, 염진섭

연구계획: ASD 환자와 LSS 환자 2군 간의 연령과 성별을 일치
시킨 case-control study.
연구목적: 상기 연구의 목적은 시상면 불균형을 보이는 성인 척

Study Design: Age- and sex matched case-control study

추변형 환자(ASD)와 시상면 불균형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

consisting of an adult spinal deformity (ASD) group and a
lumbar spinal stenosis (LSS) group.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SS)의 천장관절(SIJ)의 퇴행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최근 연구는 시상면 불균형 환자에서 PI
의 증가와 PI의 일관성에 관한 상충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degeneration of the sacroiliac joint (SIJ) between ASD
patients with sagittal imbalance and age- and sex-matched
LSS patients without sagittal imbalanc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대상 및 방법: 상기 연구는 ASD 환자와 LSS 환자 2군 간의 연령

conflicting results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pelvic
incidence (PI), with an increased PI being especially noted in
patients with sagittal imbalance.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age- and sex-matched case-

반 지표를 측정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의 천장 관절의 퇴

control study consisting of the ASD group and the LSS
group, the study population consisted of 98 patients in each
group. Spinopelvic parameters such as PI, sacral slope (SS),

이 LSS 군에 비해 심한 천장관절 퇴행을 보였다(p<0.001). 연

pelvic tilt (PT), lumbar lordosis (LL), and sagittal vertical

군에서 전체 Backlund 등급에 따른 점수와 SVA는 PI와 유의한

과 성별을 일치시킨 case-control study로서 각 군당 98명의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골반 입사각(PI), 천추 경사(SS), 골반 기
울기(PT), 요추전만각(LL), 시상면 수직축(SVA)와 같은 척추-골
행을 평가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Backlund 등급 및 Eno 분류
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Backlund 등급 및 Eno 분류로 평가했을 때 모두 ASD 군
령은 ASD 군과 LSS군 모두에서 PI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ASD 군 r=0.285; p=0.005, LSS 군 r=0.218; p=0.031,). ASD

www.krspine.org

S111

11월 13일 Room A

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교정이 가능했던 군을 A군, 교정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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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었으나(Backlund 점수 r=0.344; p<0.001, SVA

20F-016

r=0.276; p=0.007, respectively), LSS 군에서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Backlund 점수 r=0.156; p=0.126, SVA r=0.189;
p=0.067, respectively).
결론: 시상면 불균형을 보이는 ASD 군 환자는 연령 및 성별을
일치시킨 LSS 군에 비해 천장 관절 퇴행이 더 심했으며, ASD 군
에서는 PI의 증가는 천장관절의 퇴행 및 SVA와 유의한 상관관

Radiological Outcomes According to the Vascular
Anatomy in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at L5-S1
Chang-Hoon Jeon, Nam-Su Chung, Han-Dong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yeonggi-do, Korea

계를 보였다.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시상면 불균형, 척추관 협착증, 골반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입사각, 천장관절퇴행

Objectives: To study the influence of left common iliac vein

(LCIV) anatomy on the radiological outcomes of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OLIF) at L5-S1.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Upward mobilization and

Fig. 1.

retraction of the LCIV is an essential technique in OLIF at L5S1. However, mobilization of the LCIV is sometimes difficult
and may affect the surgical outcomes in OLIF at L5-S1.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volved 52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OLIF at L5-S1, and had more than 1
year of regular follow-up. The configuration of the LCIV on
preoperative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the lumbar
spine wa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difficulty of mobilization. Radiological parameters included
anterior/posterior disc height (ADH/PDH), disc angle (DA),
cage migration/subsidence/position, and fusion rate at L5-S1.
Intraoperative/perioperative events associated with OLIF at
L5-S1 were reviewed using the patients’ medical records.
Results: The mean follow-up duration was 24.8±15.5 months.
The LCIV anatomy was type I in 25 (48.1%) patients, type
II in 14 (26.9%), and type III in 13 (25.0%). The mean
ADH increased from 7.0±4.7 mm to 16.9±4.1 mm at the
last follow-up (p<0.001), and the mean PDH increased
from 2.7±1.7 mm to 4.9±1.6 mm (p<0.001). The mean DA
increased from 5.4°±5.4° to 16.9°±6.5° (p<0.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H, PDH, and DA at the
last follow-up among the LCIV types. Two (3.8%) major and
two (3.8%) minor LCIV injuries were identified, all of which
occurred in patients with a type III LCIV.
Conclusions: OLIF at L5-S1 showed favorable radiological
outcomes regardless of the LCIV anatomy. However, type
III LCIV patients had a high rate of intraoperative vascular
injury.
Keywords: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at L5-S1, Left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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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추체간유합술에서 혈관 형태
가 방사선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

Free Paper: Deformity I

전창훈, 정남수, 이한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20F-021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좌측 총장골정맥의 형태가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추체간유합술의 방사선학적 결과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

Improvement in Gait Pattern and Its Relationship
with Preoperative Pelvic Compensation After
Surgery in Patients with Sagittal Plane Deformity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추체간유합
술은 양측 총장골혈관 사이로 수행되는데, 이 때 좌측 총장골정
맥의 견인은 핵심 술기이다. 좌측 총장골정맥이 내측에 위치하
는 경우 수술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방사선학적

Jung-Guel Kim, Ho-Joong Kim, Sang-Min Park,
Oh-Sang Kwon, Hee-Soo Han, Jin-Seob Yeo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pine Center, Gyeonggi-do, Korea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좌측 총장골정맥의 형태에
따른 방사선학적 결과는 아직 조사된 바 없다.

Study Design: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추체간유합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in gait parameters

술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추시된 52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after surgery and whether corrective surgery for sagittal
imbalance is influenced by preoperative pelvic compensat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 former study classified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for spinal
deformity into groups based on their pelvic position during
gait, and eventually concluded that corrective surgery was
ineffective and resulted in postoperative persistent stooping
in patients with preoperative dynamic imbalance.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32 patients who were
scheduled to undergo corrective surgery for sagittal plane
deformity were included and were followed-up for 1 year
after surgery. Radiological parameters were measured on
biplanar full-body imaging. Before surgery and 6 months
after surgery, three-dimensional mot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estimate center of gravity (CoG) deviation
from the center of mass (CoM), mean trunk kyphosis (TK)

다. MRI 영상에서 좌측 총장골정맥의 형태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수술 후 및 최종 추시 영상에서 전방 및 후방 추간
판 높이, 추간판 각도, 케이지 이동/침강/위치, 유합율 등을 조
사하였다. 수술 중 혈관 손상의 발생을 수술 기록에서 조사하였
다.
결과: 평균 연령은 62.8±9.7세 였다. 전방 추간판 높이는 술전
7.0±4.7 mm에서 16.9±4.1 mm로 증가하였고(p<0.001), 추
간판 각도는 술전 5.4±5.4도에서 16.9±6.5도로 증가하였다
(p<0.001). 좌측 총장골정맥의 형태에 따른 추간판 높이나 추간
판 각도, 케이지 이동/침강, 유합율의 차이는 없었다. 위중한 혈
관 손상은 2예(3.8%), 경미한 손상도 2예(3.8%)로 나타났고, 모
두 제 3 유형의 혈관 형태에서 나타났다.
결론: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외측 추체간유합술은 좌측 총장골
정맥의 형태와 무관하게 양호한 방사선학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제 3유형에서는 혈관 손상의 위험이 높았다.
색인 단어: 사외측추체간유합술, 좌측 총장골정맥, 방사선학적
결과, 유합율, 혈관 손상

angle, gait deviation index (GDI), and kinematic parameters.
Before surgery, the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CoG+ and
CoG− groups, with “+” and “−” representing increases and
decreases in the distance of CoG from CoM of the pelvic
segment from the first to third trials, respectively.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and EuroQol-5D (EQ-5D)
were measured for 1 year after surgery.
Results: All radiological parameters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surgery. For gait parameters, CoG from CoM, mean
TK angle, and minimum angle of the hip and knee joints
in the stance phase during walking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surgery and GDI score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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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The mean changes of the CoG distance from the
CoM and the mean TK from the first to third trials of gait
analysis significantly decreased postopera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DI and EQ-5D scores over the
1-year follow-up assessment between the CoG+ and CoG−
groups.
Conclusions: Preoperative abnormal stooping gait and

속도와 보폭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론: 과거 연구와 달리 수술 전 동적 시상면 불균형이 있는 환
자 역시 교정 수술 후 유사한 수술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환자, 변형 기형 교정술, 동작분석,
동적 시상면 불균형, 골반 보상

progressive worsening of sagittal imbalance in patients with
sagittal plane deformity improved after corrective surgery.
Patients with preoperative dynamic sagittal imbalance
could have similar surgical results to those without it after
corrective surgery.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Deformity correction
surgery, Motion analysis, Dynamic sagittal imbalance, Pelvic
compensation

척추 변형 수술 결과에 대한 수술 전 골반 보상작용의 영향
및 보행 개선 분석
김중걸, 김호중, 박상민, 권오상, 한희수,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전향적 관찰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상면 불균형 교정 수술에 대한 수
술 전 골반 보상작용의 영향 및 수술 후 보행 매개 변수의 개선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이전 연구에서 수술 전 보행 시 시상면 동
적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들은 척추변형 수술의 교정효과가 미

Fig. 1.

미하였고, 수술 후 보행 자세의 호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향적 관찰연구로 시상면 척추 변형에 대해 교

20F-007

정 수술을 받을 32명의 환자를 수술 후 1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
다.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방사선학적 매개 변수를 측정 하
였다. 수술 전 및 수술 6개월 후, 동작분석을 수행하여 Center
of mass (CoM)으로부터 Center of gravity (CoG)의 편차, 평
균 Trunk kyphosis (TK) 각도, Gait deviation index (GDI)
및 Kinematic parameters를 추정 하였다. 수술 전 환자들은 3

Re-stooping After Corrective Osteotomy in Patients
with Ankylosing Spondylitis
Ye-Soo Park, Byeong-Jik Ka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yeonggi-do, Korea

차례 보행시도 과정 중, CoM에서 CoG 거리의 증가 여부에 따
라 CoG +와 CoG-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Oswestry disability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index (ODI) 및 EuroQol-5D (EQ-5D)는 수술 후 1년 동안 측

Objectives: We aimed to analyze the risk factors for re-

정하였다.

stooping.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orrective osteotomy in

결과: 모든 방사선 매개 변수는 수술 후 크게 개선되었다. 보행
분석 중 3번의 보행 시도 기간 동안 CoG, CoM 거리 간의 변화
및 TK각도의 변화 역시 호전이 있었다. 수술 골반 보상 유무에
따른 CoG + 및 CoG- 그룹간에 1 년 사후 평가에서 ODI 및 EQ5D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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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ankylosing spondylitis (AS) has risks, but is
known to be an effective treatment for correcting posture.
Quality of life has shown improvement after corrective
osteotomy, but in some patients, re-stooping recurs dur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본원에서 2006년 3월
부터 2018년 4월까지 강직성 척추염으로 흉요추부 교정 절골
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58명, 58예의 교정 절

osteotomy for AS from March 2006 to April 2018. Among 58
patients (58 cases), those with a follow-up period of less than
2 years were excluded. The remaining 50 patients (50 cases)
were divided into the re-stooping group (R-group) and non-

골술 환자중 추시기간 2년 미만인 환자는 제외하였다. 50명,

re-stooping group (N-group) based on the ratio of correction
loss. Age, sex, bone mineral density (BMD), sagittal vertical
axis, and the modified Stoke Ankylosing Spondylitis Spinal

으로 나누어, 두 군의 나이, 성별, 골밀도 및 modified Stoke

50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시상면 중심축(Sagittal vertical
axis, SVA)을 기준으로 교정손실 정도(ratio of correction loss)
에 따라 re-stooping 발생군(R group)과 비 발생군(N group)
Ankylosing Spondylitis Spinal Score (mSASSS), SVA를 포함
한 영상학적 측정값을 분석하였다.

Score (mSASS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In the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no significant

결과: 두 군간의 나이, 성별, 골밀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sex, or BMD. The preoperative
mSASSS was also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The R-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change
in mSASSS between the preoperative assessment and last
follow-up (p<0.05). The ratio of correction loss and change
in mSASSS ( △last-preoperativ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p<0.05). When comparing the change of
mSASSS for 1 year after surgery and the last follow-up after
1 year, the former was significantly greater (p<0.05).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AS, corrective osteotomy
showed high satisfaction, but re-stooping could occur during
follow-up. As a potential cause, 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hange in the mSASSS. Since changes in
the mSASSS had a major effect, especially during the first
year after surgery, it is considered that active exercise and
close observation can help prevent re-stooping during the
first year after surgery.
Keywords: Ankylosing spondylitis, Re-stooping, Corrective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추시 와 초기 mSASSS변화(△last-

osteotomy

Research on the S2-Alar-Iliac Screw Entry Point and
Safe Insertion Angle using 3D Model Analysis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교정 절골술 후 후만 재발

Jae Hyuk Yang1, Dong-Gune Chang2, Jeong Hwan Ahn1,
Choi Jeong Seok1, Seung Woo Suh1

박예수, 강병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교정 절골술 후 후만 재발을

지 않았다. 술전 초기 mSASSS에서도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preoperative mSASSS)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또한 척추 시상면 중심축의 교정손실 정도와 mSASSS변화 (△
last-initial mSASSS )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0.05). 수
술후 1년간의 mSASSS변화 와 1년 이후 추시 기간 동안의 변화
를 비교한 결과 수술 후 1년간의 변화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
다(p<0.05).
결론: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흉요추부 교정 절골술은 높은 만
족도를 보여주었지만, 장기 추시에서 re-stooping이 발생 가능
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mSASSS 변화 정도가 연관성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술 후 1년동안 mSASSS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술 후 1년 정도는 적극적인 운동과 추시
가 re-stooping의 발생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 단어: 강직성 척추염, 후만 재발, 교정 절골술

20F-013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 Baek-Hospital,
Seoul, Korea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Study Design: Prospective experimental study.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시행한 교정 절

Objectives: Traditionally, an iliac screw was used for spino-

골술은 위험성이 있지만 자세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술법

pelvic fixat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Due to the numerous complications

으로 알려져 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자세 교정 후 삶
의 질이 개선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추시 중 후만이 재발(restooping)하는 경우가 있다.

associated with iliac screw use (e.g., screw pull-out, pain, and
bedsores), a new S2-alar-iliac (S2AI) screw insertion method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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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patients who underwent thoracolumbar corrective

Volume 27 • Number S2 • November 2020

was introduced. Nevertheless, no research has yet investigated
the S2AI screw entry point and insertion angle using threedimensional (3D) model analysi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1-mm slices of pelvic

10명)을 대상으로 1mm cutting 골반 CT를 촬영하였다. CT 촬

computed tomography from 20 healthy adults (10 men and
10 fwomen) who had no underlying disease. We made a 3D
reconstruction of the pelvis and sacrum using DICOM files

다. 3차원 재구성 이후 S2AL의 삽입점, 안전 삽입 각도, 및 최적

and the Mimics program (version 21.0; Materialise, Leuven,
Belgium). We analyzed the anatomical associations of the
pelvis and sacrum. After 3D reconstruction, we analyzed the

준 삽입점으로 정하였다. 이후 안전 삽입 각도, 및 최적의 나사

S2AI screw entry point, insertion angle, and optimal screw
size. As in previous research, the insertion point was 2 mm
lateral from the midpoint between the S1 and S2 foramen. To
calculate the safe insertion angle, we supposed the diameter
of the screw to be 9 mm, and analyzed the safe angle and
screw length. From the insertion point, the cutting surface
was reconstructed at 1° intervals between 35° and 45° angles
in the direction of the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and we
confirmed the safe angle for insertion of a 9-mm-diameter
screw. We re-calculated the entry point of S2AI and analyzed
the entry point range with the center of a 9-mm-diameter
screw.
Results: The ideal entry point was 1.2 mm inferior to the S1
foramen, 1.3 mm superior to the S2 foramen, and 2.3 mm
lateral to the line connecting the S1-S2 lateral margin.
Conclusions: The ideal entry point was 1.2 mm inferior to the
S1 foramen, 1.3mm superior to the S2 foramen, and 2.3 mm
lateral to the line connecting the S1-S2 lateral margin.
Keywords: S2AL screw, Safe, length, S2AL location

영을 통해 얻어진 Dicom 파일 및 Mimics 프로그램(ver 21.0,
materailise, USA)을 이용하여 천골 및 골반골의 3차원 재구성
을 하였으며, 천골과 장골간의 해부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
의 나사못 길이 등을 분석하였다. S2AL의 삽입점은 기존의 연
구를 기반으로 S1, S2 foramen 외연에서 외측으로 2mm를 기
못 길이를 분석 하였다. 안전 삽입 각도는 시상면 및 횡단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9mm 직경의 나사못 삽입을 가정하여,
삽입 가능한 나사못의 각도 및 길이를 확인 하였다. 기준 삽입
점으로부터 AIIS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 방향으로 35 ~
45도 간격으로 1도 단위로 절단면을 구현하고, 9mm 직경의 나
사못 삽입의 안전 각도를 확인 하였다.
diameter screw.
결과: 시상면상 허용 각도는 최소 34.5도 ~ 최대 44.5도로 측정
이 되었으며, 횡단면상 허용 각도에서 장골의 내측 및 외측 피
질골의 손상을 주지 않는 각도는 최소 42.0도, 최대 50.4도로 측
정 되었다. 가장 이상적으로 나사못이 삽입될 경우 최대 삽입 가
능한 나사못의 길이는 평균 101.6 mm로 측정되었다. 시상면상
허용 각도에서 나사못이 이상적으로 삽입되는 횡단면 상의 각
도는 평균 45.6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장골의 내측 및 외측 피
질골의 손상 및 S1 및 S2의 foramen 손상은 없었다. 이상적으로
삽입된 나사못을 기준으로 삽입점을 재 구성해 보았을 때, 이상
적 삽입부는 S1에서 하부로 평균 1.2 mm, S2에서 상부로 평균
1.3 mm, S1-2외측 마진을 연결한 선에서 외측으로 2.3 mm에
위치하고 있었다.
결론: S2-ala-iliac (S2AL) 나사못의 삽입점, 안전 삽입 각도 및
나사못의 길이를 CT를 이용하여 3차원 분석하였을 때, 시상면
상 34~ 44도상에서 횡단면상 45도로 삽입될 경우 최대 100 mm

3차원 분석을 통한 S2 Ala-iliac 나사못의 삽입점 및 각도
분석 연구
양재혁1, 장동균2, 안정환1, 최정석1, 서승우1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2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선행적 실험 연구
연구목적: 최근 다분절 척추 골정 및 척추 시상면상 교정 및 고
정을 요하는 환자가 증가 하고 있다. 이 경우 척추 골반간 고정
이 필요하며, 장골 나사못(iliac screw)은 척추 골반간 고정을 위
해 사용되어 왔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S2-ala-iliac (S2AL) 나사못의 삽입점
(entry point), 안전 삽입 각도 (insertion angle)에 관련한 3차원
분석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 없다.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남녀 정상 성인 20명(남자: 10,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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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나사못을 안전하게 삽입가능하다.
색인 단어: S2AL, 골반나사못, S2AL 나사못, S2AL 안전 삽입, 나
사못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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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of the Global Alignment Proportion (GAP)
Score for Predicting Mechanical Complications
and Proximal Junctional Failure After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in Elderly Patients
Ho-joong Kim, Dae-woong Ham, Jae-Heouk Choi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yeonggi-do Korea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promising results regarding

the predictive power of the GAP score for mechanical
complications and PJF in the elderly population. Using the
GAP score, we can determine the patient’s specific correction
goal preoperatively to prevent mechanical failure based on an
individual patient’s characteristics such as pelvic incidence.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Global Alignment
Proportion (GAP) score, Proximal junctional failure, Elderly
patients

Study Design: To verify the usefulness of the global alignment

proportion (GAP) score for predicting mechanical failure
after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in elderly patients with
severe sagittal imbalance, radiographs before and after
surgery were compared.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usefulness of
the GAP score to predict postoperative mechanical failure
in elderly (mean age, 70.5 years) individuals with severe
sagittal imbalanc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ccording to Yilgor et al.
and Jacobs et al., GAP scores help to predict mechanical
complications after spinal deformity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84 patients were enrolled
and assigned t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experienced
mechanical complications (n=49), proximal junctional failure
(PJF; n=37), and revision surgery (n=11). The GAP score was
calculated using X-rays obtained in the early postoperative
period. The validity of the GAP score’s predictive ability
was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area under the curve (AUC)
of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ochran–Armitage test
of trend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association between mechanical failure and the GAP score.
Results: The discriminatory power of the GAP score to
predict mechanical complications and PJF was moderately
accurate, with an AUC of 0.836 (95% confidence interval
[CI]: 0.749–0.923, p<0.001) and 0.702 (95% CI: 0.588–
0.851, p<0.001), respectively. Its discriminatory power to

고령의 환자에서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합병증 및
상위이행부실패 예측에 대한 글로벌 정렬 비율(GAP) 점수
의 유효성
김호중, 함대웅, 최재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심각한 시상면 불균형을 가진 고령의 환자의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실패를 예측하기 위한 GAP (global
alignment ratio) 점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술 환자의
수술 전후 방사선 사진을 비교한다.
연구목적: 심각한 시상면 불균형을 가진 고령의 환자(평균 연
령, 70.5 세)에서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실패를 예측하
기 위한 GAP (global alignment ratio) 점수의 유용성을 검증하
는 것이 목표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Yilgor et al과 Jacobs et al의 연구에 따
르면 GAP 점수는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대상 및 방법: 총 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합병증(n=49), 상위이행부실패(PJF; n=37) 및 재수술
(n=11)의 합병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GAP 점수는 수술 후 초기
에 얻은 단순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ROC의 AUC
을 계산하여 GAP 점수의 예측 능력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단
일 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Cochran-Armitage test를 수행
하여 기계적 합병증과 GAP 점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결과: 기계적 합병증 및 상위이행부실패에 대한 GAP 점수의 예
측력은 ROC에서 AUC 0.836(신뢰 간격 [CI]: 0.749~0.923, p
<0.001) 및 0.702(CI: 0.588~0.851, p <0.001)로 “moderately

predict revision surgery was less accurate, with an AUC
of 0.639 (95% CI: 0.446–0.831, p<0.001). The GAP sco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mechanical
complications and PJF in un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the Cochran–Armitage test for trend. However,

accurate”로 측정되었다. 재수술에 대한 GAP 점수의 예측력

it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vision surgery.

결론: 이 연구는 노인 인구의 척추 변형 수술 후 기계적 합병증

은 AUC 0.639(CI: 0.446~0.831, p<0.001)로 “less accurate”
로 측정되었다. GAP 점수는 단일 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Cochran-Armitage test에서 기계적 합병증 및 PJF와 통계적으
로 유의 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나 재수술과는 관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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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위이행부실패의 예측에 GAP 점수가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개별 환자의 골반 입사각을 기초로 한 GAP 점수
를 사용하여, 변형 수술 후 기계적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
각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GAP (Global Alignment Proportion)
점수, 상위이행부실패, 고령의 환자

these criteria for appropriateness: group A (appropriate)
and group IA (inappropriate). Clinical outcomes and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failure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study included 90 patients with a follow-up
duration of 90.3 months. There were 30 patients in group A
and 60 patients in group IA. The clinical outcomes at 2 years
were significantly better in group A than in group IA for the
visual analog scale (VAS),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scores, and all domains of the Scoliosis Research Society

Free Paper: Deformity II
20F-051
Long-term Benefits of Appropriately Corrected
Sagittal Alignment in Reconstructive Surgery for
Adult Spinal Deformity: Evaluation of Clinical
Outcomes and Mechanical Failure
Chong-Suh Lee, Se-Jun Park, Jin-Sung Park, Yun-Jin Nam,
Youn-Taek Choi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22-Item (SRS-22) scale. At the final follow-up visit, the
back VAS and ODI scores were still lower in group A than
they were in group IA, but the VAS for the leg did not differ
between the groups. The SRS-22 scores at the final followup showed that only the pain and self-image/appearance
domains and the total sum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A than in group IA. The incidence of rod fracture and PJK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The clinical benefits from appropriate correction
of sagittal alignment continued for a mean of 90.3 months.
The development of rod fracture or PJK was not affec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sagittal alignment.
Keywords: Sagittal alignment, Adult spinal deformity, Longterm benefit, Clinical outcome, Mechanical failure

성인 척추 변형의 수술적 치료에서 적절히 교정된 시상면
상 정렬의 장기 추시 결과
이종서, 박세준, 박진성, 남윤진, 최연택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Objectives: To investigate whether appropriately corrected

sagittal alignment continues to offer benefits over time with
regard to clinical outcomes and mechanical failur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optimal sagittal alignment is closely correlated with
good clinical outcomes in adult spinal deformity (ASD)
surgery. However, it remains to be determined whether the
clinical benefit of appropriately corrected sagittal alignment
can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older than 50 years who
underwent ≥4-level fusion for ASD and were followed up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적절히 교정된 시상면상 정렬이 장기추시
시에도 잇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임상 결과와 기계적 실
패의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성인 척추 변형의 수술적 치료에서 시상
면상 정렬을 잘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은 임상 결과를 얻는데 중
요하다. 하지만 적절히 교정된 시상면상 정렬이 장기 추시시에
도 여전히 잇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대상 및 방법: 성인 척추변형으로 4분절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50세 이상의 환자 중 5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를

for ≥5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ppropriateness of
sagittal alignment correction was defined as pelvic incidence
minus lumbar lordosis ≤10°, pelvic tilt ≤25°, and sagittal

였다. 상기 정의에 따라 시상면상 정렬이 적절한 군(group A)

vertical axis ≤50 mm. Two groups were created based on

과 그렇지 않은 군(group IA)로 구분하였다. 임상 결과는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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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다. 시상면상 정렬의 적절성은 PI-LL가 10도 이
내, PT가 25도 이내, 그리고 SVA가 50 mm 이내일 때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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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분절 후만증을 조사하였다.
결과: 90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추시 기
간은 90.3개월이었다. Group A에 30명이 속하였으며 group
IA에는 60명이 속하였다. 2년째 임상결과는 VAS, ODI 점수 및
SRS-22의 모든 도메인에서 group A가 group IA보다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 추시시에는 허리 통증 VAS와 ODI
점수가 유의하에 group A에서 좋게 나타났으나 다리 통증 VAS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최종 추시시의 SRS-22 점수는 P, SA 도
메인과 총 점수만이 group A에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강봉 골절이나 근위분절 후만증의 발생빈도는 두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로인한 재수술의 빈도 역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적절히 교정된 시상면상 정렬의 임상적 잇점은 장기 추시
기에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두 그룹간의 임상 결과의 차이는 시
간이 경과할수록 줄었다. 강봉 골절이나 근위분절후만증 등의
기계적 실패의 빈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색인 단어: 시상면상 정렬, 성인 척추 변형, 장기 추시 잇점, 임
상적 결과, 기계적 실패

Fig. 1.

Is the S2-Alar-Iliac Screw Technique Superior to
Iliac Screw Technique in Terms of Changes in SpinoPelvic Parameters Following Surgical Correction for
Adult Spinal Deformity?
Yong-Chan Kim, Ki-Tack Kim, Kee-Yong Ha,
Joonghyun Ahn, Qiang Luo, Seungnam Ko,
Sung-Min Kim, Mingyu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We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iliac screw

(IS) technique on the correction of lumbar lordosis and the
change of other spinopelvic parameters in comparison with
the S2-alar-iliac screw (S2AI) techniqu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lthough S2AI has several
theoretical advantages over IS, its influence on spinopelvic
parameters remains uncertain.
Materials and Methods: In total, 142 consecutive adult spinal
deformity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correction were
reviewed. We divided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pelvic fixation technique (group I, IS [n=111];
group II, S2AI [n=31]). The sagittal spinopelvic parameters
(C7 sagittal vertical axis [C7SVA], lumbar lordosis [LL],
upper lumbar lordosis [ULL], lower lumbar lordosis [LLL],
pelvic tilt [PT], and pelvic incidence [PI]) in full standing
lateral radiographs were measured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The patients were further divided into two
subgroups based on the postoperative change of PI: the
changed subgroup (A), in whom the change of PI was ≥5°,
and the unchanged subgroup (B), in whom the change of PI
was <5°.
Results: Group I had significantly larger postoperative

changes in C7SVA (134.6 mm vs. 87.1 mm, p=0.021), LL
(65.6° vs. 54.4°, p=0.012), ULL (39.8° vs. 30.3°, p<0.001),
LLL (25.8° vs. 24.1°, p=0.484), and PT (19.7° vs. 12.1°,
p=0.023) than group II. PI increased from 54.8°±9.5° to
56.1°±8.4° in group I and decreased from 56.8°±11.4° to
54.2°±10.9° in group II, without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the subgroup analysis, subgroup A (64 in 111,
57.6%) in group I showed a PI increase of 5.8°±2.5° (p<0.05)
and subgroup A (16 in 31, 51.6 %) in group II showed a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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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I, SRS-22 점수를 이용하였고 기계적 실패는 강봉 골절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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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 of 6.2°±4.5° (p<0.05).
Conclusions: Compared to the S2AI technique in the surgical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장골 나사못, 제 2천골익-장골 나사
못, 척추-골반 지표

correction of adult spinal deformity, the IS technique may
achieve more correction of lumbar lordosis and increased
postoperative PI.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Iliac screw, S2 alar-iliac
screw, Spinopelvic parameter

성인 척추 변형 환자를 위한 수술적 교정 시 제 2천골익-장
골 나사못 고정이 장골 나사못 고정 보다 우수하다?
김용찬, 김기택, 하기용, 안중현, 나강, 고승남, 김성민, 김민규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F-068
The Influence of Posterior Facetectomy on Lumbar
Lordosis in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Hae-Dong Jang, Eung-Ha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Gyeonggi-do,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bjectives: To compare changes in sagittal parameters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성인 변형 환자의 교정 수술 시 사용하는 장골 나사못
(IS) 고정술이 요추 전만각 등 척추-골반 지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 2천골익-장골 나사못(S2AI) 고정술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이론적으로, S2AI 나사못 고정술이 IS 나
사못 고정술과 비교하여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척추-골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상 및 방법: 척추 변형 교정 수술을 시행한 142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수술 시 골반 고정 방법에 따라서 제 1군(IS, 111
명)과 제 2군(S2AI, 31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 척추 기립
측면 영상을 촬영하여 제 7경추 시상 수직축(C7SVA), 요추 전
만각(LL), 상위 요추 전만각(ULL), 하위 요추 전만각(LLL), 골반
경사(PT), 골반 지수(PI) 등의 척추-골반 지표를 술 전, 술 후에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술적 교정 전후의 PI 변화
에 근거하여, PI의 변화가 5도 이상을 A군으로, 5도 미만을 B군
으로 정하여 하위 집단(subgroup)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척추-골반 지표의 변화에서 제 1군은 제 2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더 큰 변화를 보였다(C7SVA [134.6 mm vs. 87.1 mm,
p=0.021], LL [65.6도 vs. 54.4도, p=0.012], ULL [39.8도 vs. 30.3
도, p<0.001], LLL [25.8도 vs. 24.1도, P=0.484], PT [19.7도 vs.
12.1도, p= 0.023]). PI 값은 제 1군에서 술 전 54.8±9.5도에
서 술 후 56.1°±8.4°로, 제 2군에서 술 전 56.8±11.4도에서 술
후 54.2±10.9도로 변화되었으나 각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하위 집단 비교 분석에서, 제 1군의 A군(111명 중 64
명, 57.6%)은 PI 값이 5.8±2.5도(p<0.05) 증가하였으며, 제 2군
의 A군(31명 중16명, 51.6%)은 PI 값이 6.2±4.5도(p<0.05) 감
소하였다.
결론: 성인 척추 변형 환자의 수술적 교정에 있어서, IS 고정술
은 S2AI 고정술 보다 더 큰 요추 전만각의 교정을 얻을 수 있고,
술 후 PI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120

www.krspine.org

according to posterior facetectomy in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bilateral facetectomy (BF) with
open pedicle screw fixation (PSF) versus percutaneous
pedicle screw fixation (PP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successful restoration
of sagittal balance in degenerative spinal disord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urgical outcomes.
Materials and Methods: We included 129 patients (167
segments). We performed LLIF (single or double level)
using laterally inserted cages (6° angle) filled with allobone
and demineralized bone matrix through the retroperitoneal
transpsoas approach.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facetectomy was performed.
Patients who underwent LLIF following BF and open PSF
were assigned to the BF+PSF group (n=102), while patients
who underwent LLIF following PPF were assigned to the
PPF-only group (n=65). We performed posterior facetectomy
in patients requiring direct decompression. The radiological
evaluation included lumbar lordosis (LL), segmental lordosis
(SL), and pelvic incidence (PI) on plain radiographs. We
also evaluated the value of PI-LL and the frequency of PILL mismatch (>10°). We compared perioperative changes in
sagittal parameters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BF+PSF group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perioperative SL restoration (4.02°) than the PPF-only
group (1.31°) (p=0.007), as well as greater perioperative LL
restoration (5.51°) than the PPF-only group (2.73°), although
that difference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p=0.087).
The BF+PSF group showed lower postoperative PI-LL
(4.08°) than the PPF-only group (5.67°), but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PI-LL mismatc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in preoperative sagittal parameter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Both BF with open PSF and PPF alone
following LLIF significantly improved radiological

(2.73도)에 비해 수술 후 호전 정도가 컸지만 통계학적 유의성
은 관찰되지 않았다. 후관절절제군의 골반입사각-요추전만각
결과값(4.08도)과 골반입사각-요추전만각 불규형비율(35.7%)
은 경피적나사못 단독시행군(5.67도, 42.4%)에 비해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 전 시상면 지표와 인구
사회학적 변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외측방 요추유합술시 함께 시행하는 후관절절제술 및 관

outcomes. The group that underwent LLIF with BF and open
PSF showed significantly better perioperative restoration of
SL than the PPF-alone group.
Keywords: Pedicle screw, Facetectomy, Lateral lumbar

혈적 나사못고정술과 경피적나사못 단독 시행방법은 두가지 모

interbody fusion, Sagittal balance, Segmental lordosis

색인 단어: 척추경 나사못, 후관절 절제술, 요추 전만각, 분절 전

두 유의미한 영상의학적 결과의 호전을 보였다. 특히 후관절절
제술을 시행하면 경피적나사못 단독 삽입술에 비해 뛰어난 분
절전만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만각, 외측방 요추 유합술

외측방요추유합술에서 후관절절제술이 요추전만각에 미
치는 영향

20F-039

장해동,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연구
연구목적: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의 외측방요추유합술시 후관절

Changes in Regional and Global Sagittal Balance
Following Single-level L5-S1 PLIF

고자 하였다.

Hyung Rae Lee, Jae Hwan Cho, Woon Sang Lee,
Chan Woong Byun, Sang Yun Seok, Chang Ju Hwang,
Dong-Ho Lee, Choon Sung Lee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요추유합술 시행에서 시상면 지표는 영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절제술 시행여부가 척추 시상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상의학적, 임상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후관절 절제술을 통
한 후방나사못 고정술이 시상면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행문헌이 부족하다.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isk factors for the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분절 이하의 외측방유합술을 시행 받

aggravation of regional and global sagittal balance following
L5-S1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PLI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lthough PLIF is frequently
performed in patients with spinal stenosis, its application to
L5-S1 is controversial in terms of regional and global sagittal
balance. A recent study demonstrated that aggravation of

은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129명(167분
절)이 포함되었다. 1년 이내 재수술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외측
방유합술은 후복막강을 통한 경요근 접근법을 사용하였고, 전
만각 6도의 케이지에 동종골과 탈회골기질을 채워 삽입하였다.
대상환자는 후관절 절제술 시행여부에 따라 2 군으로 나누었으
며, 후관절절제술 및 관혈적 나사못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를 후
관절절제군(102명)으로 설정하고, 경피적 나사못 삽입술만을
시행한 환자를 경피적나사못 단독시행군(65명)으로 설정하였
다. 후관절 절제술은 후방 감압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시행되었
다. 단순 영상에서 요추전만각, 분절전만각, 골반입사각 등을 측
정하였고, 골반입사각-요추전만각 결과값과 골반입사각-요추전
만각 불규형(10도 이상) 환자의 비율도 조사하였다. 상기 지표
들의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하여 두 군 간의 차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후관절절제군(4.02도)은 경피적나사못 단독시행군(1.31
도)에 비해 뛰어난 분절 전만각의 호전을 보였다(p=0.007). 후
관절절제군의 요추전만각(5.51도)은 경피적나사못 단독시행군

sagittal balance occurred after PLIF including the L5-S1
level.
Materials and Methods: We included 86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L5-S1 PLIF for degenerative lumbar disease.
All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2 year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postoperative
changes in segmental angle (SA) between L5 and S1.
Clinical outcomes were assessed by the back and leg pain
visual analog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and EuroQol
5-dimension questionnaire. Clinical and radiological
parameter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Regional sagittal parameters including lu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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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 the BF+PSF group (35.7%) was lower than that
of the PPF-only group (42.4%);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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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osis, pelvic tilt, and sacral slope were influenced by a
change in SA following L5-S1 PLIF (p=0.002, p=0.001, and
p=0.002 respectively). However, the global C7-S1 sagittal

(p=0.002, p=0.001, p=0.002) 그러나 전신적 균형지표인 척추
시상면중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
상지표인 환자 허리통증 및 방사통 시각등급 통증점수에서 큰

vertical axi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a change in SA.
Clinical outcomes did not differ between the group in which
SA decreased and the group in which SA increased. Th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a decrease in SA were as follows:

차이가 없었으며 요추기능장애, 삶의 질 평가 등의 설문에서도

large preoperative SA (odds ratio [OR], 1.066; p=0.035),
lumbosacral sagittal alignment (LSA) (OR, 1.448; p<0.001),
and flexion LSA on dynamic lateral radiographs (OR, 1.160;

서 요천추각의 각도가 큰 경우에 유의미하게 수술 후 분절각도

p=0.007).
Conclusions: Patients with preoperative (1) large SA, (2)
large LSA, and (3) large flexion LSA on dynamic lateral
plain radiographs are more likely to develop deterioration
of SA. In those cases, surgeons should consider different
surgical techniques such as open lumbar interbody fusion to
improve regional sagittal balance.
Keywords: PLIF, L5-S1, Sagittal balance

L5-S1 간 후방요추간융합술 이후 국소적, 전신적 시상면
균형지표의 변화
이형래, 조재환, 이운상, 변찬웅, 석상윤, 황창주, 이동호, 이춘성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연구
연구목적: L5-S1 간 후방요추간융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의 국
소적, 전신적 시상면 균형지표의 변화를 확인한다. 국소적 시상
면균형지표의 악화를 가져오는 수술 전 위험요소들을 분석한
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대부분의 후방요추간융합술 이후 전신적
시상면 균형지표는 호전되지만 L5-S1분절을 포함하는 경우 악
화가능성이 크다는 보고가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기관에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L5-S1 후방요
추간융합술을 시행 받은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2년 이상의 추시관찰기간을 가졌다. 환자들은 수술 후
요천추간 분절각도의 증가군과 감소군의 두 군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임상적 지표로 환자 허리통증 및 방사통 시각등급통
증점수, 요추기능장애, 삶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국소적 척
추골반 균형지표로 요추전만각, 척추경사각, 골반경사각, 골반
입사각, 흉추후만각, 요천추분절각도를 측정하였고, 전신적 시
상면균형지표로 척추시상면중심축을 측정하였다. 두 군의 임상
적, 영상학적 지표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국소적 시상면 균형지표인 요추전만각, 골반경사각, 척추
경사각은 L5-S1 수술 후 분절각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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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분절각도 증가군과 감소
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술전 분절
각도 및 요천추각이 컸던 경우, 측면역동방사선 굴곡 사진상에
의 감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L5-S1 수술 시, 분절각도와 요천추각이 큰 경우, 측면역동
방사선 사진상 굴곡각도가 큰 경우 수술 후 분절각도 및 국소적
시상균형지표의 악화 가능성이 크므로 척추후방고정 및 유합술
을 고려하는 경우 환자의 수술전균형지표 및 상태에 대해 포괄
적으로 접근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본 연구의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측방추체간유합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색인 단어: 후방요추간융합술, 시상면균형지표, L5-S1 분절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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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046
Risk Factors fo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Following a Previous Hip Fracture
Sang-Min Park, Young-Kyun Lee, Ho-Joong Kim,
Jin S. Yeom, Kyung-Hoi Ko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Korea

the hip fracture. Age ≥70 years (hazard ratio [HR], 2.70;
p=0.039), body mass index <18.5 kg/m2 (HR, 2.57; p=0.048),
and Charlson comorbidity index ≥2 (HR, 2.04; p=0.036),
were risk factors for death.
Conclusions: Previous vertebral fractures, an MPR of <80%,

and a low lumbar BMD were strong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Howeve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did not increase the mortality rate after
hip fractures. Timely management is warranted to prevent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in hip fracture patients with
risk factors.
Keywords: Mortality, Hip fracture, Osteoporosis, Subsequent
fracture, Vertebral fracture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
Objectives: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of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after hip fractures, as well as to determine
whether a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 increases the
mortality rate of elderly hip fracture patient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Subsequent osteoporotic
fractures are a major health problem in the elderly
population. An osteoporotic fracture is related to an increased
risk for subsequent osteoporotic fractures as well as increased
mortality. However, no study has yet investigated the risk
factors of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after hip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9 to July 2016,
1,554 patients were diagnosed as having a hip fracture and
were treated surgically at our institution. Among them,
1,121 patients were >50 years old at the time of injury
and were followed-up for 1 year or longer after the hip
fracture surgery. Vertebral fracture was diagnosed based
on plain spine radiographs. We analyzed the risk factors
fo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after hip fractures, the
mortality rate after hip fractur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and the risk factors for death.
Results: Among the 1,121 patients, 107 (9.5%) had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after a hip fracture during
the entire follow-up period. In the multivariable analysis, a

고관절 골절 후 척추 재골절의 위험인자
박상민, 이영균, 김호중, 염진섭, 구경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관절 골절 후 척추 재골절의 발생
률 및 위험인자를 파악하고, 사망률을올리는 요인을 찾는데 있
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골다공증성 골절의 재골절은 고령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재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망률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 후 척추 재골절의 정확한 위험인자 등에 대해선 알
려져 있지않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고관절 골절로
본원에 내원한 1,5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1년 이상 추
적관찰이 된 50세 이상의 환자 1,121명을 분석하였다. 척추 골
절은 1년마다 촬영한 척추 방사선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관절 골절 후 척추 골절의 위험인자를 분석하였으며,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재골절의 유무에 따른 위험인자를 분석
하였다.
결과: 1121명읜 환자 중 107명(9.5%)의 환자에게서 척추 골절
이 고관절 골절 후 발생하였다. 다변량 분석에서 이전의 척추
골절 (Odds ratio [OR]: 2.62), 투약 순응도<80% (medication
possession rate, OR: 1.92), 요추 골밀도 (T-score < -2.5, OR:

previous history of vertebral fracture (odds ratio [OR], 2.62;
p<0.001), medication possession rate (MPR) of osteoporosis
treatment <80% (OR, 1.92; p=0.014), and a low lumbar

2.58)가 척추 재골절의 위험인자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척추 재

bone mineral density (BMD) (OR, 2.58; p=0.001) appeared
as risk factors fo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However,
subsequent vertebral fractures did not affect mortality after

세 이상의 고령 (Hazard ratio [HR]: 2.70), 저체중 (BMI<18.5

골절이 고괄절 골절 후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고관절 골절 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70
kg/m2, HR: 2.57), Charlson’s 동반질환지수 ≥2 (HR, 2.04)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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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전의 척추 골절, 낮은 투약 순응도, 낮은 요추 골밀도가
고관절 골절 후 척추 재골절의 위험인자로 분석되었으며, 척추
재골절은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관절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위험인자의 적절한 치료가 척추 재
골절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색인 단어: 사망률,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 척추 골절, 재골절

20F-040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Conservative
Treatment, Vertebroplasty, and Balloon Kyphoplasty
in Patients with Acute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in South Korea
Hee-Jung Son, Chang-Nam Kang, Sung Hoon Choi,
Dong Ryul Heo, Ji Won Jung, Myeong Geun Lee,
In Cheol Ku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nd group V (p=0.000) allowing early ambulation. The
final follow-up VAS was similar among groups (p=0.74),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itial and
last follow-up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among
groups (p=0.79, P=0.081). Total cos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74),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specific costs, such as hospital room costs (group C>group
K, p=0.017), operation fees (group K & V>group C,
p=0.000), instrument costs (group K > group C, p=0.000,
group K>group V, p=0.000), and test costs (group C>group K,
p=0.000, group C=group V, p=0.233). Outpatient cos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168).
Conclusions: Vertebroplasty or ballon kyphoplasty is a costeffective treatment for OVCF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by relieving acute pain and allowing early ambulation with
little difference in cost compared to conservative treatment.
Keywords: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Vertebroplasty, Kyphoplasty, Cost-effectiveness, South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st-

effectiveness of conservative treatment, vertebroplasty, and
ballon kyphoplasty for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OVC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akahashi et al. (2019)
reported that vertebroplasty was a cost-effective treatment
method for OVCF in Japan.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14 to February
2019, among patients who complained of acute pain in
the thoracolumbar or lumbar area,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and diagnosed with OVCF were included.
Clinical outcomes, hospitalization costs, outpatient costs,
hospital room costs, inspection fees, test costs, meal
costs, drug costs, injection costs, operation fees, operation
instrument costs, rehabilitation costs, and other costs during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costs were investigated.
Results: Out of 181 patients, 42 received conservative
treatment (group C), 108 received kyphoplasty (group K),
and 32 received vertebroplasty (group V). There was no

한국 사회에서 골다골증성 척추 압박 골절 환자에 대한 보
존적 치료,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풍선 척추 성형술의 비
용 효율성
손희중, 강창남, 최성훈, 허동렬, 정지원, 이명근, 국인철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환자들
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 척추성형술 및 풍선 후만성
형술의 비용 효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Takahashi S. 등(2019)은 일본 사회에서
척추 성형술이 비용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보고하였
다.
대상 및 방법: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흉요추부 및 요
추부 급성 통증으로 본원을 통하여 내원한 환자들 중 골다공증
성 척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를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임상적 결과, 병실비, 진찰비, 검사비, 식비,
약제비, 주사비, 수술료, 수술기구료, 재활치료비, 입원 당시 기
타비용, 외래 진료 비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difference in baseline characteristics among the groups. The
mean number of hospital day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C than group K (p=0.026).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itial VAS (p=0.857), but VAS measured

결과: 181명의 환자 중 42명이 보존적 치료(group C), 108명

4 weeks after injury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K

기 VAS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상 후 4주째 VAS는 group C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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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선 후만성형술(group K), 32명이 척추성형술(group V)를
시행받았다. 세 군 사이에 인구학적 자료는 차이가 없었다. 평
균 입원 기간은 group C가 group K보다 길었다(p=0.026).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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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였고, 최종 추시시에는 세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초기
와 최종 K-ODI에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79, 0.081).
총 비용은 세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지만(p=0.074) 병실비
(group C>group K, p=0.017), 수술료(group K & V>group
C, p=0.000), 검사비(group C>group K, p=0.000, group C=
group V, p=0.233)와 같은 세부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외
래 진료 비용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68).
결론: 척추성형술과 풍선 후만성형술은 보존적 치료와 비교하
여 총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조기에 통증을 감소시키
고 조기 보행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비용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 생각된다.
색인 단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 척추성형술, 후만성형
술, 비용 효율성, 한국

20F-034
The Effects of Cement Leakage and Configuration
on the Incidence of Adjacent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fter Vertebroplasty or Kyphoplasty
Jeong Bong Kim, Jong Min Baik,
Young Hyun Yoon, Deuk Soo Ju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discal cement leakage in 123 cases, among which adjacent
compression occurred in 37 (30.1%) case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intra-discal leakage after VP or KP could
affect the incidence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after
VP or KP (p<0.05).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ement
injection pattern of patients who underwent VP or KP, when
zone 1 or 3 was filled with cement, the incidence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was lower than when cement filling
was performed in zone 2 or 4 (p<0.05)
Conclusions: In conclusion, we found that intra-discal
cement leakage after VP or KP had an effect on adjacent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dditionally, we concluded
that cement injected into zone 1 and 3 can stabilize the
vertebral body, thereby decreasing the risk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Controlling the cement configuration
and cement leakage thoroughly during the procedure is not
easy. However, in order to manage and reduce the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we should monitor these risk factors
closely during the follow-up period.
Keywords: Compression fracture,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Vertebroplasty, Cement leakage, Cement configuration

경피적 척추 성형술, 또는 경피적 풍선 척추 성혈술 시행
후 발생한 시멘트의 추간판 유출, 시멘트 형상에 따른 인접
분절 척추 골절에 대한 분석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As the incidence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after vertebroplasty (VP) or kyphoplasty (KP) is increasing,
we analyzed risk factors for the occurrence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ccording to studies on cement
leakage after VP or KP, there is disagreement regarding
whether intra-discal cement leakage affects the occurrence of
adjacent compression fracture.
Materials and Methods: Our study included 686 patients who
underwent VP or KP at our clinic from 2009 to 2020. We

김정봉, 백종민, 윤영현, 전득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연구계획: 단일기관 및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척추 압박골절 환자에서 척추성형술 이후 추시 과정
중 인접분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척
추성형술시 발생하는 시멘트의 추간판 유출 및 척추 성형술시
척추체에 주입한 시멘트의 형상이 인접분절에서 척추 압박골절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척추 성형술 이후 주입한 시멘트의 유출
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추간판내 시멘트 유출이 인접분절 척

evaluated intra-discal cement leakage and the configuration
of injected cement through spine X-rays. We divided the
vertebral body into four equal quadrants of space and

추 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numbered them 1 to 4 to confirm the configuration (Fig. 1).
We verified the hypothesis statistically using the Pearson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s: Among 686 cases, there were 97 (14.1%) cases of

안 길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압박골절로 척추 성형술을 시행한

adjacent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There was intra-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Fig.1 에 따라 zone 1~4로 명명). 상기

는 결과가 모두 있어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상 및 방법: 본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 까지 약 11년 동
686명을 대상으로 단순 방사선 전후면, 측면 사진의 분석을 통
해 추간판내 시멘트 유출여부 및 척추체 시멘트의 형상에 대하
여 분석 하였다. 척추체 시멘트 형상은 척추체를 4개의 사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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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oup K와 V에서 낮게 측정되어(p=0.000) 조기 보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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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추시과정중 인접분절에 발생한 척추 압박 골절 97명

20F-014

에 대하여 추간판내 시멘트 유출 및 4개의 사분면에서의 척추체
시멘트 주입 여부가 인접분절 척추 압박골절 발생에 미친 영향
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피어슨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686명 중 척추 성형술 이후 인접분
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97명(14.1%)이였다. 척추체 추간판 내
유출이 있었던 경우는 686명 중 123명이었으며 이중에 인접분
절의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총 37명으로 추간판 내 유
출이 있는 경우 30.1%에서 인접분절 골절이 나타나 추간판 시
멘트 유출이 인접분절 압박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Significance of Postoperative Sagittal Balance in
Cervicothoracic (C7-T1) Fractures and Dislocation
According to the Surgical Method
Whoan Jeang Kim, Seong Ho Park, Hyun Min Shin,
Dae Geon Song, Jae Won Lee, Shann Haw Chang,
Kun Young Park, Won Sik Choy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났다(p-value: 0.000). 각 사분면에서의 시멘트 주입 여부에 따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른 분석에서는 척추체 전방부인 zone 1,3에 시멘트가 주입되었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nd

을 때 인접부위 척추 골절 발생을 낮추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clinical outcomes of various surgical method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operative sagittal balance
and neck pain in patients with cervicothoracic fracture and
dislocat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cervicothoracic junction,
a transitional zone, is an unstable site. Cervicothoracic
fracture and dislocation are uncommon, and few studies
have compared the outcomes of various surgical methods in
patients with cervicothoracic fracture and disloc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31 patients
(average age: 52.5 years) with cervicothoracic junctional
fracture and dislocation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between November 2001 and December 2019.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urgical
method: anterior (group 1), posterior (group 2), and anterior
and posterior (group 3) approaches. They were also divided

나타났으며 zone 2, 4 시멘트 주입여부는 인접부위 척추 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주입된 시
멘트의 용량, BMD, 성별, 경피적 척추성형술 또는 경피적 풍선
척추 성형술 여부는 인접부위 압박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척추 성형술 또는 풍선 척추 성형술시 추간판으로의 시멘트
유출이 인접분절 척추 압박골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척추
체 전방부인 zone 1,3에 시멘트가 주입되었을 경우 인접부위 척
추 압박 골절 발생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인 단어: 척추 압박 골절, 인접분절 척추 압박 골절, 경피적 척
추 성형술, 시멘트 유출, 시멘트 형상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T1 slope: low, <19°;
normal, 19°–32°; and high, >32°. Radiological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clinical
(pain visual analog scale [VAS]) evaluations were performed
at the final follow-up. Data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hoc analysis.
Results: The mean VAS scores significantly differed among
groups 1, 2, and 3 (p=0.002), between groups 1 and 2
(p=0.008), and between groups 1 and 3 (p=0.018), and 85%
patients in group 2 (p=0.044), and all patients in group 3
had a normal T1 slope.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VAS score between the normal T1
slope group and the low (p=0.004) or high (p=0.015) T1
slope groups.
Conclusions: Better postoperative sagittal bala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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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men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the management
of cervicothoracic fracture and dislocation.
Keywords: Cervicothoracic fracture, Cervicothoracic junction,
Cervical sagittal balance, T1 slope, Visual analog scale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의 수술 방법에 따른 수
술 후 시상면 균형의 중요성
김환정, 박성호, 신현민, 송대건, 이재원, 장선호, 박건영, 최원식
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의 수술 방법에 따
른 수술 후 영상학적 임상적 결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
의 수술 방법에 따른 수술 후 영상학적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니다. 따라서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를 치료하는데 있어
시상면 균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색인단어: 경흉추부 골절, 경흉추부 이행부, 경추부 시상면 균
형, T1 경사, VAS

Concurrent Session: Deformity
Team Approach to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From Preoperative Risk Assessment and Prevention
to Postoperative Care
Jung-Hee Lee. Ki-Tack Kim, Kee-Yong Ha,
Yong-Chan Kim, Kyung-Chung Kang, Ki Young Lee,
Joonghyun Ahn, Sang Kyu Lim, Hae Sung L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raduate School,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수술 후 시상면 균형과 수술 후 환자의 경추부 통증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recent increase in the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경흉추부(C7-T1)는 해부학적으로 전만의

average life expectancy has led to an increased prevalence of
adult spinal deformity (ASD), while the demand for surgical
treatments to address disabilities that impede an active senior
lifestyle is also increasing. Surgical treatments for ASD
involve complex and challenging methods, including longlevel constructs and possible osteotomy. However, deformity
correction can be accompanied by complications, such as
a large amount of blood loss during surgery, which can
lead to a high risk of cardiovascular injury and even death.
Therefore, spine surgeons are faced with an increasingly
urgent need to develop strategies and protocols aimed at
reducing risk and improving patient safety.
Main body: Spine surgeons planning and performing deformity
correction of ASD patients have been striving to achieve the

경추부에서 후만의 흉추부로 이어지는 이행존이며 불안정한 위
치입니다.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는 흔하지 않으며 또한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
교한 논문은 드뭅니다.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01년 11월부터 2019년 12월에 경흉
추부(C7-T1)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받은 31명의 환자를 포함하
였으며 환자의 평균 연령은 52.5세 였습니다. 환자는 수술 방법
에 따라 그룹 1(전방 접근법), 그룹 2(후방 접근법), 그룹 3(전
후방 접근법)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T1 경사를 기준으로 low t1
slope (19도 미만), normal T1 slope (19~32도), high T1 slope
(32도 초과)로도 분류하였습니다. 최종 추시 시점에 CT와 MRI
를 이용하여 영상학적 결과를 VAS를 이용하여 임상학적 결과를
얻었고 이 자료를 통해 분산 분석과 사후검정을 시행하였습니
다.
결과: 평균 VAS를 기준으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를(p=0.002)
보였습니다. 특히 그룹 1과 그룹 2(p=0.008) 그리고 그룹 1과
그룹 3(p=0.018)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룹 2의
85%환자와(p=0.044) 그룹 3의 모든 환자가 정상 T1 slope범주
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VAS를 기준으로 normal T1 slope
과 low T1 slope(p=0.004), high T1 slope(p=0.015)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best possible clinical outcomes without unnecessary surgical
or medical risks that may result in permanent harm. As a
part of these efforts, a team approach to achieving optimal
treatment by engaging all relevant experts involved in pre-,
intra-, and post-operative treatment and evaluation is currently
of interest. The importance of a multidisciplinary team
to treat patients with complex ASD has been emphasized

접근법의 경우 더 좋은 수술 후 시상면 균형을 보였으며, 수술

in several studies, and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several hospitals in Korea. The team approach to planning
and decision-making for surgery reduces the most basic

후 시상면 균형이 환자의 수술 후 경추부 통증에 영향을 미쳤습

errors and leads to fewer reoperations and revisions, resulting

결론: 경흉추부(C7-T1)골절 및 탈구에서 후방 접근법 및 전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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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ed using the posterior or combined anterior and
posterior approaches, which influenced neck pain in patients
with cervicothoracic fracture and dislocation. Sagit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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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tter results. This multidisciplinary team includes
orthopedic surgeons, physiatrists, hospitalists, psychologists,
physical therapists, specialized physician assistants, and

라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술의 계획 및 의사 결

nurses. A team-based approach is already being utilized in
many medical fields, has many advantages over individual
decision-making or a single individual performing surgery,
and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complication rate. Therefore,

근 방식은 척추 정형외과 의사 외에 심리학자, 입원 처치의 전문

a team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ASD should be the
standard for treating patients in terms of pre-, intra-, and
post-operative management.
Conclusions: Given the inherent complexity of treating
patients with ASD, the collaboration of multiple surgical and
non-surgical experts to treat these patients can help minimize
variabilit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improve
treatment. The team approach will gradually increase in
importance in spinal deformity surgery, and it will become a
promising patient management method that further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and outcomes of patients after surgery.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Deformity correction,
Complication, Multidisciplinary patient care

정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감소시키고 재
수술의 횟수를 줄여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팀 접
가, 통증 관리, 마취, 간호 및 물리 치료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된
다. 이러한 팀 기반 접근 방식은 이미 여러 의학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한 의사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치하는 것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으며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성인 척추 변형 환자의 치료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을 통
해 수술 전, 수술 중 및 수술 후 관리에 있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표준이 되야 한다.
결론: 복잡한 성인 척추 변형 환자를 치료하는 고유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수술 및 비수술
전문가들의 동행은 의사 결정 과정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치
료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척추 변형 수술에 있어 팀
접근 방식은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며, 환자들의 수술 후
삶의 질과 결과를 보다 향상시키는데 기대가 되는 환자 관리법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변형 교정술, 합병증, 다분야 환자
치료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 대한 팀 접근: 수술 전 위험 인자 평
가 및 예방에서 수술 후 치료까지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Recent Updates in Critical Care After Complex Spine
Deformity Surgery

서론: 최근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성인 척추 변형의 유병율은

Ho Geol Ryu

이정희, 김기택, 하기용, 김용찬, 강경중, 이기영, 안중현, 임상규, 임해성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활동적인 노후 생활로 신체적 불편감을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해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 성인
척추 변형의 수술적 치료로는 장분절 고정술 및 필요시 절골술

Background and Introduction: Recent advances in critical care

을 시행하는 등 복잡하고 힘든 척추 변형 교정을 필요로 하는데,

that may be applied to patients who undergo complex spine
deformity correction surgery are discussed herein, with a
particular focus on fluid therapy, transfusion, and oxygen
therapy. As there are no management strategies specific to

이러한 수술로 인해 수술 중 다량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
되어 심혈관계 손상 및 심하면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척추외과의는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전력과 프로토콜을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본론: 성인 척추 변형 환자들의 수술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척추
외과의들은 수술 후 불필요한 추가적 수술 또는 내과적 위험성

patients who undergo surgery for spine deformity, the general
concepts that can be applied will be explained.
Main Body: Fluid therapy: The use of colloids seems to

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팀 접근 방법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increase the risk of acute kidney injury in critically ill
patients when compared to isotonic crystalloids. Among the
various types of crystalloids, balanced crystalloids containing
physiologic levels of chloride seem to be more favorable.
Transfusion: When considering transfusion, oxygen carrying

있다. 복잡한 성인 척추 변형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분야 팀

capacity and the clinical context (volume status, cardiac

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

pump function, etc.)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없이 가능한 최상의 임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었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처치
및 평가와 관련된 모든 해당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하여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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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normoxia should be the target for oxygen therapy.
Conclusions: Recent advances in critical care may be summed

Acute Postoperative Critical Care in Complex Spine
Deformity Surgery
Chi-Min Park
Department of Critical Care Medicine and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up as “less is more.” Many traditional practices have failed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urgical interventions for

the test of the current stringent evidence-based approach,
resulting in relatively rapid changes in recommendations and
clinical practice.
Keywords: Critically ill, Fluid therapy, Transfusion, Oxygen

adult spinal deformity have become more common among

therapy

Complex Spine Deformity 수술 이후 중환자관리의 최신
지견
류호걸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외과계 중환자실

서론: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중환자의학도 최근 10여년 동안 많
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Complex spine deformity 교정 수
술 이후 중환자실에서의 관리 중 가장 변화가 많고 직접적으
로 관련이 높은 수액 요법, 수혈 요법, 산소 요법을 중심으로 변
화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complex spine
deformity에만 해당하는 중환자관리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없어서 일반적인 접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론: 수액 요법 : 중환자의 resuscitation 목적 수액 종류 중 정
질액(crystalloids)과 교질액(colloids)을 비교한 여러 연구에서
정질액을 투여한 경우 급성 신손상을 비롯한 여러 outcome이
더 favorable 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정질액 중에서도 chloride
의 농도가 생리적 수준인 하트만 용액이나 플라즈마용액이 조
금 더 안전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수혈 요법: 특정 헤모글로빈 수치를 목표로 수혈하기보다는 조
직으로 산소공급량과 환자 상태(혈장량, 심기능 등)를 고려하여
수혈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환자에서의 수혈
trigger 헤모글로빈 농도는 7g/dL이다.
산소 요법: 수혈요법과도 일부 연결되어 있으나 최근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hypoxia 못지않게 hyperoxia도 outcome 이 좋
지 않아서 normoxia 유지가 추천되고 있다.
결론: 중환자의학의 최신 트렌드는 ‘Less is more’이라는 슬로
건으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당연하게 여겨 왔던 많은

older patients, and the complication rate following adult
deformity surgery is very high (up to 50%). Given the
steady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spine surgeons will
continue to be challenged to deliver adequate care to the
elderly population. Elderly patients with comorbidities need
postoperative intensive care unit (ICU) care to prevent and
monitor early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this lecture, we
review the modern surgical critical care system and the main
components of postoperative critical care.
Main Body: Recently, many ICUs have adopted a closed
ICU model, in which patients are cared for exclusively by
intensivists who are certified in the sub-specialty of critical
care medicine. The intensivist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full-time ICU care and makes all final decisions about
patient care. The positive impact of a qualified intensivist
on the outcome of ICU patients has been well recognized.
Many reports from surgical ICUs have also suggested
improved outcomes in patients treated under a high-intensity
model general surgical ICU. These reports show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high-intensity ICU model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lower mortality, shorter hospital
length of stay, a higher number of ICU-free days, and a lower
rate of re-admission. Due to the shortage of intensivists in
Asian countries, implementation of a high-intensity ICU
model may not be feasible in many hospitals at this time.
In Korea, board certification in critical care medicine was
not approved until 2008.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ICU
system in Korea, only 17.3% of all ICUs were managed
by specialized intensivists. Among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 patients with adult spinal deformity,
respiratory complications—including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pulmonary embolism, pneumothorax, and

져 practice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pneumonia—have the greatest impact on clinical outcomes.
Therefore, intensivists should pay particularly close attention
to respiratory complications after spine deformity surgery.

색인 단어: 중환자, 수액요법, 수혈, 산소요법

Respiratory critical care includes multiple components:

practice 들이 현재의 보다 엄격한 evidence-based approach
를 적용하였을 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것으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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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measurement of the hemoglobin level. As a
transfusion trigger, a hemoglobin level of 7 g/dL usually
suffices in most clinical situations.
Oxygen therapy: Hyperoxia may be as dangerous as hyp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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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ventilator care, sedation, pain management, fluid
therapy, weaning, oxygen therapy, and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surgical intensivists should be experts in managing

다. 그러나 국내 또한 중환자전문의가 매우 부족하며 국내 중환

these aspects of care after spine deformity surgery.
Conclusions: The postoperative critical care system is closely

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특히 ARDS, 폐렴, 기흉, 폐색전증 등의

related to the clinical outcomes of surgical patients. We
should recognize the advantages of a high-intensity model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전담의사는 척추변형수술을 받은 환자에

ICU and should develop novel staffing paradigms in order
to provide safe and appropriate care to high-risk surgical
patients, including those undergoing spine deformity surgery.
Keywords: Intensive care units, Critical illness, Specialists,

집중 치료 에는 기계환기 관리, 진정치료, 통증치료, 수액치료,

Adult deformity

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실 실태 조사에서도 단지 17.3%의 중환자실만 중환자전담의
사에 의해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척추변형수술후 발
호흡기계 합병증이 환자의 임상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서 특히 이러한 합병증에 대한 케어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러한
기계환기 이탈, 산소치료, 중환자 재활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외과계 중환자실의 중환자세부전문의는 척추변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후 중환자치료에 있어 특히 이러한 집중 치료에 능
결론: 외과계 중환자실 시스템은 외과 환자의 임상 결과에 매우

척추변형수술 환자의 수술 후 집중 치료

큰 영향을 미친다. 외과의사들은 중환자전담의 시스템의 장점
을 이해하고 척추변형수술 환자를 포함하여 고위험 외과 환자

박치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외과

서론: 고령환자군에서의 척추변형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최근

의 바람직하고 안전한 수술 후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중환자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색인 단어: 척추변형, 수술 후 합병증, 집중치료, 중환자전담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 비하
여 50% 이상의 높은 합병증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 환자
가 증가하는 현황에서 척추 수술 후에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임상 결과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부 고령의 고위험 환자
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빠른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NSAID Treatment Safety for Cardiovascular and
Bleeding Risk in Korean Population

이 경우 최상의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강의에서는 현대 외과 중환자 치료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척추변형수술 환자의 중환자치료의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본론: 최근 많은 중환자실이 중환자의학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중환자전담의사(intensivist)에의하여 집중치료가 시행되
는 중환자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중환자전담의사는 기본
적으로 중환자 치료을 전담하며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모든 판
단과 치료 방향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중환자전담의
사에 의해 중환자 치료가 시행될 경우 중환자의 임상 결과가 향
상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들에
서 외과계 중환자실에서도 이러한 중환자전담의사에 의해 치료
를 받는 중환자실 시스템이 외과 환자의 임상 결과 향상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은 외과
환자의 사망률의 감소, 재원기간의 감소, 중환자실 재실 기간 감
소, 그리고 중환자실 재입실률 감소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중환자전담의사가 매우 부족하여
많은 중환자실에 중환자 전담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국
내에서는 2008년에 처음으로 국가적으로 중환자세부전문의 제
도가 도입되어 일정 수련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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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ntroduction: No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the risk for adverse clinical events with

concomitant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treatment in the Korean population. We investigated the risk
for cardiovascular and bleeding events according to groups
of antithrombotic medications and subtypes of NSAIDs in
patients with myocardial infarction (MI).
Main Body: This was a nationwide cohort study that enrolled
a study population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in Korea between 2009 and
2013. Patients were divided into groups on the basis of the
prescribed antithrombotic medications. The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were thromboembolic cardiovascular
events and clinically relevant bleeding events. The risk for
adverse clinical events was assessed by ongoing NSAID
treatment and subtypes of NS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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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어, 심근경색 이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NSAIDs)

increased the risk for cardiovascular and bleeding events
after MI. Although NSAID treatment should be avoided

치료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들 약

after MI, celecoxib and meloxicam could be considered as
alternative options if NSAID use is unavoidable.
Keywords: NSAID, Acute myocardial infarction, Cardiovascular
events, Bleeding.

한국인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의 심혈관 및 출혈
위험도
최철웅

제들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색인 단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심혈관 사건, 출혈

Multicenter Research Conducted by the Spine
Deformity Research Society
Se-Jun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Backgrounds and Introduction: The process of researching
서론: 오랜 기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의 사용과 심
혈관질환에 대한 안전성 관련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
다. 그 주요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심혈관 질환의 유병
율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
염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치료 목적으
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중 먼저 개발된 COX-1 억제제는 출혈위험도가 문제되었고, 이
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COX-2 억제제는 심혈관 질환의 위
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가이드라인
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를 신중히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이슈에 대
해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몇몇 중요한 연구들은 있지만, 동양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출혈과 혈전의 위험성은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
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해
왔다.
본론: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정보를 이용해 2009
년부터 2013년까지 급성심근경색을 처음 진단받은 국내 환자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제(NSAIDs)치료와 관련된 심혈관계 및 출혈의 위험을 조사했
다. 또한 약물종류별로 그 위험도를 분석하여 어떤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제(NSAIDs)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
가하였다. 평균 2.3년간 추적 관찰 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NSAIDs) 투약과 심혈관 사건(심근경색, 뇌졸중, 전신색전증)
및 출혈 사건(위장관출혈, 뇌출혈, 호흡기 출혈, 비뇨기 출혈)의
발생 연관성을 분석했다.
결론: 항혈소판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함께 투약

spinal diseases and developing treatments is based on
evidence-based medicine. Many individual studies have
been reported, but all studies in this field have fundamental
limita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 subjective symptoms of the patient ar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the treatment results in heterogeneity in
the conditions analyzed under the rubric of a single diagnosis.
Even for the same operation, the details vary across countries,
hospitals, and doctors. In addition, results that are obtained and
published by individuals or researchers at individual institutions
have limitations in generalizability, as the number of research
samples is bound to be limit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ulticenter studies can be considered.
Main Body: Multicenter research can be applied in the
following settings: (1) For diseases with a high prevalence
or for commonly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multicenter
research can furnish big data by securing a large number
of research samples. (2) Multicenter research can also
be used to validate existing well-known concepts. For
example, whil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s intended
to answer the main question “Can it work?” by showing
the efficacy of a particular treatment,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is shown by the analysis of a large number of
samples through multicenter studies answering the question
“Does it work?” (3) For diseases with a low prevalence or
infrequently performed surgical procedures, multicenter
studies enable the effective collection of research samples.

험도가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 별로는 celecoxib와

In order for multicenter research to be carried out wel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s within the relevant research
society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t is

meloxicam이 심혈관 위험도와 출혈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

advisable to first come up with ideas for each adult/child

한 경우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도가 7배, 출혈 사건 발생 위

www.krspine.org

S131

11월 13일 Room A

Conclusions: Concomitant NSAID treatment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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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ommittee to conduct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ies or
cross-sectional studies first, and in the long term, multicenter
prospective research can be conducted.
Conclusion: We hope that the results of our multi-center
research within the Spinal Deformity Research Society will
be published in high-impact journals, so that our research
society will attract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worldwide.
Keywords: Spine deformity research society, Multicenter
research

를 희망한다.
색인 단어: 척추 변형 연구 학회, 다기관 연구

Suggestions for a Multicenter Registration Study for
Adult Spinal Deformity
Young-Hoon Kim

척추 변형 연구 학회에서의 다기관 연구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박세준

Background and Introduction: Research using big data, which is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the basis of evidence-based medicine, is now a necessary part
of care for spinal diseases, especially adult spinal deformity, as
in other medical fields. To fulfill this purpose, establishment of
a multicenter registration system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delayed. In this symposium, I would like to suggest
the purpose, prerequisites, and directions of a multicenter
registration system and research, starting with our spinal
deformity research council.
Main Body: Although excellent prior studies on adult spinal
deformity have been published by our colleagues, research
using big data is essential to present more comprehensive
results and evidence-based treatment methods. To fulfill these
research goals, establishment of a multicenter registration
system is mandatory. Prior to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several prerequisites should be addressed. The first issue
is data homogeneity. For data homogeneity,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regarding 1)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adult spinal deformity, 2)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assessment of adult spinal deformity, 3)

서론: 척추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은
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개별적인 연
구들로부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모든 연구는 아
래와 같은 이유로 근원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척추 질환
자체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 고려되기 때문에 하나의 진단명으
로 정의될 수 없는 이질성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수술이라도 그
세부 사항은 나라별, 병원별, 의사별로 상의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개별기관에서 연구되어 발표되는 결과는 연구 샘플수
의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편화의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다기관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본론: 다기관 연구의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
다: ① 유병률이 높은 질병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행해지는 수술
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 샘플을 확보함으로써 big data
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많은 샘플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잘
알려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재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② 기존에 나와있는 치료법을 검증하는 데에도 사
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CT가 특정 치료법의 효능(efficacy)
를 보여주어 “Can it work?”이라는 주질문에 답하기 위한 목적
이라면 다기관 연구를 통한 많은 수의 샘플을 이용하면 그 치료
법의 유효성 (effectiveness)를 보여주어 “Does it work?”이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③ 유병률이 낮은 질병이나 드물게 행
해지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연구 샘플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기관 연구가 잘 행해
지기 위하여는 연구 학회 내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소아 소위원회별로 아이디어를
내어 우선은 다기관 후향적 연구나 다기관 단면 연구를 우선적
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다기관 전향적
연구를 시행해 볼 수 있겠다.
결론: 척추 변형 연구 학회의 다기관 연구의 결과가 좋은 잡지에
많이 실려 우리 연구 학회가 세계속에서 주목받는 학회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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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operative systemic and local assessments, and 4) the
evaluation of clinical outcomes, including complications. For
this purpose, new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developed to
suit circumstances in Korea, if necessary, along with a review
of existing metho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tform for data input. This should include not only
data from medical staff, but also data from patients such as
patient-reported outcomes, presented in a highly accessible
and convenient way. Finally, in order to utilize these data,
it is essential to recruit experts in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To this end, the research council shall conduct a
process of data setup and internal and external validation of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하며, 학회는 플랫폼의 개발과 이의 활용에 도움이 될 환경을 제

these platforms.
Conclusions: Evidence-based medicine is an important part
of modern medicine that should be pursued by our society
and research council. Although I think it is a little late, I hope

회 및 연구회에서 추구해야 할 부분이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that the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which has played
a leading role through our members’ efforts, will once again
develop into a leading society by making efforts to face these
new challenges.
Keywords: Evidence based medicine, Big data, Spine,
Deformity

성인 척추변형에 대한 다기관 등록 연구를 위한 제언

공하는 것에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결론: 근거중심의학은 현대의학의 중요한 한 방향으로 우리 학
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지금까지 선도적인 역할
을 하였던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이러한 새로운 노력을 통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도적인 학회로 발전하
였으면 한다.
색인 단어: 근거중심의학, 빅데이터, 척추, 변형

Sub-society Suggestions: Pediatric Spinal Deformity
Committee
Chang Ju Hwang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론: 근거중심의학의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를 이용 연구는 다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Spine Deformity Research

른 의학의 분야와 같이 척추 질환 특히 성인척추변형에 있어서

Society is currently taking steps to become an independent
society from a scientific and social standpoint, breaking away
from its previous emphasis on case discussions and collegial
gatherings. In the field of pediatric spinal deformity, there is
still a lack of large studies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patients, and we do not have many available options for the
treatment of these young children.
Main Body: Pediatric spinal deformities encompass a variety
of diseases and conditions. Although acceptable clinical
results have been obtained in patients with adolescent

김영훈

도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하여는 다기관 등록 시스템의 정립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업무가 되었다. 이에 본 심포지
움에서는 이를 위하여 연구회를 시작으로 다기관 등록 시스템
의 정립 및 연구의 목적과 선행 조건 및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본론: 국내 연구진들의 성인척추변형에 대하여 훌륭한 선행연
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보다 경쟁력을 갖는 연
구 및 근거중심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많은 데이터
를 이용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다기관 연구 환경 조
성에 앞서 데이터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1) 성인척추변형의 정의 및 분류, 2) 성인척추변형에 대한
평가 방법, 3)수술적 치료 시 전신적, 국소적 평가방법, 4) 임상
적 결과의 평가방법에 대한 일관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기존의 제시되고 있는 방법에 대한 토론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국내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개발도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 또한, 데이터입력을 위한 플렛폼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의료진에 의한 데이터 입력의 플랫폼과 함께 치료에 대한 환자
의 임상적 결과 예를 들어 patient reported outcomes (PROM)
을 접근성 및 편이성이 높게 데이터의 입력이 높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데
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보
건의료통계 전문가의 확보가 이루어지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
하여 연구회는 연구회원의 소규모 활동지원을 통하여 데이터
내용의 설정 및 이의 내부적, 외부적 검증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scoliosis if they are properly treated, early-onset scoliosis
requires more in-depth research because many question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evere deformities
in children with immature spines remain unanswered,
and this group of children is often at an elevated risk for
pulmonary complications. For example, the Growing Spine
Foundation has already been conducting active research
and educational missions. A multicenter study involving a
large number of patients is mandatory for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in patients with pediatric spinal deformities.
There have been few large-scale clinical studies in Asian
populations. Our society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in
gathering prospective data on patients throughout Korea
and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ll available treatment
methods. Most spine surgeons are not familiar with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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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etups by supporting small-scale activities of research
council members, and our society will need generous support
to provide an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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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 spinal deformities. We therefore nee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hrough regular scientific meetings
and symposia, and furthermore, we must try to exp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n the long term, we also have to scrutinize
financing methods for these missions. In addition to research
and education, the social role of our society cannot be
overlooked. The management of guardians is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pediatric patients with any disease. Our
society must educate parents and provide accurate and
correct information so that they are not misled by falsely
manipulated statements. We also need to take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healthcare and insurance policymaking.
Conclusions: The Spine Deformity Research Society is
continuing to make efforts to carry out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missions to develop and advance spinal deformity
treatment. As pediatric spinal deformity is a particularly
underexplored field, more active and vigorous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members is required for these missions.
Keywords: Pediatric, Spinal deformity, Society

척추 변형 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 소아 척추 변형 위원회

더욱 그러한데, 우리 연구회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여 임상 및 기초 연구를 진행한다면 소아 척추 변형
의 치료에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아 척
추 변형은 많은 척추 의사들에게 생소한 분야이다. 정기적인 학
회 및 심포지엄을 통하여 학회 회원들을 교육하고 나아가 전세
계의 전문가들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
았을 때 재정 조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와 교육 이외에도 학회의 사회적 역할이 간과될 수
없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나 특히 소아 질환은 보호자의 관리가
중요하다. 시중에 난무하는 허위 정보와 지식에 현혹되지 않도
록 부모들을 교육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학회가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 및 보험 정책 수립에도 관심을 가지
며 참여하여야 한다.
결론: 척추 변형 학회는 연구, 교육, 사회적 측면에서 변형 치료
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소
아 척추 변형은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이므로 보다 활발하고 적
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색인 단어: 소아, 척추 변형, 학회

Concurrent Session: Basic Science

황창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COVID-19 and Its Impact

서론: 척추 변형 연구회는 본 학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그간의

Pyoeng Gyun Choe

증례 토론 및 친목 위주의 모임에서 탈피하여 학술적 및 사회적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측면에서 보다 진일보한 독립 학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소아 척추 변형은 환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치료 방법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December 2019, a new strain

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회 차원에서의 대규모 연구가

of beta-coronaviru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부족한 실정이다.
본론: 소아 척추 변형은 매우 다양한 질환군을 포괄하는데, 청소
년기에 발생하는 특발성 측만증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여 치
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조기 발현 측만증의 경우에
는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고, 아직까지 심각한 변형으로의 진
행을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으며, 특히 미성숙 척추
의 진행하는 변형은 폐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서 설립된 성장 척추 재단(Growing Spine Foundation)이 이
미 활발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아 척추 변형
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환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대규모의 다기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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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2 (SARS-CoV-2), that causes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emerged in Wuhan, China.
Subsequently, the virus quickly spread worldwide,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lared COVID-19 as a global
pandemic on March 11, 2020.
Main Body: SARS-CoV-2 is primarily spread from person
to person through respiratory droplets. Before or soon
after symptom onset, patients have high nasopharyngeal
viral levels, which then fall over approximately 1 week.
A significant challeng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SARSCoV-2 is that mildly symptomatic patients with COVID-19
can transmit the virus from the first day of illness through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from asymptomatic or pre-symptomatic people. Even in
asymptomatically infected people, the amount of viral
shedding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patients with severe
pneumonia. It is believed that transmission by asymptomatic
people has dramatically contributed to the current epidemic.
Conclusions: Mildly symptomatic patients with COVID-19
could transmit the virus from the first day of illness through
daily activities in the community. Early detection and
isolation of patients with COVID-19 may be challenging.
Keywords: COVID-19, SARS-CoV-2, Transmission,
Prevention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19의 특성
최평균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서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출현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SARS-CoV-2)는 빠르게 전 세계로 퍼
지어, 현재 코로나비아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본론: SARS-CoV-2는 주로 비말을 통하여 호흡기로 전파한다.
SARS-CoV-2의 증식은 질병 초기에 뚜렷하여 상기도 혹은 하기
도에서 측정한 바이러스의 역가는 질병 초기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여, 증상이 발현하는 시점이 바이러스의 배출이 가장 왕
성한 시기이다. 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48시간 전부터 바이러스
의 전파가 가능하고, 실제 2차 감염의 77예를 분석한 연구에서
44%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20년 2월 중국과 WHO의 공동 조사에서 무증상 환자는
거의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 많은 연구에서 혈청검사로 확
인한 감염자 숫자가 호흡기 검체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 숫자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많아,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무증상 혹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이 증상이 대수롭지 않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배출되는 바
이러스양은 증상이 심한 경우와 차이가 없어, 무증상자들에 의
한 전파가 현재의 유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증상있는 환자를 빨리

A Review of COVID-19-related Spine Research
Hyung-Youl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pandemic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caused b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has expanded from
Wuhan to spread through China and throughout the world.
The scale and severity of the COVID-19 pandemic are
unprecedented in the modern era. Herein, we will discuss
and review COVID-19–related spine research.
Main Body: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study, 15.8%
of 902 spine surgeons who underwent viral testing tested
positive for COVID-19. Furthermore, a majority of surgeons
reported a >75% decrease in case volume. However, the
academic practice setting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performing elective and emergent spine surgery to a
greater extent than private practice and privademic surgeons.
In addition, surgeons in private and privademic practice
reported greater concerns about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urrent crisis than academic surgeons and those at
public institutions. Meanwhile, more than 33% of clinical
practice has been reported to take place via telemedicine.
Virtual spine examinations for telemedicine have been also
developed. Regarding education, COVID-19 has universally
impacted work hours and case volume for current surgical
trainees. The use of online technology will be paramount
from an academic and patient care standpoint.
Conclus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spine surgeons around the world. COVID-19 has reduced
overall clinical productivity and income. Telemedicine in
the outpatient setting will be helpful for minimizing viral
transmission. Online medical education can be an alternative
in terms of teaching/training impact. Spine surgeons should
strive to remain healthy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while continuing to treat patients with urgent and emergent
spinal pathology.
Keywords: Spine, COVID-19, Review

선별하여 격리하는 전통적인 방역으로 COVID-19의 전파를 완전
히 차단하기는 힘들고, 중증 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색인 단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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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activities in the community. Recent reports suggest that
patients may be infectious 1 to 3 days before symptom onset.
Up to 40%–50% of cases may be attributable to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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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과 관련된 척추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박형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2019년 중국의 우한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

perspectives of spine care in the pandemic situation.
Main Body: Patients treated at the spine departm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1) Patients requiring emergency surgery (e.g., for cord injury,

규모와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문헌고찰에서는 COVID-19

infection, or cauda equina syndrome)
2) Patients requiring elective surgery
3) Patients undergoing conservative treatment

과 관련된 척추 연구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Patients requiring emergency surgery

본론: 902명의 척추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에 따르

For patients requiring emergency surgery, such as those with
traumatic spinal cord injuries, it is important that surgery be
performed without delay regardless of the pandemic situation,

이러스, COVID-19의 세계적 유행은 근대 사회에서 전례 없는

면, 약 15.8%가 COVID-19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며, 척추
외과의의 약 70%가 전체 수술 건수의 75%가 감소하였다고 응
답하였다. 특히, 대학 병원보다 개인 병원일 경우 이러한 상황은

도 큰 영향을 미쳤다. 외래와 정규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서 경제

and an environment in which such patients can be quickly
evaluated is important. Since the examination cannot be
postponed until the patient is confirmed to have a negative
COVID-19 test, a radiology department (e.g.,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acilities) in a
negative-pressure environment is required, and an operating
room in a negative-pressure environment is also necessary.
Since many medical resources are required to establish such an
environment, it is efficient to construct an emergency operation
center that can accommodate these patients in each region.

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였고,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으로 외래

2. Patients requiring planned surgery

진료에서는 원격 진료가 활성화 되었다. 기존 의료 교육 방법이

For patients requiring planned surgery,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of the United Kingdom recommended that
surgery be postponed for at least 3 months. Surgeons should
perform as much conservative treatment as possible for
patients before surgery, and they also can try nerve blocks,
which can be performed on an outpatient basis.

더욱 두드러졌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외래 진료의 33% 이상이 원격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동안 제한점으로 지적되던 원격 진
료상의 척추 신체 진찰 또한 최근에 크게 발전하였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COVID-19은 현재 수련 의사들의 노동 시간과 참여
수술 건수를 크게 감소시켰으나, 온라인을 통한 교육 방법이 학
문 연구와 환자 치료에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결론: COVID-19의 세계적 유행은 전세계 척추외과의사들에게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의료 교육이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척추 질환이라는
응급성과 특수성이 있는 척추외과의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일 것이다.
색인 단어: 척추, COVID-19, 문헌고찰

3. Patients undergoing conservative treatment

In the case of patients undergoing conservative treatment,
physicians in various countries are discussing ways to

Perspectives of Spine Care in the Pandemic Situation
Kwang-Sup So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introductio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irst detected in China at the end of 2019, spread
worldwide and was declared a pandemic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March 11, 2020. In the process of reducing
the alloca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manpower during
this pandemic and minimizing face-to-face work to prevent
infection,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in the spine department. I would like to discu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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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ly use non-face-to-face treatment. In particular,
for patients undergoing simple follow-up after surgery,
receiving long-term drug treatment due to chronic pain,
and requiring an explanation of radiological exam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actively use non-face-to-face medical
services, such as video calls. Devices for non-face-to-face
services are also being developed active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participate in the efforts to
fight against infectious diseases nationally and global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uring this process, a
plan is needed for minimizing the risk of infection and
maximizing the effect of treatment for patients who need
treatment. Treatment of emergent patients should not b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히 수술 후 단순 경과관찰을 하는 환자나, 만성 통증으로 약물
치료를 장기간 하는 환자, 검사 결과를 설명듣기 위해 진료가 필
요한 환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 통화 등의 비대면 진료를 활
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의 개발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척추환자 치료에 대한 견해

이 진행 중이다.
결론: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에서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감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
에서 필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최소

서론: 2019년 말 중국에서 첫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19

화하며 치료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이 필요

(COVID-19)는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여 2020년 3월 11일

하다. 응급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

WHO 에서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하기 이르렀다. 감염병

록 하여 응급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그 외의 환

대유행 시기에 의료 자원 및 인력의 배분 문제와 감염 예방을 위

자들에 대해서는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효

한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척추 수술 환자의 치료에

과적인 치료가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유행

색인 단어: 척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

시대에 발 맞춰 척추환자 치료에 대한 견해와 나아가야할 방향
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론: 척추환자 치료에 있어 척추 진료를 보는 환자를 3군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Concurrent Session: Spine Pain

1) 응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ex. Cord injury, Infection, Cauda
equina syndrome)
2) 계획 수술을 요하는 환자
3)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1. 응급 수술을 요하는 환자

외상성 척수 손상과 같이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대유
행과 관계 없이 응급 수술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환자들이 응급실 내에서 빠르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중
요하다. 응급실 내원한 환자가 코로나 검사 상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룰 수 없기에 코로나 의심환자도 검사가 가능
한 음압 환경의 영상의학 검사실이 필요하며, 코로나 검사 결과
가 나오기까지 지체할 수 없다면 음압 환경에서 수술이 가능한

Anatomy and Biomechanical Properties of the Facet
Joint
Ji-Won Kwon1,2, Yung Park1,2, Joong-Won Ha1,2,
Sahyun Sung1, Soo-Bin Lee1, Hwan-Mo Lee1,
Seong-Hwan Moon1, Byung Ho Lee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수술실의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Background and Iintroduction: The facet joint is severely

의료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이러한 환자들을 수

understudied. Consequently, the mechanism of facet joint

용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pain and its relationship to degeneration are not fully
understood and often debated.
Main Body: The facet joints, together with the intervertebral

2. 계획 수술을 요하는 환자

계획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에서는 3개월 이상 수술을 연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
을 응급 상황과 코로나 대비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보
존적 치료를 시행해볼 수 있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보존적 치료
를 시행하며 외래 기반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신경 차단술 등을 시
도해볼 수 있다.
3.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와 물리치료 등
의 진료를 활발하게 시행할 수 없기에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국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특

discs (IVD) and spinal ligaments, connect the adjacent
vertebrae of the spine at all regions and provide support
for the transfer and constraint of loads applied to the spinal
column. At each spinal level, the bilateral facet joints are
positioned symmetrically relative to the mid-sagittal plane in
the posterolateral regions of the spine (Fig. 1). Broadly, the
facet joint is made up of a variety of hard and soft tissues: the
bony articular pillars of the lateral mass provide the opposing
surfaces that are covered by cartilage, the synovium is a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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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and other patients should be treated in ways that
maximize effectiveness and minimize the risk of infection.
Keywords: Spin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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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e tissue lining that maintains lubrication of the
articular surfaces and enables their frictionless motion, and
a ligamentous capsule envelops the entire joint. The bony

수있는 과도한 굴곡, 전위 및 비틀림을 억제한다. 요추에서, in

articular pillars support compressive loads and the facet
capsular ligament resists tensile forces that are developed
across the joint when it undergoes rotation and translation.
Biomechanically, the facet joint, together with the IVD and

압축 하중의 23%를 지탱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Table 1). 하

spinal ligaments, bears some of the compressive load in the
spine and inhibits excessive flexion, translation, and torsion
that could lead to pathological conditions. In the lumbar
spine, in vitro studies have shown that the facet articular
surface alone bears 6%–30% of the axial compressive load,
depending on the mode of spinal motion. The cervical
and upper thoracic facet joints transmit 23% of the axial
compressive load (Table 1). The loading profile changes
from level to level according to the curvature of the spine
and the geometry of the individual facet joints, making
generalizations about the biomechanics of the facet joint
difficult.
Conclusions: The opposing bony surfaces of the facet joint
are covered by a layer of hyaline articular cartilage, and the
joint is encapsulated by the synovium and fibrous capsule.
Biomechanically competent facet joints preserve normal
spinal motion and mitigate potential trauma or degeneration.
Keywords: Cacet joint, Zygapophysial joint, Anatomy,
Biomechanics

vitro 연구에 따르면 후 관절은 축 방향 압축 하중의 6~30%를
지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추 및 상부 흉부 후 관절은 축 방향
지만,후관절의 생체 역학적 지지 가능한 척추 부위별 하중의 정
도는 척추의 곡률과 개별 관절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상이하
기 때문에 관절의 생체 역학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
결론: 후 관절의 관절부를 이루고 있는 골성부의 표면은 유리질
관절 연골 층으로 덮여있고,관절 활막과섬유성 피막에 의해 캡
슐화되어 있다. 생체 역학적으로 정상적인 후 관절은 정상적인
척추 운동을 유지하고 외상이나 변성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색인 단어: 후 관절, 해부학, 생체 역학

Fig. 1. Lateral view of a cervical vertebra (a) and axial view of a lumbar vertebra (b)
showing the overall anatomy and the facet joints, articulations, and orientation relative
to the angle with the axial plane (b) and the sagittal plane (a)

Table 1. Structural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the human facet joint

후관절의 해부학 및 생체 역학적 특성
권지원1,2, 박융1,2, 하중원1,2, 이수빈1, 성사현1, 이환모1, 문성환1, 이병호1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2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서론: 후관절 부위의 통증의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변성과의 관
계는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비교적 충분히 연구
되어 있지 않다.

Cervical Facet Joint Syndrome

본론: 추간판(IVD) 및 척추 인대와 함께후 관절(Facet joint)은

Seung-Pyo Suh, Joo-Young Kim

인접한 척추를 연결하고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의 전달 및 안정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ung-Ae Hospital, Seoul, Korea

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기본적으로,후 관절은 척추
의 후측에서 중간 시상면을 기준으로 대해 대칭적으로 위치한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modern society, the incidence

다(Fig. 1). 후 관절은 크게,골조직과 연부조직으로 구성된다. 외

of cervical pai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zygapophyseal
joint is known to be the main cause of neck pain and low
back pain. Low back pain caused by lumbar facet joint
syndrome was first described by Ghormley et al. in the early

측괴의골성 관절 부위는 초자연골로 덮여,관절의 congruency
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관절 표면으로는 관절 내
윤활액을유지하는 관절활막과섬유성 피막에 의해 폐쇄적인 구
조를 띠고 있다.생체 역학적으로, 후 관절은 추간판 및 척추 인
대와 함께 척추의 압축 부하를 견디며 병리학적 상태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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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s, and multiple academic reviews have been published
throughout several decades, but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요통은 1900년대 초반 Ghormley 등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수
십년간 여러 연구에 의한 학술적 고찰이 있었으나, 경추 후관절
의 기능이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에 후관절에서 기인한

traumatic arthrosis, and pain after spinal surgery, but
degenerative changes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n a
whiplash injury occurs, the upper segment is flexed and the
nerve-related structures are affected by the resulting tensile

경추부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

force, causing neuropathic pain. Nociceptive pain occurs due
to damage to the posterior aspect of the facet joint resulting
from compression forces in the lower segment of the facet
joint. Few studies have explored the clinical features of

행성 변화에 의한 원인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편타성 손상이

facet joint dysfunction, and there is no specialized physical
examination for diagnosing dysfunction of the facet joint.
Testing methods for diagnosi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Plain radiography can confirm trauma, such as cervical spine
fracture, degenerative changes, and joint instability. Magnetic
resonance imaging can also help to confirm these findings,
but it is not a tool to diagnose facet joint dysfunction. As
treatment, steroids can be injected into the facet joint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urposes. Intra-articular injections
can be performed directly into the synovial fluid, and nerve
block in the medial branch, including the upper and lower
posterior joints, is also an option. Radiofrequency medial
branch neurotomy is a method to reduce pain by inducing
intra-articular blockage.
Conclusions: The prevalence of cervical pain caused

손상에 의해 심해수용성(nociceptive)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by cervical facial dysfunction is increasing, but a clear
diagnostic method and diagnostic criteria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jections into the facet joint, such as medial
branch nerve block or intra-articular injections, can be helpful
for diagnosis and treatment, and research results have shown
that high-frequency medial branch neurotomy is effective in
removing cervical pain. Long-term and prospective research
reports are needed.
Keywords: Cervical facet joint syndrome, Neck pain, Facet
injection

고자 하였다.
본론: 후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편타성 손상, 외
상 후 관절증, 척추 수술 후 통증 등의 외상성 원인이 있지만 퇴
발생하였을 때 후관절의 상부 분절이 굴곡되며 발생하는 인장
력에 의해 신경 관련 구조물들이 영향을 받아 신경병적 통증이
발생하며, 후관절 하위 분절이 압박력을 받아 후관절 후방부의
통증은 후관절 관절낭에 위치한 3가지의 특화된 통증 수용체에
의해 발현되며 substance P 와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가 통증 발현에 관여한다고 알려져있다. 후관절 기능이
상의 임상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후관절 기능이상에 의한 통증과 척추관 협착증, 염좌, 추간판
성 통증을 포함하는 기타 축성 경추통의 임상적 양상이 비슷하
여 구분하기 쉽지 않다. 또한후관절 기능이상을 진단하기 위한
특화된 신체검사,방사선 검사 및 기능 검사도 단독으로 진단하
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그러므로 이전 경추가 과신전에 의해
손상받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중
요하며 진단적으로 관절에 주사를 주입하고 이에 따라 연관통
의 변화 양상을 지도화해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치료로는
스테로이드를 후관절에 진단적 그리고 치료적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투여 방법으로는 활액 내로 직접 주사하는 관절내 차
단 술 그리고 후관절 상 하방을 포함한 내측 분지의 신경 차단술
을 시행할 수 있다.고주파를 이용한 내측 분지 신경전리술은내
측분지를 80-82도의 고열을 1분에서 1분 30초간 가하여 전리하
여 관절내 차단술의 효과를 유도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
이나후근신경절의손상에 의해 신경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열
근의 탈신경으로 인해 척추 불안정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되고있어 주의를 요한다.냉동신경융해술의 경우 후관절에 영하
60-70도의 온도를 가해 신경 손상을 일으켜서 통증을 없애는 방
법으로 고주파 신경전리술보다합병증이 적지만 탐침자의 크기
가 크기 때문에 주변 근육 및 구조물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결론: 경추후관절 기능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추통의 유병률

경추 후관절 증후군

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진단방법 및 치료기
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내측 분지 신경차단술이나 관절내 주사

서승표, 김주영
성애병원 정형외과

서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추통의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

등의 후관절 약물투여가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될 수있으며, 고
주파 내측 분지 신경전리술이경추통의 제거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여러 기관의 장기적

지고 있는 추세이다. 후관절은 경추통 및 요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이고 전향적인 연구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요추부후관절 증후군에 의한

색인 단어: 경추통, 후관절 증후군, 후관절차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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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unction of the zygapophyseal joint.
Main Body: The main causes of facet joint dysfunction
include traumatic causes such as whiplash injury,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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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bar Facet Joint Syndrome
Young-Tae Kim1, Yung-Hun Youn2
1

Reton Orthopedic Clinic, Cheon-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2

Backgrounds and Introduction: Low back pain (LBP) is the

most common pain syndrome, and is a huge societal burden
and cost generator. Lumbar facet joints (FJ) constitute a
common source of pain, accounting for 15~45% of LBP
cases. FJ degenerative osteoarthritis is the most frequent
form of FJ pain. Although imaging for FJ syndrome is very
commonly performed, there are no effectiv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symptoms and degenerative change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FJ pain.
Main Body: FJ degenerative osteoarthritis is the most
common form of FJ pain, closely tied to degeneration of
the intervertebral discs.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degenerative changes in the lumbar FJs and symptomatic
low back pain remains unclear and is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In advanced FJ osteoarthritis, synovial
cysts may cause radiculopathy or symptomatic spinal
stenosis by nerve root impingement, particularly in the
lateral recesses.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septic
arthritis, and inflammatory conditions (e.g., rheumatoid
arthritis) may cause FJ pain. FJ syndrome includes local
pain and pseudo-radicular radiation with variability of
the distribution of the referral patterns of pain. There is
currently no consensus on how best to evaluate lumbar
FJ osteoarthritis with imaging. It has been reported that
in clinical practice, the imaging findings of degenerative
abnormalities (including radiographs,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uted tomography, and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have been assumed to be associated
with nonspecific LBP. The first-line therapy consists of
conservative treatment such as medication, physiotherapy,
and, if necessary, psychotherapy. Because the radiographicclinical correlation is not reliable in patients with LBP, the
diagnostic and therapeutic role of interventional procedures
targeting the FJ has been recommended for chronic spinal
pain in patients in whom conservative treatment has failed.
FJ denervation is an appropriate method for patients who
undergo medial branch infiltration and experienc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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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relief after the failure of conservative treatment.
Conclusions: Pain originating from the lumbar FJ has been
recognized as a potential source of LBP. No discrete historic
and physical findings are pathognomonic for lumbar facet
arthropathy. Diagnostic blocks are considered predictive of
the potential usefulness of subsequent neurolytic procedures
such as radiofrequency denervation. In carefully selected
patients who do not respond to conservative treatments such
as physical and pharmacological therapies,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s and radiofrequency denervation are useful
treatment options.
Key words: Lumbar facet joint syndrome, Back pain, Medial
branch block

요추 후관절 증후군
김영태1, 윤영훈2
1

리튼 정형외과, 2인하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요통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다.요통의 원
인은 다양하지만 디스크와 후관절이주된 통증의 원인으로 알려
져 있으며,후관절로 인한 요통은 15~45% 정도로 보고된다.후관
절의 퇴행성 관절병증이 후관절증후군의 가장 흔한 형태로 알
려져 있지만,임상 양상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상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
다.이에 후관절에서 기인한 요추부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 요추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후관절에서 기인하는 통
증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이다.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율
과 퇴행성 변화와 요통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만,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낭종의 경우,주위 신경근
을 자극하여 요통과 방사통을 야기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이외 척추 전위증,감염성 후관절 질환,류마티스 관절염과 같
은 염증성 질환의 경우,후관절로 인한 요통 및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다. 요추 후관절 증후군의 임상 양상으로는 국소 부위 통증
과 방사통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여러 질환들과 감별이
필요하다. 요추 후관절 증후군의 영상학적 검사로 X-ray, CT를
통해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MRI를 이용하여 주위 신
경근의 협착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요추후관절 증후군의 치료
는 약물치료,물리치료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가 일차적 치료
이며, 이러한 일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의 경우,진단적, 치료적
목적으로 중재적 시술이 필요하다. 중재적 시술 중 후관절 통증
진단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후관절 관절내 차단술 및 내측 분지
의 차단술이다. 이러한 차단술로 통증의 감소가 확인된 환자들
에게 신경박리술(neurolysis)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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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이지만,확실한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
다.진단적 차단술이 요추 후관절 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
한 부분이며,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는 신경박리술
(neurolysis)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색인 단어: 요통,후관절 증후군, 내측 분지 차단술

Interventions and Surgical Treatment for Facet Joint
Syndrome
Chang-Su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aspel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Kosin University of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For treating facet joint

syndrome, a cause of chronic back pain, surgery can
be considered if conservative treatment is ineffective.
Conventional procedures include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s, medial branch block, and radiofrequency ablation.
If there is no response, surgical treatment can be considered.
We review the evidence and superiority of each conservative
and surgical procedure and treatment from a therapeutic
perspective.
Main Body: Several studies of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s
have suggested that this modality is superior to local
anesthetics or placebo treatment. Pain reduction is maintained
for up to 3 months. However, saline injections have also
shown advantages for pain contro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ham procedure); thus,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the injected solution’s superiority. Medial branch block has
the disadvantage of false negatives and false positives due
to variations in the course of the medial branch; it is also a
technically difficult procedure compared to intra-articular
injections. However, there is no risk of intra-articular
cartilage damage, and as the anatomically fixed target point is
present, the same position can be applied for radiofrequency
ablation, showing high specificity. Making a diagnosis with
only one block has a high rate of false positives, so multiple
blocks are recommended. Since both the nerve root in the
joint and the upper nerve root branch must be blocked, two
or more injections are required for one procedure. Posterior
joint syndrome can be diagnos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mprovement after injection. In patients with pain recurrence

despite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 or medial limb block,
radiofrequency ablation may be considered.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shown moderate or higher evidence, multiple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without establishing the exact
location of the therapeutic catheter or resection method
(high-temperature, pulsed treatment or cryotherapy). Surgical
treatments include interspinous or spinal fusion, but the
evidence remains unclear due to differences among studies in
diagnostic criteria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medial
branch damage during surgery. Pathophysiologically, it is
thought that clear improvement can be expected with fusion,
but long-term pain control is not expected due to soft tissue
damage and adjacent segment disease.
Conclusions: When improvement occurs after a block
procedure with a local anesthetic, an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 or medial branch block can be performed. Although
surgical procedures are effective, radiofrequency ablation can
be considered for long-term pain relief. Surgic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simple facet joint syndrome is of dubious
effectiveness.
Keywords: Facet joint syndrome, Intra-articular steroid
injection, Medial branch block, Radiofrequency ablation,
Spinal fusion

후관절 증후군에서 시술 및 수술적 치료
김창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인 후관절 증후군은 초기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시술을 고려할수 있다.관절 내 스테로이
드 주사나,내측지 신경 차단술(Medial branch block),고주파 전
극도자 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를 시행하며,이에 반
응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각 시술 및 수술적
방법에 대해 치료적 관점에 근거 및 우위성을 알아본다.
본론: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의 여러 연구에서 부분마취제
(local anesthetics)나 대조군(placebo treatment)에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통증 감소 효과가 3개월까지 유
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생리적 식염수 주사도 대조
군(sham procedure)에 비교하여 통증조절에 우위에 있는 것으
로 볼 때,주사 용액(injected solution)에 따른 우위성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 내측지 차단술은 관절 내 주사술에 비해 시술
방법에 어려움이나,내측지의 주행 변이등으로 가음성,가양성이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반면,관절 내 연골손상의 위험성이 없
고,해부학적으로 고정된 목표점이 있어 신경 고주파 전극 도자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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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추 후관절 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요통은 주요한 건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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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술에 같은 위치를 적용할 수 있어 높은 특이도를 보인다. 1
회 만의 차단술로 진단하는 것은 높은 가양성을 보일 수 있어, 2
번 이상의 차단술을 권유한다.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에 신경근

However, there are still no criteria for evaluating and
managing postoperative spine pain, or for determining its
cause. In this presentation, we consider the evaluation of

과 그 상부 신경근 가지를 둘 다 차단해야 하기에 1회 시술 시 2

postoperative spine pain.

회 이상의 주사가 필수이다.주사 후 호전의 정도에 따라 후관절

Main Body: There are no criteria for the evaluation and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데, Bogduk 은 완전한 통증호전이라

management of postoperative spine pain. Postoperative
spine pain may occur due to the various causes described

하였고, Manchikanti 는 최소 80%의 통증호전이라고 하였다.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나 내측지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에는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
술을 고려할 수 있다.여러 연구에서중등도 이상의 근거를 보이
나,치료 도자의 정확한 위치나, 절제술방법(high-temperature,
pulsed Tx or cryotherapy)에도 확립없이여러 방법들이 소개되
었다. 수술적인 치료법은 극돌기간 고정술이나 척추 유합술 등
이 있으나,진단기준 및 연구의 목적의 차이,수술 시 내측지 신경
손상등의 문제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병태생리적으로
유합술로 명확한 호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연부조직손상, 인접분절 문제등으로장기간의 통증조절은 기대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부분마취제를 이용한 명확한 차단술 후에호전이 있을 때,
관절내 스테로이드 주사나 내측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
다.또한 그 시술에 효과는 있으나,장기간 통증호전을 기대한다
면 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도 고려할 수 있다.단순 후관절 증후
군 환자에서수술적 치료는 회의적이다.
색인 단어: 후관절 증후군,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내측지 신경
차단술,고주파전극도자 절제술, 척추 유합술

A Symptomatic Approach to Postoperative Pain

above, and to evaluate the cause, a spine specialist must
obtain an accurate medical history and perform a physical
exami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atient’s newly developed symptoms and radiographic
findings match based on radiographic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inations. The cases covered in this
presentation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for the evaluation
of patients’ symptoms and the causes thereof.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location, duration, and probability
of postoperative pain in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a
radiological examination are evaluated and presented as
considerations during surgery.
Conclusions: In order to evaluate and manage postoperative
spine pain, a spine specialist must obtain an accurate medical
history and perform a physical examina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atient’s newly developed
symptoms and radiographic findings match based on
radiographic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in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location, duration, and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postoperative pain inconsistent with the radiological
examination before surgery.
Keywords: Postoperative spine pain

Jae-Ryong Ch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Ulsan University Hospital, Ul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number of patients

undergoing spinal surgery is increasing concomitantly
with population aging. New insights have recently been
reported in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postoperative
spine pain. Various spinal surgery methods, such as simple
decompression, open disc resection, palliative resection, and
laser resection, have been developed. However, as causes of
postoperative spine pain after the above-described operations
are performed, disc recurrence, adjacent segmental disease,
instability, infection, dural fibrosis, subarachnoid infection,
and arthrosis have been reported. Recently, pain with
an unknown cause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S142

www.krspine.org

수술 후 통증의 증상에 따른 접근
차재룡
울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고령화가 진행 되면서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증가하
고 있고,술 후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새롭게 조
명 되고있다.단순 감압술,디스크 절제술, 척추 유합술, 변형 교
정술 등 다양한 척추 수술법이 개발되었으며, 앞에서 기술된 수
술들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원인으로 디스크 재발,인
접 분절 질환,불안정성,감염,경막섬유증, 지주 막하염, 가관절증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통증에 대해서도
최근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술 후 발생
하는 척추 통증의 평가 및 관리, 원인 확인을 위한 명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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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고찰 해보고자 한다.
본론: 술 후 발생하는 척추 통증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준은
없다.서론에서 기술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척추 통증이 발생
할 수 있으며,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척추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병력 청취,신체 검진이 필요하며 방사선 검사,자기공명
검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의 증상과 방사선학적 검사
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발표에서 다루는
증례들은 환자의 증상에 대한 평가 및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또한, 방사선학적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 술 후 통증의 특징,위치,지속기간,발생 가능성 등
을 평가하여 수술시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해 보고자한다.
결론: 술 후 발생하는 척추 통증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척
추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병력 청취,신체 검진이 필요하며 방사
선 검사,자기공명검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의 증상과
방사선학적 검사가 일치 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방사선학적 검사와 일치 하지 않는 술 후 통증의 특징,위치,지속
기간,발생 가능성 등을 수술 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색인 단어: 술 후 척추 통증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by Anesthesiologists
Ho-Jin Lee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lthough developments

in medical technology have reduced surgical stress and
facilitated postoperative recovery, postoperative pain remains
an important issue for surgical patients. Postoperative pain
can affect a patient’s quality of life during hospitalization,
impair postoperative rehabilitation including early
ambulation, increas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nd
consequently increase the length of hospital stay and medical
costs. Anesthesiology-based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referred to as the “acute pain service” (APS), began in the
US and UK during the early 1990s. The role of the APS
is to manage and monitor postoperative pain and pain
management–related side effects in postsurgical patients,
as well as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for patients and
medical staff. At our institution, the APS team consisting
of one anesthesiologist (H-J Lee) and one internist began
its service in March 2019. The APS team engages in ward

rounding related to postoperative pain, educational programs
for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various research related to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Main Body: Opioid-based intravenou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IV-PCA) is widely used for managing
postoperative pain at our hospital. The APS team introduced
IV-PCA without basal opioid infus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guideline and
is expanding the use of non-opioid analgesics to reduce
postoperative opioid consumption and opioid-related side
effects. Additionally, the APS team introduced regional
analgesic techniques such as transversus abdominis plane
block in abdominal surgery and epidural PCA in major open
abdominal and thoracic surgical procedures. To prevent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which could act
to restrict IV-PCA use, the APS team introduced multimodal
PONV prophylaxis. In 2020, the APS team has participated
in an in-hospital innovative activity, called “SNUHSPIRIT,” related to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with the
department of surgical ward nursing. The activity includes
an educational program for medical staff and patients and
routine ward rounding related to postoperative pain and its
side effect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activity, various postoperative pain-related studies
are currently underway.
Conclusions: The role of the APS will be important in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Additionally, to ensure
effective postoperative pain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analgesics and administration methods,
to provide multimodal analgesia including non-opioid
analgesics and regional analgesic techniques, to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for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to
make efforts to reduce possible side effects related to pain
management.
Keywords: Postoperative pain, Opioids, Patient-controlled
analgesia

마취통증의학과의 수술 후 통증 관리
이호진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서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수
술 후 회복이 촉진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 심한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수술 후 통증은 입원기간 중 환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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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으며,본 발표에서는 술 후 발생하는 척추 통증의 평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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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영향을 미치며 조기보행 등 수술 후 재활운동을 저해하고
수술 후 합병증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재원기간과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급성통증서비스(Acute Pain Service)
라고 불리는 마취통증의학과 기반의 수술 후 통증관리는 1990

Concurrent Session: Cervical Spine
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하였다. APS의 역할은 수술 후

Min-Woo Kim

환자의 통증과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관리 및 감시하고 환자 및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A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마취
통증의학과에서는 2019년 3월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
명, 인턴 1명으로 구성된 급성통증서비스(Acute Pain Service,
APS)팀이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APS에서는 수술 후 통증
과 관련된 병동회진, 의료진과 환자 교육, 그리고 수술 후 통증
과 관련 다양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본론: 현재 본원에서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
제 기반의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PCA)가 널리 사용되고 있
다. APS에서는 최신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약
성 진통제 지속정주가 없는 IV-PCA를 도입하였으며 마약성 진
통제 요구량을 줄이고 이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APS에서는 복
부 수술에서 transversus abdominis plane block이나 주요개복
수술과 개흉술에서경막외 PCA 같은 부위진통기법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IV-PCA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술 후 구역 또
는 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법을 도입
하였다. 이와 함께 APS 팀은 외과계병동 간호부와 함께 자가통
증조절장치와 관련하여 원내 혁신활동(SNUH-SPIRIT)을 진행
하고 있다. 이에는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교육, 수술 후 통증과
부작용에 대한 정규 병동회진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얻어진 경
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수술 후 통증 관련 연구를 시
행 중에 있다.
결론: 앞으로 수술 후 통증 관리에서 APS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이다. 또한 효과적인 수술 후 통증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통
제와 투여방법의 선택, 비마약성 진통제와 부위진통기법을 포
함하는 다중진통방법, 의료진과 환자 교육, 그리고 이로 인해 발
생가능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색인 단어: 수술 후 통증, 오피오이드, 자가통증조절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spondylosis often

manifests with spastic tetraparesis with varying degrees of
sensory dysfunction. In 1952, Brain et al. first reported cases
of cervical spondylosis with muscle atrophy of the upper
extremities without sensory disturbance or pyramidal signs.
Dissociated motor loss syndrome in cervical spondylosis was
reported by Keegan, and the etiology of this syndrome was
thought to be selective damage by bony spurs of the motor
roots. Randall et al. indicated that somewhat fewer than 7%
of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present
with minimal sensation loss, and classified this subtype of
the disorder as 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CSA).
Main Body: CSA is a clinical syndrome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sis characterized by severe muscular
atrophy in the upper extremities, with no or insignificant
sensory deficits and lower extremity symptoms. Clinically,
CSA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 proximal type (involving
the scapular muscles, deltoid, and biceps), a distal type
(involving the triceps and muscles of the forearm and hand),
and a diffuse type (involving features of both the distal and
proximal type). Diagnosis requires documentation of muscle
atrophy, without significant sensory deficits, supported by
careful neurological, radiological, and neurophysiological
assessments,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Parsonage–
Turner syndrome, rotator cuff tear, and Hirayama disease
being the principal differential diagnoses. After an initial
progressive course, the symptoms usually stabilize for
years. The occurrence of CSA is not stric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spondylotic changes. Cervical spin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may reveal abnormal T2
hyperintense changes in the cervical cord, but such changes
are not constant. When cervical cord changes on MRI are
absent, the diagnosis of CSA is based primarily on clinical
presentation, disease course, electrophysiological findings,
and the exclusion of other disorders that might account for
patients’ symptoms. Conservative management of CSA

S144

www.krspine.or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decompression and fusion or laminoplasty, with or without
foraminotomy, is indicated after conservative treatment
failure. Factors associated with a poor outcome include
distal-type CSA, long symptom duration, older age, and

통해 다른 질환들을 배제시키고 CSA를 진단할 수 있다. CSA 의
보존적 치료에는 경추 견인, 경추 보조기, 물리치료, 비타민 B12
또는 E 주입 등이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ACDF, laminoplasty
(+/- foraminotomy) 등이 포함되며, 보존적 치료에 실패했을
때 시행하게 된다. Distal-type, 증상 이완 기간이 길수록, 고령,
수술전 근육 위약이 발생한 경우 불량한 예후를 보일 수 있다.
결론: CSA는 흔하지 않으며, hirayama’s disease나 motor

greater preoperative muscle weakness.
Conclusions: CSA is not common, and should be distinguished

neuron disease와 반드시 감별 해야 한다. 비록 CSA는 대게 자

from Hirayama disease and motor neuron disease. Although
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always follows a self-limited

지가 필요하다.

course, it still remains a major challenge for spine surgeons.
Keywords: 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Cervical

감별진단

연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척추 수술자들에게는 충분한 인
색인 단어: 경추 척추증성 근위축증, 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

spondylotic myelopathy, Differential diagnosis

경추 척추증성 근위축증
김민우

Hirayama Disease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Jae Jun Yang

서론: 경추 척추증은 종종 다양한 정도의 감각 기능 장애를 동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반한 강직성 사지마비로 나타난다. 1952년 Brain 등은 감각 이
상이나 추체로 증상이 없으면서 상지의 근위축증을 동반한 경
추성 척추증 사례를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Keegan등은 경추
증에서 해리성 근력 소실 증후군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뼈돌기
(bony spur)가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근 일부를 손상시켜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Randall등은 경추성 척수병증 환자의
7% 미만에서 최소한의 감각 소실이 나타나며, 이러한 subtype
을 경추성 근위축증(cervical spondylotic amyotrophy, CSA)이
라고 불렀다.
본론: CSA는 상지에서 심한 근위축을 보이나 감각 소실은 거
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하지 증상은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임상적으로 CSA은 크게 proximal-type (scapula m., deltiod,
biceps), distal-type (triceps, forearm과 hand의 muscle),
diffuse-type (distal type, proximal type의 특성을 모두 보인
다) 3가지 형태로 나눈다. 진단을 위해서는 주의 깊은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유의미한 감각 소실을 보이지
않는 근위축을 확인해야 하며,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Parsonage-turner syndrome, rotator cuff tear, hirayama’s
disease 등과 감별해야 한다. 초기 진행 단계를 지나면, 증상은
수년간 안정화된다. CSA 발생율이 반드시 척추변화의 중증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C-spine MRI T2 영상에서 비정상적인
cervical cord 조영증강 신호를 보이는데, 그러한 신호변화가 항
상 보이는 것은 아니다. cervical cord 신호변화를 보이지 않는
다면 임상적 증상, 질병의 자연경과,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Background and Introduction: Hirayama disease is a form of
cervical myelopathy characterized by forward displacement
of the posterior cervical dural sac on neck flexion with
resultant cord compression and epidural venous congestion.
This disease might be confused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motor neuron disease, or lower cervical
radiculopathy.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iew the clinical presentation, pathogenesis, radiologic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Hirayama disease.
Main Body: Hirayama disease is rare and has mainly been
reported in Asian countries. The onset of symptoms occurs
between adolescence and the early third decade of life,
with a significant male predominance. Its clinical features

include an insidious progressive onset of muscular weakness
and atrophy in the C7, C8, and T1 myotomal distribution
without sensory loss. The motor deficit and muscular
atrophy typically progress before stabilization, with the
clinical course plateauing followed by a spontaneous arrest
within several years. Damage to the anterior horn cell of the
cervical spinal cord is observed and the main hypothesis
explaining this phenomenon is that the short length of the
cervical dural sac cannot compensate for the flexion-related
increased length of the spinal canal. The dural sac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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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cervical traction, neck immobilization, and physical
therapy, with vitamin B12 or E administration being useful
in some patients. Surgical treatment, including anterior

Volume 27 • Number S2 • November 2020

tight with neck flexion, resulting in an anterior shift of the
posterior dura matter, which in turn causes the spinal cord
to be compressed and flattened. The forward shift of the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막 주머니가 경

posterior dura matter obliterates the subarachnoid space
and leaves a large posterior epidural space with a prominent
epidural venous plexus. The resultant venous stasis during
neck flexion may affect the anterior horn cells in the C7 to

막의 전방 전위는 지주막하 공간을 소멸시키고 후방 경막외 공

T1 segments of the spinal cord. Because typic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are often absent in routine
supine cervical spine MRI, obtaining optimized neutral and
flexion cervical spine MRI is crucial. The characteristic
MRI features include anterior shift of the dura, loss of dural
attachment, posterior epidural space enlargement, flow
voids, and enhancement. There is currently no treatment
that reverses limb weakness in patients with this disease.
The mainstays of treatment include avoidance of neck
flexion, physio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Spinal
decompression and fusion may be beneficial.
Conclusions: Hirayama disease is one of the disease entities
that cause cervical myelopathy, an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rare disease will be helpful for
diagnosing the cause of cervical myelopathy.
Key words: Hirayama disease, Cervical myelopathy, Motor
neuron, Atrophy, Flexion

추 굴곡시 팽팽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후방 경막의 전방 전위
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고 납작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후방 경
간이 커지면서 경막외 정맥총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유발한다.
그 결과 경추 굴곡시 정맥 울혈이 발행하여 경추 7번부터 흉추
1번 분절의 척수 전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앙와
위에서 촬영한 MRI에서는 특징적인 MRI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
우가 흔하므로, 중립위 뿐만 아니라 굴곡위에서 MRI를 촬영하
는 것이 진단에 중요하다. 특징적인 MRI 소견으로 경막의 전방
전위, 경막 부착의 소실, 후방 경막외 공간의 증가, 뇌척수액 흐
름의 공백과 조영 증강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최근까지 이 질환
으로 인해 발생한 상지 근력 약화를 되돌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다. 주요 치료 방법으로는 경추 굴곡 제한, 물리치료, 직업치
료 등이 있으며, 경추 감압 및 유합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히라야마병은 경추 척수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군 중 하
나로, 이 질환의 병태생리 및 임상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경추
척수증의 원인을 진단하는 대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색인 단어: 히라야마병, 경추 척수증, 운동신경, 위축, 굴곡

Multifocal Motor Neuropathy
Gun Woo Lee

히라야마병
양재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히라야마병은 경추 굴곡에 의해 경추 경막의 전방 전위와
그로인한 척수의 압박과 경막외 정맥충혈을 특징으로 하는 경
추 척수증 유발 질환이다. 이 질환은 경추증성 척수증, 운동신경
질환, 하부 경추 신경근증 등과 혼동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질환의 임상양상, 병태생리, 방사선학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 히라야마병은 드물고 주로 아시아 국가에서 그 증례가 보
고되고 있다. 증상은 청소년기와 20대초반에 시작되며 남성에
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징적인 임상양상으
로 감각 소실 없이 서서히 진행성으로 발생하는 하는 경추 7번,
경추 8번, 흉추 1번 근육불절의 근력약화와 위축이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운동결함과 근육 위축은 정점에 이르러 안정화될
때까지 진행하다가 수년 후 저절로 중단되는 특징이 있다. 경추
부 척수 전각의 손상이 관찰되고 이는 짧은 길이의 경추부 경막
주머니가 경추 굴곡에 의한 척수관 길이의 증가를 보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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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term 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 was first introduced in 1988, and it is
now recognized as a clinically well-defined condition within
the spectrum of chronic, immune-mediated neuropathies,
including MMN, motor neuron disease,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and Lewis-Sumner
syndrome. Although MMN is a rare disease, it is extremely
under-diagnosed or under-estimated because of the disease
characteristics, disease progression, and diagnostic difficulty;
as a result, many years may be needed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In the early phase of MMN, its characteristics can
mimic those of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due to their
similar symptoms and signs. Thus, spine surgeons should be
aware of this group of diseases.
Main Body: MMN typically presents with progressive distal
limb weakness (mainly in the upper extremity). When the
neuropathy becomes confluent or is seen in the early ph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multifocal motor neuropathy, MMN), 운동신경세포병(motor

the distribution of two or more nerves without objective
sensory loss, and patients usually show no upper motor
neuron signs. The affected nerves are mostly in the upper
extremity, and distal arm nerves (usually in the hand) are

CIDP), 루이스-섬너 증후군(Lewis-Sumner syndrome) 등이 있

more commonly affected than proximal ones. Thus, the
patient usually complains of hand weakness or clumsiness.
In addition, the onset of weakness is typically insidious, with
a slow progression, and pain or other sensory symptoms

에 대한 최근 보고도 있다.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은 증상 발현

are generally mild. Muscle weakness without wasting is
an important diagnostic clue in the initial stage of MMN,
but that is very similar to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rly-phase cervical myelopathy. In the chronic phase of
MMN, more chronic secondary axonal degeneration with
muscle wasting is typical. Electrophysiology (EMG/NCV
test) is of primary importance in the diagnosis of MMN,
since motor conduction block in a nerve conduction study
is the initial critical characteristic. As mentioned earlier,
MMN is an immune-mediated neuropathy, so it responds to
immunomodulatory treatments, such as immunoglobulin,
cyclophosphamide, and rituximab.
Conclusions: MMN is a rare disease entity that is not
widely recognized by spine surgeons. In the early phase of
MMN, however, the disease pattern is highly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cervical myelopathy. Thus, we should be
aware of this disease group, including MMN.
Keywords: Cervical myelopathy, multifocal motor neuropathy,
Motor neuron disease,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Lewis-Sumner syndrome

neuron disease, MND),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
증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다. 이러한 질환들은 병이 진행된 경우 경추 척수증과의 감별
이 어렵지 않으나, 병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추 척수증의 임상 양
상 및 경과와 유사하여 경추 척수증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
양상 및 특징, 감각 이상 동반 여부, 상부 운동 신경원 증후 여
부 등으로 임상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병의 초기 단계에서
는 경추 척수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 및 질환 특징, 경과 등을 보
여 임상 양상 및 이학적 검사 만으로는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것
이 어렵다.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은 신경전도속도검사(근전도
검사, EMG/NCV)에서 특징적인 진단 소견(motor conduction
block)이 있어 해당 질환의 진단에 이용되며, 다른 질환들과 감
별에 도움이 된다. 치료는 주로 면역글로불린 주사(IVIg)가 주
로 이용되며, 이외에 cyclophosphamide, rituximab 등이 사용
될 수 있다. 조기에 진단이 될 경우 위 약제들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다.
결론: 다초점성 운동 신경병증과 같은 만성 비압박성 면역매개
성 신경병증 질환들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병의 초
기단계에서는 경추 척수증으로 오인될 수 있다. 위 질환들과 경
추 척수증의 치료 방법 및 치료에 따른 경과, 예후가 매우 다르
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 단어: 경추 척수증,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 운동신경세포
병,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 루이스-섬너 증후군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

Differential Diagnosis of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nd
Guillain-Barré syndrome

이근우

Young Nam Kwon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Department of Neur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pyeong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서론: 퇴행성 경추 척수증과 감별이 필요한 질병에는 acute
transverse myelitis (ATM), hirayama disease,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Guillain-Barre syndrome (GBS)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흔하지는 않으나 점차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경추 척수증과 감별이 필요하나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만성 면역매개성 신경병증 질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만성 면역매개성 신경병증 질환들 중에서 경추 척수증과
혼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다초점성 운동신경병증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CSM) can have a variety of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ing
paraparesis or quadriparesis.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SM from other diseases that cause quadriplegia may be
difficult in the early stages of the disease.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and Guillain-Barré syndrome (GBS) also have
quadriplegia as their main sympto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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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isease course, it can be difficult to differentiate it
from other upper motor diseases, such as myelopathy or
other neuropathies. The definite symptom is weakn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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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 them from CSM.
Main Body: ALS is characterized by the degeneration of
both upper and lower motor neurons, which leads to muscle
weakness and eventual paralysis. Both CSM and ALS
usually present in older adults, and demonstrate mixed
upper and lower motor neuron signs. Sensory deficits that
can be present with CSM are not expected in ALS or motor

(Guillain-Barré syndrome, GBS)도 주요 증상으로 사지 마비가
나타나며, CSM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론: ALS는 상부운동신경 및 하부운동신경의 퇴화가 특징적이
며 이는 근위약과 마비로 나타난다. CSM과 ALS는 일반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며 상부운동신경징후 및 하부운동신경징후
가 혼재할 수 있다. CSM은 감각신경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나
ALS 는 그렇지 않다. 근전도검사는 ALS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

neuron diseases. Electromyography (EMG) is an important
diagnostic aid in ALS. GBS is a rare immune-mediated
disease of the peripheral nerves and nerve roots that is usually
triggered by infections. Both CSM and GBS can present as

한 검사법 중 하나이다. GBS는 일반적으로 감염에 의해 유발되

a subacute progressive paraparesis or quadriparesis. Patients
with GBS typically have reduced or absent reflexes and may
have cranial nerve involvement, while patients with CSM
usually have hyperreflexia. Nerve conduction study (NCS)
results and the findings of a cerebrospinal fluid study are
specific for GBS. In some cases, specific autoantibodies
can be detected in patients with GBS. A neuroradiologic
evaluation can be highly helpful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but cervical spondylosis may be present in patients with ALS
or GBS. Electrophysiological tests such as NCS or EMG are
appropriate as a tool to confirm the clinical diagnosis.
Conclusions: In diagnosing patients with paraparesis or
quadriparesis, a detailed medical history and accurate
neurological examin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disease
course are very importan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Neuroimaging and electrophysiological tests can play a
crucial role in differentiating ALS and GBS from CSM.
Physicians must keep in mind neuromuscular diseases such
as ALS and GBS when diagnosing CSM.
Key words: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Motor neuron disease, Guillain-Barré
syndrome,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으나, CSM에서는 주로 심부건반사가 항진되어 있다. 신경전도

경추굳음척수병의 감별진단: 근위축측삭경화증과 길랭-바
레증후군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 dural tear may occur at

권영남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과학교실

서론: 경추굳음척수병(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CSM)은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가질 수 있다. 사지마비를 유발하는 다른 질병과의 감
별진단은 질병 초기 단계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근위축측삭경
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과 길랭-바레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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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초신경 및 신경뿌리의 자가면역질환이다. CSM과 GBS는
모두 아급성 진행성 사지마비로 나타날 수 있다. GBS 환자는 일
반적으로 심부건반사가 감소되어있고, 뇌신경을 침범할 수 있
검사 및 뇌척수액검사에서 GBS 환자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
난다. 특히 일부 GBS 환자에서는 혈청에서 자가면역항체가 검
출되기도 한다. 신경방사선학적 평가는 CSM과 ALS, GBS를 감
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ALS와 GBS 환자에서도 경추
의 이상은 동반될 수 있어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를 통해 이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결론: 사지 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를 진단할 때 질병의 감별 진
단을 위해서는 질병 초기의 상세한 병력과 정확한 신경학적 검
사가 매우 중요하다. 신경영상 및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CSM과
ALS, GBS를 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색인 단어: 경추굳음척수병, 근위축측삭경화증, 운동신경원질
환, 길랭-바레증후군, 급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

Intraoperative Management of Posterior Dural
Tears/Defects
Jin S. Yeom, Haolin Zhe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ny time during posterior cervical or thoracic surgery. In
addition, surgeons may opt to resect part of the posterior
dura in patients with ossification of the yellow ligament,
meningioma, and so on, resulting in a posterior dural defect.
Main Body: Only the management of posterior dural tears/
defects will be addressed during this symposium since the
management of anterior dural tears/defects will be presented
on the next day. Considering time limitations, only surgical
techniques will be demonstrated using surgical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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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is is a technical note and literature review that

methods to freely manage posterior dural tears/defects.
Keywords: Posterior dural tear, Posterior dural defect,

describes the procedures involved in VBSO.
Keywords: Cervical, Myelopathy, Kyphosis, Vertebral body

Intraoperative management

sliding osteotomy

후방 경막 파열/결손의 수술중 처리

척추체 전방 이동 절골술

염진섭, 정호린

이동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서론: 후방 경흉추 수술 중에 발생하는 경막의 파열은 척추외과

서론: 경추 퇴행성 질환 혹은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해 발생한 척

의에게는 병가지상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황색인대골화증이나

수증은 경직성 후만증과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가 매우 어

수막종의 수술 등에서는 의도적으로 경막을 제거하기로 결정하

려운 질환이다. 후방 수술 단독으로는 경추 전만을 회복시키기

는 경우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막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어렵고, 전방 수술 단독으로는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지 않

본론: 전방 경막파열의 처치에 대해서는 익일에 별도의 발표가

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병변과 경막이 단단히 유착되어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후방 경막 파열만을 다루고자

에는 전방 감압술이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나 경막 손상을 유발

한다. 또한 발표시간의 제한을 고려하여, surgical technique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관련된 video 중심으로 demonstration을 하고자 한다.

본론: 척추체 전방 이동 절골술은 최근 저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결론: 경막의 파열이나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

소개된 수술 방법으로 전방 감압술을 쉽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혀둔다면, 좀더 유연하게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있는 방법이다. 적응증은 3마디 이하의 분절을 이환하는 후종인

색인 단어: 후방 경막 파열, 후방 경막 결손, 수술중 처리

대 골화증 혹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척수증시 적용될 수 있는 척
추체 절제술 및 유합술을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
문들에서 경막 손상, 불유합 발생, 신경학적 악화 등의 면에서
척추체 절제술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이 술식은 다분절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기본으로 하기

Vertebral Sliding Technique

때문에 경추 후만을 전만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정복
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추 후만증이 동

Dong-Ho Lee

반된 척수증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술식으로 생각된다.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결론: 추체 전방 이동 절골술의 술식을 설명하고 그 동안에 발표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색인 단어: 경추, 척수증, 후만증, 척추체 전방 이동 절골술

된 논문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s surgically demanding when associated with rigid kyphosis.
Posterior surgery cannot restore cervical lordosis, and adequate
decompression is not possible with rigid kyphosis.
Main Body: Vertebral body sliding osteotomy (VBSO) is
a safe and novel technique for anterior decompression in
patients with multilevel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It is safe in terms of dural tear, pseudarthrosis, and graft
dislodgement, which occur at high rates in anterior cervical
corpectomy and fusion. In addition, VBSO is a powerful
method for restoring cervical lordosis through multileve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bove and below the
osteotomy level. It may be a feasible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and kyphotic
deformity.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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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Surgeons can choose among various sur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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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leve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이분절 경추 신경근증 환자에서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

Moon Soo Park

박문수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Gyeonggi-do, Korea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경추 신경근증 환자에서 보존적 치료가 증상을 호전시키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urgical treatment is recommended

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전방 경추 추

if a patient with cervical radiculopathy does not experience

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나, 전방 경추 추

symptom improvement despite conservative treatment.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is the
most common surgical modality for cervical radiculopathy.
Adjacent segment disease is a long-term complication of

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의 10년간 추시상 골유합 부위의 인접

ACDF, affecting approximately 25% of patients within 10
years. Cervica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maintains motion
at the operated segment and reduces strain in the adjacent
segment. However, cervica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has
limited indications. Therefore, advanced surgical techniques,
including posterior foraminotomy or hybrid one-level ACDF
and one-leve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are necessary in
patients with two-disc-level radiculopat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CDF in comparison with other surgical modalities in
patients with cervical radiculopathy at two disc levels.
Main Body: ACDF has the disadvantage of loss of motion,
but the advantages of restoring sagittal imbalance, correcting
cervical kyphosis, avoiding both midline and posterolateral
disc herniation, and reducing axial neck pain. In contrast,
cervica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decompresses both
herniations sufficiently, just like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but hypermobility of the artificial disc can result
in spinal cord injury, failure of the inserted artificial disc,
and neck pain. In addition, posterior foraminotomy has the
disadvantage of not sufficiently decompressing the midline
disc herniation.
Conclusions: The surgical option should be chosen depending
the symptoms, the presence of axial neck pain, the location
of the herniated disc, and facet joint degeneration in patients
with two-disc-level radiculopathy.
Keywords: cervical spine, radiculopathy,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two disc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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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25%에서 발생하였다. 경추 인공관절 치
환술은 수술 받은 척추분절의 운동성을 유지하여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나, 이 또한 여러가지 제
한점이 있어서 후방 신경공확장술이나, 단분절 경추 인공관절
치환술 및 단분절 골유합술의 hybrid 수술법 등의 새로운 방법
이 두 경추 분절에 신경근증이 발생한 환자에서 필요하다. 본 발
표는 이분절 경추 신경근증 환자에서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의 장단점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다른 수술 방법과
비교하고자 한다.
본론: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은 경추 운동 범위를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으나, 시상면상의 정상 정렬을 회복할 수
있어서 경추후만증의 교정을 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정중앙이
나, 후외측에 위치하여도 충분한 감압이 가능하며 목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경추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과 동일하게 신경 감압을 충분
히 할 수 있으나, 척추분절의 운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운동
성이 발생하면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삽입된 인공 관절
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고 목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후
방 신경공 확장술은 정중앙에 위치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충분한 감압을 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결론: 두 경추 분절에 신경근증이 발생한 환자의 증상, 경추통의
유무, 탈출한 추간판의 위치, 후방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경추, 신경병증,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
술, 두 척추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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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 Hwan Kim
Wooribone Orthopedic Surgery Clinic Orthopedic Surger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ADR) has been proposed in many studies
as a treatment method that can prevent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and preserve segmental motion; however,
there are still differences in indications among therapists
and controversy continues regarding the scop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reimbursement.
Main Body: Cervical spondylosis refers to a group of
diseases that cause symptoms by degenerative changes. I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lesions, ranging from simple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and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to hard disc and ligament thickening, and can
cause myelopathy and radiculopathy. Although the lesions
vary, treatments based on anterior decompression with
fusion or posterior decompression have long been considered
standard surgical methods. However, for segmental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CSR), which is not severe enough
to require reconstructive surgery, efforts have been made to
maintain the motion segment and to prevent ASD. Moreover,
ADR has been presented as a good alternative treatment
method for fusion surgery. Several papers have reported
the results of a mid- to long-term follow-up comparison of
ADR and ACDF for two-segment CSR and myelopathy, and
published clinically and radiologically equivalent results.
A point to consider is that, unlike other joint replacement
surgery, if ADR is performed in the spine, the existing facet
joints must function together; therefore, the presence of
residual symptoms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the facet
joint may be a problem. However, according to reported
studies, facet joint arthritis is not common at the lower
cervical spine. Movements other than extension during ADR
do not cause a change in the load applied to the facet joint,
and a change in the load on the facet joint during extension
does not cause significant clinical symptoms. In addition,

axial loading.
Conclusions: For two-segment CSR that does not require
reconstructive surgery such as corpectomy and screw
fixation, artificial joint replacement can reinforce the
shortcomings of fusion surgery, and is an excellent surgical
method that can improve symptoms and preserve normal
mobility. Both clinical and academic re-evaluations are
necessary.
Keywords: Multilevel cervical spondylosis,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Artificial disc replacement

경추 척추증성 신경근 병증에 대한 2분절 인공디스크 치
환술
김경환
우리본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서론: 경추 인공 관절 치환술은 이미 많은 연구 들에서 경추 척
추증성 신경근 병증의 치료에 있어 전방 유합술의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제시 되어 왔으며, 특히 다 분절 유합술
이 필요한 경우 인접 분절 질환이나 경추 운동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법이나 아직도 치료자간 적응증에 있어 이
견이 존재하며 의료보험 인정 범위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본론: 경추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군으로 단순 추간판 변성증과 추간판 탈출증에서 골극 형성에
의한 경성 디스크 및 인대 비후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병변을
나타내며 척수증과 신경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병변은 다양
하나 치료법은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과 후궁 감압술을 기반으
로 한 치료가 오랜 시간 표준 수술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추체 제거술이나 후궁 성형술 등 재건술에 준하는 치료를 필요
로 하는 심한 신경 압박성 병변이 아닌 분절내 신경 압박, 특히
신경근 병증의 경우에는 척추 운동 분절을 유지하여 고정술의
태생적 단점인 인접 분절 질환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
루어져 왔고, 그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좋은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공 관절 치환술의 시행에 있
어 유합술과 같은 충분한 감압이 가능한지와 시상 정렬의 회복
및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미 여러 논문
에서 2분절 경추 척추증성 신경근 병증 및 척수증에 대한 인공
관절 치환술과 유합술에 대한 중장기 추시 비교 결과를 보고하
였고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으로 동등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complications such as heterotopic ossification or osteolysis
around the artificial disc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clinical outcomes in terms of frequency and severity, thanks

발표하였다. 다만 다른 관절들의 치환술과 달리 척추의 경우 인

to improvements in artificial disc function and design that
optimize the contact surface and reduce the shear force and

생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주로 병변이 생기는 하부 경추에는 후

공 관절 치환을 해도 기존의 후관절은 함께 기능을 해야 하여 후
관절의 상태에 따른 잔존 증상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관절염이 적고 인공관절 치환술 시 신전을 제외한 움직임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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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level Artificial Disc Replacement for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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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 가해지는 부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신전 시 후관
절 부하의 변화로 연골 마모를 일으킬 수 있으나 임상 증상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또한 이소성 골형성이나
인공관절 주변 골 용해 등 합병증의 문제는 인공 디스크 기능과
디자인의 발전으로 종판과 밀착이 우수하고 척추뼈에 전해지는
전단력과 축성 부하를 감소시켜 빈도나 정도에 있어 임상결과
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결론: 추체 제거술 등의 재건술이 필요하지 않은 2분절경추 척
추증성 신경근병증에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은 고정술과 단순
감압술의 단점을 보강할 수 있으며 증상 호전과 정상 운동성을
보존할 수 있는 훌륭한 수술법으로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및 학
술적 재 평가가 필요하다.
색인 단어: 다분절 경추 척추증 ,경추 척추증성 신경근병증, 인
공 관절 치환술

Debate on Two-level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Hybrid One-level ACDF and Onelevel ADR
Byung Wan Choi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eunda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has been the gold standard for treating
multi-level cervical disc disease (mCDD) for many years.
Although ACDF effectively preserves neurological function
of the spinal cord, this approach has been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decrease in range of motion (ROM) and an
increase in long-term complications such as nonunion and
adjacent segment disease. Artificial disc replacement (ADR)
was developed as a technique to preserve motion following
a decompression procedure, while minimizing several
of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fusion. However,
ADR has also been associated with several complications
and challenges. When the surgical approach consists of
elements of ACDF and ADR in varying proportions, it can
be considered as a hybrid of these approaches, termed hybrid
surgery (HS). The aim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plo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S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Main Body: Based on the currently available literature,
HS appears to be a safe and feasible alternative sur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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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for the treatment of mCDD. In previous research,
operative time was greater for HS than for ACDF, but
with less intraoperative blood loss and a shorter return to
work. In terms of clinical outcomes, H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C2–C7 ROM preservation and less functional
impairment than ACDF.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HS
and ACDF with aspect to postoperative pain, length of stay,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 rates. Caution is necessary
regarding the more restrictive indications for ADR when
compared with ACDF. Commonly, ADR is not suitable for
patients with dynamic instability, severe spondylosis, with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axial
neck pain due to facet arthroplasty, or combined kyphotic
deformity. Multilevel CDA is as clinically effective as singlelevel surgery, with good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Some studies have reported a higher incidence of heterotopic
ossification in multilevel ADR than in single-level procedures.
For two-level reconstruction, hybrid surgery and ADR did not
alter ROM and minimally changed the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 (ICR) at the adjacent level. The type of surger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CR location. This suggests that
hybrid surgery may be a viable option for two-level cervical
surgery.
Conclusions: HS is a novel surgical approach to treat mCDD,
with less intraoperative blood loss and comparable if not
superior clinical outcomes compared to ACDF. It also
addresses the limitations of ACD, and can be applied in cases
where ADR is contraindicated, combining the advantages of
both ACDF and ADR.
Keywords: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2-level,
ACDF, ADR, HS

2분절 경추신경근증: 경추 추간판 전치환술과 유합술의 병
용 치료
최병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서론: 전방 경추 감압술 및 유합술은 다분절 경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의 표준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록 전방 유합술이
신경 감압 및 안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나 유합술이라는 한계로
경추 운동 범위 제한과 장기적으로 불유합, 인접 분절 병변을 초
래하는 등의 한계를 보인다. 경추 인공 추간판 치환술은 전방에
서 충분한 감압이 가능하면서 경추 운동을 유지하여 유합과 관
련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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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한계를 보인다. 다분절 경추 질환 치료 시 경추 유
합술과 추간판 치환술의 장점을 고려하여 두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되는 술기가 사용될 수 있다. 본 심포지움에서 저자들은 2
분절 경추 신경근증의 수술적 치료로 인공 추간판 치환술과 유
합술을 병용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고려할 때 혼합법(병용법)은 다분
절 경추 병변 치료에 안전하고 유용한 대안으로 확인되었다. 유
합술과 비교하여 수술 시간은 증가하나, 출혈양이 적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임상적 결과로 경추 운동 범위가 증
가하였고 기능 손상이 적은 반면 수술 후 통증, 입원 기간, 합병
증 면에서는 유합술과 차이는 없었다. 경추 추간판 치환술에는
보다 엄격한 적응증 적용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치환
술은 동적 불안정이나 심한 퇴행성 변화, 후종인대 골화증, 후관
절 병변에 의한 경부 통증, 후만 변형이 동반된 증례에는 사용될
수 없다. 선택적인 증례에서 다발성 경추 병변에도 추간판 치환
술은 좋은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보이나, 단분절 시행과 비
교하여 이소성 골형성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 생역
학적으로 추간판 치환술을 시행했을 때 경추 회전 중심의 변화
가 우려되나 2분절 혼합술이나 추간판 치환술에서 인접 분절에
변화는 경미하여 이와 관하여 혼합술 자체는 우려할만한 문제
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유합술과 추간판 치환술의 혼합술기는 다발성 경추 병변
수술적 치료에 유용한 대안으로 표준 치료인 유합술과 비교하
여 임상적 결과는 차이가 없으나 짧은 수술 시간과 출혈, 증가된
경추 운동 범위 등의 장점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인공 추간판
치환술에 적용이 제한되는 증례에서 유합술과 추간판 치환술의
장점들을 취합하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다발성 경추 퇴행성 병변, 전방 감압 및 유합술, 인공
추간판 치환술, 혼합 수술

hospitalization by preserving the surrounding soft tissue,
unlike the traditional open approach.
Main Body: The indications for PCF are single-level or
multilevel unilateral foraminal/paracentral herniated nucleus
pulposus, foraminal stenosis secondary to isolated facet
hypertrophy, persistent radicular symptoms following
a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or anterior
cervical disk arthroplasty, and contraindications to the
anterior approach. These contraindications are central disk
herniation or anterior osteophytes, myelopathy secondary
to central canal stenosis, and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ssification. The advantages of PCF include that
it decompresses the nerve root area with minimal bone
resection, does not fuse the segment and therefore allows
preservation of segmental motion, is less invasive and can be
performed at multiple levels, and avoids anterior approach–
related complications. Meanwhile, its disadvantages include
postoperative kyphosis or instability, recurrence, central disc
herniation, and limitations for anterior pathology. There are
two techniques: one is open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and the other is minimally invasive cervical foraminotomy.
Some reports have shown similar results when comparing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with anterior discectomy
and fusion, but the average cost is lower (89%) for the
foraminotomy technique than for the anterior cervical fusion
technique.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is also considered
to have advantages in cost-effectiveness.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showed improvement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long-term results. Some studies with more than
10 years of follow-up showed good results in terms of pain
relief and the re-operation rate.
Conclusions: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is thought to
require a technical learning curve, but if the indications are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Kyung-Chung Ka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inimally invasive posterior

chosen well, it has the advantages of satisfactory results, costeffectiveness, a favorable long-term prognosis, and a low
risk of complications without fusion. In this presentation, we
explore the indications for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technical aspects, points of attention, and other related topics.
Keywords: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Indication,
Advantage/disadvantage

cervical foraminotomy (PCF) has become a common
and successful procedure for the treatment of cervical
radiculopathy. The minimally invasive approach allows
decreased postoperative pain, blood loss, and leng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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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된 적응증에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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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후방 추간공절개술

는 경추 전만 10도 이하일 경우), 감염, 척수 신경근염, 경막 파
열, 신경학적인 손상, 만성적인 목통증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흔

강경중
경희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하지 않다.
결론: 경추 후방 추간공절개술은 technical하게 learning curve

서론: 경추 신경근병증은 상지통증, 감각저하, 힘이 떨어지는 증

가 필요한 술식으로 생각되나, 적응증을 잘 선택한다면, 유합술

상이 생기며 이는 특이한 신경뿌리의 압박을 야기한다. 이러한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 비용-효과 측면, 장기간 예후 및 낮은 합

신경근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 여러 가지 수술

병증 등의 장점을 지닌 술식으로 생각된다. 본 발표에서는 경추

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방 경추 추간공절개술

후방 추간공절개술의 필요성과 기술적인 부분, 주의할 점 등을

이다. 추간공절개술은 1940년도에 처음 Spurling and Scoville

살펴보고자 한다.

에 의해 편측의 경추 신경근병증의 치료로 소개되었으며, 현재

색인 단어: 경추 후방 추간공절개술, 적응증, 장단점

까지 사용되는 효과적인 술기이다. 추간공 절개술은 관절 유합
을 하지 않고 운동성을 유지시키면서, 최근에는 신경근병증에
서 95%까지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추
간공절개술은 1마디 또는 2마디의 편측의 신경병증에 시행되지
만, 일부의 연구에서는 3마디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전방 경추 디스크제거 및 유합술에 비하여 수술 시
간이 적고, 출혈량도 적고 합병증도 덜하다는 결과들이 나오면
서 적응증에 해당하는 신경병증 환자에서 중요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론: 경추 후방 추간공절개술의 적응증은 단분절 또는 다분
절 추간공/중심주위의 추간판 탈출증, 부드러운 측면의 디스
크나 골증식증이 있는 환자들, 전방 접근법이 불가능한 경우이
며, 비적응증은 경추 불안정성, 척수증/중심 협착증 환자, 중

Plenary Session: Honorary Session

심 디스크 탈출 또는 전방의 골증식증 등이다. 장점으로는 유
합이 필요 없어서 인접 분절 질환, 운동 범위 제한적이며, 전방
의 경추 구조물의 손상을 피할 수 있고, 다분절에서도 시행 가
능하다. 하지만, 단점은 수술후의 후만증/불안정성, 재발위험
성, 중심으로 탈출된 디스크의 감압이 어려운 점 등이다. 종류

Future of Spine Service
Byung-Joon Shi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크게 피부를 절개하여 하는 방법(Mini-open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과 기기나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Minimally
invasive cervical foraminotomy)이 있다. 비용-효과적 측면에
서 전방경추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과 후방 경추 추간공절개
술을 비교했을 때 임상적인 결과가 비슷하면서도, 평균적인 비
용이 전방경추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의 경우 경추 추간공절
개술의 비용에 비해 89% 이상 차이가 있다는 논문 결과가 있다.
경제적인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경추의 신경근병
증 환자들의 경우, 전방 유합술에 비해 후방 경추 추간공 절개
술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추간공 절개술은 장기간 추시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의 개선이
유지된다. 또한 환자 통증의 경감도 장시간 유지시키고 기능복
원에도 도움이 되며 10년 이상 장기간 추시에서 수술전의 목통
증 경감과 재수술 비율도 낮다는 보고도 있다. 연관된 합병증으
로는 경추의 불안정성, 인접 분절 질환(전방경추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보다는 적음), 수술 후 경추 후만증(특히 60세 이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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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Lecture: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for Adult Spinal Deformity
Seung-Won Park
President,The 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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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장애 평가법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직업 계수를 적용하여 장
애율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대한
의학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의 평가 기준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

장애 판정 기준 개정의 필요성
김성수

는 장애율이 현실과 차이가 난다는 점, 장애 판정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의 참여나 홍보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정형외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과학회에서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

서론: 장애 판정에 사용되는 기준에는 산재법(산업 재해 보상 보

제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

험법), 자배법(자동차 손해 배상 보험법) 등과 같은 국내법상의

재 실정에 맞게 장애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2018

판정 기준과 Earl D. McBride가 만든 맥브라이드 방식이 현재

년 12월 장애 개정 특별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8개의 분과(척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의사회(American Medical

견주관절, 수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골절)로 구성되어 7차

Association; AMA)의 장애 평가, 대한의학회의 장애 평가, 대한

례의 전체 회의를 거쳐 장애율을 조정하였다.

정형외과학회의 장애 평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장애평가

결론: 장애 개정 특별 위원회에서 새로운 장애 평가 기준을 만들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애 판정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알아보

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를 가능한 현재

며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

고자 한다.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맥브라이드 해설집

본론: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

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이드가 1936년 발간한 ‘신체 장애 평가 및 배상 가능한 손상의

색인 단어: 장애, 장애 평가, 척추

치료 원칙(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이라는 책자에 실린 것으로 현재 사
용되고 있는 것은 1963년에 발행된 6판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
식은 손상(impairment)보다는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장애

장애 판정기준 개정 내용

(disability)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는 법원이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종합 보험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간단하여 사용하기가 쉽다는 장점

전득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이 있지만, 1963년 이후 개정된 것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서론: 본 심포지움에서는 정형외과학회에서 발간하기로 한 제3

문제점과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 준용하여 판정되고 있는 실

판, 장해 판정 기준인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상하

정이다. 척추 골절의 경우 판정의에 따라 장애율이 다양하게 나

지 및 척추-에서 척추의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AMA 장애 평가는 1971년 첫 판

본론: 기존에 사용하는 1963년 6판의 맥브라이드표는 척추 분

이 출간된 이후에 2008년 6판이 발간되었다. 5판에서 척추의 손

야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진단명이 많으며, 당시 매우 어려운

상을 진단 관련 평가(diagnosis-related estimates; DRE)나 운동

진단, 치료 등으로 인해 장애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범위 평가(range of motion; ROM) 중 하나를 이용하여 실시하

심한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매우 간단하게만 사용되어, 사고

였는데, 이 중에서 DRE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관여도와 장애 기간으로 의학적 기준없이 개인이 경험적으로

6판에서는 진단명 근거한 손상(diagnosis based impairment)

장애률을 부여하여 객관성, 재현성 등이 결여되어 추간판 탈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판이 일부 장애 평가에서 사용되

증의 경우 감정인에 따라 수십배 차이까지 보이기도 한다. 개정

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

판에서는 척추 골절의 경우 변형(압박률, 변형각), 술후 강직(유

한 맥브라이드와 AMA 장애 평가의 문제점으로 국내에서 적용

합 분절 범위), 근력 약화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추간판 탈출증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대한의학회와 대

시 수술 여부와 수술 종류, 근력 약화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한정형외과학회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한의학회에서

특히 척추 골절의 장애률은 2018년 개정된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는 AMA 장애 평가법을 기본 골격으로 장애 평가 기준을 개발

수술 여부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였다(Table 1). 추간판 탈출증

하여 2011년 출판하였고, 2016년도에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하

의 경우 수술하지 않은 경우 3단계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지만 이 장애 평가법도 복잡하여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한

방법, 유합 분절 범위, 근력 약화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

정형외과학회에서는 근골격계 분야의 장애 판정 기준이 필요하

존의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33%, 50%, 67%, 75%, 100% 등

다는 판단하에 2005년 장애 판정 기준을 출판하였고 개정 작업

으로 정량적 부여하였고, 사고 관여도는 고려하지 않았다(Table

을 거쳐 2012년에 2판을 발간하였다. 이 판정 기준은 맥브라이

2). 참조 사항으로 부골절인 추궁판, 횡돌기, 극돌기 골절과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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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염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발성 골절의 경우 가장 심한

기존

골절만 인정한다. 수술하지 않은 척추 골절에서의 신경 손상과

장해항목

개정 장애률

4. 고정 또는 유합 후에도 심한 증상

수술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의 척수증 혹은 마미증후군은 인정

36

하지 않는다. 척수증 혹은 마비 증후군에서는 여러 과의 협진이

36

b. 흉추부(T1~T9)

36

필요하므로, 따로 맥브라이드 표를 만들지 않았다.

45

c. 흉요추부(T10~L1)

36

결론: 임상에서 장애 평가의 객관성, 재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45

d. 요추부

36

a. 경추부

36

II. 척수 손상을 동반한 골절

수정된 내용을 소개한다.

참고사항

100% 근력 약화(grade 0, 1, 2)

척수증이나 마미증후군 참조

색인 단어: 장애, 장애평가, 척추
Table 2. 추간판 탈출증
Table 1. 척추 골절
기존

기존 장 해 항 목
장해항목

개정 장애률

참고사항

I. 척추 골절 및 탈구

A. 수술하지 않는 경우

A. 수술하지 않는 경우

압박률, 변형각(후만각, 측만각)

1. 압박률 30% 미만과 후만각 15도
미만과 측만각 10도 미만

33%

1. 경한 증상이 있는 경우
2.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

23

100% 근력 약화(grade 3, 4)

30

100% 근력 약화(grade 0, 1, 2)

a. 경추부

9
9

B. 수술을 시행한 경우

32

c. 흉요추부(T10~L1)

11

1. 고정술이나 유합술 이외의 수술

d. 요추부

10

27

a. 경추부

18

27

b. 흉추부(T1~T9)

18

32

c. 흉요추부(T10~L1)

21

29

d. 요추부

20

3. 압박률 60% 이상 or 후만각 35
도 이상 or 측만각 20도 이상

0

a. 경한 증상이 있는 경우

12

50%

24

b.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

24

100% 근력 약화(grade 3, 4)

35

c.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35

100% 근력 약화(grade 0, 1, 2)

d. 척수증이나 마미증후군

100%

척수증이나 마미증후군

14

a. 1구간 수술

14

24

b. 2구간 수술

24

27

33

c. 3구간 이상 수술

33

27

b. 흉추부(T1~T9)

27

43

d.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43

32

c. 흉요추부(T10~L1)

32

29

d. 요추부

29

B. 수술한 경우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한 경우)
1. 2개의 척추 고정 또는 유합 (1
level fusion)

유합 분절 개수

a. 경추부

14

27

b. 흉추부(T1~T9)

14

32

c. 흉요추부(T10~L1)

16

d. 요추부

15

29

2. 3개의 척추 고정 또는 유합 (2
level fusion)
27

a. 경추부

20

27

b. 흉추부(T1~T9)

20

32

c. 흉요추부(T10~L1)

24

d. 요추부

22

29

3. 4개 이상의 고정 또는 유합 (3
level fusion)
27

a. 경추부

27

27

b. 흉추부(T1~T9)

27

32

c. 흉요추부(T10~L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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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요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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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척수증이나 마미증후군

+근력 약화(grade 3, 4) → 2. 항
50%
목 적용

27

32
29

b. 항목의 50% 적용

2.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 경추부

27

A. 항목의 50% 적용

3.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b. 흉추부(T1~T9)

67%

50%

23

27

2. 압 박 률 3 0 ~ 5 9 % o r 후 만 각
15-34도 or 측만각 10-19도

12

30

27

29

개정 장애률 참 고 사 항

III. 추간판 탈출증

75%

+근력 약화(grade 3, 4) → 3. 항
목 적용

100%

+근력 약화(grade 3, 4) → 4. 항
목 적용

+근력 약화(grade 3, 4) → b.
항목 24%
+근력 약화(grade 3, 4) → c.
100%
항목 33%
+근력 약화(grade 3, 4) → d.
100%
항목 43%

100%

100% 근력 약화(grade 0, 1, 2)
척수증이나 마미증후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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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fracture type, 9 (42.9%) of the 21 patients with
fracture displacement >3 mm underwent surgery, while 2
(7.0%) of the 28 patients with fracture displacement ≤3 mm

Free Paper: Cervcial I
20F-016
Proposal of a Modified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trategy for Transverse Fractures of the C2 Body:
An Analysis of 49 Cases
2

3

Jong-Beom Park , Dong-Gune Chang , Sung-Kyu Kim ,
Hyoung-Yeon Seo3, Jong-Hyun Ko4
1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yeonggi-do, Korea
2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3,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nnam, Korea
4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onbuk, Korea

fractures of the C2 body can be treated conservatively.
However, regardless of fracture type, surgery might be
considered for transverse fractures of the C2 body with
fracture displacement >3 mm.
Keywords: Transverse fracture, C2 body, Modified classification,
Treatment strategy

제 2경추 추체의 횡골절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치료전략:
49예 분석
박종범1, 장동균2, 김성규3, 서형연3, 고종현4
1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2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4전북대병원 정형외과

3

Study Design: A retrospective case analysis.
Objectives: To propose a modified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연구계획: 후향적 증례분석

strategy for transverse fractures of the C2 bod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trategies for transverse
fractures of the C2 body.
Materials and Methods: Forty-nin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fractures into three types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as follows: type 1,
involvement of the C2 superior articular facet (SAF) on both
sides; type 2, unilateral involvement of the C2 SAF on one
side and the lateral cortex (LC) on the other side; and type 3,
involvement of the LC on both sides.
Results: Twenty-six patients had type 1 fractures, 21 had type
2 fractures, and two had type 3 fractures. Twenty-one patients
(42.9%) had a fracture displacement >3 mm; this was
more common in type 2 than in type 1 injuries (61.9% vs.

연구목적: 제 2경추 추체의 횡골절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제 2경추 추체의 특이한 해부학 및 생역
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제 2경추 추체 골절이 발생
한다. 따라서 제 2경추 추체골절의 경우 기존의 골절 분류로 분
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전략을 결정하기가 쉽
지않다. 또한 제 2경추 추체의 횡골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어
서 분류 및 치료전략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대상 및 방법: 49예의 제 2경추 추체의 횡골절을 3형으로 분류
하여 특성 및 치료를 분석하였다. 제 1형은 양측 모두 제 2경추
의 상후관절을 침범한 경우, 제 2형은 일측은 상후관절을 반대
측은 외측피질골을 침범한 경우, 제 3형은 양측 모두 외측피질
골을 침범한 경우로 하였다.
결과: 제 1형이 26예(53.1%), 제 2형이 21예(42.9%), 제 3형이 2
예(4%)이었고, 46예(93.9%)에서 다른 제 2경추골절을 동반하

26.9%; P<0.05). Thirty-eight patients (77.6%) were treated
conservatively, and 11 patients (22.4%) underwent surgery.
Approximately 76.9% of the type 1 patients and 89.1% of

였다. 21예(42.9%)에서 3 mm 이상의 골절전위를 보였는데 제

the type 2 patients were treated conservatively, while the
remaining 23.1% and 19.1% underwent surgery, respectively
(p=0.601). Regarding conservative treatment methods, while
55.0% of type 1 patients wore a Philadelphia brace, 82.3%
of type 2 patients were given a Minerva jacket or Halovest

치료를 받았다. 제 1형의 경우 76.9%는 보존적 치료를, 23.1%는

(p<0.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ype
1 and 2 fractures in terms of surgical treatment methods.

한 반면 45%(9/20)에서 Minerva jacket 또는 Halovest를 착용

2형에서 제 2형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61.9% vs. 26.9%,
p<0.05). 38예(77.6%)는 보존적 치료를, 11예(22.4%)는 수술적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제 2형의 경우 89.1%는 보존적 치료를,
19.1%는 수술적 치료를 받아 양군간에 치료방법에 대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01).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보면 제1형의 경우 55%(11/20)에서 Philadelphia brace를 착용
하였다. 제 2형의 경우 82.3%(14/17)에서 Minerva jacke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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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reated surgically (p<0.01).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ajority of tran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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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vest를 착용한 반면 17.7%(3/17)에서 Philadelphia brace

20F-081

를 착용하여 양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제 3형 1예는 Halovest를 착용하였다. 수술적 치료 방
법으로 보면 제 1형의 100%(6/6)에서 전방횡돌기나사못고정술
을 받았다. 제 2형의 경우 50%(2/4)에서 후방환축추유합술을,
나머지 50%(2/4)에서 전방횡돌기나사못고정술을 시행받아 양

Factors Related to Delays from Injury to Emergent
Surgical Management in Traumatic Cervical Spinal
Injuries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33).

Byung Wan Choi, Min Sung Choi, Sung Soo Kim

제 3형 1예는 후방척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골절형에 관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Busan, , Korea

계없이 3 mm 이상의 골절전위가 있던 21예 중 9예(42.9%)는
수술적 치료를, 12예(57.1%)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3
mm 이하의 골절전위가 있던 28예 중 2예(7.0%)만 수술적 치료
를, 26예(93.0%)는 보존적 치료를 받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01).
결론: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제 2경추 추체 횡골절은 보
존적으로 치료될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지만, 골절형에 관
계없이 3 mm 이상의 골절전위가 있는 제 2경추 추체 횡골
절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횡골절, 제 2경추 추체, 분류, 치료전략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 analysis.
Objectives: This study aimed at determining factors

contributing to delays from trauma to emergency surgery in
individuals with traumatic cervical spinal spine trauma.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Early surgery in individuals
with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can improve neurological
recovery and reduce complications, costs, and hospitalization.
Patient-related and health care-related factors could influence
surgical delays.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zed 145
patients with traumatic cervical spinal injuries. The time
intervals from trauma to arrival at the emergency room
(ER) and emergency surgery were evaluated. Associations
between the time from trauma to the emergency operation
were analyzed for the following variables: age, sex,
department (orthopedic surgeon or neurosurgeon), time
from trauma to arrival at the ER, first medical assessment
interval, weekday or weekend, the doctor who performed the
first assessment (Intern or resident), whether the patient had
previously visited another hospital, combined injury, cause
of injury, and whether the patient had been drinking. The
clinical assessment of the ASIA impairment scale and the
operation method were also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62.4 years; 121
were male and 24 were female. The time from trauma to
the operation was 89.53 hours, and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time of arrival at the ER (15.46 hours, r=0.491,
p<0.001), first assessment (2.03 hours, r=0.286, p<0.001),
and emergency operation (72.03 hours, r=0.923, p<0.001).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not found for age (p=0.632),
sex (p=0.356), department (p=0.695), weekday or weekend
(p=0.162), previous visit to another hospital (p=0.239),
combined injury (p=0.119), cause of injury (p=0.900),
and whether the patient had been drinking (p=0.42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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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ssessment being made by a resident (p=0.043), and
severe scores on the ASIA impairment scale (p<0.001) were
associated with an early operation. Severity of paralysis was
associated with the time between injury and arrival (p=0.008),
the first assessment (p=0.009), and the emergency operation
(p<0.001).
Conclusions: The time from trauma to the emergency operation

surgical treatment of trauma patients, faster surgical planning,
and access to the operating room could reduce surgical delays.
Keywords: Cervical trauma, Emergency operation, ASIA
scale, Time delay

외상성 경추 손상 후 수상에서 응급수술까지의 시간 지연
과 관련된 인자
최병완, 최민성, 김성수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분석
연구목적: 외상성 경추 손상 환자의 치료 시 수상부터 응급 수술
까지의 시간에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여 조기 수술에 영향을 주
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p=0.119), 수상 기전(p=0.900), 음주 여부(p=0.424) 등에 연관
성은 없었으며 초진의 (p=0.043), ASIA 마비 정도(p<0.001), 수
술 방법의 차이(p<0.001)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마비의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부터 병원 내원(p=0.008), 내원 후 해당과
진료(p=0.009), 진료 후 수술까지 시간(p<0.001)이 짧았다.
결론: 경추 외상 환자의 수상 후 응급수술까지는 해당과 진료부
터 수술까지의 시간이 가장 연관이 많았으며 전문과 초진 진료
와 마비 증상이 심한 경우 조속한 수술이 이루어져서 응급실에
서 조속한 전문과 진료와 빠른 수술 결정이 조기 수술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색인 단어: 외상성 경추 손상, 응급 수술, 시간, 마비

20F-039
What Type of Incision for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Involving Long Segments Can Yield Better
Cosmetic and Functional Outcomes?
Hyung Rae Lee1, Dong-Ho Lee1, Sehan Park2,
Woon Sang Lee1, Chan Woong Byun1, Sang Yun Seok1,
Jae Hwan Cho1, Chang Ju Hwang1, Choon Sung Lee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yeonggi-do, Korea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외상성 척수 손상의 환자에서 조기 수술

Study Design: A review of prospectively collected data.

자체는 신경학적 증상 호전, 예후, 합병증 감소, 경제적 문제 및

Objectives: We aimed to determine whether double transverse

입원 기간 감소에 중요한 인자이다. 조기 수술 가능 여부와 관련

incisions could provide superior cosmetic and functional
outcomes, including rates of dysphagia and dysphonia, when
compared with longitudinal incisions in patients undergoing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ACSS) involving ≥3 level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No study to date has compared
the outcomes of two different incisions in multilevel ACSS

되어 환자 자신과 환경적 요소가 관련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상 및 방법: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응급 수
술을 시행한 145명을 대상으로 수상부터 병원 내원, 응급수술까
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상부터 수술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환
자의 나이, 성별, 해당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수상부터 응급실
도착 시간, 응급실에서 해당과 진찰 시간, 주중과 주말, 초진의
(인턴, 레지던트), 타 병원 방문 여부, 동반된 타과 손상 여부, 수
상 기전, 음주 여부와 연관 여부를 확인하였고 임상적으로 ASIA
마비 정도와 수술 방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연령은 62.4세이었고 남자가 121명, 여자가 24명이
었다. 수상부터 수술까지 시간은총 89.53시간으로 수상부터 응
급실 도착까지 15.46 시간(r=0.491, p<0.001), 도착부터 해당
과 진료까지 2.03 시간(r=0.286, p<0.001), 진료부터 수술까지
72.03시간(r=0.923, p<0.001)과 상관 관계를 보였다. 환자의 나
이(p=0.632), 성별(p=0.356), 해당과(p=0.695), 주중과 주말

involving ≥3 level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consecutive 40 patients
who underwent ACSS involving ≥3 level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y consisted of 23 with longitudinal incisions
(L group) and 17 with double transverse incisions (DT
group). We recorded functional outcome measures including
the Bazaz score for postoperative dysphagia and the Voice
Handicap Index-10 (VHI-10) for postoperative dysphonia, as
well as the Vancouver Scar Scale (VSS) and the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 (POSAS).
Results: Dysphagia and dysphonia improved over time in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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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tients with cervical spine injuries was mostly associated
with the time between the first assessment and operation. The
delay was reduced when the patient was first assessed by a
resident and paralysis was severe. A dedicated team for the

(p=0.162), 타 병원 방문 여부(p=0.239), 동반 타과 손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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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groups of patients (p<0.01 each). Dysphagia, as assessed
using the Bazaz score, was significantly less common in the
DT group than in the L group during the early postoperative

절개군에 비하여 수술후 6개월까지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

period before 6 months (p<0.01 each). The rate of dysphonia,
as measured by VHI-10 score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at any time point. Cosmetic
results, as assessed using the VSS, were significantly better

가한 수술후 흉터 평가에 있어서는 이중횡절개군이 종절개군에

in the DT than in the L group at all follow-up time points
(p<0.01 each). Similarly, cosmetic results assessed using the
POSAS showed significantly superior results in the DT group
than in the L group at 3, 6, and 12 months (p<0.01 each).
Conclusions: A double transverse incision can be a feasible

서 종절개군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option when performing ACSS involving ≥3 levels,
providing better cosmesis and lower rates of postoperative
dysphagia than when a longitudinal incision was used.
Keywords: Double transverse incision,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Dysphagia, Dysphonia, Skin scarring

다. VHI-10을 이용하여 평가한 발성장애에 있어서는 수술 후
두 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SS를 이용하여 평
비해 수술후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POSAS를 이용하여 평가한 수술후 흉터 평가에 있어서는 마지
막 24개월째를 제외한 3, 6, 12개월째에서 모두 이중횡절개군에
결론: 이중횡절개법은 장분절 전방경추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절개법보다 더 나은 미용적 결과 및 만족도를 보이며 수술 후
초기 연하곤란에 있어서 빠른 회복을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
로 권장할 만하다.
색인 단어: 이중횡절개, 전방경추수술, 연하곤란, 발성장애, 수
술후흉터

장분절 전방경추수술에서 피부절개방법에 따른 미용적,
기능적 결과의 차이
이형래1, 이동호1, 박세한2, 이운상1, 변찬웅1,
석상윤1, 조재환1, 황창주1, 이춘성1
1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2일산 동국대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연구
연구목적: 장분절 전방경추수술 시에 이중횡절개가 종절개보다

Fig. 1.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연하곤란 및 발성장애 등의 기능적 합병
증 발생에 있어 유리함을 입증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장분절 전방경추수술시 연하곤란 및 발
성장애의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부절개방법에
따른 합병증 발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피
부절개방법에 따른 수술후 흉터의 평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
져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본 기관에서 3분절 이상의 전방경추수술을 시행
받은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3명의 종절개 피부절개
를 사용한 군과 17명의 이중횡절개 피부절개를 사용한 군으로
나누었다. 두 군에 대하여 연하곤란에 대해서는 Bazaz score를,
발성장애에 대해서는 Voice handicap index-10 (VHI-10)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미용적 결과에 대해서는 Vancouver scar
scale (VSS)과 patient and observer scar assessment scale
(POSAS)를 이용하여 평가했다.
결과: 연하곤란과 발성장애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
횡절개군과 종절개군 모두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p<0.01)
Bazaz score를 이용한 연하곤란에 있어서 이중횡절개 군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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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Factors Affecting Postoperative Loss of
Cervical Lordosis After Cervical Laminoplasty for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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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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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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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cheon St. Mary’s Hospital,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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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factors affecting the posterior cervical

intrinsic muscle and changes in adjacent segments due to
the loss of cervical lordosis after cervical laminoplasty for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dition of the posterior cervical intrinsic muscle and
changes in adjacent segments.
Materials and Methods: Among patients who underwent
cervical laminoplasty between January 2005 and April 2019, 39
patients who had been followed-up for more than a year were
enrolled. Radiological data, including the C0-2 angle, C2-7
angle, C0-7 angle, C2 sagittal vertical axis, T1 slope, T1 slope
minus C2-C7 angle, and extension function were evaluated.
The loss of cervical lordosis was defined as the loss of more
than 1° in the C2-7 angle at the 1-year radiological evaluation.
The preoperative properties of intrinsic muscles were estimated
by three-dimensional approximated volumes and the ratio of
functional cross-sectional area considering the fatty infiltration
of the multifidus and semispinalis cervicis muscles. Clinical
results were also evaluated using numeric rating scale, Neck
Disability Index, and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scores.
Results: Eighteen patients had lost cervical lordosis in

the C2-7 angle (group I, loss of cervical lordosis) and 21
patients had maintained cervical lordosis in the C2-7 angle

infiltration was high in both the multifidus and semispinalis
cervicis muscles in group I. On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high preoperative C2-7 angle (OR,
1.226; 95% CI, 1.059-1.419; p=0.006) and a low ratio of the
functional cross-sectional area considering fatty infiltration
of muscle (C5-6 semispinalis FCSA/TCSA; OR, 0.000; 95%
CI, 0.000-0.956; p=0.049) were associated with a high risk
of postoperative loss of cervical lordosis in sagittal balance.
However, clinical outcome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loss of cervical lordosis.
Conclusions: Among various parameters, the preoperative
C2-7 angle and ratio of the functional cross sectional
area considering fatty infiltration of muscle were good
preoperative predictive factors of postoperative loss of
lordosis following laminoplasty at the 1-year follow-up.
Keywords: Cervcal spondylotic myelopathy, Laminoplasty,
Cervical sagittal alignment

경추증성 척수병증 환자의 후궁 성형술 수술 이후 전만각
소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인자
조창희1, 하기용1, 김영훈1, 김상일1, 박형렬2, 김훈철1, 이재원3
1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정형외과, 2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3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경추 척수병증의 후궁 성형술 후 전만각 소실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 인자 중 경추 후방 내재근의 영향 및 전만각 소
실 후 인접 분절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후궁 성형술 후 전만각 소실에 대한 영상
적 지표는 많이 제시되고 있으나, 경추 내재근의 상태 및 인접
분절 변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경추척수병증에
대하여 후궁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
던 39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상학적 지표로 술전, 후 C0-2, C27, C0-7 전만각, C2 시상 수직축(Sagittal vertical angle, SVA),
T1 기울기, T1 기울기 - C2-C7각(T1 slope minus C2-C7 angle,

(group II, maintained lordosis). The preoperative C0-7
angle was -29.4° in group I and -12.1° in group II, and the
preoperative C0-7 angle of group II was meaningfully high.
The postoperative 1-year average loss of cervical lordosis in

T1S-CL)과 신전 기능(Extension function, EF)을 측정하였다.

C0-7 was 0.17° (group I, 13.4°; group II, -11.2°) and the loss

에서 삼차원적 부피와 근육의 지방 침윤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술 후 1년 영상에서 C2-7 전만각 1도 이상 소실이 있는 경우를
전만각 소실로 정의하였다. 또한, 수술 전 MRI로 경추 후방 내
재근인 다열근(multifidus), 목반가시근(semispinalis cerv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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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Hee Cho1, Kee-Yong Ha1, Young-Hoon Kim1,
Sang-Il Kim1, Hyung-Youl Park2, Hunchul Kim1,
Jae-Won Lee3

of cervical lordosis in C0-2 was -1.2° (group I, 1.9°; group
II, -3.9°).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olume of intrinsic muscle between the two groups, fa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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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율(Functional cross sectional area/Total cross sectional

Free Paper: Cervcial II

area, FCSA/TCSA)을 측정하였다. 임상결과는 NRS (Numeric
rating scale), NDI (neck disability index), JOA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로 평가하였다.

20F-046

결과: 전만각이 소실되었던 환자는 18명(group I, loss
of cervical lordosis)이며, 유지된 환자는 21명(group
II, maintained lordosis)이었다. 수술 전 C0-7 전만각은
-29.4(group I), -12.1(groupII)로 group II이 의미있게 높았다.
술 후 1년 평균 C0-7 전만각 소실은 0.17(group I, 13.4; group
II -11.2)이었으며, C0-2 전만각 소실은 평균 -1.2(group I, 1.9;
Group II -3.9)이었다. 내재근 부피는 두 군간 차이는 없으나,
지방 침윤은 다열근 및 목반가시근 모두 group I 에서 높았다.

Is the Degree of Cervical Foraminal Stenosis Related
to the Severity of Pain and Disability of the Neck and
Arm?
Han-Dong Lee, Chang-Hoon Jeon, Nam-Su Chung, HeeWoong Chung, Ki-Hoon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jou University Hospital, Gyeonggi-do,
Korea

술 후 전만각은 수술 전 C2-7 전만각(OR 1.226, 95% CI 1.0591.419, p=0.006)이 높을수록, 내인성 근육의 지방 침윤을 고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려한 기능적 단면적 비율(C5-6 semispinalis FSCA/TCSA, OR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0.000, 95% CI 0.000-0.956, p=0.049)이 낮을수록 높은 소실을

relationship between the grade of cervical foraminal stenosis
(CFS) and neck and arm pain and disabilit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FS is a common cause
of axial neck and arm pain. There have been few stud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verity of CFS and
the severity of its clinical presentation.
Materials and Methods: We reviewed 75 consecutive patients
with degenerative CFS without central stenosis. We graded
the foramina from C3-4 to T1-2 using Park’s grading system
in obliquely reconstructed cervical magnetic resonance
images (grade 0, no stenosis; grade 1, perineural fat
obliteration of less than 50% of the nerve root circumference;
grade 2, perineural fat obliteration of more than 50%; grade
3, collapsed nerve root). We collected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s for the neck and both arms, as well as the Neck

보였다. 임상 결과는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후궁 성형술 후 전만각 소실 예측 인자 중 수술 전 C2-7 전
만각과 경추 후방 내인성 근육의 지방 침윤을 고려한 기능적 단
면적이 1년 경과 관찰에서 후궁 성형술에 따른 수술 후 전만각
소실에 대한 좋은 수술 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
색인 단어: 경추증성 척수병증, 후궁 성형술, 경추 시상면 정렬

Disability Index (NDI),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s with
CFS grades.
Results: The study population had a mean age of 51.0±13.1
years (range: 19-82 years), and consisted of 30 men and 45
women. The number of patients with CFS grade 1, 2, and 3
was 18, 6, and 51, respectively. The most frequently involved
level of CFS was C5-6. The mean neck and left and right arm
VAS scores were 4.4±2.6, 4.9±1.6, and 4.6±2.0, respectively.
The mean total NDI was 16.0±7.6, and the NDI percentage
was 32.8% ± 8.6%. Neck VAS was correlated with left and
right C3-4 CFS grades (r=0.244, p=0.035; r=0.253, p=0.029,
respectively). The right arm VAS was correlated with the CFS
grade at right C5-6 (r=0.231, p=0.046). The total score and
percetage of NDI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CFS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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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CFS grade at C3-4 was correlated with the

neck VAS. The arm VAS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CFS
grade. However, the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arameters
and radiological parameters were relatively weak.
Keywords: Cervical foraminal stenosis, Neck pain, Arm pain,

Neck disability index

이한동, 전창훈, 정남수, 정희웅, 박기훈
아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Diagnostic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10-Step
Tandem Gait for Patients with Degenerative Cervical
Myelopathy
Kyung Chung Kang1, Jung Hee Lee1, Ki Tack Kim2,
Yong Chan Kim2, Jong June Park1, In Uk Hwang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연구계획: 후향적 분석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의 심각도와 경

diagnostic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the 10-step tandem
gait test.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andem gait is considered

부와 상지의 통증 및 장애 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은 경부 및 상지 통
증의 흔한 원인이다.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의 정도와 통증 및 장
애의 정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심부 협착이 없이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만 있는 연속적인 7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추
부 사측방 재건 MRI에서 C3-4부터 T1-2까지 추간공을 박의 분
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grade 0, 추간공 협착 없음; grade 1,
신경근 둘레의 50% 미만에서 신경 주위 지방 조직 신호 소실 관
찰; grade 2, 신경근 둘레의 50% 이상에서 신경 주위 지방 조직
신호 소실 관찰; grade 3, 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한 변형 관찰).
모든 환자의 경부와 양측 상지 통증의 Visual analogue scale
(VAS) 과 neck disability index (NDI)를 평가하였으며, 추간공
협착증 심각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1.0±13.1세 였고(범위: 19-82),
남환이 30명이며 여환이 45명이었다. 경추부 추간공 협착 분류
1, 2, 3 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각각 18, 6, 51명이었다. 제 5-6
경추간 추간공에서 협착증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평균 경
부 및 좌측 및 우측 상지 통증의 VAS는 4.4±2.6, 4.9±1.6, 4.6
±2.0였다. 평균 NDI 점수는 16.0±7.6였다. 평균 NDI 퍼센트
는 32.8±8.6%였다. 경부 통증의 VAS는 제 3-4경추간 좌측 및
우측의 추간공 협착증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r=0.244,
p=0.035; r=0.253, p=0.029). 우측 상지 통증의 VAS는 제 5-6
경추간 우측 추간공 협착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NDI 점
수 및 퍼센트와 추간공 협착의 정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제 3-4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정도와 경부 통증의 정도
가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지의 통증 또한 경추부 추간공 협착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성은 비교적 낮았다.

to be one of the most useful diagnostic tools for evaluating
gait impairment. However, its application for evaluating
degenerative cervical myelopathy (DCM) is limited because
there is no standardized grading system.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62 DCM patients (mean
age, 59 years; 41 men) were recruited and compared to 72
persons without gait abnormalities. The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JOA) sub-score for lower extremities and the
Nurick scale were assessed. The 10-step tandem gait test was
performed and the patients were sub-grouped into five grades
from grade 0 to grade 4. The patients’ gait and balance
parameters were examined using a gait machine.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all parameters and scores were performed.
Resul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DCM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gait function. The mean JOA
sub-score and Nurick scale were 2.9 (1.0) and 1.5 (0.9). The
mean tandem gait steps and grade were 7.1 (3.6) and 2.6 (1.1).
The tandem gait grade and JOA sub-score were correlated
(r=0.553, p<0.001) and the Nurick sca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tandem gait grade (r=-0.652, p<0.001)
and JOA sub-score (r=-0.600, p<0.001). In correlation
analyses with gait and balance parameters, the tandem gait
step, tandem gait grade, and Nurick scale showed results
similar to or higher than the JOA sub-scores.
Conclusions: The 10-step tandem gait test is an objective and

색인 단어: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경부 통증, 상지 통증, 경추부

feasible test for evaluating gait impairment in patients with
cervical myelopathy. Its diagnostic usefulness and reliability

장애

are thought to be similar to or better than existing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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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의 정도와 경부와 상지의 통증 및 장
애의 정도가 관계가 있는가?

20F-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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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The authors are therefore confident that this test would
be a viable option for assessing gait disturbance in DCM
patients.
Keywords: Cervical myelopathy, Tandem gait, Gait disturbance,
Gait analysis

Fig. 1.

퇴행성 경추 척수증 환자에서 10발자국 일자보행 검사의
진단적 유용성과 신뢰도
강경중1, 이정희1, 김기택2, 김용찬2, 박종준1, 황인욱1
1

경희대학병원 정형외과, 2강동경희대 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10발자국 일자 보행의 진단적 유용성
과 신뢰도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보행 이상의 평가에 있어서 일자 보행
(tandem gait)은 가장 유용한 진단 방법중 한가지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퇴행성 경추 척수증의 평가에서 그 적용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표준화된 분류법이 없기 때
문이다.
대상 및 방법: 총 62명의 퇴행성 경추 척수증의 환자(평균나
이: 59세, 남성: 41명)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72명의 보행장해

20F-013
Bicortical Laminar Screws for Posterior Fixation of
the Subaxial Cervical Spine

가 없는 환자를 비교하였다. JOA 점수중 하지 기능평가항목과

Woo-Kie Min, Eugene J. Park

Nurick 점수를 함께 평가하였다. 모든 환자는 10발자국 일자 보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yungpook, Korea

행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환자는 걸음걸이 횟수에 따라 등급0에
서부터 등급4로 총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환자의 보행과 균형
에 관한 평가는 보행분석기를 통해 평가되었다. 모든 평가 지표
들과 점수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보행 장해가 없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경추 척수증 환
자는 심각한 보행장해가 관찰되었다. 평균 JOA 하지 점수와
Nurick 점수는 각각2.9(1.0)과 1.5(0.9)였다. 평균 일자보행
걸음수는 7.1(3.6), 평균 일자보행 등급은 2.6(1.1)이었다. 일
자보행 등급과 JOA 하지 점수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r= 0.553, p<0.001), Nurick 점수는 일자보행등급(r=-0.652,
p<0.001)과 JOA 하지 점수(r=-0.600, p<0.001)와 유의한 상관
성을 나타내었다. 보행과 균형 관련 지표의 상관성에서 일자보
행과 Nurick 점수는 JOA 하지점수와 비슷하거나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결론: 10발자국 일자보행 평가는 경추 척수증의 환자에서 보행
장해를 평가하기에 객관적이고 쉬운 평가 방법이며, 그 진단적
유용성와 신뢰도는 기존의 평가방법보다 비슷하거나 높다고 생
각된다. 저자들은 경추 척추증 환자의 보행 평가에서 10 발자국
일자 보행이 중요한 평가법으로 자리잡을 것을 확신한다.
색인 단어: 경추척수증, 일자보행, 보행장해, 보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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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Retrospective radiological analysis.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a novel bicortical laminar
screw (BLS) and presents an analysis of related parameters
using computed tomography (CT).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ranslaminar screw (TLS)
placement is a fixation technique used in the subaxial

cervical spine. However, it can be difficult to use in the
small-diameter space of the lamina.
Materials and Methods: Measurements were made of cervical
CT images taken at our institution from January 2013 to
March 2017. On the axial images, the maximum screw
length (MSL) and trajectory angle (TA) of BLS and TLS
were measured, together with the distance from the midline
(DM) to the BLS entry point and the lamina width (LW).
On parasagittal images, the height of the lamina (LH) was
measured.
Results: The MSL of BLS and TLS were 21.00 and 20.97
mm, 19.02 and 20.91 mm, 18.45 and 21.01 mm, and 20.00
and 21.01 mm at C3, C4, C5, and C6, respectively. The T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of the BLS and TLS was 21.24 and 34.90°, 19.05 and 34.22°,
18.65 and 33.61°, and 18.30 and 34.51° at C3, C4, C5, and
C6, respectively. The DM was 6.44 mm, 5.77 mm, 5.68 mm,

alternative option for posterior fixation to the lamina of
the subaxial cervical spine. It may be especially useful
when a pedicle screw, lateral mass screw, and TLS are not
appropriate.
Keywords: Subaxial cervical spine, Bicortical laminar screw,
Posterior instrumentation

색인 단어: 축추하 경추, 양피질골 후궁 나사, 후방 고정술

20F-009
Clinical Outcomes and Course of Retro-odontoid
Masses After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Jae-Won Shin, Kyung-Soo Suk, Hak-Sun Kim,
Jae-Ho Yang, Byung-Ho Lee, Jin-Oh Park, Sang-Jun Park,
Sub-Ri Park, Sun-Kyu Kim, Jane F. Garci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축추하 경추부의 양피질골 후궁 나사못 고정술
민우기, 박유진재진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영상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로운 고정 방법인 양피질골 후궁 나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일반 후궁 나사는 축추하 경추부의 고정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반 후궁의 직경이 작은 경우 사용
이 어려울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에 본 교실에서 촬영
한 경추 CT 영상을 분석하였다. 축상 영상에서 양피질골 후궁
나사 및 일반 후궁 나사의 최대 나사 길이와 궤도 각도를 측정하
고, 정중앙에서부터 양피질골 후궁 나사의 시작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후궁의 너비를 측정하였다. 시상면 영상에서는 후궁의
높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양피질골 후궁 나사 및 일반 후궁 나사의 최대 나사 길이
는 3번, 4번, 5번, 6번 경추에서 각각 21.00 및 20.97 mm, 19.02
및 20.91 mm, 18.45 및 21.01 mm, 20.00 및 21.01 mm로 측
정되었다. 양피질골 후궁 나사 및 일반 후궁 나사의 궤도 각도
는 3번, 4번, 5번, 6번 경추에서 각각 21.24 및 34.90°,19.05 및
34.22°, 18.65 및 33.61°, 18.30 및 34.51°로 측정 되었다. 양피
질골 후궁 나사의 시작점은 3번, 4번, 5번, 6번 경추에서 각각 정
중앙에서 6.44, 5.77, 5.68, 6.03 mm 떨어져 있었다. 후궁 너비
및 높이는 3번, 4번, 5번, 6번 경추에서 각각 3.52 및 12.44 mm,

outcomes of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and the clinical
course of retro-odontoid masses (R-OM).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is
less common than lower cervical spine surgery. There have
been few case reports concerning the fate of R-OM after
surgical treatment.
Materials and Methods: Fifty-eight patients who underwent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and had available post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ere included in this
study. Upper cervical spine surgery included atlanto-axial
fusion (40 patients), occipito-cervical fusion (16 patients)
or decompression only (2 patients). The diagnoses were os
odontoideum (7 patients), nonunion or transverse atlantal
ligament injury (9 patients), occipito-atlantal assimilation (17
patients), rheumatoid arthritis (10 patients), and degenerative
arthritis (15 patients). Postoperative MRI was obtained for
almost all patients. Six-month follow-up MRI was available
for 22 patients (37.9%) who had R-OM. As radiologic
outcomes, the anterior atlanto-dental interval (AADI) and
posterior atlanto-dental interval (PADI) were measured on
X-ray and computed tomography scans. R-OM and space
available of cord (SAC) were measured on MRI. Clinical
outcomes included neck and arm pain visual analog scale
scores,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JOA) scores,
and the Neck Disability Index (NDI). Preoperative and

결론: 양피질골 후궁 나사는 축추하 경추부의 후궁 고정술 시 적

postoperative outcom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paired sample t-test.
Results: Regarding the radiologic outcomes, AADI decreased

용가능한 술기로 생각된다. 특히, 척추경 나사, 외측괴 나사나 일

significantly after surgery, while PADI and SAC increased

2.87 및 12.49 mm, 2.76 및 12.42 mm, 3.18 및 13.30mm 로 측
정되었다.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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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6.03 mm at C3, C4, C5, and C6, respectively. The LW
and LH were 3.52 and 12.44 mm, 2.87 and 12.49 mm, 2.76
and 12.42 mm, and 3.18 and 13.30 mm at C3, C4, C5, and
C6, respectively.
Conclusions: We suggest that BLS fixation is a feasible

반 후궁 나사 고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Volume 27 • Number S2 • November 2020

significantly. The R-OM completely disappeared in nine
patients, shrank in 15 patients, and grew in one patient who
underwent decompression surgery without fusion. Regarding
clinical outcomes, neck pain, arm pain, and NDI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surgery. The JOA score increased
significantly.
Conclusions: The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s improved
after surgery for all parameters. The R-OM shrank or
disappeared in all cases after fusion surgery, but grew in a
patient who underwent decompression surgery.
Keywords: Retro-odontoid mass, Retro-odontoid pseudotumor,

들었고 유합없이 감압술만 시행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증가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수술후 목과 팔의 통증 및 경부장애
지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JOA 점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결론: 모든 지표에서 수술후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결과가 개선
되었다. 유합술을 시행한 모든 환자에게서 치돌기 후방 종괴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사라졌다. 그러나 감압술만을 시행받은 환
자는 치돌기 후방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색인 단어: 치돌기 후방 종괴, 치돌기 후방 가성종양, 상부경추
수술, 환추축추 유합술, 후부경부 유합술, 감압술

Upper cervical surgery, Atlanto-axial fusion, Occipito-cervical
fusion, decompression

상부경추 수술후 임상결과 및 치돌기 후방 종괴의 변화
신재원, 석경수, 김학선, 양재호, 이병호,
박진오, 박상준, 박섭리, 김순규, Jane F Garci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상추경추 수술후 임상결과 및 치돌
기 후방 종괴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하부경추 수술에 비해서 상부경추 수술
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다. 수술적 치료 후 치돌기 후방 종괴의
변화에 관련된 보고는 거의 없었다.
대상 및 방법: 상부경추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후 MRI 시
행이 가능한 환자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상부경추 수술
에는 환추축추 유합술(경추1-2유합, 40예), 후부경부 유합
술(OC유합, 16예), 감압술(2예)를 포함하였으며 진단은 os
odontoideum(7예), 불유합 또는 횡환추 인대 손상(9예), 후부
환추 동화(17예), 류마티스 질환(10예), 퇴행성 관절염(15예)
를 포함하였다. 수술후 MRI는 모든환자에게 시행하였으며 6
개월째 시행한 MRI상 25명(43.1%)의 환자에게서 추돌기 후방
종괴가 관찰되었다. 영상의학적 결과로 전방 환추치돌기 간격
(AADI) 및 후방 환추치돌기 간격(PADI)를 x-ray 및 CT 에서 측
정하였다. 치돌기 후방 종괴의 크기와 척수 공간(SAC)은 MRI에
서 측정하였다. 임상적 결과는 목과 팔의 통증 시각아날로그 척
도와 JOA 점수, 경부장애지수(NDI)를 수술 전 후로 체크하였
다. 수술 전 및 수술 후 결과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결과: 방사선학적 결과에서 전방 환추치돌기 간격(AADI)는 수
술 후 크게 감소하였다. 후방 환추치돌기 간격(PADI)과 척수 공
간(SAC)은 수술 후 크게 증가하였다. 치돌기 후방 종괴는 9명의
환자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15명의 환자에서 크기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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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F-030
Minimally Invasive Corpectomy with a Self-retaining
Retractor and Percutaneous Posterior Stabilization
for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Bo Taek Kim1, Jae-Young Hong1, Seung-Woo Suh1,
Jae-Hyuk Yang2, Si-Young Park3, Taewook Kang3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Gyeonggi-do,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3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and literature

review.
Objectives: To describe a technique for minimally invasive
decompression and stabilization of thoraco-lumbar burst
fractures with the goal of determining whether this alternative
treatment method can yield excellent clinical outcomes with
minimal complication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are several option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unstable burst fractures or fractures
with neurologic injury, including anterior, posterior, and
combined techniques. The anterior approach provides direct
decompression of the neural structures and produces an
appropriate amount of anterior support and load sharing
through the use of a vertebral body replacement device.
However, this approach is associated with morbidity, such
as excessive blood loss, damage to the abdominal wall,
permanent injury in the diaphragm, and incisional pai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The posterior approach provides sufficiently rigid fusion
segments with decompression of the neural canal, while
avoiding major complications. However, the posterior
approach cannot provide three-column stability or complete
removal of the fractured fragment.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gathered from patients with
an unstable thoraco-lumbar burst fracture from 2010 to 2018.

loss were 279 minutes and 986 mL,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patients had a neurologic deficit and more than
94% of patients showed full neurologic recovery at the final
follow-up. The remaining patients also showed good to
excellent clinical outcomes and a favorable union rate at the
final follow-up.
Conclusions: Minimally invasive anterior corpectomy
with short segment fusion for unstable thoraco-lumbar
burst fracture offers several advantages without significant
morbidity, especially in younger patients.
Keywords: Burst fracture,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Corpectomy, Self-retaining retractor

았다. 환자의 골절 양상, 나이등의 역학적 정보 및 임상적 지표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문헌상 고식적 척추체 제거술
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수술 시간은 279분(+-27)이였고, 평균 수술중 실혈
량은 986 ml(+-56)로 측정되었다. 약 반수의 환자에서 신경학적
결손이 술전 관찰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최종 추시시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임상적 지표들은 평균 2년추시 결과 양
호한 양상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견고한 골유합 양상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문헌상 고식적 척추체 제거술과의 2년추시 결
과 분석시 전체적인 임상 결과는 유사하였으나, 수술 시간 및 평
균 실혈량의 감소 및 합병증 발생률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최소침습적 척추체 제거술 및 경피적 후방 고정술식은 흉
요추 골절의 치료에 있어 양호한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존의 술식에 비해 적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었다.
색인 단어: 흉요추 골절, 최소침습적 척추 수술, 척추체 제거술,
자가 견인기

20F-033
Effect of Spinal Stenosis on Bone Mineral Density in
Patients with Osteoporosis: A Comparison of Three
Oral Bisphosphonate Therapies
In-Hwa Baek, Hyung-Youl Park, Jun-Seok Lee

최소 침습적 척추체 제거술식 및 경피적 나사 고정술을 이
용한 흉요추 골절의 치료
김보택1, 홍재영1, 서승우2, 양재혁2, 박시영3, 강태욱3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2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3

the effect of lumbar spinal stenosis (LSS) on bone mineral
density (BMD) in patients treated with three different oral

연구계획: 후향적 문헌 비교 연구

bisphosphonates for newly diagnosed osteoporosis.

연구목적: 최소침습적 흉요추 골절 치료 술식의 중장기 임상 결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Several studies have shown

과를 비교하여, 기존의 술식과 비교 분석한다.

that LSS causes various neurological symptoms and reduces
patients’ daily activity, which can negatively affect BMD in
patients with osteoporosis. However, the effect of LSS on
BMD and the therapeutic efficacy of different types of drugs
have not been reported.
Materials and Methods: Among 346 patients treated with oral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흉요추 골절의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소
개되어지고 있으며, 전방/후방/전후방 술식등 다양한 방법이 있
다. 전방 척추체 제거 및 고정 술식은 직접적인 골편 제거 및 신
경 감압이 가능하나, 수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
술 술기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술식이다. 후방 척추체 고정 술
식은 전방 술식에 비해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어지나, 골
절된 척추체의 360도 고정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전방 술식에
비해 고정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18년의 기간동안 수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경피적 척

bisphosphonates for 3 years, 178 patients with osteoporosis
alone were included as group 1, and 168 patients with both
osteoporosis and symptomatic LSS were included as group
2. We compared annual BMD measurements, annual BMD
improvement, and total BMD improvement for 3 years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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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atients underwent minimally invasive corpectomy with
an anterolateral approach and short segment percutaneous
pedicle screws. Pati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were assessed.
Results: The mean operative time and intraoperative blood

추경 나사 고정 및 최소 침습적 전방 척추체 제거술식을 시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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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two groups. We also evaluated the therapeutic
efficacy of three oral bisphosphonates (ibandronate,
alendronate, and risedronate) in each group.
Results: Although the mean BMD was similar at the initial
and 1-year follow-up, the mean BMD at the 2- and 3-year
follow-up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1 than in
group 2. Annual and total BMD improvements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group 1 (p<0.05 for all). In group 1,
the 1-year and total BMD improvem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ho received ibandronate and alendronate

화 정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군에서 세 가지 경구 비스포스포
네이트(이반드로네이트, 알렌드로네이트, 리제드로네이트)의
치료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초기와 1년에는 두 군간에 골밀도 차이가 없었으나 2년과
3년에는 골다공증만 있는 군에서 골밀도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매년 그리고 전체 골밀도 향상 정도가 골다공증만 있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골다공증만 있는 군에서는 초
기 1년동안 그리고 3년 전체 골밀도 향상이 이반드로네이트와
알렌드로네이트가 리제드로네이트 군보다 높았다(1년: 0.34 vs.
0.34 vs. 0.16, p=0.002; 전체: 0.59 vs. 0.62 vs. 0.35, p=0.003).

than in those who received risedronate (0.34 vs. 0.34 vs.
0.16, p=0.002 at the 1-year follow-up; 0.59 vs. 0.62 vs.
0.35, p=0.003 for the total follow-up). In group 2, the total

골다공증과 협착증이 모두 있는 군에서는 이반드로네이트가 리

BMD improvement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patients who
received ibandronate than in those who received risedronate
(0.36 vs 0.13, p=0.018).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symptomatic LSS
may interfere with BMD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osteoporosis. In patients with osteoporosis alone, ibandronate
and alendronate improved BMD more than risedronate. In
patients with both osteoporosis and LSS, ibandronate was
more effective than risedronate.
Keywords: Osteoporosis, Lumbar spinal stenosis, Bisphosphonate,
Bone mineral density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증상 있는 척추관 협착증은 골다공증 치

척추관 협착증이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골밀도에 미치
는 영향: 세 가지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비교 연구
백인화, 박형열, 이준석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는 새롭게 진단된 골다공증에 대해 서로 다른

제드로네이트보다 3년 전체 골밀도 향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0.36 vs. 0.13, p=0.018).
료에 있어서 골밀도 향상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다공증만 있는 환자에게는 이반드로네이트와 알렌드로네이
트가 리제드로네이트보다 골밀도를 향상 시켰으며, 골다공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서는 이반드로네이트가 리제드
로네이트보다 효과적이었다.
색인 단어: 골다공증, 요추 척추관 협착증,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밀도

20F-044
Effects of Plate Length and Screw Insertion Angle i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Radiologic
and Clinical Outcomes
Kathryn Anne Jimenez, Jihyeon Kim, Jeongseok Yu,
Hwan-Mo Lee, Seong-Hwan Moon, Kyung-Soo Suk,
Hak-Sun Kim, Jae-Ho Yang, Byung Ho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세 가지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척추관 협착증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Study design: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많은 연구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다양한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allospacer and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여 환자의 일상 생활을 감소시키고, 이

implant-related outcomes, comparing the medium plate-low

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서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screw angle and short plate-high screw angle techniques, i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CDF is one of the most
widely performed operations for cervical degenerative spine
disease. Implant-related complications, such as graft failure

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이 골밀도에 대해 미치
는 영향이나 서로 다른 종류의 약제에 따른 치료 효과에 대한 연
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대상 및 방법: 3년 동안 경구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복용한
346명 중에서, 골다공증만 있는 178명의 환자를 1군으로 골다
공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모두 있는 환자를 2군으로 분류하였다.
두 군사이에 매년 평균 골밀도와 향상 정도, 3년 전체 골밀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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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ubsidence, are concerns in procedures where only
ACDF is performed. Graft collapse has been reported to
occur in 28.8% of cases. A small amount of subsidence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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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bone fusion. Excessive subsidence, however,
could cause loss of cervical lordosis, leading to kyphotic

관련한 합병증으로, 이식골의 실패, 침하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deformity, screw pull-out, and breakage. It is important
to limit subsidence by attaining a stable construct during
surgery. A biomechanical study, using a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demonstrated that a short plate-high angled

고된 바 있다. 적절한 침하는 골유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screw construct reduces the stress on the endplate, which
decreases the risk of subsidence.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16 to June 2019, 79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atients were divided

생역학적 연구 결과, 짧은 금속판과 높은 각도의 나사 삽입이 경

져 있으나, 과도한 침하가 발생할 경우, 경추 전만의 소실 및 나
사 뽑힘, 또는 내고정물 파손등의 합병증에 이를 수 있다. 따라
서 골유합시까지의 안정적 금속 고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추 종판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이식골의 침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상 및 방법: 2016년 1월 부터 2019년 6월까지 시행된 동종이
식골을 이용한 경추 전방 감압 및 유합술 환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간 길이 금
속판+ 낮은 나사 삽입 각도 와 짧은 길이 금속판 + 높은 나사 삽
입 각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추시 중 연속적으로 촬영

screw angle group was 58.0±11.3 years, versus 55.3±12.0
in the short plate-high screw angle group (p=0.313). The
two groups were comparable in terms of the mean Neck
Disability Index (p=0.347), visual analog scale (p=0.156),
C2-C7 sagittal vertical axis (p=0.981), and cervical lordosis
angle (p=0.836) at 1 year post-surgery. Subsidence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medium plate group than in the short
plate group (25% and 8.5% respectively, p=0.045). Adjacentlevel ossification development (ALOD) was also more
common in the medium plate group (p=0.045).
Conclusions: In ACDF, the use of a short plate and insertion

된 방사선학적 검사와 수술 후 삶의 질 척도를 비교한다.

of high-angled screws reduced the likelihood of of subsidence
and ALOD occurrence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echnique of
using a medium plate and low-angled screws.
Keywords: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Plate length, Screw
insertion angle, Subsidence, Allospacer

로 발생하였다(p-value=0.045.

결과: 중간 길이 금속판+낮은 나사 삽입각도 군의 평균나이는
58.0±11.3세 였고, 짧은 길이 금속판+높은 나사 삽입각도 군
의 나이는 55.3±12.0이었다(p-value=0.313). 두 군에서의 평
균 NDI (p-value=0.347), VAS (p-value=0.156), C2-C7 SVA,
(p-value=0.981), Cervical Lordosis Angle (p-vaue=0.836)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종이식골의 침하는 중
간 길이 금속판 +낮은 나사 삽입 각도에서 짧은 길이 금속판+높
은 나사 삽입 각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25%,
8.5% respectively, p-value=0.045). 또한 인접분절 골화 발생
역시 중간 길이 금속판+낮은 나사 각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
결론: 금속판 나사 고정을 이용한 경추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에
서 짧은 금속판+높은 나사 삽입 각조합의 사용은 기존의 중간
길이 금속판+낮은 나사 삽입 각도 술식과 비교할 때 이식골의
침하를 줄이고, 인접분절 골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색인 단어: 경추 전방 추간판 제거술, 금속판 길이, 나사 삽입 각

경추 전방 감압 및 유합술에서 전방 금속판의 길이와 스크
류 삽입각도가 미치는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분석

도, 침하, 동종 이식골

Kathryn Anne Jimenez, 김지현, 유정석, 이환모, 문성환, 석경수, 김학선,
양재호, 이병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전향적 관찰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동종이식골을 사용한 경추 전방 감압 및 유
합술의 고정시 기존의 중간 길이 금속판+낮은 나사 삽입 각도와
짧은 금속판+높은 각도의 나사삽입시 추시 결과에 대해 분석한
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경추 전방 감압 및 유합술을 경추 퇴행성
질환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술기이다. 이 술기에서 고정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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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plate-screw system used:
a medium plate-low screw angle or a short plate-high screw
angle. Serial lateral cervical X-rays were evaluated.
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in the medium plate-low

수 있다. 이식골의 붕괴는 문헌상 약 28.8%에 이르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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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of Postural Reduction of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with an Extension Lateral
Radiograph Prior to Vertebroplasty
Sehan Park1, Jae Jun Yang1, Ki-Hyong Koo2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yeonggi-do, Ilsan,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cheon Yeson Hospital, Gyeonggi-do,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bjectives: This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icacy of postural reduction of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VCF) using the hyperextension
posture prior to vertebroplasty (VP).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lthough the therapeutic and
diagnostic efficacy of an extension lateral radiograph prior to
VP has been reported, the clinical effects of this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VP without postural reduction remain unclear.
Materials and Methods: Sixty-five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VP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irty patients
who underwent passive expansion of compression fracture
prior to VP (postural reduction vertebroplasty [PRV] group)
were compared with 35 patients who underwent in situ
vertebroplasty (ISV). Patients’ characteristics, complications,
local kyphosis angle (LKA), the Cobb angle (CA), sagittal
index (SI), anterior body height (ABH), and posterior body
height (PBH) were assessed.
Results: LKA and SI significantly improved from preoperative
measurements at the final follow-up in the ISV and PRV
groups. ABH significantly improved only in the PRV group,
and the ABH improvement at the final follow-up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PRV group.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KA, CA, SI, ABH, or PBH at
the final follow-up. In the subgroup analysis of patients with
preoperative ABH <15 mm, ABH and the amount of ABH
improvement at the final follow-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PRV group.
Conclusions: Hyperextension postural reduction demonstrated
superior ABH improvement. It also yielded higher ABH

restoration in patients with moderate collapse of a VCF with
an ABH <15 mm.
Keywords: Postural reduction,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Vertebroplasty, Extension lateral radiograph

척추 성형술 시행전에 과신전 측면 방사선 검사 시행을 통
한 골절 정복이 가지는 임상적 효과
박세한1, 양재준1, 구기형2
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 2부천예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압박 골절 이후에 신전 자세에서 측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을 통한 골절 정복이 척추 성형술의 결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신전 자세에서의 측면 사진이 압박 골절
에서 가지는 진단적 및 치료적 가치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신전을 통한 골절 정복 이후에 시행한 척추 성형술이
정복 없이 시행 했을 경우에 비해 어떠한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보고된 바가 없다.
대상 및 방법: 척추 성형술을 시행 받은 65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전 측면 방사선 검사를 통한 정
복을 척추 성형술 전에 시행한 30명의 환자(postural reduction
vertebroplasty [PRV] group)와 신전 측면 방사선 검사 시행 없
이 척추 성형술을 시행한 35명의 환자(in situ vertebroplasty
[ISV group])간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임상적 정보, 합병증의 여
부 및 local kyphosis angle (LKA), Cobb’s angle (CA), sagittal
index (SI), anterior body height (ABH), and posterior body
height (PBH)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LKA와 SI는 ISV group과 PRV group 모두에서 유의하
게 호전되었다. ABH는 PRV group에서만 유의하게 호전되
었으며, ABH의 호전 정도는 최종 추시시에 PRV group에서
ISV group에 비해 더 큰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최종 추시시에
LKA, CA, SI, ABH, PBH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BH<15mm인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아그룹 분석에서는 최종
추시시의 ABH와 ABH 호전 정도가 모두 유의하게 PRV group
에서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과신전 정복 시행 후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ABH 회복에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수술 전
ABH<15 mm인 중등도 이상의 압박을 보이는 환자군에서 더
명확히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과신전 정복을 척추 성형
술 시행전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깊은 정복이 필요하

at the final follow-up when performed in patients with a
preoperative ABH <15 mm. Although routine hyperextension
postural reduction should be carefully approached, postural

회복을 위해 척추 성형술 전에 과신전 측면 방사선 검사를 시행

reduction using SELR may provide more effective VBH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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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ABH<15 mm 이하인 환자들에 있어서는 시상면 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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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단어: 척추 압박 골절, 척추 성형술, 신전 측면 방사선 검사

Free Paper: Basic

Prediction of Dysplastic Spondylolisthesis by
Measuring Pedicle and Vertebral Body Size
Sung Tan Cho, Jin Hwan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yeonggi-do, Korea

patients with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0.98/0.98; right/
left). In addition, the ratio of anterior and posterior vertebral
height in patients with lytic spondylolisthesis was 0.84,
whereas that of patients with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was 0.90.
Conclusions: In lytic spondylolisthesis patients, the sagittal
pedicle diameter ratio of L4 and L5 was found to be
smaller, and the wedging shape deformity of the L5 vertebra
was more severe than in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patients.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classify lytic
spondylolisthesis as dysplastic, not traumatic, in adults.
Keywords: Spondylolisthesis, Dysplasia, Pedicle, Vertebra
body, CT

Study Design: This retrospective study included patients who

underwent spinal fusion surgery due to spondylolisthesis
from 2010 to 2019 at Ilsan Paik Hospital. We planned
to measure the size of the pedicle and vertebral body on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tiology of lytic defects by measuring pedicle and vertebral
body siz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Wiltse classification
of spondylolisthesis is controversial, because it includes
“developmental” and “acquired” spondylolisthesis as the
same isthmic category. To overcome this problem, MarchettiBartolozzi classified spondylolisthesis as developmental and
acquired. Therefore, spondylolisthesis with a lytic defect
is considered as developmental dysplasia in the MarchettiBartolozzi classification. However, in cases of lytic
spondylolisthesis,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the cause of
the disease is traumatic or dysplastic.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113 people who
underwent L4-5 or L5-S1 spinal fusion due to spondylolisthesi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65 with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nd 48 with lytic spondylolisthesis. Based
on preoperative CT, the pedicle diameter and vertebral body
height were measured at the L4 and L5 vertebrae. In order to
reduce the confounding factors as much as possible, data were
compared between patients based on the ratio of measured
values.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test
in SPSS.
Results: The ratio of the sagittal pedicle diameters (L4/L5)

척추경 및 척추체 크기 측정을 통한 이형성형 척추전방전
위증 예측
조성탄, 김진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본
원에서 전방전위증 진단하에 척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수술 전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을 통해,
척추경과 척추체 크기를 측정 할 계획이다.
연구목적: 성인의 협부 결손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의 원인이 외
상으로 인한 것인지 이형성형으로 인한 것인지를 척추경 및 척
추체 크기 측정을 통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척추 전방전위증 Wiltse 분류는 발달성과
후천성 척추 전방전위증이 같은 협부형으로 분류되어 논란이
있다. Marchetti-Bartolozzi 분류는 척추 전방전위증을 발달성과
후천성으로 나누고 협부 결손이 있는 경우 이형성형 전위증으
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협부 결손이 있
는 경우, 협부 결손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이형성형으로 인한
것인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추 4-5번이나 요
추5번-천추1번 척추 유합술을 받은 총 113명의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환자들은 65명의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환자와 48
명의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환자로 분류되었다. 수술 전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척추경과 척추체의
크기를 요추 4, 5번 척추에서 측정하였다. 교란 변수를 줄이기
위해, 측정치는 비율로 전환되어 비교하였다. 통계는 SPSS를 이
용하여 T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척추경 시상면 폭의 비율(L4/5)은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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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tients with lytic spondylolisthesis was 1.05/1.05 (right/
left), which was greater than the corresponding rati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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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증 환자에서 1.05/1.05(우측/좌측)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
증 환자에서 비율인 0.98/0.98(우측/좌측)보다 높게 나왔다. 또
한, 척추체의 설상변형 정도를 알아보는 척추체 전,후 길이 비율
은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에서 0.84로 퇴행성 척추전방전
위증에서 비율인 0.9보다 유의하게 작았다.
결론: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에서, 요추 4, 5번 척추
경의 시상면 폭의 비율이 작았고, 요추 5번의 설상변형 정도도

from umbilical cord blood MSCs (UCBMSCs) by the
extrusion method were used in cells cultu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MP-2 (0, 10, 500 ng/mL). Human MSCs
(hMSCs) and MC3T3-E1 cells were cultured to evaluate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and osteogenesis.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 were cultured to assess cell

색인 단어: 척추전방전위증, 이형성증, 척추경, 척추체, CT

migration and tube formation. Nanovesicles and BMP-2 were
loaded on a collagen sponge and implanted to mouse calvarial
defects to evaluate their effects on bone regeneration and blood
vessel formation in newly formed bone.
Results: UCBMSC-derived nanovesicles promoted the

20F-034

migration an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MSCs and
improved the migration and tube formation of HUVECs.

더 심하였다. 그러므로 성인의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외상성보단 이형성형 전위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Umbilical Cord Blood Mesenchymal Stem Cellderived Nanovesicles Promote the Osteogenic
Efficacy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Hao-Zhen Lyu1, Songhyun Lim2,
Byung-Soo Kim2, Jae Hyup Lee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Laboratory for Regenerative Biomedical Engineering, Seoul, Korea

Study Design: To develop a novel material to enhance the

osteogenic efficacy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BMP-2).
Objectives: To develop a material to enhance the osteogenic
efficacy of BMP-2 and to achieve sufficient bone
regeneration with a low dose of BMP-2.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BMP-2 could promote bone
formation. However, high doses of BMP-2 have the potential
for side effects such as inflammation, adipogenesis, osteolysis,
carcinogenesis, and ectopic pregnancy. Mesenchymal stem
cell (MSC)-derived exosomes promote vascular formation
and osteogenesis. However, the efficiency of secretions of

Nanovesicles have no positive effect on bone regeneration,
but the nanovesicles could potentiate the osteogenic efficacy
of BMP-2 when used with BMP-2 in mouse calvarial defect
models.
Conclusions: UCBMSC-derived nanovesicles enhanced the
osteogenic efficacy of BMP-2 by promoting angiogenesis.
Keywords: Mesenchymal stem cells, Extracellular vesicles,
Angiogenesis, Osteogenesis,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UCBMSCs Derived Nanovesicles은 혈관 형성을 통하
여 BMP-2의 골재생 효과를 촉진한다
려호진1, 임송현2, 김병수2, 이재협1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재생바이오의공학 연구실

2

연구계획: 오리지널 연구.
연구목적: BMP-2의 골 재생능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
여 적은 량의 BMP-2로 충분한 골 재생을 달성하려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BMP-2는 골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
만 많은 양의 BMP-2는 여러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MSCs 유래 exosomes은 혈관 형성과 골재생을 촉진한다. 하지
만 세포가 exosomes 분비하는 효율이 낮다. Extrusion 방법으

the cells’ exosomes is very slow. By the extrusion method, a
large amount of MSC-derived nanovesicles could be obtained
at a faster rate. MSC-derived nanovesicles have a size and
composition similar to exosomes and promote vascular

로 얻은 MSCs-nanovesicles (NVs)은 exosomes과 비슷한 size

formation. The nanovesicles were administered alone or with
recombinant human BMP-2 (rhBMP-2) to cells or mouse
calvaria defect models to evaluate whether the nanovesicles

(3ug/ml)를 부동한 농도의 BMP-2(0, 10, 500 ng/ml)와 함께
cell culture 한다. hMSCs와 MC3T3-E1 cell을 culture하여 cell

enhanced the osteogenic efficacy of rhBMP-2.
Materials and Methods: The nanovesicles (3 μg/mL) obtained

culture하여 migration과 tube 형성을 평가한다. NVs과 B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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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ompositions을 갖고 있고 혈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NVs
과 BMP-2을 함께 사용 시 골 재생 효과를 확인한다.
대상 및 방법: UCBMSCs를 extrusion하는 방법으로 얻은 NVs

proliferation, migration, osteogenesis를 평가하고 HUVECs를
를 collagen sponge에 탑재하여 mouse calvaria defect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에 이식하여 골 재생 효과와 신생 골 중 혈관 형성 효과를 평가

20F-060

한다.
결과: UCBMSCs-NVs은 hMSCs의 migration과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고 HUVECs의 migration과 tube formation을 향
상시킨다. NVs은 단독 사용 시 mouse calvaria defect에서 골재
생을 유도할 수 없지만 고용량 BMP-2와 함께 사용 시 BMP-2의
골 재생능을 향상시킨다. 조직학적 평가에서 NVs은 신생 골 중
결론: UCBMSC-nanovesicles은 혈관 형성을 촉진하여 BMP-2
의 골 재생능을 강화한다.

Min Gu Jang1, Sang Bum Kim2,
Jin Woong Lee1, Kyung Deok Seo1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aejeon,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Chungnam, Daejeon, Korea

색인 단어: 중간엽 줄기 세포, 세포외 소포체, 골형성 단백질 2

Study Design: A retrospective study.

형, 혈관 신생, 골 신생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pinal

Fig. 1. 3D micro-CT images of for bone regeneration. Little bone was formed in the
Blank group, Collatape group, and NVs group. A few of the bone was generated in the
low dose rhBMP-2 group or low dose rhBMP-2/NVs group, whereas that was insufficient to cover the defect. The new bone in the high dose rhBMP-2 group and high dose
rhBMP-2/NV group were excessively generated to obtain almost or complete coverage.

Fig. 2. The histological presentations for bone formation. The bony tissue of the highdose BMP-2/NVs group was much more than that of the high dose BMP-2 group. Similarly, the small new bone masses were shown in parts of the defects in the two lowdose BMP-2 groups with NV or not.

Table 1. Micro CT analysis for bone formation

and sagittal alignment values in Korean adults using EOS.
No previous studies in Korea have provided this informat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sagittal alignment of
the spine and pelvis is generally evaluated with whole
spine standing lateral radiographs. However, conventional
radiographs pose a risk of size measurement error.
Materials and Methods: From February 2017 to April 2019,
426 patients who had no symptoms underwent EO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5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measured: pelvic incidence
(PI), sacral slope (SS), sagittal pelvic tilt (SPT), sagittal
vertical axis (SVA), thoracic kyphosis, and lumbar lordosis.
Results: For individuals in their 20s, the PI was 44.96±2.71°,
SS was 34.41±2.04°, SPT was 10.54±2.01°. SVA averaged
-10.69±6.30 mm, kyphosis averaged 35.94±2.45°, and
lordosis averaged 49.22±2.89°. For those in their 30s, the
PI averaged 47.23±1.50°, SS averaged 36.58±1.03°, SPT
averaged 10.63±1.14°. SVA averaged -8.91±3.80 mm,
kyphosis averaged 37.40±1.53°, and lordosis averaged
51.01±1.59°. or those in their 40s, the PI averaged
46.71±1.50°, SS averaged 35.46±1.33°, SPT averaged
11.27±1.13°. SVA averaged -10.86±3.77 mm, kyphosis
averaged 40.49±1.55°, and lordosis averaged 51.03±1.84°.
For those in their 50s, the PI averaged 49.81±1.98°, SS
averaged 35.65±1.67°, SPT averaged 14.24±1.75°. SVA
averaged -4.95±4.54 mm, kyphosis averaged 41.01±2.29°,
and lordosis averaged 51.31±2.46°. For those in their 60s,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 P-value < 0.05, compared with that in the other six groups.
BV (mm3): bone volume, BV/TV (%): percent bone volume (bone volume/total volume),
Tb.Th (mm): trabecular thickness, Tb.N (1/mm): trabecular number Tb.Pf (1/mm): trabecular bone pattern factor.

the PI averaged 46.53±3.22°, SS averaged 34.29±3.42°,
SPT averaged 12.47±2.29°. SVA averaged 1.59±12.69 mm,
kyphosis averaged 43.06±4.80°, and lordosis averaged
49.24±6.58°.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for the PI (p=0.052), SS (p<0.05), SPT (p=0.009), or
www.krspine.org

S173

11월 13일 Room B

혈관 형성을 촉진한다.

EOS Analysis of Sagittal Alignment of the Spine and
Pelvis in the Korean Adult Population

Volume 27 • Number S2 • November 2020

for SVA (p=0.069) and lordosis (p=0.911). The least kyphosis
was found for those in their 20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p=0.91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만각은 20대군에서
가장 작았고 30대군, 40대군, 50대군이 서로 차이가 없었고 60

were not found for those in their 30s, 40s, and 50s; however,
kyphosis was largest in individuals in their 60s (p=0.001).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measure and accurately
analyze the spine and pelvic sagittal values of healthy adults.

대 이상군에서 가장 컸다(p=0.001).

We present the spinopelvic parameters obtained from a
database of Korean adults.
Keywords: Spine, Pelvis, EOS, Sagittal balance, Reliability

알아보았다. 환자의 나이에 따른 정상치는 수술 전 계획에 도움

결론: 건강한 정상 성인의 척추-골반 시상면 정렬을 측정하고 정
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저자들은 대한민국 정
상 성인의 척추-골반 시상면 정렬에 대하여 측정하고 그 수치를
이 될 수 있으며 척추-골반 시상면 정렬의 지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척추, 골반, EOS, 시상면 정렬, EOS 검사 신뢰성

대한민국 성인의 척추-골반 시상면 정렬에 대한 EOS 분석
장민구1, 김상범2, 이진웅1, 서경덕1
1

건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대한민국에서 척추와 골반 시상면 정렬에 대한 연구
가 없다. 그래서 EOS를 사용하여 한국 성인의 척추 및 골반 시
상면 정렬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척추-골반 시상 정렬은 일반적으로 기립
전척추 단순방사선사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존의 단순방사
선검사는 측정의 오류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 또한 제 1경추와
제 1흉추의 척추체는 단순방사선사진 검사 상 식별하기 어려워
시상면 정렬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증상이 없는 426

20F-020
Intraoperative Real-time Stress in Degenerative
Lumbar Spine Surgery: Simultaneous Analysis of
Electroencephalography Signals and Heart Rate
Variability in A Pilot Study
Ji-Won Kwon1, Sahyun Sung2, Soo-Bin Lee2,
Seong-Hwan Moon2, Hwan-Mo Lee2, Byung Ho Lee2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Orthopedic Surgery,
Gyeonggi-do,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EOS를 시행하였다. 환자들은 아무런 증

Study Design: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상이 없고 척추나 골반에 수술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로 나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이에 따라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골반입사각(PI), 천골경사각

surgeons’ intraoperative stress in real time in terms of
electroencephalography (EEG) signals and heart rate
variability (HRV) using a wearable device during spine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nterest in intraoperative stress
has increased due to its potentially detrimental impact on
surgical performance and burnout among spine surgeons.
Materials and Methods: Five orthopedic spine surgeons with
1 to 30 years of experience were included. The outcome
measures included stress levels among the spine surgeons

(SS), 골반측방경사(SPT), 시상수직축(SVA), 흉추후만각, 요추
전만각을 측정하였다.
결과: 20대군의 PI는 44.96±2.71도, SS는 34.41±2.04도, SPT
는 10.54±2.01도였다. SVA는 -10.69±6.30 mm, 후만각은
35.94±2.45도, 전만각은 49.22±2.89도이었다. 30대군의 PI
는 47.23±1.50도, SS는 36.58±1.03도, SPT는 10.63±1.14
도. SVA는 -8.91±3.80 mm, 후만각은 37.40±1.53도, 전만각
은 51.01±1.59도이었다. 40대군의 PI는 46.71±1.50도, SS는
35.46±1.33도, SPT는 11.27±1.13도이었다. SVA는 -10.86±
3.77 mm, 후만각은 40.49±1.55도, 전만각은 51.03±1.84도
이었다. 50대군의 PI는 49.81±1.98도, SS는 35.65±1.67도,
SPT는 14.24±1.75도이었다. SVA는 -4.95±4.54 mm, 후만각
은 41.01±2.29도, 전만각은 51.31±2.46도이었다. 60대 이상
군의 PI는 46.53±3.22도, SS는 34.29±3.42도, SPT는 12.47±
2.29도이었다. SVA는 1.59±12.69 mm, 후만각은 43.06±4.80
도, 전만각은 49.24±6.58도이었다. PI(p=0.052), SS(p<0.05),
SPT(p=0.009)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SVA(p=0.069), 전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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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fferences in stress parameters between novice and
expert surgeons and between assistants and operators. From
June 2018 to November 2018, 179 consecutive records of
intraoperative stress measurements, including intraoperative
EEG signals and HRV, comprising beats per minute (BPM)
and the low frequency (LF)/high frequency (HF) ratio, were
prospectively gathered,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Sensory-motor rhythm (SMR) waves, gamma wa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and BPM differed significantly during surgery (analysis
of variance; p=0.040, p=0.013, p=0.002, respectively).

0.002). 수술 기간과 수술 중 출혈은 감마 파를 포함한 스트레

Surgery duration and intraoperative bleedi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parameters, including gamma waves
and tension. For operators, surgeons’ experi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ncentration, tension, and SMR,

적 경험은 긴장 및 SMR, 감마, M- 베타 및 H- 베타 파와 음의 상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amma waves and tension for
both operators and assistants (Pearson correlation, p<0.05).
Stress among operators was higher than that among assistants
in terms of the LF/HF ratio.
Conclusions: Operators and surgeons with low experience
exhibited higher stress levels during surgery, which should
be addressed when scheduling elective surgery to ensure
optimal conditions among spine surgeons.
Keywords: Intraoperative stress, Spine surgery, Surgeon,
Electroencephalography, Heart rate variability, Wearable
device

관 관계가 있었다(Pearson correlation, p<0.05). 그러나 보조의
의 경우 수술적 경험은 긴장, BPM 및 SMR, M- 베타, H- 베타 및
감마 파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출혈량은 집도의와 보조의
모두에게 감마 파 및 긴장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Pearson
correlation, p<0.05). LF/HF 비율 측면에서 집도의의 스트레스
는 보조의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결론: 경험이 적은 척추외과의는 수술 중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
으며, 출혈량은 척추외과의에게 유의미한 스트레스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
색인 단어: 수술 중 스트레스, 척추 수술, 외과 의사, 뇌파 검사,
심박수 변동, 웨어러블 기기

퇴행성 요추 척추 수술의 수술 중 실시간 스트레스: 뇌파
신호와 심박 변동성의 동시 분석: 파일럿 연구
권지원1, 성사현2, 이수빈2, 문성환2, 이환모2, 이병호2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2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계획: 전향적 관찰연구
연구목적: 척추 수술 중 웨어러블 장치를 사용하여 뇌파 검사
(EEG) 신호와 심박 변이도(HRV)의 관점에서 수술 중 스트레스
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최근 척추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수술의
결과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술 중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1년에서 30년의 경험을 가진 5명의 정형외과 척
추 수술의가 포함되었다. 결과 측정에는 척추외과 의사들 사이
의 스트레스 수준과 초보자와 경력자, 그리고 보조의와 집도의
사이의 스트레스 매개 변수의 차이를 측정한다. 2018년 6월부
터 2018년 11월까지 척추외과 의사의 분당 비트 수(BPM)와 저
주파(LF)/고주파(HF) 비율을 포함하여 수술 중 EEG 신호 및
HRV를 포함한 179개의 연속적인 수술 중 스트레스 측정 기록
이 전향적으로 수집 또는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감각 운동 리듬(SMR) 파, 감마 파 및 BPM은 수술 동안
유의하게 상이 하였다 (analysis of variance; p=0.04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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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M-beta, and H-beta waves (Pearson correlation,
p<0.05). However, for assistants, surgeons’ exper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ncentration, tension, BPM, and
SMR, M-beta, H-beta, and gamma waves. Bleeding amount

스 매개 변수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집도의의 경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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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aper: Tumor and Infection
20F-088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Following Invasive
Dental Procedures and the Effects of Antibiotic
Prophylaxis
Sahyun Sung1, Soo-Bin Lee2, Ji-Won Kwon3,
Seong-Hwan Moon4, Hwan-Mo Lee4, Byung-Ho Lee4
1

invasive dental procedure within 2 years, of whom 18,267
(25.9%) patients received antibiotic prophylax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ld age, male sex, and a high Charlson
Comorbidity Index score were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The risk of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was not increased following a dental procedure (adjusted
hazard ratio [HR]: 0.892, p=0.0006) and was not associated
with antibiotic prophylaxis (adjusted HR: 1.037, p=0.5243).
Conclusions: Invasive dental procedures do not increase
the risk of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and antibiotic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Gyeonggi-do, Korea
3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Gyeonggi-do, Korea
4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rophylaxis before a dental procedure does not prevent spinal
infection.
Keywords: Spinal surgery, Invasive dental procedure,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침습적 치과 치료에 따른 수술 후 척추 감염 및 예방적 항
생제의 효과

Objectives: To investigate whether invasive dental procedures

are a risk factor for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tibiotic prophylaxi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Since invasive dental procedures
cause temporary bacteremia, antibiotic prophylaxis is
recommended in patients with prosthetic cardiac valves who
are at high risk of developing endocarditi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isk of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following dental procedures and the effectiveness
of antibiotic prophylaxis. Some experts have recommended
avoiding dental procedures until 3 months after spinal surgery,
and administering prophylactic antibiotics if necessary.
However, these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proven in
clinical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229,235 patients over
50 years of age who underwent spinal fusion or fixation
from 2010 to 2017 usin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incidence of spinal
infection within 2 years after surgery was identified. We
analyzed whether invasive dental procedures and antibiotic
prophylaxis were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Time-dependent Cox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Results: A total of 15,346 patients (6.7%) were diagnosed
with a postoperative spinal infection.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spinal surgery, 70,650 (30.82%) receiv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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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침습적 치과 치료가 척추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인자인
지 확인하고 예방적 항생제의 효용성에 대해 분석한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침습적 치과 치료는 일시적인 균혈증을
일으키 때문에 심내막염 발병 위험성이 높은 인공 심장 판막 환
자에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권장된다. 하지만 척추 수술 후 치
과 치료로 인한 척추 감염의 위험성 및 예방적 항생제의 효용성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척추 수술 후 3개월
내에 치과 치료 받는 것을 피할 것을 권하며, 반드시 시행 받아
야 할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임상 연구로 증명된 바는 없다.
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17년 까지 척추 유합술 및 고정술
을 시행받은 50세 이상의 환자 229,235명의 건강보험공단 자
료를 분석하였다. 수술 후 2년 내 척추 감염 발생률을 확인하였
으며, 이 기간 동안 위험인자로서 침습적 치과 치료 및 예방적
항생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험인자 확인은 Time dependent
cox regress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척추 수술 후 감염이 진단된 환자는 15,346명(6.7%) 였
다. 척추 수술 받은 환자 중 70,650명(30.82%)이 2년 이내 침습
적 치과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이 중 18,267명(25.9%)의 환자
에서 치과 치료 전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고령의 나이
및 남성, 높은 Charlson Comorbidity Index Score가 척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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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험인자 임을 확인하였다. 치과 치료(adjust HR: 0.892, p=
0.0006)는 수술 후 감염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예방적 항생제 투여(Adjust HR: 1.037 p=0.5243)도 감염
발생률과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척추 수술 환자에서 침습적 치과 치료는 수술 후 척추 감
염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치과치료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는 척추 감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강보험공단 자료

20F-060
Comparison of the Diagnostic Accuracy of F-18
Fluorodeoxy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A Meta-analysis
Tae Sik Goh, Yong Geon Park, Dong Suk Kim,
Seung Min Son, Jung Sub Lee

0.80), respectively. The LR syntheses showed an overall LR+
of 2.5 (95% CI: 1.5-4.2) and LR- of 0.22 (95% CI: 0.08-0.60).
The pooled diagnostic odds ratio was 11 (95% CI: 3-42). In
the meta-regression analysis, no variable was identified as
the source of between-study heterogeneity.
Conclusions: The current meta-analysis shows that F-18
FDG-PET has better diagnostic accuracy than MRI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Further large multicenter
studies would be necessary to substantiate these findings
regarding the diagnostic accuracy of F-18 FDG-PET and
MRI for spondylodiscitis.
Keywords: Spondylodiscitis, PET, MRI, Meta-analysis

Spondylodiscitis의 검출을위한 F-18
Fluorodeoxyglucose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및 자기 공
명 영상의 진단 정확도 비교: 메타 분석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고태식, 박용건, 김동석, 손승민, 이정섭

Study Design: Meta-analysis.

연구계획: 메타분석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agnostic accuracy of F-18 fluorodeoxyglucose (F-18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through
a meta-analysi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No meta-analysis has compared
the diagnostic accuracy of F-18 FDG-PET and MRI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LINE and Embase databases
were searched from the earliest available date of indexing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메타 분석을 통해 척추디스크염을

to January 10, 2018 for studies comparing the diagnostic
performance of F-18 FDG-PET with that of MRI for the
detection of spondylodiscitis. We determined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across studies, calculated the positive and negative
likelihood ratios (LR+ and LR-), and constructed summary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Results: In the seven studies (212 patients) that were selected,
the pool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F-18 FDG-PET were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검출하기 위해 F-18 fluorodeoxyglucose (F-18 FDG)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PE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진단 정확도를 비
교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척추 디스크 염의 검출을 위해 F-18 FDG
PET와 MRI의 진단 정확도를 비교하는 메타 분석 연구는 없다.
대상 및 방법: MEDLINE 및 EMBASE 데이터베이스에서 척추
디스크염 검출을 위해 진단 성능 F-18 FDG PET와 MRI의 진단
성능을 비교 한 연구를 위해 2018년 1월 10일까지 검색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민감도와 특이성을 결정하고 양수 및 음수 우
도 비율(LR+및 LR-)을 계산하고 요약 Receiver operator curve
곡선을 만들었다.
결과: 선택된 7 건의 연구(212 명의 환자)에서 F-18 FDG PET의
통합 민감도와 특이성은 각각 0.95(95 % 신뢰 구간 [CI]: 0.870.98)와 0.88(95 % CI: 0.73-0.95)이었다. LR 합성은 전체 LR +
가 7.6(95 % CI: 3.4-17.2)이고 LR-가 0.05(95 % CI: 0.02-0.14)
이였다. 통합된 진단 승산 비는 141(95 % CI: 44-444)이었습니
다. MRI의 통합된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0.85 (95 % CI: 0.65-

0.95 (95% confidence interval [CI]: 0.87-0.98) and 0.88 (95%
CI: 0.73-0.95), respectively. The LR syntheses showed an
overall LR+ of 7.6 (95% CI: 3.4-17.2) and LR- of 0.05 (95%

LR + 2.5 (95 % CI: 1.5-4.2) 및 LR- 0.22 (95 % CI: 0.08-0.60)를

CI: 0.02-0.14). The pooled diagnostic odds ratio was 141

메타 회귀 분석에서 연구 이질성의 원인으로 확인 된 변수는 없

0.95) 및 0.66 (95 % CI: 0.48-0.80)이었습니다. LR 합성은 전체
나타 내었다. 통합된 진단 승산 비는 11 (95 % CI: 3-4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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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단어: 척추 수술, 치과 치료, 척추 감염, 예방적 항생제, 건

(95% CI: 44-444). The poole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MRI were 0.85 (95% CI: 0.65-0.95) and 0.66 (95% CI: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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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Results: Eighty-five patients (male 58, female 27) were

결론: 현재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F-18 FDG PET는 척추디스크

included in this study. Thirty-eight (44.7%) patients were

염 검출에 대해 MRI보다 진단 정확도가 더 우수하다. 척추 디

EGFR-positive and 47 (55.3%) were EGFR-negative. For
58 (68.2%) patients, spinal metastasis presented as the initial
manifestation of malignancy (synchronous metastasis).
EGFR mutation positivity (HR: 2.12; 95% CI: 1.32-3.43;

스크 염에 대한 F-18 FDG PET 및 MRI의 진단 정확도를 입증하
려면 더 많은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색인 단어: 척추디스크염, MRI, PET, 메타분석

20F-029
The Effect of Adding Biological Profile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pinal Metastasis of
Non-small-cell Lung Cancer
Sam Yeol Chang1, Hyoungmin Kim1, Sujung Mok1,
Sung Cheol Park1, Bong-Soon Chang1, Choon-Ki Lee2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amjoeun Hospital, Gyeonggi-do,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 series.

p=0.0021) and synchronous metastasis (HR: 1.92; 95% CI:
1.15-3.21; p=0.002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xtended postoperative survival in the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hazards model. When these two biological
factors were added to the New England Spinal Metastasis
Score, Uno’s C-index (p=0.0072) and time-dependent AUC
at postoperative 6 months (p=0.0252) significantly improved.
Conclusions: EGFR mutation positivity and the chronicity of
spinal metastasis can provide additional prognostic value for
NSCLC patients with spinal metastasis.
Keywords: Non-small cell lung cancer, Spinal metastasis,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Survival analysis, Uno’s
C-index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1) the

prognostic value of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mutation positivity and the chronicity of spinal
metastasi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and 2)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adding these two factors to existing
prognostic model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arget therapies, such as
tyrosine kinase inhibitors, have markedly improved the
survival of NSCLC patient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positive for EGFR mutation. EGFR mutation positivity is
even more critical when the chronicity of spinal metastasis is
considered. However, most prognostic models that estimate
spinal metastasis patients’ life expectancy do not include
these factors.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consecutive NSCLC patients who underwent palliative surgical
treatment for spinal metastasis from April 2012 to November
2018. Survival analysis using Kaplan-Meier curves and a Cox
proportional-hazards model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ognostic value of the EGFR mutation and the chronicity
of spinal metastasis. Uno’s C-index and time-dependent
area under the curve (AUC) at postoperative 6 months were
utilized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adding biological
factors to an existing prognos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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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폐암 척추 전이 환자에 대한 수술적 치료 결정에
서 생물학적 지표가 가지는 임상적 의의
장삼열1, 김형민1, 목수정1, 박성철1, 장봉순1, 이춘기2
1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참조은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환자군 연구
연구목적: 비소세포폐암 척추 전이 환자의 수술 후 생존에 대해
생물학적 지표(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여부 및 척추 전이 진단 시점)이 가
지는 임상적 의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척추 전
이 생존 예측 모델에 이러한 생물학적 지표를 추가하였을 때, 수
술 후 생존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표적 치료의 개발은 비소세포폐암 척추
전이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환자에서 보다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EGFR 돌연변
이 양성 여부는 척추 전이의 진단 시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생존 예측 모델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척추 전이
에 대해 완화 목적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후향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 환자들의 수술 후 생존 기간과 연관된 요인
들을 확인하기 위해 생존 분석(Kaplan-Meier curve and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시행하였으며, Uno’s C-index
와 time-dependent area under the curve (AU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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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지표의 추가가 기존의 생존 예측 모델(New England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ncidence

Spinal Metastasis Score [NESMS])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

and risk factors of instrumentation-related complications

하였다.

(IRCs) following nonfusion posterior fix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spinal tumors (MSTs) whose radiographic results
were available at least 1 year after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have described

결과: 총 85명(남자 58명, 여자 27명)의 환자가 분석에 포함되
었으며, 이 중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환자가 38명(44.7%), 음
성이 47명(55.3%)이었다. 전체 환자 중 58명(68.2%)에서는 척
추 전이가 최초 암 진단 시에 함께 진단된 경우(synchronous
model에서는 EGFR 돌연변이 양성(HR=2.12 [95% CI: 1.32,
3.43], p=0.0021)과 synchronous metastasis (HR=1.92 [95%
CI: 1.15, 3.21], p=0.002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술 후 생존
기간과 연관이 있었다. EGFR 돌연변이 양성 여부와 척추 진단
시점에 따른 환자 분류를 NESMS에 추가하였을 때, 생존 예측
모델의 판별력과 예측력을 평가하는 Uno’s C-index(p=0.0072)
와 술후 6개월째 time-dependent AUC (p=0.0252)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표적 수용체 돌연변이 양성 여부
및 척추 진단 시점에 대한 고려는 척추 전이 환자의 수술 후 생
존 기간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색인 단어: 비소세포폐암, 척추 전이,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 생
존 분석

20F-042
Instrumentation-related Complications and Related
Factors After Nonfusion Posterior Fixation in
Patients with Metastatic Spinal Tumors

satisfactory outcomes and low IRC rates after instrumentation
without fusion in patients with MSTs. To evaluate the longevity
of nonfusion instrumentation in patients with a long life
expectancy, the minimum follow-up period must be adequate.
Materials and Methods: Consecu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patients who underwent pedicle screw–based posterior
fixation without fusion for MSTs of the thoracic and/or
lumbar region from 2005 to 2018. IRCs included screw
loosening, screw pull-out, and metal breakage. IRC-free
survival and related factors were analyzed by Kaplan–
Meier survivorship analysis with the log-rank test, with a
minimum follow-up period of 1 year. A multivariat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
Results: In total, 61 patients were included.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28.3 months (range, 12.0-102.6 months).
There were 27 cases (44.2%) of IRCs, including 22 cases
of screw loosening, four cases of screw pull-out, and one
case of rod breakage, at an average of 9.6 months (range,
1.0-38.1 months). The median IRC-free survival was 38.1
months (range, 1.0-102.6 months). Only three patients
experienced pain aggravation with IRCs. No revision surgery
was performed. Multivariate analysis identified that fixation
length was a risk factor for IRCs (odds ratio, 0.358; 95%
confidence interval, 0.114-0.888; p=0.027).
Conclusions: IRCs are frequent, but mostly asymptomatic,
after nonfusion posterior fixation in patients with MSTs with
at least 1 year of follow-up. Overall, IRC-free survival was
adequately long considering patient survival. Fixation length
w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IRCs regardless of MST
location.
Keywords: Metastatic spinal tumor, Posterior fixation,
Nonfusion, Instrumentation related complications, Risk
factors

Yunjin Nam, Se-Jun Park, Jin-Sung Park, Youn-Taek Choi,
Chong-Suh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Study Design: A retrospective analysis of medical records.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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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sis)에 해당하였다. 다변량 Cox proprotional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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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비유합 후방 기기 고정술 시행
후 기기관련합병증 및 그와 관련된 위험 인자 분석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MISS)

남윤진, 박세준, 박진성, 최연택, 이종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연구목적: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비유합 후방 기기 고정술
시행 후 기기관련합병증과 그에 관련된 인자를 조사하고자 하
였다.

Know-How in Biportal Endoscopic Lumbar
Interbody Fusion
Ju-Eun Kim, Dae-Jung Choi, Moon-Chan Kim,
Jin-Ho Hwang, Tae-Uk Na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imnaera Hospital, Busan, Korea

선행연구문헌의 요약: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비유합 기기
고정술 시행 후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 및 적은 기기관련합병증

Background and Introduction: Lumbar spine fusion has been

발생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기대여명

widely accepted as a treatment for various spinal pathologies,
including degenerative spinal disease.
Main Body: Transforaminal interbody fusion (TLIF) using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TLIF) is well known
to reduce muscle damage. However, the need to use a
tubular retractor during MIS-TLIF may contribute to some
limitations of instrument handling, as well as making it
quite difficult to confirm contralateral decompression
and to prepare the endplate accurately. Several studies in
spinal surgery have reported the use of unilateral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for decompression or
discect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rocess of, and technical tips for, TLIF using the BESS
technique.
Conclusions: Biportal endoscopic TLIF (BE-TLIF) is similar

을 가진 환자에서 비유합 기기 고정술 시행 후 장기 효과에 대해
평가하려면, 충분히 긴 최소 추시 기간이 필요하다.
대상 및 방법: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흉추 또는 요추의 전이
성 척추 종양에 대해 척추경 나사못을 사용하여 비유합 후방 기
기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기관련합병증
은 나사못의 이완, 나사못의 뽑힘, 금속의 파손으로 정의하였다.
1년 이상의 추시 동안 무기기관련합병증 생존 기간과 연관 인자
들을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과 로그순위법으로 분석하였다. 콕
스 비례위험모형으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61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평균 추시 기간은
28.3개월이었다(범위, 12.0-102.6개월). 총 27예(44.2%)의 기
기관련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나사못 이완은 22예, 나사못 뽑
힘은 4예, 강봉 파손은 1예 발생하였다. 기기관련합병증의 평균
발생 시점은 9.6개월이었다(범위, 1.0-38.1개월). 무기기관련합
병증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38.1개월이었다(범위, 1.0-102.6개
월). 기기관련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중 3명의 환자에서 합병증
과 관련된 통증의 악화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재수술은 없었
다. 다변량 분석 결과 고정 분절의 길이가 기기관련합병증의 유
일한 위험인자였다(교차비: 0.358, 95% 신뢰 구간: 0.114-0.888,
p=0.027).

to MIS-TLIF except that there is no need for a tubular
retractor. It offers another option as an alternative to open
lumbar fusion and MIS fusion in degenerative lumbar disease
requiring fusion surgery.
Keywords: Lumbar, Stenosis, Spinal fusion, Surgical
procedure, Arthroscopic

결론: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비유합 후방 기기 고정술 시
행 후 1년 이상의 추시 기간동안 기기관련합병증은 빈번하게 발
생하였으나 대다수에서 이와 관련된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무기기관련합병증 생존기간은 환자의 실제 생존기간을 고려 시

양방향 내시경 이용 신경공 경유 추체 유합술의 술기
김주은, 최대정, 김문찬, 황진호, 남태욱
힘내라병원 정형외과

충분히 길었다. 고정 분절 길이는 기기관련 합병증의 위험인자
였다.

서론: 요추 유합 술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포함한 다양한 퇴행

색인 단어: 전이성 척추 종양, 비유합, 후방 기기 고정술, 기기관

성 질환에서 치료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다.

련합병증, 위험 인자

본론: 최소 침습 신경 공 경유 추체 유합 술은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관 견인기를 통한 최소 침습
신경 공 경유 추체 유합 술은 기구의 조작에 한계가 있을 수 있
으며, 반대측 감압과 정확한 추체 판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 술 및 추간 판 제거 술 등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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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가 보고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양방향 내시경을

추간공의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요추부 추체

이용한 신경공 경유 추체 유합 술의 과정과 기술을 보고하는 것

간 유합술은 추간공 협착증의 기본적인 치료 술기 중 하나로서

이다.

병변의 직접 감압과 간접 감압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술기이다.

결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 공 경유 추체 유합 술은 견

중 하나이다.

인기 이용 최소 침습 신경 공 추체 유합 술과 유사하나 관 견인

본론: 저자들은 양방향 척추내시경 기술을 이용한 극외측 요추

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 기법은 척추 유합 술이 필요한 퇴행성

추체간 유합술(BE-EFLIF)을 시행하고 단계별로 기술 하였으며
적응증과 이점 가능한 합병증, 합병증을 극복하는 방법등을 기

대체 할 수 있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술하였다.

색인 단어: 요추, 협착증, 척추 유합 술, 수술적 술기, 관절경

결론: 양방향 척추 내시경 기술을 이용한 극외측 요추 추체간 유
합술은 내시경 시야 하에서 추간공에서 압박된 신경의 직접 감
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보다 큰 케이지를 이용할 수 있어 간접
감압도 얻을 수 있으며 수술 중 요추부 후방 구조는 보존된다.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Assisted
with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

색인 단어: 퇴행성 요추부 질환, 추간공 협착증, 요추부 불안정
증, 양방향 척추내시경, 극외측 요추부 후방유합술

Hyun-Jin Park1, Min-Seok Kang2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pine Center,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min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biportal endoscope-assisted

unilateral foraminal approach is an option for various
foraminal pathologies. Lumbar interbody fusion is the
standard treatment for foraminal stenosis because both direct
and indirect neural decompression can be performed.
Main Body: We used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 for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BE-EFLIF), and
herein, we describe the steps, with discussion regarding the
indications, advantages, possible complications, and ways to
overcome complications.
Conclusions: BE-EFLIF achieves direct neural decompression
of the lateral spinal canal under endoscopic visualization.
It achieves indirect neural decompression by using a largefootprint lordotic interbody cage, while preserving the
lumbar posterior arch as much as possible.
Keywords: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 Extra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Foraminal stenosis,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Segmental instability

양방향 척추내시경 기술을 이용한 극외측 요추 추체간 유
합술
박현진1, 강민석2
1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학 교실, 2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서론: 양방향 척추내시경 기술을 이용한 추간공 접근은 다양한

Multilevel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by the
Biportal Technique Using a 30 Degree Arthroscope
Seok-Bong Jung
Spine Center, Jinju Bon Hospital, Gyeongsangnam-do,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endoscopic biportal

surgical technique has numerous advantages, and many
spine surgical procedures are currently performed using this
metho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technique
and advantages of multilevel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by the biportal technique using a 30° arthroscope.
This study presents preliminary clinical results
Main Body: Of 70 patients who underwent biportal endoscopic
lumbar interbody fusion, 12 patients in whom multilevel fusion
was performed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ne portal was
used for irrigation and viewing, the other portal was used for
working and water outflow. We used a 30° arthroscope to obtain
a wider view. The ipsilateral lamina and facet were removed
using a burr, punch, and narrow osteotome. Percutaneous
pedicle screws with a cage were used. The patients ambulated
on the first postoperative day. Clinical outcomes were analyzed
by using a numeric rating scale (NRS), as well as the Macnab
criteria serially assessed before the procedure and at 3
months post-procedure. The operation time and postoperative
hemoglobin levels were assessed
Results: The NRS for low back pain fell from 7 to 2 points
at 3 months and that for leg pain fell from 8 to 1 point.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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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Macnab criteria, excellent results were
obtained for eight patients, good results for three patients,
and fair results for one patient. For two segments, the
average decrease in hemoglobin levels was 2.1 g/dL on the
first postoperative day, while for three segments, it was 2.8
g/dL. There was no need for transfusion. The operation time
was 2 hours and 5 minutes for two segments, and 2 hours
and 50 minutes for three segm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complications.
Conclusions: The short-term results show that multilevel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by the biportal technique
using a 30° arthroscope may be an efficient technique that
enables early recovery. This procedure did not require
transfusion, and was less invasive; however, long-term
results should be researched
Keywords: Minimally Invasive Surgical Procedures, Multilevel lumbar interbody fusion, Endoscopic biportal surgery,
30 degrees arthroscopes

30도 관절경을 사용한 양방향 내시경 방법으로 시행한 다
분절 요추체간 유합술
정석봉
진 본병원 척추센터

서론: 척추의 양방향 내시경 수술 방법은 장점이 많은 수술이고
현재 많은 척추외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저자는
많은 수의 요추 및 경추의 추간판 질환 및 협착증에 이 수술 방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이 이번 연구에서는 요추제간 유합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30도 관절경을 사용하여 양방향 내시경적 다분
절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고 그 술기와 장점을 보고하는것이다.
본론: 넓은시야 확보을 위해 30도 경사의 관절경을 사용으로 넓
은시야를확보하였다. veiwing portal, working portal을 만들고
기본적인 척추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편측에서 충분한 감압술을
시행하고 추간판을 제거하고 골이식후 cage 삽입한 후 경피적
척추경나사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방법으로 수혈 없이 70명
의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그중 다분절 유합술을 시행
한 12명의 환자 로효능을평가했다. 수술후 1일째 보행을 시켰으
며, 임상결과는 NRS (Numerical Rating Scale), Macnab 기준을
사용하여시술전, 시술후 3 개월 평가한 예비보고 이다.
결과: 요통에대한 NRS는 3개월후 7에서 2점으로 떨어졌으며,하
지통증에대한 NRS는 1개월 후 8점에서 1점으로떨어졌다. 장기
간의 추시결과는 필요하다. 평균 수술 시간은 2 분절은 2 시간 5
분, 3분절은 2시간 50분 걸렸다. 출혈은 수술후 1일에 2 분절의
경우 평균 Hb 2.1 감소 하였고, 3 분절의 경우 평균 2.8 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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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유의한 합병증은
없었다.
결론: 장기간의 추시 결과가 필요하나 30도 관절경을 사용한 양
방향 내시경 방법으로 시행한 다분절 요추체간 유합술 단기간
의 결과는 좋은 좋았고 빠른 회복과 적은 출혈로 수혈이 필요 없
었다.
색인 단어: 최소 침습적 수술, 다분절 요추 척추체간 유합술, 양
방향 내시경적 수술, 30도 내시경

Predictors of Clinical Outcomes in Endoscopic
Partial Facetectomy for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Myung Soo Youn1, Young Ha Woo1, Yong Wook Jung1,
Ju Seon Jeong1, Jun Seok Kim1, Jung Sub Lee2
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Keun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2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is a relatively common condition, with a reported
incidence of 8% to 11%. Several surgical techniques for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have been used,
including foraminotomy, facetectomy, partial pediculectomy,
fusion, and distraction instrumentation. Recently, several
reports have shown good clinical outcomes in patients
who underwent endoscopic decompression of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Endoscopic partial facetectomy
(EPF) is an effective option for decompressing the lumbar
exiting root without causing spinal instability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However, some patients undergoing EPF experience poor
clinical outcom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eoperative risk factors of poor clinical outcomes of EPF in
patients with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Main Body: Between 2012 and 2015, 51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EPF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patients
were assessed before surgery and regularly followed up
during outpatient visits (preoperatively and 1, 3, 6, 12, and
24 months postoperatively). The clinical outcomes were
evaluated using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and Short Form-36 (SF-36) outcome
questionnaires. The preoperative radiological risk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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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easured using the lumbar Cobb angle, disc wedging
angle, lumbar lordosis (LL), segmental lordosis, disc height

적 결과에 대하여 발표한바 있다.
본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내시경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을

index, presence of spondylolisthesis, and morphological
changes (no change, horizontal collapse, and vertical
collapse) of the exiting root within the most stenotic level on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Correlation

시행한 총51명의 환자를 연구에 포함하였다. 환자들은 술 전, 술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preoperative factors and clinical outcome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rphological change of vertical
collapse significantly predicted VAS, ODI, and SF-36 scores

전만각, 디스크 높이 인덱스, 전위증의 유무, MRI상 가장 협착

and LL significantly predicted ODI and SF-36 scores.
Conclusions: EPF surgery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degenerative lumbar foraminal stenosis. The

서 상관 관계를 보였다. 다중 회귀 분석상 세로 눌림의 형태학적

과는 VAS, ODI, SF-36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술전 방
사선학적 요수는 Cobb 각, 추간판 기울기, 요추 전만각, 분절간
증이 심한 부분에서 exiting root를 관찰한 형태학적 변화(변화
없음, 가로 눌림, 세로 눌림)를 측정하였다.
결과: 상관 관계 분석상 여러가지 술전 인자들과 임상적 결과에
변화가 VAS, ODI, SF-36의 술전 예측인자였으며 요추 전만각
이 ODI와 SF-36의 예측인자였다.
결론: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
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은 유용한 방법이다. 술전 MRI상 세로 눌
림의 형태학적 변화와 감소된 요추 전만각이 퇴행성 요추 추간
공 협착증의 내시경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의 나쁜 임상적 결과
를 야기하는 술전 예측인자 이다.
색인단어: 요추, 추간공 협착증, 내시경, 후관절 절제술, 예측 인자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에서 시행한 내시경적 부분 후
관절 절제술의 임상적 예측 인자
윤명수1, 우영하1, 정용욱1, 정주선1, 김준석1, 이정섭2
1

부산큰병원 정형외과, 2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서론:
1) 연구계획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은 8-11%의 빈도를 보이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의 치료는 추간공 절
제술, 후관절 절제술, 부분 척추경 절제술, 유합술, 견인술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어 왔다. 최근 내시경의 발달과 함께 내
시경적 감압술의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내시경적 부분 후
관절 절제술은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을 가진 환자의 치료
에 있어서 척추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exiting root를
감압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내시경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을 시행한 몇몇 환자에서 나쁜 임상적 결과를 야
기하는 경우가 있다.
2) 연구 목적

Biportal Endoscopy Update: Contralateral
Foraminoplasty with Unilateral Laminotomy
Bilateral Decompression
Ho-Jin Lee, Jae-sung Ahn, Sang Bum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퇴행성 요추 추간공 협착증을 가진 환자에서
시행한 내시경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에서 나쁜 결과를 야기하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technique of unilateral

는 술전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데 있다.
저자들은 2017년 Acta Neurochir 학술지에 요추 추간공 협착증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ULBD) using
a biportal endoscope is an alternative procedure that is
advantageous for treating degenerative lumbar spinal

을 가진 환자에서 시행한 내시경적 부분 후관절 절제술의 임상

stenosis in terms of better preserving the facet joints, the

3) 선행연구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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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change of vertical collapse on preoperative
MRI and decreased LL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poor clinical outcomes of EPF in the treatment
of lumbar foraminal stenosis.
Keywords: Lumbar, Foraminal stenosis, Endoscopic,
Facetectomy, Risk factors

후 1, 3, 6, 12, 24개월째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임상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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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sal ligamentous complex, and the neural arch and
muscular attachments of the contralateral side. A few studies

laminotomy. The medial facet is partially resected to mobilize
the lateral border of the traversing nerve root fully. The upper

with 5-year follow-up have suggested that less invasive
decompression procedures have excellent outcomes in
patients with lumbar stenosis with or without degenerative
lumbar spondylolisthesis (DLS). DLS is often associated

boundary of the lower lamina is removed for ipsilateral
foraminotomy as needed. For contralateral decompression,
undercutting of the spinous process and contralateral lamina
is performed using a burr and Kerrison punches, followed by

with lumbar multilevel spinal stenosis (MSS) of the adjacent
segments. We introduce the technique of contralateral
foraminoplasty for exiting nerve root decompression with
ULBD using a biportal endoscope for MSS.
Main Body: In biportal endoscopic surgery, two portals

flavectomy. Contralateral decompression is performed until
the contralateral descending nerve root is identified and fully
exposed.

are generally used: the viewing portal for endoscope
insertion (we use 0° and 30° endoscopes, certified for spine
surgery in Korea), and the working portal for the general
surgical instruments, including pneumatic burrs, curettes,
Kerrison punches, and shaver systems. The operation
requires standard arthroscopic facilities, but no specialized
equipment. Consequently, biportal endoscopic spinal surgery
can be performed feasibly at any institution, without any
additional expenses. A saline irrigation pump is connected
to the endoscope and set to a pressure of 23–30 mmHg. The
pressure is controlled within this range,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surgical view. A continuous flow of the
saline solution is essential to control minor bleeding and
keep the surgical field clear.

2) Surgical technique: contralateral foraminotomy after ULBD

The proximal portion of the ligamentum flavum is entirely
detached and removed from the undersurface of the
contralateral side lamina using a curette, Kerrison punch, and
burr. At the lateral board of the lamina, the proximal part of
the exiting nerve root is exposed and decompressed through
the course of the nerve root.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technique of contralateral
foraminoplasty for exiting nerve root decompression with
ULBD using a biportal endoscope is an alternative minimally
invasive technique useful for treating MSS.
Keywords: Lumbar vertebrae, Multilevel spinal stenosis,
Biportal endoscope, Contralateral foraminoplasty

양방향 척추내시경 업데이트: 일측성 추궁절개술을 이용
한 양측성 감압술 중 이측성 신경공 확장술

1) Surgical technique: interlaminar approach for ULBD

After inducing general anesthesia, the patient is positioned
prone in a kneeling position on a radiolucent table. Under
an anteroposterior C-arm fluoroscopic image parallel to the
disc space at the operating level, the two spinous processes
and the margins of the left and right interlaminar spaces are
marked. At 1 cm lateral to the interspinous line intersecting the
lin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argins of the interlaminar
spaces, 1-cm vertical incisions are made. Through the
incisions, the soft tissues are gently detached from the margins
of the lamina, interlaminar space, and spinous process using a
small periosteal elevator. Generally, the endoscope is inserted
through the left portal and the surgical instruments through
the right portal. However, this can be reversed according
to the surgeon’s preference. After exposing the upper and

이호진, 안재성, 김상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통한 일측성 절개술을 이용한 양측
성 감압술(unilateral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ULBD)은 후관절, 후방인대복합체 등을 잘 보존하여, 퇴행성 요
추 협착증을 치료하는 대안적이고 유리한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5년 추적 조사를 통한 여러 연구에서는 퇴행성 요추 전방
전위증 유무와 관계없이 요추 협착증 환자에서 덜 침습적이면
서 감압 효과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퇴행성 요추
전방 전위증은 종종 인접분절의 요추 다발성 척추 협착증과 관
련이 있다. 저자들은 요추의 다발성 척추 협착증에 적용가능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ULBD 중 이측성 신경공 확장술을 소
개하고자 한다..
본론:

lower margins of the targeted interlaminar space, ipsilateral
laminotomy is performed using a pneumatic burr and Kerrison
punch. The ligamentum flavum is removed using a curette,

1) 수술 기법, ULBD를 위한 추궁판간 접근법

Kerrison punch, and pituitary rongeur after completion of the

가량 수직으로 절개를 시행한다. 절개를 통하여 작은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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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돌기 간을 잇는 가상의 선에서 1cm 외측에 평행하게 그은 선
과 위, 아래의 추궁판 경계가 만나는 각각의 지점에 각각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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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steal elevator를 이용하여 추궁판의 경계, 추궁판간 부위
그리고 극돌기의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박리한다. 일반적으로,
관절경은 좌측 입구에, 수술 기구는 우측 입구를 사용하나 술자
의 선호에 따라 서로의 교차는 가능하다. 추궁판 간의 위, 아래
경계가 충분이 노출되면 공압식 버(burr)와 Kerrison punch를
사용하여 동측 추궁절개술을 시행한다. 황색인대는 추궁 절개
술 후 큐렛, Kerrison 펀치 및 pituitary rongeur를 사용하여 제
근(traversing nerve root)의 외측 경계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
고 감압한다. 필요에 따라 동측의 충분한 감압을 위해 하부 추궁
판의 상부 경계를 추가로 제거할 수 있다. 반대쪽 감압의 경우,
극돌기 및 반대쪽 추궁판의 하부면을 burr와 Kerrison 펀치를
사용하여 일부 감압 후, 황색인대를 제거한다. 반대쪽 횡단 신경
근이 확인되고 완전히 노출될 때까지 반대쪽 감압을 시행한다.
2) 수술 기법, ULBD 후 이측성 신경공 확장술(contralateral foraminoplasty)

황색 인대의 근위 부분은 큐렛, Kerrison 펀치 및 burr를 사용하
여 반대쪽 후궁판의 하부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제거한다. 추
궁판의 측면 끝부분에서 진출 신경근의 근위 부분이 노출되고
신경근의 진행방향을 따라서 주위를 감압하여 이측성 신경공
확장술을 완료한다.
결론: 저자들은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ULBD 중 이측성 신경
공 확장술이 요추부 다발성 협착증치료에 유용한 대안적인 최
소 침습적 기술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색인 단어: 요추, 다발성 협착증, 양방향 척추내시경, 이측성 신
경공확장술

Biportal Endoscopic Versus Microscopic Lumbar
Decompressive Laminectomy in Patients with Spinal
Stenos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ang-Min Park, Ho-Joong Kim, Jin S. Yeom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score at 12 months after
surgery based on a modified intention-to-treat strategy. The
secondary outcomes included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for the low back and lower extremity radiating pain,
ODI scores, EQ-5D scores, and painDETECT scores. There
were no sources of funding and no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is study.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groups in the mean ODI score at 12 months after
surgery (30 in the microscopy group vs. 29 in the biportal
endoscopy group, p=0.635). There were also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w back and lower extremity pain VAS scores,
ODI, EQ-5D scores, and painDETECT scores at the 3-, 6-,
or 12-month follow-up. Operation time, length of hospital
stay, serum creatine phosphokinase levels, and peri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durotomy and symptomatic hematoma,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however, one patient in the microscopy group underwent
additional revision surgery 9 months after the index surgery.
Conclusions: Despite the study design limitation of a
relatively short follow-up period, this trial suggests that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ve laminectomy is an
alternative to and offers similar clinical outcomes as
microscopic open surgery in patients with symptomatic
lumbar spinal stenosis.
Keywords: Biportal endoscopic spinal surgery, Degenerative
spine, Laminectomy, Lumbar spinal stenosis, Microscopy

편측 추궁판 절개술 및 양측 감압술과 양측 투입구 관절경
을 이용한 요추 척추관 감압술의 비교: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Gyeonggi-do, Korea

박상민, 김호중, 염진섭

Background and Introduction: Biportal endoscopic decompressive

서론: 양측 투입구 관절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은 일반적인 척추

laminectomy is a widely performed procedure that shows
acceptable clinical outcomes. However, the evidence regarding
the advantages of biportal endoscopic surgery is weak; a

내시경을 통한 수술보다 여러 이점이 있다. 특히 내시경을 통한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s therefore warra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linical efficacies of biportal
endoscopic and microscopic decompressive laminectomy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Main Body: All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in a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수술 방법은 척추 주변의 근육손상을 감소시키고, 수술 직후 통
증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후향적 결과로 전향적, 무작위 배정으로 직접 비교한 결과는 아
직 없다. 본 연구는 양측 투입구 관절경을 이용한 요추 척추관 감
압술과 편측 추궁판 절개술 및 양측 감압술의 전향적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의 1년 추시관찰의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본 연구는 양측 투입구 관절경을 이용한 요추 척추관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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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다. 추가로 내측 후관절은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횡단 신경

1:1 ratio to undergo biportal endoscopic or microscopic
decompressive laminectomy. The primary outcome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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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시험군)과 편측 추궁판 절개술 및 양측 감압술(대조군)의 임
상적 효과를 보기위해 1:1로 배정되었고 각 군당 32명의 환자
가 배정되었다. 본 연구의 1차 종결포인트(primary endpoint)
는 수술 후 1년 째 ODI 값이다. 2차 종결포인트(secondary
endpoint)는 수술 후 1년 째 VAS, EQ5D 값과 수술 시간, 수

Endoscopic Anatomy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Si Young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술 후 배액량, 입원기간, 수술 후 PCA사용량, 수술 후 2일 째
CPK, 수술 후 통증(VAS, 4시간, 8시간, 16시간, 24시간, 48시

Background and Introduction: With the ongoing development

간), 수술 후 합병증이다. 시험군 및 대조군 각 군당 32명의 환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various surgical

자를 평가하였다. 양 군간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의 인구학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and it is used in several
areas.
Main Body: Herein, we illustrate the technique of biportal

적지표의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1년째 ODI 값은 양 군에 차이
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수술 후 1년째 허리통증 VAS, 하지통증
VAS, EQ5D 값은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1년 추시관찰 기간동
안 ODI, VAS, EQ5D 값은 수술 전에 비해 많은 호전이 있었다.
수술 후 수술부위 통증 정도는 수술 후 4시간, 8시간 까지는 차
이가 없었지만, 16시간, 24시간, 48시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있었다(p<0.05). 수술시간, 입원기간, 수술 후 PCA
사용량, 수술 후 CPK, 합병증 등은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수
술 후 배액량은 시험군(106.2 ml)에서 대조군(27.3 ml)보다 높
게 측정되었다(p<0.001).
결론: 양측 투입구 관절경을 이용한 척추관 감압술은 기존 편측
추궁판 절개술 및 양측 감압술에 비해 수술 직후 통증의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양군간 큰 차이가 없어, 기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수술 방법이라 판단된다.
색인단어: 요추,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관 협착증, 양측 투입구
내시경 척추 수술

endoscopic spine surgery based on a case. First, two small
incisions were made on the ipsilateral side of the patient’s
lesion (Fig. 1). We made a cranial portal, which is a
viewing portal closer to the spinous process, and a caudal
portal, which is a working portal on the lateral edge of the
interlaminar space. Therefore, the two portals were located
in the oblique direction. After dissection of soft tissue, we
identified the distal edge of the lamina of the upper vertebra.
Using this point, the interlaminar space and the ligamentum
flavum could be identified. To ensure smooth progression of
surgery in the identifying nerve root, the ligamentum flavum
should be removed from the lateral aspect, where it is close
to the facet joint. During decompression with removal of the
ligamentum flavum, wide contralateral side decompression
would also have been possible, and if needed, the medial
side of the inferior articular process of the upper vertebra
could be partially removed. We could confirm adequate
decompression of the intervertebral foramen by identifying
the nerve root directly, and the passage of the upper-level
exiting root also could be identified (Fig. 2). After retraction
of the thecal sac using instruments, the intervertebral
disc was discovered and discectomy could be performed.
Endoscopic lumbar interbody fusion was also possible via
medial partial facetectomy.
Conclusions: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yields
favorable results by providing vision and free manipulation
of instruments during a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We
should try to reduce complications and achieve optimal
outcomes by understanding the exact anatomy during
surgery.
Keywords: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Interlaminar
space, Nerv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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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내시경 하 척추 수술에서의 내시경 하 해부학
박시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
한 술식들이 소개되었다. 이 중 최근 양방향 내시경 하 척추 수
술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상방의 통로는 극돌기에 가깝게 위치하며, 하방의 통로
는 추궁판간 공간의 외연에 위치하여 2개의 통로가 사선 방향을
이루도록 하였다. 연조직 박리 후 상위 분절의 추궁판 하연을 확
인한다. 이를 기준으로 추궁판간 공간을 확인하며, 추궁판을 일
부 제거하여 황색 인대를 노출시킨다. 황색 인대를 제거할 때 후
관절에 가까운 가장 외측 부분을 제거하여야 신경근을 확인하
고 수술을 진행하기 수월하다. 이 때 반대편 황색 인대까지 제거
하여 광범위한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위 분절의
하방 관절 돌기 내측을 일부 절제할 수 있다. 신경근을 확인하여
추간공의 감압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상위 신경근의 주
행까지 확인이 가능하다(Fig. 2). 기구를 통해 경막을 견인하면
추간판에 접근할 수 있어 추간판 절제술이 용이하다. 또한 내측
후관절 절제술을 통해 내시경 하 추체간 유합술까지 가능하다.
결론: 양방향 내시경 하 척추 수술은 적은 침습적 수술로 훌륭한
시야와 자유로운 기구의 작업을 통해 좋은 결과를 제공한다. 수
술 중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이해하여 합병증을 줄이고 최
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색인 단어: 양방향 내시경 하 척추 수술, 추궁판간 공간, 신경근

Dong-Yun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e-um Hospital

Background and Introduction: Lumbar disc hernia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spinal diseases, but when surgery is
performed, seve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cluding
the pati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joint
where the lesion occurred and the location, size, and nature
of the intervertebral disc. Surgery for highly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is considered particulalry difficult for several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complications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ossibilities offered by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appropriate preparations are
needed.
Main Body: Highly migrated intervertebral discs are often multisegmented and cannot be removed from the proximal part at
once. The risk of damage to the dura mater and nerve roots is
increased due to the limited vision during surgery, the operation
time required to control bleeding is lengthened, and the risk of
complications (e.g., persisting symptoms due to the remnant
disc) after surgery increase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first, the interlaminar approach or transforaminal approach
should be appropriately select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lesion (levels of the herniated disc, up- or down-migration,
left or right side), and the two-level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if necessary. In most cases, surgery is possible with
the inter-laminar approach, but in cases of highly up-migrated
lesions in joints other than L5-S1, the transforaminal approach
may be easier; therefore, the choice is made according to the
surgeon’s preference. If a multi-fragmented lesion is suspected
on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sufficient

Fig. 1. 양방향 통로의 위치와 모식도(Kang et. al., J Neurosurg Spine, 2020).

laminectomy in the early stages of surgery and using a 30°
endoscope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nerve damage and
shorten the operation time.
Conclusions: Through preoperative image analysis, an
appropriate approach and range of laminectomy are
determined, and surgical instruments of sufficient length and

Fig. 2. 감압 후 내시경 사진, (A) 동측 감압술, (B) 반대측 감압술, *exiting root,

a 30° endoscope are prepared to enable safe and fast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highly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Keywords: Highly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Biportal

** thecal sac (Kang et. al., Medicine, 2019).

endoscopic spine surgery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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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환자의 병변과 동측에 2부위로 절개를 가한다(Fig. 1). 본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for Highly
Migrated Lumbar Disc Hern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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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전위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양방향 척추 내시
경 수술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김동윤

Won Shik Shin, Dong Ki Ahn

새움병원 정형외과

서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가장 흔한 척추 질환 중 하나이지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만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병변이 발생한 관절, 관절 내 위치, 크기,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성질만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

hematoma (POSEH) is a complication that is considered to

양하다. 그 중에서 고도 전위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은 몇

occur more often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than in open conventional spine surgery (CSS). We presumed
that in BESS, intraoperative bleeding would be masked by
saline pressure and that bleeding control is not easy. We

가지 이유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분류된다. 따라서 양방향 척
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론: 고도 전위된 추간판의 경우 다분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
아 탈출된 근위부로부터 한 번에 제거가 되지 않아 술 중 제한된
시야로 경막과 신경근 손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출혈 조절에
필요한 수술 시간이 길어지며 술 후 잔여 추간판으로 증상이 지
속되는 등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극복하긴 위하여
우선 병변이 발생한 위치(상하, 좌우)에 따라 추궁간 접근법 혹
은 추간공 접근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두 관절간 접
근법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추궁간 접근법으로
수술이 가능하지만 제5요추- 제1 천추간을 제외한 관절에서는
고도로 상향 전위된 병변의 경우 추간공 접근법이 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한다. 술 전 자기공명
영상 검사상 다분절 병변이 의심된다면 수술 초기에 충분한 후
궁절제와 30도 내시경을 사용하여 신경 손상의 확률을 낮추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고도로 하향 전위된 병변에서 제
거된 추간판의 양이 충분치 않을 때 신경근을 따라 추간공 외측
으로 유착되어 남아있는 병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 프로
브와 겸자를 이용하여 반드시 척추경의 경계를 따라 확인이 필
요하다.
결론: 술 전 영상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접근법과 후궁절제의 범
위를 정하고 충분한 길이의 수술도구와 30도 내시경을 준비하
여 고도 전위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안전하고 빠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
색인 단어: 고도 전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therefore compared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BESS and CSS in terms of POSEH.
Main Body: This was a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radiological exams of
patients who underwent decompression surgery without
fusion due to degenerative lumbar spinal disease between
January 2015 and June 2020. Before March 2017, all patients
received CSS. From then on, we performed BESS in all
patients. Before August 2019, all patients received BESS
without thrombin-containing local hemostatics (TCLH).
Subsequently, we administered TCLH to all patients
undergoing BESS. Those who underwent revision surgery
or had foraminal stenosis or an extraforaminal herniated
disc were excluded. The incidence of symptomatic POSEH
that required revision surgery for hematoma evacuation was
compared between CSS and BESS. The diagnosis was made
by clinical manifestation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nd confirmed by postoperative improvement. In total,
106/142 (75%) patients who underwent CSS and 187/205
(91%) patients who underwent BESS had postoperative MRI
exams. The maximal compression of the cauda equina by
POSEH was measured using a 4-point scale in patients with
an available T2 axial image. The neurological status was
evaluated using a 5-point scale. The indications of hematoma
evacuation were more than hG3 on MRI and more than
nG1 on a neurological exam. The incidence of symptomatic
POSEH and radiological POSEH were compared. As a
subgroup analysis, the risk factors for POSEH in BESS were
investigated.
Conclusions: The incidence of POSE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ho underwent BESS.
The incidence of morphological hematoma wa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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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istering TCLH. Therefore, we suggest that TCLH
is effective for bone bleeding control in BESS. Although the
incidence of symptomatic hematoma was not significantly
decreased by TCLH, the only symptom of hematoma was
pain without paralysis.
Keywords: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Biportal

라고 생각됩니다. 증상이 있는 혈종은 트롬빈이 포함된 국소 지
혈제 사용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혈종의 증상은 마
비가 없이 유일하게 통증뿐이었습니다.
색인 단어: 수술 후 척추 경막 외 혈종,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
술, 트롬빈이 포함된 국소 지혈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서 수술 후 경막외 혈종
신원식,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서론: 수술 후 척추 경막 외 혈종(POSEH)은 기존의 관습적 개
복 척추 수술(CSS)보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BESS)에서 더

Concurrent Session: Spine Cord
Overview
Dae Yul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Ulsan University Hospital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BESS에서 수술 중 출혈이 식염수 압력에 의해 가려지고, 개복수
술에 비해 출혈 조절이 쉽지 않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술 후 척추
경막 외 혈종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본론: 단일기관에서 시행한 후향적 연구입니다. 2015년 1월부

All about EMG: Clinical Applications for the
Cervical Spine

터 2020년 6월까지 퇴행성 요추 질환으로 유합하지 않고 감압
수술을 받은 환자의 의료 기록과 방사선 검사를 검토했습니다.

Sung Hoon Choi, Chang-Nam Kang, and Hee Jung Son

2017 년 3 월 이전에는 모든 환자가 관습적 개복 수술을 받았습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니다. 그 이후부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BESS) 로 하였습니
다. 또한 2019년 8월 이전에는 모든 환자가 트롬빈이 포함된 국

Background and Introduction: Nerve conduction, electromyography,

소 지혈제 없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BESS)를 받았습니다.

and evoked potential tests are available in the field of spine
surgery. This study examined nerve conduction studies and
needle electromyography as electrodiagnostic tests and their
interpretation for patients in clinical settings.
Main Body: A sensory nerve conduction study measures
the sensory nerve action potential (SNAP) by stimulating
the sensory nerve, while a motor nerve conduction study

이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서 모든 환자에게 트롬빈이 포
함된 국소 지혈제를 사용했습니다. 재수술, 신경공 협착증, 추간
공 외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수술
후 혈종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요구하는 증상이 있는 POSEH
의 발생률을 CSS와 BESS간에 비교했습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
과 MRI로 이루어졌으며 수술 후 증상 개선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CSS의 106/142 건(75 %)과 BESS의 187/205 건(91 %)이 수
술 후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다. POSEH에 의한 경막의 최
대 압박은 T2 축 이미지에서 4 등급 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신
경학적 상태는 5 등급 척도로 평가되었다. 혈종 제거의 징후는
MRI에서 G3 이상, 신경학적 검사에서 G1 이상이었습니다. 증
상이 있는 POSEH와 방사선학적 POSEH의 발생률을 비교했습
니다. 하위 그룹 분석으로 BESS에서 POSEH의 위험 요인을 조
사했습니다.
결론: 수술 후 척추 경막 외 혈종 발생률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서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형태학적 혈종의 발생률은 트
롬빈이 포함된 국소 지혈제로 감소했습니다. BESS에서 트롬빈
이 포함된 국소 지혈제가 뼈의 절단면 출혈 조절에 더 효과적이

measures th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
of a muscle contracted by a stimulated nerve. Most patients
with single radiculopathy show normal findings on nerve
conduction studies. Needle electromyography records the
electrical activity of a muscle using a needle electrode. It is
divided into the three following steps. Step 1 is insertional
activity, in which spontaneous activity is measured in a
relaxed state after needle insertion. Abnormal spontaneous
potentials include fibrillation potential, positive sharp wave,
and fasciculation. If there are abnormal findings in the
paraspinal muscles as well as in the specified limb muscles,
the specific radiculopathy can be indicated. Step 2 is the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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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scopic spine surgery, Thrombin containing local
hemost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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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 stimulation test, in which minimal muscle contraction
is induced. In radiculopathy, through reinnervation of the
adjacent nerve fibers, a neurogenic motor unit action potential
(MUAP) can be observed. Step 3 is strong stimulation; the
subject is asked to contract the muscle with the maximum
strength possible, and the interference pattern is observed. If
a radiculopathy is present, a decrease of the motor unit and/
or a single interference pattern can be observed compared to
the motor unit potential of normal individuals, which has a
large-amplitude, long-duration polyphasic pattern.
Conclusions: A nerve conduction study usually shows normal
findings in patients with cervical radiculopathy. In acute
lesions, abnormal findings are observed for insertional
activity, whereas in chronic lesions, neurogenic MUAP can
be observed in the weak stimulation test. In patients with
mild radiculopathy, the frequency of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is low, but in patients with severe radiculopathy, the
frequency of abnormal spontaneous activity is high, and the
strong stimulation test shows a weak interference pattern.
Keywords: Nerve conduction study, Needle electromyography,
Cervical spine, Radiculopathy

소견을 보인다면 병변이 되는 신경근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2단계로 약한 수축기 근전도 검사에서는 최소한의 근육
수축을 유발하게 하여 운동 단위 활동 전위(MUAP)를 관찰한
다. 신경근증의 경우 근 섬유의 감소된 신경 지배를 손상되지 않
은 인접 신경 섬유에서 재지배로 인하여 높은 진폭과 함께 긴 지
속기간을 보이는 거대 운동단위 전위와 다상성이 관찰된다. 세
번째로 강한 수축기 검사에서는 피검사자에게 근육을 최대한의
수축강도로 증가시키게 하여 간섭 양상을 관찰한다. 신경 병변
인 경우 운동 단위가 많이 감소하므로 정상에서 관찰되는 큰 진
폭, 긴 지속기간의 다상성의 운동 단위 전위가 감소하거나 단일
간섭 양상으로 관찰된다.
결론: 경추 신경근증에서 신경 전도 검사는 대개 정상 소견을 보
인다. 급성 병변에서는 휴식기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며
만성 병변에서는 약한 수축기 검사에서 거대 운동 단위 전위와
다상성 전위가 관찰된다. 경미한 신경근증의 경우 비정상 자발
전위의 빈도가 낮으며 강한 수축기 검사에서 완전 동원 양식을
보이나, 심한 신경근증의 경우 비정상 자발 전위의 빈도가 높고,
강한 수축기 검사에서 약한 동원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감별에
도움을 준다.
색인 단어: 신경 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경추, 신경뿌리벙증

근전도의 임상적 적용: 경추
최성훈, 강창남, 손희중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분야에서 전기를 이용한 진단 방법에는 신경 전도 검

Electrodiagnostic Studies
Suk-Joong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ye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Daegu, Korea

사와 근전도 검사 및 유발 전위 검사가 있다. 전기 진단 검사로
신경 전도 검사, 침 근전도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임상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diagnosis of spinal disease

환자에 적용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is based on a clinical history and examination, imaging studies,
and electrodiagnostic studies. In 1771, Galvani showed that
electrical stimulation of muscular tissue produces contraction

본론: 신경 전도 검사 중 감각 신경 전도 검사는 지정된 특정 부
위에서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다른 부위에서 활동 전위를 기록
하는 방법으로 감각 신경 활동 전위(SNAP)를 측정하고, 운동신
경전도 검사는 자극된 신경에 의해 수축된 근육의 복합근 활동
전위(CMAP)을 측정한다. 단일 신경근증을 가진 환자의 대부분
은 후근절의 해부학적 위치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은 후근절전 병변에 해당하므로 감각 신경 전도 및 운동 신경 전도 검사에
서 정상 소견을 보인다. 침근전도 검사는 침 전극을 이용하여 근
육의 전기적 활동을 증폭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다음의 3단계로
구별하여 검사한다. 1단계는 삽입 활동 전위로 침 삽입 후 근육
이 이완된 상태에서 자발 전위를 측정한다. 비정상 자발 전위는
근세동 전위, 양성 예각파, 속상 수축, 복합 연속 방전, 근긴장성
전위, 섬유성 근간대 경련 방전 등이 있다. 척추 주위근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서 같은 신경근이 지배하는 사지 근육에도 이상

S190

www.krspine.org

and force. The first modern electromyography (EMG) machine
was constructed by Jasper in 1942 at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
Main Body: Electrodiagnostic studies are an extension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nd a medical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are an important early step in determining
the progression that can cause a patient’s symptoms
and confirming the differential diagnosis. A focused
neuromuscular test that assesses the strength, reflexes,
and sensations of the affected limbs and the opposite leg
provides a framework for electrical diagnostic assessment.
Electrodiagnostic studies are fundamentally distinct fro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imaging studies. Electrodiagnostic studies can be divided
into nerve conduction studies (NCS), EMG tests, and

각 신경전도(NCS)가 스크린 테스트로 관련 사지에서 수행되어

evoked potential tests. Evoked potential tests can be divided
into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EPs) and motor
evoked potentials (MEP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muscular and Electrodiagnostic Medicine guidelines

위해 사용된다. 전기진단 검사상 이상이 같은 신경에 의해 작용

recommend that, for an optimal evaluation of a patient
with suspected radiculopathy, a needle EMG screen of a
sufficient number of muscles and at least one motor and one
sensory NCS should be performed in the involved limb.

니라 척수증의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 가능하다.

findings are found for the muscles dominated by the
other peripheral nerve or the inflated nerve root,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polyneuropathy. Evoked potential
testing can be used both for intraoperative monitoring and
for the identification of myelopathy.
Conclusions: Electrodiagnostic studies are an extension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nd are not imaging studies.
Keywords: Electro-diagnostic study

하는 2개 이상의 근육에서 발견되나 다른 말초신경이나 인점한
신경근에 의해 지배되는 근육에서 정상이라면, 다발성 신경병
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발전위검사는 수술중 감시 뿐 아
결론: 전기 진단 검사는 신체 검사의 연장이다.
색인 단어: 전기 진단 검사

Concurrent Session: Spine
Osteoporosis
Treatment of Steroid-Induced Osteoporosis
Dong-Ju L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Spine Institute, Sanggye 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teroid-induced osteoporosis

전기 진단 검사
이석중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질환의 진단은 임상 병력 및 검사, 영상 검사 및 전기
진단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1771년 Galvani가 근 조직의 전기
자극이 수축과 힘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표한 이래, 1942년 캐나
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에서 재스퍼(Jasper)에 의해 최초의 근전
도 기계가 만들어졌다.
본론: 전기 진단 검사는 이학적 검사의 연장으로, 병력 및 신체
검사가 환자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진환을 결정하고 감별 진
단을 확인하는 중요한 초기 단계이다. 영향을 받는 사지와 반대
쪽 다리의 힘, 반사 및 감각을 평가하는 집중된 신경근 검사가
전기 진단 평가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또한, 전기진단검사는 이
미지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전기 진단 검사는 크게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와 유발전위검사로 나뉠 수 있으며, 유발전위
검사는 체성감각유발전위(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SEPs)와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s, MEPs)로 나
눌 수 있다. 신경근 및 전기 진단의 미국 협회의학 지침에서는
신경근 병증이 의심되는 환자를 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충분
한 수의 근육에 대한 침근전도와 최소 1 개의 모터와 1 개의 감

refers to osteoporosis caused by glucocorticoids or steroid
hormones, similar to Cushing’s syndrome, and mainly
includes diseases related to the central and axillary bones.
Prednisone, a typical synthetic glucocorticoid prescription
drug, is a significant cause of long-term bone mineral
density (BMD) loss. Herein, I present information about the
treatment of this disease.
Main Body: In general, the dose of steroid therapy should
be as low as possible and its duration should be as short as
possible, because oral steroids may cause bone loss, unlike
alternative treatments or chronic inhaled steroid therapy.
Therefore, alternative treatments to steroids should be used
whenever possible. Topical treatment (inhaled steroid or
steroid enemas for asthma or bowel disease, respectively) is
preferred over oral formulations. Patients should engage in
weight-bearing exercises to prevent bone loss and muscle
atrophy and should avoid smoking and excessive drinking. In
addition, measures to prevent falls should be taken. Calcium
and vitamin D supplements are recommended for all patients
receiving chronic steroid therapy or beginning steroid
therapy with an estimated duration of 3 months or longer.
Typically, supplementation involves 1200 mg of calcium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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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iagnostic studies are used to confirm a radiculopathy.
If an abnormality is found in two or more muscles controlled
by the same nerve in the electrodiagnostic test, but normal

야 한다고 권장한다. 전기진단 검사는 신경근증에 대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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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in addition to dietary sources, plus 800 IU of vitamin
D per day. Osteoporosis drug therapy is recommended
for men over 50 years of age and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T-score ≤-2.5 or fragile fractures)
who are receiving or planning to start steroid medication.
Bisphosphonates, especially alendronate or risedronate in
postmenopausal women and older men, are the primary
drug class used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teroidinduced bone loss. If side effects occur in patients taking oral
bisphosphonates, intravenous medications such as zoledronic
acid may be an alternative. Parathyroid hormone is generally
not used as a primary drug for the treatment or prevention
of steroid-induced osteoporosi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cost issues, the subcutaneous route of administration,
and the availability of other medications. However, in men
with osteoporosis or postmenopausal women who cannot
tolerate the use of bisphosphonates, parathyroid hormone
therapy is recommended over other available treatments.
The other patient groups in which parathyroid hormone
can be used include patients with fragile fractures with a T
score of -3.5 or less or a T score of -2.5 or less and failure
of other osteoporosis treatments. Denosumab may also be
an alternative treatment option for people with a high risk
of fracture. As the problem of the increased risk of vertebral
fracture after discontinuation is on the rise, the need for
discontinuation time and related issues should be discussed
with the patient before starting the medication. In general,
monitoring of patients should be confirmed by measuring
BMD 1 year after the start of steroid treatment. If BMD is
stable or has improved, then BMD should be measured and
managed with a reduced frequency (every 2-3 years).
Conclusions: Osteoporosis may occur due to the various
effects of glucocorticoids, and appropriate treatment should
be performed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the etiology and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의 치료
임동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공증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또
는 스테로이드 제제 호르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다공
증으로 쿠싱 증후군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며 주로 중심성
골격(axial bone)을 침범하는 병을 포함한다. 합성 글루코 코르
티코이드 처방약의 대표적인 프레드니손은 장기간 섭취 후 발
생하는 주요 병인 약제이다. 이로 인한 스테로이드 유발성 골다
공증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의 용량과 기간은 가능한 저
용량 또는 단기간 시행 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스테로이드 제제
가 아닌 대체 치료에 의하여 약제나 만성적으로 흡입용 스테로
이드 치료제보다 경구용 약제가 골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대체 요법을 우
선 사용 고려 해야한다. 국소 요법(각각 천식 또는 장 질환에 대
한 흡입 스테로이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 관장) 역시 경구 제
재 보다 선호된다. 환자는 뼈 손실과 근육 위축을 예방하기 위
해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하며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한
다. 또한 이와 동반하여 낙상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만성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거나 치료 예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스테
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는 모든 환자에게 칼슘 및 비타민 D 보충
제를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매일 1,200 mg의 칼슘과 식이 요법
과 보충제, 그리고 매일 800 IU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 50
세 이상의 남성과 스테로이드 약제를 투여 받거나 시작할 예정
인 골다공증(T- 점수 ≤-2.5 또는 취약성 골절이 있는 폐경 후 여
성)의 경우 골다공증 약물 치료 요법을 권장하게 된다. 비스포스
포네이트는 폐경 후 여성과 남성의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
특히 알렌드로네이트 또는 리세드로네이트가 스테로이드에 의
한 골손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1차적 투여 약물이 되겠다. 경
구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투여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졸레드론산 같은 정맥 제제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부갑상선 호
르몬은 일반적으로 비용적인 문제 및 피하 투여 경로, 기타 약제

mechanisms to prevent additional fractures from occurring
while pharmacological treatment is required.
Keywords: Steroid, Steroid-induced osteoporosis, Bisphosphonate,

료 또는 예방을 위한 1차 약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

Denosumab, Parathyroid hormone

또는 폐경 후 여성에게서는 다른 사용 가능 치료법 보다 부갑상

의 가용성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스테로이드 유발 골다공증 치
스포스포네이트의 사용을 견딜 수 없는 골다공증이 있는 남성
선 호르몬 치료법을 권장한다. 추가적 치료를 고려해야할 환자
군으로는 T score: -3.5 이하 또는 T score: -2.5 이하이면서 취
약성 골절이 있는 환자, 다른 골다공증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되
겠다. 데노수맙 제제 또한 골절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대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는데 중단 후 척추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의 대두로 중단 시점등에 대한 필요성은 투여 시작 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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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환자에 대한 monitoring 은 일반
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과 치료 시작 1년 후에 BMD를 측
정하여 확인을 해야 되겠으며 BMD가 안정적이거나 개선되면
이후 BMD를 매 2~3년마다 빈도수를 낮추서 측정하여 관리를
해야 하겠다.
결론: 스테로이드에 의한 여러 작용 중 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이 발생할 수 있겠으며 약물적 치료를 시행 해야 할 동안 추가
상 병리적 소견을 잘 이해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색인단어: 스테로이드. 골다공증 유발성 스테로이드. 비스포스
포네이트. 데노수맙, 부갑상선 호르몬

New Drugs for Osteoporosis
Hae-Dong Jang, Eung-Ha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Gyeonggi-do,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rugs are the main modality of

osteoporosis treatment, and it is very important to be familia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rugs. Bisphosphonates,
a classical treatment for osteoporosis, have been reported to
have disadvantages in terms of discomfort when taken, the
side effects of long-term use, and low adherence. In order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new drug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Main Body: Trends in antiresorptive agents are changing
with the introduction of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ligand (RANKL) inhibitors. Denosumab
is a representative drug belonging to this category, and
th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ACE) guidelines in 2020 recommend denosumab as a
first-line treatment. Sclerostin inhibitors, associated with the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 are recently introduced
anabolic agents that resolve the coupling mechanism. The
most representative sclerostin inhibitor is romosozumab,
which is characterized by an uncoupling mechanism that
stimulates bone formation while simultaneously inhibiting

injection site. Drugs related to parathyroid hormone have
been actively studi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eriparatide.
In 2017, abaloparatide, a synthetic analogue to parathyroid
hormone-related peptide (PTHrP), obtained FDA approval.
This drug effectively increases the bone mass of cortical bone
without a coupling mechanism, resulting in better outcomes
than teriparatide. However, it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The most recently introduced
anabolic agent is RGB-10, which is a teriparatide biosimilar,
with advantages in cost-effectiveness due to its low price,
while showing pharmacokinetic effects and clinical results
comparable to those of teriparatide. The common side
effects of parathyroid hormone-related drugs include muscle
spasms, hypercalcemia, and orthostatic hypotension.
According to the 2020 AACE guidelines, denosumab,
romosozumab, and abaloparatide are recommended as
primary drugs for osteoporosis patients with a very high risk
or prior fractures.
Conclusions: Among the new drugs for osteoporosis,
a representative antiresorptive agent is denosumab, a
RANKL inhibitor. The new anabolic agents, including a
sclerostin inhibitor (romosozumab) and a synthetic PTHrP
(abaloparatide),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drugs and have the advantages of an uncoupling mechanism.
The teriparatide biosimilar (RGB-10) has the advantage of
cost-effectiveness.
Keywords: Osteoporosis, Fragility fracture, New drugs,
Antiresorptive agent, Anabolic agent

새로운 골다공증 치료제
장해동, 김응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골다공증의 치료에서 약물 요법은 치료의 중심이 되며, 다
양한 약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복용시
불편감과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 낮은 치료 지속성이 단점
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전
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다

bone absorption. It has shown excellent bone density
improvement and fracture prevention effects. However, there
is a cardiovascular risk, so caution is needed, and side effects

양한 약제들이 새롭게 소개되고 있고,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

such as injection site reactions and joint pain have also been

본론: 전통적으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주로 사용되었던 골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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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병인 및 임

reported. Blosozumab is another sclerostin inhibitor, but
studies have now been suspended due to side effects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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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억제제는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 처방하는 과정은 골다공증 치료에 매

kappa-Β ligand) 억제제의 도입과 함께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 중요하다.

있다. 대표적인 약제로 Denosumab이 있으며, 2020년 AACE

색인 단어: 골다공증, 골절, 새로운 약제, 골흡수억제제, 골형성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가이드라

촉진제

인에서도 골다공증 치료의 1차 약제로 권유되고 있고, 국내 보
험급여 체계에서도 2019년부터 1차 치료약제로 인정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골형성촉진제로는 Wnt/β-catenin signaling
pathway와 관련된 Sclerostin 억제제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

Combination Therapy

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특징인 coupling mechanism(약제 투여
시 골형성과 골흡수의 촉진 또는 억제가 함께 진행되는 현상)

Byung Ho Lee

을 극복하여, 골형성은 촉진하고, 골흡수는 억제하는 이상적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verance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Yonsei, Seoul, Korea

인 기전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약제로 Romosozumab이 있
으며, 골밀도 향상과 골절 예방효과가 뛰어나서 현재 가장 널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ince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리 쓰이는 골형성촉진제인 Teriparatide에 비견되기도 한다. 다

is increasing as life expectancy increases, long-term
treatments with fewer side effects and higher adherence
to medications should be strongly considered. For severe
osteoporosis, the physician is expected to decide upon the
optimal treatment strategy, including combination therapy,
using the available osteoanabolic and antiresorptive agents
to provide personalized patient care in the most effective and
safe possible way.
Main Body: Extensive clinical data regard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various combination treatment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Combination therapy with osteoanabolic
agents and antiresorptive treatment was evaluated on the
basis of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anabolic
agents.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for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e co-administration of osteoanabolics and
antiresorptives in comparison with monotherapies. Initiation
with an osteoanabolic agent followed by an antiresorptive
seems to be the optimal treatment sequence, at least in
patients with severe osteoporosis. Osteoanabolic treatment

만, 심혈관계 부작용의 위험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
요하고, 주사부위 발적 및 관절통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
다. 2019년초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이
후 국내에는 2019년5월 사용이 승인되었다. 또 다른 Sclerostin
억제제로 Blosozumab이 있으나 주사부위 부작용이 다수 보고
되어 현재 관련 연구가 중단되었다. 부갑상선호르몬 관련 약제
는 Teriparatide 도입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7년 PTHrP (Parathyroid hormone related peptide)의 합
성 유사체인 Abaloparatide가 FDA승인을 취득하였다. 이 약제
는 coupling mechanism 없이 효과적으로 피질골의 골량을 증
가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골밀도 증가와 골절예방 효과에서도
기존의 Teriparatide에 비해 뛰어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하
지만, 유럽에서는 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여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승인이 거부되었다. 가장 최근에 도입
된 골형성촉진제로는 Teriparatide biosimilar인 RGB-10 약제
가 있으며, 기존의 Teriparatide와 유사한 약동학적 효과와 임
상결과를 나타내면서도 가격이 저렴하여 비용효과면에서 장
점이 있다. 부갑상선호르몬 관련 약제들의 흔한 부작용으로
는 근육 경련, 고칼슘혈증,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다. 2020년
AAC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 연구에 소개된 Denosumab,
Romosozumab, Abaloparatide 등이 고위험 골다공증 환자의
1차 약제로 추천되고 있다.
결론: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 중 골흡수억제제
로는 RANKL 억제제인 Denosumab이 있고, 고위험 골다공
증 환자의 1차 약제로 추천된다. 새로운 골형성촉진제로는
Sclerostin 억제제인 Romosozumab과 PTHrP 합성 유사체

following antiresorptives has been shown to lead to a more
modest response in bone mineral density (BMD) and bone
turnover markers. Combination therapy with teriparatide
and denosumab or zoledronate has achieved higher BMD
gains than observed for each agent when given alone.
However, due to the high cost, combination therapy is rarely
reimbursed. In contrast, the combination of teriparatide
with alendronate resulted in smaller BMD increases than

인 Abaloparatide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약제의 단점을 극복

teriparatide monotherapy.

하고, uncoupling mechanism으로 대표되는 장점이 있다.

Conclusions: Consideration of combination therapy using

Teriparatide biosimilar인 RGB-10은 비용효과면에서 장점이

teriparatide and denosumab or zoledronate in patients

있다. 새로운 약제들의 장점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각 환자에게

with severe osteoporosis would be helpful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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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BMD and bone quality. However, the costeffectiveness and potential hazard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Keywords: Osteoporosis, Anti-resorptive, Osteoanabolic,
combination, Severe osteoporosis

Treatment of Osteoporosis: Sequential Therapy
Tae-Hoon Kim, Suk-Ha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s osteoporosis treatment

골다공증 치료 약제의 병합 치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서론: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 역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부작용이 적고 순응도가 높은 장기간의 골다공증 치
료가 중요해지고 있다. 심한 골다공증의 경우 주치의들은 골형
성제제와 골흡수억제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병합치료를 고려하
여, 각각 개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본론: 많은 임상연구 결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다양한 병합치료
가 제시되었다. 골혈성제제와 골흡수 억제제의 병합치료에서는
우선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제제를 기본으로 하여, 병합치료와
단일제제 치료간의 비교 논문이 많이 보고되었다. 우선적으로
골형성제제를 부터한 후 이후 골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는 연속
치료 역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서는
병합 치료 후 골흡수 억제제를 지속 투여하는 연속치료가 효과
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병합 치료들은 골밀도는 물론 골
전환율에도 영향을 미쳐 좀 더 단기간에 모두를 향상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효과적인 병합치료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와 졸레드론산 또는 데노수맙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 하지만 이런 병합 치료의 경우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모두 보상하는 의료보험 환경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론: 부갑상선 호르몬제제를 포함한 데노수맙과 졸레드론산을
이용한 병합 치료는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밀도 와 골질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효과적인 면과 발생가능한 합
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고려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색인 단어: 골다공증, 병합치료, 골형성제제, 골흡수 억제제, 심
한 골다공증

drug holidays, the choices that physicians must make when
initiating, electing to continue, or switching therapies
have become more complex. We evaluated the current
evidence supporting the optimal sequence of anabolic and
antiresorptive agents.
Main Body: First, for antiresorptive agents after anabolic
agents,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strategies to
maintain teriparatide-induced gains in bone mass after the
drug is discontinued. Oral alendronate was studied in several
clinical trials and is clearly effective both in preventing postteriparatide and post-parathyroid hormone (PTH) bone loss
and in further increasing hip and spine bone mineral density
(BMD).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also appear
to prevent post-teriparatide bone loss, but may be somewhat
less effective at increasing spine BMD. More recently,
in the DATA-Switch study, 2 years of denosumab when
given after 2 years of teriparatide increased spine BMD
by an additional 9.4% and increased total hip BMD by an
additional 4.8%; these gains appear to be significantly greater
than what can be achiev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after
teriparatide. Moreover, denosumab was also able to further
increase BMD in patients who previously received 2 years
of combined teriparatide/denosumab therapy. Second, for
anabolic agents after antiresorptive agents, most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BMD increase is somewhat blunted when
teriparatide is given to patients who were previously treated
with bisphosphonates. The transition from denosumab to
teriparatide follows a pattern that differs from the transition
from bisphosphonates to teriparatide. Moreover, switching
from denosumab to teriparatide resulted in extremely
accelerated bone remodeling, as evidenced by sustained
increases in serum osteocalcin and C-telopeptide to levels
more than 200% above their original baseline. In addit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discontinuation of denosumab
should be uniformly followed by a bisphosphonate.
Conclusions: Osteoporosis treatment must be individ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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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 have expanded, and clinical guidelines have begun
to embrace the concept of limited treatment cour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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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ailored to each patient’s age and disease severity.
However, a fundamental observation is that in patients
for whom more than one drug will be required over an
extended period, the greatest gains in bone mass can be
achieved by initially using an anabolic agent followed
by an antiresorptive agent, whereas the initial use of a
bisphosphonate may diminish the efficacy of subsequent
anabolic therapy. Moreover, it has also become evident that
the specific transition from denosumab to PTH analogues
should be avoided because of the resultant accelerated bone
turnover and sustained bone loss.
Keywords: Osteoporosis, sequential therapy, antiresorptive
agents, anabolic agents

을 보고하였다. 데노수맙에서 테리파라타이드로의 변경은 비스
포네이트에서 테리파라타이드로의 변경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
고 있다. 더욱이, 데노수맙에서 테리파라타이드로의 전환은 혈
청 오스테오칼신과 C-텔로펩티드의 증가가 기준치보다 200%이
상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골 재형성을 극도로 가속화하
였다. 또한 데노수맙 투여 중단 이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후속 투여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 골다공증의 치료는 환자의 연령 및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개별화되고 맞춤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
면 장기간에 걸쳐 하나 이상의 약물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골형
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골밀도
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 비스포스포네
이트를 최초 사용한 경우 순차적인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가 감
소될 수 있다. 더욱이, 데노수맙에서 부갑상선 호르몬 제재로의

골다공증의 치료: 순차치료

전환은 가속화된 골 교체와 지속되는 골 손실 때문에 피해야 한
다.

김태훈, 이석하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색인 단어: 골다공증, 순차치료, 골흡수억제제, 골형성촉진제

서론: 골다공증의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임상 지침이 제한적인
치료과정 및 휴약기의 개념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어떠한 제재로 개시, 지속 또는 변경할 지에 대한
선택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 결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의 사용여부, 시기 및 순서이다.
저자들은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의 사용에 있어 최적의
순차치료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평가하였다.
본론: 1) 골형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많은 문헌에서 테리
파라타이드의 약물 중단 후 골량 증가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Mortality Risk After the Occurrence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in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
Jin-Sung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s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방법이 연구되었다. 경구 알렌드로네이트는 여러 임상 시험에
서 연구되었으며, 부갑상선 제제 사용 후의 골 손실을 예방할 뿐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만 아니라 고관절 및 척추관절의 골밀도를 더욱 증가시키는데

nationwide dataset available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rtality risk after the occurrence of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 (OVCF).
Main Body: We identified 291,203 newly diagnosed OVCF

효과적이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는 테리파라타
리드 사용 후 골 손실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척추 골
밀도를 증가 시키는 데는 다소 덜 효과적이었다. 최근, DATAswitch 연구에 의하면 2년 동안의 테리파라타이드 투여 후 2년
동안 데노수맙 투여 시 척추 골밀도가 9.4%, 고관절 골밀도가
4.8% 증가하여 테리파라타이드 이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치료효과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데
노수맙은 2년 동안 테리파라타이드/데노수맙 병합 요법을 2년
간 받은 환자에서 골밀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 종합하면 이러한 연구는 골형성촉진제 치료가 종결된 이후
골흡수억제제의 치료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 2) 골흡수억제제 이후의 골형성촉진제 -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테리
파라타이드를 투여했을 때 골밀도 증가에 약간의 둔화가 있음

S196

www.krspine.org

patients and 873,609 patients without OVCF, matched at
a ratio of 1:3 by sex, age, and index date, between 2010
and 2012. We investigated any latent characteristics in the
patients’ demographic information and chronic comorbidities
that could affect mortality at the time of the OVCF diagnosis.
By comparing the cohort data, the hazard ratio of subsequent
mortality in OVCF patients was calculated and adjusted
for several risk factor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variables and chronic comorbidities, the risk of mortality
was 1.15 times higher in the OVCF cohort than in the contro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group. Multivariate analysis showed that OVCF patients
with male sex, old age, and low-income status showed higher

동반 여부에 따라 그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였다.

risks of mortality.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chronic
comorbidities including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hyperlipidemia,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congestive
heart failur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nd

구, 코호트 연구

cancer increased patients’ risk of mortality.
Conclusions: This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showed
that OVCF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ubsequent risk of
developing mortality. Moreover, the risk of a mortality was

Analysis of the Effects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and Osteoporotic Spinal Deformity by Sex
on Cardiopulmonary Disease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fluenced by certain demographic variables and chronic
comorbidities.
Keywords: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Jae Hyuk Yang¹, Byung Ho Lee²

색인 단어: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사망률, 위험 요소, 일반 인

일반 인구군에서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발생 후 사망 위험:
전국민 코호트 연구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 vertebral fracture, which

박진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본연구는 건강 보험공단(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KNHIS) 에서 전국민 의료 행위 자료를 이용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발생 후 일반 대조군과 비교하여 사망 위험도 증가 여부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론: 2010 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처음으로 골다공증성 척추 압
박 골절이 발생한 291,203명의 환자를 추출하였고, 같은 시기에
나이와 성별이 같은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없는 대조군을 1:3
의 비율로 일반 인구군에서 873,609명을 선정하였다. 골다공증
성 압박 골절이 발생할 때 사망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동반된 만성 질환을 조사하였다. 두군
의 코호트 자료를 통해 사망의 발생률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사망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보정하였다. 대조
군과 비교하였을때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환자의 골절 발생 이
후 사망 위험률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만
성 질환 동반 여부를 보정하여도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 환자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1.15배 더 높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남자, 고령, 소득이 낮은 환자군에서 더 높은
사망 위험을 보였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뇌졸증, 심
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의 만성 질환의 동반 여부 역시
사망 위험도를 높였다.
결론: 전국민 코호트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발생
은 발생 이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때 사망 위험도의 의미 있는
증가를 가져왔다. 또한 환자의 인구 통계학적 요소와 만성 질환

is accompanied by osteoporosis, can cause deformity of
the spine, resulting in increased spinal pain, deteriorating
gait balance, decreased activity, and cardiopulmonary
dysfunction due to a decrease in the volume of the rib
cage. However, few cross-sectional or longitudinal cohort
studies have investigated this phenomenon using national
data. Therefore, the author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and accompanying
vertebral deformities on cardiovascular and lung diseases in
a longitudinal cohort study using data from the Korea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Main Body: Sample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used, and a total of 558,147 people en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rom 2002 to 2013 were
studied. First, patients in whom osteoporosis occurred
were identified from 2003 to 2004 using the osteoporosis
diagnostic code, and after that, only the target patients was
followed up to identify patients with additional spinal fracture
codes. Subsequently, the patients with spinal deformity codes
were checked to identify those with vertebral fractures, and
the additional occurrence of cardiopulmonary disease codes
after vertebral fractures was confirmed. Between 2003 and
2004, women accounted for significantly more osteoporosis
cases than men (20414 vs .2126), and the age at osteoporosi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in women (69.41 vs.
70.92 year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ge at the time of vertebral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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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685). This phenomenon was inferred to result from
the early diagnosis of osteoporosis and active treatment in

만 척추 골절의 발생 연령은 남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3685). 이는 여자에서 골다공증의 진단을 빨

women. When analyzing the incidence of vertebral fractures
by location, there were more thoracic fractures in women.
The codes for heart disease and lung disease occurred at a
higher rate in patients with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리 시행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척추 골절의 부

than in their counterparts, and the incidence of heart disease
and lung disease was higher in patients with spinal deformities
than in those with simple vertebral fractures.
Conclusions: It is believed that active treatment for osteoporosis

추 변형이 발생한 경우 단순 척추 골절에 비해서 높은 비율로 심

can increase the age when vertebral fractures occur. There is
a need to be more active in diagnosing osteoporosis in male
patients.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can cause heart

다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골다공증 척추 골절은 심 및 폐 질

and lung disease, and the incidence of heart disease and lung
disease is further increased when a vertebral deformity occurs
with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Keywords: Spine,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Spinal

색인 단어: 척추;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척추 변형; 심장 질환;

deformity, Heart disease, Lung disease

건강 보험 공단 자료를 이용한 성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의 발생 및 척추 골절이 심폐 질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양재혁1, 이병호2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2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위별 발생율을 분석하였을 때,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서 흉추부
골절이 많았다. 심질환과 폐질환의 코드는 정상 환자군에 비하
여 골다공증 척추 골절 환자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척
질환 및 폐질환의 발생율이 증가하였다.
결론: 적극적인 골다공증의 치료는 척추체 골절의 발생 연령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남성 환자의 골다공증 진단에 보
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 동반하여 척추
변형이 발생한 경우 심질환 및 폐질환의 발생율은 더 증가한다
폐질환
Table 1. 60세이상 연령층에서 골다공증 및 척추 골절에 따른 심폐혈관 질
환의 이상 발생
Cox
정상
(골다공증 X, 척추 골절 X)
골다공증 없는 척추 골절
골다공증 있는 척추골절
골다공증 있는 척추 골절
후 척추 변형이 있는 환자

심질환
CCI adjusted HR

폐질환
CCI adjusted HR

1(ref)

1(ref)

0.82 (0.73,0.92)
1.05 (0.91,1.23)

0.90 (0.84,0.95)
1.14 (1.05,1.23)

1.77 (1.03,3.05)

1.09 (0.76,1.57)

서론: 골다공증에 동반하여 발생하여 척추 골절은 척추의 변형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척추 변형은 척추 통증의 증가, 보
행 균형의 악화, 활동력 감소 및 흉곽의 부피 감소로 인한 직접
적인 심폐압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
한 전국민 데이터를 이용한 cross sectional 또는 longitudinal

Concurrent Session: Lumbar Spine

cohort 연구 결과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민
국의 건강 보험 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남녀간 골다공증성 척추

Anatomical Consideration of Sacrum of L5 on Ilium

골절 및 동반된 척추 변형이 심혈관 및 폐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Hyun Soo Kim

longitudinal cohort study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Sungkyunkwan University

본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건강 보험 공단의 표본 데
이터를 이용하였으며, 2002~2013년간건강 보험에 등록된 총
558,1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로 골다공증 진
단코드를 이용하여 2003~2004년간 골다공증 발생 환자를 확
인하였으며, 이후 대상 환자만 추시 경과 관찰하면서 척추 골
절 코드가 추가된 환자를 확인하였다. 이후 척추 골절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척추 변형 코드가 추가된 환자를 확인하였으
며, 척추 골절이후 심폐 질환 코드의 추가 발생을 확인하였다.
2003~2004년간 여자에서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골다공증이

The Fate of the Sacroilac Joint After Lumbar Fusion
Chang Hwa Ho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Cheonan, Korea

발생하였으며(20414 vs 2126명) 골다공증의 발생 연령 또한 여
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70.92 vs 69.41세). 하지

S198

www.krspine.org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human sacroiliac joint (SIJ)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transmits the weight of the trunk to the lower limb.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of fusion surgery, the importance of
SIJ pathology has also increased. The literature indicates that
SIJ pain is the etiological factor in approximately 15%-30%
of patients experiencing chronic low back pain. SIJ pain is a
well-documented adverse event of lumbosacral fusion, with

or shear forces, aberrant joint mechanics, and myofascial
imbalance. The incidence of SIJ degeneration seems to
increase as instrumentation levels increase, with the inclusion
of the sacrum into the fusion area, and bone graft harvesting
from the posterior iliac crest. An almost double prevalence
of degenerative changes in the SIJ was found after fus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75% vs. 38.2%), and
degenerative changes were found in all patients belonging to
the lumbosacral fusion group. In addition to fusion surgery,
lumbar vertebra surgery, such as laminectomy, increases
the load on the SIJ and causes degeneratio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leads to a higher risk of SIJ pain
than laminectomy, and the risk of SIJ pain is also higher
in patients with lumbar spinal stenosis than in those with
herniated nucleus pulposus or spondylolisthesis. Other
authors reported that preoperative-to-postoperative changes
in body mass index or pelvic parameters can cause joint
degeneration. The treatments for SIJ pain include medication,
steroid injections, braces, and operative methods, and
combination treatment is recommended.
Conclusions: SIJ is a possible source of persistent or newonset pain with failed surgery syndrome after lumbar fusion.
SIJ pain can result from a variety of causes after lumbar
or lumbosacral fusion, making clinical diagnosis, imaging
studies, and treatment difficult. Therefore, surgeons should

홍창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천장관절은 몸체의 무게를 하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최근 척추의 유합술의 증가와함께 그 중요성이 대두
되었다.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 만성 요통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15-30%는 천장관절의 이상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
추부의 유합술 후 천장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75% 이상의 환자
에서 발견이 된다. 이에 요추부 유합술이 천장 관절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유합 분절등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본론: 요추부 유합술 후 천장 관절의 변화의 원인으로는 인대나
관절낭의 변화, 외적 압박 및 전단력, 관절의 변화, 근육의 변화
등에 의한다고 생각된다. 발생에 관하여는 기구가 삽입된 분절
이 많을수록 발생이 증가되고, 유합에 천골이 포함되었는지와
골 공여부 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유합술을 시행치 않은 것보다 많은 발생율(75 vs. 38.2%)
을 보고하고 있으며, 천장 관절을 포함하는 경우엔 100%에서
퇴행성 변화가 생긴다는 보고도 있다. 유합술뿐만 아니라 후궁
절제술만을 시행한 경우도 천장관절의 부담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후궁 절제술보다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그 빈도
가 높다고 보고 하였으며, 질환별로는 척추관협착증의 유합술
및 여러 분절의 수술적 치료 후 그 발생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른 저자들은 BMI의 차이나 골반 지표의 변화에 의하여
도 발생 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치료는 약물 치료 및 주사 요법,
수술적 치료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치료에 관하여 여러 방법
을 동반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어 진다.
결론: 천장 관절은 요추부 유합술 후 지속적 혹은 새로운 통증을
유발 할 수 있다. 유합술 후 천장관절의 이상은 여러 원인에 의
하여 발생되며, 그 진단 및 영상학적 검사, 치료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술자에게 천장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통증을 술전 혹은
유합술 시행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색인 단어: 천장관절, 요추부 유합술, 요천추 유합술

consider the degeneration and pain of SIJ before and after
lumbar or lumbosacral fusion and follow patients over time.
Keywords: Sacroiliac joint, Lumbar fusion, Lumbosacral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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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75% of patients experiencing SIJ degeneration postlumbosacral fusion
Main Body: The mechanisms of SIJ pain generation include
ligamentous or capsular tension, extraneous compression

요추부 유합술 후 천장관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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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조기회복 프로그램(ERAS)의 소개

Tae-Hwan Kim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김태환

3Spine Center, Department of Orthopedics,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gi-do, Korea

서론: 외과 분야에는 일찍이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효율적으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the field of surgery, the terms

program이라 불리던 프로토콜이 존재해왔다. 조기회복 프로그

“fast-track surgery” and “enhanced recovery program”

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은 이 프로토콜이

have been used to describe ways of managing postoperative
patients effectively. Originally, the concept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was developed from fasttrack surgery and was broadened to encompass a multi-

수술 후 만이 아닌 수술 전후(perioperative)과정으로 확대되고,

disciplinary perioperative approach.
Main Body: The concept of fast-track surgery was embodied
by a Danish surgeon, Henrick Kehlet, who published
an article in 1997 introducing perioperative multimodal
interventions to reduce postoperative pain and stress. The
history of ERAS starts from a symposium in 2001, when
Ken Fearon and Olle Ljungqvist (two co-founders of the
ERAS Society) decided to start a collaborative group on
perioperative care. In 2003, the first ERAS symposium
was held in Stockholm, and its seventh world congress was
recently held in Liverpool in 2019. Since 2012, the ERAS
Society has published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surgery,
and in 2019, guidelines for hip and knee replacement were
published. Guidelines for spine surgery are currently under
development. The core concept of ERAS was precisely
introduced in a review article published by Ljungqvist
et al. in JAMA Surgery. In addition to evidence-based
guidelines, the ERAS team, ERAS implementation (EIP),
and ERAS interactive audit system (EIAS) were introduced
as prerequisite components for ERAS in the article.
Conclusions: Numer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shortterm benefit of the ERAS protocol including a shorter length
of stay, lower complication rates, financial benefits, and even
long-term benefits for survival. Several studies about ERAS
in the field of spine surgery have started to be published,
and their results are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로 도모하기 위한 fast-tract surgery 혹은 enhanced recovery

외과의(surgeon)만이 아닌 수술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을 포
함하는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으로 확대
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론: ERAS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fast track surgery의 개념을
구체화 한 사람은 덴마크의 외과의인 Henrick Kehlet으로 그는
1997년 British Journal of Anesthesia에 발표된 논문에서 수술
후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수술 전후의(perioperative)
다양한 중재방법(multimodal intervention)을 소개하였다. 실제
ERAS의 시작은 영국의 Ken Fearon교수와 스웨덴의 Ljungqvist
교수가 주축이 되어 만든 ERAS study group이 만들어진 2001
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 둘은 ERAS society의 공동 창립자이기
도 하다. 2003년 스웨덴에서의 첫번째 소규모 심포지엄을 연 것
으로 시작,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2019년에는 영국 리버
풀에서 7번째 world congress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과수술 전반에 걸친 조기회복 프로
그램인 ERAS society guideline을 완성하였고, 2019년에 슬관
절 및 고관절 치환술에 대한 guideline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
나, 아직 척추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발중에 있다.
ERAS의 핵심 개념은 2017년 JAMA surgery에 Ljungqvist교
수가 발표한 논문에 잘 소개되어 있다. 논문에서는 ERAS가 실
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 후 가이드라인을 만드
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실현
하기 위한 추가 요소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바로
ERAS를 운영하는 인력(ERAS team), ERAS라는 새로운 시스
템을 실제 임상에 안착시키기 위한 ERAS 실행프로그램 (ERAS
implementation, EIP), ERAS 시스템의 실행을 돕고 그 과정을
감시하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감시도구(ERAS interactive audit
system, EIAS)이다.
결론: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 논문들을 통해 ERAS가 외과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술분야에서 입원기간 및 수술 후 합병증

clinical outcomes of spine surgery.
Keywords: 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Introduction,

의 감소, 재정적 효과와 같은 단기적 이득 뿐 아니라, 장기 사망

History, Component

률의 감소와 같은 장기적 이득도 있음이 발표되고 있다. 척추 수
술 환자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
으며, 향후 척추 수술 환자의 임상 결과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
칠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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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ed independently with decreased pain levels and
reduced opioid consumption (known as the opioid-sparing
effect) after spine surgery.
Conclusions: The goal of preoperative ERAS is to maximize

Preoperative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for the Spine

the physical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patient prior to
surgical intervention, as well as to engage and educate the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reoperative enhanced recovery

척추 수술에서 수술 전 술 후 조기회복

Jung-Hoon Kim

after surgery (ERAS) is defined as including interventions
that occur any time before the day of spinal surgery
(postoperative day 0). They are designed to optimize the
patient’s condition prior to surgery.
Main Body: Preoperative ERAS elements are patient surgical
education, surgical site education, nutrition, physical activity,
diabetes control, smoking cessation, discontinuation of
narcotic/alcohol use, interventions targeting metabolism,
manage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analgesia, and
discharge planning. The most common interventions
are patient education, assessment of patient health and
comorbidities, carbohydrate loading, a modified preoperative
fasting regimen, and preemptive analgesia. Educating the
patient prior to surgery is a common component of the ERAS
preoperative pathway. ERAS patient education for spinal
surgery includes setting realistic goals and expectations for
surgery and recovery, recommending preoperative nutrition
and exercise regimens, and education about the components
of ERAS and pain management. Patients who undergo
elective spine surgery often have other comorbidities,
such as diabetes or cardiovascular disease, especially as
the population of elderly patients desiring spine surgery
continues to increase. Evaluating and addressing patient
comorbidities as part of the preoperative ERAS protocol may
help to optimize patients’ health prior to surgery to reduce the
risk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Traditionally, patients
are instructed to begin fasting the night prior to surgery.
However, this practice both lacks scientific backing and can
exacerbate the surgical stress response and the development

김정훈
본드림병원 정형외과

서론: 수술 전 술후조기회복 요소들은 척추 수술 당일 이전에 환
자들을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최적화 시키도록 시행하는 처
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론: 수술 전 술후조기회복 요소들은 환자교육, 수술부위처치,
영양, 신체 활동력, 당뇨, 흡연, 마약/알코올 중독, 대사증, 수면
무호흡증, 진통제 및 퇴원 계획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흔
히 이루어지는 처치들은 환자교육, 환자의 건강 상태 및 동반질
환에 대한 평가, 탄수화물 부하, 수술 전 금식요법 및 선제 진통
등이 있다. 수술 전 환자 교육은 수술 전 술후조기회복 과정 중
흔하게 시행 되어 지는 요소로써 척추수술 환자에서 술후조기
회복 교육은 실제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수술과 회복의 예상과
수술 전 영양섭취 및 운동 요법, 술후조기회복 요소에 관한 교육
과 통증조절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척추 수술을 필요로 하
는 고령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척추수술을 시행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당뇨 혹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동반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자들에서 수술 전 술후조기회복
지침에 기초하여 환자의 동반질환을 찾아서 평가함으로써 환자
의 상태를 수술 전에 최적화 시켜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술 전날 밤에 환자들에게 금식하도
록 하는데 이러한 처치는 과학적 배경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
술에 대한 긴장을 유발하고 수술 후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게
된다. 몇몇 척추 술후조기회복 지침 안내서에서는 수술 전 2시
간까지 탄수화물 부하를 위한 탄수화물 용액 섭취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마취 시행 전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통증 정도 및
수술 후 마약 투여량의 감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 수술 전 술후조기회복 지침의 목적은 수술적 처치 시행 전

of postsurgical insulin resistance. As such, several spine
ERAS protocols permit consumption of carbohydrate fluid
up to 2 hours prior to surgery for carbohydrate loading. The

상할 수 있는 수술적 결과에 대해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것이라

use of non-opioid analgesics prior to induction has been

색인 단어: 수술 전, 척추 수술, 술후조기회복

에 환자의 신체적 및 기능적 상태를 최적화 시킬 뿐만 아니라 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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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about surgical expectations.
Key words: Preoperative, Spine Surgery, ERA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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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for the Spine
(ERAS): Surgical Strategies for ERAS

에서 ERAS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부분들 중 하나로 수술
적 침습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Yong-Chan Kim, Sung-Min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do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concept of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also known as “fasttrack surgery,” was introduced by Kehlet in 1997. The
implementation of ERAS in the global management of
patients can be subdivided into preoperativ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periods, each of which involves distinct
changes compared to traditional management. Spine surgery
is a traditionally an invasive intervention that requires a long
recovery period. Therefore, we need to continue studying
how to reduce surgical invasiveness as a step toward the
ultimate aims of ERAS in spinal surgery
Main Body:
Thoracic spine
Anterior
Posterior
Thoraco-lumbar junction
Anterior
Posterior
Lumbar spine
Anterior
2. ALIF on L5-S1
Posterior

간을 요구하는 침습적인 술기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척추수술

Conventional technique

ERAS

Open thoracotomy
-

Extrapleural approach
PVCR

Diaphragmatic approach
-

No diaphragmatic approach
PSO or PVCR

1. LLIF on L1-5
One small incision and plane
-

-

본론:
Thoracic spine
Anterior
Posterior
Thoraco-lumbar junction
Anterior
Posterior
Lumbar spine
Anterior
2. ALIF on L5-S1
Posterior

Conventional technique

ERAS

Open thoracotomy
-

Extrapleural approach
PVCR

Diaphragmatic approach
-

No diaphragmatic approach
PSO or PVCR

1. LLIF on L1-5
One small incision and plane
-

-

PVCR,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PSO,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LLIF,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A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결론: 척추수술에서 ERAS를 위한 새로운, 또는 수정된 수술적
전략은 환자-평가 지표들과 기능적 회복의 개선과 함께 수술 후
합병증, 재입원, 재원기간 및 마약성 진통제들의 사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수술 후 조기회복(ERAS), 복잡 척추 질환, 척추수술,
수술적 전략

Postoperative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VCR,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PSO, pedicle subtraction osteotomy; LLIF,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A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Dae-Hyun Park

in spine surgery may provide reductions in complications,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Busan, Korea

Conclusions: New or modified surgical strategies for ERAS

readmissions, length of stay, and opioid use, in combination
with improvements in patient-reported outcomes and
functional recovery.
Keywords: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Complex spinal
disease, Spine surgery, Surgical strategy

척추 수술 후 조기회복을 위한 수술적 전략
김용찬, 김성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Fast-track surgery”로도 알려진 ‘수술 후 조기회복(ERAS)’
이라는 개념은 1997년에 Kehlet에 의해 소개되었다. 환자의
ERAS 총괄적 관리는 수술 전-,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시기로
나누어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은 과거의 방법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척추 수술은 전통적으로, 장시간의 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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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fast-track surgery”

or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protocols have
been developed in many surgical specialties to shorten hospital
length of stay and decrease perioperative morbidity.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 ERAS protocol
regarding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
antithrombotic prophylaxis, antimicrobial agents, pain control,
narcotic use, length of stay, and early mobilization in lumbar
spine surgery. The efficacy of the postoperative ERAS protocol
will also be discussed.
Main Body: For PONV prophylaxis, intravenous dexamethasone
and ondansetron are usually given. For antithrombotic
prophylaxis, compression stockings and low-molecular weight
heparin are used.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several typ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of antimicrobial agents and chlorhexidine procedures have
been documented. To decrease postoperative pain, patientcontrolled anesthesia is started before the patient leaves the
recovery room and a multimodal analgesia regimen (celecoxib,
acetaminophen, gabapentin, or pregabalin) is used. To decrease
the length of hospital stay, early physical therapy and social

acting opioids, but no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pain, shortterm opioid use, and length of stay in 230 patients achieving
1 or 2 level lumbar spine fusion surgery. Wang et al. reported
that ERAS is safe and could help shorten the length of stay in
elderly patients.
Conclusions: Research on ERAS protocols for spine surgery is
still in the nascent stages. Although there are commonalities
among existing postoperative ERAS protocols, there is also
much diversity. Overall, postoperative ERAS protocols seem
to lead to decreased opioid consumption, lower costs, and a
shorter length of stay, without compromising the quality of
patient care.
Keywords: Lumbar spine, Postoperative pain, Postoperative
nausea, Postoperative infection, 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취 또한 중요하다. Smith 등은 1-2 분절 요추 수술을 받은 23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ERAS 프로그램을 통해 술 후 오심
구토를 줄이고 지속 작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줄었으나 술 후
통증 및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은 줄이지 못했다고 하였다.
Wang 등은 ERAS 프로그램은 안전하며 술 후 재원 기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결론: 척추 수술 후 ERAS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은 초기 단계에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매우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술 후 ERAS 프로그램은 마약성 진
통제 사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며 술 후 재원 기간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색인 단어: 요추, 수술 후 통증, 수술 후 오심, 수술 후 감염, 수술
후 회복 프로그램

Debate
Surgery at Only L4-5 in Patients with Severe Spinal
Stenosis at L4-5 and Moderate Spinal Stenosis at L3-4
Jae Hwan Cho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evere spinal stenosis at the

수술 후 ERAS
박대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최근 척추 수술 후 술 후 재원 기간 감소 및 합병증 감소

L4-5 level in combination with moderate stenosis at the L3-4
level is a frequently encountered condition. Controversy
remains regarding how many levels should be operated.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and
potential problems of performing decompressive surgery at

를 목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번 발

only L4-5 in such patients.

표에서는 수술 후 오심 구토 방지, 혈전 형성 방지, 항생제 사용,

Main bod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surgical outcomes of

술 후 통증 관리, 마약성 진통제 사용, 술 후 재원 기간 및 재활

multilevel spinal stenosis were not poor. However, several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술 후 오심 구토 방지를 위해 주로 dexamethasone 정주
나 ondansetron이 주로 사용되고있다. 혈정 생성 방지를 위해
서는 압박 스타킹이나 low-molecular weight heparin 을 사
용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여러가지 종류의 항생제들이 사용
되어 왔으며 chlorhexidine 샤워 등이 이루어진다. 술 후 통
증 관리를 위해서는 patient controlled anesthesia (PCA)가 회
복실에서부터 사용되며 다제 요법으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진
다.(celecoxib, acetaminophen, gabapentin or pregabalin) 술
후 재원 기간 감소를 위해서는 조기 재활 치료 및 작업 치료가

studies revealed comparable or superior clinical outcomes,
including pain visual analogue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and walking ability, in response to limited surgery on
only the severe segment. When the author compared 16 cases
of only L4-5 surgery and 9 cases of combined L4-5 and L3-4
surgery, the clinical outcome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operation time was shorter in the only
L4-5 group.
Conclusions: Decompressive surgery for only the most
severe segment could be sufficient to achieve better clinical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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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involvement are started on postoperative day 1 with
early mobilization. Early commencement of enteral nutrition
is also important. Smith et al. reported slight improvements
in the incidence of PONV and a decrease in the use of long-

시도되며 술 후 1일째부터 조기 보행이 독려된다. 경구 영양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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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s in the short-term period. However, guidelines
on whether better clinical outcomes can be achieved by

occurred at a rate of 8%-100%, whereas symptomatic ASD
occurred at a rate of 5.2%-18.5%. The exact pathophysiology

additional decompression remain inconclusive.
Keywords: Lumbar, Spinal stenosis, Multilevel, Decompression

of ASD has long been debated. There are two popular
hypotheses. One theory is that ASD is the result of
biomechanical changes at the adjacent segments after spinal
fusion. ASD results from excessive mobility above the

L4-5 고도, L3-4 중등도 협착증에 대한 치료: L4-5만 수술
조재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제 4-5요추간 고도, 제 3-4요추간 중등도 협착증은 임상에
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으로, 수술시 수술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매우 이견이 많을 수 있다. 이에 제 4-5요추만 수술
해도 문제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여러 분절의 요추부 협착증시 수술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
지만, 문헌에 의하면 여러 분절의 협착증이 그 정도가 다를 때

fused segment that leads to degeneration and listhesis of the
adjacent segments. The other belief is that ASD represents
a progression of existing degeneration at adjacent segments
that had been previously asymptomatic or otherwise
undiagnosed. This theory posits that the disc degeneration
seen with ASD is simply a natural part of aging and not a
consequence of fusion.
Conclusions: The literature supports both previous degeneration

2년 이내 단기적 임상 증상 호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충분한

and altered biomechanics of the spine as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SD after lumbar fusion.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SD is high in elderly patients
with previous disc and facet joint degeneration at the adjacent
segment. In such high-risk patients, it would be helpful to
extend the level of lumbar fusion to the affected adjacent
segment to prevent ASD.
Keywords: Adjacent segment disease(ASD), Spinal stenosis,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협착증 차이가 났을 때 추가적으로

Disk degeneration, Facet joint degeneration, Lumbar fusion

가장 심한 분절만 수술했을 때, 통증 VAS와 ODI, 보행 능력의
호전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비슷한 상황으로 L4-5만 수술한 16례와 L3-4까지 같이 수
술한 9례를 비교했을 때 임상적 결과는 양군간에 비슷하였지만,
수술 시간은 제 4-5요추만 한 경우가 더 짧았다.
결론: 여러 분절의 요추부 협착증시 가장 심한 부위만 수술해도

수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Lumbar, Spinal stenosis, Multilevel, Decompression

제 3-4요추간 중등도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제 4-5요추
간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
신헌규, 박진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Surgical Treatment for Severe Spinal Stenosis at L4-5
with Moderate Spinal Stenosis at L3-4

서론: 지난 몇 십년 간 척추질환의 치료로 많은 수의 요추부 유
합술을 시행하였다. 유합술의 적응증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퇴행성변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많은 수

Hun Kyu Shin, Jin Hun Park

를 차지하고 있다. 요추부 유합술을 시행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골유합이 잘되는 등 임상 결과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합병증으로 인접분절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ackground and Introduction: Lumbar fusion has increasingly

본론: 영상검사에서 발견되는 인접분절의 퇴행성변화는 그 빈

become a standard treatment modality for numerous spinal
disorders during the past few decades. Degenerative spinal
disorders have been cited as the most common indication

도가 8%-10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증상이 동반된 인접분

for spinal fusion. Although lumbar spinal fusion has yielded
good clinical results in terms of decreasing pain with high
union rates, it has also been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알려진 하나의 가설로는 유합술을 시행함으로 인해 인접분절의

incidence of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Main Body: Many studies found that radiographic ASD

한 부하가 가해지게 되고, 이로 인한 퇴행성변화가 더 빨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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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질환의 빈도는 5.2%-1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분절질
환의 병태생리학적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널리
생체역학적인 변화가 생김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 있다. 요추
부 유합술을 시행하게 되면 인접분절에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
되게 된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인접분절이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행 중이었던 상태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면서

Conclusions: The decision of whether to perform surgery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인접분

for lumbar disk herniation is dynamic and not simple. The

절질환이 유합술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importance of repeated and meticulous history-taking and
neurologic examinations before we rush to perform surgery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prognosis of foot drop is
dependent on its etiology. The absence of previous radicular

고 보는 것이다.
결론: 여러 문헌을 통해서 퇴행성 변화의 진행과 요추부 유합술
후에 발생하는 생체역학적 변화가 인접분절질환을 유발시킨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접분절에 추간판 퇴행 및 후관

해당부위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수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Drop, Conservative Treatment.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색인 단어: 인접분절질환,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퇴행, 후관절
퇴행, 요추부 유합술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으로 기인한 간과된 족하수의
치료: 보존적 치료의 관점에서
김영배
중앙보훈 병원 정형외과학교실

Debate on Neglected Weakness of the Ankle or Big
Toe Dorsiflexion due to Herniated Nucleus Pulposus
or Spinal Stenosis: We Do Not Have to Operate Upon
Detection
Young Bae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Veterans Healthcare Medical Center,
Seoul, Korea

서론: 하지의 근력 감소와 마비 등의 진행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
증이나 협착증에서 수술적 치료의 중요한 적응증이다. 그러나
이 경우 통증이 동반되지 않거나 소실된 상태에서 단독 증상으
로서 나타나는 족하수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는 잘 알려지지 않
았다. 이에 문헌 고찰과 함께 치료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 족하수는 여러 가지 원인의 신경 근육 장애로 인하여 발생
한다. 이는 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신경근병과 동반된는 경우 외
에도, 다양한 상부 운동 신경원 질환들과 말초 신경, 근 질환 등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indications for lumbar

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통증이

discectomy include altered bladder and bowel function and
progressive neurological deficits such as motor weakness
or sensory deficits in the lower extremities. However, the
treatment method for foot drop, which appears as a single
symptom without pain, is not well known. The authors
examined the literature and how to treat the disorder.
Main Body: Most of the time, foot drop is the result of one

동반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질환을 요추부의 병변에 국한하여

행하는 것은 자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

of several neuromuscular disorders; the cause of neurologic

인 득실을 고려해야 한다.

impairment can be in upper or lower motor neurons. In the
absence of pain, if the patient’s disease is limited to lumbar
lesions, a misdiagnosis of the underlying disease is likely
to happen. Performing surgical treatment for timely pain
disappearance may eliminate the opportunity for spontaneous

결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위

recovery, so one should be sure to check whether
neurological symptoms progress, and to consider the longterm gains and losses of surgical treatment, keeping in mind
the burden on the patient and the potential for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surgical treatment of the lumbar spine.

접근한다면, 기저 질환에 대하여 계류 진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기적으로 통증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
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이다. 요추부의 수술적 치료에 따르는 환자의 부담
과 합병증의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서 수술적 치료의 장기적

해서는, 세심한 병력 청취와 이학적 검사 및 과학적 근거를 통하
여 확실한 진단을 시행하고, 질병의 자연 경과를 이해한 후 시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하지 통증이 소실되고, 배변 장애 등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족하수의 경우에는 회복을 기대하
고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선택
일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족하수, 보존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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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접분절 질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추부 유합술을

pain and a lack of urinary symptoms may point toward the
possibility spontaneous recovery, and conservative treatment
would be recommended for such cases.
Keywords: Lumbar, Nucleus Pulposus, Spinal Stenosis, Food

절 퇴행의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고령인 환자에서는 인접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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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urgery Needed in Patients with Delayed Diagnosis
of a Motor Deficit of the Lower Extremity in
Degenerative Lumbar Disease?

퇴행성 요추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진단이 지연된 환자
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

Seong-Jun Ahn, Chang-Hun Kwack, Su-In Roh,
Jin-Gyu Jeong, Hyung-Nam Shim

부산성모병원 정형외과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san St. Mary’s Hospital, Busan, Korea

안성준, 곽창훈, 노수인, 정진규,심형남

서론: 퇴행성 요추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시간이 상당히 지
연되어 진단된 경우 수술적 치료가 유용한가에 대하여는 논란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이 있다. 이에 수술하는 것이 환자에게 과연 장점이 있는지 문헌

the effectiveness of spinal decompression surgery if lower

고찰과 함께 알아보고 토론해보고자 한다.

extremity weakness is diagnosed with a delay.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benefits of immediate decompression surgery
despite a delayed diagnosis,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ly
published papers, will be of interest for any spine surgeon.
Main Body: The prognostic factors after decompression

본론: 퇴행성 요추질환으로 인한 하지마비 환자에서의 수술적

surgery for lower extremity paralysis from lumbar
degeneration include the patient’s age, degree of weakness,
timing of surgery, original pathologic condition, and his/her
ability to recover. A general consensus agrees on a favorable
prognosis for patients with milder weakness and earlier
timing of surgery, but controversy remains. Irreversible
cellular changes initiate immediately after a neural injury,
and demyelination is completed after 12 days. Thus, early
decompression surgery within 12 days of diagnosis is
advisable; however, some authors have reported advantages
of late but active surgery due to possible neural regeneration
after 12 days and even complete recovery in 5 months if the
neural axon remains intact. Many reports have suggested
that any case with severe weakness requires early surgery
due to the less favorable recovery potential, and even more
reports have shown correlations between delayed surgery
after diagnosis and worse recovery. However, the decision to
perform surgery despite a delayed diagnosis may have some
validity, since significant recovery from over 3 months of
weakness has been reported previously.
Conclusions: Many reports have reported worse outcomes
in cases with more severe weakness and delayed timing
of surgery. However, cases of significant motor recovery
after surgery delayed for over 3 months can also be found.
A prompt decision to perform decompression surgery for
patients with a delayed diagnosis of motor weakness may be
beneficial despite its risk for poor outcomes.
Keywords: Degenerative lumbar disease, Herniated disc,
Stenosis, Motor weakness, Timing of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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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예후는 연령, 마비의 근력정도, 수술시기, 마비의 원인질
환,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술시기가 빠
를수록, 마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예후는 좋은 것으로 되
어있지만 일부 논란이 있다. . 신경압박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는
손상직후부터 신경의 비가역적 변화가 시작되고 12일경 탈수
초화가 완료된다. 따라서 12일 안에 조기수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할 수 있지만 신경축색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12일 이후 신경
재생이 진행되어 약 5개월 후면 원상으로 복구된다는 조직학적
연구도 있어 지연된 마비환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 술전 마비의 정도가 심할수록 마비의 회복
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많아 술전 근력약화가 심할수록 조기수
술이 필요하며 수술이 지연된 경우 마비의 회복은 불량한 경우
가 많다는 보고는 많이 있다. 하지만 마비 후 3개월 이상 지연된
수술에도 마비가 의미있게 회복된 경우도 보고된 바가 많이 있
어 지연된 수술적 치료가 환자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
정 할 수는 없다.
결론: 마비가 심할수록, 수술시기가 늦을수록 수술결과가 불량
하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하지만 수술이 3개월이상 지연된 경
우라도 의미있는 마비의 회복은 어렵지 않게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연성 마비의 경우 수술 예후가 불량할 수 있지만 적
극적인 수술에 임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색인 단어: 퇴행성 요추질환, 하지마비, 수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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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Inchon Branch of the
Korean Spine Scoiety Session
Surgical Complications of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Jae Jun Ya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Conclusions: The surgical treatment of cervical OPLL might

be difficult due to its higher complication rate compared
to other major cervical diseases. Therefore, a better
understanding of potential complications according to the
surgical approach and the radiological findings that predict
the complications is essential for making decisions on
surgical plans.
Keywords: Cervical spine,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Dural ossification, cComplication,
CSF leakage

Background and Introduction: Knowledge of complications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cervical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will be helpful when
counseling patients, ensuring good surgical outcomes, and

depending on the year when studies were published), which
may reflect the unique pathology and difficulty of surgical
treatment of cervical OPLL. Therefore, complications still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factor when deciding upon
the surgical plan. Preoperative evaluation for potential dural
ossification may help to prevent durotomy and CSF leakage
during anterior decompression. Dural ossification may be
carefully anticipated and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surgical decision-making in cases of OPLL with the doublelayer sign, a high occupying ratio, further longitudinal
extension, the continuous or mixed type, and a thick or wide
mass.

양재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적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에 대한 이해는 대상 환자들과의 상담과정과 수술적 치료법의
선택, 좋은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수
술 방법을 계획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 후 합병증은 발생율 21.8%
로 중요 경추 질환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 5-19% 보다 상대적
으로 높고, 뇌척수액 누출(5.1%), 제 5경추 신경근 마비(4.2%),
그외 신경 손상(4.1%), 축성 통증(3.5%), 이식물 합병증(3.5%),
쉰목소리 및 연하곤란(0.8%), 혈종(0.5%) 등이 보고되고 있다.
수술법에 따른 비교에서는 전방 접근법의 경우 24.3%, 후방 접
근법의 경우 25.4%의 발생률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뇌척수
액 누출, 이식물 합병증, 쉰목소리 및 연하 곤란은 전방 접근법
에서 더 흔하였으며, 제 5경추 신경근 마비와 축성 통증의 경우
후방 접근법에서 더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율은 수술 후 회복율, 경
과관찰 기간, 환자 나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 보고 시기
와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로부
터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의 독특한 병리적 특성과 지속적인 수
술적 치료의 어려움, 수술적 치료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증
발생이 여전히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전방 수술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인 경막 파열 및 뇌척수액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전 경막 골화(dural ossification)나 경
막 결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double-layer sign, 높은 occupying ratio, 종축으로 길게 연
장되어 다수의 척추체에 발생한 경우, continuous 또는 mixed
type, 전후로 두껍거나 좌우 폭이 넓은 경우에 경막 골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 계획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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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surgical strategies.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iew the surgical complications of cervical OPLL.
Main body: The incidence of surgical complications of
cervical OPLL was 21.8%, somewhat higher than the
incidence of other principal cervical diseases. The major
complications included cerebrospinal fluid (CSF) leakage
(5.1%), C5 palsy (4.2%), other neurologic deficit (4.1%),
axial pain (3.5%), implant complications (3.5%), hoarseness
or dysphagia (0.8%), and hematoma (0.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lication rate between
the posterior approach (25.4%) and the anterior approach
(24.3%). CSF leakage, implant complications, hoarseness,
and dysphagia occurred more frequently during anterior
procedures. However, C5 palsy and axial pain occurred more
frequently in posterior cases. The surgical complication
rate of cervical OPLL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recovery rate, follow-up duration, or patients’ age. The
incidence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over time (i.e.,

후종인대 골화증의 수술 후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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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다른 주요 경추 질환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높으며 이로 인해 수술적 치
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접근법에 따른 합병증
과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소견에 대한 이해가 수술적
치료를 계획함에 있어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색인 단어: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경막 골화, 합병증, 뇌척수액
누출

yellow ligament.
Conclusions: Each surgical procedure has its own set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no one procedure is
clearly favorable in all circumstances. It is better to choose
the optimal surgical method depending on the symptoms
and overall situation of the patient. The surgical procedure
chosen must be tailored to the patient’s specific pattern of
stenosis, comorbidities, and symptoms.
Keywords: Cervical spine,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Surgical strategy

Thoracic OYL
Sung Kyun Oh
Wonkwang University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수술법
박문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경추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in the cervical spine)은 약 70%의 환자에서는 증상

Surgical Strategy for Cervical OPLL

이 없어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하나, 약 40%
의 환자에서 진행(progression)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므로 수

Moon Soo Park

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된다. 증상은 다양하여 신경근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Sacred Heart
Hospital, Gyeonggi-do, Korea

증(radiculopathy), 척수증(myelopathy)이 단독으로 발생하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is typically progressive in 40%
of patients and is thus considered a surgical disorder, even
though 70% of patients have no symptoms. Cervical OPLL
has the symptom spectrum of radiculopathy, myelopathy, and
combined radiculopathy and myelopathy. Surgical management
was shown to improve symptoms in a recent prospective
series of patients with OPLL. The purpose of the current
presentation is to elucidate the surgical strategy for cervical
OPLL.
Main Body: Considerable debate exists regarding the
optimal surgical approach. There are several options,
including anterior decompression and fusion, laminectomy,
laminectomy and fusion, laminoplasty, vertebral body sliding
osteotomy, and combined surgery. Considerations that may
favor one approach versus another include the number of
involved segments, the degree of stenosis (K-line), the
location of the involved segments (upper cervical spine),
sagittal imbalance, spondylolisthesis, and instability, as
well as the comorbidities of ankylosing spondylitis,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and ossification of the

S208

www.krspine.org

거나, 또는 신경근증과 척수증(combined radiculopathy and
myelopathy)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문헌 보고에서 수술
적 치료 후 환자의 증상이나, 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되고 있
다. 본 발표는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하
여 기존의 분헌 보고를 정리하여 보고하면서 본 저자의 증례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본론: 최선의 수술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다양한 수
술 방법이 있다. 흔하게 사용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경추 추
체 절제술 및 골유합술(cervical corpectomy and fusion), 추
궁판 절제술(laminectomy only), 추궁판 절제술 및 골유합
술(laminectomy and fusion), 추궁판 성형술(laminoplasty),
vertebral body sliding osteotomy, combined surgeries 등
이 있다. 수술 시 고려사항으로 협착 분절의 수(the number of
involved segments), 협착 분절의 정도(degree of stenosis,
K-line), 협착 분절의 위치(location of involved segments, 특
히 상부 경추),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 척추전위
증(spondylolisthesis), 불안정성(instability), 동반 병변(강직
성 척추염(ankylosing spondylitis), 범발성 특발성 골격 과골
증(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황색인대골화
(ossification of yellow ligament)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 각각의 수술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며 모든 환자에서 동일
하게 최선인 단 하나의 수술방법은 없다. 환자 개개인의 협착의
형태, 동반 병변, 임상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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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최대한의 회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한다. (1) 전방 경유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2) 전

색인 단어: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법

방 경유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및 추체제거술의 케이스를 통
해 수술 전 영상의학적으로 경막 파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경막 파열이 일어났을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소개한다.

How to Prevent and Manage Dural Tears During
Anterior Cervical Surgery

결론: 경막의 파열이나 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
혀둔다면, 좀더 유연하게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 단어: 전 경막 파열, 저방 경막 결손, 수술 중 처리

Jin S. Yeom, Jiwon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 dural tear may occur at any

전방 경막 파열/결손의 수술 중 처리
염진섭, 박지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전방 경유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이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 눌린 척수와 신경근을 감
압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 경추 수술 중에 발생하는 경막의 파
열은 병가지상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전방 경추
수술에서 경막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및 경막파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본론: 후방 경막파열의 처치에 대해서는 전일에 별도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전방 경막 파열 만을 다루고

Plenary Symposium II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natomy,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Jae Jun Ya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Goyang,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aid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compared with lower lumbar disc herniation.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review the anatom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from lower lumbar disc herniation in terms of
diagnosis and surgical treatment.
Main body: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s rare, with an
incidence of 1%-11%, partly due to the non-standardized
definition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s L1-L2-L3 or
L1-L2-L3-L4. The surgical anatomy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demonstrates narrower widths with larger heights
of the interlaminar windows, a higher location of the disc
from the interlaminar window, smaller upper interlaminar
window angles, and a smaller interpedicular distance. These
anatomical features may make discectomy difficult due to a
narrow working space and the necessity for particular caution
to prevent iatrogenic instability due to low-lying narrow
laminae. In addition, the proximity of the conus medullaris of
the upper lumbar disc makes discectomy even more difficult
and riskier. Uniqu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nclude the older age of patients and the
higher likelihood of autonomic dysfunction, previous lum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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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uring anterior cervical surgery (ACS). Even though
ACS, including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or anterior cervical corpectomy and fusion (ACCF),
is highly successful,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dural tears during ACS. An appropriate preoperative imaging
evaluation, as well as suitable intraoperative strategies, must
be utilized to avoid dural tears during ACS.
Main Body: Management of only anterior dural tears/
defects will be addressed during this symposium since the
management of posterior dural tears/defects was discussed on
the previous day. We present two cases of dural tear during
ACS—(1) during ACDF and (2) during ACCF with resection
of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and
discuss how to detect and manage a dural tear during ACS
when it does arise.
Conclusions: Surgeons can choose among various surgical
methods to freely manage anterior dural tears/defects.
Keywords: Anterior dural tear, Anterior dural defect, Intraoperat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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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and trauma history. Although the typical clinical
presentation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s anterior

성은 좁은 수술 공간을 초래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어렵게 하고,

thigh pain or groin pain, most patients have ill-defined
polyradiculopathies that cannot be clearly categorized into
typical muscle group weakness and dermatomal sensory
deficits, as seen with lower lumbar disc herniation. These

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상위 요추 추

clinical features may be explained by the hypothesis that disc
herniation at higher levels involves the contact of multiple
roots in a narrower canal. The surgical outcomes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re worse than those of L4-5 or L5S1 disc herniation. Furthermore, the surgical outcomes of
L1-2 or L2-3 disc herniation are worse than those of L3-4
disc herniation, whereas the surgical outcomes of L3-4
disc herniation are closer to those of L4-5 or L5-S1 disc
herniation.
Conclusions: The unique anatom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may cause
delayed diagnosis, difficulty in surgical treatment, and poor
surgical outcomes. Therefor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s essential for
proper diagnosis and surgical management.
Keywords: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natomy,
Clinical

하방까지 길게 위치하는 후궁판으로 인해 수술 중 의인성 불안
간판은 척수원추와 가까이 위치하므로 추간판 절제술이 더 어
렵고 위험할 수 있다.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독특한 임상적
특징으로 환자 나이가 더 많고, 자율신경계 이상 발생, 이전의
요추 수술력, 외상력의 빈도가 더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퇴
부 전방과 서혜부의 통증이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전형적
인 임상양상이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하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에서 보이는 신경근에 따른 전형적인 근육군의 약화, 피부분절
의 감각저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다수의 신경근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상위 분절에
서의 추간판 탈출증이 좁은 척추관에서 여러 개의 신경근을 압
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
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는 요추 4-5번 또는 요추 5-천추 1번 추간
판 탈출증의 경우 보다 불량하다. 요추1-2번 또는 요추 2-3번 추
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는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보다 불량하며,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
결과는 요추 4-5번 또는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
우와 유사하다.
결론: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독특한 해부학적, 임상적 특성
은 진단의 지연, 수술적 치료의 어려움,불량한 수술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특성에 대한 이
해가 적절한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해부학적, 임상적 특성 및 위험
인자

색인 단어: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해부학, 임상

양재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상위 요추 추간판 탈줄증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상위
요추 추간판 탈줄증의 진단과 치료는 하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 경우 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 진
단과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하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구분되
는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해부학적, 임상적 특징을 살펴 보
고자 한다.
본론: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드물고 1-11%의 다양한 발병
율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상위” 요추 추가판 탈
출증의 표준화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요추1-2-3번 또
는 요추1-2-3-4번으로 혼용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위
요추와 비교되는 상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해부학적 특성으
로 폭이 더 좁고 상하고 더 긴 후궁간 window, 후궁간 window
에서 더 상방에 위치하는 추간판, 더 작은 상위 후궁간 window
각도, 더 작은 척추경간 간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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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Treat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Jae Chul Lee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s

usually defined as occurring at L1–2, L2–3, and L3–4. The
upper lumbar area is characterized by an anatomically narrow
spinal canal and dense rootlets, unlike the lower lumbar
area. In addition, the lamina and the isthmus of the upper
lumbar area are narrower than those in the lower lumbar
area. Therefore, surgery for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s
technically demanding and has a higher risk of complications
than surgery for lower lumbar lesions.
Main Body: Conservative treatment of upper lumbar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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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niation is satisfactory in majority of the patients and
should be tried at first. The indications of surgery are
neurological symptoms and deficits, intractable symptoms,
and failure of conservative treatment. Conventional open
discectomy or microdiscectomy of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may pose a greater risk of iatrogenic isthmic
fracture, facet joint injury, and neurological damage,
including cauda equina injury, than procedures for a lower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HIVD) due to the
narrow and small spinal canal and lamina, as well as dense
cauda equina rootlets. However, standard microdiscectomy
is still a safe and effective gold standard technique for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Recently, full endoscopic

화 또는 골화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에서 유용하고, 분절 불안
정성과 추간공 협착, 오래된 요통이 추간판과 종판과 함께 있는
경우에 적응증이 되며, 광범위한 추궁판 절제술가 필요하여 수
술 후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결론: 상부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시에는 환자의 임상적 특
성과 영상학적 소견을 파악하여 각각의 경우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색인 단어: 상부 요추 추간판탈출증,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Surgical Tips for Reducing Critical Complications:
Revisiting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Yong-Chan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tiy Hospital at
Gando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ue to the unique anatomy and

location of the upper lumbar spine (T12-L1, L1-L2, and L2L3), the mechanisms of critical complications following
surgical treatment for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that occur at lower levels of the lumbar
spine. Therefore, we should investigate surgical strategies to
reduce those complications.
Main Body:
Critical complications

Surgical strategies

Incomplete neurologic deficit Delicate discectomy or fusion

상부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어떻게 치료하나?

Regional malalignment
↓

이재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상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 제 1-2, 2-3, 3-4요추간의 탈출

Sustained micromotion in the Discectomy with interbody
interbody
fusion
↓

을 지칭하며 이 부위는 하부 요추에 비하여 좁은 척추관과 밀집
되어 있는 신경근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추궁판
과 협부가 하부 요추와 비교하여 좁아서, 수술이 기술적으로 난
이도가 높으며 합병증의 발생율이 높다고 보고되어 왔다.
본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환자에서 수
술적 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수술은 적응증은
신경증상과 징후,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 보존적 치료의 실패

Nonunion in the interbody

Tips for complete interbody
fusion
↓

Global imbalance due to
Discectomy withanterior
thoracolumbar malalignment reconstruction

이다. 전통적인 관혈적 추간판절제술이나 현미경적 추간판절제
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효과적이지만 하부 요추 추간판절제술과

Conclusions: In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favorable

비교하여 의인성 협부 골절, 후관절 손상, 마미총 등의 신경 손

surgical outcomes without complications can be expected
by performing delicate discectomy with skilled techniques

상 위험이 더 높다. 최근에는 내시경적 경추간공 추간판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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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aminal discectomy has emerged as a minimally
invas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open surgery for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including cases of upward migration.
Fusion is indicated in calcified or ossified discs, centrally
located disc herniation, upper lumbar HIVD combined with
segmental instability or foraminal stenosis, and long-lasting
back pain with significant disc and endplate degeneration.
Fusion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whenever extensive
laminectomy is needed and iatrogenic instability is expected.
Conclusions: The choice of treatment should be individualized
based on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imaging findings of
patients with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Keywords: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이 유용한 최소침습 수술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합술은 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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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adequate selection of surgical strategies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each herniated disc, including
its consistency, direction, and distribution, as well as
segmental and thoracolumbar alignment.
Keywords: Upper lumbar spine, Complication, Surgical
treatment, Surgical strategy

주요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한 수술적 전략: Revisiting
Unusual Upper Lumbar Disc Herniation
김용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상위 요추부(T12-L1, L1-L2, and L2-3)의 고유한 해부학적
구조와 위치 때문에, 상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나타나는 주요 합병증의 양상은 하위 요추부에서 발생
하는 것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주요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한 수술적 전략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본론:
Critical complications

Surgical strategies

Incomplete neurologic deficit Delicate discectomy or fusion
Regional malalignment
↓
Sustained micromotion in the Discectomy with interbody
interbody

fusion
↓

Nonunion in the interbody

Tips for complete interbody
fusion
↓

Global imbalance due to

Discectomy with anterior

thoracolumbar malalignment reconstruction
결론: 상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숙련된 기술을 이용한
섬세한 추간판 제거술, 추간판의 유형(점성, 탈출 방향, 및 분포)
및 분절 정렬과 흉요추부 정렬을 고려한 수술적 전략의 적절한
선택으로 합병증이 없는 좋은 수술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색인 단어: 상위 요추부, 합병증, 수술적 치료, 수술적 전략

Plenary Symposium III
Uncontrolled Cerebrospinal Fluid Leakage
Kwang-Sup Song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ebrospinal fluid (CSF)

leakage is a frequent complication of spinal surgery, with
a reported incidence ranging from 1% to 17%. It can cause
many sequelae, but the management of subsequent CSF
leakage remains controversial.
Main body: All treatment strategies for CSF leakage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1) Stopping CSF leakage by direct suture or augmented
closure with dural substitute material
2) Slowing CSF leakage by reducing the subarachnoid fluid
pressure and/or increasing the epidural space pressure
1. Direct suture or augmented closure

Many surgeons prefer direct suture with adjuvant dural
closure materials such as fibrin glue, polyethylene glycol
hydrogel, or polyglycolic acid sheets. Augmented closure
by means of fat, muscle tissue, or a fascial graft is indicated
when the dural defect is too large to be directly repaired.
2. CSF pressur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fluid flow mechanics
The flow of CSF in the subarachnoid space is based on the
difference in CSF pressure between two communicating
points. Therefore, CSF leakage can be slowed by reducing
the subarachnoid fluid pressure and increasing the epidural
space pressure.
3. Reducing the subarachnoid fluid pressure

The methods of reducing the subarachnoid fluid pressure
include inhibiting the formation of CSF, adjusting the
patient’s position, and CSF shunting by a subarachnoid
catheter. I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acetazolamide was
administrated in the first 48 hours. After treatment, the CSF
leakage stopped in all 28 patients. Diversion of CSF with
a closed subarachnoid catheter has been widely used for
treatment of cases with an unrecognized site of the fistula.
Increasing the height of the dural tear site could decrease the
subarachnoid pressure and further reduce the extent of CSF
leakage.
4. Increasing the epidural fluid pressure

A tight fascial closure can increase the epidural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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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slow CSF flow, and facilitate the adherence of dural
flaps. In the meantime, a subfascial drain and discharging
excessive CSF will eliminate the dead space. An epidural
blood patch can not only seal the CSF leakage, but can also
increase the epidural fluid pressure to reverse the CSF blood
gradient along the entire spinal cord.

3. 지주막하 유체 압력 감소

지주막하 유체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뇌척수액 형성 억
제, 환자의 자세 조정, 지주막하 카테터에 의한 뇌척수액 배액이
있다. 수술 후 첫 48시간에 아세타졸아미드가 투여된 무작위 임
상 시험에서 치료 후 28명의 환자 모두에서 뇌척수액 누출이 멈
추었다. 뇌척수액 누출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술

5. Other treatment methods

후 누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치료로 지주

Because elevated abdominal pressure can aggravate CSF
leakage, bed rest is recommended to prevent this problem,
and analgesics and stool softeners are sometimes used.
Conclusions: The ideal management for CSF leakage

막하 카테터를 이용한 뇌척수액의 배액이 사용된다. 경막 손상

following spine surgery remains controversial and there are
currently no treatment algorithms. The most important aspect

단단한 근막 폐쇄는 경막 외 압력을 증가시키고, 뇌척수액 흐름

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
4. 경막 외 압력 증가

을 지연시키고, 경막이 부착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 동안 근
막 아래 배액 및 누적된 뇌척수액의 배출은 사강을 제거한다. 경
막 외 혈액 패치는 뇌척수액 누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막 외 유체 압력을 증가시켜 전체 척수를 따라 뇌척수액의 혈
액 경사도를 반전시킨다.
5. 기타 치료 방법

조절되지 않는 뇌척수액 누출

상승된 복압은 뇌척수액 누출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상 안정을 권장하며 때때로 진통제와 대변 연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서론: 뇌척수액 누출은 척추 수술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합병증
으로 그 발생률은 1-17%로 보고된다. 이는 환자에게 다양한 후
유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표준 치료는 논
란이 있다.

화제를 사용한다.
결론: 척추 수술 후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이상적인 관리는 여전
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치료 알고리즘이 없다. 뇌척수액
누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수술 전 위험 인자 평가 및 수
술 중 세심한 조작을 포함한 예방이다.
색인 단어: 척추, 뇌척수액, 누출, 치료

본론: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모든 치료 전략은 두 그룹으로 분류
된다.
1) 직접 봉합 또는 경막 대체 물질로 증대 봉합하여 뇌척수액 누
출 방지
2) 지주막하액의 압력을 낮추거나 경막 외 공간 압력을 높여 뇌
척수액 누출을 지연
1. 직접 봉합 또는 증대 봉합

많은 외과의들은 피브린 글루,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하이
드로 겔, 폴리 글리콜 산(PGA) 시트와 같은 보조 경막 봉합 재
료를 함께 사용하는 직접 봉합을 선호한다. 지방, 근육 조직 또
는 근막 이식편을 통한 증대 봉합은 경막 결손이 너무 커서 직접
복구할 수 없을 때 활용된다.
2. 유체 흐름 역학에 따른 뇌척수액 압력 조정

지주막하 공간에서 뇌척수액의 흐름은 두 지점 사이의 뇌척수
액 압력 차이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뇌척수액 누출은 지주막
하 유체 압력을 감소시키고 경막 외 공간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Postoperative Neurologic Deficit
Jae Hwan Cho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ostoperative neurologic deficit

is a complication following spinal surgery, and its diagnosis
and appropriate clinical management are important. In this
presentation, we discuss clinical evidence for managing
abnormal findings on intraoperative cord monitoring and
postoperative neurologic deficit.
Main Body: If motor evoked potentials decrease during

surgery for a spinal deformity, then the procedure should be
stopped and the correction should be released. In addition,
we should check whether the arterial blood pressure is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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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reating CSF leakage is prevention, including preoperative
risk factor evaluation, and meticulous intraoperative
manipulation.
Keywords: Spine, Cerebrospinal fluid, Leakage, Treatment

부위의 높이를 높이면 지주막하 압력을 감소되고 뇌척수액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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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and the wake-up test could sometimes be helpful. If it
is suspected that cord injury has already happened, blood
pressure control is mandatory, and a steroid could be used
(although this is controversial). Additional procedures such
as screw insertion or deformity correction should be delayed
until the neurologic deficit recovers. The author experienced
17 cases (1.3%) of postoperative root palsy. Among them,
seven cases (41.2%) had a definite etiology. Eight cases
recovered completely, two cases recovered incompletely, and
remaining seven cases showed no improvement. The author

우 1.3%(17예)에서 왔으며, 그 중 원인이 명확한 경우가 41.2%
(7/17)이었다. 17예 중, 8예는 회복되었고, 2예는 일부 회복되
었으며, 7예는 회복이 되지 않았다. 술 후 혈종은 필자의 경우
0.7% (9예)에서 경험하였는데, 증상 발현시기는 대략 1.38일이
었고, 증상은 통증이 4예, 운동 신경 마비 증상이 3예, 감각 저하
가 2예였다. 혈종 제거 수술후 통증은 회복되지만, 감각 저하는
지속 경향이 있으며, 운동 신경도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결론: 경흉추 수술 시 신경 감시에 이상이 있을 때 이를 해석하
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미 척수 손상이 예견

experienced nine cases (0.7%) of postoperative hematoma.
The mean onset time was 1.38 days. The main symptoms
were pain (four cases), motor deficit (three cases), and

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상을 막고 신

sensory deficit (two cases). Although pain is usually relieved
following hematoma evacuation, cau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sensory deficit is likely to be persistent and the
recovery of motor power is usually incomplete.
Conclusions: Appropriate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are mandatory when intraoperative cord monitoring shows
abnormal findings during cervicothoracic surgery. In
addition, proper management is critical to avoid further
neural damage and to induce recovery if cord injury is
thought to have occurred. Postoperative root palsy usually
occurs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and its etiology
is uncertain in many cases. Postoperative hematoma usually
occurs within 3 days postoperatively.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early hematoma evacuation if it is suspected.
Keywords: Neurologic deficit, Cord monitoring, Wake up test;
root palsy, Hematoma

다. 술 후 혈종은 대부분 3일 이내 발생하며, 증상 의심시 조기

술 후 신경 마비
조재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경 회복을 유도하는데 중요하다. 수술 후 신경근 마비는 많은 경
우 수술직후 발생하며, 생각보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
에 수술적 치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색인 단어: 신경학적 결손, 척수 감시, 각성검사, 신경근 마비,
혈종

Postoperative Delirium in Elderly Patients
Woo-Kie Min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s and Introduction: The mechanisms and risk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delirium in elderly people are not sufficiently understood,
although postoperative delirium is associated with longer
hospital stays, higher costs, an elevated risk of delayed
complications, long-term care dependency, and cognitive
dysfunction.
Main Body: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delirium after
spine surgery in elderly patients ranges from 12.5% to 24.3%,

서론: 술 후 신경 마비는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원
인 진단 및 적절한 임상적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수 감시
를 위한 수술적 신경 모니터링 이상과 술후 발견된 신경 마비 관
련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수술 중 척수 감시시 MEP 감소될 경우 변형 교정 중이라
면 이를 멈추고 교정을 풀어야 하며, 동맥압이 낮지 않은지 확인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ke up test를 보조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미 cord injury 가능성이 높다면 혈압이 낮지 않
게 하고, steroid를 써 볼 수 있으며, 교정 등의 작업은 신경 회
복 이후로 할 것을 고려해 본다. 술후 신경근 마비는 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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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 is the most common surgical complication of elderly
patients. The most common preoperative risk factors include
advanced age, male sex, baseline cognitive dysfunction,
preoperative memory complaints, dementia, anxiety,
depression, peripheral vascular disease, prior stroke/transient
ischemic attacks, diabetes mellitus, hypertension, atrial
fibrillation, alcohol abuse, and smoking. Postoperative factors
include low hemoglobin, hypoxemia, prolonged intubation,
pain, hypoalbuminemia, liver failure, and renal failure. Its
exact pathophysiology has not been fully defined. It has be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hypothesized that imbalances in cortical neurotransmitters
or inflammatory cytokine pathway mechanisms contribute
to delirium.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delirium is
associated with longer hospital stays, increased medical
complications, and poorer short-term functional outcomes.
Patients who develop postoperative delirium are also at an
increased risk for cognitive decline beyond the acute phase.
Following acute care, postoperative delirium is associated
with the need for a higher level of care, and therefore
additional costs.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delirium

은 추가적 의료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수술 후 섬망 관리는
예방 및 조기 인식에 중점을 둔다.
결론: 고령환자의 수술후 섬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
은 적절한 수분 공급, 최적의 통증 조절, 기저 고혈압, 당뇨병 조
절, 다 약제 감소, 조기 물리 치료 및 섬망 증상의 조기 인식이며
이에 초점을 맞춘 다학제적 접근법이 중요하다.
색인 단어: 술후 섬망, 척추수술, 고령

Management of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ssive Bleeding and Transfusion

early recognition.
Conclusion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involve

Dong-Gune Chang1, Hong Jin Kim1, Jae Hyuk Yang2,
Seung Woo Suh2

a multidisciplinary team focused on adequate hydration,
optimal pain control, underlyi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control, reduction in polypharmacy, aggressive
physiotherapy, and early recognition of delirium symptoms.
Keywords: Postoperative delirium, Spine surgery, Elderly

1

고령환자의 수술 후 섬망
민우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고령환자의 수술 후 섬망의 발생기전과 위험 요소에 대해
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장기 입원,
높은 비용, 합병증, 지연 위험, 장기 치료 의존성 및 인지 기능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고령
환자의 술후 섬망의 원인과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노인 환자에서 척추수술 후 섬망의 발생률은 12.5%에서
24.3% 사이이며 노인 환자에서 가장 흔한 수술 합병증으로 알
려져 있다. 가장 흔한 수술 전 위험 요소에는 고령, 남성, 기저
인지기능 장애, 수술 전 기억 장애, 치매, 불안, 우울증, 말초 혈
관 질환, 이전 뇌졸중/일과성 허혈 발작, 당뇨병, 고혈압, 심방
세동, 알코올 남용 및 흡연이며. 수술 후 요인은 낮은 헤모글로
빈, 저산소 혈증, 장기 삽관, 통증, 저 알부민 혈증, 간부전, 신부
전 등이다. 정확한 병태 생리학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피
질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또는 염증성 사이토 카인 경로 메커
니즘이 섬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술 후 섬망의 발달
은 입원 기간 연장, 의학적 합병증 증가 및 단기 기능 결과 저하
와 관련이 있으며. 수술 후 섬망이 발생한 환자는 급성기 이후에
도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한다. 수술 후 섬망의 발생은 많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Korea
2
Department of Orthopedics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With the increasing volume

and complexity of spine surgery, intraoperative blood loss
has become a major issue. Many spine surgical procedures
are associated with major blood loss and postoperative
transfusion, especially in patients with advanced age, a higher
body mass index, greater surgical complexities, and longer
fusion constructs. In addition, transfusions are associated
with a myriad of complications, including the transmission
of blood-borne infections, immunological cross-reactions,
thromboembolic events, and immunosuppression. These
complications can lead to longer hospital stays, increased
costs, and higher inpatient mortality. Therefore, we review
recent management techniqu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to reduce perioperative blood loss and transfusion in spine
surgery.
Main Body: Major spine surgery can be associated with major
intraoperative blood loss (>40% of blood volume) or massive
blood loss (commonly accepted to entail loss of 100% of the
volume of the patient’s total blood in <24 hours). Factoring
in the expected operation duration, the surgical approach/
exposure employed, and surgical complexity is extremely
important when planning hemodynamics perioperatively.
Intraoperative maneuvers available to minimize blood loss
include positioning to reduce intraabdominal pressure and
maintenance of normothermia. The use of tranexa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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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on prevention and early recognition. Medical
prophylaxis has been demonstrated to have limited utility.
The utilization of delirium detection methods contribut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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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lar sealer electrocautery, and topical hemostatic agents
should be strongly considered in cases with larger exposures

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and higher anticipated blood loss. Hypotensive anesthesia
can also facilitate lower blood loss, although caution
should be taken regarding its routine use due to potential
catastrophic ischemic neural injury. Additionally, cell salvage

실 혹은 24시간 내 환자 총 혈액량만큼의 소실) 과 연관이 있을

should be considered in patients with high estimated blood
loss, especially if allogeneic transfusion is not an option.
Postoperatively, occult blood loss may also contribute to
anemia and the need for transfusion. However, drains are
needed for patients undergoing open posterior procedures
involving more than 2 levels owing to their ability to
decrease the risk of wound infection. Massive transfusion
is a lifesaving treatment for hemorrhagic shock, but can be
associated with significant complications. The lethal triad
of acidosis, hypothermia, and coagulopathy associated with
massive transfusion is associated with a high mortality rate.
Other complications include electrolyte imbalance, citrate
toxicity, and 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herefore,
a restrictive approach to blood transfusion should be
implemented to minimize further complications.
Conclusions: Spine surgery is associated with a high risk
of major blood loss and subsequent blood transfus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e perioperative
risk factors that may increase the risk for blood transfusion
and to manage patients with various intraoperative techniques
to reduce blood loss.
Keywords: Spine surgery, Massive blood loss, Transfusion,
Complication.

본론: 주요 척추 수술은 대량 출혈(총 혈액량의 40% 이상의 손
수 있다. 환자 요인, 예상 수술 기간, 수술적 접근 방법 및 복잡
성을 수술 전, 후 고려하여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수술 중 혈액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술
적 기법은 복강 내 압력을 줄이는 자세를 취하고 정상 체온 범위
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트라넥삼산 투여, 양극성 전
기 소작기의 사용, 국소 지혈제의 도포는 예상되는 출혈량이 많
을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 유도 저혈압에 의한 마취 관리는 잠재
적인 치명적 허혈성 신경 손상 가능성으로 주의를 요하지만, 혈
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추가적으
로, 동종 수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적혈구 수집기의 사용
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잠재적 출
혈은 수혈의 빈도, 감염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잠재적
출혈이 예상되는 두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시행 받은 경우에는
상처 감염률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액관을 거치 하는 것
이 좋다. 대량 수혈은 출혈성 쇼크에 있어 주요한 치료 방법이지
만, 치명적 내과적 합병증과 연관이 있다. 특히, 대량 수혈의 합
병증으로서 대사성 산증, 저혈압, 응고장애는 높은 사망률과 연
관이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 수혈 연관 급성 폐 손상 등의 합병
증의 발생도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수혈에 대한 제한적 접근
을 통해 고려 추가적인 내과적 합병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결론: 척추 수술은 대량 출혈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수혈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대량 출혈 및 수혈을 일으킬 수 있
는 다양한 환자 연관 요인을 수술 전 파악해야 하며, 수술 중 대
량 출혈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색인 단어: 척추 수술, 대량 출혈, 수혈, 합병증

척추 수술에 있어서 수술 중 및 수술 후 대량 출혈 및 수혈
감소 방안
장동균1, 김홍진1, 양재혁2, 서승우2
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2

서론: 최근들어 복잡한 척추 수술 시행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환자 연관 요인을 극복하고 다분절의 유합술이 가능하게 되었
으며 이에 따라 수술 중 대량 출혈 및 수술 후 수혈의 빈도가 증
가하게 되었다. 대량 수혈은 혈액 매개 감염의 전파, 면역 교차
반응, 혈전증의 발생 및 면역 억제와 같은 합병증과 연관이 있으
며 이는 장기 입원 기간 및 비용, 사망률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그러므로, 수술 전, 후 대량 혈액 소실 및 수혈을 최소화하기 위
해 입증된 최신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대량 출혈 및 수혈 감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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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ymposium IV
Recent Issues and Trends (Introduction)

본론: 척추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급
여화 후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
니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로 적정관리 방안
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Hun-Kyu Shin

결론: 이에 척추 MRI의 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오남용 방지를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위한 적정진료 유도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목적
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심사 평가원,의학
협회, 전문학회들의 대표자간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색인 단어: 척추 MRI, 급여화

Spine MRI Reimbursement
Ye-Soo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uri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yeonggi-do, Korea

coverage of brain, cerebrovascular, and cervical vascula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as expanded in stages to
provide full health insurance coverage of medically required
MRI.
Main Body: The spine accounts for a large proportion of nonreimbursed MRI exams; therefore, not only do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crease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fter this change in reimbursement, but
there are also many demands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representative areas where misuse can occur.
Conclusions: Therefore, the aim is to implement stable
policies by identifying the medical conditions for which
spinal MRI is required and preparing proper medical
treatment measures to prevent misuse. To that end,
consultations are being conducted among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relevant professional societies.
Keywords: Spine MRI, Reimbursement

척추 MRI 급여화
박예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2018년 10월. 뇌, 뇌
혈관, 경부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시행되었습니다.

Ahn Dong Ki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uring the past 10 years,

more than 30% of insurance reimbursement claims for
spine surgical treatments have been denied, and in more
than 90% of cases, the reason was an inappropriate period
of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surgery. The complaints
of our members have accumulated and surpassed the level
that is tolerable. The members of our academic society have
demanded a solution.
Process: The chairman of the Korean Orthopedic Association
(KOA) sent an official document demanding an amendment
to address this issue to the chairma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nt an official document to the KOA
and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KNS) that asked about
the appropriate duration, starting point, and content of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spine surgery. It also offered to
form a consultative group comprising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Korean Hospital
Association (KHA), KOA, KNS,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KSSS), and 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KSNS).
Issues: The official announcements and customary reviews
are inappropriate. There has been no official announcement
for open discectomy and decompression for spinal stenosis.
There is only one disease (degenerative disc disease) that
requires a certain period of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www.krsp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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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October 2018, health insurance

Amendments to Reimbursement for Mandatory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Spin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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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ed fusion surgery. The customary review for
open discectomy has been based on the decision of a
review committee since 2009, which stipulated mandatory
conservative treatment for at least 6 weeks involving
medication, physiotherapy, and injections administered
at the hospital. Education, self-management, and overthe-counter (OTC) medications were not included. The
committee also stat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trigger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conservative treatment:
cauda equina syndrome, motor weakness, and repeated

made by this patient-focused decision-making tree should be
allowed even without mandatory conservative treatment.
Keywords: Spinal surgery, Conservative treatment,
Amendment

척추 수술 전 보존적 치료에 대해 급여조건 개선을 위한 보고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배경: 과거 10년 이상 동안 척추의 수술적 치료와 관련된 보험료

pain. However, most cases have not been reimbursed due to
habitual customary reviews.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committee’s decision regarding open discectomy has

는 30% 이상의 상시 삭감이 있었고 이 중 90% 이상이 수술 전

been applied to all kinds of decompression surgery without
any evidence. Furthermore, the official announcement
for disc degeneration has been applied to all kinds of
instrumented fusion surgery for degenerative spine diseases.
Consensus of the consultative group: The official
announcement and review for spine surgical treatments
are excessively strict compared to other types of surgical
treatment. Decision-making about whether to reimburse
procedures or not is totally different from developing a
treatment guideline. Reimbursement decisions should be
made not based on the textbook “gold standard,” but for all
validated treatments under the principle of equity.
Proposals for Amendments: The required period of conservative
treatment before surgery should be limited to 4 weeks, starting
when the spinal disease–related disease code is registered
at the hospital. There should be no limitation of methods,
including education, self-management, and OTC medications.
The conditions that should trigger an exemption from the
requirement for pre-surgical conservative treatment are cauda
equina syndrome, myelopathy, motor weakness >G4, repeated

과정: 정형외과 학회의 이사장 명의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이에

episodes, and uncontrollable pain. A repeated episode is defined
as a relapse of the same symptom within 6 months without
newly developed lesions. Uncontrollable pain is defined as a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 >8 for which pain relief does
not continue more than 24 hours by nerve block or for which
narcotics do not work, or VAS >8 pain that continues for
longer than 1 week regardless of treatment. If the condition of

보존적 치료의 미비가 사유였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누
적되어 학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복지부에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학회로 각각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범
주, 기산점 그리고 필요 기간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형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척
추신경외과학회, 척추신경외과학회 등 총 6개 학회로 구성된 협
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제점: 고시의 불합리와 부재 그리고 심사관행의 부적적함이
문제였다. 관혈적 추간판제거술과 단순감압술에 대한 고시는
없고 기기고정 유합술의 고시 중 수술전 보존적 치료기간을 강
재한 항목은 추간판변성증 외에는 없다. 지금까지의 심사 관행
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2009년 심평원 내 진료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근거가 되었다. 내용은 6주 이상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기간을 조건으로 하였고 치료의 범위는 한방을 포함한 의
료기관 내에서 구체적 비용을 지불한 치료만을 인정하고 교육,
운동, 자가치료 비처방 약물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기 수
술이 가능한 경우는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반복적인 통증을 조
건으로 명시하였으나 운용상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모든 감압술에 근거 없이
준용된 것이다. 또한 추간판 변성증의 유합술에 적용되는 수술
전 3개월의 보존적 치료는 모든 퇴행성 질환의 유합술에 준용되
었다.
협의체 안건: 타 영역의 급여기준과 비교하여 척추분야는 지
나치게 급여의 조건과 심사가 까다롭다. 급여의 기준을 정하
는 것은 제한된 재화를 검증된 의료서비스에 대해 형평성에
입각해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치료의
guideline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유효성이 검증된 의료에 대

the lesions or the patients themselves is unusual and special
consideration is needed, all information about the pathology
and treatment option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patients so

해 재원의 양을 고려해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가를 공평하

they can choose the treatment by themselves. A decision that is

개정안: 보존적 치료의 기간은 4주로 하고 기산점은 척추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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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결정하는 것이지 교과서에 언급되는 gold standard에 대해
서만 급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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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병명의 코드가 요양기관에 등록된 시점으로 한다. 치료의

되었고 고시되었다.

범위는 교육과 자가치료, 관찰 등을 포함하여 종목에 제한을 두

결론: 새로운 수술기법의 보험 인정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척추

지 않는다.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마

관 협착증등의 적응증을 넓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증후군, 척수증, 4등급 이하의 근력약화, 반복되는 동일 증상,

색인 단어: 척추 수술, 보험인정기준, 양방향척추수술

조절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하고 반복되는 동일 증상
은 영상 검사 상 새로운 병소의 발생 없이 6개월 내에 같은 증상
이 반복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이란 VAS가
8 이상이면서 신경차단술로 진통효과가 24시간 이상 지속되지

Personal Health Insurance

않거나 마약성 진통제로도 진통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도 VAS>8이 1주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한다. 병리 또
는 환자의 특수성으로 사례별 고려가 필요한 경우들을 patient

Sang-Bum Chang
Bundang Chuk Hospital

decision making tree를 만들어서 병리상태와 치료의 선택지들
을 가감 없이 설명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환자를 자기 결정 권을 존중하고 이렇게 결정된 수술은 보존적
치료기간에 무관하게 인정한다.

What’s New in the Criteria for Insurance Benefits?
Jeong-Hyun Yoo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Seongnam, GyeongGi, Korea

Recent Advances in Insurance Issues Related to
Spine Surgery: Biportal Spinal Surgery
Si Young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Anam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insurance policies regarding spinal surgery.
Main Body: Biportal spinal surgery for the lumbar spine is
a new technique for spinal disease that was not previously
covered by insurance through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Conclusions: The Korean HIRA announced that biportal
spinal surgery will be included in the guidelines for lumbar
endoscopic discectomy at the end of June.
Keywords: Spine surgery, Insurance, Biportal spine surgery

최신 보험 인정 기준 변화: Biportal Spinal Surgery
박시영
고려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2020년 척추수술에 대한 보험 인정 기준의 변화가 있다.
본론: 2020년 6월부터 Biportal Spine surgery에 관한 수가는 기

Background and Introduction: We reviewed the new and revised

medical care benefit notice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spine
disorde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20.
Main Body: Benefits now apply to: (1) for treatments
and surgical fees, (a) measurement of kyphotic angle,
compression rate, and vertebral canal encroachment ratio
when a bursting fracture patient is treated with a pedicle
screw; (b) criteria determining degenerative changes of the
intervertebral disc during total disc replacement surgery;
(c) methods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spinal fixations
performed at the cervico-thoracic and thoraco-lumbar
junctions; (d) the cost for vertebral resection/dissection using
an ultrasonic cutter; (e) magnetically adjustable growthtype metal rods when correcting a spinal deformity; (f)
thoracoplasty using artificial expandable metal ribs; (2)
for examination fees, (a)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during spinal surgery; (b) implantation using a 3D C-arm;
(c) HLA-B27 testing; and (3) for treatment materials, (a)
cervical spine cage combined with an anterior plate.
Conclusions: New and revised medical care benefits continue
to be issued for spine management.
Keywords: Insurance benefit

존의 내시경적 추간판 절제술의 수가에 준용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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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단어: 척추수술. 보존적 치료,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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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고시 무엇이 바뀌었나?

의 수가 산정방법, d.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하여 척추골 절제/절
개술 시 수가산정방법, e. 자성 조절 가능 성장형 금속봉을 이용

유정현
성남시 의료원 정형외과

한 척추교정술의 급여기준, f. 인공 확장형 금속 늑골을 이용한
흉곽 확장 성형술의 급여기준 등이 있고, 2. 검사료 영역에서는

서론: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척추 관련 검사, 치료의

a.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신설, 개정 요양급여 고시를 정리하였다.

b.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 c. HLA-B27

본론: 1. 처치 및 수술료 영역에서 a.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검사의 급여기준 3. 치료재료 영역에서 a. 경추용 전방 PLATE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여기준 등이 있다.

척추 골절’ 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b. 인

결론: 척추 관련 검사 치료 영역의, 급여 기준은 신설, 확대 되고

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 중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있다.

적용기준, c. 경흉추, 흉요추 이행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색인 단어: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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