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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신경근증 (Cervical Radiculopathy)
최병완
인제의대 해운대백병원

Cervical radiculopathy
Neurological disorder resulting from dysfunction of nerve roots exiting the spinal cord in the cervical spine.
Soft disc(연성 추간판): 추간판 탈출증
Hard disc(경성 추간판), cervical spondylotic radiculopathy: Osteophyte, foraminal stenosis
pain in neck and unilateral arm
Sensory/Motor/Reflex change

Epidemiology
Annual incidence:107.3/100,000(men), 63.5/100,000(women)
1.79/1,000 person-years
Risk factors: white race, cigarette smoking, prior lumbar radiculopathy

Pathophysiology
Mechanical compression , neuropraxia , or chemical
irritation of the nerve roots
Disk degeneration decreases foraminal height and
alters the kinematics of the cervical spine resulting in
osteophyte formation arising from the uncinate process and
zygophophyseal joints.
Local ischemia
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6, 8, nitric oxide,
TNF, PGE2

Natural history
90 % of patients having complete resolution or mild
incapacitation at final follow up
Current literature would suggest that the natural history of cervical radiculopathy is typically favorable and selflimited, with approximately 75~90% of patients having symptomatic improvement with conserva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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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evaluation

Imaging Study
X-ray include oblique view
CT: an adjunct to MRI
MRI: modality of choice
EMG: used to assist in the diagnosis and may be helpful in ruling out brachial plexopathy or other more peripheral
compressive disorders.

Differential diagnosis
●

말초 신경 포착 증후군(Peripheral nerve entrapment syndrome)

●

회전근개/견관절 병변(rotator cuff/shoulder pathology)

●

상완 신경총염(brachial plexitis)

●

대상 포진(herpes zoster)

●

흉곽 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

교감 신경 연관 동통 증후군(sympathetic mediated pain syndrome)

●

종양(intraspinal or extraspinal tumor)

●

경막외 농양(epidural abscess)

●

심장 허혈(cardiac ischemia)

Treatment
Non-surgical treatment
Conservative treatment should be attempted.
Rationale: population-based natural history studies that have reported up to 90% of patients will have significant
improvement in symptoms with nonoperative care.
Ideal nonoperative treatment regime is unclear.
First-line treatment for new symptom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ies, short courses of opioid narcotics, or oral
steroids.
Cervical traction and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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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cal range of motion, strengthening exercises: not recommended
Epidural steroid injections: upwards of 60% of patients experiencing long-term symptomatic relief
cf) significant risks including neurological deficit, epidural hematoma, and vascular infarct

Surgical treatment
25% of patients with cervical radiculopathy will have persistent symptoms and require surgical intervention

Indications of Surgical Treatment
1. Root-related dysfunction (pain, sensory disturbance, weakness) for at least 6 weeks.
2. Concordant root compression on advanced imaging.
3. Failed nonoperative treatments.
4. Patients with <6 weeks of symptoms, but who have significant or progressive motor weakness.

Anterior approach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fusion (ACDF), cervical disk replacement, and foraminotomy

Anterior approach: Advantages
1. Muscle sparring approach
2. Direct decompression of the neuroforamen, indirect decompression through restoration of disk space height
3. Immediate stabilization with bone grafting
4. Immediate neurologic recovery occurs

Anterior approach: Disadvantages
1. Dysphagia is common, it is usually transient.
2. Life threatening complication
ex) carotid and vertebral arteries, recurrent laryngeal nerve, Esophagus
3. Rigid immobilization
4. Degeneration of adjacent motion segment

CDA (cervical disc arthroplasty)
Theoretic benefit of disk replacement: avoidance of nonunion and graft-related complications, hardware failure such
as screw back out, and more physiological maintenance of spinal kinematics through motion preservation.
Although it is still unclear if this motion-sparring device decreases rates of ASD over the long term follow up,
Heterotrophic ossification up to 60%, economic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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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and Robinson anterior retropharyngeal approach

Posterior approach
Posterior cervical laminoforaminotomy

Advantages of foraminotomy
1. Avoids potential injury to vital structures
appropriate for any patient with prior anterior surgery or abnormal anatomy.
2. Motion preserving procedure: eliminating the risk of pseudoarthrosis, graft-related complications, and ASD.
3. Superior in decompressing the multilevel lesions 80~90% of patients experiencing symptomatic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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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증
박문수
한림대학교병원

Definition
Dysfunction of cervical cord from any diseases of the cervical spine
Initial complaint: hand dysthesia, clumsiness
Lower extremity: gait disturbance
Pain: not dominant complaint
Bowel and bladder dysfunction

Etiology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CSM)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
Rheumatoid arthritis
Os odontoideum
Congenital malformation
Infection
Tumor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Most common etiology for cervical myelopathy
Cervical spondylosis with osteophyte
Soft disc herniation: median or paramedian direction
Developmental stenosis (congenital stenosis)
●

Sagittal canal diameter <13 mm

●

Sagittal cord diameter <10 mm

Pavlov ratio < 0.8

OPLL
Incidence: 1~.5%
Male predominance: 2:1~3:1
Peak ag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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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localization to cervical spine
Association with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DISH)
Symptom from asymptomatic to myelopathy
Asymptomatic: 70%
Progression: 40%

Pathophysiology
Static mechanical factor
Spondylosis
: osteophyte, disc bulging, hypertrophy of yellow ligament

Dynamic mechanical factor
Functional diameter on flexion and extension, instability
Neuro-ischemic factor
Compression of anterior spinal artery

Natural history
Natural history
Insidious onset, slow, stable, stepwise deterioration
Stepwise deterioration: 60~75%
Permanent disability: most
Only surgery is definite treatment (Clarke and Robinson)

Symptoms
Clumsiness of hands
Dysesthesia of hands
Gait disturbance
Hand neurologic abnormality: early diagnosis

Signs
Finger escape sign
Grip and release test
Inverted radial reflex
Hoffman reflex
L’hermitte’s sign
Hyper-reflexia: ankle clonus, Babinski sign
Spasticity
Jaw Jerk re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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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diagnosis
Multiple sclerosis (MS)
CNS demyelinating disorder
MRI: plaques in brain and spinal cord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Motor neuron disease
CNS symptom & sign, no sensory change
Peripheral polyneuropathy
Cerebrovascular disease
Syringomyelia

Neurologic grading system
Nurick Scale: 0-5 ↑, greater disability
Modified JOA: 0-18 ↓, greater disability

Best candidates for surgeries
Early diagnosis, Early operation
Short symptom duration
Mild neurologic involvement
Rapid progression

Surgeris
Laminoplasty
Anterior corpectomy with floating method or ACDF
Laminectomy and posterior fusion
A+P decompressive fusion
Skip laminectomy

Laminoplasty complications
Loss of extension: most common
Axial pain (nuchal pain & shoulder pain)
C5 nerve palsy
Lamina sinking
Lamina breakage
Inadequate decompression
Adjacent segmen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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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경추 병변
강경중
경희대학교병원

1. Terminology & Anatomy
A. Cervical spine
- Upper cervical: Occiput-C1-2
- Lower cervical: C3-4-5-6-7

0
1
2

B. 3 Ligaments between O-C2
- Apical (dental) ligament
- 2 Alar ligaments: additional stabilization against anterior translation

C. Transverse Atlantal Ligament (TAL) of C1
- Cruciform ligament
- Transverse ligament: main stabilization against anterior translation
- 2 longitudinal ligaments
- Osteoligamentous ring (2 joints)
- Ant: Ant arch+Dens
- Post: Den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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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Vertebral artery
- 1st branch of subclavian artery
- Bloody supply: upper spinal cord, brainstem, cerebellum, post part of brain
- High riding vertebral artery
- Risk of damage to vertebra artery when screw fixation
- Necessary preop CT check

E. ROM: O-C1-2 complex
- O-C1: flexion-extension
- C1-2: axial rotation
- 55% of total cervical flexion-extension & axial rotation

F. Lordosis: O-C1-2 complex
- 77% of total cervical lordosis

2. Etiology
A. C1-2 Instability
- Congenital anomaly
- Os odontoid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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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nto-occipital assimilation

- Down syndrome

- Klippel-Feil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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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quio disease

- Craniosynostosis
-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 Non-syndromic anomalies
- Synovitis (inflammatory disorders)
- Rheumatoid arthritis
- Nonspecific synovitis
- Trauma
- Odontoid non-union
- Disruption of TAL
- Rotatory subluxation
- Tumor
- Infection

B. Rheumatoid cervical involvement
- Upper cervical: 85%
- AAS (Atlantoaxial Subluxation) or AA instability
- AAI (Atlantoaxial impaction)
- Lower cervical: 15%
- SAS (Subaxial sublu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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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inical Manifestation
A. Symptoms
- Localized neck pain behind the auricle
- Radiculopathy
- C2 root compression
- Greater occipital nerve
- Occipital neuralgia
- Myelopathy
- Slowly progressive
- Cord injury by trivial trauma
- Sudden death

B. C1-2 Instability in RA
- Though it is possible in the entire spine, cervical region is most affected in RA
- AAS: 65%
- m/c type
- AP > lateral, rotatory
- Compress the spinal cord
- Ligaments are laxed
- AAI: 20~25%
- Cranial settling
- Known as basilar invagination or atlantoaxial impaction
- Axis into atlas, driving the odontoid upwards
- Insufficiency of transverse ligament or odontoid erosions or Fx
-R
 isk of sudden death from either static or dynamic stenosis of

foramen magnum and compression of brainstem
- Poor prognosis
- SAS: 10~15%
- May occur in all levels between C2-7
- m/c in C3-4, 4-5
- Multiple levels involved
- Established cervical myelopathy
- High mortality
-T
 he incidence of sudden death from the combination of basilar

impression and atlantoaxial instability is about 10%

4. Radiologic finding
A. AAS
- Normal reference
- (Anterior) Atlanto-Dental Interval (ADI = AADI) ≤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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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ior Atlanto-Dental Interval (PADI) ≥ 13~14 mm, more reliable predictor
- Space Available for the Spinal Cord (SAC) ≥ 13~14 mm, the most important

B. AAI
- McGregor’s line
- Most caudal point of occipital curve to post edge of hard palate
- Odontoid tip ≥ 5 mm above McGregor’s line
- McRae
- Post tip of foramen magnum to ant tip of foramen magnum
- Chamberlain
- Post tip of foramen magnum to post edge of hard palate

C. Cervicomedullary Angle (CMA) on MRI (RA)
- Normal: 135°~175°
- Abnormal < 135° (Correlate with myelopathy)

D.SAS
- Stepladder deformity

5. Treatment
A. Surgical Indications (1): RA
- Mechanical neck pain unresponsive to non-narcotic pain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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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ive neurologic deficit
- Radiologic risk factors of impending neurologic injury
- AAS: PADI ≤ 14 mm
- AAI: odontoid migration ≥ 5 mm above McGregor’s line
- AAI: CMA ≤ 135°

B. Surgical Indications (2): OS odontoideum
- Neurologic involvement
- Persistent neck pain or complaints
-P
 rophylactic stabilization for asymptomatic patients with instability to prevent quadriplegia or death by minor

trauma
- Radiological evidence of cord compression
- Instability: ADI ≥ 5 mm
- PADI (SAC) ≤ 14 mm
- Progressive instability
- Hx of myelopathy

C. Posterior Fixation
- Wiring/cabling
- Screw fixation
- 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TASF)
- Segmental screw fixation

D. Posterior Wiring Techniques
- Gallie wiring
- Brooks & Jenkins technique

- Disadvantages
- Less effective in resisting axial rotation & anterior translation
- Inadequate for questionable bone quality
- High non-union rate: up to 40% without halo fixation
- Usually requires halo fixation
- Inadequate when integrity of posterior bony elements (lamina and spinous process) are not intact
- Inadequate for patients with severe cord compression
- Inadequate for noncompliant patients: bracing

E. TASF
- Entry point
- Inser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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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ittal plane
- Toward anterior tubercle of C1
- Advantages over Wire Fixation
- Biomechanically superior
- Early mobilization d/t immediate stability
- Avoidance of using halo vest
- Can be used in cases with compromised integrity of posterior elements
- Superior fusion rate > 90%
- Disadvantages
- Extensive skin incision
- Can be lessened by percutaneous screw insertion
- Difficult patient positioning
- Extension for C1-2 reduction
- Flexion for screw insertion
- Not applicable to obese or kyphotic patients
- May cause vertebral artery injury

F. Segmental Screw Fixation
- C1 screw
- Lateral mass screw
- Posterior arch screw
- C2 screw
- Pedicle screw
- Pars screw
- Laminar screw (= translaminar screw = intralaminar screw)
- Advantages over 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 No need for C1-2 reduction before screw insertion
- Reduction can be performed during rod assembly
- The reduction is much better
- Less extensive skin incision
- Applicable to obese or kyphotic patients
- Longer screw purchase
- Direct visualization of C1 screw insertion site

G. Transoral Decompression (TOD): Complications
- Inadvertent durotomy
- CSF fistula, pseudomeningocele, and meningitis
- Infection, including meningitis
- Secondary to retropharyngeal abscess or CSF leakage
- Non-union
- Vertebral and carotid artery injuries
- Palatal and pharyngeal wound dehi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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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lopalatine incompetence
- Chronic pharyngeal fistula

H. Occipitocervical fusion
- Occipital plate & cervical sc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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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손상
김영율
대전성모병원

척수손상은 환자 개인과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통계 자료가 없어 유병률과 발병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체 장애인의 수로 약

35,000명의 척수 손상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적으로는 매년 인구 백만 명당 15~40명의 급성 외상성 척
수 손상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상성 척수 손상이 발생된 연령은 국내의 연구에서 20대가 32.5%, 30
대가 28.3%로 40세 미만에서 60% 이상 발생하였고, 미국의 국가 척수 손상 자료(National Spinal Cord Injury Database,

NSCID)에 의하면 16~30세 사이에서 50% 이상이 발생하여 젊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생 남녀
의 비율은 4:1로 활동량이 많은 남자에서 높게 발생한다. 손상의 원인은 교통사고가 50~60%로 가장 많고 그 외 낙상(15-

30%), 스포츠 손상(5~10%) 등이 있다. 과거에는 완전 손상(complete injury)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에는 불완전 손상(incomplete injury)이 더 많이 발생하며 경추부 손상(전체의 50% 이상 차지)의 증가로 사지 불완전
마비 (incomplete tetraplegia)가 전체의 약 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의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급성 척수
손상에 의한 사망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1/5로 줄었고 환자의 기대 여명 역시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척수 손
상에 대한 완전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로 이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여러 분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척수의 해부학
척수의 횡단면은 내측의 회백질(gray matter)과 외측의 백질(white matter)로 이루어져 있다. 회백질은 ‘H’자 모양으로
양측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신경 세포체(neuronal cell body)와 주위의 아교세포(glial cell, 교질세포)로 이루어지고 아
교세포에는 별아교세포(astrocyte, 성상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oligodendrocyte, 핍지교세포), 미세아교세포(microglial

cell, 소교세포)로 구성되는 반면에, 백질은 주로 위 아래로 가로 지르는 축색(axon)으로 구성되며 이 축색은 백색의 수
초(white myelin)로 싸여 있다. 척수와 같은 중추 신경계에서 수초를 형성하는 세포는 희소돌기아교세포로 회백질과 백
질 모두 이 세포가 수초를 형성하여 말초 신경계에서 신경집세포(Schwann cell)가 수초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다. 회
백질은 전각(anterior hom), 측각(lateral hom; 중각 intelmediate hom) 및 후각(posterior hom)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각
은 운통 신경계로서 주로 운동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각은 자율 신경계로서 제 1흉수에서 제 2요수 사이의 척
수 분절 측각은 절전 교감신경세포(preganglionic sympathetic neuron)로, 제 2-4천수의 척수 분절 측각은 절전 부교감
신경세포(preganglionic parasympathetic neuron)로 구성되어 내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후각은 척수로 들어오는 감각신
경과 연접(synapse)하는 세포로 구성되는 감각 신경계이다. 백질은 다양한 상행 및 하행 신경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
주(anterior column), 측주(lateral column) 및 후주(posterior column)의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행 신경로
(ascending tracts)로 전주에 가벼운 촉각이나 비식별 통증(non-discriminative pain)을 전달하는 전방척수시상로(anterior

spinothalamic tract)가 있으며, 측주에 사지의 조화로운 움직임과 위치에 관여하는 전방 및 후방 척수소뇌로(anterior and
posterior spinocerebellar tract), 통증과 온도 감각에 관여하는 외측 척수 시상로(lateral spinothalarnic tract)가 있고, 후
주는 심부촉각, 압각, 두점식별, 진동감각 및 고유감각의 감각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다발로 구성되는데 제 6흉수 상방
의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 섬유는 외측의 설상속(fasciculus cuneatus)을, 제 6흉수 하방의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섬유는 내
측의 박속(fasciculus gracilis)을 형성한다. 이중에서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감각신경 섬유는 후각A로 들어 가서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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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apse)을 만들고, 1~2개의 척수 분절을 상행한 후에 교차되어 반대쪽의 외측척수시상로를 따라 시상(thalamus)과 연결
된다. 하행 신경로(descending tract)로는 전주에 수의근의 운동에 작용하는 전방피질척수로(anterior corticospinal tract),
신전근 운동신경을 촉진하여 균형 반사에 작용하는 전정척수로(vestibulospinal tract)가 있으며, 측주에는 수의 운동을 담
당하는 외측피질척수로(lateral corticospinal tract)와 굴곡근 운동신경을 촉진하는 적색척수로(rubrospinal u-act)가 있고
후주에는 특별한 하행 척수로가 없다.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시작된 피질척수로의 약 90%는 연수에서 교차하여 반대쪽 외
측피질척수로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약 8%는 연수에서 교차하지 않고 하행하여 전방피질척수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상행
의 외측척수시상로와 하행의 외측피질척수로는 안에서 바깥으로 경수, 흉수, 요수 그리고 천수 분절에서 들어오거나 나가
는 신경 섬유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회백질은 전각의 운동신경, 측각의 자율신경계, 후각의 감각신경으로 구성되어지는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하며, 주위의 백질에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감각 신경중 dorsal column에서 light touch, vibration, position이 올
라가고, anterior와 lateral spinothalamic tract를 통하여 pain, temperature가 올라간다. Descending tract에서는 lateral

corticospinal tract를 통하여 voluntary motor가 내려가게 되며 안쪽부터 Thoracic, lumbar, sacral tract가 위치하고 있다
고 판단하면 뒤에 나오는 ASIA scale의 판단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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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scale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scale
간략히 설명하면 척추 손상 환자의 평가에 사용하는 ASIA scale은 상지, 하지의 key muscle 5개의 기능 확인을 통해

motor의 injury level을 측정하고, dorsal column의 light touch, vibration, lateral spinothalamic tract의 pain, temperature
를 각 sensory level마다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척수 손상의 병리 및 병태 생리
척수 손상에서 나타나는 신경 조직의 시간 흐름에 따른 급성 및 만성 변화는 실험적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다 손상 기
전에 관계없이 조직 병리학적 변화는 모든 척수 손상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된다. 척수 손상 후 수분 내에 회백질 내에
서 점상 출혈이 나타나며, 1시간 후엔 염색질의 용해(chromolysis)와 허혈(ischemia) 이 관찰된다. 4~8시간 후엔 충격을
받은 부위에 조직 괴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 24~72시간 사이에 조직 괴사의 정도가 명백해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충격 받은 인접 상하의 척수에까지 괴사가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24시간에 최고조에 달하고 손상 후 1
주쯤에선 괴사된 부위를 중심으로 낭포성 변화(cystic change)가 나타난다. 괴사의 진행은 세포외 기질의 배열 이상과 24
시간에 나타나는 중성구(neutrophil) 및 72시간에 나타나는 대식세포(macrophage) 침투와 관계가 있다. 척수 손상 후 4개
월 정도면 손상 부위에 빈 공동(syrinx)이 생기고 이는 황색의 맑은 액체로 차며 주위는 대식세포와 별아교세포에 의해 둘
러싸이게된다. 척수 손상의 발생 기전은 1차 손상과 2차 손상으로 설명된다 1차 손상은 외부의 충격에서부터 전달된 에
너지가 척수에 가해져 생기는 기계적 손상과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압박에 의해 발생한다 1차 손상의 원인으로는 전단
력, 급성 신전력, 가속-감속 손상, 열상 등과 이에 수반되는 척추 골성 조직과 연부조직의 전위로 인한 척수 압박이 있다

1차 손상으로 척수의 세포체(neuronal cell), 축색 및 혈관에 피해가 야기되고, 이것은 자기 파괴적인 생화학적 연쇄 반응
(auto destructive biochemical cascade) ~ 2차 손상을 일으켜 척수 손상을 인접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2차 손상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된다. 2차 손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기전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전들이 상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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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상승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먼저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모세 혈관에 손상
과 수축을 발생시켜 출혈, 혈전, 자율 신경계의 이상 그리고 신경성 쇼크를 야기하여 척수에 허혈을 일으키고, 주위 조직
의 pH를 변화시켜 세포체와 축색이 쉽게 손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세포체가 풍부한 회백질은 허혈성 손상
을 받기 쉽다 허혈성 손상 부위에 갑작스러운 재관류(reperfusion)가 일어나면 산소는 손상된 세포막에 작용하여 지질 과
산화(lipid peroxidation)를 일으키고 유리기(free radical)을 발생시킨다. 발생된 유리기는 DNA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에너지 생산을 정지시키게 되어 세포 괴사를 일으키며, 또한 유리기는 세포막도 파괴시킨다. 그리고 세포 밖
으로 과도하게 분비된 글루탐산(glutamate)은 NMDA (N-methyl-D-aspirate) 수용체에 작용하여 세포질내의 칼숨과 나
트륨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칼슐의 유입은 지방산화효소(lipoxygenase)와 인지질분해효소(phospholipase)를 활성화시켜
세포막에서 유리기의 발생을 촉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유리기는 다시 일련의 반응으로 세포 괴사(cell necrosis)
및 세포 자멸사(cell apoptosis)를 일으킨다. 세포 괴사에서는 세포 부종과 소기관의 파괴가 발생하고 이후 세포막이 붕괴
되면서 세포내 내용물이 유리되며, 유리된 내용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세포 자멸사에서는 세포내 소
기관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된 채로 세포가 수축하고 분열되며, 염증 반응을 발생시키지 않은 탐식 작용(phagocytosis)에
의해 세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세포 괴사와 세포 자멸사의 두 가지 세포사(cell death) 모두가 인간의 척수 손상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몸 안의 염증 세포들이 손상된 척수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혈액
에 있는 중성구이다. 이 중성구가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인지질분해효소(phospholipase)나 고리형산소화효
소(cyclooxygenase)를 자극시키고, 이로 인해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트롬복산
(thromboxane)이 증가한다.
이 물질들은 미세 혈류 증가로 염증 세포 유입, 세포내 칼슘 증가 및 다른 염증 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고, 한편으로 혈
소판 응집으로 국소 허혈 등을 일으키게 되어 더욱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결국 대식세포, 미세아교세포, 별아교세포가
나타나고 이들은 IL-I (Interleukin- l ),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를 분비시켜 림프구(lymphocyte)를 모이게 하여
척수 손상 부위가 염증과 면역 반응의 중심이 되고, 수주에서 수개월을 거쳐 세포 부스러기는 액화되어 외상성 낭종을 형
성하게 되며 주위는 활성화된 별아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로 이루어진 아교 흉터(glial scar)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 아교
흉터는 척수내에서 축색의 재성장을 방해하는 물리적 방어벽 및 화학적 억제제로 작용한다.

26 / www.spine.or.kr

|경추|

3. 척수성 쇼크(Spinal shock)
척수가 손상되어 손상 부위 이하 척수의 반사 기능 등 모든 생리적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을 척수성 쇼크
(spinal shock)라고 한다 이는 마치 전기적 성질을 가진 신경섬유로 구성된 척수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 정전 상
태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천수의 부교감 신경계 기능 정지로 방광과 장이 마비되어 소변 저류와 장 폐색이
발생하며, 흉수 및 요수의 교감 신경계의 기능 정지로 혈관 조절기능이 상실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손상부위
아래로 땀이 나지 않으며, 혈관 수축의 실패로 체온 조절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수나 상부 흉수가 손상되면 저혈압, 저
체온과 서맥의 신경성 쇼크(neurogenic shock)가 나타난다. 이는 심장으로 향하는 교감신경의 기능은 정지되나 미주신경
(vagus nerve)을 통한 부교감신경은 무경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부 천수 분절이 담당하는 반사 기능 정
지로 족저 반사(plantar reflex), 항문 반사(anal reflex), 구해면체 반사(bulbocavernosus reflex)가 소실된다. 손상 받은 척
수 원위부의 근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고 모든 감각이 없으면서 하부 천수 분절의 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척수성 쇼크라고 할 수 있다. 척수성 쇼크는 대개 24시간 이내에 회복되나 수일에서 수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
으며, 이 쇼크가 지속되는 통안은 척수손상이 완전 마비인지 부분 마비인지 구분할 수 없다. 척수성 쇼크에서 깨어날 때
족저 반사가 맨 먼저 나타나며 항문 반사, 구해면체 반사등이 나타나면 척수성 쇼크에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심부건
반사(deep tendon reflex)는 보통 1~2주 후에 회복된다. 하부 천수 분절의 반사가 나타난 후에도 운동 및 감각 신경 기능의
회복이 전혀 없다면, 이는 척수의 완전 마비를 의미하며 마비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척수성 쇼크에서 회복된 후에 운동이나 감각 신경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완전 척수 손상으로 회복
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하천추부 신경의 피부 분절(delmatome)인 항문 주위에 감각이 보전되어 있거나(sacral sensory

sparing), 근육분절(myotome)인 직장 괄약근의 수의 수축, 모족지의 굴곡 등이 있다면(sacral motor sparing), 이것은 천수
분절(sacral cord segment)과 대뇌 피질사이에 연결이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운동이나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하
더라도 불완전 마비로진단된다. 마미 중후군이나 척수 원추 증후군에서 반사 반응을 담당하는 천수 분절이나 천추 신경의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하지 운통 및 감각의 완전 마비 없이도 항문 반사, 구해면체 반사가 소실될 수 있는데, 이를 척수성
쇼크라고 진단하지 말아야 하며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A. Plantar reflex

B. anal wink reflex

C. Bulbocavernous reflex

4. 척수 손상의 분류
척수 손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완전 손상(complete injury)과 불완전 손상(incomplete injury)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는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불완전 손상은 척수 손상 원위부에 운통이나 감각 기능의 일부가 보존된
경우이고, 완전 손상은 척수 손상 원위부에 운동이나 감각 기능 전체가 소실된 경우이다. 구해변체 반사가 양성인 상태에
서 천수 분절이 담당하는 운동 및 감각 신경 기능의 회복이 없다면 이는 척수의 완전 마비를 의미하며, 마비에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척수손상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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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수 증후군(홉廳 徒候群, Spinal Cord Syndrome)
척수 증후군은 불완전한 손상으로 중심성 척수 증후군, Brown-Sequard 증후군, 전방 척수 증후군 그리고 후방 척수
증후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 환자에서 손상 원위부의 운동 및 감각 신경이 많이 보존될수록, 빠른 회복 속도
를 보일수록 많은 회복이 기대되며, 새로운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정체 상태이면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
심성 척수 증후군, Brown-Sequard 증후군, 전방 척수 증후군이 전체척수 증후군의 90%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예후는

Brown-Sequard증후군이 가장 좋고 다음으로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며 전방 척수증후군이 예후가 가장 나쁘다.
(1) 중심성 척수증후군(Central cord syndrome)

가장 흔한 불완전 척수 손상으로, 흔히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노령층에서 과신전으로 척수가 전
방의 골극과 후방의 중첩된 황색인대 사이에 끼여서 발생되며,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과신전이나 급성 외
상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젊은 환자에서는 굴곡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경추부 손상에서
특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증후군은 척수 중심부가 손상되어 사지의 운동 마비 및 감각 소실이 나타나지만 상지의 운동신
경로가 안쪽에 존재하므로 상지가 하지보다 더 심한 양상을 보인다. 피질척수로(corticospinal tract) 의 내측은 상지로 가
는 신경 섬유가, 외측은 하지로 가는 신경 섬유가 분포하고 보다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섬유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므로
상지의 운동 마비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하지의 운동 마비는 심하지 않다. 감각 소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나, 일반적으로
항문 주위 감각은 보존된다.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여 하지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장과 방광의 기능, 상지의 기능
이 회복된다. 환자의 50% 이상에서 배뇨 및 배변 기능이 회복되고, 50% 이상에서 보행이 가능하며 수부 기능도 회복되나,
중심성 회백질의 파괴로 인한 상지 기능의 회복은 미미할 수 있어 수부 마비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척수중심부
에 위치한 회백질과 주위의 백질이 손상되므로 사지 마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지에서는 이완성인 하위 운동신경
원 마비로 나타나며, 하지에서는 강직성인 상위 운동 신경원 마비로 나타난다.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외상성 골절이 있
는 경우 전방 감압술이 권장되지만, 경추부 척추증이 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의 필요성과시기에 다소 논
란의 여지는 있으나 초기의 척수 부종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고정된 시점까지 기다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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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과 임상 증상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방 감압술이나 후방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Brown-Sequard 증후군(Brown-Sequard syndrome; hemicord syndrome)

일측성 척추 후궁과 척추경 골절, 관통상, 척추의 회전 손상 및 급성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척수의 한쪽
반에만 손상이 있어, 병변 측의 편측 운동 마비와 반대 측의 통각및 온도 감각이 소실된다 예후는 좋아서 80%의 환자에서
보행이 기능하며 거의 모든 환자에서 방광 및 대장 조절 기능이 회복된다.
(3) 전방 척수 증후군(Anterior cord syndrome)

척추의 압박 또는 과굴곡 손상으로 생긴 골편이나, 탈출된 추간판이 전방척수동맥(anterior spinal artery)과 전방 척수를
압박하여 발생한다. 척수 전방의 손상으로 원위부의 완전한 운동 마비 및 통증, 온도 감각 소실 이 생기지만, 후주는 손
상되지 않고남아 있어서 심부촉각, 압각, 두점 식별 및 고유감각기능은 남아 있게 된다. 척수의 불완전 손상 중 가장 예
후가 나빠 대부분의 경우 보행 , 방광 및 대장 조절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4) 후방 척수 증후군(後方홉魔 뾰候群, Posterior cord syndrome)

후방 척수 증후군만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다른 척수 증후군과 같이 나타난다. 척추의 과신전으로 척수
의 후주가 손상 받아서 심부 감각, 압각, 고유 감각이 소실되나, 운동 기능과 통증 및 온도 감각 기능은 유지된다.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좋은 편 이 어서 대부분은 거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A. Central cord syndrome B. Brown-Sequard syndrome C, Anterior cord syndrome D, Posterior cord syndrome

치료
1. 사고 시 관리
3-26%의 척수손상은 초기 손상 후에 발생된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 정상적인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방사선검사로 척추의 손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고현장에서부터 가능
한 한 빨리 척추부를 고정하여야 한다.

2. 호흡기 관리
호흡 장애의 정도는 척수 손상의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호흡을 유발시키는 주 근육은 횡격막( diaphragm)과 늑간근
(intercostal muscle) 이며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막신경(phrenic nerve)은 제 3-5경추 신경근으로부터 기시하고, 늑간근
을 지배하는 각각의 늑간신경(intercostal nerve)은 해당 흉추 신경근으로부터 기시한다. 그러므로 제 3경추 상부에서의 척
수 손상이 있으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 사망할 수 있으며, 제 4경추 상부의 척수의 기능이 있으면 호흡 보조근육인 사
각근(scalene musde)과 흉쇄유돌근에 의하여 100~150 ml 정도의 호흡량(tidal volume)을 가질 수 있다. 제 10흉추(제 12
흉수) 이상에서의 척수 손상시 늑간근의 마비에 의해 호흡기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고 현장에서 기도내 삽관
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강을 통하여 하거나 견인 상태에서 구강내로 삽관을 한다. 기관내 삽관을 위하여 환자의 경추부를
신전시키는 것은 손상된 척추 분절이나 골편의 전위, 그리고 황색인대의 중첩으로 인해 척추관 협착을 악화시켜 추가적인
척수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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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기 관리
척수 손상은 흉수와 요수에서 기시하는 교감 신경계의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심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발
생되는 저혈압은 척수로 가능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척수에 허혈을 일으켜 2차 손상 악화를 초래한다. 손상 후 1주일간 수
축기 혈압을 90 mmHg 미만이 되는 것을 피하고, 평균 동맥압(mean arterial blood pressure) 이 85~90 mmHg 되게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척수의 혈류는 혈압에 상관없이 자동 조절 (autoregulation) 기전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
나, 척수 손상에서는 이 기전이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척수의 혈류는 전적으로 혈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저혈압이 지
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수술적 치료
운동을 갖는 분절을 고정하여 안정화 시키는 것만으로도 재 손상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추를 조기에 재정렬
하고 감압함으로써 기능 회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1) 약물과 재생 치료(Pharmacologic and regeneration treatment)

척수 손상 후 2차 손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행하게 되므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2차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가역성 손상에 대해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 과거 수십 년간 다양한 약물들이 치료에 시도되어 왔으며, 이중 스테로이드
는 실험적 척수 손상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1980년대부터 임상 시험이 시행되었다. 미국의 국가 급성 척수 손
상 연구 II (National Acute Spinal Cord Injury Study, NASCIS II)에 의하면 급성 척수 손상 환자에서 손상 8시간 이내에
다량의 글루코코티코이드(glucococorticoid)를 투여하면 신경 기능의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손상 8시
간 이내에 methylprednisolone 30 mg/kg를 처음 15분에 걸쳐 주입한 후 45분 쉰 다음 5.4 mg/kg/hr를 23시간에 걸쳐 주
입하는 방법 이었다 이 후 NASCIS III에서는 더 세분하여 손상 3시간 이내에 NASCIS II와 같은 방법으로 투여하고, 손
상 3-8시간에서는 methylprednisolone를 30 mg/kg를 처음 15분에 걸쳐 주입한 후 45분 쉬고 5.4 mg/hr를 48시간에 걸
쳐 투여하여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이 연구의 방법 및 해석 에 대한 문제점과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발표
되고,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의한 상처 치유의 지연, 궤양, 감염, 폐색전증 등의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거론되면
서 현재 이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할 치 료 방침이라기 보다는 이 치료에 대한 위험성과 효과를 고려하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히 시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손상 8시간이
경과한 후나 관통상(penetrating injury)의 척수 손상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마미 증후
군은 NASCIS II와 III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의 신경 보호 작용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질 과산
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억제, 염증 세포와 면역 세포의 조절, 혈류의 증가, 칼슘의 세포내 유입과 축적 방지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중에서 지질 과산화 억제가 가장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 외 다른 약제로는 GM-1

ganglioside, 마약 길항제인 naloxone, TRH (thyrotropin-releasing horrnone), NMDA 수용체의 길항제인 gacyclidine,
칼숨통로 차단제인 nimodipine 등이 있고, 이러한 약제들은 동물 실험에서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임상 실험에
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규명되지 않아 연구중이다. 그리고 척수의 재생 치료로는 자가 대식세포를 활성화
(autologous activated macrophage; Precord)시켜 척수 손상 부위에 주입하는 방법, 축색 성장을 억제시키는 Rh。효소의
길항제인 C3 전이효소(transferase)를 재조합 방법으로 만든 Cethrin을 척수 손상 부위의 경막에 도포하는 방법, 축색 성
장을 억제하는 용해성 인자인 Nogo의 항체(anti-Nogo antibody)를 사용하는 방법, 말초 신경이나 신경집세포(Schwann

cell)을 이식하는 방법, 말초 신경과 중추 신경의 성질을 모두 가진 후각집아교세포(olfactory ensheathing glial cell)를 이
식하는 방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stem cell과의 조합을 통하여 iPS(역분화줄기세포) cell등을 이용한 실험과 임상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동물 시험에서는 척수 재생이 확인되었으나 임상 실험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어 좀 더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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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경추 손상
양재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Upper cervical spine injury
●

Skull base (C0), Atlas (C1), Axis (C2)

●

Unique anatomy, different motion and injury mechanism compared to those of the lower cervical spine

●

C0-C1: 20~30° flexion-extension (nodding)

●

C1-C2: 50% of rotation of the cervical spine

●

Prevalence: C2 injury > C1 injury > C0-C1 injury

●

Relatively uncommon neurologic injury due to large spinal canal

●


Evaluation
of the upper cervical spine injury: essential for all the critical trauma patients, especially with skull,

facial, chest trauma, loss of consciousness, and neck pain

Anatomy of the upper cervical spine
●

Ligaments for stability: transverse atlantal lig, apical and alar lig. tectorial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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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upper cervical spine injuries
I. History
II. Physical examination
III. Neurologic examination
IV. Radiological examination
1. Standard radiographic evaluation for trauma patients: AP, lateral, open-mouth view
●

Should be visible from the craniocervical junction to the cervicothoracic junction

●

If C7-T1 is not visible → caudal traction of arms or swimmer’s view

●

Lateral x-ray

Soft tissue space
(retropharyngeal hematoma or swelling)

C2: 10 mm
A: ant vertebral body line
C3: 4-5 mm

B: post vertebral body line
C: spinolaminar line
D: post spinous line
E: post facet line

C6: 15-21 mm

E-C: laminar space

2. CT scan: imaging modality of choice
●

Sagittal images: congruity of the occipital condyle-C1 joint, isthmus and dens of C2, facet joints, relation of

the Wackenheim line to the dens, atlantodense interval (<3 mm), soft tissue swelling (C3 < 5 mm), ant & post
vertebral body alignment. spinolaminar line, disc space
●

Coronal images: C0-1-2 joints, integrity of the dens

●

Axial images: body, pedicle, lateral mass, post arch, and occi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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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I: detection for soft tissue injury (cord, disc, annulus, ligaments, hematoma)
●

Timing of the MRI: within the first 48 hours after injury (optimal sensitivity for hemorrhage and edema)

●

Fat suppressed T2 sagittal image: especially good for visualizing ligament injury

Closed reduction
I. Objective
●

Improve spinal cord blood flow → minimize the harmful effects of ischemia

●


Significantly
faster than operative means

II. Contraindication
●


Distraction
type injures

●


Obtunded
patients

●


Cranial
fractures

●


Hemodynamically
unstable

(C0-1 dislocation, type IIa traumatic SL of axis, distractive extension injury)

III. Technique
●


Application
of Gardner-Wells tongs: 1~2 cm above the top of the ear and 0~2 cm posterior to the auditory meatus
(no farther forward to avoid injury to the temporal artery)

●

Traction weight in the upper cervical spine: 10~15 lb

●

Baseline lateral x-ray → begin with 10 lb and increase traction by 5 lb → neurological exam and lateral x-ray

after at least 5~10 minutes
●

End points
① Achieving reduction at the injured level
② Deterioration of neurological status
③ 1.5 times Increase of normal disc space
④ Extreme pain

●

After reduction → maintain the traction reduced to 10 to 15 lb

Halo vest
●

Most effective orthosis for upper cervical spine injuries
: Soft collar<rigid collar<SOMI<Minerva<halo vest

●

Preserved normal motion after fracture union

●

Complications: pin site infection or loosening, dural penetration, skull Fx, supraorbital nerve injury, dysphagia,

failure to maintain Fx reduction and alignment, neurological deterioration
●

Technique
-

Ring placed below the equator of the cranium with at least 1cm clearance

-

Ant pins: lateral 1/3 of the eyebrow

-


Gently
close the eyes during pin placement

-


Tighten
opposing pair of p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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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hten the pins with 8 in/lb torque
- Retighten the pins in 24 hours
- Daily pin cleaning

Upper cervical injury
1. Occipital condyle fracture
2. Dislocation of the atlantooccipital joint
3. Atlas fracture
4. Rupture of transverse atlantal ligament
5. Atlantoaxial rotatory subluxation
6. Odontoid process fracture
7. Traumatic spondylolisthesis of Axis
I. Occipital condyle fracture
●

Associated with traumatic brain injuries and cranial nerve dysfunction

●

Mechanism of injury: axial loading and lateral bending

●

3 part Classification (Anderson and Montesano)

Type I: impaction
Type II: basilar skull fracture
Type III: avulsion fracture of alar ligament

●

Treatment

Type I & II: stable, rigid cervical orthosis or halo vest 8~12 weeks
Type III: unstable (displacement > 2 mm), halo vest 12 weeks, C0-C2 fusion
II. Atlantooccipital dislocation
●

Life-threatening injury

●

Mechanism of injury: hyper-extension or flexion, distraction, rotation

●

Radiological evaluation
-

Power ratio
- (distance between the basion and the posterior C1 arch) / (the distance between the opisthion and the anterior

C1 arch)
- Ratio < 0.55 → posterior dislocation
- Ratio > 1 → anterior dis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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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ris method (BAI/BDI)
- BAI: Basion-Axis interval
- BDI: Basion-Dens interval
- BAI or BDI > 12 mm → atlantooccipital dislocation

<Power ratio>
●

<Harris method (BAI/BDI)>

Classification based on direction of displacement (Traynelis system)

Type I: anterior
Type II: longitudinal (IIA: C0-C1, IIB: C1-C2)
Type III: posterior

●

Treatment
- Contraindication of traction, especially Type II
- C0-C2 fusion after provisional stabilization using a halo vest

III. Fracture of the atlas
●

Mechanism of injury: axial loading

●

Rare cord injury due to spinal canal widening

●

Fractures at other cervical level commonly occur (odontoid, C2 isthmic Fx)

●

Classification (Levine & Edward)

Type I: bilateral posterior arch Fx
Type II: anterior and posterior unilateral lateral mass Fx
Type III: burst fracture (Jefferson fracture)
Type IIIA: rupture of transverse atlantal ligament (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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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ological
finding of TAL injury
- Open mouth x-ray: lateral mass overhanging > 7 mm
- Lateral x-ray: ADI > 4 mm
- Lateral flexion x-ray: ADI increase > 5 mm
- CT: avulsion fracture
- MRI: TAL injury

●


Treatment
- Ant or post arch Fx, stable Jefferson Fx → rigid cervical orthosis for 8-12 weeks
- Unstable Jefferson Fx (TAL injury +) → halo vest, 10-12 weeks after skeletal traction
- TAL rupture or failed immobilization → Posterior C1-C2 fusion

IV. Rupture of transverse atlantal ligament (TAL)
●


Mechanism
of injury: hyperflexion (force to the back of the head)

●


Anterior
subluxation of C1 in flexion and reduced in extension

●


(Dickman) and treatment
Classification

Type I: disruption of ligament substance → Posterior C1-C2 fusion
Type II: Fx and avulsion at the insertion of TAL → Rigid cervical orthosis

<Type I>

<Type II>

V. Atlantoaxial rotatory subluxation
●


: torticollis, neck pain, restricted neck motion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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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is: open mouth x-ray (wink sign), CT

A
●

B

Classification (Fielding & Hawkins)

Type I: no anterior displacement, no ligament injury
Type II: anterior displacement 3~5 mm, TAL injury +
Type III: anterior displacement > 5 mm, TAL & alar ligament injury +
Type IV: post displacement
●

Treatment
- Skeletal traction or manual reduction
- Immobilization using rigid cervical orthosis or halo vest for 8~12 weeks
- Failed closed reduction, > 3 months delayed Dx, recurred: post C1-C2 fusion

VI. Odontoid process fracture
●

5-15% of cervical spine fracture

●

75% of cervical spine fracture of children

●

Mechanism of injury: axial loading with hyper-flexion or extension, rotation

- Flexion → anterior displacement (6~7 times more common)
- Extension → posterior displacement
●

DDx: 유합되지 않은 연골 결합, os odontoideum, ossiculum terminale

●

Classification (Anderson & D’Alonzo) and treatment

Type I: rigid cervical orthosis
Type II: minimally displaced → halo vest (30% non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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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Ix
① > 5 mm displacement
② >10° angulation
③ Posterior displacement
④ Age > 50 years

Type IIA: posterior C1-C2 fusion
Type III: halo vest
●

Surgical treatment of type II fracture
-O
 ptions: anterior odontoid screw fixation, C1-2 segmental fixation, transarticular screw fixation, posterior C1-2

wiring
- ContraIx of anterior screw fixation
① Anterior oblique fracture
② TAL rupture
③ Nonunion
④ Cervicothoracic kyphosis

VII. Traumatic spondylolisthesis of Axis (Hangman Fx)
●

Mechanism of injury: hyperextension with axial compression → rebound flexion
- Type IIA: flexion-distraction injury (disruption of post annulus and PLL)

●

Classification (Effendi)
- Type IIA (modified by Levine & Edward):
- Relatively horizontal fracture line
- Minimal translation and significant kyphosis, C2-3

●

Treatment
- Type I: rigid cervical collar for 12 weeks
- Type II: skeletal traction with neck extension → halo vest for 12 weeks
>5 mm displacement or >10° angulation → C2-3 fusion
- Type IIA: contraIx of traction

Reduction with gentle manual extension and slight compression
→ Halo vest for 12 weeks
- Type III: open reduction and C2-3 fusion
●

Surgical options
- Posterior segmental fusion, C2-C3 or C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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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stabilization of the fracture with C2 pedicle screws
- Anterior fusion, C2-3

VIII. Combined fractures of atlas-Axis
●

C1 Fx + Type II odontoid process Fx

●

C1 Fx + C2 body Fx

●

C1 Fx + Type III odontoid process Fx

●

C1 Fx + C2 hangman Fx

REFERENCES
1.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3th edicaiton.
2. 정형외과학, 제 8판.
3. Rockwood and Green’s Fractures in Adults, 8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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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경추 손상
신재혁
성빈센트병원

1. Introduction
I. Subaxial Spine C3-7
II. Bone:
i. Pedicle: Outward 10º~45º
ii.	Lateral Mass: Rhomboid shape; Cranial-Caudal Articular surfaces; Zogapophyseal joint from sup., and inf.
Facet joints
iii.	Transverse Process: Ant Vert. Body - Lat. Mass; form Foramen Transversarium
III. Ligament
i. ALL: Ends at C2
ii. PLL: Above C2 to Tectorial Membrane, and Basion into Foramen Magnum
iii. Post. Ligament Complex (PLC): Essential for Stability; LF, Capsule, Nuchal Ligament
iv. Nuchal Ligaments:
A. Lig Nuchae; Supraspinous; Interspinous Ligaments
B. Essential for Upright Head Position; Strongly attached to C7, T1, and C2

2. Classification
I. Classification:
i. Communication between providers & Researchers
ii. Based on: Fx. Morphology, Mechanism, Force Vector of injury, Severity rating (stable vs unstable)
A. Stability:

a. Ability
to maintain Alignment, & Protect the Neural-tissue; leading to painless spine under physiologic

loads.
 Continuum (rather than binary-stable vs unstable),
b. On

(recover at later point)
c. Time-dependent

iii. None is universally accepted
II. Allen’s Classification[1]
A. Extension, Compression, Flexion-Compression, Flexion-Distraction, Distraction
i. Extension-Distractio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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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raction-Extension Stage (DES1):
a. Extension without Retrolisthesis
① Ant Lig. Complex Failure (ALL+Ant Annulus)
② Transverse Fx. through VB
 : Rigid Immobilization vs Ant Instrumented
b. Tx

Fusion (AIF1)
B. DES2
a. Extension with Retrolisthesis
① Post Longitudinal Ligament (PLL) Injury
② Spinal cord injury: (sup.VB2) Post-inf endplate vs (inf. VB) Ant-sup. lamina

b. Tx: AIF
C. DES others:
a. Extension Teardrop fx.: Hyperextension-avulsion injury
b. DDx: Ant tear drop fx.
ii. Extension-Compression Injury
A. Compression-Extension Stage (CES)1:
a. Unilateral Vert. Arch fracture
b. Articular Process fx.: linear or comp fx.

c. Free
floating lateral mass (∵ pedicle+lamina fx.); Transverse

Facet appearance (∵pedicle+articular process fx.)
d. Tx: Rigid Collar; AIF (for floating lateral mass).
B. CES2
a. Bilateral Vert. Arch fracture (in multiple levels)
 o evidence of other Tissue failure (No Compromise
b. N

to Stability)
c. Tx: Rigid Collar
C. CES3
a. Bilateral Vert. Arch fracture
b. Potential Compromise to Stability
c. No Anterolisthesis
d. Tx: Rigid Collar vs Halo vest
D. CES4
a. CES3+Incomplete Anterolisthesis
b. Tx: Post. Instrumented Fusion (PIF3)
E. CES5
a. CES4+Complete Anterolisthesis
b. Tx: PIF
iii. Vertical Compression Injury
A. Vertical Compression Stage (VCS)1
1

AIF: Anterior instrumented fusion
VB: Vertebral body
3
PIF: Posterior instrumented fu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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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x. of sup. OR inf. Endplate with Cupping
b. Tx: Rigid Collar
B. VCS2
a. Fx. of sup. AND inf. Endplates with Cupping
b. Tx: Rigid Collar vs Halo vest
C. VCS3
a. Fx. With Vertebral Body Fragmentation
b. Retropulsion; Loss of Height
c. Tx: Corpectomy, AIF, vs Halo vest
D. VCS: Diving Injury, TA; C6-7: most common
iv. Flexion-Compression Injury (Flexion Tear-Drop Fracture)
A. Compression-Flexion Stage (CFS)1
a. Blunting of ant-sup. Endplate
b. Tx: Rigid Collar
B. CFS2
a. Compression of ant-sup. Endplate
b. ‘Beaking’ of Ant-inf. Vert. body
c. Tx: Rigid Collar
C. CFS3
a. Flexion Teardrop Fx. (fx. of the beak)
b. Tx: Corpectomy, AIF, vs PIF vs Halo vest
D. CFS4
a. <3 mm Retrolisthesis
b. Post. Lig. Complex (PLC) Injury - Possible
c. Tx: Corpectomy, AIF±PIF
E. CFS5
a. >3 mm Retrolisthesis
b. PLC Injury - Probable
c. Tx: Corpectomy, AIF±PIF
v. Flexion-Distraction injury (Facet Dislocation vs Fracture-Dislocation)
A. Distraction-Flexion Stage (DFS) 1
 a. F
 acet sprain (Subluxation, Spinous process Divergence in flexion=
PLC4 failure)
b. Blunting of Ant-Sup. vert. margin (compression failure)
c. Tx: Rigid Colllar
B. DFS2
 nilateral Facet Dislocation (or Fx. Dislocation, Locked facet,
a. U

Interlocked facet)
b. Anterolisthesis: 25%~50% of VB3
 otary listhesis: characteristic: Bow-tie sign (+); Uncovertebral jt
c. R
4

PLC: Posterior liga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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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ning+Spinous Process displacement
d. Tx: AIF vs PIF
C. DFS3
a. Bilateral Facet Dislocation (or Fx. Dislocation, Perched Facet)
b. Anterolisthesis: ≒ approximately 50% of VB
c. Rotation charactetristic: (-)
d. Tx: AIF vs PIF
D. DFS4

a. Bilateral
Facet Dislocation with Full VB width Anterolisthesis, or

floating vertebra
b. Tx: PIF±AIF
E. DFS:
a. Closed Reduction:
b. Cervical Traction (0~5/10 lbs increment); Disc space >1.5배: unacceptable
c. Interscapular bump beneath the patient
d. Inability for CR: Post approach로 Sup. part of Caudad Facet을 제거해준다.
e. Critical C-HNP가 있으면 ACDF로 Neural Decompression이 필요하다.
vi. Distraction Injury
A. Extremely unstable, high-energy, 3-column injury

B. Discoligamentous
Tension Failure (simultaneous); Post column

Injury (+); Endplate avulsion (+)
C. Tx: PIF±AIF
vii. Lateral Compression Injury
A. Lateral-Flexion Stage (LFS)1:
a. Asymmetric lateral compression,
b. Ipsilateral Vert. Arch fracture (Nondisplaced)
c. Tx: Rigid Collar
B. LFS2:

a. Ipsilateral
Vert. Arch fracture (Displaced); Contralateral Facet Dislocation

b. Tx: PIF
III. CSISS: Cervical Spine Injury Severity Score[2]
i. Four Columns

A. Ant
Column: ALL, PLL, VB, IVD,5 Uncinate Process, & Transverse

Process
 at . Column ( x2 ): Pedicle , Lat . Mass , sup . & inf . Articular
B. L

Processes, & Facet capsule.
C. Post. Column: Laminae, Spinous process, PLC,6 LF7
ii. Severity of Injury
5

IVD: Intervertebral disc
PLC: Post. ligament complex
7
LF: Ligamentum flavum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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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alog Scale: 0~5
B. Continuously, Independently
 igament disruption: Presumed on separation
C. L

of normal osseous landmarks
D. 0 : no injury; 1: nondisplaced fx.; 5: Complete
fx.-dislocation, or disruption of PLC
iii. Total Score: 0~20
iv. Surgical Indication: CSISS ≥7
v.	Basis of Concept : Amount of Skeletal displacement , or Osseous separation correlate with amount of
Ligamentous disruption and Instability
IV. SLIC (Sub-axiaL Injury Classification)[3]
i. Morphology (4)
A. Compression (1)

a: Ant column height loss; b: DLC8 disruption; c: laminar fx; d-e: lat. Mass and/or facet fx.
B. Burst (2)

Fx. involving entire VB
C. Distraction (3): e.g. Perched facet, Hyperextension

a

b

c

d

9

a: Circumferential; b: bilateral facet d/l ; c: hyperextension; d: distraction with flexion

8

DLC: Disco-Ligamentous Complex
d/l: disloc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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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ranslation/Rotation (4): e.g. Facet dislocation, Unstable teardrop (CFS4~5)

a: Complete DLC disruption; b: Pedicle fx.; c: Facet fx.; d: Translation+Rotation
 LC Integrity (2): (IVD, ALL,10 PLL,11 LF, Inter/Supra-Spinous ligament, & Facet capsule); Soft tissue
ii. D

healing is less predictive than bone healing
A. Intact (0)
B. Intermediate (1): e.g. Isolated interspinous widening, MRI signal change only.
C. Disrupted (2): e.g. Disc space widening, Facet perch, dislocation.
iii. Neurologic Status (3+1)
A. Intact (0)
B. Root Injury (1)
C. Complete Spinal Cord Injury (2)
D.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3)
E. Ongoing Cord Compression in setting of Neurogic Deficit (+1)
iv. Total Score: 0~9
v. Surgical Indication: SLIC ≥ 5
A. SLIC 0~3: Nonoperative tx
B. SLIC 4~5: Either method
C. SLIC ≥ 5: Operative Tx (Realignment, Neurologic decompression, Stabilization)
V. AOSpine Subaxial Injury Classification[4]:
A. Morphology of the Injury
B. Facet Injury
C. Neurologic Status
D. Any Case-Specific Modifier
i. Morphology
 ype A: Compression Injury - Compression of the vertebra,
A. T

Intact TB12
a. A0:
①N
 o bony injury , or minor injury ( isolated lamina or

spinous process)
② Central Cord Syndrome without fracture

10

ALL: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PLL: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12
TB: Tension b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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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1:
①C
 omp. Fx. of Single Endplate

c. A2
① Comp Fx. of Two Endplates
② Coronal Split
③ Tx: A1-2에서 PLC가 intact하면 보존 가료가 가능하다.

d A3
①B
 urst Fx. With Bone Retropulsion; involving the post.

VB wall.
② Single Endplate
③T
 x: PLC가 intact 하고 Neurologic injury가 없으면 보존 가
료가 가능하다(Traction, 보조기). 수술은 Ant corpectomy
& AIF을 할 수 있다.

e. A4
①B
 urst Fx. With Bone Retropulsion; involving the post.

VB wall
② Both Endplates
③ Sagittal Split
④ 4. Tx: Op.
 ype B: Tension Band Injury - Distraction Injury to, Post. or
B. T

Ant. Tension Band
a. B1: Post. TBI13
① Bony
② Tx:
●

보존가료,

●

 (PIF): Alignment change가 있는 경우, Ankylosing
OP

spine의 경우 시행한다.
b. B2: Post TBI
① Bony; Capsuloligamentous; Ligamentous
②T
 x: SLIC≥5의 경우 OP 시행하며, Kyphosis correction 이
중요하다.

c. B3: Ant TBI
① Ant. Discoligamentous Disruption
②H
 yperextension injury ; with possible central cord

13

TBI: Tension ban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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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

③ Tx:
●

 neurologic injury: orthosis
No

●


Central
cord syndrome: Early decompression (either ant or post) & Fusion

●


Ankylosing
spine: PIF

●


Excellent
bone quality: AIF is possible

C. Type C: Translational Injury
a. Translational Displacement in any 1°Axis
b. Includes Distraction of Ant. or post vertebral element

ii. Facet Injury
A. F1: Nondisplaced Facet Injury (<1 cm, <40% facet)
B. F2: Facet fx with Potential Instability (>1 cm, >40% facet)
C. F3: Floating Lateral Mass (∵ fx. of Pedicle+Lamina)
D. F4: Pathologic Subluxation (or Perched facet)
E. BL: Bilateral facet injury
iii. Neurology
A. N0: Neurologically Intact
B. N1: Transient Neurologic Deficit
C. N2: Root Injury
D. N3: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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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4: Complete Spinal Cord injury
F. Nx: Neurology Undetermined
iv. Case-Specific Modifier
A. M1: Possible Ligamentous Injury
B. M2: Critical Disc Herniation
 : Stiffening / Metabolic Bone ds: DISH,14 AS,15 OPLL,16
C. M3

OLF17
D. M4: Vertebral a. Injury

3. Summary & Conclusion
I. Allen’s classification: Mechanism of the Injury
II. 	CSISS18: Injury pattern, Severity, and Prognosis (4 column; 0~5 score each; total ≥7 surgery)
 LIC19: Based on Injury 1) Morphology, 2) DLC, & 3) Neurologic status; Abandons mechanism.
III. S

IV.	AOSpine Subaxial Injury Classification: Injury 1) Morphology-Mechanism, 2) Facet Integrity, 3) Neurologic
status, and 4) Case-specific Modifiers
V. Surgery is indicated for CSISS≥7, SLIC≥5, AO-A with PLC injury, most B & C type lesions
VI.	Determine Stability based on CT or MRI, then tailor Surgery or Orthotic management to Biomechanical Need
of the injury

REFERENCES
1. Allen BL, Jr., Ferguson RL, Lehmann TR, O’Brien RP. A mechanistic classification of closed, indirect fractures
and dislocations of the lower cervical spine. Spine (Phila Pa 1976) 1982;7:1-27. doi: 10.1097/000076321982007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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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score. Assessment of reliability. J Bone Joint Surg Am 2007;89:1057-65. doi: 10.2106/JBJS.F.00684.
3. Vaccaro AR , Hulbert RJ , Patel AA , Fisher C , Dvorak M , Lehman RA , Jr ., et al . The subaxial cervical
spine injury classification system: a novel approach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orphology, neurology,
and integrity of the disco -ligamentous complex . Spine (Phila Pa 1976 ) 2007 ;32 :2365 -74 . doi : 10 .1097 /
BRS.0b013e3181557b92.
4. Vaccaro AR, Koerner JD, Radcliff KE, Oner FC, Reinhold M, Schnake KJ, et al. AOSpine subaxial cerv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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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ISH: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AS: Ankylosing Spondylitis
16
OPLL: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17
OLF: Ossification of the Ligamentum Flavum
18
Cervical Spine Injury Severity Score
19
SubaxiaL Injury Classific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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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질환(lumbar Disc Disease)
나화엽
분당제생병원

Axial spine pain
가장 흔한 근골격계 통증으로, 추간판 퇴행성질환과 구분되어야 함.
흔히, Nonspecific axial pain으로 불리며, 전 인구의 80%가 일생에 한번 이상 axial spine pain을 겪는다. 우리는 이를
흔히 “요통(LBP)”으로 부른다.
반면에, 나이에 따른 추간판 퇴행성 변화(degenerative process of disc)는 항상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이는 Internal
disc derangement, disc herniation, facet arthrosis,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spinal stenosis 와 같은 구조적인 변
화를 영상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질환은 각각 Unique clinical findings & treatments을 보인다.

Risk factors for lumbar disc disorder
Genetic factors, age, gender, smoking, occupational exposure 등이 위험인자로 확인되었으나, socioeconomic factors
는 포함되지 않는다.

ANATOMY
Neural foramina 이루는 구조물
Superiorly & Inferiorly: pedicles
Anteriorly: intervertebral disc & vertebral body
Posteriorly: facet joints

DRG (dorsal root ganglion)
Located within the neural foramina
DRG 바로 원위부에서 뚜렷한 3개 분지로 갈라지며, 이는 ventral
rami, sinuvertebral nerve, dorsal rami 이다.

Rami

1) Ventral
rami: 흔히 알고 있는 ‘nerve root’이다. 가장 굵고 spinal canal 전방부를 신경지배한다. 즉, Motor & sensory

innervation to legs & Trunk & abdominal wall muscles

2) Dorsal
rami: 3개의 branchs, 즉, medial, intermediate, lateral brach로 갈라지며, 이중에서 medial branch는 다시 3
개 분지로 갈라져서 3개의 facet joint를 지배하는데, 이는 index facet, adjacent above and below facet 이다.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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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vation to paraspinal muscles, sensory: skin of trunk & back

3) Sinuvertebral
nerve는 post. aspect of disc, posterior vertebral bodies, PLL 부위를 신경지배한다.

Nociceptive signals
via DRG
Sinuvertebral nerve+sympathetic trunk
Disc innervation: innervated by fibers froam multiple levels
Sinuvertebral nerve+sympathetic trunk from multiple levels
In animal models
2 additional sup. levels via sinuvertebral nerves
3 levels more than sup. sinuvertebral innervations via sympathetic trunk by the DRG
예를 들면, 디스크 파열로 인한 통증 전달경로는, nociceptive signal 이 인접한 여러 분절의 sinuvertebral nerve와

sympathetic trunk에서 수집되어, DRG를 거쳐 척수로 전달된다.

med. branch of dorsal ramus
Supply the facet joints
Ex) L4-5 facet: by L3+L4 dorsal ramus med. br.
→for facet block

Nerve roots orientation in the dural sac
Most cephalad roots
lying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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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caudad roots
lying centrally.
Motor roots are ventral to the sensory roots at all levels

Degenerative process of spine (by Kirkaldy-Willis)
: 3 joints complex (disc, both facets)

1st stage: Dysfunction
Circumferential & radial tears in the disc annulus
Synovitis of the facet
15 to 45 years old
2nd stage: Instability
Internal disruption of the disc
Progressive disc resorption
Degeneration of the facet joints with capsular laxity
Subluxation and joint erosion
35- to 70-year-old
3rd stage: stabilization
Progressive development of hypertrophic bone around disc
Facet joints leads to segmental stiffening
Older than 60

Diagnosis
CT: Superior to MRI for only bony structure
MRI: Standard imaging, superior to CT for infection, tumor, disc herniation
Myelography: Dynamic image.

Myelo-CT의 적응증: Cannot
do MRI, intraspinal lesion, spinal instrumentation causing artifact, questionable Dx

conflicting Sx and other studies.
EMG: rule out peripheral neuropathy, various neuromuscular disease etc, other than HIVD, stenosis
Bone scan: Rule out cancer, metastasis
Lab: CBC, ESR, HLAB27 etc
SNRB (selective nerve root block): Diagnostic and therapeutic
 old standard of Dx of back pain by facet joint
Facet joint injecti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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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tomes & Dermatomes

L4 radiculopathy
Radiating pain:
Posteolat. aspect of the thigh
Knee ant.
Med. aspect of lower leg
On examination:
Motor: knee extension+hip adduction+ankle dorsiflexion
A reduced patella tendon reflex
Tibialis anterior m. Atrophy:
In severe cases, “tibial ridging”
Mormal convexity of the ant. compartment of leg → lost & atrophy
- prominent sharp contour of med. aspect of tibia

L5 radiculopathy
Most common radicu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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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in+radiating down the lat. aspect of leg into the foot dorsum
On examination
Motor: Toe extension (EHL, EDL, EDB), hip abduction (G. medius)
Reflexes are generally normal

S1 radiculopathy
Radiating pain
Buttock, post. aspect of leg into lat. foot, lat. malleolous
On examination
Motor: toe flexion (FHL), plantar flexion (gastrocnemius muscle)+leg extension (G. maximus)+knee flexion (biceps
femoris)
A ruduced Achilles tendon reflexes

Type of disc herniation
Bulging disc
physiologic, aging process
Protruded disc
Nucleus purposus out of place & rupture of inner annulus fibrosus
Annulus fibrosus not yet completely ruptured
→so nucleus purposus not exposed to the outside.

Extruded disc
Rupture of outer Annulus fibrosus → nucleus purposes exposed to outside
Sequestrated disc
Escaped nucleus purposes is disconnected from the disc
The free nucleus purposes may move up, down, or outward within the spinal canal.

Physical examination
Straight leg raise test
Patient: supine position, not actively “helping” in lifting the leg
Examiner: raises patient’s extended leg on the symptomatic side with the foot dorsiflexed
Bowstring test
In SLR-test
Knee slightly flex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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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 pressure with thumb in popliteal fossa
Lasègue’s test
Patient supine
Thigh bent at 90’ & knee bent at 90’
Gradually extend knee keeping hip flexed
Thigh pain radiates down the leg
Contra-lateral (crossed) straight leg raise test
Passive elevation of unaffected leg by examiner.
Positive: lifting unaffected leg reproduces radicular pain in the affected leg.
Specific, but poor sensitivity
Reverse straight leg raise (femoral stretch)
Patient prone
Passively extending the hip and leg straight up off the table.
Most useful for L2, L3, L4

Symptomatic Treatment
Nonopioid analgesics
NSAIDs, acetamiophen
Opioids
Activity modification & Physical therapies
Epidural, selective nerve root, caudal, steroid injections

Surgery
Indication
Predominant unilateral leg pain extending below the knee present for at least 6 weeks
Pain decreased by conservative care, but returned to initial levels after 6 to 8 weeks of conservative care
P/E reveal signs of sciatic irritation
Localizing neurologic impairment
CT, MRI, or myelography should confirm the level
Urgent surgery
Cauda equina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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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이병호
연세대학교병원

1. 정의
: 척추 관절과 추간판, 황색 인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
: 신경인성 파행, 하지방사통, 요통, 배뇨-배변 장애 등의 주요 증상
: 보행 시, 장시간 서 있을 경우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로 증상 완화

2. 병태 생리
1) 추간판의 퇴행 -> 상대적 불안정성이 척추 관절의 과운동성 유발 -> 척추 후관절 압력 증가 -> 추간판 간격의 협소,
척추 관절의 신전 각도 증가 -> 척추 관절의 비후 특히 상관절 돌기의 비후 순서

2) 황색 인대의 석회화나 비후, 관절의 방향성(tropism)으로 인한 관절병증
→척추관의 협착 및 신경 구조물의 압박에 이르게 됨.

3) 협착으로 인한 경막 외 정맥혈의 울혈 및 혈관 압력 증가 ->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 유발
4) 마미 신경근은 신경근 표면에 위치한 동맥 순환과 뇌척수액의 확산에 의해서 대사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척추관 협
착 증에서 신경근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도 신경근의 허혈과 신경 전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5) 정맥의 울혈에 의해서 증상이 유발: 두 분절 이상의 척추 협착증시 중간 협착 부위에 혈류 정체
: 요추 신전시 척추관이 더 좁아져 신경과 혈관이 더욱 눌리게 되고, 하지 운동에 의해 증가한 신경근의 대사로 인해 필
요한 혈류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신경학적 파행 증상 발현

3. 해부학적 구조(Anatomy)
1)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central stenosis): 양측 척추 후관절 사이의 공간, 경막과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신경 조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협착, 추간판의 돌출, 섬유륜의 팽윤, 골극의 형성, 접히거나 비후된 황색인대 등에 의해 유발:
전반적인 하지 통증을 동반한 신경인성 파행(neurogenic claudication) 일으킴.

2) 입구대(entrance zone: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
: 후관절의 상관절돌기(superior articular process) 의 내측, 척추경의 내측(medial) 경계부 사이 해부학적 구조. 외측은
척추경, 등쪽으로는 후관절의 상관절돌기, 앞쪽으로는 추간판과 후종인대, 내측으로는 척추관으로 경계
: 협착 원인: 후측방으로 탈출한 추간판 탈출증 및 비후된 상관절 돌기에 의한 신경근 압박.

3) 중간대(mid-zone): 협부(pars) 앞쪽
: 내측 경계는 외측 함요부(lateral recess), 앞쪽으로는 척추체와 추간판, 후방으로는 협부와 횡돌기간 인대, 그리고 척추
경의 외측면이 외측의 경계
: 협부의 결손으로 인한 섬유연골 조직의 비후 또는 골극에 의한 신경 압박 발생

4) 출구대(exit zone): 추간공에 의해 이루어진 거꾸로 선 눈물 방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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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공 경계 기본적으로 위 척추 척추경의 아래부분과 아래 척추의 척추경의 윗부분 사이 공간
: 협부(pars)와 위 척추의 하부 관절돌기(inferior articular process)-아래 척추의 상부 관절 돌기(superior articular

process)를 후방 경계로, 척추체의 후면과 추간판을 전방 경계
: 후근 신경절(Dorsal root ganglion)과 배측 운동 신경근(ventral motor root)이 공간 약 30% 차지
: 경막에 신경근을 싸는 신경외막(epineurium)으로 바뀜
: 가장 흔한 원인: 퇴행성 척추 관절염에 의한 신경압박

5)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
: 연골무형성증(achondroplasia) 또는 이형성 척추 전방전위증(dysplastic spondylolisthesis)
: 주로 중심성척추관 협착증(central stenosis) 유발: 짧은 척추경 -> 전후방 공간 감소, 척추관의 횡직경 감소 -> 협착 유
발, 요추원위부로 갈수록 척추경간 거리가 좁아짐.
: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인 30대 초반부터 증상 발현, 증상이 심한 경우도 많아서 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를 호소

4. 자연 경과(Natural History)
: 증상은 협착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발현되지 않고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 많음
: 많은 논문에서 감압 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경과가 좋다 보고
: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50%의 환자에서 8년에서 10년에 걸친 중장기 추시 결과,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의 호전
: Weinstein

등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비수수술 치료 환자군에 비해 모든 primary outcome의 호전을 보였
다고 보고 하였다.(Weinstein JN, Tosteson TD, Lurie JD, et al. Surgical versus non-operative treatment for lumbar

spinal stenosis four-year results of the Spine Patient Outcomes Research Trial (SPORT). Spine 2010;35:1329)

5. 유병률(Prevalence)
: 전반적인 유병률은 다양하게 보고(11~38%)
: 퇴행성 질병 경과를 고려: 나이에 의해 크게 영향 -> 고령에서 유병률 증가
: 여성에서 3-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임상적 평가(Clinical evaluation)
임상 증상에 의한 진단 기준

1) 보행 시 하지 또는 엉치 부위 통증
2) 허리를 전방으로 굽힘으로 인한 증상의 완화
3) 쇼핑 카트나 자전거를 타는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의 증상 완화
4) 보행 중 운동 또는 감각 장애
5) 정상적이고 대칭적인 족부 동맥 촉지
6) 하지 근력 약화
7) 요통
: 하지 직거상 검사는 통상 음성이고, 운동 신경 장애의 소견은 드묾
: 좌골신경통의 갑작스런 출현이나 악화 -> 기존 협착증에 추간판 탈출증의 동반 가능성 시사
: 방사통의 경우 외측 함요부와 신경공에서 많이 유발, 제 5요추 신경근 증상 제일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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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이상시 당뇨, 알코올 중독, 약물 복용 등에 의한 말초 신경 병변을 의심
: 혈행 장애 감별: 양하지 족배 동맥 (dorsalis pedis a) 및 슬와 동맥(popliteal artery) 촉지
: 고관절과 슬관절 병변, 발목관절 및 족부 관련 질환도 반드시 감별

7. 진단적 영상 검사(Diagnosis imaging)
1) 방사선 검사(Radiography)
: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 협착을 확진 불가 굴곡-신전사진상에서 분절 불안정성의 여부를 확인
→ 유합술 시행여부 결정; 4~5 mm 이상의 전위나 10~15도 이상의 각운동 변화

2) 자기 공명 영상 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는데 유용하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척추관의 크기 확인.
: MRI상 형태학적 협착증의 정도와 임상적 증상과는 상관관계가 낮음
: 협착의 정도와 임상 증상의 심각도 비례하지 않음
: MRI

는 신경학적 파행 또는 방사통이 지속적으로 있는 환자에서 확진 목적으로 사용 가능

but MRI에서 협착이 확인되더라도 무증상인 환자의 비율이 높음 -> 선별 검사 목적 사용 안됨.
3) 컴퓨터 단층촬영 및 척수강 조영술(Computed tomographic myelography)
: 수술 계획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영상 검사
: 척수강 조영술(Myelogram) 동시 시행시 정확도 높이나, 침습적이고, 두통, 오심, 발작 등의 부작용을 동반 우려 -> 최
근 이용 감소
: MRI 보다 골극이나 추간판 등의 석회화 등을 포함한 골성 해부학적 구조를 잘 파악
->실제 감압 수술에 필요한 정보 더 제공
: MRI를 촬영할 수 없는 심박동기(cardiac pacemaker) 이식 환자 등에서 좋은 대체 이미지

4) 다른 진단검사(Other diagnostic studies)
: 근전도 검사는 당뇨 등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 신경병증의 진단이 불확실할 경우
: 혈관 도플러 검사 -> 하지의 혈관 문제 배제.
: 자전거-운동 부하 검사 등 진단

8. 비수술 치료(Nonoperative Treatment)
: 비수술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중간 정도의 환자 대상

1) 단기간의 침상안정, 약물 치료(소염제, 경구용 부신피질 호르몬제, 근이완제, PGE1 유사제, 항우울제, gabapentin 등
항경련제 등), 요추부 운동(등척성 굴곡운동, 과신전 운동 등) 및 물리치료, 보조기 착용, 온열 치료, 초음파, 마사지,
전기 자극 및 견인 치료 등

2)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Epidural steroid injection)
: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중간 단계
: 신경 조직의 물리적 압박에 의한 신경근의 구조적, 화학적 자극으로 인한 신경 부종
+ 신경근 주변 정맥혈의 울혈로 인한 국소적 허혈로 인한 신경근의 염증으로 phospholipase나 leukotriene B 등의 유리
-> 염증 반응과 부종 악화
: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스테로이드 주사 -> leukocyte의 이동감소, cytokine의 생성 및 유리 억제 및 세포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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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를 통해 염증 반응과 부종 감소.
: 약 50~87%에서는 단기간의 증상 완화 효과
: 적응증: 기존의 진통제, 휴식 등에 증상 호전없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급성 방사통 및 신경학적 파행을 보이는 환
자

9.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의 원칙(Principles of spinal stenosis surgery)
: 둔부나 하지 동통 근력약화 또는 감각이상으로 인한 보행 제한 등의 활동 능력 상실
: 최소 2~3개월간의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 비교적 급격히 진행되는 신경 장애나 대소변 기능의 상실은 조기 감압술 필요
: CT또는 MRI의 영상 이상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부합되어야 함.
: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신경 구조의 충분한 감압
: 과도한 골 구조의 제거로 인한 불안정성, 협부형 또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측만증, 후반증 등을 동반시 유합술
고려
: 감압시 한 척추 분절의 각 후관절의 내측 1/2 이하의 절제로 척추의 불안정을 유발 않으면서 중심부와 외측의 충분한
감압 가능.
: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을 포함한 최근 최소접근법 -> 기존의 수술 방법과 비교시, 재원기간, 출혈량, 비용, 수술
후 결과 등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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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분절 조기 퇴행성 변화
김호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Only radiological finding, not necessarily symptomatic

Adjacent segment disease
Symptomatic

Prevalence: very widely reported
- Radiographic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5.6~100%
- Symptomatic adjacent segment disease: 2.7~21.4%
- Reoperation: 4.0~27.8%
- The

rate of prevalence is hard to define because of the variable patients and follow-up times in the relevant

studies
- Meta-analysis (Pan et al, Xia et al)
●

Radiological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37.5%, 26.5%

●

Symptomatic adjacent segment disease: 14.4%, 8.5%

●

Reoperation: 7.7%

Radiological findings
- Disc degeneration
- Listhesis
- Instability
- Herniated nucleus pulposus
- Stenosis
- Hypertrophic facet arthritis
- Osteophyte formation
- Scoliosis
-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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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ologies: Multifactorial
- Biomechanically overstress at the adjacent segment after fusion
- Altered biochemical milieu at the adjacent segment after fusion
- Change of sagittal alignment
- Genetic predominance
- Already advanced degeneration at the adjacent segment at the time of fusion surgery

Conflicting results about causality between fusion and adjacent segment disease
- Pros for causality: above etiologies
- Cons for causality:
●

Preexisting disease

●

Biomechanically does not increase of stress at adjacent segment under load control

●

Natural history of degeneration

Known risk factors
- Instrumentation
- Injury to the facet joint of the adjacent segment
- Fusion length
- Sagittal alignment
- Pre-existing degenerated disc at the adjacent level
- Pre-existing lumbar stenosis at the adjacent segment
- Age
- Osteoporosis
- Female gender
- Post-menopausal state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vs. Proximal Junctional Failure
- Adjacent segment pathologies after long instrumented posterior fusion in adult spinal deformity
- Definition of PJK:
●

A relatively common complication following spinal deformity surgery that may require reoperation.

●

Abnormal PJK was defined by the presence of two criteria: (1) a proximal junction sagittal Cobb angle of ≥

10° and (2) a postoperative proximal junction sagittal Cobb angle at least 10° greater than the measurement
preoperatively.
●

10° vs. 15° vs. 20°

- Definition of PJF
●

Progressive worsening

●

Structural failure of the vertebral body and/or posterior discoligamentous com-plex

●


PJF
is present when PJK occurs with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fracture of the vertebral body of UIV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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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V+1, pullout of instrumentation at the UIV, adjacent vertebral subluxation, neurological deficits related to
the PJK, or revision surgery requiring extension of the proximal fusion within the first 6 months of the index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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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요추부 손상
소재완
순천향천안병원

1. Introduction
●

Spinal fracture & dislocation
- Between 5% and 10% of polytrauma patients
- 65 to 85% of spine injuries occurring within the thoracic or lumbar region

●

Neurologic deficit
- Around 20% of patients with thoracolumbar fracture (complete or incomplete)

2. Anatomic consideration
1) Anatomic differences of the thoracolumbar spine
Posture
Facet
Center of gravity

Thoracic
Kyphotic
Coronal
Ant.

Lumbar
Lordotic
Sagittal
Post.

(1) Thoracic spine
① Kyphotic-enter of gravity is ant. to thoracolumbar spine
- Compressive force on the vertebral body, tensile force on the post. elements
② Greatest stability because of the rib cage
③ Relatively narrow neural canal-little neural element protection
(2) Lower lumbar spine
① Lordotic-center of gravity is located posteriorly in the lower lumbar spine
- Tensile force on the vertebral body, compressive force on the post. elements
② Lower lumbar spine; stable from injury
- Lordoric configuration; distribution of compressive force across the vertebral body & post. elements
- Relatively large vertebral body
(3) Thoracolumbar junction-transitional zone
●

Majority of the lesion - Thoracolumbar junction (T11~L2)
- Transitional zone-connect the rigid, kyphotic thoracic spine to mobile, lordotic lumbar spine
- More susceptible to fracture-substantial biomechanical stress during traumatic incidents

2) Osseous and ligamentous structures
(1) Intervertebral disc
① annulus fibrosis
- Outer circumferential layer of col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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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eract torsional, tensile, axial force
② Nucleus pulposus
- Soft, hydrophilic central core
- Resists compressive loads
(2) Anterior ligaments
① ALL - stabilize the spinal column during extension
② PLL - stabilize the spinal column during flexion
(3) Posterior elements
- Pedicles, laminae, transverse & spinous process, facet joint, PLC
① Facet joint
- Upper thoracic; aligned in the coronal plane - resist AP translation
- Lower thoracic & lumbar; sagittal orientation - resist medial-lateral displacement
② Posterior ligamentous complex (PLC)
- Ligamentum flavum
- Interspinous & supraspinous ligaments
- Facet joint capsular structure

3. Initial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horacolumbar injuries
1) A thoracolumbar fracture should be suspected after polytrauma
- Until the evaluation is complete
(1) Spine injury precaution - start in the field
- Immobilize the entire spine ; minimize secondary injury
(2) Approximately 24% of all thoracolumbar fractures - initially missed after polytrauma
(3)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ATLS) protocol -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2)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1) History taking
① Specific details of events
- Speed of vehicle, position and point of impact, use of restraints
② Axial spinal pain, decreased range of motion
(2) Physical examination
① Inspection - ecchymosis, abrasions, lacerations,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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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alpation - localized tenderness, stepoff between adjacent spinous processes
③ Neurologic evaluation
- Motor function; graded on a 0 to 5 scale
- Sensory function; as a dermatomal distribution
- Reflex
- To distinguish complete and incomplete spinal cord injury (SCI)
→Signs of incomplete SCI; sparing of sacral sensation & maintenance of rectal tone
④ Evaluation of associated injuries - should be systemic from head to toe
- Chest & abdominal injuries
- Orthopedic injuries including pelvis and extremity fractures
- Head trauma
- Contiguous and noncontiguous spine injuries

3) Spinal shock
- Transitory physiologic disruption spinal cord mediated function
→Absence of all motor and sensory function and reflexes below the level of SCI
- Distinguished from complete SCI
- Resolved within 24 to 48 hours
→Recovery of spinal shock; bulbocavernosus reflex (∵ lowest cord medicated reflex)
- Conus medullaris and cauda equine injury; absence of bulbocarvernosus reflex
→Should not be confused with spinal shock

4) Pharmacologic agents in SCI
- Initial mechanical contusion to neural elements
→Tissue edema
→Complex biochemical cascade
① Microvascular changes with ischemic damage
② Production of inflammatory factors
(1) Objective of steroid
① Inhibiting the release of neurotoxic molecules
② Preserving membrane integrity
③ Cleaning free radicals
④ Correcting electrolyte imbalance
(2) Steroid regimen - methylprednisolone
- NASCIS II and III (2nd and 3rd National Acute Spinal Cord Injury Study)
① 30 mg/Kg bolus
② Maintenance
→Within 3 hours of injury; 5.4 mg/Kg/hr - 23 hours of therapy
→3 to 8 hours after injury; 5.4 mg/Kg/hr - 48 hours of therapy
(3) Other neuroprotective agents -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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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diologic evaluation for thoracolumbar injuries
●

Goals of radiologic evaluation - to confirm the diagnosis of thoracolumbar injury
① To detect a spine injury
② To determine the stability of the injury pattern
③ To guide subsequent treatment

●

Main imaging modalities - plain radiography, CT, MRI

1) Plain radiography - most accessible and convenient method
(1) AP radiography - assessment of
① Coronal alignment
② Interpedicular distance
③ Alignment of spinous process
(2) Lateral radiography - to examine
① the height, width, alignment of the vertebral bodies
- Pedicles, spinal canal, neural foramen, facet, spinous process
② amount of vertebral collapse
③ translation in the sagittal plane
→Compression fracture
- Anterior wedging of vertebral body
- Break in the anterior cortical margin
→Burst fracture
- Loss of posterior vertebral body height
- Break in the posterior cortical margin
- Spinal canal narrowing
- Widening of the interpedicular distance
→Posterior element injury
- Facet widening, spinous process splaying or malalignment
- Fracture line in the pedicle, lamina, facets and spinous processes
- Vertebral body translation (> 2.5 mm)
- Segmental kyphosis > 30°, vertebral body height loss > 50%

2) CT
(1)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of a thoracolumbar injury
(2) Up to 25% of injuries when relying on plain radiography alone
(3) Limited ability to visualize the soft tissue

3) MRI - “MRI is complementary to CT rather than a substitute”
(1) Soft tissue injury associated with thoracolumbar fracture
- Disc herniation, epidural hematoma, ligamentous injury, spinal cord injury
(2) Evaluation of spinal cord injury
① Visualized in edema, hematoma, compression & transection of the neur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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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Useful for predicting the potential for neurologic recovery
(3) Posterior ligamentous structures can be evaluated
① Understanding of injury severity
② Potential for spinal instability
(4) MRI should be considered
① All cases with neurologic injury
② Further evaluation of the PLC
→deciding between operative versus nonoperative treatment

5. Mechanisms of thoracolumbar injuries
1) 5 primary forces of thoracolumbar spinal injury - application of one or two force vectors
(1) Axial compression
① Compression fracture
- Disruption of ant. Vertebra
- Sparing of middle & post. Column
- Considered to stable
② Burst fracture
- More significant axial force
- Entire vertebral body
- Retropulsion of bony fragments into the spinal canal
→Compression of neural elements
- More unstable than compression fracture
(2) Flexion
① Flexion-distraction
- Center of rotation; post. of ALL
- Vertebral body; compression or burst fracture, post. elements; distracted
② Chance fracture (seat-belt injury)
- Center of rotation; ant. of ALL; entire spine will fail in tension
- Horizontal fracture extending through the spinous process; Pure osseous lesion
- Chance variants; discoligamentous disruption without fracture
(3) Extension (lumberjack injury)
- Relatively rare; high degress instability
- Most common in ankylosing spondylitis (AS) or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DISH)
- Vertebral body; distracted, post. column; compressive or tensile force
(4) Shear
(5) Rotational injury

⑴ Axial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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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racture classification
●

Classification systems are useful for
- Communication, research, determining prognosis, guiding treatment

1) Denis (1983) - three column theory
(1) Three column theory
① Anterior column - anterior half of vertebra/disc ~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② Middle column - posterior half of vertebra/disc ~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③ Posterior column - posterior elements; pedicles, facet joint, remaining ligaments
→Failure of two of the three column - mechanical instability
(2) Analyzed 412 thoracic and lumbar spine injury with CT scan and classified
- Four principle categories - 16 subtypes
① Compression fracture
② Burst fracture
③ Seat-belt injury (Chance fracture)
④ Fracture-dislocation
(3) Controversy - determining at what point a “stable” injury becomes “unstable”

2) McAfee (1983) - analysis of the CT scan appearance of 100 fractures
⑴ Six group
① Wedge-compression
② Stable burst
③ Unstable burst
④ Chance
⑤ Flexion-distraction
⑥ Translational
⑵ Injury extending into middle column - unstable

3) Magerl (1994) - AO classification
⑴ Classifying by the primary forces applied to the spinal column
① Group A - compression (vertebral body compression)
② Group B - distraction (ant. & post. element injury with distraction)
③ Group C - torsional/rotational (ant. & post. element injury with rotation)
⑵ Fracture의 location, morphology, direction of displacement뿐만 아니라 bony and soft tissue injuries를 구분한다.
⑶ Disadvantages
① Less practical because of the complicated alphanumeric scoring protocol
② Not included neurologic status

4) Vaccaro et al (2005) - TLICS
⑴ Spine Trauma Study Group
① more simple and reproducible sheme

www.spine.or.kr · 71

| 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② including neurologic status
⑵ ThoracoLumbar Injury Classification and Severity Score (TLICS)
- Based on three categories ; point values assigned
① Fracture morphology
② Integrity of PLC
③ Neurologic status
<Thoracolumbar Injury Classification and Severity score (TLICS)>

7. Treatment options
●

Objectives of every therapeutic strategy for thoracolumbar injuries
① Maintatin or restore spinal stability
② Correct any deformities in the sagittal or coronal planes
③ Maximize neurologic recovery
④ Improve pain
⑤ Allow for prompt rehabilitation

1) Bracing principle
⑴ Treated by bracing
① Mechanically stable fractures in neurologically intact
② Without significant spinal deformity
⑵ Application of brace - immobilization above and below the level of injury
① Upper lumbar and mid-to-low thoracic injury
- Standard thoracolumbar orthosis
② Lower lumbar injury; more difficult to immobilize
- TLSO brace; maximize stability in fracture below L3
③ Fractures above T6
- Cervicothoracic orth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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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Patient should not performed any activities
- Bending, twisting, lifting more than 10 pounds
⑷ Typical brace duration - 3 months
⑸ Brace weaning
- Clinical and radiographic evidence of fracture healing
→No evidence of instability in flexion & extension radiographs
→Start usual activities

2) Surgical principle
●

Factors of ope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determining ‘UNSTABLE’
① Presence of neurologic deficit
② Spinal canal compromise > 50%
③ Degree of deformity
- Vertebral body height loss > 50%
- Angular kyphosis > 30°
④ Disruption of PLC

⑴ Achieving and maintaining anatomic reduction and stability
- Posterior pedicle screw and rod; more rigid than anterior construct
① Post. Approach - powerful reduction technique
ⓐ Reduce fractures
ⓑ Restore alignment
ⓒ Relieve compression of neural structure
; Using ligmentotaxis - r etropulsed bone remains attached to post. annulus via Sharphy’s fiber
- but canal compromise > 67%; less useful. (rarely in contiuity with the soft tissue)

			

ⓓ Generate a solid arthrodesis of the vertebral column
② Ant. Approach - primarily used for
- neural element decompression (canal compromise > 67%)
- structural restoration of the ant. Column
- subacute injuries occurring more than 5 days
		
●

→ no longer be able to be indirectly reduced with post. approach

McCormack (1994) - load-sharing classification
- Grading system to assess
① Vertebral body comminution
② Displacement of bony fragments
③ Post-traumatic kyphosis
- Total point ≥7: required anterior arthrodesis

⑵ Decompression
- Patient with neurologic deficit
- Indirect decompression
① Best achieved within 48 hours after injury
② Ligamentotaxis to reduce retropulsion
- Direct decompression
① Post. decompression - via lamin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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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nt. decompression - to remove retropulsed vertebral body fragments
⑶ Minimization of construct length
- More important in the mobile lumbar spine than the thoracic spine
⑷ Appropriate surgical timing
- The optimal timing for decompression and stabilization in patients with neurologic injury ; not well established
- Progressive neurologic deficit; surgery as quickly as possible
⑸ Avoidance of complications
- Main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surgery
① Dural tear - burst fracture with associated laminar fractures
② Iatrogenic neural injury
		

- During prone patient positioning

		

- From direct injury during surgeon

③ Infection, pseudoarthrosis, instrumental failure, iatrogenic flat bck
- Related to patient factors and surgical technique

		

3) Treatment of specific injuries
⑴ Compression fractures
●

Usually stable, rare neurologic deficit : treated with bracing

●

Surgical stabilization
- Significant traumatic kyphosis and/or vertebral body height loss; unstable
① Traumatic kyphosis > 30°

		

② Vertebral body height loss > 50%

		

⑵ Burst fractures
●

Two of three columns are disrupted
① Stable burst fractures - treated with bracing
② Unstable burst fractures - treated with surgery

●

Guiding operative treatment: ‘unstable’ Fx.
① Kyphotic deformity > 30°; best indication for surgical treatment
② Vertebral body height loss > 50%
③ Canal compromise > 50%
- One of them+associated with PLC disruption - unstable

●

Brace treatment
- Traumatic kyphosis <30˚
& Vertebral body height loss <50%
& No PLC injury

⑶ Flexion-distraction injuries (Chance fractures and Chance variants)
●

Incidence of neurologic deficit in flexion-distraction injury
- Relatively low, 10~15%

●

Treatment of flexion-distraction injuries

① Injuries through bone (Bony Chance Fx.)
- Actually unstable, but tend to heal via primary osteosynthesis
		

→ Attempt bracing treatment, but best treated sur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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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juries through PLC
- Do not heal, require surgery
⑷ Fracture-dislocations
●

Highly unstable injury - neurologic injury; > 75%

●

Require surgical treatment - as soon as possible

① Post.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 fusion
- Longer constructs required ; two levels above and below the injury
② Ant. procedure ; usually not necessary
⑸ Extension and extension-distraction injuries
●

Rare, but high incidence of neurologic deficit; > 75%

●

Require surgical treatment because of unstable injuries

- post.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 fusion

4) Summary
⑴ Treatment of thoracic and lumbar spine injury should be guided by
① Understanding of spinal anatomy
② Biomechanics of spinal stability - morphology of fracture, status of PLC
③ Neurologic status
④ Overall medical condition of the patient including other injuries
⑵ Goal of treatment
① To achieve neural element decompression in the case of a neurologic deficit
② To maintain or restore spinal stability and alignment
③ To mobilize the patient early
④ To minimize the risk of complications
⑶ Treatment option
① The majority of thoracic and lumbar injuries in the neurologically intact patient
- Can be managed nonoperatively with bracing
- m/c exception ; unstable Chance fracture
		

→ Low incidence of neurologic injury, but mechanically unstable

② Most injuries with an associated neurologic deficit
- Best treated surgically
③ Unstable spine fracture with or without neurologic deficit
- Best treated sur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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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of Treatment for Thoracolumbar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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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척추 측만증
장동균
상계백병원

Scoliosis
●

Lateral curvature of normal vertical line of the spine

●

3-dimensional deformity of the spine
- Coronal: lateral curve
- Sagittal: thoracic hypokyphosis or lordosis
- Axial: rotation

●

Scoliosis
- Cobb angle ≥ 10° of the curvature
- Curve convexity: direction of a scoliotic curve (right or left)
- 만곡의 방향은 주만곡의 볼록한 쪽이 향하는 방향으로 표시
▶

Location: by the apical vertebra (AV: most deviated and rotated from midline)

▶

Ex) Rt. Thoracic curve, Lt. thoracolumbar curve

Non-structural scoliosis vs. Structural scoliosis
●

Reversible or irreversible by position

●

Adam’s Forward bend test

●

Hump, rotation, compensatory curve

Terminology
●

Apical vertebra (AV): vertebra moving away from the midline

●

End vertebra (EV): the most tilted vertebra into the concavity

●

Neutral vertebra (NV): vertebra having no rotation

●

Stable vertebra (SV): bisected or most closely bisected by center sacral vertical line (CSVL)

●

Stable zone: area defined by parallel lines drawn through the lumbosacral facets

●

Apical vertebra translation: distance between apical vertebra and midline

●

Major curve: the largest curve (유연성이 없는 비가역적 만곡)

●

- Primary curve or structural curve
Minor curve: other curves except major curve
- Compensatory curve or secondar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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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vs. imbalance (compensation vs. decompensation)
●

Coronal: distance between C7 plumb line and center sacral vertical line (CSVL)
- Balance: distance ≤ 2.5 cm
- Imbalance: distance > 2.5 cm

●

Sagittal: distance between C7 plumb line and posterosuperior corner of S1
- Balance: -2 cm ≤ distance ≤ +5 cm
- Imbalance: < -2 cm (negative sagittal imbalance) or > +5 cm (positive sagittal imbalance)

Curve naming based on apex location
●

Cervical curve: C1~C6-7 disc

●

Cervicothoracic (CT) curve: C7~T1

●

Thoracic (T) curve: T1-2 disc~T11-12 disc

●

Thoracolumbar (TL) curve: T12~L1

●

Lumbar (L) curve: L1-2 disc~L4-5 disc

●

Lumbosacral (LS) curve: L5~S1

Scoliosis measurement
●

Coronal curve: Cobb method using superior EV & inferior EV

●

Sagittal curve: T1~T12 / T5~T12 / L1~S1
- Kyphosis + / lordosis -

●

Coronal balance & sagittal balance

●

Axial rotation
- Nash & Moe method: pedicle in X-ray
▶

Grade: neutral

▶

Grade: + (concave pedicle overlapping)

▶

Grade: ++ (concave pedicle barely visible)

▶

Grade: +++ (convex pedicle in midline)

▶

Grade: ++++ (convex pedicle past midline)

- Peridiolle method: X-ray using torsion meter
- CT: more accurate, but radiation & underestimation
- Kuklo: rib hump and apical vertebral body-rib ratio (can be used postoperatively)
- Slot-scanning X-ray by EOS system

Scoliosis classification
●

Idiopathic scoliosis vs. non-idiopathic scoliosis
- Idiopathic scoliosis: unknown etiology (80~85%, m/c)
- Non-idiopathic scoliosis: congenital, neuromuscular, neurofibromatosis, syndromic scol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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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ly-onset scoliosis vs late-onset scoliosis
- Early-onset scoliosis: ＜5 years, (possible disabling dyspnea or cardiorespiratory failure)
- Late-onset scoliosis: age ≥5 years

Idiopathic scoliosis classification (patient’s age)
●

Infantile idiopathic scoliosis (IIS): 0~<3 years (2~3%)

●

Juvenile idiopathic scoliosis (JIS): 3 years~10 years (12~20%)

●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11 years~17 years (skeletal maturity, 85%)

●

Adult: ≥18 years (after skeletal maturity)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etiology
●

Unknown: multifactorial

●

Genetic factors: variable penetrance & heterogeneity

●

Neurologic disorders: neuroanatomical & neurophysiologic dysfunctions

●

Hormonal & metabolic dysfunctions: growth hormone, estrogen, melatonin

●

Skeletal growth

●

Biomechanical factors

●

Environmental & lifestyle factors

AIS: prevalence and epidemiology
●

Prevalence of AIS
- Cobb angle > 10°: 2~3%
- Cobb angle > 40°: less than 0.1%

●

Girls >> boys

●

Small curve >> large curve

●

AIS treatment required: fewer than 10% of AIS

AIS: progression
●

Definition: increase of 5° or more over two or more visits

●

Factors
- 성별: girls > boys
- 발생 연령: premenarchal
- 성장 정도: Risser sign of 0
- 발견 당시 만곡의 각도: more severe curves
- 만곡의 유형: double curves > single curves, thoracic curves > lumbar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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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curve progression: evaluation of maturity
●

●

Occurs during the rapid adolescent growth spurt
Menarche

●

Tanner stage (stage 1-5): breast, pubic hair, genitals

●

Peak height velocity (PHV)
- 8 cm/year (girls), 9.5 cm/year (boys)
- Better maturity indicator than others
- Strong predictor of crankshaft phenomenon
- Can be calculated after several visits

Skeletal age / Maturity

●

Skeletal age / maturity
●

Bone age at hand and wrist: Greulich & Pyle atlas

●

Iliac apophysis ossification: Risser sign (grade 0-5)
- Risser 1: menarche
- Risser 4: end of spine growth
- Risser 5: end of height growth

●

Triradiate cartilage (TRC): open / close

●

Olecranon apophysis ossification: olecranon closure at PHV

●

Pubertal diagram
- Triradiate cartilage (TRC) + elbow (olecranon) + greater trochanter (GT)
- Zone 1-4
- PHV between zone 2 & 3

●

Sequence of epiphysis & apophysis closure
- Triradiate cartilage -> elbow (PHV) -> Risser 1 (menarche) -> greater trochanter -> wrist (distal ulna & raidus)

●

Sanders digital ossification
- Modification of Tanner-Whitehouse-III RUS score
- Stage 1-8
- PHV

=stage 3 with epiphysis wider than metaphysis of all phalanges & metacarpals=capped=curve acceleration

phase (CAP)

Untreated AIS: natural history (5 major considerations)
●

Back pain

●

Pulmonary function

●

Mortality

●

Psychological effect

●

Curve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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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in in untreated AIS
●

Slightly higher incidence

●

Greater incidence in lumbar or thoracolumbar curve with translatory shift

●

Rarely disabling

Pulmonary function in untreated AIS
●

Affected in thoracic curve

●

Restrictive pattern

●

Direct correlation between decreasing vital capacity (VC) & increasing curve severity

●

> 100~120°: significant limitation of forced vital capacity (FVC)

Mortality in untreated AIS
●

Thoracic curve > 120° with cor pulmonale

●

Usually occurs in early-onset scoliosis (possible disabling dyspnea or cardiorespiratory failure)

Psychological effect in untreated AIS
●

Correlated with the size of rib hump

●

Tolerance: middle-aged patients > teenagers

●

Adult with untreated AIS for seeking treatment
- Most concerned with cosmetic aspects

Curve progression in untreated AIS
●

Curve < 30° at skeletal maturity: not progress in adult life

●

Thoracic curve > 50°, TL/L curve > 30° with translatory shift: progress in adult life (1°/year)

Patient evaluation
●

History: family history, menarche, pain for exclusion of other cause

●

Inspection
- Curvature of the spine with thoracic or lumbar asymmetry
- Left thoracic curve: associated with nonidiopathic causes
- Difference in the height of shoulder or scapulae
- Asymmetry of the waistline

●

- Trunk shift: C7 plumb line passes through gluteal cleft
Physical examination
- Height: standing & sitting
- Inspection: dimpling, hair patch, café au lait spo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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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m’s forward bending test: Rib hump (most sensitive test)
- Scoliometer: angle of trunk rotation (ART) corresponds to a Cobb angle of 20°
- Shoulder & trunk balance
●

Neurologic examination including abdominal reflex

Radiographic evaluation
●

Standing whole spine PA & lateral radiograph
- PA view: less radiation to breasts and thyroid than AP view
- Lateral view: fist on clavicle position
- Cobb’s angle, Nash-Moe rotation index
- Risser grade, triradiate cartilage

●

- Coronal & sagittal balance
Bending view
- Evaluated for surgery or bracing
- Assess flexibility of a scoliotic curve
- Right and left side bending view (active/passive)

●

- Others: traction, fulcrum bending, push prone view
Stagnara derotation view
- Using technique to eliminate rotational component of the curve
- Reference line: medial aspect of the rotational rib prominence

●

Left elbow lateral or hand AP view
- To evaluate skeletal maturity
- Taken in patients before menarche

●

MRI checking whole spine
- Unusual curve: absence of thoracic apical segmental lordosis, large curve
- Questionable history or physical findings: pain, neurological findings
- Rapid progressive curve

Classification of AIS
●

King (& Moe) classification (1983): total 5 curves
- Dividing thoracic curve: 5

●

Lenke classification (2001): total 42 curves
- Curve type: 6
- Lumbar spine modifier: 3
- Sagittal thoracic modifier: 3

●

Suk classification (2007): total 8 curves
- Curve type: 4
- Subtype for distal fusion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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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Moe classification (1983)
●

Type I: True double major curve (S-shaped curve with thoracic & lumbar curve crossing midline)
- Lumbar curve larger or more rigid than thoracic curve

●

Type II: False double major curve (S-shaped curve with thoracic & lumbar curve crossing midline)
- Thoracic curve larger or more rigid than lumbar curve

●

Type III: Single thoracic curve with lumbar curve not crossing midline

●

Type IV: Long thoracic curve with L4 tilted into the curve

●

Type V: Double thoracic curve with positive T1 tilting
- Left shoulder elevation
- Structural upper thoracic curve on side-bending

Fusion in King-Moe classification
●

Type I (True double major curve): both thoracic and lumbar curve fusion

●

Type II (False double major curve): selective thoracic fusion
- Spontaneous lumbar curve correction

●

Type V (Double thoracic curve): both upper and lower thoracic curve
- Optimizing shoulder balance
- Aggravating left shoulder elevation unless upper thoracic curve is fused

Disadvantages of King-Moe classification
●

Only including thoracic curve: not including thoracolumbar / lumbar / triple curve

●

Not considering sagittal curve

●

Low interobserver or intraobserver reliability

Lenke classification (2001)
●

Curve type
- Structural criteria: side-bending Cobb ≥ 25° or kyphosis of T2-5 / T10-L2 ≥ 20°
- Divid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major and structural curve
▶

Type 1: Main thoracic curve (MT)

▶

Type 2: Double thoracic curve (DT)

▶

Type 3: Double major curve (DM)

▶

Type 4: Triple major curve (TM)

▶

Type 5: Thoracolumbar/lumbar curve (TL/L)

Type 6: Thoracolumbar/lumbar-main thoracic curve (TL/L-MT)
Lumbar spine modifier
▶

●

- Divided according to relationship of the CSVL to lumbar apex
▶

A: CSVL between pedicles

▶

B: CSVL touches apical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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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SVL completely medial
Thoracic sagittal modifier
▶

●

- Divided according to kyphosis of T5-12
▶

- (hypokyphotic) < 10°

▶

N (normal) 10-40°

▶

+ (hyperkyphotic) > 40°

Fusion in Lenke classification
●

General guidelines of fusion: structural curve
- Major curve (the largest curve)
- Structural minor curve

●

Structural curve
- Coronal Cobb ≥ 25° in side bending
- Sagittal: PT (T2-5) or TL (T10-L2) kyphosis ≥ 20°

Suk classification (2007)
●

Curve type
- Divided according to curve magnitude & apical vertebral rotation
▶

Single thoracic (ST): T ≥ 40° & T > L (if L ≥ 40°, T-L ≥ 5° & lumbar AVR < 2)

▶

Double thoracic (DT): PT ≥ 30° T ≥ 40°, & level/left shoulder elevation, Positive T1 tilt

▶

Double major (DM): L > 40° & L > T & T > 30° (if T-L < 5° or lumbar AVR ≥ 2)

Thoracolumbar/lumbar (TL/L): TL/L > 40° & T < 30°
Subtype
▶

●

- Determining distal fusion level: A or B

Fusion in Suk classification
●

Could be applied using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

Define structural curves to be fused more specifically & name curve type based on their location
- 4 types

●

Suggest distal fusion level concretely in each curve
- 2 subtypes (A & B)

AIS treatment goal
●

Cobb angle < 40° at skeletal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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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treatment
●

Non-operative treatment: observation, bracing

●

Operative treatment: surgery

Nonoperative treatment
●

Widely accepted nonoperative treatment
- Observation and bracing

Observation
●

Young patients < 20°: follow-up every 6~12 months

●

20~25° with skeletal immaturity: follow-up every 4~6 months

●

30~40° with skeletal maturity: follow-up yearly for 2~3 years and then every 5 years

Bracing (orthotic treatment)
●

25~40° with skeletal immaturity

●

Progressive curve of 20~25° with skeletal immaturity

●

Should be used in patients with
- Risser grade 0-2
- premenarchal or less than 1 year postmenarchal (골격 성장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

●

Two type of brace: CTLSO, TLSO
CTLSO: apex T6(7) or upper
- Milwaukee, rarely used recently due to low compliance

●

TLSO: apex T7(8) or lower
- Boston, Wilmington, Cherleston bending brace

Brace
●

Prevent small curves becoming large curves

●

Do not make large curves into small curves

●

Full-time bracing (23 hours/day) vs part-time bracing (16 hours or less/day)

●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of brace wear a day and prevention of curve progression

●

When to start brace weaning
- End of growth if curve is under control
- No further increase in height
- Risser grade 4 or 5 (grade 4 in girls, grade 5 in boys)
- Gradually decrease in hours of brace wear a day for 8~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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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ve treatment: surgery
●

Surgical goal: prevention of curve progression through spinal fusion
- To correct or improve deformity
- To maintain spine balance
- To preserve or improve pulmonary function
- To minimize morbidity or pain
- To maximized postoperative function
- To save lumbar motion segment

●

Indication
- ≥ 40~45° with skeletal immaturity
- ≥ 50° with skeletal maturity
- Progressive curve despite bracing
- Thoracic lordosis
- Significant cosmetic deformity

Surgical Approach in AIS surgery
●

Posterior approach
- Posterior spinal instrumentation with fusion
- Used in all type of AIS
- Harrington, Luque sublaminar wire, hook, pedicle screw
-D
 istraction / compression, rod derotation, translation, cantilever, in situ contouring, screw rotation (direct

●

vertebral rotation)
Anterior approach
- Anterior spinal instrumentation with fusion
- used in single curve (thoracic, thoracolumbar, lumbar curve) of AIS
- Dwyer cable, Zielke flexible rod, dual-rod, rigid rod, stapling
- Discectomy, compression, rod derotation
- Open or thoracoscopic

Complications of posterior surgery
●

●


: neurological injury , infection , ileus , atelectasis , pneumonthorax , dural tear , wrong levels , urinary
Early

complications, vision loss
Late: pseudarthrosis, loss of lumbar lordosis, crankshaft phenomenon, superior mesenteric artery syndrome, trunk
decompensation, late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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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osterior and anterior approach
Proximal fusion level
Distal fusion level
Fusion length / surgical time
Preference in spine surgeon
Incision visible to patient
Complication
Revision

Posterior approach
Proximal neutral vertebra
Variable
Relatively longer
Yes
No
Paraspinal muscle injury
Easy

Anterior Approach
Proximal end vertebra
Distal end vertebra
Relatively shorter
No
Yes
Pullmonary Cx, major vessel injury
Difficult

Crankshaft phenomenon
●

Solid posterior fusion with continued anterior growth of vertebral bodies
→ Vertebral bodies & discs to bulge laterally toward the convexity
→ Causing loss of correction, increasing vertebral rotation
→ Recurrence of rip hump

●

At-risk group
- Risser sign 0 or 1
- Tanner grade of less than 2 & significant three-dimensional deformity
- Open triradiate cartilage,
- Before peak height velocity

●

Prevention: adding anterior fusion or delaying post fusion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syndrome (Known as cast syndrome)
●

Transverse portion of duodenum
- Located between superior mesenteric artery (SMA) & aorta / spine

●

Caused by decreasing in space for transverse portion of duodenum
→ Obstruction of duodenum → nausea & bilious vomiting

●

Diagnosis: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

Treatment
- Nasogastric drainage, intravenous fluid replacement
- If failed, consider release of the ligament of Treitz or duodenojejunostomy

Thoracoplasty
●

Relative indication
- Thoracic hump ≥ 20°
- Intraoperative curve correction ≤ 50%

●

Methods
- Posterior convex thoracoplasty: maximum 6 ribs, < 8 cm in length
- Posterior concave rib oste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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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erior thoracoplasty
Complication: pneumothorax, hemothorax, pleural effusion

Infantile idiopathic scoliosis (IIS): 0~<3 years
●

Boys > girls

●

Lt thoracic (90%) >> Rt thoracic

●

Two types
- Resolving (2/3)
- Progressive (1/3)

●

▶

Phase 1 with RVAD (rib-vertebral angle difference) > 20°

▶

Phase 2 (convex apical rib head overlapped vertebral body)

Treatment
- Resolving curve: observation
- Progressive curve

Serial cast, bracing and late surgery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
▶ Instrumentation without fusion: growing rod, vertebral expandable prosthetic titanium rib (VEPTR)
▶

▶

Instrumentation with fusion: short anterior & posterior fusion

Juvenile idiopathic scoliosis (JIS): 3~10 years
●

Rt thoracic curve > Lt thoracic curve

●

3~6 years old: like infantile idiopathic scoliosis (IIS)

●

6~9 years old: liked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

More progressive than AIS: 67~95% progression

●

●

High incidence of neural axis abnormalities (20~25%): MRI 시행하는 것이 좋다
MRI evaluation
- Pain
- Rapid progression
- Left thoracic curve
- Neurologic findings including abnormal superficial abdominal reflex
- Operative intervention

●

Treatment
- <20°~25°: observation
- Progressive curve or > 25°: bracing, progression can be expected with increasing in RVAD >10°
- Operation (If conservative treatment is failed)
▶

≤ 8 years old: instrumentation without fusion (growing rod, VEPTR)

▶

9 or 10 years old: instrumentation with fusion (combined anterior & posterio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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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발성 측만증
김학선
강남세브란스병원

Embryology (KOA p 88-89)
• 태생 4주에 초기 체절이 근육분절(myotome), 피부 분절(dermatome), 골분절(sclerotome)으로 분화(A)
• 척색물질을 위 아래로 밀어냄(B)
• 태생 8주에 척추체 사이에 추간판 발생과 추체의 골화가 시작(C)
• 태생 10주에 연골화 된 골 분절이 유합되고, 분절 혈관은 추체 중심으로 이동(D)

Congenital Scoliosis (Campbell p 2015, KOA 1079)
• Defect of formation
• Partial failure: wedge vertebra
• Complete failure: hemi-vertebra
• Defect of segmentation
• Unilateral: unilateral un-segmented bar
• Bilateral: block vertebra
• Mixed anomalies
* Causes: most is caused by non-genetic, fetal environmental factors

Classification (KOA p 1079, Campbell 2015)
Deterioration Rate (at 10 yrs, Campbell 1802)
Rate of Deterioration (KOA 1079)
• Unilateral un-segmented bar with contra-lateral hemivertebra(연간 5~10도)
• Unilateral un-segmented bar
• Multiple hemivertebra
• Single hemivertebra
• Wedge vertebra
• Incarcerated hemivertebra
• Block vertebra(2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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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Anomalies (Campbell 2015,KOA 827)
• Genitourinary system (20~40%) vs. 20~40% in Campbell
• Congenital heart disease (10%) vs. 35% in Campbell
• Intra-spinal anomaly vs. 35% in Campbell

, Syringomyelia, Tethered cord, Diastematomyelia (5% in Campbell), Dimple, nevi, hair
• Meningomyelocle

patches
• 척추 형성 중배엽은 비뇨 생식기, 심장 및 폐 기원

Combined Anomalies (KOA 1080)

• Abdominal
U/S

• Cardiac
echogram

• Entire
spine MRI
• 폐기능 검사

Brace Treatment (KOA 1081)

• Object
• 보상성 만곡의 조절, 진행을 방지하는 것

• Indication
• 만곡이 길고 비교적 유연할 때
• 수술후 움직임 제한 및 내고정 장치에 부단 줄어줌
• 체간의 균형 유지

• Type
• TLSO 폐 성장 방해하는 흉부 압박 가능하므로 → Milwaukee

Crankshaft Phenomenon (KOA 1081)
• 척추체의 후방만 유합하기 때문에 유합되지 않은 전방의 척추가 성장하면서 튀틀리는 듯한 변형

Surgical Treatment (KOA 1081)
• 목표: 성장 완료 시점에서 척추 균형과 길이, 신경학적 기능 및 폐 기능을 최대한 정상에 가깝게 유지
• 유합부는 성장을 못하므로 수술 시기는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좋으나 그 진행 예측이 어려워서 문제
• 다양한 수술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적용 시점, 효과 및 제한점
• In situ fusion: 간단하나 Crankshaft 우려
• 후방유합술 및 내고정: 중등도 이하 및 상대적으로 장분절 유합술 요하는 경우
• Hemiepiphysiodesis: 성장이 많은 남은 6세 이하 총 15~20도 정도 교정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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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Insuff. Syndrome (Campbell p 2029, KOA 1106)

• Definition
심한 척추 측만이 어린 나이에 발생하여 흉곽 발달이 심하게 저하되어 폐 또한 심한 발달 저하를 보여 심폐기능의 장해,
성장 장해, 수명 단축을 가져오는 질환
 . Objects
• Tx
척추 변형을 교정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부 장기의 압박 제거하고 신경 압박 을 감압

• Because

30% of adult size by the age 5
50% of adult size by the age 10

Alveolar Growth
Klippel-Feil Syndrome (KOA 223)
 congenital fusion of the cervical vertebra that involve two segments, a congenital block vertebra, or entire
•A

cervical spine

• Associated
conditions

(60%)
• Scoliosis

• Renal
anomalies (30%)

• Cadiovascular
anomalies (4-14%)

(30%)
• Deafness

N-M Scoliosis (KOA p 1082, Campbell p 1991)
• 뇌, 척수, 말초 신경 등의 신경 질환 또는 근육질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측만증

Neuromuscular Scoliosis (Campbell p 1991, KOA 1083)
• 원발성 신경병증 (primary neuropathic)

• Upper
motor neuron: CP (20~70%), Spinocerebellar deg., Syringomyelia , spinal cord tumor, spinal trauma

• Lower
motor neuron: Polio, SMA (30~90%)
• 원발성 근육병증 (primary myopathic)

• Arthroglyposis

• Muscular
dystrophy (90%)

• Congenital
hypotonia

Natural History (Campbell p 1991, KOA p 830)
Deformity Pattern (KOA p 1083)
Non-operative Management (KOA p 1085, Campbell 1992)
• 보존 치료 목적
• 척추 유합술이 가능한 나이 여아 10세 남아 12세 까지 척추 성장 가능하게 몸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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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ce
• The rate of progression can be slowed

• Further
growth before definite Tx.

> TLSO
• Milwaukee

• Soft
support

(PMD)
• Steroid

Op. Indication N-M Scoliosis (KOA p 1085)
Need Pelvis?(Campbell p1992, KOA 1084)
• 고관절의 내전 및 외전 시 골반 경사가 소실되면 골반-대퇴근 경사가 원인 안되면 척추 골반 경사
• 첨부 척추가 제 2요추 이하 있거나, 골잔 경사가 15도 이상 시

Cerebral Palsy I (Campbell p 2005)

• Custom
seating, TLSO

• Group
I (40%): similar to AIS

• Group
II (60%): severe curve to sacrum, with marked pelvic obliquity
• 열성 유전으로 소아 사망에 흔한 원인: 보인자 1/54이고, 발현은 1/10,000
• 척수의 전각 세포 및 하부 연부내 운동 핵 신경원 에서 알파 운동 신경원의 점진적 소실( alpha motor neuron

destruction at different time)
• 측만증이 정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
• 0,1형은 대개 사망, 정형외과 문제는 2, 3형에서

(Campbell p 2013)
• Indications
• More than 30o, FVC 30%
• Px of at least 2 yrs of life remaining

(Campbell p 2014)
• Benefits

• Preserve
sitting balance, prevents back pain

• Improve
spinal de-compensation

• Free
the arms, Improve body image

• Slows
the deterioration of pulmonary function

Steroid Therapy in MD

• Deflazcort
0.9 mg/kg/day Steroid

• Advantages

• Before
steroids, scoliosis > 90%, since steroid use began < only 20%

• Disadvantages
• Reduced hts, wts
• Cataracts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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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bone fractures: 25%

(?), HiBP (?)
• DM

Dysplasia and Syndrome (E-Text Book)

• Neurofibromatosis

• Skeletal
dysplasia
• Achondroplasia, diastrophic dysplasia, spondyloepiphyseal dysplasia

• Down
syndrome

• Osteogenesis
imperfecta

• Larsen
syndrome

• Connective
tissue disorder
• Marfan styndrome, Ehlers-Danlos syndrome

• Strickler
syndrome

Neurofibromatosis Type I (KOA p 1088, Campbell 2090)
 hereditary harmatomatous disorder of neural crest derivation, most widely clinical forms of NF are the
•A

peripheral (NF1, 염색체 17번 이상) and central (NF2) types

• Two
of the following features
• A minimum 6 cafe-au-lait spots larger than 1.5 cm (post-pubertal), 5 mm (pre-pubertal)
• 가족력 양성
• 2 or more any type or 1 plexiform NF
• Freckling inguinal or axilla
• A distinctive osseous lesion
• 2 or more Lisch nodule + Optic glioma

NF Type I Scoliosis

- 7(5세 10개월 ) 건강 검진상 실시한 CXR 상 mediastinal widening
• 2000
→BM Bx 시행, 특이 소견 없고,CS Bx

NF Type I Deformity (KOA 1089, Campbell p 1868)

-scoliosis (3~60%)
• Kypho

-dystrophic type (20%)
• Non

• Mimic
AIS

• Dystrophic
type (80% progressive)
 개 이하 and sharp wedge segment
•5
• Penciling of rib
• Spindle shape TP

100 · www.spine.or.kr

| 척추 변형 |

• Scalloping of vertebral body

NF Type 1
Syringomyelia (KOA 674)
 cystic, fluid filled cavity within the spinal cord
•A

• Associated
conditions

(20~25%)
• Scoliosis

• May
be fatal when a large cyst in the cord ruptured

-Chiari malformation
• Arnold

• Posterior
displacement of the posterior lobe of the cerebellum

Osteogenesis Imperfecta
• 선천적으로 골조직이 약해서 쉽게 골절되는 질환 총칭
• 태생기에 골절로 사산하거나 호흡곤란으로 영아기 사망 2형
• 제 1형 교원질 유전자(COL1A1, COL1A2) 돌연변이
• 가장 심각한 증상은 척추 측만증 → 증상 악화 전 유합 수술
• 골결핍 고정이 어렵다 → BP Tx.
• Incidence of spinal deformity in 99% of children with spinal cord injuries before the adolescent growth
• Ultimately require surgical stabilization of their scoliosis (50% t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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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척추변형
양재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 서론
- 성인 척추 변형은 18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척추 변형을 말한다.
- 18세 이하의 척추 변형환자에 비하여 성인 척추 변형의 특징은 척추 변형에 동반한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 Schwab 등에 의하면 60세 이상 환자에서 성인 척추 변형 환자는 68%로 보고되고 있다.
- 성인 척추 변형은 척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성 통증, 추간판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성 통증, 근력
약화 및 자세 변형으로 인한 근육성 통증이 각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통한 복합 질환이다.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한 성인 척추 변형의 일차 치료 목적은 통증의 완화이며, 이차 치료 목표는 변형의 교정이다.
- 성인 척추 측만증의 형태는 측만증, 후만증, 시상면 불균형 및 척추관 협착증 등이 복합되어 발생하며, 척추 병변 이외
에도 고관절, 슬관절 및 족부 관절의 관절 변화가 동반할 수 있어 경추, 흉추 및 요추 등의 국소적(regional) 및 척추 및
하지를 포함하는 전신적(global) 평가가 필요하다.

2. 성인 척추 변형의 분류 및 정렬(Alignment)
- 성인 척추 변형의 형태 및 원인을 기반한 분류
1) 성인 퇴행성 측만증: 추간판의 비 대칭적 퇴행성 변화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
2) 퇴행성 시상면 불균형(퇴행성 요추 후만증): 동아시아 여성에서 주로 발생함. 요추 기립근 약화가 주 원인
3) 성인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기 척추 측만증이 성인까지 연장되어 확인됨.
4) 외상성 척추 변형(traumatic spinal deformity): 척추체 골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척추 변형
5) 이인성 척추 변형(iatrogenic spinal deformity): 수술 후 발생하는 척추 변형
Table 1. 성인 특발성 측만증과 성인 퇴행성 측만증과의 감별점
성인 특발성 척추 측만증

성인 퇴행성 측만증

연령

적다

많다

퇴행성 변화, 척추관 협착증

적다

많다

만곡의 각도

크다

작다

대상성 만곡
회전 변형
추체 측방 아탈구
시상면 불균형

102 · www.spine.or.kr

흔하다

드물다

만곡 전체

첨부에 국한

흔하지 않다

흔하다

가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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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정렬 방사선 지표
1) 시상면 지표
① 지역적 척추 지표(Regional parameters)
√ 경추 전만: Cobb’s angle between the inferior endplate of the C1 and the inferior endplate of C7
√ 흉추 후만: Cobb’s angle between the superior endplate of T3 or 4 and the inferior endplate of T12
√ 요추 전만: Cobb’s angle between the superior endplate of L1 and superior endplate of S1.

Fig. 1. 각 부위별 척추 지표.

② 전신적 척추 정렬 지표(Global parameters)
√ 시상면 수직축(SVA, sagittal vertical axis)
: 척추 시상균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지표. 척추 시상 균형과 전체적인 환자의 결과를 판정하는데
사용함.
: SVA

가 ±5 cm 이내일 때 정상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 T1 골반각(TPA, T1 Pelvic Angle)
: 골반 경사(Pelvic tilt) 와 골반 후방 회전의 정보가 합쳐진 지표
: TPA가 20도 이상인 경우 일상 생활에 심한 제한 및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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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T1 pelvic angle (TPA), T1 spinopelvic inclination angle (T1SPi), and sagittal vertical axis (SVA).

③ 골반 지표(Pelvic parameters)
√ 골반 기울기 (PT, pelvic tilt)
√ 천추 경사(SS, Sacral slope)
√ 골반 입사각(PI, Pelvic incidence)
√ Pelvic

overhang (Overhang of S1): 천추 상연의 중심과 고관절 축과의 수평거리. 고관절에 대한 후방 전위 주로
후방전위(retroversion)를 나타낸다.

Fig. 3. Positional parameters; pelvic tilt, sacral slop and overhang., morphologic parameters; pelvic incidence.

3. Classification
- SRS-Schwab 분류
- 시상면 균형과 척추-골반간 지표를 구체화
하여 2012년에 발표
- SRS

-Schwab 분류에서 시상면 지표는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와 밀접한 연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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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S

-Schwab 분류는 척추-골반 지표와 임상 증상간 연관성을 보여, 수술의 적응증을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 방법과 유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수술적 치료
: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분류법은 아직 제시된 바 없다.
: 성인 척추 변형 환자들은 변형의 양상이 다양하고, 통증의 병태 생리가 다양하여, 환자 개개인에 맞추어서 수술 방법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술 적응증:
1) 보존적 치료에 듣지 않는 요통 및 신경성 통증
2) 진행하는 신경학적인 이상
3) 진행하는 관상면, 시상면상 불균형
4) 진행하는 척추변형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
-수술의 목표:
1) 통증 감소
2) 기능 개선
3) 균형의 회복
-수술 방법:
1) 감압술
: 척추 변형이 심하지 않고, 척추관 협착으로 인한 신경 증상이 주 증상인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음.
: 수술 후 척추체 불안정으로 인한 요통 및 변형의 악화 가능성 있음.

2) 감압술+단분절 유합술
: 변형이 국소적인 부위에만 한정되어 있고, 동반된 회전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 변형이 교정되지 않은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어 인접 분절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감압술+장분절 유합술
: 척추 변형이 크고, 동반한 회전 변형이 척추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 특히 시상면 불균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 장분절 교정으로 인한 긴 수술 시간, 출혈, 수술 중 및 후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다

3) 변형 교정술
√ 변형 교정에서 유합 범위 결정

1) 최상위 유합 분절은 가능한 수평
2) 유합을 만곡의 첨부에서 멈추면 안된다
3) 경계부 후만증 부위에서는 유합을 한다
4) 회전성 아탈구가 심하면 유합한다
5) 척추 전방이나 척추 후방 전위는 유합한다
√ 절골술
ⓐ Grade 1: partial facet joint resection
ⓑ Grade 2: complete facet joint resection
ⓒ Grade 3: pedicle and partial body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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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4: pedicle, partial body and disc resection
ⓔ grade 5: complete vertebra and disc resection
ⓕ grade 6: multiple adjacent vertebrae and discs resection
√ 전방/측방 추체간 유합술을 이용한 교정술
; 과신전 케이지를 사용하거나 전방종인대의 절제로 추간판 분절에서 전만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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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홍재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1. Concept
Wide open (Conventional)
- Soft tissue damage/ Muscle/ Nerve
→ Muscle injury during surgery
→ Bone & ligament injury during surgery

Forceful self-retaining retractors
Degeneration and atrophy following muscle denervation

Fig. 1. Conventional surgery vs MI surgery.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Limit approach related morbidity by reducing iatrogenic trauma to normal anatomical structures
-Preserving whole spinal integrity & function

Fig. 2. conventional surgery vs MI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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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chniques
IDET/Laser
MI tubular decompression
PED/BESS
MI TLIF
MI DLIF/OLIF
MI PC pedicle screw fixation
1) IDET
Intradiscal electrical thermocoagulation (IDET)
Threading a flexible heating electrode → Electrode passes circumferentially
The heating of the electrode → Denatures the collagen of the annulus → Coagulates the pain fibers

Fig. 3. IDET.

Recent systematic reviews → Lack of evidence with benefit
2) PC laser discectomy
Removal of small volume of disc tissue → Decrease intradiscal pressure

Fig. 4. PC laser discectomy.

No RCT have been performed → Benefit for back and leg pain still unclear
3) MI tubular decompression
Central canal & contralateral recess → Decompressed by angling the tube via undersurface of the spinou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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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 tubular decompression.

Several high quality studies
-Generally good to excellent result
-Good for pts who are elderly or obese

4) PED/BESS
Percutaneous Endoscopic Discectomy (PED)
-Percutaneously with small tube or others
-Surgical access via specific windows
-Wider visual field than microscopic
-Local or regional anesthesia

Fig. 6. PED interlaminar approach

Fig. 7. PED transforamin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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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Use conventional instruments
Endoscopic procedure like open surgery
Protection of the neural structures with assistant retractor make safer procedure

Fig. 8.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5) MI TLIF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Unilateral approach to the disc space Tubular retractor
+- PC pedicle screws

Fig. 9. TLIF.

Several prospective studies
-Better or similar clinical outcomes
-Shorter hospital stays

6) MI DLIF/OLIF
Direct Lateral Interbody Fusion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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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DLIF/OLIF.

Eliminating the disc as pain generator
Restoration of intervertebral disc height
Restoration of lumbar lordosis
Indirect foraminal decompression
Restoring the neuroforaminal height
+- additional posterior decompression

7) MI PC pedicle screw fixation
Percutaneously
→Through paramedian mini-open →Preserve multifidus muscle function

Fig. 11. PC pedicle screw fixation.

Overall safety and accuracy have been reported for decades
→Reflect the safety and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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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외과적 치료 포함)
김용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골다공증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WHO) -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
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

2. 미국국립보건원(NIH): 2001년 - “골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
1) 골강도: 골량(quantity: 70%) + 골질(quality: 30%)
2) 골량은 주로 골밀도, 골질은 구조, 골교체율, 무기질화, 미세손상 축적 등으로 구성
3) 골밀도 측정으로 진단에 이용하며, 골대사의 생화학적 지표 측정하여 골질을 판단함.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골다공증의 분류
1. 일차성 골다공증: 1형 - 폐경기, 2형 - 노화
2. 이차성 골다공증: 특정 질병이나 수술, 약물복용 등에 의해 최대 골량의 형성 장애가 있거나 골소실이 증가된 경우:
남성(64%), 폐경 전 여성(50%), 폐경 후 여성(20~30%)

1) 주요 원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선 기능 저하증, 과도한 음주
2) GIO: 총 사용량에 비례 (하루 5~7.5 mg 이상의 prednisolone 3~6개월 이상 사용)
3) 갑상선 기능 항진증:
4) 기타 약물: 항경련제 - 비타민 D 활성 감소, 해파린 - 골형성 감소, 골흡수 증가
5)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질환과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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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0년[대한골대사학회]: P25)

진단
골다공증은 침범되는 부위에 따라 전신성, 국한성, 국소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원인과 침범 부위가 매우
다양하다. 즉, 가장 기초적인 환자의 병력과 과거력, 이학적 검사 선행이 중요하고 약물 복용의 과거력 등을 다양하게 조
사하여야 한다.
골다공증의 진단에 다양한 영상 진단법이 이용될 수 있다. 그 중 골밀도 검사법(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 DXA)
이 대표적이다.

골밀도의 측정
1. 적응증(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0년[대한골대사학회]: P51)

2. 측정 방법

1)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DXA;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 임상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이용, 표준검사로 인정
- 방사선이 투과할 때 투과조직의 흡수량의 차이를 이용함(단위: g/cm2)
- 측정 부위: central bone(요추, 대퇴골)
- 척추는 요추 1번에서 요추 4번까지의 평균 T값을 기준으로 진단(다양한 오류 발생 가능)
- 대퇴골 골밀도는 대퇴골 골절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용. 경부 및 전자부의 낮은 부위의 측정치를 취함.
- 측정결과의 해석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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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ore (환자의 측정값 - 젊은 집단의 평균값)/표준편차 (1SD)
- 골절에 대한 절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
→ T-score ≤ -2.5 (골다공증)

T-score ≤ -2.5 + 골다공증 골절 (심한 골다공증)
→ 50세 이상 남성과 폐경 후 여성

Z-score (환자의 측정값 - 동일 연령집단의 평균값)/표준편차 (1SD)
- 같은 연령대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
→ Z-score ≤ -2.0 (연령 기대치 이하)
→ 이차성 원인(대사성 골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 50세 이전 남성과 폐경 전 여성
- WHO에서 제시하는 진단기준(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0년[대한골대사학회]: P55)

2) 정량적 골초음파(QUS: quantitative ultrasonography)
- 종골과 같은 말단골에서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 장점: 비침습적, 골질 일부를 반영, 간단한 설비
- 단점: 낮은 정밀도, 큰 오차, 추적 검사에 적합하지 않음

3) 정량적 전산화 단층촬영(QCT/ pQCT: quantitative CT)
- 장점: 해면골과 피질골의 분리측정이 가능, 퇴행성 변화 부위를 배제하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골다공증의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추적검사에 이용 가능함
- 단점: 피폭량이 높고, WHO 진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3. 골밀도 추적 검사 시 고려 사항

1) 최소유의변화값(LSC: least significant change)
2) 허용되는 최소 정밀도는 척추 1.9%(LSC=5.3%), 대퇴골 전체 1.8%(LSC=5.0%), 대퇴골 경부 2.5%(LSC=6.9%)이므
로 이보다 높은 변화를 보여야만 유의한 변화로 볼 수 있음

골대사의 생화학적 지표(biochemical marker)
: 골 교체율을 반영하는 지표로 골대사와 골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1) 종류 : 골흡수 표지자 / 골형성 표지자
2) 골흡수 표지자: DPD, NTX, CTX, 골형성 표지자는 BSALP, OC
3) 약물치료 중 약효를 표지자 추적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3~6개월 간격)
4) 의의
- 골밀도와 독립적으로 골절 위험도 평가
- 치료 전 골감소 속도 예측
- 치료 시작 후 반응(골밀도 증가, 골절 감소) 정도 예측
-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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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약기 기간 및 약제 재시작 시기 결정
(골흡수 및 골형성 표지자의 종류)

(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0년[대한골대사학회]: P59)

골절위험도(FRAX)와 치료 효과 평가(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20년[대한골대사학회]: P64-66)
: T-값은 연령에 따른 임상적 의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 WHO 진단기준을 골다골증의 치료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를 놓칠 수 있음
→ WHO

(2008), 10년 내 골절위험도(10-year fracture probability)를 계산하는 FRAX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를 개발
FRAX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
골밀도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체질량지수로 대체
→ 골밀도 측정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https://www.sheffield.ac.uk/F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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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X에 포함된 위험인자

내과적 치료
골다공증의 약물치료의 적응증
1) 골다공증 (T-score ≤ -2.5)
2) 골감소증의 경우 과거의 기타 골절, 골절의 위험이 증가된 이차성 원인이 있는 경우
3)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에서 제시한 10년 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가 20% 이상인 경우:
4) WHO
보험 적용이 안됨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1. 칼슘

1) 약 1,000 g의 칼슘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99%는 hydroxyapatite 형태로 뼈에 저장
2) 이온화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에 의해 조절
3) 한국인의 권장섭취량은 800~1,200 mg/day, 성장기와 노인에서는 음식물 외에 추가적인 투여가 필요
4) 위장관 장애, 변비 등으로 복약순응도가 낮음
5) Ca-carbonate제형이 함유량이 높아(40%) 경제적, 음식물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장점
6) 과량 섭취 시 심혈관계 합병증과의 관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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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로결석, 고칼슘뇨증 등의 신장질환이 있거나 운동량이 낮은 경우 신중한 투여 필요

(칼슘과 비타민 D 대사과정)
2. 비타민 D

1)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 형성되는 cholecalciferol(vitamin D3)과 음식으로부터 장에서 흡수되는 cholecalciferol,
ergocalciferol(vitamin D2)의 형태로 혈중에 들어옴
2) 간에서 25OH-비타민 D로 변환 - 활성비타민 D의 전구물질 (혈중 농도 측정)
3) 신장에서 활성형인 1,25(OH)2비타민 D(calcitriol)로 전환되어 여러가지 대사에 작용
4) 약제: 활성형(calcitriol, alfacalcidol)과 비활성형(비타민 D2, 비타민 D3)
5) 혈중 25OH 농도
결핍(deficiency)은 10 ng/mL 미만으로,
부족(insufficiency)은 10 ng/mL 이상, 30 ng/mL 미만으로,
정상(normal)은 30 ng/mL 이상으로 정의.

6) 골격건강뿐만 아니라 낙상위험도 감소 등 다양한 약리작용, 우리나라에서는 800 IU의 섭취 권장.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다양한 작용에 따라 autocrine과 paracrine 기능을 가지는 호르몬 역할로 판단.
3. 칼시토닌

- 최근 암 발생과 연관된 문제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연어 칼시토닌: 척추골밀도의 증가와 유의한 척추골절 감소효과가 증명
- 척추골절환자에서 통증 감소 효과
4. 선택적에스트로겐수용체조절제 (SERM: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1) SERMs은 조직에 따라 에스트로겐 작용제(agonist)나 혹은 길항제(antagonist)로 작용
- 뼈, 지방: 작용제, 자궁내막과 유방: 길항제
- 폐경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 및 유방암의 예방에 사용

2) 합병증: 정맥 혈전색전증, 열성 홍조, 하지 경련
3) 종류: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등등
5.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BP)
1) 작용기전: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골기질에 부착되어 있다가 파골세포에 의해 흡수가 진행되면 뼈에서 유리되어 파골세
포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파골세포내 대사의 중요 효소인 Farnesyl pyrophosphonate synthase (FPP)를 억제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골흡수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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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골밀도 증가와 골절감소 효과가 증명됨
3)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생체 이용률은 경구용의 경우 매우 낮지만 주사용의 경우에는 투여량이 전량 생체 이용됨.
4) 비스포스포네이트류의 골기질 부착 능력 및 farnesyl pyrophosphatase (FPP) 효소 억제 능력
Bone mineral affinity
FPP enzyme inhibition

zoledronate > alendronate > ibandronate > risedronate
zoledronate > risedronate > ibandronate > alendronate

5) 단점: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위장관 장애 등으로 낮은 순응도(경구용), 독감 증상 같은 전신 반응, 발열 근육통 같은
급성기 반응(정주용), 대부분 3일내에 자연소실

6) 일과성 저칼슘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D의 보충이 필요
7) 장기 투여로 인한 턱뼈괴사(BRONJ)가 보고, 예방을 위해서 최근 가이드라인으로 4년 이상 투여하였거나, 4년 미만
이더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 2~3개월 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중지를 권고

8) 비전형적 전자하부 대퇴골절
- BPs 장기투여환자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됨.
- 대퇴골간부에서 발생하며 그 위치는 소전자 원위부에서부터 대퇴골과상부 사이에 위치
- 아래 기술한 5개의 주요 소견 중 4개 이상이 관찰, 타 소견은 진단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종종 비전형 대퇴골
절에서 동반됨

9) 최근에는 복약기간을 늘리고, 비타민D를 포함하는 병합제제, 식후에도 복용 가능한 장용정 등이 사용
10) 약물휴지기
- 장기투여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휴지기가 필요
-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3-5년 투여 후 휴지기를 권할 수 있고 그 동안 다른 약물을 투여
6. Denosumab

생리적으로 골 파괴 물질인 RANKL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B Ligand)을 표적으로 하는 순수
인간 단클론항체로서 RANKL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파골세포의 형성과 활성화, 생존을 효과적으로 억제.

1) 작용기전상 파골세포가 뼈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골 흡수를 효과적으로 억
제하며, 혈액과 세포외액을 순환하여 해면골 뿐만 아니라 피질골까지 모두에 효과적으로 작용.

2) 순수 인간 단클론항체로서 신장으로 배설되지 않아 크레아티닌청소율 35 ml/min 이하의 중증 신 장애 환자에서도
용량조절 없이 사용가능.

3) 효과: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한 FREEDOM 연구 결과, Denosumab으로 1차 치료를 했을 때
척추는 68%, 대퇴골은 40%, 비척추는 20%로 새로운 골절 발생이 감소. 요추 및 전체 대퇴골의 골밀도는 각각 9.2%,

6% 증가.
7. 부갑상선 호르몬

1) 골형성촉진제로 부갑상선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파골세포의 활성과 수가 증가하여 골소실이 일어나지만, 간
헐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조골세포의 세포사멸을 막고 분화와 증식을 유도하여 골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

2) 1-34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테리파라타이드는 Fracture Prevention Trial에서 척추골절을 경험한 폐경후 여성에서
평균약 19개월간 테리파라타이드치료를 한 경우, 요추 골밀도가 9.7%, 대퇴골 경부 골밀도가 2.8% 증가하였으며, 척
추골절이 65%, 비척추 골절이53% 감소.

3) 현재는 daily 제재 와 weekly 제재가 사용되고 있음.
4) 부작용: 고칼슘혈증, 저혈압, 근육통, 골육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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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외의 약제

1) 티볼론:
- STEAR (selective tissue estrogenic activity regulator) 계통의 약물
- 복용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게, 안드로겐 대사물로 전환
- 유방, 자궁내막 자극하지 않으면서 폐경 증상의 완화 및 폐경후 골소실 예방

2) Sclerostin 억제제(Anti-Sclerostin Ab)
- 골세포에서 분비되는 Wnt 길항제로 Romosozumab은 골형성을 억제하는 sclerostin 단백질에 대한 단세포 항체로
골형성을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골흡수를 억제하는 특성을 지닌 골형성촉진제
- 골형성 촉진작용과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작용을 나타내는 골형성촉진제
- 심한 골다공증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선택

치료 실패
정의: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한 효과가 없는 비반응군을 말함.
(2012년 IOF position statement - inadequate responder)

1) 치료 중 2 부위 이상의 취약 골절 발생
2) 1 부위 골절+ Bone Turnover Marker (βCTX or P1NP)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and/or BMD 의 유의한 감소
3) Bone Turnover Marker (βCTX or P1NP)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서 BMD의 유의한 감소
- 약제의 적절성과 복약 순응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분석이 필요.

2) 약제 변경 원칙
- 약한 골흡수 억제를 사용 ->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
- 강력한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 ->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
- 경구용 약제를 사용 -> 주사용 약제를 사용 고려.

외과적 치료
골다공증의 골절의 임상적 중요성
-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 등의 다양한 임상 증상과 기능적인 저하가 생기게 되며 이는 추가 골절의 위험성을 올리고
심지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함
- 하나의 골절이 발생하면 추가 골절의 위험도가 5배 증가하며, 두 개 이상의 골절이 있으면 12배로 위험도가 증가함.
- 그 결과로 후만 변형이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빈도가 증가됨
- 골밀도가 2SD (standard deviation) 감소하면 골절 발생의 위험도가 4~6배 중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
- 불안정성으로 기인한 통증
- 불유합 또는 골괴사가 발생하여 동통을 동반한 후만변형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할 때
- 경피적 시술 후 합병증으로 감염, 시멘트의 이탈 등의 발생한 경우에
척추 골절로 인한 분절간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

1.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척추체 붕괴(Collapse )나 불유합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를 고려
1) 흉요추부 골절(Thoracolumbar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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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주 침범(mid column involvement)
3) confined high intensity or a diffuse low intensity area in the fractured vertebrae on T2-weighted MR images
2. 신경학적 이상 소견 가능한 위험인자
1) 골절의 척추체 침범 범위가 넓거나 척추체 후방, 즉 중간주(mid column)을 침범한 경우
2) 추체내 분절 불안정성이(angular instability) 15도 이상
3) 척추관내 골편의 돌출로 인한 침범이 42% 이상일 때
수술 방법
1. 척추 성형술 (Vertebroplasty)

- 약 2-3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게 골절 부위를 안정화시켜 통
증을 경감시키는 치료 방법
-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통증의 정도, 후만증의 정도, 신경학적인 결손 여부 척추체의 침범부위와
정도.
- 적응증: 골다공증성 골절의 안정화, 전이성 종양 혹은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통증의 조절, Kummell 병변의 치료,
통증이 심한 척추체 혈관종의 치료
- 금기증: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한 방출성 골절, 척추체의 변형으로 골수침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출혈성 경
향이 있는 환자, 심폐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 합병증: 시멘트 누출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 시멘트 폐색전증
2. 풍선 척추성형술(Kyph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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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풍선 척추성형술의 모식도
3. 관혈적 수술 방법(Open Surgery)

- 적응증: 척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척추의 심한 변형 혹은 척추 협착 등과 동반된 참을 수 없는 통증,
골절된 척추의 불안정성 및 3주 손상 등 고 에너지 손상과 동반된 경우
- 주의점: 고령으로 인한 내과적 문제 동반 여부를 잘 확인하여 처치해야 하며 예후와 연관될수 있는 술후 영양상태 등
도 충분히 고려한 술전 계획 필요. 최근에는 Frailty index 등의 예후 지표 활용. 적극적 골다공증 치료 병행과 수술기
구 고정 실패 등의 예상 가능한 합병증 최소화 노력.
- 수술 전 처치: 기저 질환의 면밀한 파악, PTH와 같은 골형성 촉진제 사용, 환자 개인 맞춤형 수술 계획 수립
- 수술 후 처치: 골유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 3~4개월 간의 경성 보조기(TLSO) 착용 및 골다공증 약물 치료 병행

1) 후방 유합술
- 척추의 유합을 위해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술식
- 고정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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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o strengthen segmental instrumentation
1)
2)
3)
4)

Increasing points of fixation
Cross-links
Cement augmentation of screws
Modification of screw design
- Increased screw size
- Conical pedicle screws
- Alternative thread design
- Expandable or coated pedicle screws

5) Screw insertion technique
- Pilot hole size
-

Screw tract preparation
Bicortical fixation
Hubbing
Dual pedicle screw insertion

6) Alternative screw trajectory

2) 전방 유합술 및 전후방 유합술
- 유합 부위가 전주 및 중주를 모두 포함하고 이식골이 압박력을 받기 때문에 유합이 잘 되는 역학적 환경이 조성
- 후방 유합술보다 적은 분절을 유합하는 것이 가능
- 적응증: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골절, 전방 박리가 필요한 심한 기형 등이 있는 경우
- 고정 실패의 원인: 고정물이 이완되거나 이식골이나 cage의 침하(subsidence)
- 고정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 직경이 큰 이식골이나 cage의 사용, 척추체의 골단판 보존
: 후방 고정 동시 시행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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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종양
박세준
삼성서울병원

Spinal Tumors
- Primary (5%): bone, soft tissue, nerve, hematopoietic (?)
: ㅠenign (95%)
: Malignant(5%)
- Metastatic(95%)
- Spinal cord tumor

Spinal Metastasis
-79% of all cancer have metastasis at the time of death
-Spine is the most common site for skeletal metastasis (39% of all skeletal metastasis)
-20% of metastatic spinal tumors cause neurologic deficits

Steps for management of Primary Spine Tumors
Diagnosis: History, Symptoms, Physical examination
Imaging
Laboratory
Biopsy
Staging: surgical planning & surgical margin
Treatment
Steps for management of Metastatic Spine Tumors
Diagnosis
Staging
Scoring: general condition, life expectancy, complications
Treatment

Primary malignant vs Metastasis
Goals of Treatment:

curative

vs.

palliative

Main Treatment

surgical

vs.

nonsurgical

Surgery

aggressive vs.

less inv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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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aking
- Symptoms; often no symptom
: pain, paralysis, mass
- Pain; less trauma associate, sometimes non-mechanical, progressing, night pain
- Radiating pain; on cervical or lumbar area tumor
- Previous history of treatment of malignancy at other site
- Smoking, family history, weight loss, chronic fatigue

Physical Examination
- Focal deformity; due to destruction or painful spasm
- Local tenderness
- Paralysis; paraparesis, voiding or defecation difficulty
- Mass

Imaging
- Plain radiography
: To check pathologic fracture, alignment
: Location; posterior element, solitary lesion prefers benign
: Lytic lesion; 30-50% bone loss, winking owl sign, hypervascular tumor
: Blastic lesion ; osteoid osteoma , osteoblastoma , osteosarcoma , osteoblastic metastasis ( prostate , breast ,

thyroid...)
: Margin; geographic, motheaten, permeative
- CT; more reliable & sensitive than plain radiography, more about tumor distribution and extension
- MRI; most effective modality, marrow invasion and multifocal involvement detection, differential diagnosis
: Various sequence image for marrow-Gd enhance, Fat suppression
: Tumor; diffuse, pedicle involvement, preserved disc
: Infection; disc centered, blurred disc
: Fracture

; less enhancement, focal involvement, adjacent to endplate, rare pedicle involvement, resolves 1-2

months
- Bone scan; positive with osteoid formation, screening examination, relatively high sensitivity
: cold scan; multiple myeloma, chordoma, (C-spine metastasis)
-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positive with tumor itself, more sensitive than bone scan, monitoring

treatment response and detecting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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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prediclection

Laboratory Study
- Multiple myeloma & metastasis
: pancytopenia, leukemoid reaction, increased ESR
: tumor markers (PSA, CEA, α-FP, β-HCG...)
: serum protein immunoelectrophoresis

www.spine.or.kr · 127

| 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Biopsy
- Open biopsy; rarely used
: incisional biopsy, excisional biopsy
- Needle biopsy; fluoroscopy or CT guided, match with image findings
: fine needle aspiration(14~18G)

Core biopsy-Craig needle (4~7 mm diameter)
: overall accuracy 89% (lytic 93%, blastic 76%)
- Immune staining

Principles of Biopsy
- Ascertain the exact location and most viable area on the MRI
- Sufficient tissue is needed for standard stains, possibly immunostains and cytogenetics
- Contamination should be limited
: Incison, biopsy tract, drain-should be resected at definitive surgery

Differential Diagnosis; Non-tumorous Status
- Infection vs tumor: disc space involvement, loss of endplate

- Benign osteoporotic fracture vs metastatic pathologic fracture
: fracture

line, paraspinal epidural mass formation, involvement of pedicle or posterior element, intravertebral

vacuum
- Schmorl’s node vs subchondral tumor
: connection with disc space, disc degeneration (Modic change), sclerotic margin, mass margin
- Red marrow reconversion

Focal Red Marrow
T1 iso to slightly hyperintense (compared to disc or muscle)
Central high (Bull’s eye sign)
Mild enhance (Caution! Exaggerated on CE-T1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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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Staging (primary spinal tumor)
- Oncologic staging; extent & histology
: Enneking stage - ㅠiologic aggressiveness (G1. G2)

Anatomic extent (T1, T2)
Presence of metastasis (M1, M2)
- Surgical staging; anatomy & strategy
: for malignant or aggressive benign tumors
: WBB system
: Tomita classification

Enneking Oncologic Staging System
- Stage 1, 2, 3; benign
- Stage I; low grade malignant : chordoma, chondrosarcoma
: A; intra-compartmental
: B; extra-compartmental
- Stage II; high grade malignant : osteosarcoma, Ewing sarcoma, Small round cell tumors
: A; intra-compartmental
: B; extra-compartmental
- Stage III; distant metastasis

Weinstein-Boriani-Biagini (WBB) Surgical Staging
- Can describe well about axial involvement
-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is system is to ensure sparing of spinal cord without compromising the surgical

tumor margins
- 12 zones; 1~12 clockwise
- 5 layers (A to E); soft tissue to d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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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ne 4-8 or 5-9; vertebrectomy
- Zone 2-5 or 7-11; sagittal resection
- Zone 3-10; posterior arch resection

Tomita Surgical Classification
: Designed to present the indication of Total enbloc spondylectomy (TES)
- Type 1 & 2; RT,Chemotherapy, corpectomy or hemivertebrectomy, TES is relatively indicated
- Type 3 & 4 & 5; best indication for total en block spondylectomy
- Type 6 & 7; not indicated for total en block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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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Surgical Methodology

Surgical Strategy for Primary Spinal Tumors

Primary Benign Spinal Tumors
- Enneking Stage 1; latent, inactive, no symptom
: osteoid osteoma, hemangioma, osteochondroma, eosinophilic granuloma
: no treatment or intralesional excision
- Enneking Stage 2; active but slow growing, symptomatic
: intralesional excision or en block resection (+/-) stabilization
- Enneking Stage 3; active, aggressive growth, symptomatic, highly recurrent
: giant cell tumor, osteoblastoma, aneurysmal bone cyst
: wide or en bloc resection with stabilization
영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없는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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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us dysplasia, Enostosis (bony island), Intraosseous lipoma, Hemangioma,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Primary malignant spinal tumors
Low grade (stage IA, IB): chordoma, chondroblastoma
High grade (stage IIA, IIB): osteosarcoma, ewing sarcoma
small round cell tumors (MM, Plasmacytoma, Lymphoma)

Primary Malignant Spinal Tumors
- Goal of surgical treatment: curative resection with negative surgical margin
- Don’t leave residual tumor tissue behind
- Try to reduce the contamination as much as possible
- Total en bloc spondylectomy (TES) is the best choice
: to avoid local recurrence, cure of tumor
: possible

sacrifice of important structures to maximize the success of oncological surgery (N.root, vertebral

artery)
: if not possible, total piecemeal spondylectomy
- Tendency of shifting to more aggressive treatment & newer alternative treatment

Primary malignant spinal tumors: Why poorer prognosis?
- RT is generally known to be radioresistant & RT may be restricted d/t critical structures are contiguous
- No effective chemotherapeutic agents, except osteosarcoma & Ewing sarcoma
- Chemotherapy is difficult to control the tumor very well without adequate surgery or RT
- Surgery is the best treatment. However, wide surgical resection is difficult d/t anatomical constraints.

Treatment Modalities except Operations
- Embolization; preoperative or alternative
: preoperative; reduce blood loss during operation, for hypervascular tumors (renal Ca., thyroid Ca., hepatocelluar

Ca. metastasis, chordoma, osteosarcoma, hemangioma, ABC, GCT...)
: alternative; highly vascular tumors, benign & non-operable cases (GCT, ABC)
- Radiofrequency ablation
: osteoid osteoma, palliative (metastasis, GCT...)
- Palliative stabilization: vertebroplasty
- Molecular adjuvant treatment
: reduce osteoclast activity; monoclonal antibody of RANKL, bisphosphonate
: reduce angiogenesis; Interferon α
- Radiotherapy; primary or alternative or adjuvant
: primary; radiosensitive tum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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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ernative; megavoltage RT or proton beam therapy for non-operable cases
: adjuvant; positive margin, to reduce recurrence
- Chemotherapy; for chemosensitive tumors, neoadjuvant treatment
- Hormonal therapy

Metastatic Spinal Tumors
- Site; T(70%), LS(21%), C(8%), mostly on vertebral body
- Origin; breast >lung >hemato >prostate >kidney >GI >thyroid

Pathophysiology of metastasis to spine
- Tumor emboli enters venous system; filtered at liver, lung, bone marrow
- Lung cancer; may seed directly through segmental artery
- Breast & prostate cancer; communication with paravertebral venous plexus
- Seed and soil theory; tissue receptability of bone marrow of spine
- Intrinsic factors inherent to the tumor cells; PG, osteoclast activating factor (breast cancer)

Goal of Treatment
- Palliative; pain relief, neurological improvement, psychosocial support to improve quality of remaining life
: followed by chemotherapy, RT, rehabilitation & hospice support
- Curative

?; early single metastasis, radiosensitive or chemosensitive single metastasis with pathologic fracture or

neurological deficit by compression

Surgical Indications
- Progressive neurologic deficit during & after RT (radioresistant tumors)
- Rapidly progressive neurologic deficit
- Intractable pain unresponsive to conservative treatment
- Spinal instability or vertebral collapse
- Need for histologic diagnosis
- Previous RT on the same area
- Solitary metastasis with complete remission of primary tumor

Surgical Timing
Cord compression : less than 48 hours

www.spine.or.kr · 133

| 2020년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Instability
Spinal Instability Neoplastic Score (SINS)

Prognostication (Scoring) - general condition, life expectancy, aims of treatment,
surgical strategy
Most important prognostic factors
Tumor histology
General condition
Response to medical treatment

Tokuhashi’s modified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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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ita’s prognostic score

Clinical decision algorithm
- Gasbarrini’s algorithm, 2004

- NOMS framework, 2006
: NOMS (Neurological, Oncological, Mechanical instability, System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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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Invasive modalities & New drugs
- Mechanical stabilization
: Vertebropalsty or Kyphoplasty +/- posterior fixation (open or percutaneous)+/- RT
: Radiofrequency ablation with vertebroplasty
: Radiofrequency-based plasma ablation with VP
: Laser induced thermoplasty(LITT) with VP
: Percutaneous fixation
- RT, Radiosurgery (Cyberknife or Novalis)
- Hormonal therapy
- Zoledronate, Denosumab, Interferon-A 2b, Sunitinib, Imatin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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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의 감염
안동기
서울성심병원

척추 감염의 역사
병원균에 대한 숙주의 조직학적 변화
화농성 pyogenic
육아조직성 granulomatous
결핵성 감염이 대표적
역사적으로 척추감염의 치료 = 척추결핵의 치료

감염 증가의 원인
●

진단 방법의 발달

●

평균 연령의 증가에 따른
만성 소모성 질환의 증가

●

면역 체계 저하 환자의 증가

●

마약 정맥주사 사용자의 증가

●

Biomaterial implant의 증가

척추 수술의 증가(가장 큰 원인) → 수술 부 감염의 증가

개요
●

발생기전

●

감염의 진행

●

진단

●

각각의 감염 및 치료
화농성 감염

		

●

혈행성 감염

		

●

수술 부 감염

		

●

Biofilm 감염

		

●

항생제

결핵성 감염

A. 발생기전
●

Hematogenous
Trans-arterial (major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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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late septic thrombi
Trans-venous
Batson’s plexus (valve가 없는 정맥, 복압이 상승하면 vena cava에서 척추체로 정맥혈이 역류, pelvic organ의
감염이 파급)
●

Direct extension

Iatrogenic
M/C cause : surgery

●

B. 감염 의 진행

C. 감염 진단
임상증상으로 의심되면

Localized tenderness (M/C)
Painful LOM
Paraspinal spasm
Fever (unusual)
Generalized weakness
Meningeal irritation sign
영상검사, 혈액검사, 미생물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

no single 100% confirmatory test
세가지 검사의 교집합으로 진단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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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Test
ESR: 1시간 동안 RBC의 참강정도
Inflammation → Fibrinogen 증가 → Rouleaux formation → 빠르게 침강
문제점; nonspecific(임신, 기타 염증성 질환에서 상승)
간에서 fibrinogen을 생산하므로 liver failure에서는 false (-)

CRP: C Reactive Protein
죽은 세포나 세균의 표면에서 나오는 phosphocholine에 결합, 괴사세포의 clearance에 관여
간에서 생산 (liver failure에서는 false (-)
염증발생 2시간 내 상승 48시간에 최고치
염증이 없이 상승; cardio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DM.

WBC: (+) 42%
Blood culture: (+)< 25%

영상 검사
X-ray

Disc space narrowing → osteolysis → osteosclerosis → bony or fibrous ankylosis순서로 진행
CT
Osteolysis, cold abscess에서 calcification확인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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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Gold standard
Sensitivity 96%
Specificity 93%
Accuracy 95%
Bone scan
●

Radioactive material이 bone turnover가 활동적인 곳에 증가하는 것을 영상으로

Tumor, fracture, infection 진단에 사용
●

단독으로는 감염의 진단에 비특이적

●

Gallium, Indium 수입하지 않음

●

종양과의 감별은 다른 검사를 통해야 함

조직 검사 및 균 배양 검사
Not always confirmatory diagnostic
●

Open biopsy; 93%(+)

●

Needle biopsy; 68~86%(+)

●

항생제를 미리 사용한 경우: 25%에서(-)

●

Mycobacterium tuberculosis: around 80%(+)

●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항생제 사용 후에도 검출, 약제 감수성검사는 불가

진단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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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각의 감염 및 치료
1. 화농성 감염 (Pyogenic)

Spondylodiscitis
Discitis
Epidural abscess
Surgical site infection
Spondylodiscitis
●

M3>F2

●

Lumbar > Thoracic > cervical

●

Delayed diagnosis 가 흔함

●

원인균

●

G(+): Sta aureus; most common, paralysis를 잘 일으킴
Sta epidermidis; 점차 증가, low virulence, surgical site infection, implant related infection에 많다.
G(-): E coli (associated with urogenital infection)
Proteus mirabilis
Pseudomonas aerogenosa (Drug addict)

●

치료

# 비수술적
목적: 감염의 제거
통증완화
척추의 안정성 유지
신경학적 증상의 예방
방법: 침상안정
척추 고정
항생제 투여
마지막 단계; Spontaneous fusion or fibrous ankylosis
# 수술적
적응증: 1. 신경마비

2. 골파괴로 인한 변형
3. 상적으로 중요한 농양(epidural abscess, psoas abscess)
4. 적절한 치료에 무반응(4주 IV 항생제 치료 후 통증과 발열이 지속 or CRP>3 mg/dL)
5. 세균학적, 조직학적 확진이 필요
목적: 배농, 병소의 제거
신경증상, 변형이 있는 경우; decompression, stabilization
방법: 전방 감압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술
후측방 감압술과 추체간 유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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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재건술에 사용되는 이물질
자가장골 구조골
동종골 구조골
금속케이지 chip bone(자가골 / 동종골)

Gold standard는 자가장골 구조골이나 posterior rigid fixation과 병합되어 동종골과 금속 이물질의 사용이 증가
Foreign body associated infection = Biofilm infection
Biofilm
세균의 형태: 1% planktonic bacteria (free floating), 99% biofilm bacteria

Pkanktonic bactreia → adhesion to surface → proliferation, communication via quorum sensing → extracellular
polysaccharide production → embedded in EPS slime → dispersion

Biofilm은 세균의 증식과 거주를 보장받는 생존기전
Biofilm 내에서 세균의 저항에 유리한 형태로 표현형을 변화시키고, 항생제의 불화성화, 영양소 제한에 의한 성장속도
를 늦춤으로 해서 외부의 여러 스트레스에 대응 또는 저항(hibernating state).
항생제의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이 부유세균의 1,000배에 이르게 되어 일반적인 항생제의 전신요법
으로는 MIC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내성균의 발현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

Race to the surface
삽입물의 운명은 이물질표면에 세균이 유착하여 fiofilm을 형성하는 것과 숙주의 조직으로 일체화 되는 것 사이의 경쟁
경쟁에서 숙주의 조직세포가 승리하면 세균은 표면에 유착할 수 없고 따라서 biofilm이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세균이
승리하게 되면 이물질 표면에는 빠르게 biofilm이 덥히고 조직세포는 접근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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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전방 케이지 또는 동종골이 다른 삽입물과 다른 점
‟활동성 감염부에 골이식을 포함한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은 타 부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술식”
전체가 solid host tissue로 덮이게 되고 인공관절 또는 혈관 삽입물 등과 같이 fluid milieu에 접하는 면이 없다.
주변 조직이 bone tissue여서 fibrous encapsulation (fluid가 고이는 공간이 형성) 이 되지 않는다.
견고하게 고정되면 주변에 움직임에 의한 void가 형성되지 않는다.
임상적 연구의 결과는 성공적(실패 보고가 0)
Authors

Published
year

Fayazi

2004

KuKlo

Anterior reconstruction

Number of
cases

Follow up
(mo)

Recurred
infection

Biomaterial related
complication

Titanium cage

11

17±9

0

0

2006

Titanium cage
Chip bone allograft
DBM

21

44(25~70)

0

0

Korovessis

2006

Titanium cage

17

0

0

Ruf

2007

Titanium cage

88

0

0

Korovessis

2008

Titanium cage

24

56(31~116)

0

0

Hee

2002

Autoiliac strut bone vs Titanim cage

21

67(24~120)

0

0

Pee

2008

Autoiliac strut bone vs Titanium or PEEK cage

0

0

Robinson

2009

Titanium cage

25

36

0

0

Yang

2017

Titanium cage+auto or allograft

20

24

0

0

Schomacher

2014

Titanium vs. PEEK cage+autogenous bone

16 vs 21

20.4

0

0

Chung

2014

Fibular allograft

20

0

0

Kim

2014

Freeze-dry structural allograft

25

0

0

45

23 vs37

15.7(12~38)

Epidural Abscess
Hematogenous : Posterior of dura, Normal X-ray, 보통은 이를 말함, worse prognosis
Extension from spondylodiscitis : Anterior of dura, M/C,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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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특징
●

심한 동통

●

고열

●

신경 마비의 빠른 진행

●

-

Vascular insult (septic thrombi)

-

Mechanical compression

뇌막 자극증상
혈액 배양 검사의 높은 양성율 (60%)

치료
●

응급

●

혈액 배양 후 즉시 광범위 항생제 최대용량 투여 (4-8주간).

●

농양 발견 즉시 수술적 배농
-

마비 발생전, 또는 36시간 이내

-

마비 발생 72시간 이상 경과하면불 가역 손상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
최소의 농양
척추관 전체로 파급
완전 마비 발생 후 48시간 경과

예후
●

마비 발생 36시간 이내에 수술하면 50%의 회복을 기대.

●

사망률
-

항생제 사용 이전: 70%

-

최근: < 10%

-

예외: 수술 후 발생한 경우는 비교적 양호(posterior decompression이 되어있기 때문)

Surgical Site Infection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뷴류: 침습의 깊이에 따라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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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
Host factors: old age, revision surgery, DM, steroid abuse, obesity, smoking
Surgical factors: Instrumentation, operation time, amount of bleeding, graft materials, staged operations

Surgical site infection의 증가는 instrumentation 이후에 급격히 증가.
항생제 예방적 사용 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

Implant related organ/space infection의 특징
Biofilm infection
늦은 진단: Average 14 mo, 전신증상이 없고 창상감염이 없는 경우 가 많아 지연
저병원성세균: Propionibacterium acnes

S epidermis
Negative culture
Mechanism: Intra - operative seeding → 금속에 adherence를 형성 → 금속의 부식에 의해 활성화 → 서서히 증상이 진행
기타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과 유사
PLIF 후 cage의 implant related infection
진단이 어렵다
지연성 발현
임상증상이 모호(수술창의 국소 소견이 없다,전신 발열이 없다.)
경피적 조직학적, 미생물학적 검사에 의존하기 어렵다.
내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total destabilization
→ staged revision or one state revision
다른 부위와 달리 surface to the race에서 유리한 조건

One state debridement and bone graft 가 가능(favorable to the host cell in the race for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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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자
Diabetes mellitus
고혈당에서는 PMN이 혈관벽에 유착되어 수술창으로 잘 이동 못함 → WBC count 감소

Chemotaxis, phagocytosis에 의한 bacterial destruction이 감소
Bacterial and complement glycosylation으로 IgG 작용이 감소
Superoxide radical production이 감소
혈당 > 200mg/mL 36 시간 경과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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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 감염의 예방수칙
수술 전

1. 원격 감염이 치료된 후에.
2. 불필요한 제모를 하지 말 것.
필요하면 수술 직전에 전기 이발기를 사용.

3.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당을 조절.
4. 금연(수술 전 30일).
수술 중

1.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절개 30분 전,
4시간 경과 또는 1500 ml 실혈 시 재 투여.
2. 수술실의 출입인원 통제.
3. 견인기를 수시로 풀기.
4. 규칙적인 세척.
5. 무균적 술기.
6. 창상의 밀봉.
수술 후

1. 수반되는 감염의 조절(비뇨기, 호흡기).
2. 48시간 무균적 도포를 유지
3. 영양상태 유지.
수술 중 오염
바닥보다 얼굴에서 가까운 곳이 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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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

●

When?
-

Biopsy or blood culture 로 원인 균 확인 후

-

Sepsis 증상을 보일 때는 바로

What kind?
-

Organism specific
MSSA; nafcillin/ 1차 cephalosporin
MRSA: Glycopeptide (vancomycin / teicoplanin)
G(-): 2차/3차 cephalosporin / quinolone
Anaerobic: clindamycin / metronidazole

- Empirical treatment:

Dural agent empirical Tx (G+, G-, anaerobic 을 모두 cover)
3차cephalosporin/fluoroquinolones+clindamycin/vancomycin
Antibiotics for initial empirical treatment

●

How long?
- 정맥

주사 6주간 투여

* 배농이 안된 병소가 있거나 implant related infection이 있으면 더 장기간 필요.
- 경구 항생제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혈액 염증검사 소견이 정상될 때까지

High bioavailability drug를 사용 (quinolone(>90%), clidamycin(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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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halosporin계(45~50%)는 부적당
●

수술의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 (Proper timing and duration)

CDC guideline
피부 절개 시에 bactericidal 농도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수술 시간과 창상 봉합 후 최대 수시간 후까지 유지되어야 함.
Cephazolin
1차, 반감기가 가장 길다(1.8 hr)
절개개시 30분 전 투여
1g iv, 80 Kg 넘으면 2 g.
Vancomycin은 MIC에 도달 하는데1시간 소요, 8시간 유지.
4시간 마다, 또는 1,500 ml 실혈 마다 재투여
피부 봉합 후에는 투여 중단

항생제의 조직내 확산
Molecular polarity와 항생제의 디스크 내 확산
Nucleus pulposus 주성분이 glycosaminoglycan의 극성이 (-)여서
		

(-) charge 인 beta-lactam, Linezolid는 침투 못함

		

(+) charge 인 glycopeptides, aminoglycoside, clindamycin, quinolone이 diffusion 됨.

Intra-wound vancomycin powder
1차 cephalosporin 항생제 IV prophylaxis +Intra-wound vancomycin powder
●

No short term complication

●

최소 3일간 high local concentration을 유지

●

Systemic side effect를 예방(absorption 안됨)

4 case series: effective
1 RCT: n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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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remember

1942년 Penicillin 사용 시작
1950년 St aureus 40% 내성균
1959년 methicillin 사용시작
1960년 St aureus 80% 내성균
1961년 MRSA 등장
2000년 Linezolid FDA 승인
2001년 Linezolid 내성균 출현
2006년

2. 결핵성 감염

원인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Type
Peri-discal: M/C pyogenic과 DDX
Central: tumor와 DDX
Anterior
Posterior: rare, HNP와 DDX.
Lumbar > thoracic >cervical
Skeletal involvement
결핵 중 20%는 extrapulmonary
그 중 10~20%가 skeletal
그 중 50~60%가 spinal.
모든결핵 중 1~5%가 척추결핵.
척추결핵의 33~50%가 폐결핵 또는 폐결핵의 기왕력이 있다.
진단
●

Lab: mild ESR, CRP

●

Image

●

미생물 검사

●

-

AFB staining: acid fast bacilli 52% (nontubeculous AFB를 구별못함)

-

Culture: 83% (8weeks), time consuming (confirmatory test)

Histological study: 60%(confirm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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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에만 가능

Additional diagnostic tools
-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Molecular biologic technique to amplify a single copy of a piece of DNA
Useful in identification of non-cultivatable or slow-growing microorganisms.
Mycobacterium, Anaerobic bacteria, virus 등 배양이 어려운 균에 대한 동정에 유용
AFB staining보다 sensitivity가 높고 신속한 결과
보조검사

Sensitivity : 60-90%
Specificity : 80-90%
- QuantiFERON-TB Gold assay
미생물검사를 위한 검체를 얻기 어려울 때 영상검사와 함께

Interferon - gamma release assay (IGRA)를 이용한 결핵진단 kit의 상품명.
Mycobacterium의 단백질 3가지를 환자의 피와 혼합
Micobacterium에 감작된 T-cell에서 interferon-gamma분비
ELISA법으로 확인
Nontuberculous microbacterium, BCG에는 반응하지 않아 tuberculin skin test와 달리 BCG, 접종 자에게 유효.
Active 와 latent를 구별할 수 없으나 negative면 둘 다 rule out
screening test, not confirmatory diagnostic test
Sensitivity : 84%

Specificity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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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감수성 검사(DST, drug sensitivity test)
전통적(phenotypic DST)
분자생물학적(genotypic DST)
결핵균의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여 내성여부를 겸출

Xpert MTB/RIF assay: PCR+rifampin 내성유전자 검사
결핵성 척추염과 화농성 척추염의 감별진단
4 most reliable parameters
1. 증상이환 기간 3개월 이상
2. 38도 이하의 미열
3. 주변과 경계가 뚜렸한 paravertebral abscess
4. Intraosseous abscess
4가지 중 3 이상이면 sensitivity 84%, specificity 97.8%
*결핵 농양은 단백질 분해효소가 없어 주변 조직을 파괴하지 못하고 밀면서 자람
치료
●

항결핵제의 분류

1차약제: 1군+streptomycin
2차 약제: 나머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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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결핵제의 용량과 부작용

내성균 출현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을 조합으로 투여
표준 요법: Pyrazinamide+INH+RFP+EMB 9개월 경구 투여(PYZ는 처음 2개월만)
+SM 3개월 근육 주사
내성균: PYZ+2차약제 4가지 20개월
●

수술적 치료(화농성 과 유사, 수술 이 필요한 경우가 월등히 많음)

적응증
- 신경증상
- 심한 골 파괴로 불안정, 후만 변형
- 큰 농양
-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가 필요
- 항결핵제에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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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성
초창기
화학 요법 보다 앞서 발달
마비 환자의 감압술 수준
대부분 실패 사망.

Abandoned
화학 요법 개발 후 More aggressive surgical tx가 개발
수술방법

Anterior debridement and anterior fusion
●

Standard

●

Graft bone; iliac tricortical, rib, fibula

Anterior and posterior fusion
●

Growing children

●

Severe kyphosis (60~70°)

Instrumentation and fusion
●

Prevention of loss of correction

●

Early rehabilitation

Pott’s Paraplegia
70~95% recover
Group (by Hodgson et al, 1964)
Group A: with active disease
		

1. external pressure

		

2. penetration of the dura by infection

Group B: healed disease
		

1. transection of the cord by a bony ridge

		

2. constriction of the cord by granulation and fibrous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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