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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iopathic Spinal Cord Herniation 
Sung-Soo Kim,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Haeundae-Paik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Busan, Korea,

Study Design: Literature review.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sight into idiopathic spinal cord herniation (ISCH) in terms of clinical presentation, 
pathophysiology, diagnosis,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SCH is a rare disorder characterized by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spinal cord through a ventral 
dural defect. It has increasingly been recognized and described over the past 10 years. 
Materials and Methods: Review of the English-language literature on ISCH.
Results: ISCH occurs in middle-aged adults with a female preponderance. The most common clinical presentation is Brown-
Sequard syndrome, which can progress to spastic paraparesis. Its pathophysiology is unknown. However, some authors proposed that 
inflammation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mergence of a dural defect. Magnetic resonance imaging typically shows an anterior 
kink of the thoracic spinal cord with an obliteration of the ventral subarachnoid space and the widened dorsal subarachnoid space. 
Surgery is generally recommended for patients with motor deficits or progressive neurological symptoms. The posterior approach has 
been used because it allows wide exposure of the spinal cord. The surgical treatment of ISCH consists of spinal cord reduction from the 
ventral dural defect, which can be managed with enlargement, direct repair, or duraplasty (dural repair with a patch). In recent years, 
duraplasty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than enlargement of the dural defect. 
Conclusions: ISCH causing thoracic myelopathy could be safely treated with surgical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this disease 
should be kept in mind when treating patients with progressive myel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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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흉추부의 척수(thoracic spinal cord)

가 전방의 경막 결손(ventral dural defect)을 통하여 경막 밖으

로 빠져 나가면서 발생되는 드문 질환으로 자발성 척수 탈출증

(spontaneous spinal cord herni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1974

년 Wortzman 등1)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현재까지 약 200예가 

보고되었다.2-8)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증가되고, 자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많은 증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

지도 이에 대한 병태생리, 자연 경과, 수술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서는 여러 의문점과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척수 탈출증은 외상성(traumatic), 의인성(iatrogenic; 

postoperative), 특발성(idiopathic)으로 발생될 수 있다. 외상성

과 의인성 척수 탈출증은 경막 손상이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대

부분 나타나 주로 후방으로 척수가 탈출되고 경추부 및 흉추부

에서 발생하지만,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전방 경막 결손을 통하

여 전방으로 척수가 탈출되고 흉추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

이 있다.        

여기에서는 알려진 증례를 바탕으로 특발성 척수 탈출증의 

임상 양상, 병태생리, 영상 소견과 감별진단, 치료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본론

1. 임상 양상

모든 성인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중년층(middle-aged 

adults)에서 나타났으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1세(22~78세)

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았고, 흉추부 중간(mid-thoracic 

level) 부위인 제 3-7흉추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여, 특히 제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184/jkss.2016.23.1.1&domain=pdf&date_stamp=2016-03-31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4184/jkss.2017.24.2.121&domain=pdf&date_stamp=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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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흉추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4) 경막 결손은 환자의 1/3

은 추체 후방에서, 2/3는 추간판 후방에서 보였다. 증상은 탈출

된 척수의 부위와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하

는 척수증(progressive myelopathy)을 보이나 대부분의 경우 서

서히 증상이 나타나 증상 시작부터 진단이나 치료 받기까지 평

균 5.2년(6개월~36년)이 소요되었다.4) Brown-Sequard 증후

군이 전체 환자의 66%로 가장 흔한 증상이며, 강직성 부전 마

비(spastic paraparesis)가 30%에서 관찰되었다. 단독 감각 결손

(isolated sensory deficit)은 3%, 단독 근력 결손(isolated motor 

deficit)은 1%에서 보고되었고, 그 외 증상으로 배뇨와 배변 장

애, 흉추부 통증이 있었다.5) 

이런 증상은 병의 초기에는 척수의 외측 부분이 탈출되어 외

측 척수 시상로(lateral spinothalamic tract)의 이상으로 통증과 

온도 감각의 소실이 발생하며, 탈출이 진행되면서 피질 척수로

(corticospinal tract)가 침범되어 서서히 진행하는 근력 약화와 

하지 강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병태생리

현재까지 흉추부에 전방 경막 결손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

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

다. 선천성 경막 결손,1) 이중 전방 경막(duplicated ventral dura)

에서 내측 경막의 결손,9) 탈출된 추간판이나 석회화된 추간판

에 의한 침식(erosion)과 염증(inflammation),10) 추체 후방의 

골 결손, 외상11) 등이 가설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가설들 중에

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염증이라고 판단된다. 경막의 전

방에서 발생되는 여러 병변(추간판 탈출증, 골 결손 등)에서 일

어나는 염증으로 인해 경막과 유착(adhesion)이 일어나고, 이

로 인해 경막이 얇아지면서 결국 결손(구멍)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방 경막 결손은 정중앙에서 나타나는 전방

(ventral)형과 약간 외측에서 나타나는 전측방(ventrolateral)형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흉추부에 전방 경막 결손이 일단 발

생되면 이 결손을 통하여 지주막(arachnoid membrane)이 빠져

나가면서 뇌척수액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된다(Fig. 1A). 이

것은 경막 외부는 음압(negative pressure)인 상태이고, 경막 안

에서는 뇌척수액의 박동(pulsation)이 존재하기 때문이다.6) 경

막 결손을 통한 뇌척수액의 움직임은 경막 결손을 더 크게 만

들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막 결손 부위에 척수가 

놓이게 되면서 결손의 가장자리는 지주막과 유착이 일어나 결

손 부위가 척수로 막혀지는 시점이 생기게 된다(Fig. 1B). 이

후 경막 외부의 음압과 경막 내의 뇌척수액 박동은 척수를 경

막 결손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동시키게 되어 궁극적으로 척

수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Fig. 1C). 탈출된 부위에

서 척수는 움직임이 없어지고 고정되게(tethering) 되면서 탈출

된 척수에 긴장과 손상을 발생시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

명되고 있다. 그리고 탈출된 척수에서 일어나는 고정이나 조

임(strangulation)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방 척수 동맥(anterior 

spinal artery)의 허혈(ischemia)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

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특발성 척수 탈출증이 가

장 많이 발생되는 흉추부 중간은 척수 중에서 혈액 공급이 가장 

좋지 않은 부위(watershed zone)로 허혈성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며, 이 동맥 허혈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로도 여겨지기도 한다.     

특발성 척수 탈출증이 흉추부에 주로 발생되는 것은 흉추부

는 정상적으로 후만을 형성하여 이 부위의 척수는 경막내의 전

방에 위치하는 점, 굴곡과 신전의 영향, 심장과 폐의 운동에 의

해 척수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점으로 설명된다.   

3. 진단

이 질환의 진단에는 MRI가 가장 유용하다. 최근에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고해상도(high-resolution) MRI, 얇은 절편

(thin-section) MRI, 위상차(phase-contrast) MRI가 개발되

면서 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

는 다른 질환을 감별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잘못된 진

단이 내려진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특히, 경막내 지주막 낭종

(intradural arachnoid cyst)과의 감별이 어려워 이를 위해 컴퓨

터 단층 척수강 조영술(computed tomographic myelography; 

CT myelography)이 사용되었으나 요즈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MRI를 촬영할 수 없는 환자에서는 현재에도 

Fig. 1. The arachnoid membrane in a ventral dural defect is herniated 
and cerebrospinal fluid moves freely in and out of the defect. (A) An 
extradural arachnoid cyst is present. (B) The opening of the dural defect 
is blocked by the spinal cord. An adhesion between the spinal cord and 
arachnoid is found at the edge of the dural defect. (C) The spinal cord is 
herniated through the dural defect. There is a possibility of cord tether-
ing, strangulation, incarceration, and ischemi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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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yelography는 유용하게 사용된다. 

MRI로 척수 전방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이 소실되면서 척수

의 일부가 경막외로 전위되어 있고, 척수 후방의 지주막하 공

간이 넓어져 있지만 척수 후방에 고형 종괴(solid mass)나 낭종

(cyst)이 없다면 특발성 척수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다. 즉 MRI 

시상면 영상에서 척수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C 또는 S자형으

로 구부러져 있으면서 후방의 지주막하 공간이 커져 있고, 횡단

면 영상에서 전방으로 전위된 척수가 전방의 경막에 붙어 경막

과 척수 사이에 뇌척수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의 척수는 경

막외로 이동되어 있다(Fig. 2). 때때로 척수 위축으로 인해 척수

가 얇아질 수도 있으며 척수 신호 강도의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

도 있다. 척수 후방의 경막내 지주막 낭종(intradural arachnoid 

cyst)은 척수를 전방으로 전위시켜 특발성 척수 탈줄증과 비슷

한 영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에 유의하여야 한

다. 특발성 척수 탈출증의 경우에는 척수 후방의 지주막하 공간

이 넓어져 있지만 낭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척

수액의 흐름과 박동이 존재하지만, 지주막 낭종의 경우에는 정

상적인 뇌척수액의 흐름과 박동이 존재하지 않는다(Fig. 3). 그

러므로 MRI에서 척수 후방의 넓어진 공간에서 뇌척수액의 박

동에 의한 인공 음영(artifact)이 보이거나 위상차 MRI에서 정

상적인 뇌척수액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다면 지주막하 낭종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T myelography에서 조영제가 척

수 후방에서 정체(retention)되거나 충만 결손(filling defect)을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뇌척수액의 흐름을 가진다면 특발성 척

수 탈출증을 진단할 수 있다.7,12) 그리고 특발성 척수 탈출증에

서는 MRI 횡단면 영상에서 신경근(nerve root)이 후방 지주막 

공간을 가로 질러가는 것이 보일 수 있지만, 지주막 낭종에서는 

신경근이 낭종에 의해 전위되어 낭종의 변연부에서 관찰되므

로 감별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Table 1).13) 그 외 감별하여야 할 

질환으로 유피 낭종(epidermoid cyst), 낭종성 신경초종(cystic 

schwannoma)와 같은 경막내 종양(intradural tumor), 횡단 척

수염(transverse myelitis), 지주막염(arachnoiditis), 경막외의 농

양과 혈종 및 종괴 등에 의한 경막외 압박성 병변(extradural 

compressive lesion) 등이 있다.       

4. 분류

현재까지 특발성 척수 탈출증에서 널리 사용되고 광범위하

게 평가된 분류법은 없는 상태이나 2009년 Imagama 등14)은 

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시상

면 MRI를 기준으로 탈출 정도에 따라 K형, D형, P형으로 나

A B C D

Fig. 2. Idiopathic spinal cord herniation in a 43-year-old man. He had a tingling sensation in his left leg for 3 years. (A, B) T2-weighted MRI and (C, D) 
a CT myelogram show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spinal cord with an obliteration of the ventral subarachnoid space and an enlarged dorsal subarach-
noid space at T2-3. There were CSF flow artifacts in the dorsal subarachnoid space in MRI (A, B) and no blockage of free-flowing contrast agent on the 
CT myelogram (C, D).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CT, computed tomography.

Fig. 3. Intradural arachnoid cyst in a 37-year-old woman. She experi-
enced weakness in the lower extremities. (A, B) T2-weighted MRI shows 
anterior displacement of the spinal cord with a widened subarachnoid 
space at T2-3. There was no cerebrospinal fluid flow artifact in the dorsal 
subarachnoid space, and the spinal cord was compressed by an intradural 
arachnoid cyst.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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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었고, 횡단면 MRI에서 경막 결손의 위치에 따라 C형과 L

형으로 나누었다. K형은 척수가 전방으로 명확하게 구부려져

(kinking) 있는 경우이며, D형은 척수가 탈출 부위에서 완전히 

사라진(discontinuous) 경우, P형은 전방 지주막하 공간은 소

실되었으나 척수의 구부러짐은 거의 없는(protrusion; no/little 

kinking) 경우로 정의하였고, 경막 결손이 전방 경막의 정중앙

에 있는 경우를 C형(central), 그렇지 않는 경우를 L형(lateral)

이라고 하였다.     

5. 치료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드문 질환으로 자연 경과(natural 

history)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지침이나 계획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보전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로 나눌 수 있고, 환자 개개인에 상태와 경과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보전적 치료는 근력 약화나 진행성의 척수증을 보이지 않

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15,16)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하거나 근력 약화가 있는 환자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하다.4-6,16)       

가. 보전적 치료

보전적 치료를 지속한 15예를 조사한 보고16)에서 평균 33개

월(1~96개월) 관찰하여 신경학적 상태는 변화되지 않았다. 물

론 보전적 치료나 경과 관찰 중에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하는 경

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되었다. 그리고 특발성 척수 탈출증

이 진단되고 6개월 이후에 자연적으로 척수 탈출증이 호전된 

증례도 보고된 바 있다.17) 

나. 수술적 치료

수술의 목적은 경막 결손 부위에서 발생되는 척수의 조임(또

는 고정)을 풀고 척수를 정상적인 경막내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재탈출을 방지하여, 악화되는 신경학적 증상을 정지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과거에 전방 수술로 치료한 예1)가 보고되었으나 수술 시야가 

좁아 사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보고는 광범위하게 척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후방 수술로 치료되었다. 후방 수술은 필요한 

부분에 후궁 절제술(laminectomy)을 시행하고 경막을 열어 척

수 전방에서 병변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척수에 대한 

Table 1. Different findings in imaging studies between idiopathic spinal cord herniation (ISCH) and intradural arachnoid cyst (IDAC) 

Imaging study ISCH IDAC

MRI

  Dorsal CSF flow artifact + –

  Dorsal CSF flow in phase-contrast imaging Normal Abnormal

  Nerve roots in axial image Traversing Peripheral

CT myelography

  Retention of dye or filling defect – +

A

B

C

Fig. 4. (A) A ventral dural defect in the inner dura of the duplicated ante-
rior dura. (B) The spinal cord is herniated through the dural defect and is 
ultimately constricted. (C) The spinal cord is released by enlargement of 
th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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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견인을 피하기 위해 치상 인대(dentate ligament)를 경

막 부위에서 잘라서 치상 인대를 조심스럽게 견인하여 척수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시켜 척수의 전방을 노출시킨다. 이때 신경

근이 방해가 된다면 자를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후방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막 결손을 더 크게 만드는 방법(Fig. 4)으로 일본

에서 주로 시행되었다.9,18,19)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전방 경막

에서 내측 경막에 결손이 발생하여 척수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

로 인식하여, 탈출된 척수 주위의 경막을 제거하여 경막 결손을 

넓히게 되면 척수의 조임(또는 고정)을 풀어줌과 동시에 재탈

출을 막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술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척

수의 견인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는 경막 결손 주

위에서 보통 존재하는 지주막 유착을 박리하여 척수를 경막내

로 이동 시킨 뒤에 경막 결손을 직접 봉합20)하거나 경막 결손을 

패취(patch)로 덮는 경막성형술(duraplasty)3,7,8,21,22)을 시행하여 

원인이 되는 경막 결손을 직접 교정하는 방법이다. 직접 봉합

을 하기 위해서는 척수가 과도하게 견인되는 단점이 있어 최근

에는 경막 성형술(Fig. 5)이 많이 보고되는 경향이다. 경막 성형

술에 사용되는 이식물로는 근육, 근막, 지방, 소의 심막(bovine 

pericardium), Teflon, Gore-Tex 등이 있다.       

다. 수술 중 척수 감시(Intraoperative cord monitoring) 

수술 중 척수를 직접적으로 조작하게 되므로 수술과 관련

된 신경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척수 감시가 필요하

다. 수술 중 척수의 부분적 기능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을 감

시하기 위해서 감각 경로를 감시하는 체성 감각 유발 전위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와 운동 경로를 감시하는 운

동 유발 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를 동시에 사용하

게 된다. 그리고 특발성 척수 탈출증 수술에서는 근육에서 기록

하는 근육 운동 유발 전위(muscle MEP, mMEP)뿐만 아니라 수

술이 시행되는 척수의 원위부 경막에서 기록되는 경막 운동 유

발 전위(epidural MEP, eMEP)도 함께 사용하도록 추천되고 있

다.4,13,23) 이는 mMEP의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한시

적 마비와 영구적 마비를 감별하지 못하지만, eMEP의 D파를 

사용하면 한시적 마비와 영구적 마비를 감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mMEP가 소실된 이후에도 eMEP의 D파에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수술 후 한시적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

지만, 두 검사 모두에서 이상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영구적 

마비가 수술 후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라. 수술 결과

Saito 등24)은 경막 결손을 직접 봉합하는 수술로 환자의 20%

가 악화되었으나, 경막 결손을 더 크게 하는 수술이나 경막 성

형술에서는 환자의 10%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129

례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4)에서 경막 결손을 더 크게 하는 수

술과 경막 성형술을 비교하였는데, 술 후 근력 회복은 경막 결

손을 더 크게 하는 수술이 더 우수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Brown-Sequard 증후군이 강직성 부전 마비보다 수술 후 결과

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159예를 정리한 다른 보고16)에서는 

수술 후 신경학적 소견이 호전된 경우는 74%, 변화하지 않은 

경우는 18%, 나빠진 경우는 8%로 수술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영상 분류에 따른 보고14)에서는 P형이 수술 후 회

복이 좋았으며, C형이 술전 마비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결과도 좋지 않았다. 

Nakamura 등19)은 경막 결손을 더 크게 하는 수술을 16예에

서 시행하고 평균 9.6년(5~23년)의 장기 추시 결과를 보고하

였는데 재발된 경우는 없었으며 수술 시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

록, 증상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후 회복은 좋다고 하였다. 하지

만 경막 결손을 더 크게 하는 수술을 시행한 후에 척수 탈출증

Fig. 5. Surgical procedure of duraplasty. (A) After dural opening, the dentate ligaments can be found. (B) The dentate ligaments 
are cut, which enables free mobilization of the spinal cord. The edge of the ventral dural defect is then confirmed. (C) The spinal 
cord is gently reduced inside the dura, and a patch is inserted and slid into the ventral side of the spinal cord. (D) Both ends of the 
patch are trimmed and sutured on the dural edge.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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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발된 경우가 보고되었고, 다른 합병증으로 경막 결손을 통

해 뇌척수액이 경막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두개

내 저혈압(intracranial hypotension)이나 자세성 두통(positional 

headache)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

다.20,25) 최근에는 수술 술기와 미세 현미경을 포함한 기기의 발

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막의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경막 성형술

이 더 많이 이용되어 보고되는 경향이다. 

결론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진행성 흉추부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

는 드문 질환이지만 치료될 수 있다. MRI에서 척수 전방의 지

주막하 공간이 소실되면서 척수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구부러

져 있다면 반드시 이 질환을 의심하고 다른 질환, 특히 척수 후

방의 경막내 지주막 낭종과 감별하여야 한다. 수술은 척수 감시

하에서 경막 결손 부위에 있는 척수의 조임(또는 고정)을 풀어

주고 경막 성형술로 경막 결손 부위를 처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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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척수 탈출증
김 성 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문헌 고찰

목적: 특발성 척수 탈출증의 임상 양상, 병태 생리, 진단, 분류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문헌 요약: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척수가 전방의 경막 결손을 통하여 빠져 나가는 질환으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인식

되면서 많은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상 및 방법: 영문으로 보고된 특발성 척수 탈출증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주로 성인 중년층에서 발생하며 여자에서 호발된다.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은 Brown-Sequard 증후군이며, 이것이 악화되어 

강직성 부전 마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확한 발생 기전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염증이 경막 결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자기 공명 영상에서 흉추부 척수가 전방으로 전위되어 있으면서 척수 전방에 지주막하 공간이 소실되어 있고, 척수 후방의 지주막하 공간은 넓어진 

소견을 보인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근력 약화가 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광범위하게 척수를 노출시킬 수 있는 후방 수술이 이

용된다. 수술은 빠져 나간 척수를 경막내로 이동시킨 다음, 경막 결손에 대해서는 경막 결손을 더 크게 하는 방법, 직접 봉합하는 방법, 패취를 이용한 경

막성형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경막성형술이 더 자주 사용되어 보고되고 있다.    

결론: 특발성 척수 탈출증은 흉추 척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수술로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될 수 있다. 진행성 척수증을 가진 환자를 진료할 때 이 질환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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