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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of Disc Height after Spontaneous Regression of 
a Herniated Lumbar Disc - A Case Report - 

Hyoung Bok Kim, M.D., Hoon-Jae Chung,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umin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Case report.
Objectives: We report 3 cases of loss of disc height after spontaneous regression of a herniated lumbar disc.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Reports of spontaneous regression of a herniated lumbar disc were identified.
Materials and Methods: We conservatively treated 3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a herniated lumbar disc. During outpatient 
follow-up, radiating pain improved in all patients, but they complained of chronic lower back p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as performed for diagnostic purposes.
Results: On MRI,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herniated lumbar discs was observed, but loss of disc height was also found.
Conclusions: A herniated lumbar disc may be a risk factor for loss of disc heigh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a patient with a 
herniated lumbar disc can struggle with chronic lower back pain even if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herniated lumbar disc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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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과 하지 방사통을 일으키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전체 

인구의 20~30%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다.1) 1934년 Mixter 

와 Barr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처치를 확립한 이

후 과거에는 이 질환에 대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추간판 절제

술을 시행하였지만, 수술적 처치 없이 요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보고되었

다.2) 1984년 Guinto 등3)이 CT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탈출된 추

간판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수많은 증례가 발표되었고, 이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보

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4)

본 논문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를 추시하여, 탈출된 

요추 추간판은 자연적으로 소실 되었으나, 추간판 간격이 현

저히 감소된 증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자 한다.

증례 보고

증례 1

38세 여자 환자는 3주전 시작된 VAS 8점의 우측 하지 방사통

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포함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

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본원 외래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

상 우측 하지 방사통은 요추 5번의 신경 피부 분절부위에 통증

을 호소 하였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는 20도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지속되는 통

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MRI를 시행하였고, 요추 제 4-5번 부

위에서 탈출된 추간판이 관찰되었다(Fig. 1A).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하였고, 환자가 보존적 치료를 

원하여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2주 뒤 외래

에 내원하여 증상이 VAS 8점에서 4점으로 호전되어 보존적 치

료를 유지 하기로 하였다. 처음 내원 후 2개월 뒤 VAS 2점으로 

증상 호전되어, 경과 추시를 하기로 하였다. 2년 뒤 본원 외래에 

허리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며, 다시 시행한 MRI 상 탈출된 

추간판의 자연 소실이 관찰되었으나,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종

판의 modic 변화가 관찰되었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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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35세 여자 환자는 1개월전 시작된 VAS 8점의 우측 하지 방사

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상 우측 하지 방사통

은 요추 5번의 신경 피부 분절부위에 통증을 호소 하였으며, 하

지 직거상 검사는 30도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신경학적 검

사상 우측 무지 신전이 근력 검사상 5점만점중 4점으로 감소된 

소견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행한 MRI 영

상상 요추 제 4-5번 부위에 중심부로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관

찰되었다(Fig. 2A). 2달 간 진통제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관찰되었던 방사통이 호전되어, 외래 추시하기로 하였

다. 초기 증상 발생 후 3년뒤 본원 외래 다시 내원하였으며, 이

전에 있었던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VAS 2점의 만성 요통이 

지속되어 MRI를 시행하였다. 이전에 관찰되었던 탈출된 추간

판은 자연소실 되었으나,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종판의 modic 

변화가 관찰되었다(Fig. 2B). 

증례 3

44세 남자 환자는 2주 전 시작된 VAS 8점의 우측 하지 방사

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상 우측 하지 방사통

은 요추 4번의 신경 피부 분절부위에 통증을 호소 하였으며, 하

지 직거상 검사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족관절의 신전이 근력 검사상 5점만점중 4점으로 감소된 소견

외에 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원에서 시행한 MRI 

영상상 요추 제 4-5번 부위에 우측 추간공 부위로 탈출되어 상

방으로 이동한 추간판이 관찰되었다(Fig. 3A). 6주간 신경 차단

Fig. 1.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A) Initial MRI, show-
ing a large area of disc extrusion at the L4/5 disc space. (B) MRI taken 2 
years after the initial MRI, showing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herni-
ated lumbar disc and loss of disc height.

A B

A B

Fig. 2.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A) Initial MRI, show-
ing a large area of disc extrusion at the L4/5 disc space. (B) MRI taken 3 
years after the initial MRI, showing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herni-
ated lumbar disc and loss of disc height.

Fig. 3.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findings. (A) Initial MRI, show-
ing a large area of disc extrusion at the L4/5 foraminal area. (B) MRI 
taken 2 years after the initial MRI, showing spontaneous regression of 
the herniated lumbar disc and loss of disc height.

A B



Loss of Disc Height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www.krspine.org 177

술,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유지 하였으며, 처음 내원시 관찰

되었던 우측 하지의 방사통은 호전되어, 외래 추시하기로 하였

다. 이후 2년뒤 방사통은 호전되었으나, VAS 3점의 만성적인 

요통이 관찰되어 MRI를 시행하였고, 이전에 관찰되었던 탈출

된 추간판은 자연 소실 되었으나, 추간판 간격의 감소가 관찰되

었다(Fig. 3B).

본 논문은 본원 IRB 승인 (201809-BM-002)을 받은 이후 진

행되었다.

고찰

지난 수 년간 탈출된 추간판의 자연 소실에 대한 여러 기전이 

보고 되었으나, 아직 추간판 자연 소실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5) 문헌 고찰을 해보면 세 가지의 가설이 인

지도가 높다. 첫 번째 가설은 탈출된 추간판이 건강한 후종인대

에 의해 다시 추간판 공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고,6) 두 번째 

가설은 점차적인 탈수와 수축에 의해서 추간판의 크기가 작아

진다는 것이다.7) 마지막 가설은 추간판 탈출에 의해 면역 반응

과 혈관 신생이 일어나 이로 인해 연골 조직의 phagocytosis와 

enzymatic degradation이 일어 난다는 것이다.8) 이 중 최근에 가

장 주목을 받는 자연 소실에 대한 가설은 면역 반응과 혈관 신

생에 의해 추간판 조직이 흡수되어 자연 소실된다는 것이며, 이

는 Gadoliium enhanced MRI 상 Rim enhancement가 관찰되는 

것으로 미뤄 짐작 할 수 있어,9) 이런 환자들에 초기 치료로 보존

적 치료를 권유 할 수 있겠다.

본 증례 보고에서도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

료만을 통해서 방사통이 호전되었으며 MRI 상 탈출된 추간판

의 자연소실이 관찰되었다.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통증

이 있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 처치를 고려

해볼 수 있다. 수술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증상의 극적인 회복

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 후 실패 혹은 합병증의 발생율이 

5~10%로 보고 되고 있다. 추간판 제거술로 인해 추간판 간격

의 감소, Modic 변화가 수술 후 추간판내의 퇴행성 변화를 가

속화 시켜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10)

그러나, 본 증례에서는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추간판 간격의 감소 및 Modic 변화로 인해 환자에게 만

성 요통이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위에서 설

명한 건강한 후종인대에 의해 다시 탈출된 추간판이 추간판 공

간으로 되돌아 간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술적 처치와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추간판 내 퇴행성 변

화가 가속될 수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있어서 보존적 치료가 탈출

된 추간판의 자연 소실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

이라 할지라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자체를 추간판 간격의 

소실과 함께 modic 변화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탈출된 요추 추간판

이 자연 소실 될 수 있다는 설명뿐 아니라, 추간판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만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외래 추시시 설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추 추간판 탈

출증의 어떤 인자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관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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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된 요추 추간판 자연 소실 후 발생한 추간판 간격 감소 - 증례 보고 -  
김형복 • 정훈재

서울부민병원 정형외과

연구 계획: 증례 보고

목적: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된 이후 추간판 간격이 감소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선행 문헌의 요약: 보존적 치료를 통한 탈출된 요추 추간판의 자연 소실이 보고되었다.

대상 및 방법: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3명의 환자를 외래 추시를 통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내원 당시에 관찰되었던 방사통은 호전 되었으

나, 만성적인 요통을 호소하였다. 원인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다시 시행하였다.

결과: 보존적 치료로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 되었지만, 추간판 간격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결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 간격 감소의 위험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환자의 경우 탈출된 요추 추간판이 자연 

소실되더라도 만성 요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 단어: 자연 소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간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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