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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aper: Deformit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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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Overcorrection on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in Adult Spinal Deformity: An Analysis by 
Age-Adjusted Ideal Sagittal Alignment 

Chan Woong Byun, Jae Hwan Cho, Choon Sung Lee, 
Dong-Ho Lee, Chang Ju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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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age-adjusted correction of lumbar lordosis (LL) on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incidenc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effect of planning for the 
degree of correction related to age-specific changes in spino-
pelvic alignment on PJK has not been reported.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78 ASD patients 
who underwent deformity correction and follow-up for a 
minimum of 2 years.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correction (age-adjusted pelvic 
incidence [PI]-LL minus postoperative PI-LL): group U 
(undercorrection, ≤-10˚), group I (ideal correction, -10~ 
+10˚), and group O (overcorrection, >10˚). Various clinical 
and radiological parameters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The risk factors for PJK were also evaluated. 
Results: The overall incidence of PJK was 32.1% (25/78), 
and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PJK rate in group O 
(48.3%) than in groups U (6.7%) or I (20.6%) (p=0.041). 
Furthermore, a large PI was associated with a low incidence 
of PJK, which was 53.3% in patients with a PI<45˚, 35.4% 
in those with a PI 45˚-65˚ (35.4%), and 0% in those with 
a PI>65˚ (0%) (p<0.001). The degree of LL correction 
relative to PI compared with age-adjusted sagittal align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JK group than in the non-
PJK group (11.4±15.0˚ vs. 0.2±15.7˚, p=0.004). The 2-year 
postoperative visual analog scal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PJK 
than in the non-PJK group (7.0±2.2 vs. 3.4±2.2, p<0.001; 

28.9±9.0 vs. 24.8±7.7, p=0.04). 
Conclusions: Overcorrection considering the age-adjusted 
ideal sagittal alignment tends to increase PJK. Therefore, 
surgeon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overcorrect sagittal 
deformities by accounting for the age-adjusted ideal sagittal 
alignment.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Age, Sagittal alignment, 
PJK 

성인 척추 변형에서 과교정이 근위 분절 후만증에 미치는 

영향: 나이를 교정한 이상적인 시상면상 균형에 따른 분석 

변찬웅, 조재환, 이춘성, 이동호, 황창주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 연구

연구목적: 성인 척추 변형에서 나이를 고려한 요추 전만각 교정 

정도가 근위 분절 후만증(PJK)의 빈도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척추 골반 균형에 있어 나이를 고려한 요

추 전만 교정 정도가 PJK의 빈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음.

대상 및 방법: 성인 척추 변형으로 수술받고 최소 2년간 추시가 

가능했던 7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나이를 교정

한 PI-LL 값과 실제 술후 PI-LL 값의 차이를 구하여 저교정군(≤

-10도), 이상적 교정군(-10~+10도), 과교정군(>10도)으로 나누

었고, 각 군간 임상적, 방사선학적 인자들을 비교하였으며, PJK

의 위험 인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전체 PJK빈도는 32.1%(25/78)이었고, 과교정 그룹 

(48.3%)이 저교정 그룹(6.7%)나 이상적 교정 그룹(20.6%)

보다 PJK빈도가 높았다(p=0.041). 또한, 골반 입사각(pelvic 

incidence: PI)가 클수록 PJK빈도가 낮았는데, PI<45도인 경우 

53.3%, PI가 45~65도인 경우 35.4%, PI>65도인 경우 0% 였다

(p<0.001). PJK군과 non-PJK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을 때, 

나이를 고려한 이상적인 교정 각도에 대한 요추부 전만 교정이 

PJK군은 11.4±15.0도, non-PJK군은 0.2±15.7도로 차이를 보

였다(p<0.001). 또한, 술후 2년째, VAS(7.0±2.2 vs. 3.4±2.2, 

p<0.001)와 ODI (28.9±9.0 vs. 24.8±7.7, p=0.04)를 비교했을 

때, PJK군에서 임상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결론: 나이를 교정한 이상적 시상면상 균형을 고려하였을 때 과

교정은 PJK 빈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나이를 고려한 이상적 

시상면 균형에 과교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색인 단어: 성인 척추 변형, 나이, 시상면상 균형, 근위 분절 후

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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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for Acute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After Adult Spinal Deformity Surgery in 
Preoperative Motion Analysis 

Dae-Woong Ham, Heesoo Han, Ho-Joong Kim,  
Sang-Min Park, Bong-Soon Chang*, Jin S. Yeo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Bundang,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ich motion 
analysis parameters regarding dynamic aspects and/or 
balance affect the development of acute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following adult spinal deformity (ASD)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No study has identified a single 
variable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JK, and many 
studies contradict one another regarding the variables that 
are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PJK; thus, its 
etiology is likely to be multifactorial. 
Materials and Methods: Ninety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corrective surgery for ASD with sagittal 
imbalance were prospectively recrui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cute PJK within 6 months after surgery,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e PJK+ and PJK- groups. Before 
surgery, three-dimensional gait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a motion analysis system. The preoperative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s were compared between the PJK+ 
and PJK- groups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test, respectively. Finally,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and calculate the 
odds ratio (OR) for acute PJK. 
Results: In total, 20 and 70 patients were classified into 
the PJK+ and PJK- groups, respective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spinopelvic radiologic parameters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between the PJK+ and 
PJK- groups. The PJK+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mean anterior pelvic tilt (Ant-PT) angle in preoperative 
motion analysis than the PJK- group (p=0.001 for both 
sides). Multivariate analysis identified the mean Ant-PT 
angle (p=0.047; OR, 1.127; 95% CI, 1.002~1.267)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acute PJK. 
Conclusions: The preoperative Ant-PT angle during walking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OR for acute PJK after surgery.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Motion analysis; Anterior pelvic tilt angle 

3차원 동작 분석성인 척추 수술 변형 환자의 수술 후 급성

기 근위 인접 분절 후만 변형 발생의 위험 인자: 3차원 동작 

분석 

함대웅, 한희수, 김호중, 박상민, 장봉순*, 염진섭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성인 척추 변형 환자의 수술 후 급성기 근위부 인접 

분절 후만 변형 발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 동작 분석 결과를 통하

여 고찰하고자 함.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성인 척추 변형의 수술 후 근위부 인접 

분절 후만 변형의 발생율은 연구에 따라 40~60%까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발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아

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상 및 방법: 성인 척추 변형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수술 전 

3차원 동작 분석 검사를 시행한 총 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수술 후 6개월 방사선 영상에서 인접 분절 후만 변형이 있

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후만 변형이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변량 회귀 분석을 통하여 

수술 전, 후 영상의학적 지표 및 3차원 동작 분석 검사 결과가 

수술 후 인접 분절 후만 변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였다.

결과: 총 90명의 성인 척추 변형 환자가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20예에서 인접 분절 후만 변형이 확인되었다. 후만 변형이 발

생한 군에서 수술 전 동작 분석의 평균 골반 전방 경사각이 유

의미하게 높았다(p=0.001).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도 평균 골

반 전방 경사각이 근위부 인접 분절 후만 변형을 예측할 수 있

는 유의미한 지표로 나타났다(p=0.047; OR, 1.127; 95% CI, 

1.002~1.267).

결론: 수술 전 평균 골반 경사각이 큰 환자들은 성인 척추 변형 

수술 후 급성기 근위부 인접 분절 후만 변형 발생의 위험성이 크

다.

색인단어: 성인 척추 변형, 근위부 인접 분절 후만 변형, 골반 전

방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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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Sequence in Anterior Column Realignment 
with Posterior Osteotomy is Important for the Degree 
of Adult Spinal Deformity Correction 

Sung-Min Kim, Yong-Chan Kim, Ki-Tack Kim,  
Kee-Yong Ha, Joonghyun Ahn, Qiang Luo, Xiongjie Li, 
Daean Kim, JunBum Park, Young-Ji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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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We aimed to determine if pre-anterior column 
realignment (ACR) posterior osteotomy enables greater 
changes in spinopelvic parameters following adult spinal 
deformity correction and to identify better indications for this 
procedur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Larger adult spinal deformity 
correction has been achieved by ACR with posterior-based 
osteotomy. However, it is unclear when, if ever, a pre-ACR 
posterior osteotomy is necessary for adult spinal deformity 
correction. 
Materials and Methods: In total, 219 patients (184 women 
and 35 men) underwent ACR with posterior instrumentation 
for adult spinal deformity. Forty-one patients (AP group) 
underwent an anterior-posterior surgical sequence without 
pre-ACR posterior osteotomy, and 178 patients (PAP group) 
underwent a posterior-anterior-posterior sequence with pre-
ACR posterior osteotomy.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free-standing sagittal radiographs were obtained, and 
standard spinopelvic sagittal parameters were measured. A 
between-group comparison was conducted, as well as an 
investigation within the AP group. 
Results: The PAP group showed significantly larger changes 
in the C7 sagittal vertical axis (C7SVA; 201.9 mm vs. 148.1 
mm, p<0.05), thoracolumbar kyphosis (20.4° vs. 10.3°, 
p<0.05), lumbar lordosis (LL; 56.9° vs. 39.9°, p<0.05), 
motion segmental angle (L2-3; 18.4° vs. 9.1°, L3-4; 14.8° vs. 
9.4°, L4-5; 14.8° vs. 11.5°, p<0.05), and pelvic tilt (31.3° vs. 
20.4°, p<0.05) than the AP group. More than 80% of patients 
with less correction (pelvic incidence-LL mismatch of >10°) 
in the AP group had moderate to severe grades of facet joint 
arthritis, severe osteoporosis, and <10° of flexibility. 

Conclusions: The PAP sequence may provide greater 
correction of LL due to a larger change in the motion 
segmental angle, compared to the AP sequence. We 
especially suggest this surgical sequence for severe facet 
joint arthritis, severe osteoporosis, and rigid lumbar curves.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Anterior column 
realignment, Surgical sequence, Spinopelvic sagittal 
parameters 

후방 절골술을 포함한 전방 지주 재정렬 술식에서 수술적 

순서가 성인 척추 변형의 교정 정도에 중요하다

김성민, 김용찬, 김기택, 하기용, 안중현,  
나강, 이웅걸, 김대안, 박준범, 이영직 

강동경희대학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성인 척추 변형 교정에서 전방 지주 재정렬 (Anterior 

column realignment)에 앞서 후방 절골술을 먼저 시행했을 때 

척추-골반 지표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그 수술적 

순서의 특별한 적응증을 찾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후방 절골술을 포함한 전방 지주 재정렬

은 성인 척추 변형의 교정에서 더 좋은 결과들을 보여왔으나 전

방 지주 재정렬에 앞서 후방 절골술을 먼저 시행하는 수술적 순

서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적응증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대상 및 방법: 전방 지주 재정렬을 시행한 성인 척추 변형 환자 

219명(여성 184명, 남성 35명)을 대상으로 했다. 41명의 환자들

(AP그룹)은 전방-후방 수술 과정으로, 전방 지주 재정렬을 먼저 

시행하고 후방 절골술을 했으며, 178명의 환자들(PAP그룹)은 

전방 지주 재정렬에 앞서 후방 절골술을 시행, 후방-전방-후방 

수술 과정을 거쳤다. 수술 전과 후에 기립 상태에서의 시상면 방

사선 검사를 시행, 환자들의 표준 척추-골반 지표를 측정하였고 

두 그룹 간에 비교 및 분석을 했으며 AP그룹 내에서만 추가 분

석을 했다.

결과: PAP 그룹은 AP 그룹에 비해 제 7경추 수선의 길이

(C7SVA; 201.9 mm vs. 148.1 mm, p<0.05), 흉요추 후만각

(TLK; 20.4도 vs. 10.3도, p<0.05), 요추 전만각(LL; 56.9도 vs. 

39.9도, p<0.05), 운동 분절각 (L2-3; 18.4도 vs. 9.1도, L3-4; 

14.8도 vs. 9.4도, L4-5; 14.8도 vs. 11.5도, p<0.05) 및 골반경사 

(PT; 31.3도 vs. 20.4도, p<0.05)에서 더 큰 변화를 보였다. AP

그룹 내에서 교정이 덜 된 환자들(10도 이상의 골반지수-요추 

전만 불일치)의 80%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후관절 관절염, 심한 

골다공증 및 경직성 요추(10도 이내의 요추 유연성)의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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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후방-전방-후방 순서로 전방 지주 재정렬에 앞서 후방 절

골술을 시행하면 전방-후방 순서로 전방 지주 재정렬을 먼저 시

행하는 술식에 비해 더 큰 운동 분절각의 변화를 통해 더 큰 요

추 전만각의 교정을 얻을 수 있다. 본 저자는 심한 후관절염, 심

한 골다공증, 및 경직성 요추 곡선을 가진 환자들에서 특히 이러

한 수술적 순서를 제안한다.

색인단어: 성인 척추 변형, 전방 지주 재정렬, 수술적 순서, 척

추-골반 시상 지표

21-021

The Influence of the Lordotic Angle of Cages on 
Lumbar Lordosis in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Hae-Dong Jang, Eung-Ha Kim, Jae Chul Lee*, 
Sung-Woo Choi*, Byung-Joon Shi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differences in sagittal parameters 
depending on the lordotic angle (6º or 12º) of the cage in 
minimally invasive (MI)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single or double level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Various shapes and angles of 
cages have been used in MI LLIF; however, it has not been 
proven whether the lordotic angle of the cage determines 
lumbar lordosis (LL) or segmental lordosis (SL). 
Materials and Methods: We performed MI LLIF using a 
standard retroperitoneal approach. For posterior surgery, 
complete facetectomy, spinous process resection, and pedicle 
screw fixation were performed. We included patients whose 
cage center was located in the anterior half of the disc space. 
We evaluated cage characteristics and perioperative changes 
of sagittal parameters including lumbar lordosis (LL), 
segmental lordosis (SL), and pelvic incidence (PI) to LL 
mismatch on plain radiographs. The perioperative change of 
sagittal parameters was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6º 
vs. 12º). 
Results: We reviewed 159 segments in 96 patients. We 
enrolled 89 segments using a 6° cage and 70 segments using 

a 12° cage.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ly improved 
postoperative LL and SL at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O) 
time point, PO 6 months, PO 1 year, and the final follow-
up (p<0.001). In comparative analyses according to cage 
angles, the 12° cage group showed a greater perioperative SL 
increase (4.5°) than the 6° cage group (3.7°),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Perioperative changes in LL 
and the postoperative PI-LL mismatch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age angle over period and tim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s, 
diagnoses, the number of fused segments, fusion level, and 
preoperative sagittal parameters between the 2 groups. 
Conclusions: MI LLIF showed significant postoperative 
improvements in LL and SL. Perioperative changes of 
sagittal parameters after MI LLIF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cage angle (6º vs. 12º). 
Keywords: Cage angle,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umbar lordosis, Segmental angle, Sagittal balance 

외측방 척추유합술시 케이지 각도가 요추 전만각에 미치

는 영향 

장해동, 김응하, 이재철*, 최성우*, 신병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비교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단분절 또는 2분절 최소침습적 외측방 척

추유합술에서 케이지 각도(6도 또는 12도)에 따른 시상면상 지

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최소침습적 외측방 척추유합술시 사용

되는 케이지는 그 모양과 각도가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

측방 척추유합술에서 케이지 각도에 따른 요추 전만각 및 분절

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제 2-5요추간에 대하여 표준화된 수술

법(원통형 견인기와 신경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좌측 후복막 접

근법)을 통해 외측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후방수술로는 후관

절 절제술(Schwab osteotomy classification grade 2), 극돌기 

제거술, 관혈적 척추경나사못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다. 모든 환

자는 전후방수술을 당일에 함께 시행하였고, 케이지 삽입시 케

이지의 중심점이 추간판의 전반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케이

지 침강 등과 같이 전만각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증 발

병 환자는 제외하였다. 의무기록을 통해 케이지의 높이, 길이, 

각도 등을 조사하였고, 단순 영상검사에서 요추 전만각, 분절각, 

골반입사각-요추전만각 차이 등을 측정하였다. 수술전후 시상

면상 지표의 변화에 대하여 6도 케이지 사용군과 12도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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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총 96명 159분절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6도 케이지 사

용군은 89분절, 12도 케이지 사용군은 70분절이었다. 6도 및 12

도 케이지 사용군 모두 수술전에 비해 수술후에 유의미한 요추 

전만각, 분절각의 증가가 관찰되었고, 이는 수술 6개월, 1년, 최

종 추시까지 지속되었다. 케이지 각도에 따른 비교에서는 12도 

케이지 사용군(4.5도)에서 6도 케이지 사용군(3.7도)에 비해 분

절각 호전의 정도가 컸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수술 전

후 요추 전만각의 호전, 골반입사각-요추전만각 차이 등은 케이

지 각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전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및 유합 분절수, 유합 분절의 위

치, 수술 전 시상면상 지표 등은 양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결론: 최소침습적 외측방 유합술시 수술 후 요추 전만각과 분

절각은 수술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케이지 각도(6

도/12도)에 따른 시상면상 지표의 호전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색인단어: 케이지 각도, 외측방유합술, 요추 전만각, 시상면상 

지표, 분절각

Free Paper: Deformity II

21-026

Incidence of Congenital Scoliosis Estimated from a 
Nationwide Health Insurance Database 

Ji-Won Kwon, Byung Ho Lee, Soo-Bin Lee‡, 
Sahyun Sung†, Yung Park*, Joong-Won Ha*, 
Kyung-Soo Suk, Jin-Oh Park, Seong-Hwan Moon, 
Hak-Su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bjective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pidemiology of 
congenital scoliosis (CS) and treatment trends using a 
nationwide health insurance databas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Because CS has a heterogeneous 
and sporadic nature, causal and statistical approaches for 
determining its definite etiology and incidence rate are difficult 
to implement. Therefore, demographic studies on CS with 
statistical data are scarce. 
Materials and Methods: An age-matched,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bases from 2010 to 2015. Data regarding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scoliosis were extracted using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codes. 
The age-matched normal population was determined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We 
analyzed the incidence rate of CS according to age and sex,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surgically treated patients. 
Results: In total, 1664 patients (aged 0~19 years) were 
diagnosed with CS. The overall average incidence rate of CS 
over the 5-year period was 3.08 per 100,000 persons, with 
the highest and second-highest rates at 0 years and 12~16 
years of age, respectively. The incidence rate stratified by 
age ranged from 1.5 to 20.1 per 100,000 persons among the 
age-matched normal population, with peaks at 0 years of age 
and the second growth spurt in adolescence (12~16 years 
for males; 10~14 years for females). The age group with 
the second-highest incidence rate showed similar findings 
to the peak growth period of adolescence for both sexes. 
Anterior surgery was rarely performed; posterior surgery 
was performed in 92 patients (5.5% of all patients), with the 
highest prevalence (56.5%) in patients diagnosed at 10~14 
years of age. 
Conclusions: The overall average incidence rate of CS over 
a 5-year period was 3.08 per 100,000 persons. Only 5.5% 
of patients underwent surgery within 5 years after the initial 
diagnosis. 
Keywords: Incidence, Congenital, Scoliosis, Nationwide, 
Insuranc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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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정한 선천성 척추측만

증 발병률 

권지원, 이병호, 이수빈‡, 성사현†, 박융*, 
하중원*, 문성환, 석경수, 박진오, 김학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관찰연구

연구목적: 우리는 전국적인 건강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

여 선천성 측만증의 역학 및 치료 동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선천성 측만증은 이질적이고 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병인 및 발병률을 결정하기 

위한 인과적 및 통계적 접근은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계 데

이터를 사용한 측만증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연구는 부족한 현

실이다.

대상 및 방법: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보

험심사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연령별 전국 인구 기반 

연구를 표본 자료로 사용하였다. 척추측만증 진단 및 치료에 관

한 데이터는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 코드(ICD-10th code)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연령별 전체 인구는 통계청 데이터베이

스에서 인용하였으며, 연령과 성별에 따른 선천성 측만증의 발

생률과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총 1,664명의 환자(0~19세)가 선천성 측만증으로 진단되

었다. 5년동안 평균 발병률은 100,000명당 3.08명이었고, 각각 

0세 및 12~16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층화한 발병률은 연령 일치 정상 인구 10만 명

당 1.5~20.1명으로 0세에 정점을 찍고 청소년기(남성은 12~16

세, 여성은 10~14세)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두번째

로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남녀별 청소년기의 성장 

최대 시기와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선천성척추 측만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써, 전방 수술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후방 수술

은 92명의 환자(전체 환자의 5.5%)에서 시행되었으며 10~14세

에 진단된 환자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56.5%)을 보였다.

결론: 5년 동안 선천성 척추 측만증의 전체 평균 발병률은 

100,000명당 3.08명이었다.  초기 진단 후 5년 이내에 수술을 받

은 환자는 측만증으로 진단받은 전체 환자 중에 5.5%에 불과했

다.

색인단어: 발병률, 선천성, 척추측만증, 전국, 보험 데이터베이

스

21-046

Accuracy and Safety of Pedicle Screw Placement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Pati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Minimally Invasive 
Scoliosis Surgery and Conventional Open Scoliosis 
Surgery 

Yunjin Nam*, Jae Hyuk Yang*, Taewook Kang, 
Hong Jin Kim‡, Dong-Gune Chang‡, Jae Young Hong†, 
Si Young Park, Seung Woo Suh*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An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analysis of medical records. 
Objectives: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safety of pedicle 
screw placement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patients 
treated with minimally invasive surgery compared to those 
who underwent conventional open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have described 
the accuracy of pedicle screw placement in conventional 
open scoliosis surgery,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f 
accuracy in minimally invasive scoliosis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We included 76 patients who 
underwent deformity correction surgery for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from 2014 to 2020. Computed 
tomography scans were used to divide screw perforation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urgical technique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or open). Anterior 
perforations were classified into grade 0, grade 1 (invading 
the anterior wall, but no contact with an internal organ), 
grade 2 (contact with an internal organ). Medial and lateral 
perforations were classified into grade 0, grade 1 (<2 mm) 
and grade 3 (≥2 mm). Grade 2 was considered indicating a 
critical perforation. 
Results: A total of 1175 pedicle screws (909 thoracic, 266 
lumbar) were inserted in the MIS group, and 634 pedicle 
screws (502 thoracic, 132 lumbar) were inserted in the open 
group (p=0.113). In the MIS group, the anterior, me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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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teral grade 2 perforation rates were 0.47% (3 screws), 
3.15% (20 screws), and 10.25% (65 screws), respectively. 
In the open group, the anterior, medial, and lateral grade 
2 perforation rates were 1.36% (16 screws), 1.79% (21 
screws), and 6.72% (79 screws), respectively. Lateral grade 
2 perforations were significantly more common in the 
MIS group (p=0.008), while anterior and medial grade 2 
perforation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8 and p=0.06, respectively). 
Conclusions: Grade 2 lateral perforation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MIS group than in the open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anterior and medial perforations, which may cause internal 
organ damage or neurovascular injuries. There were no 
internal organ injuries or neurovascular injuries, and the 
anterior and medial grade 2 perforation rate was low (3.62%). 
Keywords: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Pedicle screws, 
Perforation, Accuracy, CT scans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수술 시 척추경 나사못의 정

확도 및 안전성: 최소 침습 수술과 고식적 정중 절개 수술

의 비교 연구 

남윤진*, 양재혁*, 강태욱, 김홍진‡, 장동균‡, 홍재영†, 박시영, 서승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연구목적: 최소 침습 척추 측만증 수술과 고식적 정중 절개 척추 

측만증 수술의 척추경 나사못 삽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비교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고식적 정중 절개 수술에서의 척추경 나

사못 삽입 시 정확도에 대한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최소 침습 척추 측만증 수술에서의 정확도에 대한 결과는 조사

된 바 없다.

대상 및 방법: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전후 CT 촬영을 시행

한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소 침습 수술 그룹(MIS 

group)과 고식적 수술 그룹(Open group)으로 나누어 수술 후 

CT에서 척추경 나사못의 추체 전방, 척추경 내외측 피질골 천공 

여부를 확인하였다. 추체 전방 피질골 천공 후 내부 장기 접촉이 

없는 경우를 Grade 1, 내부 장기 접촉이 있는 경우를 Grade 2로 

평가하였으며 척추경 내외측 피질골의 2 mm 미만의 천공이 있

는 경우를 Grade 1, 2 mm 이상의 천공이 있는 경우를 Grade 2

로 평가하였다. Grade 2의 피질골 천공을 임상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MIS group에서 총 1,175개의 척추경 나사못(흉추 909개, 

요추 266개)이 삽입되었으며, Open group에서 634개의 척추

경 나사못(흉추 502, 요추 132)이 삽입되었다(p=0.133). MIS 

group에서는 Grade 2 이상의 전방, 내측, 외측 피질골의 천공

률이 0.47% (3예), 3.15%(20예), 10.25% (65예) 였으며 Open 

group에서는 각각 1.36% (16예), 1.79% (21예), 6.72% (79예) 

였다. 외측 피질골의 천공률이 MIS group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며(p=0.008), 전방 및 외측 피질골의 천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8, p=0.06).

결론: 최소 침습 척추측만증 수술 시 외측 피질골의 천공이 고식

적 수술에 비해 잦은 빈도로 발생한다. 혈관이나 장기 손상, 신

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방 및 내측 피질골의 천공은 고식적 

수술과 비슷한 빈도로 발생한다. 3.62%에서 전방 및 내측 피질

골의 천공이 발생하였으나 내장 기관 손상 및 신경, 혈관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색인단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척추경 나사못, 피질골 

천공, 정확도, 전산화 단층촬영

21-033

Relationship Between Gait Parameters and Spinal 
Alignment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Yong-Geon Park, Tae-Sik Goh, Dong-Suk Kim, 
Seung-Min Son*, Jung-Sub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Surgery,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usan,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analysis. 
Objectives: Insufficient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of gait parameters with vertebral alignment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ssociations between gait parameters and spinal 
alignment in AI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IS patients present asymmetry 
in posture, the shoulder, and the pelvis. These changes also 
cause pathological gait patterns, and they are related to spinal 
mobility impairment, altered posture, or foot abnormalities. 
Moreover, AIS patients with altered gait take smaller steps 
while walking. Therefore, establishing correlations between 
gait parameters and spinal alignment would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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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 in treatment selection and follow-up for AIS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We allocated 80 AIS patients 
and healthy adolescent volunteers into each group. Gait 
parameters—walking speed, step length, cadence, stance 
phase, single support, double support, phase coordination 
index, and gait asymmetry(GA)—were collected in terms of 
inertial measurement units. Spinal alignment was measured 
based on radiographs, and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analyzed: sacral slope (SS), pelvic tilt (PT), pelvic incidence 
(PI), thoracic kyphosis (TK), lumbar lordosis (LL), sagittal 
vertical axis (SVA), Cobb’s angle of the major curve, and 
coronal balance (CB). We used the t-test for between-group 
comparison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for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parameters that best predicted clinical outcomes. 
Results: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walking speed, step length, cadence, stance phase, single 
support, double support, GA, SVA, PT, TK, and CB. Walking 
speed was correlated with SS, PT, and LL, and GA was 
correlated with TK.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PT and SS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tep length. 
Conclusions: AIS patients presented differences from healthy 
individuals in gait parameters and spinal alignments. PT and 
SS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tep length. 
GA and TK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Keywords: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Gait, Spinal 
alignment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보행분석 데이터와 

척추 정렬 간의 상관관계 

박용건, 고태식, 김동석, 손승민*, 이정섭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분석 연구

연구목적: 특발성 척추측만증(AIS) 환자에 있어 보행분석 데이

터와 척추 정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다. 본 연구

는 보행분석 데이터와 척추 정렬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AIS 환자는 자세와 어깨, 골반 등의 비대

칭을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은 병적 보행패턴을 보이며, 이는 척

추 운동성의 저하, 자세 변화, 족부의 이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특히 하지의 수동적 운동범위 감소로 인해 보폭이 

좁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보행분석 데이터와 척추 정렬

의 상관 관계를 밝히면 AIS 환자의 치료 선택과 추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실험군에 80명의 AIS환자, 대조군에 80명의 건강

한 청소년을 배정하였다. 보행분석은 관성센서측정장치(IMU)

를 이용하여 보행속도, 보폭, 보속(cadence), 입각기, single 

support, double support, PCI, 보행비대칭성(GA)을 측정하였

다. 척추 정렬은 천추경사(SS), 골반경사(PT), 골반입사각(PI), 

흉추후만각(TK), 요추전만각(LL), 시상면 수직축(SVA), 주만곡

의 Cobb’s 각, 관상면 균형(CB)을 측정하였다. 두 군의 직접비

교에 t-test를, 각 변수들 간 상관 관계의 분석에 Pearson의 상

관분석을, 보행분석 데이터의 예측인자 분석에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적용하였다.

결과: 두 군간 직접비교에서 보행속도, 보폭, 보속, 입각기, 

single support, double support, GA, SVA, PT, TK, CB가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폭은 SS, PT, LL

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GA는 TK와 유의한 상관 관계

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PT, SS는 보폭을 예측하는 유의한 

인자로 확인되었다.

결론: AIS 환자는 보행분석학적, 척추정렬 측면에서 정상군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또한 PT, SS는 보폭을 예측하는 유의한 인

자이고, GA는 TK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색인단어: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 보행, 척추정렬

21-013

Factors Affecting Stiffness-Related Functional 
Disability After Long Segmental Fusion in Patients 
with Adult Spinal Deformity 

Byeong-Jik Kang, Se-Jun Park, Jin-Sung Park,  
Chong-Suh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tiffness-related 
functional disability (SRFD) after long segmental fusion in 
patients with adult spinal deformity (ASD).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Var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fter long segmental fusion. In general, 
functional impairment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length 
of fusion increases, but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SRFD.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ho underwent ≥ 4-level fusion including the sac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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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SD. The severity of SRFD was evaluated using the 
Specific Functional Disability Index (SFDI), which consists 
of 12 items developed in our hospital. This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4 categories: sitting on the 
floor, sanitation activities, lower body activities, and moving 
activities. Each item has a maximum possible score of 4 
points, each category has a possible score of 12 points, 
and the total score has a maximum possible score of 48 
points. Higher scores indicate more severe discomfort. The 
questionnaire was evaluated 2 years after surgery. Factors 
affecting the SFDI score were divided into patient-related 
factors, surgical factors, and radiological factors. 
Results: In total, 148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mean length of fusion was 6.4 segments. The mean score 
for each category was 9.9 points for sitting on the floor, 5.9 
points for sanitation activities, 7.6 points for lower body 
activities, and 5.9 points for daily moving activities. The 
SRFD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omen, those with 
a higher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grade, and 
patients with longer fusion. However, age, iliac fixation,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and lumbar lordosis did not 
affect the SFDI score.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female sex, ASA grade, 
and fusion length affected SRFD after long segmental fusion. 
Based on these results, patients should receive a sufficient 
explanation before surgery.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Long segmental spinal 
fusion, Stiffness-related Functional disability, Specific 
functional disability index 

성인 척추 변형 환자에서 장분절 유합술 이후 뻣뻣함과 관

련된 기능 장애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병직, 박세준, 박진성, 이종서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성인 척추 변형 환자에서 장분절 유합술 이후 뻣뻣

함과 관련된 기능장애(Stiffness-related functional disability, 

SRFD)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장분절 척추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의 일

상 생활 문제와 기능장애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일

반적으로 유합길이가 길수록 기능 장애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

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뻣뻣함과 관련된 기능장애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성인척추 변형으로 천골을 포함한 4분

절 이상의 유합술을 받은 환자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후

향적으로 검토하였다. SRFD의 정도는 본원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인 12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특정 기능 장애 지수(Specific 

Functional Disability Index, SFDI)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설문은 크게 아래와 같이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sitting on the floor, sanitation activity, lower body activity, 

moving activity. 12개의 항목에 최대 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카

테고리별로 12점 만점, 총 48점 만점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으

며 높은 점수일수록 큰 불편감을 의미한다. 설문지 평가 시점은 

수술 후 2년으로 통일하였다. 상기 환자에서 SFDI의 점수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를 환자 요인, 수술 요인, 방사선학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총 148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여자가 127명이었고, 수

술시 평균 나이는 67.3세였다. 평균 유합 분절은 6.4개였다. 카

테고리별 평균 점수는 sitting on the floor는 9.9점, sanitation 

activity가 5.9점, lower body activity가 7.6점, daily moving 

activity가 5.9점으로 앉는 동작에서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SFDI 전체 점수는 48점 만점에 29.3점이었다. 여성

일수록, ASA 등급이 높을수록, 유합 길이가 길수록 SRFD가 유

의하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 장골 고정 

여부, 근위분절 후만증의 발생 여부는 총 SFDI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요추전만각의 정도를 포함한 시상면상 방사선

학적 지표들 역시 총 SFDI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장분절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뻣뻣함과 관련된 기능 

장애의 요인으로 여성, 높은 ASA grade, 유합 길이가 연관이 있

었다. 이를 토대로 수술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한 환자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색인단어: 성인 척추 변형, 장분절 척추 유합술, 뻣뻑함과 관련

된 기능장애, 특정 기능 장애 지수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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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Following Long Instrumented 
Fusion from L1 to the Sacrum 

Joonghyun Ahn, Yong-Chan Kim, Ki-Tack Kim,  
Kee-Yong Ha, Qiang Luo, Sung-Min Kim, Dong Won Seo, 
Jun Bum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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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following 
instrumented spinal fusion from L1 to the sacrum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agittal imbalanc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are drawbacks in determining 
the level of the uppermost instrumented vertebra at the 
thoracolumbar junction in long spinal fusion. However, the 
risk factors involving PJK are still a matter of debate.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41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instrumented spinal fusion from 
L1 to the sacrum for degenerative lumbar disease between 
June 2006 and November 2019 with a minimum of 1-year 
follow-up. The patients’ clinical data and sagittal spinopelvic 
parameters on standing radiographs were collected 
preoperatively, immediately postoperatively, and at the final 
follow-up, and compared between the time points. PJK was 
defined as a postoperative proximal junctional angle (made 
by the T11 upper endplate and L1 lower endplate) of >20° 
or that had increased by more than 10° compared to the 
baselin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of PJK.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compare clinical and radiographic data between 
PJK and non-PJK patients. 
Results: The mean age at surgery was 67.3 years and the 
mean follow-up period was 37.3 months. Seven patients 
were men and 34 were women. PJK developed in 17 (41.5%) 
patients, of whom 15 (88.2%) developed PJK within 1 year 
postoperatively. Severe (>50%) fat infiltration in the erector 

spinae muscle (odds ratio [OR]=43.60; 95% CI, 4.10-463.06; 
R2N=0.730; p=0.002) and osteoporosis (OR=20.49; 95% 
CI, 1.58-264.99; R2N=0.730; p=0.021) were associated with 
PJK.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that compared to the 
non-PJK group, the PJK group showed significantly larger 
preoperative thoracic kyphosis and pelvic tilt, and smaller 
lumbar lordosis (p<0.05). 
Conclusions: PJK usually developed within 1 year postoperatively 
in patients who underwent L1-sacrum instrumented fusion. 
Patients with PJK had severer fat infiltration in the muscle 
and osteoporosis than patients without PJK. 
Keywords: Thoracolumbar junction, L1 vertebra,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Risk factor, Instrumented fusion 

제 1요추 - 천추간 장분절 유합 수술 후 발생하는 근위 경

계부 후만증의 위험 인자 분석 

안중현, 김용찬, 김기택, 하기용, 나강, 김성민, 서동원, 박준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퇴행성 요추증 환자에서 제 1요추부터 천추까지 나

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 후 근위 경계부 후만증(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의 발생 및 위험인자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장분절 척추 유합술 시행 시, 흉요추 

경계부(Thoracolumbar junction)에 위치한 상위 고정 척추

(Uppermost instrumented vertebra)는 근위 경계부 후만증의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위험 인자에 대해서

는 아직 논란이 있다.

대상 및 방법: 제 1요추에서 천추까지 나사못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들 중 1년 이상 추시 했던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환자의 술 전, 수술 직후, 술 후 1년 및 최종 추시시 임상적 

자료 및 영상 자료를 수집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근위 경계부 후

만(PJK)은, 제 11흉추 상부 종판과 제 1요추 하부 종판이 이루

는 근위 경계부 각(Proximal junctional angle, PJA)이 1) 술 후 

20도 이상, 또는 2) 술 전에 비해 10도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정의

하였다. PJK 발생의 위험인자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PJK 유무에 따른 환자 군의 임

상적, 방사선학적 비교를 위해 독립 t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평균 나이는 67.3세, 평균 추시 기간은 37.3개월이었고, 

남자는 7명, 여자 34명이 포함되었다. 술 전 제 7경추 시상축

(C7SVA), 요추 전만각, 골반 경사각, 골반 지수–요추 전만각 차

이는 수술 직후의 값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5). 

PJK는 41명중 17명(41.5%)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중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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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은 1년 이내에 발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심한(50% 이상) 척추기립근내 지방 침윤(OR 43.60, CI 4.10-

463.06, R2N 0.730, p=0.002), 골다공증(OR 20.49, CI 1.58-

264.99, R2N 0.730, p=0.021)이 제 1요추-천추간 기구 고정 유

합술 후 PJK발생의 유의한 위험 인자였다. PJK 유무에 따른 두 

군의 비교에서, PJK군은 PJK가 발생하지 않은 군에 비해 술 전 

더 큰 흉추 후만각과 골반 경사각을, 더 작은 요추 전만각을 보

였다(p<0.05).

결론: 본 연구에서 중등도 이하의 시상면 불균형을 보이는 퇴행

성 요추증 환자에게 제 1요추-천추간 기구 고정 유합 수술을 시

행하여 대부분의 PJK(17명 중 15명)는 술 후 1년 이내에 발생하

였고, 척추 기립근내 심한 지방 침윤과 골다공증은 PJK 발생의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다.

색인단어: 흉요추 경계부, 제 1요추, 근위 경계부 후만증, 위험 

인자, 유합술

21-069

Comparison Between Bilateral Versus Unilateral 
Open TLIF Using PEEK Cages 

Chul-hee Jung, Woo-Kie Min, Eugene J.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aegu,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medical chart review. 
Objectives: We aimed to compare radiological outcomes 
between unilateral and bilateral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TLI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LIF is one of the most 
common surgical techniques performed for lumbar interbody 
fusion due to its technical advantages. Since it is commonly 
performed with a single cage in an oblique trajectory, and 
biomechanical studies have shown a lower failure load in 
the central area, we assumed that unilateral cage insertion 
after TLIF may pose a risk of subsidence or maintenance of 
the reduction achieved postoperatively compared to bilateral 
cage insertion after bilateral facetectomy.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ho underwent TLIF from 
March 2016 to June 2019 were reviewed. The inclusion 
criteria included: (1) single-level pathology, (2) use of a 
polyetherether ketone (PEEK) interbody cage, and (3) 
follow-up for at least 1 year after surgery. Patients underwent 

unilateral TLIF (group 1) or bilateral TLIF (group 2). 
Demographic, operative, and radiologic data were collected. 
Results: Fifty-seven patient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of whom 21 underwent unilateral TLIF (group 1) and the 
other 36 underwent bilateral TLIF (group 2). In group 1, 
the increments of posterior disc height (PDH) and lumbar 
lordosis (LL) both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Pelvic 
tilt (PT) increased by about 2°, but showed marginal 
significance. In group 2, PDH and LL significantly 
increased. Additionally, anterior disc height and sacral slop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surgery. PT non-significantly 
decreased. The operative time was 10 minutes longer 
in group 2, but the between-group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s: In our case series of 1-level lumbar pathology, 
bilateral TLIF showed superior disc height restoration and 
inferior restoration of the C7-sagittal vertical axis and PT 
decrement compared to unilateral TLIF. However, restoration 
of segmental lordosis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techniques. 
Keywords: Lumbar vertebrae, Interbody fusion, Unilateral, 
Bilateral, Facetectomy 

PEEK 케이지를 이용한 양측성과 일측성 관헐적 경추간공 

척추체간 유합술의 비교

정철희, 민우기, 박유진재진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의무 기록 분석

연구목적: 경추간공 척추체간 유합술(TLIF) 시 후관절 전절제술 

및 PEEK 케이지 삽입을 양측성과 일측성으로 시행한 경우의 차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TLIF은 Harms에 의해 소개된 이후 여러 

술기적 장점으로 인해 요추 추체간 유합술에서 흔하게 이용되

는 술식이다. TLIF은 대개 일측성으로 사측으로 단일 PEEK 케

이지를 삽입하는 것이 흔한 방식이다. 이전 선행 연구에서 척추 

종판의 중심 부위가 말단 부위에 비해 낮은 파괴 부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에 본 저자들은 일측성 케이지 삽입이 양

측성에 비해 침강, 전방 전위의 정복 및 유지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TLIF을 시행했

던 환자들은 분석하였다. 포함 기준은: (1) 단일 분절, (2) PEEK 

케이지를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추시 가능한 환자들이었다. 

일측성 TLIF을 시행한 환자들을 1군, 양측성 TLIF을 시행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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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2군으로 나누었다. 연령, 성별, 해당 분절, 수술 시간, 케

이지 높이 및 각도, 척추경 나사의 직경 및 길이, 해당 분절 만

곡, 전후방 추간판 높이, C7 시상 수직축 과 척추-골반 지표 등

을 분석하였다.

결과: 총 57명의 환자가 기준에 부합하였다. 1군에는 21명, 그리

고 2군에는 36명이 포함되었다. 1군에서는 해당 분절 만곡, 전

방 추간판 높이, 골반 입사각, 천추 경사 등이 술후 변하지 않았

다. 하지만, 후방 추간판 높이 및 요추 만곡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09, p=0.000). 골반 경사는 2도 증가하였으나 경계

성 유의성을 보였다(p=0.075). 2군에서는 1군과 마찬가지로 후

방 추간판 높이 및 요추 만곡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0, 

p=0.001). 추가적으로, 전방 추간판 높이 및 천추 경사도 증가

하였다(p=0.000, p=0.013). 골반 경사는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시간은 2군에서 10분 정도 길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분절의 요추 병변에 대해서는 양측성 

TLIF이 전후방 추간판 높이를 더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해당 분절의 만곡의 회복에는 일측성과 양측성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색인단어: 요추부,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 일측성, 양측

성, 후관절

21-002

Biomechanical Comparison and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Cement Distribution Patterns of 
Different Pedicle Screw Designs 

Sahyun Sung*, Byung Ho Lee, Ji-Won Kwon, 
Soo-Bin Lee†, Seong-Hwan Moon, Kyung-Soo Suk, 
Hak-Sun Kim, Dong Jun Kim*, Joong Won Ha‡, 
Yung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atholic-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Goyang, Korea 

Study Design: Experimental model. 
Objectives: To explore strategies for reducing cement leakage 
during cement-augmented pedicle screw fixation, we 
compared the cement distribution pattern and biomechanical 

strength of different types of cement-augmented fenestrated 
screws and traditional cement-augmented techniqu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olymethylmethacrylate 
cement augmentation and screw fixation are commonly used 
to treat osteoporosis in the thoracolumbar spine. However,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optimal design of cement-
augmented screws and the ideal viscosity of injectable 
cement to reduce cement leakage–related complications. 
Materials and Methods: We compared 5 screw groups in this 
study: 1) cannulated cement screws (Cann); 2) distal 1-hole 
screws (D1); 3) distal 2-hole screws (D2); 4) middle 2-hole 
screws (M2); and 5) traditional screws with the traditional 
cement injection technique (Trad). The screws were inserted 
into cancellous bone blocks using a controlled cement 
injection pressure. The distance from the cement center to 
screw tip, three-dimensional cement distribution, and pull-
out strength were compared between groups. 
Results: The average distance from the cement ball center to 
distal screw tip was highest in the M2 group, suggesting an 
elevated clinical risk of cement leakage into the spinal canal. 
The Trad group had the highest migration distance in the 
Z-axis, also reflecting an increased clinical risk of leakage 
into the spinal canal. The D1 group had the highest pull-
out strength (253±48.82 N and 797±58.31 N in bone blocks 
representing different degrees of osteoporosis), and the D2 
group had the second highest pull-out strength in the severe 
osteoporosis model. 
Conclusions: Overall, D1 screws appeared to be the best 
option, with D2 screws as the second-best option, for 
optimizing biomechanical function and minimizing the risk 
of cement leakage into the spinal canal. 
Keywords: Lumbar spinal surgery, Osteoporosis, Cement 
augmentation, Pedicle screw, Biomechanical study. 

척추경 나사의 디자인에 따른 시멘트 분포 패턴의 생체역

학적 비교 및 삼차원 분석 

성사현*, 이병호, 권지원, 이수빈†, 문성환,  
석경수, 김학선, 김동준*, 하중원‡, 박융‡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병원 정형외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실험 모델

연구목적: 골다공증 환자에서 시멘트 보강 척추경 나사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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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누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시멘트 보강 척추

경 나사와 기존의 시멘트 보강 기술의 시멘트 분포 패턴과 생체 

역학적 강도를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시멘트 보강법

은  골다공증성 흉요추 질환에서 척추고정술 또는 척추 유합술

을 위한 척추경나사 고정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그동안 시멘트 보강 척추경 나사의 최적의 설계와 시멘트 

누출 관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5개의 나사 그룹을 비교하였다. : 

1) cannulated screw (Cann); 2) distal 1-hole screw (D1); 3) 

distal 2-hole screw (D2); 4) middle 2-hole screw (M2); 5) 기

존의 시멘트 보강 기술을 이용한 척추경 나사 삽입(Trad). 일정

한 시멘트 주입 압력으로 나사를 세가지 척추골을 상태를 대표

하는 해면골 블록(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 모델)에 삽입하였

으며, 시멘트 중심에서 나사 말단 까지의 거리, 3차원 시멘트 분

포, pull-out strength를 그룹 별로 비교하였다.

결과: 시멘트 중심에서 나사 말단까지의 평균 거리는 M2 그룹에

서, Z축의 거리는 Trad 그룹에서가장 높았으며, 이는 두 그룹이 

임상적으로 척추관으로 시멘트가 누출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

다. 시멘트 분포 패턴 중 시멘트 유출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Z-축의 평균 거리는 Trad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 척추경 나사의 

Pull-out strength는 D1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며(골다공증 모

델: 253±48.82 N, 골감소증 모델: 797±58.31 N), D2 그룹(골

다공증 모델: 240±99.59 N, 골감소증 모델: D2, 722±26)이 두

번째로 높았다.

결론: Distal 1-hole screw를 이용한 시멘트 보강법이 골다공증

환자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척추경 나사 고정방법으로 사

료된다.

색인단어: 요추 수술, 골다공증, 시멘트 보강법, 척추경 나사, 생

체 역학 연구

                        Fig. 1.  

21-034
 

Prevalence, Predictors, and Complications of 
Transfusion in Lumbar Spinal Fusion Surgery: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Taewook Kang, Si Young Park, Hojin Ju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rate of blood transfusion and 
to examine the predictors of blood transfusion after lumbar 
spinal fusion from 2013 to 2018.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rate of lumbar spinal 
fusion surgery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impact of blood loss requiring blood transfusion remains 
a significant concern. Blood transfusions are commonly 
performed in patients who experience substantial blood 
loss in lumbar spinal fusion, but have been associated with 
adverse effects and increased costs. 
Materials and Methods: In this nationwide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from 2013 to 2018. We extracted data from patients who 
underwent lumbar spinal fusion without a history of lumbar 
spinal surgery in the preceding 1 year. The primary endpoints 
included the rates of blood transfusion within 1 week 
after surgery. We also evaluated the risk factors of blood 
transfusion, and compared the rate of surgical site infection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ecline in use of blood 
transfusions from 2013 to 2018. All comorbidities examined 
were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blood 
transfusion. Patients who underwent the posterior approach 
were more likely to receive blood transfusion than those who 
underwent surgery using the anterior approach or the anterior 
and posterior approaches. Blood transfusion was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infection. 
Conclusions: This study identified the prevalence, predictors, 
an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blood 
transfusion in lumbar spinal fusion.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to facilitate informed risk-benefit discussions with 
patients, as well as to target high-risk patients an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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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terventions to reduce the risk of blood transfusion. 
Keywords: Lumbar spinal fusion, Fransfusion, Infection 

요추 유합술 후 수혈의 빈도, 예측 인자 및 합병증: 국민건

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조사 

강태욱, 박시영, 정호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부

터 2018년까지 요추 유합술 후 수혈의 빈도 및 수혈의 위험인자

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요추 유합술의 빈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수혈을 필요로 하는 출혈의 영향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수혈은 요추 유합술에서 출혈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

용되지만 부작용과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세 이상의 요추 

유합술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술 후 1

주일 이내에 발생한 수혈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연령, 성별, 기

저질환, 수술 방법 등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

혈받은 환자에서의 감염의 발생 여부를 비교해보았다.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혈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

다. 기저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수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후방접근술을 받은 환자는 전방접근술이나 전방 및 후

방접근술을 받은 환자에 비해 수혈을 받을 위험이 더 높았다(전

방: OR, 0.511; 95% CI, 0.48 to 0.545; 전방 및 후방: OR, 0.426; 

95% CI, 0.412 to 0.44). 절골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수혈의 가능

성이 더 높았다(OR, 37.019; 95% CI, 21.227 to 66.558). 또한 

수혈을 받은 환자군에서 수술 후 감염이 유의하게 높았다(OR, 

1.876; 95% CI, 1.815 to 1.939).

결론: 이 연구에서 요추 유합술 후 수혈의 빈도, 위험 인자, 수술 

후 합병증을 확인했다. 이 정보는 환자와 수술의 위험과 이득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고위험 환자에서 수혈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요추 유합술, 수혈, 감염

Free Paper: Lumbar II

21-081

15-year Survivorship Analysis of an Interspinous 
Device for Surgery of Single-level Lumbar Disc 
Herniation 

Jong-Beom Park, Dong-Gune Chang*, Young-Yul Kim,

Hong Ji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St. 
Mary̓s Hospital/Daejeon St. Mary̓s Hospital, Surgery,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Long-term survivorship analysis.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15-
year survivorship and risk factors for reoperation of Device 
for Intervertebral Assisted Motion (DIAM) implantation in 
surgery for 1-level lumbar disc herniation (LDH).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n our previous study, the 
authors reported that DIAM implanta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reoperation rate and achieved satisfactory 
surgical outcomes in a 4-year survivorship analysis. 
Materials and Methods: Ninety-four patients (54 men and 
40 women) underwent surgery for LDH at L4-5, 27 for 
LDH at L5-6, and five for LDH at L3-4. The average age 
was 46.2 years (range, 21–64 years). The mean follow-up 
duration after surgery was 12.9 years (range, 6.3-15.3 years). 
Reoperation for any reason related to the DIAM implantation 
level or adjacent levels was defined as failure and used as 
the endpoint for determining survivorship. The survival rate 
was analyz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effects of age, sex, and location on the 
reoperation rate. 
Results: Eight patients (4 men and 4 women) underwent 
reoperation at the DIAM implantation level, giving a 
reoperation rate of 8.5%. The mean time to reoperation was 
6.5 years (range, 0.8-13.9). However, there were no cases 
that underwent reoperation for adjacent segment pathologies. 
The cumulative survival rate of the DIAM implantation was 
97% at 5 years, 93% at 10 years, and 92% at 15 years after 
surgery: in other words, the cumulative reoperation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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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AM implantation was 3% at 5 years, 7% at 10 years, 
and 8% at 15 years after surgery. The mean survival time was 
predicted to be 14.5 years (95% CI, 13.97-15.07 years). The 
log-rank test and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showed 
that age, sex, and loc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operation rate after DIAM implantation. 
Conclu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that DIAM implant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eoperation rate of LDH in 
a 15-year survivorship analysis. We suggest that DIAM 
implant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useful intermediate 
step in surgery for LDH. 
Keywords: Survivorship, DIAM; Lumbar disc herniation, 
Reoperation rate, Survival time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Device for Intervertebral 

Assisted Motion (DIAM) 수술의 15년 생존분석 

박종범, 장동균*, 김영율, 김홍진*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장기 생존분석.

연구목적: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에 사용된 극돌기

간 고정장치인 DIAM 삽입 후 15년 생존 분석 및 재수술의 위험

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본 저자들은 이전의 논문에서 퇴행성 요

추 질환들에 대한 150예의 DIAM 수술 후 4년 생존 분석 및 재

수술의 위험인자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극돌

기간 고정 장치들을 사용한 수술 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생

존 분석 및 재수술의 위험인자에 대한 논문은 보고가 된 적이 없

다.

대상 및 방법: 2006년-2015년 사이에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

증에 대해 수핵 제거술 및 DIAM 수술을 시행받고 최소 5년 이

상 추시 관찰된 총 94명의 환자(남자 54명, 여자 40명)를 대상

으로 하였다. 평균 나이는 46.2세(범위, 21~65세), 수술 후 평균 

추시 기간은 12.9년(범위, 6.3~15.3년) 이었다. DIAM 수술 위

치는 제 4-5요추가 62예, 제 5-6요추가 27예, 그리고 제 3-4요추

가 4예였다. DIAM 수술분절 또는 인접분절에서 어떠한 원인이

든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실패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생존분

석을 결정하는 종료 시점으로 정하였다. Kaplan-Meier 분석으

로 생존률 및 생존 기간을, Log-rank 검사 및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해 재수술의 위험인자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15년 추시 기간 중 8예(남자 4명, 여자 4명)이 DIAM 수술

분절에서 재수술을 받아 재수술율은 8.5% 였다. 재수술까지의 

기간은 6.5년(범위, 0.8~13.9년) 이었다. 인접분절 문제로 재수

술을 시행받은 예는 없었다. Kaplan-Meier 분석에서 생존율은 

5년에 95%, 10년에 93%, 15년에 92%였다. 역으로 재수술율은 

5년에 3%, 10년에 7%, 15년에 8%였다. 성별, 나이, DIAM 수술

위치는 재수술율 및 생존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단분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에서 

DIAM 삽입이 15년 생존 분석에서 재수술율을 현저하게 감소시

킴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

술에서 DIAM의 삽입이 유용한 중간 단계의 술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색인단어: 생존률, 극돌기간 고정 기구, 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

수술율, 생존기간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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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for Cage Subsidence in Patients Who 
Receive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Sung-Woo Choi, Byung-Joon Shin, Jae Chul Lee, 
Hae-Dong Jang*, Jin-Hyung Kim, Ju-Young Ch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Seoul Hospit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tal, Bucheon,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cage subsidence in patients undergoing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age subsidence is a cage-
related complication following LLIF that may lead to poor 
outcomes. There are few studies about cage subsidence in 
LLIF.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patients who 
underwent LLIF from December 2011 to May 2020. Patients 
with infections, fractures, malignant tumors, and follow-
up of less than 1 year were excluded. Patient demographics, 
perioperative details, and radiographic parameters were 
investigated. Cage subsidence was evaluated using lateral 
standing radiographs, and subsidence of more than >25% 
into the vertebral endplates was defined as clin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otal, 400 patients (853 segments) satisfied the 
study inclusion criteria. Significant subsidence (disc height 
difference>25%) was found in 6.9% of patients when 
comparing the postoperative disc height to the 1-year follow-
up disc height. Furthermore, 233 patients had 1-stage surgery, 
while 167 patients had 2-stage surgery; these group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age subsidence. 
Patients’ mean age was 66.9 years, and there were 114 male 
patients and 286 female patient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degree of cage subsidence and 
medical diseases, such as osteopenia/osteoporosis, diabetes, 
kidney disease requiring hemodialysis, liver disease, and 
rheumatoid disease. Likewise,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the level of fusion segments, the 
number of fusion segments, pedicle screw depth, vertebral 
body shape (pear shape), or type of cage, and the degree of 

cage subsidence. In the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old age 
and endplate damag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cage subsidence. 
Conclusions: Old age and endplate damage at the time of 
surgery were factors associated with clinically significant 
cage subsidence. If a patient has these risk factor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ostoperative care. 
Keywords: Cage subsidence, Endplate, Lateral interbody 
fusion, Lumbar 

외측 요추간 유합술을 받은 환자에서 케이지 침강의 위험

요소 

최성우, 신병준, 이재철, 장해동*, 김진형, 차주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외측 요추간 유합술에서 중요한 케이지 침강이 발생

하는 빈도와 이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케이지 침강은 추체간 유합술 후 케이지 

관련 합병증 중 하나이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외측 요

추간 유합술에서 케이지 침강의 발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11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퇴행성 척추 질

환으로 외측 요추간 유합술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감염, 

골절, 악성 종양, 1년 미만의 추시 등은 제외하였다. 환자 인구 

통계, 수술 전후 세부 정보 및 방사선학적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케이지 침강은 측면 기립 방사선 사진을 사용하여 계측하였으

며, 척추 종판 내로 >25% 이상의 침강이 있는 경우에 임상적으

로 중대한 침강으로 정의했다. 임상적으로 중대한 침강의 발생

율과 그 위험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400명의 환자, 853분절이 연구 기준을 충족하였다. 

그 중에서 6.9%가 수술 직후 disc height 와 1년 추시때의 disc 

height를 비교하였을 때 25% 이상의 중대한 케이지 침강을 보

였다. 233명이 외측 요추간 유합술을 받은 후 당일 후방고정, 

167명이 명이 외측 요추간 유합술을 받은 후 단계적 후방고정

으로 수술을 시행받았고 그에 따른 케이지 침강은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학적 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평균나이

는 66.9세였고 남성이 114명, 여성이 286명 이었다. 골다공증( 

mean=-2.1) 당뇨(86명), 혈액투석(2명), 간질환(7명), 류마티스 

질환(12명) 등 전신질환에 따른 케이지 침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분절위치나, 수술 분절개수, 나사못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도 케이지 침강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척추체의 형태(pear shape), 케이지의 종류나 사용한 케이

지의 각도에 따라서도 케이지 침강은 유의미한 차이 보이지 않

았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고령과 수술당시 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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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종판 손상이 중대한 케이지 침강의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 최소 1년 이상 추시 방사선 검사에서 6.9%에서 >25% 이

상의 중대한 침강이 발생하였다. 고령, 수술 당시 추간판 종판 

손상은 임상적으로 중대한 케이지 침강의 요소이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관리에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색인단어: 케이지 침강, 종판, 외측 추체간 유합술, 요추

21-041
 

Feasibility of the Gluteus Muscle Cross-Sectional 
Area in Computed Tomography as a Predictor of 
Sarcopenia 

Hyung-Chul Cho, Jeong-Ik Lee, Kwang-Sup S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gluteus muscle can be used to predict sarcopenia, as 
has been done for the psoas and paraspinal muscle cross-
sectional areas in previous studi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Sarcopenia can be predicted 
by measuring the cross-sectional area of a specific muscle on 
computed tomography (CT)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 psoas and paraspinal muscles have been suggested as 
representative core muscles when measuring cross-sectional 
area, but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measurements of the 
gluteal muscle for this purpose. 
Materials and Methods: Cross-sectional areas of the psoas, 
paraspinal, and gluteal muscles were measured in 291 
subjects who underwent abdominal CT scans (Figure) in 
the health screening department of a university hospital. 
All muscle masses were divided by the square of height 
for correction. The correlations among all three muscle 
ma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uscle masses and the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nd the relationship with 
bone mineral density (BMD) were all evaluated throug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size of each muscle tend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age, and each muscle’s corrected cross-sectional 
area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ppendicular muscle mass (psoas: r=0.650, paraspinal: 
r=0.781, gluteal: r=0.767). Positive correlations were 
also confirmed among all three muscle masses. (psoas vs. 
paraspinal: r=0.593, psoas vs. gluteal: r=0.628, gluteal vs. 
paraspinal: r=0.769). In addition, muscle mass increased 
along with BMD. 
Conclusions: The gluteus muscle may serve as a key muscle 
for predicting sarcopenia. It may be difficult to suspect 
sarcopenia by simply measuring the cross-sectional area 
at a specific level on an imaging test, but patients with low 
gluteal muscle mass may be at elevated risk for sarcopenia 
and osteopenia, implying that low gluteal muscle mass could 
be a risk factor for fragility fractures. 
Keywords: Gluteus, Psoas, Paraspinal, Sarcopenia, Fragility 
fracture 

전산화 단층촬영 상 측정된 둔근 단면적의 근감소증 예측 

조형철, 이정익,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단면적 연구

연구목적: 기존에 근감소증과 연관성이 보고된 요근, 척추주위

근과과 마찬가지로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측정한 둔근의 단

면적이 사지근육량을 대표할 수 있는지, 또한 근감소증을 예측

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근감소증을 진단 할 때에 통상적으로는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법(DXA)을 이용한 사지근육량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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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근감소증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한가지 방법 뿐 아니

라, 전산화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특정 근육의 단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생체전기저항분석(BIA)를 통해 사지근

육량을 측정하는 방법 등 또한 제시되어 왔다. 영상검사를 통한 

근육의 단면적을 측정할 때 사지근육량을 대표할 수 있는 근육

으로 요근, 척추주위근 등이 제시 되어 왔으나, 둔근 측정에 대

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대상 및 방법: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를 다니는 질병이 없

는 정상군 중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291명(남성 143

명, 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요근, 척추주위근, 둔근의 단면적을 

측정하였고, 근감소증 예측 및 비교분석을 위해 사지근육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근육량은 보정을 위해 키의 제곱으로 나누었

다. 세 근육의 축상 단면적 크기의 각각의 연관성, 근육들과 전

체 사지근육량과의 연관성, 그리고 근육들과 골밀도 수치와의 

비교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결과: 요근, 척추주위근, 둔근의 크기는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각각의 근육 단면적 보정값이 BIA로 

측정된 사지근육량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요근: R=0;650, 척추주위근: R=0.781, 둔근: R=0.767). 

각각의 근육 단면적 또한 서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요근 vs 척추주위근: R=0.593, 둔근 vs 요근: R=0.628, 둔근 vs. 

척추주위근: R=0.769). 또한, 남녀로 구분하여 측정한 근육 보정

값을 골밀도와 비교하였을 때, 기존의 논문에서 보고된 대로 근

육값이 증가할수록 골밀도 값 또한 증가하는 의미 있는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보고된 상관관계에 의하면 둔근이 사지근육

량을 대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단순히 영상검사 상 특정 

레벨에서 단면적을 측정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둔근의 크기가 작은 경우 근감소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취약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색인단어: 둔근, 요근, 척추주위근, 근감소증, 취약골절

21-006

Use of a Supplemental Screw to Prevent Anterior 
Cage Pullout in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at 
L5-S1 

Chang-Hoon Jeon, Nam-Su Chung, Han-Dong Lee,  
Hee-Woong Chu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jou University Hospital, Suwon,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control study. 
Objectives: We aimed to evaluate whether supplemental 
screw (SS) fixation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anterior 
cage pullout in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OLIF) at L5-
S1.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L5-S1 segment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cage migration because of the sacral slope, 
the greater disc angle (DA), the higher shear force, and the 
weaker pedicle screw fixation at S1. 
Materials and Methods: Sixty-eight consecutive patients 
who underwent OLIF at L5-S1 and had more than 1 year 
of regular follow-up were included. Group I was composed 
of 35 patients who underwent OLIF at L5-S1 in whom the 
anterior cage was fixed with pedicle screws only. Group II 
was composed of 33 patients in whom the anterior cage was 
fixed with an SS and pedicle screws. Radiological parameters 
including anterior disc height (ADH), posterior disc height 
(PDH), DA, cage migration, cage subsidence, and the fusion 
rate at L5-S1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Baselin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The mean cage pullout was 2.1±3.0 
mm in group I and 0.9±0.8 mm in group II (p<0.05). Cage 
pullout of >2 mm was found in 13 (37.1%) patients in group 
I, but only three (3%) patients in group II (p<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H, PDH, DA, cage 
subsidence, and fusion rate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ere no SS-related complications in group II. 
Conclusions: The use of an SS fixation in front of the anterior 
L5-S1 cage is simple, safe, and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anterior cage pullout in OLIF at L5-S1. 
Keywords: OLIF, L5-S1, Cage, Anterior migration, Supplemental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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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측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케이지의 

전방 전위를 예방하기 위한 나사못 고정의 유용성 

전창훈, 정남수, 이한동, 정희웅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

연구목적: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측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케이

지 전방에 추가적인 전방 나사못 고정이 케이지의 전방 전위를 

예방하는데 유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제 5요추-제 1천추간에 삽입된 전방 케

이지는 큰 추간판 전만각과 천골경사, 전단력, 제 1천골 나사못

의 약한 고정력 등의 이유로 전방 전위 또는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전방 금속판 고정이 시행되기도 하지만 추

가적인 작업과 시간이 소요된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측방 추체간 유

합술 시행 후 1년 이상 추시된 총 68예 연속적인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35예로 구성된 제 1군은 후방 척추경 나사만을 이

용하여 전방 케이지를 고정하였고, 33예로 구성된 제 2군은 전

방 케이지 앞에서 제 5요추 추체로 한 개의 전방 나사못을 추가

적으로 고정한 후 후방 척추경 나사로 고정하였다. 최종 추시에

서 제 5요추-제 1천추간의 전방/후방 추간판 높이, 추간판 전만

각, 케이지 전방 전위, 침강, 유합율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술 전 양 군간의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변수의 차이는 없

었다. 케이지의 전방 전위는 제 1군에서 2.1±3.0 mm였고 제 2 

군에서 0.9±0.8 mm 였다(p<0.05). 2 mm 이상의 케이지 전방 

전위를 보인 경우는 제 1군에서 13예(37.1%) 였고 제 2군은 3 

예(9%)였다(p<0.05). 제 2군에서 추가적인 나사못 삽입과 관련

된 합병증은 없었다. 양 군간에 전방/후방 추간판 높이나, 추간

판 전만각, 케이지 침강, 유합율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 제 5요추-제 1천추간 사측방 추체간 유합술에서 케이지의 

전방에 한 개의 추가적 나사못을 삽입하는 것은 케이지의 전방 

전위를 예방하는 단순하고, 안정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색인단어: 사측방 추체간 유합술, 제 5요추-제 1천추간, 케이지, 

전방 전위, 나사못 고정

Free Paper:  
Osteoporosis and Trauma

21-003

Cement Stability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and 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for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Sung Tan Cho, Jin Hwa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Ilsan Paik Hospital, Goyang,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term radiologic results of injected cement over a 3-year 
follow-up period afte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VP) and 
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KP).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OVF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mong elderly patients. 
OVFs are known to cause physical, functional and mental 
side effects and complications, such as lower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mortality rate. As a treatment procedure, 
vertebroplasty (VP) and kyphoplasty (KP) are widely used 
due to their minimal invasiveness. Both of these procedures 
involve the injection of cement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nto the vertebrae. Numerous reports have 
demonstrated the short- and intermediate-term effectiveness 
of VP and KP. However, the long-term stability of injected 
cement is not well understood. 
Materials and Methods: We analyzed 288 patients (376 
vertebrae) who were treated with VP or KP for OVFs from 
January 2000 to March 2017, with more than 3 years of 
available follow-up data. In total, 142 patients (202 vertebrae) 
were treated by VP, and 146 patients (174 vertebrae) by KP. 
We analyzed the radiologic outcomes, focusing on changes 
in the injected cement. 
Results: After VP, the cement was stable in 125 (88.0%) 
of the 142 patients. However, we found 8 cases of cement 
collapse and 9 cases of cement dissociation. After KP, 
the cement was stable in 127 (87.0%) of the 146 patients. 
However, there were 8 cases of cement collapse, 8 cases of 
cement dissociation, and 3 cases with both cement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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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issociation. 
Conclusions: PMMA cement for OVF augmentation was 
found to be relatively stable in long-term follow-up. 
However, cement collapse and dissociation occurred in a 
few cases. Efforts to develop new materials more stable than 
PMMA should be continued. 
Keywords: percutaneous vertebroplasty, percutaneous balloon 
kyphoplasty, bone cement, stability,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서 척추 성형술과 풍선 척추성형

술 시행 후 시멘트 안정성 

조성탄, 김진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서 척추 성형술과 풍선 척추

성형술 시행  후 주입된 시멘트의 안정성을 방사선학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은 고령에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삶의질을 감소시키며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치료로, 척

추 성형술과 풍선 척추 성형술은 최소 침습적 시술로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다. 이 두 시술은 모두 PMMA 시멘트를 넣으며, 골

다공증성 척추 골절에서 환자들의 통증을 줄이며, 정렬을 향상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척추 성형술과 풍선 척추성형술

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시술 후 주입된 

시멘트의 안정성 관련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골다공증성 척

추 골절로 척추 성형술이나 풍선 척추성형술을 받은 환자 들중 

최소 3년 이상의 방사선 추시를 시행한 총 288명의 환자들(총 

376개의 척추체)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142명(총 202개의 척추

체)의 환자들이 척추 성형술을 받았고, 146명(총 174개의 척추

체)의 환자들이 풍선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된 시멘트의 방사선학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

하였다.

결과: 척추 성형술 시행 후, 125명의 환자(88.0%)에서 시멘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시멘트가 붕괴가 8명, 시멘트 해리가 

9명에서 관찰되었다. 풍선 척추성형술 시행 후, 127명의 환자

(87.0%)에서 시멘트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시멘트 붕괴가 

8명, 시멘트 해리가 8명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총 3명에서 시멘

트 붕괴와 해리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결론: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에서 사용되는 PMMA 시멘트는 장

기 추시 결과상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환자들에게서 시멘트 붕괴와 해리가 관찰되었다. 향후 

PMMA 보다 인체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물질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척추 성형술, 풍선 척추성형술, 시멘트, 안정성, 골다

공증성 척추 골절

21-079

Clinical Outcomes of Short Segmental Posterior 
Fixation in Unstable Lumbar Burst Fractures 

Kiyoun Kwon, Jaewoong U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clinical and 
rad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short and long segmental 
posterior fixation in unstable lumbar burst fractur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are numerous studies 
regarding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applications of short 
segmental posterior fixation for unstable thoracolumbar 
fractures. However, studies concerning short segmental 
posterior fixation in lumbar burst fractures are uncommon 
because fracture segments tend to enter the spinal canal, 
frequently leading to surgical treatment with corpectomy and 
fusion.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rch 2017 to December 
2020, out of 68 patients who were treated for lumbar burst 
fractures at levels 2-5, this study was done on 45 patients 
who underwent only posterior fixation (21 short segment, 
24 long segment). The wedge angle and compression ratio 
of the injured vertebral bodies were analyzed using the 
radiological results from the preoperative, postoperative, 
and final follow-up time points. The wedge angle and 
compression ratio change were compared between all three 
time points (preoperative vs. postoperative, preoperative 
vs. final follow-up, and postoperative vs. final follow-up). 
As clinical variables, the operation time, bleeding volume, 
hospitalization duration, and post-surgery visual analog scale 
scores were compared. 
Results: The short segmental fixation group showed better 
results than the long segmental fixation group in terms of 
operation time, bleeding volume, hospitaliz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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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lf-gaiting period (p<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 of wedge angle and height of the 
anterior vertebra between the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radiological results (p>0.05). Corresponding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preoperative and final 
follow-up time points or between the postoperative and final 
follow-up radiological results. 
Conclusions: Long segmental fixation is usually performed 
when only posterior fixation is carried out for unstable burst 
fractures. However, short segmental posterior fixation shows 
better clinical results and radiologically, there is no difference 
from long segment fixation, so it is considered as a good 
surgical method for unstable burst fractures of the lumbar 
spine. 
Keywords: Lumbar spine, Unstable burst Fracture, Short 
segmental fixation 

요추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서 단분절 후방 고정술의 

임상적 결과 

권기연, 엄재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요추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서 단분절 후방고정

술과 장분절 후방고정술과 방사선학적, 임상적으로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흉요추부의 불안정성 골절에서 단분절 

후방 유합술의 방사선학적, 임상적 효용성은 많은 연구가 있으

나 요추부 방출성 골절은 척추관내로의 골절편의 감입이 많아 

전방 추체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후방 고정

술만으로 수술을 한 경우가 흔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추부 방출성 골

절(제 2요추-5요추)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본원에서 수술받

았던 총 68명 중에 후방고정술만 시행하였던 45명(단분절고정: 

21명, 장분절고정: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수술 후, 

최종추 시 요추부 측면방사선 사진에서 손상 추체의 설상각, 압

박률을 측정하여 수술전-수술 후 설상각, 압박률의 변화, 수술 

전-최종추 시의 설상각, 압박률의 변화, 수술 후-최종추 시의 설

상각, 압박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임상적 결과로는 수술시간, 

출혈량, 입원기간, 수술후 VAS를 비교하였다.

결과: 고정술 당시의 수술시간, 출혈량, 입원기간, 자가 보행 시

기 등의 결과는 단분절 고정(Short Segmental Fixation)군에서 

장분절 고정(Long Segmental Fixation)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p<0.05). 수술 전과 후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설상

각의 변화, 전방 추체 높이의 변화는 두 군과의 차이가 없었고

(p>0.05), 수술전과 최종 추시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설상

각의 변화, 추체 높이 변화는 두 군과의 차이가 없었다(p>0.05). 

수술후, 최종 추시의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설상각의 변화, 

추체 높이 변화는 두 군과의 차이가 없었다(p>0.05).

결론: 일반적으로 불안정 방출성 골절에서 후방 고정술만 시행

할 때 장분절 고정술이 시행된다. 그러나 단분절 후방 고정술은 

더 좋은 임상적 결과를 보이며, 방사선학적으로도 장분절 고정

술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추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서도 

좋은 수술방법이라 생각된다.

색인단어: 불안정 방출성골절, 단분절고정술

21-011

Unstable Pathologic Vertebral Fractures in Multiple 
Myeloma: A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Study Between Reconstructive Surgery with 
Adjuvant Radiotherapy and Radiotherapy Alone 

Hyung-Youl Park, Young-Hoon Kim*, Sang-Il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Propensity score-matched cohort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reconstructive 
surgery with adjuvant radiotherapy (RT) for treatment of 
multiple myeloma (MM) with pathologic vertebral fractures 
(PVFs) through a comparison with a matched cohort treated 
with RT alon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lthough RT is recommended 
for MM involving the spine, there is no consensus regarding 
the treatment of choice between reconstructive surgery 
with RT and RT alone for PVFs associated with structural 
instability or neurologic compromise. 
Materials and Methods: Twenty-eight patients underwent 
reconstructive surgery followed by RT between 2008 and 
2015 at a single institution for the management of PVFs 
associated with structural instability of the spine and/or 
neurologic compromise (group I). Twenty-eight patients 
were treated with RT alone (group II) after propensity score 
matching in a 1-to-1 format based on instability of the spine, 
as well as age and performance. Clinical outcome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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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verall survival rate, duration of independent ambulation, 
neurological status, and numeric rating scale (NRS) for back 
pain, were compared. 
Results: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features before 
treatment were similar in both groups. The median survival 
period was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mean duration of independent ambulation was significantly 
longer in group I (88.8 months; 95% confidence interval [CI] 
66.0-111.5) than in group II (39.4 months; 95% CI 25.2-53.6) 
(log-rank test; p=0.022). Deterioration of the Frankel grade 
(21.4% vs. 60.7%; p=0.024) and NRS for back pain (2.7±2.2 
vs. 5.0±2.7; p=0.000) at the last follow-up were higher in 
group II. Treatment-related complications were similar in 
both groups.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unstable PVFs due to MM, 
reconstructive surgery may yield superior clinical outcomes 
compared with RT alone in maintaining independent 
ambulation and neurological status, as well as pain control, 
despite similar median survival and complications. 
Keywords: Spine, Multiple myeloma, Surgery, Radiotherapy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불안정 척추 병적 골절: 재건술 

및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단독 치료의 경향 점수 대응 비

교 연구 

박형열, 김영훈*, 김상일*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경향 점수 대응 비교 연구

연구목적: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한 척추 병적 골절의 치료에 있

어서 재건술 및 방사선 치료 군과 방사선 단독 치료 군을 매칭하

여 임상적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척추를 침범한 다발성 골수종에는 일차

적으로 방사선 치료가 권유되지만, 척추 불안정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된 척추 병적 골절 환자에서 재건술 및 방사선 치료

와 방사선 단독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논란이 있다.

대상 및 방법: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단일 기관에서 척추 불안

정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된 척추 병적 골절에 대해 재건술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28명의 환자와 방사선 단독 치료를 시

행한 28명의 환자를 척추 불안정성, 나이, 신체 활동 지수를 반영

한 경향 점수 대응으로 비교하였다. 임상학적 지표로는 생존률, 

독립 보행 기간, 신경학적 상태 및 통증 수치를 비교하였다.

결과: 2008년에서 2015년 사이 단일 기관에서 척추 불안정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동반된 척추 병적 골절에 대해 재건술 및 방사

선 치료를 시행한 28명의 환자와 방사선 단독 치료를 시행한 28

명의 환자를 척추 불안정성, 나이, 신체 활동 지수를 반영한 경

향 점수 대응으로 비교하였다. 임상학적 지표로는 생존률, 독립 

보행 기간, 신경학적 상태 및 통증 수치를 비교하였다.

결과: 치료 전 양군에서 임상학적 및 방사선학적 지표는 비슷하

였다. 생존률 역시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독립 보행 

기간이 재건술 군(88.8 months vs. 39.4 months, p=0.022)에서 

유의하게 길었으며, 최종 추시 때 신경학적 상태 악화(21.4% vs. 

60.7% p=0.024)나 통증 지수(2.7±2.2 vs. 5.0±2.7, p=0.000)

는 방사선 단독 치료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치료와 관련된 합

병증은 양군에서 비슷하였다.

결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한 불안정 척추 병적 골절을 가진 환

자에서 재건술 및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단독 치료에 비교하여 

생존률과 합병증은 비슷하였지만, 독립 보행, 신경 상태와 통증 

조절에 있어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색인단어: 척추, 다발성 골수종, 수술, 방사선 치료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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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Efficacy between Sequential Therapy 
with Teriparatide and Denosumab and Denosumab 
Monotherapy in Suppressing the Risk of Fragility 
Fractures 

Jae-Won Shin, Sang-Ho Kim*, Hak-S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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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short-term teriparatide 
use combined with denosumab in reducing fragility fracture 
risk and to compare the outcomes with those of denosumab 
monotherap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combination therapy involving denosumab injections 
after teriparatide administration is superior to monotherapy 
because denosumab controls teriparatide-induced osteoclast 
activ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s retrospective study analyzed 
615 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denosumab for >2 years. 
Among them, 160 patients who had not undergone bone 
mineral density (BMD) testing more than twice or were 
lost to follow-up were excluded. Finally, 320 patients were 
treated with denosumab alone, and 135 patients were treated 
with teriparatide for >3 months before denosumab therapy. 
The number of osteoporotic fractures and back pain visual 
analog scale (VAS) scores were assess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BMD was measured annually during the treatment 
period in both groups. Outcom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he t-test, chi-square test, and a linear mixed 
model. 
Results: Before treatment, the number of osteoporotic 
fractures was lower in the denosumab-alone group 
(0.459±0.689; mean±standard deviation [SD]) than in the 
sequential therapy group (1.037±0.871) (p<0.001). After 
treatment, the number was lower in the sequential therapy 
group (0.119±0.348) than in the denosumab monotherapy 
group (0.144±0.385) (p<0.001). At 1 and 2 years after 
treatment, the increase in lumbar spine BMD was greater 
in the sequential therapy group (p=0.08, group*time). Back 

pain VAS scor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equential 
therapy group (difference: mean±SD, 3.246±3.426) than in 
the denosumab-alone group (1.734±3.049) (p<0.001). 
Conclusions: Short-term teriparatide use with denosumab 
treatment showed excellent outcomes compared with 
denosumab monotherapy. 
Keywords: Denosumab, Teriparatide, Bone mineral density, 
Anabolics, Osteoporosis, Antiresorptives 

취약성 골절의 위험 억제를 위한 테리파라타이드와 데노

수맙 순차요법과 데노수맙 단독 요법 간의 효과 비교 

신재원, 김상호*, 김학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분석 연구 

연구목적: 취약성 골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테리파라타이

드와 데노수맙 순차요법과 데노수맙 단독 요법 간의 효과를 비

교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테리파라타이드 투여 후 데노수맙을 사

용하는 순차요법이 테리파라타이드에 의한 데노수맙의 파골세

포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데노수맙만 사용하는 단독요법보다 

우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대상 및 방법: 연구기간 동안 데노수맙으로 2년 이상 치료 받은 

환자가 615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골밀도검사를 받

지 않았거나 추적 관찰에 실패한 환자 160명은 제외하였습니다. 

남은 환자 중에 320명의 환자는 데노수맙 단독 요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135명의 환자는 데노수맙 치료 전 3개월 이상 테리파라

타이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수와 요통의 정도

에 대해서는 치료 전과 후에 평가하였습니다. 골밀도검사는 두 

그룹 모두에서 치료기간 동안 매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는 T-

검정, 카이-제곱 검정 및 선형 혼합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 및 분

석 하였습니다.

결과: 치료 전 취약성 골절의 수는 데노수맙 단독 치료군(0.459

±0.689; 평균±표준편차) 이 병용 치료군(1.037±0.871) 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의 취약성 골절의 수는 병용 치료군

(0.119±0.348) 이 데노수맙 단독치료군(0.144±0.385) 보다 낮

았습니다(p<0.001). 치료 1년과 2년 후 요추 골밀도의 증가는 

병용 치료군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p=0.08, 그룹*시간).  요

통에 대한 점수는 데노수맙 단독치료군보다 병용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p<0.001).

결론: 테리파라타이드 단기 사용 후 데노수맙을 사용하여 치료

한 군은 데노수맙 단독으로 치료한 군보다 골절의 수, 골밀도 수

치, 요통 정도 모두에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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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단어: 데노수맙, 테리파라타이드, 골다공증, 취약성 골절, 

골밀도

Concurrent Session: Cervical Spine 
- Symposium: Technical 

Controversies for Better Outcomes in 
ACDF

Choice of Implants: Autografts, Strut Allografts, 
Machined Allografts, PEEK Cages, 3D-Printed 
Titanium Cages

Jae Jun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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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achieve the surgical goals 
o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it is 
crucial to minimize graft subsidence and pseudoarthrosis by 
selecting proper surgical techniques and graf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verse graft op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raft choice for ACDF. 
Main Body: Tricortical autogenous iliac bone grafts (AIBG) 
have been a gold-standard graft choice for ACDF, with a 
high fusion rate, but they have recently been less frequently 
used due to their long operative time and high donor site 
morbidity. Strut allografts overcome the donor site morbidity 
of AIBG, with a comparable fusion rate; however, strut 
allografts require a time-consuming cutting and carpentry 
process to fit for ACDF. Machined allografts are ready to 
use with diverse size options and reduce the operative time 
required to prepare grafts for ACDF. However, machined 
allografts might have problems in terms of graft resorption 
and fracture after ACDF. Polyetheretherketone (PEEK) cages 
are specialized as spacers for ACDF, with a lower elastic 
modulus than that of conventional metal cages, and have 
weakness in terms of osteointegration, leading to a higher 
rate of pseudoarthrosis. Finally, 3D-printed titanium cages 
are expected to overcome the poor surface osteointegration 
of PEEK cages, and the elastic modulus of the cages may be 

optimized by using 3D-printed porous structures. However, 
clinical data on 3D printed titanium cages used for ACDF 
have not provided support for its expected strengths.  
Conclusions: Knowledge of the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verse grafts for ACDF is critical to select a 
proper graft for each patient to improve surgical outcomes 
and develop new grafts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grafts for ACDF. 
Keywords: ACDF, Cage, Allograft, PEEK, Titanium

이식재의 선택: 자가골, 동종 지주골, 가공 동종골, PEEK 

케이지, 3차원 인쇄 티타늄 케이지

양재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

고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분절 전만각과 높이를 

유지하고, 이식재 침강과 불유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

수적이며, 이를 위한 최선의 수술 술기와 적절한 이식재의 선택

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적절한 이식재 선택의 측면에서 다

양한 이식재 사용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 사용되는 삼면 피질 

자가 장골은 높은 골유합율과 함께 과거 gold standard로 사용

되었으나, 수술 시간의 증가 및 공여부 이환의 단점이 있어서 최

근 사용빈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종 지주골은 동종골 사용

과 유사한 골유합율과 공여부 이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적절한 크기로 다듬어서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가공 동종골은 케이지 모양으로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어 이식

재 준비를 위한 수술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

나, 수술 후 이식골흡수와 골절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

이 있다. PEEK 케이지는 적절한 강도의 spacer 역할에 특화되

어 있으나 자가골, 동종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유합율이 

보고되고 있다. 3차원 인쇄 티타늄 케이지는 PEEK cage의 단점

인 surface osteointegration을 극복할 수 있고, 과거 주조 티타

늄 케이지에 비해 다양한 3차원 다공 구조로 탄성계수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결론: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에 사용될 수 있는 다

양한 이식재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수술 결과의 향상

을 위한 적절한 이식재의 선택에 있어 필수적이며, 향후 이식재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케이지, 동종골, 

PEEK,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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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pplications of Bone Graft Substitutes in 
ACDF: DBM, Bone Marrow Aspirate, i-Factor, and 
BMP

Sung Hoon Choi, Chang-Nam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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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is the most common spinal surgery for 
cervical myelopathy and radiculopathy. Various bone graft 
substitutes such as allografts, synthetic bone, demineralized 
bone matrix (DBM),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bone marrow aspiration, and i-factor have been introduced 
to reduce the morbidity and complications related to bone 
graft harvesting. In single-level ACDF, certain bone graft 
substitutes have been reported to show a similar fusion rate 
to that of autogenous bone, but each bone graft material 
showed various characteristics.
Main Body: The radiographic fusion rates, clinical results, 
and complications of various bone graft substitutes used in 
short-level ACDF were investigated. Regarding bone union, 
ceramic-based synthetic bone showed the lowest fusion rate, 
and BMP demonstrated the highest fusion rate. However, 
in studies using BMP, dysphagia was repor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Allografts showed a higher fusion rate 
with lower costs in cases using both an allograft and DBM. 
In single-segment fusion, the average union rate of allografts 
was 87.3%, and the average union rate of bone marrow 
aspirate was 87.7%. Bone marrow aspirate exerts a direct 
osteogenic effect through a direct injection of bone marrow 
progenitor cells, but the concentration of mesenchymal-
derived stem cells in the bone marrow aspirate is known to 
be lower than expected. However, bone marrow aspirate 
can increase blood flow by promoting angiogenesis through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I-Factor is a bone graft material 
in which P-15 synthetic collagen is adsorbed to organic bone 
minerals and suspended for use in an inert, biocompatible 
hydrogel carrier. A similar rate of union was reported in a 
recent study using i-factor that compared bone spurs from 
the endplate preparat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bone graft 
material, improvements were reported for all postoperative 
clinical outcomes.
Conclusions: The use of allograft with DBM in ACDF 

showed better clinical and radiologic outcomes than other 
bone graft substitutes in terms of a high fusion rate and 
relatively low cost. BMP requires caution in its use because 
of the high risk of postoperative dysphagia despite the high 
union rate. Bone marrow aspirate and I-factor showed good 
clinical and radiological results when used with allografts.
Keywords: Allograft,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Bone graft substitute, Bone morphogenetic protein, Bone 
marrow aspirate

전방경추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에서 골이식재의 임상적 

적용

최성훈, 강창남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은 경추 척수증 및 신

경근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척추 수술이다. 골이식부와 관련

한 이환 및 합병증을 줄이기 위하여 동종골, 합성골, 탈무기질화 

골기질, 골형성 단백질, 골수 흡입액, I-factor 등 다양한 골이식

재가 소개되어 있다. 단일분절의 전방경추 추간판절제술 및 유

합술에서 특정 골이식재는 자가골에 비하여 유사한 수준의 골

유합을 보고하고 있으나, 각 골이식재마다 다양한 편차와 특성

을 보인다.

본론: 단분절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에서 시행한 다

양한 골이식재의 골유합률, 임상적 결과와 합병증 등을 조사하

였다. 골유합에 관련하여서는 세라믹계 합성골을 사용한 경우 

가장 낮은 유합률을 보였고, 골형성 단백질을 사용한 연구에서

는 가장 높은 유합률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골형성 단백질을 사

용한 연구에서는 연하곤란이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다. 가격 

대비 가장 유합률이 높은 골이식재는 동종골과 탈무기질화 골

기질을 함께 사용한 경우였다. 단분절 유합술에서 동종골의 평

균 유합률은 87.3%이고, 골수 흡인액은 평균 87.7%의 유합률을 

보였다. 골수흡인액은 골조상세포의 직접 주입으로 직접적인 

골형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골수 흡인액에

서 중간엽유래 줄기세포의 농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나 골

수흡인액은 내피세포 전구세포를 통한 혈관생성을 촉진시켜 혈

류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보였다. I-Factor는 P-15 합성 콜라겐이 

유기 뼈 광물에 흡착된 골이식재로 불활성 생체적합성 하이드

로겔 매개체에 현탁시켜 사용하게 된다. 최근 수술 중 제거된 골

극 및 I-factor를 동종골에 이식하여 비교한 연구에서 유사한 정

도의 유합률이 보고되었다. 골이식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술 

후 증상은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론: 전방경추유합술 및 절제술에서 동종골의 사용은 높은 유

합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다른 골이식재 보다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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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영상의학적 결과를 보였다. 골형성 단백질은 높은 유합

률에도 불구하고 술 후 높은 연하곤란을 호소하여 사용에 주의

를 요한다. 골수 흡인액 및 I-factor는 동종골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양호한 임상적, 영상의학적 결과를 보였다.

색인단어: 전방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동종골, 골이식

재, 골형성 단백질, 골수 흡인액

Anterior Instrumentation: Plating Techniques, 
Anchored Cage 

Byung 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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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with placement of an anterior plate 
construct encourages immediate stability and cervical 
lordosis, while promoting graft fusion and preventing 
cage subsidence. This technique is nevertheless associated 
with plate-related complications, including postoperative 
dysphagia, screw breakage and pullout, and screw-plate 
migration. 
Main Body: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CDF with 
and without anterior plate fixation suggests superior 
surgical outcomes in ACDF procedures with anterior plate 
fixation (increased fusion, decreased subsidence) and 
slightly better visual analog scale-neck pain scores at the 
final follow-up. Fully constrained (static) plating and semi-
constrained (dynamic) plates can be used. A dynamic plate 
theoretically increases fusion by taking advantage of Wolf’s 
law. Conversely, dynamic plates may be more prone to 
the development of segmental kyphosis and postoperative 
foraminal narrowing. To date, in patients undergoing 1- or 
2-level ACDF, no significant difference has been reported 
in the fusion or complication rate between types. There 
have been reports of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anterior 
cervical plates, such as esophageal soft tissue damage, 
neurovascular injuries, and dysphagia. To address these 
complications, anchored stand-alone cages were designed to 
provide stability and facilitate fusion without necessitating 
the use of an anterior plate. However, this technique has 

its own complications, such as cage subsidence, cervical 
dislocation, and cervical kyphosis. A systematic review 
showed that ACDF with the cage-only technique appeared to 
have better clinical outcomes than the cage-plate technique, 
despite radiographic findings of increased rates of subsidence 
and less restoration of cervical lordosis. There remains 
controversy about the effect of the plate on the development 
of adjacent segment disease. The use of an anterior plate 
with ACDF was associated with adjacent-level ossification 
development (ALOD). A plate-to-disc distance <5 m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LOD. 
Conclusions: Anterior plate augmentation in ACDF has 
many radiological and clinical advantages. However, related 
complication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risk of complications 
can be reduced by using anchored stand-alone cages
Keywords: Cervical spine, Anterior fusion, Plate augmentation, 
Anchored stand-alone cage 

경추 전방 유합술 시 금속판 사용과 관련된 논란 및 최신 

지견 

최병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경추 전방 유합술 시 금속판 보강은 경추 전만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높여 골유합을 도모하고 이식골의 침강을 막을 수 있

다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나, 수술 후 연하 곤란, 나사못 파손

이나 빠져나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본론: 금속판 자체 사용 유무에 따른 결과는 금속판을 추가함

으로 유합률 증가, 침강 감소, 목 통증 감소와 같은 유용함을 보

였다. 금속판은 유형에 따라 constrained static plate와 semi-

constrained dynamic plate가 사용된다. dynamic plate는 고

정력은 유지하면서 이식물 사이에서 부하 공유를 통하여 추체

간 유합을 보다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용되나 침강이 더 

발생하여 후만 변형이나 추간공 협착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간의 다양한 연구 결과는 단분절 유합술 시 constrained plate

와 semiconstrained plate 간 추체 간 유합과 합병증등에서 의

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금속판 볼륨과 관련하여 연하 곤

란, 식도 손상, 신경혈관 손상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면서 초기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anchored stand-alone cage가 사용되

나 침강이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는 anchored cage만 사용한 방법이 cage와 금속판을 같이 사용

한 방법에 비해 방사선학적으로 침강과 경추 전만에는 불리하

나 임상적 결과는 더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금속판 사용과 

관련된 인접 분절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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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판 길이에 따라 인접 분절 골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

기 위하여 금속판과 인접 추간판 거리를 5 mm 이내로 유지하여

야 한다.

결론: 경추 전방 유합술 시 추가적 금속판 사용은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 호전에 유용하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 및 인접 분절 

병변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하며 일부 측면에서는 anchored cage

의 장점이 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사용도 권유된다.

색인단어: 경추, 전방 유합술, 금속판, 케이지  경추, 전방 유합

술, 금속판, 케이지

Foraminal Decompression: Indirect, Direct, 
Uncoforaminotomy, Total Uncinectomy

Min-Woo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ervical radiculopathy is a 
common spinal condition associated with pain, sensory 
disturbances, and motor weakness. Its symptoms can 
often be attributable to either disc herniation and/or bony 
foraminal stenosis due to uncinate hypertrophy. Although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and conventional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are the mainstays of 
treatment for cervical radiculopathy, in a subset of patients 
with severe bony foraminal stenosis, these conventional 
surgical techniques may result in incomplete nerve root 
decompression and persistent neurological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of medical articles related to anterior 
foraminal decompression in cervical spine surgery was 
conducted, including journal articles published through 2021.
Main Body: 
1. Indirect versus direct decompressive surgery 
An indirect (disc space utilization) procedure is performed 
by restoring disc height. An interbody graft expands 
the diameters of the foramina, which contributes to 
decompression of the nerve root and alleviation of the 
radicular pain. Albert et al. described an average foraminal 
area increase of 33% after ACDF. In contrast, subsidence 
of the interbody graf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aintenance of indirect decompression. Sever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anterior cervical uncinectomy/

foraminotomy. However, it is a technically demanding 
procedure that requires careful patient selection and special 
care to avoid injuring the vertebral artery and the exiting 
nerve root. 
2. Uncoforaminotomy versus total uncinectomy
Conventional uncoforaminotomy is widely performed to 
decompress the nerves of the intervertebral disc and remove 
osteophytes during ACDF. Excessive uncinectomy can 
cause cervical spine instability. Subsidence is repor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if the total uncinate process resection 
area is >38%. In a recent study, total or en bloc uncinate 
process resection, in addition to the modified ACDF, was 
found to yield better decompression and outcomes. 
Conclusions: Debate continues regarding anterior, cervical, 
and foraminal decompression during ACDF. Surgeons 
should consider safely removing the symptomatic part of 
the uncinate process to effectively decompress the foraminal 
nerve root. 
Keywords: Cervical spine, Radiculopathy, Uncinate process, 
Decompression 

추간공 감압: 간접, 직접, 추간공 확장술, 구상돌기 전절제술

김민우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경추 신경근병증은 통증, 감각장애, 근력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추간판 탈출 또는 구상돌기 비대로 인한 

골성 추간공 협착증에 의해 나타나며, 후방 경추 추간공 절제술 

및 고식적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이 경추 신경근병

증의 주 치료법이나, 골성 추간공 협착증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수술 방법들이 불완전한 신경근 감압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의 잔존 또는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자는 전방 추간공 

감압술과 관련된 2021년까지의 보고와 논문들에 대해 살펴보았

다.

본론

1. 간접 감압술과 직접 감압술

추간판 공간을 활용하는 간접 감압술은 추간판 높이를 넓히는 

방법으로 추체간 이식술은 추간공의 직경을 늘려주고, 신경근

을 감압시키고 방사통을 완화시켜 추간공 면적을 평균 33% 증

가시킬 수 있다. 반면에, 추체간 이식의 침강은 간접 감압술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전방 

경추 구상돌기 절제술/추간공 절제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하

였는데, 환자군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하고, 척추동맥 손상을 막

고 수출성 신경근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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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간공 확장술과 전체 구상돌기 절개술

고식적인 구상돌기 절제술은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

술 시 골극을 제거하고 추간판의 신경을 감압시키기 위해 사용

되나, 과도한 구상 절제술(구상돌기 면적의 약 38% 이상)은 경

추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변형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외에도, 구상돌기 전절제술, 구상돌기 

일괄 절제술이 감압율이 높다고 보고되며, 특히 상지 증상 호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나 구상돌기 노출 및 절제 시 혈

관, 신경 손상 가능성 있어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결론: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시 전방/경추/추간공 

감압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술자는 직접 또는 간접 감

압 술기에 해당하는 환자군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신경근을 감압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색인단어: 경추, 신경근병증, 구상돌기, 감압술

Concurrent Session: Cervical Spine 
- Surgical Technique: Cervical 

Endoscopic Decompression

Endoscopic Posterior Cervical Decompression with 
the Single-Portal Technique 

Kyung Hwa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Wooribone Orthopedic Surgery Clinic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ue to efforts to minimize 
damage to normal tissues during surgery and advances in 
medical devices, minimally invasive surgical methods are 
in the spotlight in all medical fields. Among the minimally 
invasive surgical methods of the spine, the endoscopic 
method has already replaced the existing submicroscopic 
surgery method. As an example, we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osterior cervical decompression surgery method using 
an endoscope, especially the single-portal surgery method. 
Main Body: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continues to be performed as a standard surgical method 
for cervical disc herniation, but posterior foraminotomy is 
being performed as an alternative in terms of the incidence 
of adjacent segmental degenerative diseases and cost-
effectiveness. Posterior foraminotomy has been reported 

to show similar clinical results to those of ACDF, and 
its indications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intervertebral disc lesions, but also stenosis and central 
spinal cord compression lesions. However, there have been 
reports of cervical kyphosis and axial cervical pain related 
to the surgical approach. Therefore, surgical methods that 
preserve normal tissues as much as possible with optical 
equipment such as microscopes and surgical instruments 
such as tubular retractors have been implemented, and 
excellent clinical results have been reported. Endoscopy 
can be applied to most current spine surgical techniques 
using microscopy, and the incision is very small compared 
to existing surgical methods, so there is almost no damage 
to normal tissues, including muscles, and the recovery is 
very fast. For posterior endoscopic surgery performed in 
the spine field, single-portal endoscopic surgery and bi-
portal endoscopic surgery are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type of endoscope used. Compared with the bi-portal 
endoscopic technique, in single-portal endoscopic surgery, 
the endoscope itself has an instrument entrance. Therefore, 
a single surgical wound is made, leading to faster recovery 
and fewer problems with surgical wounds. However, a 
disadvantage is that the instruments may obstruct the field of 
view, and it may be difficult to secure the field of view due to 
bleeding or floating objects.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endoscopic treatment is that sufficient experience is required 
for an anatomical understanding, and there are limitations to 
extensive decompression or correction of deformities. 
Conclusions: Spinal endoscopic surgery, especially single-
portal endoscopic surgery, is a good surgical method that 
can replace existing techniques of microsurgery, with a rapid 
recovery time and excellent clinical results, by minimizing 
damage to normal tissues. It is expected to become a new 
standard treatment for spine surgery. 
Keywords: cervical spine, intervertebral disc herniation, 
spinal stenosis, endoscopic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single 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단일 통로를 이용한 내시경하 후방 경추 감압수술 

김경환

우리본정형외과의원  

서론: 수술 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의료 

기기의 발달로, 의료 전 분야에 있어 최소 침습 수술법들이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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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다. 척추의 최소 침습 수술법 중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

이 이미 기존의 현미경하 수술법을 대치해 가고 있으며, 그 중 

내시경을 이용한 경추 후방 신경 감압 수술법, 특히 단일 통로를 

이용한 수술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현재 까지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표준 수술법으로 전

방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이 시행 되고 있으나 인접 분절 퇴행

성 질환의 발생률과 비용적 측면에서 후방 신경공 감압술이 대

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후방 신경공 감압술은 전방 고정술과 비

슷한 임상 결과를 보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간판 병변 뿐 아

니라 협착증과 중심부 척수 압박 병변에 까지 그 적응증이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후방 접근 시 척추 주변 근육과 후관절의 일

부를 제거하게 되어 경추 후만 변형이나 축성 경추 통증이 보고 

되어 왔다. 이에 현미경 등의 광학 장비와 관상 견인기 등의 최

소 침습 수술 기구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법이 시

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기존에 척추 분야에 시행 되어 왔던 내시

경 수술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현미경적 수술을 대체하고 있으

며 우수한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현재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현미경하 수술법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

존 수술법에 비해 절개가 매우 작아 그만큼 근육을 포함한 정상 

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어 회복이 매우 빠르다. 또한 현미경보다 

보다 근접되고 자세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수술이 용이하고 출

혈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척추 분야에서 시행되는 후방 내

시경 수술법에는 사용하는 내시경의 종류에 따라 단일 통로 내

시경 수술법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법이 시행 되고 있으며 각각 

한 개 그리고 두개의 작업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중 단

일 통로 내시경 수술의 경우 내시경 자체에 기구 출입구가 있어 

한 개의 수술 상처를 내게 되므로 보다 회복이 빠르고 수술 상처 

관련 문제가 거의 없다. 또한 수술 시야와 기구 방향이 같으므로 

수술 시 혼동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 시야내에 기

구가 위치하게 되어 시야가 방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분절의 

감압을 하는 경우 각각 통로를 만들게 되어 시간 적인 제약이 있

을 수 있다. 내시경 치료의 한계점으로 직접적 수술 시야가 아니

라 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로 간접 시야를 이용하므로 해부학적 

이해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며 출혈 시 시야 방해가 심해 세심

한 지혈이 필요하고 치료 술기 습득에 충분한 신간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감압이나 교정에는 제한점이 있다.

결론: 척추 내시경 수술 특히 단일 통로 내시경 수술은 정상 조

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빠른 회복과 훌륭한 임상 결과로 기존

의 현미경 수술법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며 장비와 기

술의 발전에 그 적용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어 척추 수술의 새로

운 표준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색인단어: 경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내시경하 후방 경추 신

경공 감압술, 단일 통로 척추 내시경 수술

 

Fig. 1.

Disc Removal or Foraminal Decompression for 
Cervical Herniation of the Nucleus Pulposus and 
Foraminal Stenosis by the Unilateral Biportal 
Technique

Seung Deok Sun

Sun’s Orthopaedics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isc material could be removed 
through the posterior approach in cases of cervical herniation 
of the nucleus pulposus. However, the cervical roots are 
located just behind the disc level. Sometimes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herniated material.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whether symptom improvement can be 
achieved by only foraminal decompression without removing 
the cervical herniation.
Methods: Twenty-five consecutive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male-to-female ratio was 1.3 to 1. The 
average age was 58.9±9.6 years old. Patients were included 
if they met the following criteria: trapezial, shoulder pain 
and cervical radiculopathy that did not improve in response 
to conservative treatment, posterolateral soft disc protrusion, 
foraminal stenosis in the sagittal obliqu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iew, and no cervical myelopathy. The Neck 
Disability Index and visual analog scale score were recorded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Results: The average symptom duration was 5.2±3.4 months. 
Patents underwent unilateral biportal surgery from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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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o July 2021. The mean follow-up was 12.3±6.1 
months. The Neck Disability Index decreased from 26.0±2.8 
to 7.8±2.4 at the last follow-up (p<0.05). Visual analog scale 
scores for the neck and upper arm also decreased significantly 
(neck, 7.2±1.2 to 2.1±1.3; upper arm, 7.4±1.8 to 2.8±1.0). 
There were 3 complications (2 cases of hemiparesis, one 
dural tear). One of the patients with hemiparesis recovered 
to normal, while the other case improved, but not to normal. 
One dural tear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but there were 
no residual symptoms postoperatively.
Conclusions: Cervical herniated nucleus pulposus can be 
removed in some cases by the unilateral biportal technique, 
but when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herniated material 
of the disc itself, cervical foraminal decompression could be 
performed for symptom relief. Precautions should be taken 
regarding unique complications following unilateral biportal 
surgery.
Keywords: Cervical herniation of nucleus pulposus, Cervical 
foraminal stenosis, Biportal decompression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추간공 협착에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활용

선승덕 

선정형외과 

서론: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추간공 협착의 환자에서 후방

으로의 접근 및 감압은 그동안 비내시경적으로 이루어졌다. 경

추 후방 접근으로  탈출된  추간판을  쉽게 제거 할 수 없는 경우

가 종종 있다. 탈출된 경추 추간판을 신경근의 추간판 레벨에 위

치하여 신경이 가로막음으로 인하여 제거 하지 못하는 경우 여

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경우 후방 감압, 추간공 감압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후방 감압과 추간공 감압으로 어는 

정도 증세의 완화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론: 대상환자는 25명이었다. 남녀비는 1.3대 1일이었다. 평균 

연령은 58.9±9.6세이었으며 대상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충족 하였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후 견갑부 동통, 

견관절 방사통, 경추 방사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MRI 상 후외측 

추간판 탈출증이나 자기공명 영상사상 추간공 협착이 있으면  

경추증(cervical myelopathy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술 

전 술 후 neck disability  index와 VAS 점수를 측정 하였다. 대

상 환자들은 2018년 12월 부터 2021년 7월까지 양방향내시경

을 이용한  수술을 받았다. 평균 증상 발현 기간은 5.2 M±3.4 M 

이었으며 술 후 평균 관찰 기간은 12.3 months±6.1M. 이었다. 

Neck disablity index는 26.0±2.8에서 최종 추시가간에는 7.8

±2.4로 개선 되었다(p<0.05). 경추 통증과  상지 방사통에 대한 

VAS는 각각 7.2±1.2 to 2.1±1.3; upper arm, 7.4±1.8 to 2.8

±1.0으로 감소 되었다. 3케이스의 합병증이 있었는데 2케이스

는 hemiparesis 1case는 경막 손상이었다. 2명의 hemiparesis

중 한케이스는 추시기간 중 정상으로 돌아 왔으며 한 케이스는 

부분회복을 보였다. 경막 손상의 경우 수술중 조치로 특별한 임

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후방접근으로 양방향 내시경 

감압 술기로 추간판 탈출의 제거도 가능 하였으며,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 후방 감압술 과 추간공 감압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 술식에 따른 특이 적인 합병증

이 있음을 주지 하여야 할 것이다.

색인단어: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추간공 협착증, 양방향 내

시경 감압술 

Concurrent Session: Cervical Spine 
- Cutting Edge Issues in Cervical 

Spinal Surgery

Advances in Diagnostic Methods for Cervical Spine 
Disease with AI (Machine Learning)

Gun Woo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achine learning (ML), a 
typ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computer algorithm 
that can automatically learn from data without requiring 
explicit programming. ML can addres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techniques and enable breakthroughs in the field 
of image analysis. Deep learning (DL) is an advanced ML 
approach that involves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with structures and functions similar to those of 
the human brain using a large number of hidden layers. The 
DL technique can outperform traditional ML techniques, 
and learn unstructured and perceptual image data. A 
convolutional or artificial neural network (CNN or ANN) is 
a representative DL model that is highly advantageous for 
imaging recognition and classification. 
Main Body: The author has some experience in M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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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dvancing the diagnoses of cervical spine disease. I am 
not an expert in the field of ML analysis, but my trials may 
be a basis for further studies investigating the use of ML or 
DL in cervical spine disease. Herein, I introduce the use of 
ML (or DL) for cervical spine disea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diagnostic advances. One of my trials with DL aimed 
to develop a CNN using lateral cervical spine radiograph 
to detect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CSM). We 
retrospectively recruited 207 patients who visited the spine 
center of a university hospital. Of them, 96 had CSM (CSM 
patients) while 111 did not have CSM (non-CSM patients). 
A CNN algorithm was used to detect CSM. Of the included 
patients, 70% (145 images) were assigned randomly to the 
training set, while the remaining 30% (62 images) were 
assigned to the test set to measure the model performance. 
The accuracy of detecting CSM was 87.1%, and the area 
under the curve was 0.864 (95% CI, 0.780-0.949). From the 
outcomes of the study, we showed that the CNN model using 
the lateral cervical spine radiographs of each patient could be 
helpful in the diagnosis of CSM.
Conclusions: The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and the 
author’s experiences suggests that ML can be successfully 
used for advancing diagnoses in cervical spinal diseases.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ML techniques into spine 
clinical practice may improve clinical decision-making.
Keywords: Cervical spine, Diagnosis,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인공 지능(기계 학습)을 이용한 경추 질환 진단 기술의 발전

이근우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X-ray 영상이 주를 이루던 유

방 영상에서 컴퓨터가 판독하는 것을 인정한 이후로, 컴퓨터 보

조 진단 분야에 한차례 많은 이슈와 발전이 있었다. 인공지능은 

수학 및 통계적 기법에 의한 기계학습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거

의 모든 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최근 의료 분야에도 적용되어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의료데

이터분석을 포함한 의료기술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 

영상들을 이용한 진단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인공지능 방법이 핵심 기술로 대두되면서 관

련 기술 및 응 용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딥러닝

은 신경계를 모방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하

나이다.  경추 질환에 기계 학습(딥러닝)을 이용한 진단 기술 분

야는 초기 단계로 아직 소수의 보고가 있는 상태이다. 본 저자는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나, 경추 질환의 진단을 위한 딥러닝 분

석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의해보는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론: 개인적으로 약 5~6개의 딥러닝 분석을 이용한 진단 기

술을 보고하였다(논문 및 특허). 이 중 대표적인 경추 질환인 

경추 척수증의 진단을 위한 단순방사선 영상(simple lateral 

radiograph)을 바탕으로 딥러닝 분석 방법(esp. CNN)을 이

용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영남대병원에 방문한 총 207명의 경

추 측면 단순방사선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96명

은 경추 척수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군이며, 나

머지 111명은 일반인의 경추영상이다. 저자에 의해 교정된 특

이 CNN algorithm을 경추 척수증의 진단을 위해 적용되었으

며, inclusion 된 206명 중 70%인 145명의 영상은 training set

으로 randomly assigned 되었고, 나머지 30%인 62명의 영상은 

testing set 로 model performance 확인을 위하여 이용되었다. 

Test 이후 저자 CNN algorithm 은 87.1% accuracy를 보였으며, 

AUC (area under the curve)는 0.864로 확인되었다. 비록 90% 

미만 및 0.864의 매우 높지 않은 accuracy 및 AUC 를 보였으나, 

단순 방사선 영상으로 경추 척수증을 진단(예상)하는 방법에 인

공지능 딥러닝 분석을 이용한 가능성을 보인 연구로, 후속 연구

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 현재까지 여러 의료 분야(특히 암, 흉부 질환)에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아직 경추 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 딥러닝 분석 적용은 초기 단

계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본 분야의 선제적 접근을 

위한 많은 관심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학회 또는 연구학

회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색인 단어: 경추, 진단,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Cervical Spinal Surgery with a Navigation System

Han-Dong Lee, Chang-Hoon Jeon, Nam-Su Chung,  
Hee-Woong Chu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urgical navigation involves 
matching a three-dimensional (3D) computed tomography 
(CT) image with the patient's coordinate information to 
confirm the patient's anatomical structures and the position of 
the surgical instrument during surgery, thereby increa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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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rate of surgery and helping to reduce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s. Recently, O-arm and 3D fluoroscopy have 
been developed to enable real-time image acquisition, and 
navigation for spinal surgery is once again gaining attention.
Main Body: The cervical spine has smaller structures than the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and surgery is difficult due 
to the vertebral artery and spinal cord. Navigation is known 
to be very effective in reducing misplacement during lateral 
mass screw insertion and pedicle screw insertion in surgery 
of the subaxial cervical spine.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narrowing of the safe zone by a high-riding vertebra 
in the occipitocervical region could be checked, thereby 
reducing screw misplacement. A case in which sufficient 
decompression was achieved and excessive facet damage 
was prevented in cervical foraminotomy using navigation has 
been reported. In the anterior approach, cases of navigation 
use for odontoid screw fixation and in the removal of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and tumors 
have been reported; in those cases, navigation was useful to 
confirm the boundary between soft tissue and bony tissue.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technologies to view visual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navigation by projecting image 
information to the surgical field through a head-mounted 
display such as Google Glass or Hololens, or a microscope, 
rather than a monitor. Cases involving C1 lateral mass, 
odontoid fracture fixation, C2 pedicle, translaminar, subaxial 
lateral mass, pedicle screw insertion and decompression, 
and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were treated 
using both navigation and a robotic system. Cases in which 
minimally invasive surgery was performed to insert upper 
and subaxial cervical screw fixations using a 3D-printing 
navigation template as a screw guide, rather than image 
navigation, were also introduced. Currently, image-based 
navigation has limitations that need to be resolved, such 
as artifacts due to respiration and metal interference, poor 
usability due to the large size of the dynamic reference 
frame and probe, the short image recognition distance, and 
relatively low cost-effectiveness.
Conclusion: In cervical spine surgery, navigation systems 
are mainly used for instrumentation of the upper and 
lower cervical vertebrae through a posterior approach, 
and navigation is known to help reduce complications and 
increase the surgical success rate. Recently, with advances 
in augmented reality, robotic systems, and 3D printing, 

various studies on the convergence of navigation and new 
technologies are underway.
Keywords: Cervical spine surgery, Navigation, Robotic 
surgery, Augmented reality, 3D printing

경추 수술에서 네비게이션의 활용

이한동, 전창훈, 정남수, 정희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수술용 네비게이션의 주요 기능은 3D CT 영상과 실제

의 물리적 환자의 좌표 정보를 정합하여 수술 중 환자의 해부

학적 구조 및 수술 기구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술의 성공

률을 높이며 합병증 발생률을 낮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근 

O-arm과 3D fluoroscopy 등의 장비가 개발되어 수술방에서 실

시간으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척추 수술에서 네비게이

션의 활용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본론: 경추는 척추체 및 후방 구조물이 흉추와 요추에 비해 크

기가 작고, vertebral artery와 spinal cord로 인해 수술에 어

려움이 있다. 네비게이션은 subaxial cervical spine의 수술에

서 lateral mass screw 삽입 및 pedicle screw 삽입 과정에서 

misplacement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occipitocervical region에서 high riding vertebra 등

으로 인해 협소해진 safe-zone을 네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screw misplacement를 줄이는데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최근 최소침습 수술의 발전에 따라 네

비게이션을 이용하여 cervical foraminotomy에서 충분한 감

압을 하고 과도한 facet의 손상을 막았던 사례가 보고되었다. 

Anterior approach에서도 odontoid screw fixation에서 이용된 

사례와 OPLL 및 tumor 등의 제거 과정에서 soft tissue와 bony 

tissue의 경계를 확인하는데 이용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최근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기술의 발전되면서, 네비게이션

을 통해서 획득하는 시각 정보를 모니터가 아닌, Google glass 

혹은 Hololens와 같은 head mount display, 또는 microscope

을 통하여, 수술 field에 영상 정보가 투영되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C1 lateral 

mass, odontoid fracture fixation, C2 pedicle, translaminar, 

subaxial lateral mass, pedicle screw 삽입과 decompression 

and ACDF 등의 case를 네비게이션과 로봇을 같이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3D printing 기술의 발달로, 영상

에 의한 navigation이 아닌, 3D printing navigation template

를 screw guide로 활용하여 MIS upper 및 subaxial cervical 

screw fixation case들이 소개되었다. 현재 영상 기반 네비게이

션은 호흡 및 metal 간섭으로 인한 artifact, dynamic reference 

frame 및 probe의 큰 size 인한 사용 과정 중의 불편감, 짧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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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이션 인식 거리, 낮은 cost-effectiveness 등이 해결되야 할 

한계점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경추 수술에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후방 접근을 통한 상부 

경추 및 하부 경추의 instrumentation에서 주로 사용되며, 합병증 

감소 및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최근 AR, 로봇 시스템, 3D printing의 발전과 함께 네비게이션

과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색인단어: 경추 수술, 네비게이션, 로봇 수술, 증강현실, 3D 프

린팅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of Cervical Spinal 
Tumors

Hyoungmi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With the remarkable developments 
of spinal surgery in the last century and the efforts of impassioned 
spine surgeons, the clinical results of many challenging cases 
of tumors involving the cervical spine, which were considered 
inoperable and incurable in the past, have substantially improved.
Main Body: Considerations for the advanced surgical 
treatment of challenging cases with tumors involving the 
cervical spine are as follows:
1. Tumor biology and prognosis
  - Primary vs. metastatic
  - Benign vs. malignant
  - Bone lesion vs. spinal cord tumor
2. Resection mode and extent
  - Piecemeal vs. en bloc resection
3. Tumor location and surgical approach
  - Upper cervical vs. subaxial cervical
  - Anterior vs. posterior vs. 360° 
  - Dumbbell vs. IDEM vs. intramedullary
4. Reconstruction
  -   Destabilizing structure and extent by tumor resection or 

surgical approach
  - Anterior column reconstruction / posterior stabilization
  - Graft choice 
Conclusions: Due to the variety of the characteristics of 

tumors involving the cervical spine, an individualized 
treatment plan for all cases is mandatory, requiring creative 
preoperative planning and meticulous surgical techniques.
Keywords: Cervical spine, Primary spinal tumor, Spinal cord 
tumor, Cervical reconstruction

경추를 침범한 종양성 병변의 절제와 재건

김형민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지난 세기 눈부신 척추 외과 의학의 발전과 진취적인 척추

외과의들의 노력으로 과거 불치 및 난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많

은 경추의 종양성 병변의 치료 성적이 향상되었다. 

본론: 경추의 종양성 병변을 외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

저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추를 침범

한 원발성 골종양 계통의 치료에서는 골종양 치료 원칙에 가능

한 부합하도록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별하여 적절한 절제

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외과적 접근법과 절제 범위, 그리고 척

주재건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진

단 과정에 적절한 생검과 영상의학 검사는 필수적이다. 양성 종

양도 병리학적 진단에 따라 비활동성(latent), 활동성(active), 

공격성(aggressive) 병변으로 나눌수 있고, 악성 종양도 저등급

(low grade), 고등급(high grade) 종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

부학적 위치 및 주변 조직으로의 침습도 정도(Ennecking stage, 

WBB classification) 에 따라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절제연을 

계획한다. 하지만 경추에서는 사지의 경우와 달리 척수와 척추 

동맥, 경동맥과 경정맥 및 기도 식도 등이 인접하여 사지에서

와 같은 골종양 원칙에 부합하는 절제연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

가 많아 합리적인 외과적 목표를 설정하여 종양학적으로 최대

한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가능한 합병증을 피하여

야 한다. 또한 종양의 위치가 척주의 전방, 후방 또는 사방에 걸

쳐 있는지 또는 상부 경추, 하부 경추, 경흉추 이행부위에 있는

지도 외과적 접근법과 절제 범위의 결정 및 적절한 척주 재건 

방법을 계획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경추의 척수에서 발생

한 척수 종양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양성 종양이고 외과적 생검 

외에 조직학적 진단을 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영상의학 진단

에 의존하여 병변의 위치와 범위를 고려하여 외과적 치료를 계

획하게 된다. 척수 종양의 경우 척주를 파괴하거나 불안정을 초

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술적 치료를 위한 척추관내로의 외

과적 접근 과정으로 인해 척주 불안정이 발생하는데, 종양의 적

절한 제거뿐만 아니라 따르는 척주 손상을 적절히 재건하는 계

획을 세우는 것이 수술 이후 변형(such as post-laminectomy 

kyphosis) 및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재발한 병변의 

재수술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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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양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양의 특

성상 모든 증례가 개별화 되어 있는 치료 계획이 필요하여 창의

적인 수술 계획과 술기를 요구한다.

색인단어: 경추, 종양, 원발성 척추 종양, 척수 종양, 경추 재건

Concurrent Session: Deformity 
- Paediatric Spinal Deformity: 

Postoperative Balance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Sagittal Balance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Sung-Soo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Haeundae-Paik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s the importance of sagittal 
alignment and balance in adult spinal deformities has become 
established,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sagittal curvature 
in patients with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Here, I 
review the literature on sagittal alignment and balance in AIS 
and their changes after surgery. I would like to mention the 
new sagittal classification of AIS.
Main Body: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AIS patients have 
less thoracic kyphosis (TK) than normal adolescents. They 
also have decreased lumbar lordosis (LL), reduced sacral 
slope (SS), increased pelvic incidence (PI), and increased 
pelvic tilt (P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but some 
reports have stated that this is not the case. Cervical lordosis 
(CL) decreases with cervical kyphosis, which is found in 40-
89% of AIS patients. According to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shed in 2019, there was no 
difference in LL, SS, PI, PI-LL mismatch, and the sagittal 
vertical axis (SVA).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gittal 
alignment between thoracic and lumbar curves. The SVA 
was shifted posteriorly in both AIS patients and normal 
adolescents. The use of a brace in AIS reduced CL, TK, 
LL, and the posterior distance of the SVA. Various changes 
in sagittal alignment after AIS surgery have been reported, 
depending on the inclusion criteria, the type and material 
of the instrumentation, and surgical techniques. In other 

words, TK, LL, and SS increased in some reports, and they 
decreased in others. There are reports of an increase in 
PT, but there are also report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a recent report, TK increased after surgery in patients 
with thoracic hypokyphosis (TK<20°) preoperatively and 
decreased in those with thoracic normohyperkyphosis 
(TK≥20°). The correction of thoracic hypokyphosis 
spontaneously reduced cervical kyphosis. The posterior 
distance of the SVA slightly increased after surgery, but it 
slightly decreased after surgery in other studies conducted 
on Lenke 5 AIS. However, postoperative sagittal imbalance 
was rare. In 2019, Abelin-Genevois et al. described a 
new AIS sagittal classifica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sagittal structural curves. In this classification, type 1 
refers to harmonious sagittal alignment with a straight or 
lordotic cervical spine, TK, and LL. Type 2 has thoracic 
hypokyphosis and cervical kyphosis, and is subdivided into 
type 2a with a neutral thoracolumbar junction and type 2b 
with thoracolumbar kyphosis. Type 3 is cervicothoracic 
kyphosis and prolongation of LL with thoracolumbar 
lordosis. Type 3 has only two alternating sagittal curves. 
Among the three types, type 1 is the most common, and type 
2b is the least common. This sagittal classification can help 
spine surgeons correct sagittal alignment in AIS surgery. 
Conclusions: AIS shows thoracic hypokyphosis with 
decreased cervical lordosis or cervical kyphosis, and the 
sagittal balance slightly shifts posteriorly. Restoration 
of thoracic hypokyphosis through AIS surgery can 
improve cervical kyphosis, and sagittal imbalance is rare 
postoperatively. It would be helpful to utilize the new AIS 
sagittal classification in the correction of sagittal alignment.
Keywords: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Sagittal balance, 
Sagittal alignment, Sagittal classification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시상 균형 

김성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성인 척추 변형에서 시상 정렬(sagittal alignment)과 시상 

균형(sagittal balance)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서 시상면 정렬과 균형에 대한 연구가 수년 전부

터 많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의 시상 정렬과 균형을 알아 보고,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시상 분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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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는 정상 청소년과 비

교하여 흉추 후만(thoracic kyphosis)은 여러 연구에서 감소되

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요추 전만(lumbar lordosis)과 

천추 경사(sacral slope)가 정상 청소년보다 감소되어 있고, 골

반 지수(pelvic incidence)와 골반 기울기(pelvic tilt)가 증가되

어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경추 전만

(cervical lordosis)은 측만증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고 경추 후

만이 40~89%에서 관찰되었다. 2019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

찰과 메타 분석에 의하면 요추 전만, 천추 경사, 골반 지수, 골반 

지수와 요추 전만의 차이, 시상 수직축(sagittal vertical axis)는 

측만증 환자와 정상 청소년 사이에 차이는 없었고, 흉추 만곡과 

요추 만곡 사이의 시상 정렬에도 차이가 없었다. 시상 수직축은 

측만증 환자와 정상 청소년에서 모두 후방으로 이동되어 있었

다.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서 보조기는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및 시상 수직축까지의 후방 거리를 감소시켰다. 

수술 후의 시상 정렬의 변화는 대상 환자군, 사용한 기기의 종류

와 재질 및 술기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즉 흉추 후만, 요

추 전만, 천추 경사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 감소한다는 보고

도 있으며, 골반 경사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차이가 없다

는 보고도 있다. 최근 보고에서는 흉추 후만이 술 전 20도 미만

인 경우 술 후 증가되고, 20도 이상인 경우 술 후 감소하였소, 흉

추 저후만의 교정에 의해 경추 후만이 감소하였다. 수직 시상축

은 후방으로의 거리가 수술 후 약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Lenke 5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수술 후 약간 감소한다

는 보고도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시상 불균형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9년 Abelin-Genevois 등은 시상 만곡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상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에서 1형은 조화로운 

시상면 정렬을 보이지 형태로 일자 형태이거나 전만을 보이는 

경추, 정상적인 흉추 후만과 요추 전만을 가진다, 2형은 흉추 저

후만과 경추 후만을 보이는 형태이며 이 중에서 흉요추부 후만

이 없는 경우에는 2a형으로, 흉요추부 후만이 있는 경우에는 2b

로 나누었다. 3형은 경흉추부 후만이 있으면서 요추 전만이 확

정되어 흉요추부 전만이 있는 형태로 2개의 시상 만곡이 존재한

다. 이중에서 1형은 가장 많으며, 2b형은 가장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시상 정렬의 이 분류를 고려하면 수술적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흉추 저후만과 함께 경추 

전만의 감소 또는 경추 후만을 나타나며, 시상 균형은 후방으로 

이동되어 있다. 수술로 흉추 저후만의 교정은 경추의 정렬을 호

전시킬 수 있으며, 수술 후 시상 불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시상 정렬에 교정에 있어 새롭게 제시된 시상 분류를 활용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색인단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시상 균형, 시상 정렬, 

시상 분류

Coronal Balance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Dong-Gune Chang, Hong Jin Kim, Jae Hyuk Yang*, 
Seung Woo Suh*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s,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aims of surgical treatment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AIS) are to correct sagittal 
and coronal alignment and minimize the degeneration of 
non-fused segments by preserving as many motion segments 
as possible.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is a mainstay 
of surgical treatment in AIS, but there have still been 
postoperative issues related to coronal imbalance.
Main Body: The main causes of coronal imbalance that may 
occur after AIS surgery with pedicle screw instru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ly, selective thoracic fusion is considered 
as the treatment of choice in cases involving a single thoracic 
curve with a flexible lumbar curve, corresponding to the 
most common form of AIS. Selective thoracic fusion can 
maintain motion segments of the lumbar spine, but coronal 
imbalance could occur as a result of over-correction of the 
thoracic curve with a lack of natural correction of the non-
structural lumbar curve. Secondly, the other main cause is 
incorrect identification of the double major curve as a single 
thoracic curve (incorrect identification of the structural 
curve), which leads to only thoracic fusion instead of both 
lumbar and thoracic fusion. Thirdly, the factors related to 
coronal decompensation include an improper selection of 
the fusion levels (short fusion segments). Moreover, a higher 
probability of postoperative coronal decompensation is 
found in cases of greater L4 tilt and higher deviation of the 
apical vertebral body in the lumbar curve. However, initial 
postoperative coronal imbalance may improve over time 
as a result of flexibility in non-instrumented segments in 
AIS patients. Spontaneous improvement in coronal balance 
usually occurs within 1 year after surgery, and revision due 
to postoperative coronal imbalance is very rare.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conduct a thorough evaluation 
of the curve and determine the exact fusion level using 
preoperative radiography in order to prevent postoperative 
coronal imbalance in AIS. 
Keywords: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Coronal balance, 
Curve, Fusion levels.



Volume 28  •  Number  S2  •  Nov 2021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155S154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관상면상의 균형

장동균, 김홍진, 양재혁*, 서승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치료 목표는 적절한 시상

면 및 관상면을 교정하여 유지하고 가능한 많은 운동 분절을 남

겨 유합하지 않은 분절의 퇴행성 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현

재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후방 교정 유합술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수술 후 관상면상 척추 정

렬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있어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관상면상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한다.

본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수술 후 발생 가능한 관

상면 불균형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유연한 요추 만곡을 가진 

단일 흉추 만곡에서 선택적 흉추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흉추 만

곡의 과교정에 의한 비구조적 요추 만곡의 자연 교정력의 부족

으로 관상면상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다. 두번째로 이중 주만

곡의 경우에는 흉추 만곡과 요추 만곡을 모두 유합을 시행 해

야 하는데, 이중 주만곡을 단일 흉추 만곡으로 잘못 인식하여 흉

추 만곡만 교정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로 선택적 유합술을 시행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유합 범위, 특히 유합 분절이 짧은 경우에

도 관상면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요추 만곡의 첨부 

추체가 중심선에서 많이 전위되어 있을수록, 제 4요추의 경사

가 클수록 수술 후 관상면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수술 후 발생

한 관상면 불균형은 운동 분절의 유연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1년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재수술은 

매우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서 수술 후 관상면상 불균

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전 방사선 검사를 통한 철저한 만

곡의 분석과 정확한 유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단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관상면상 균형, 만곡, 

유합 범위

Shoulder Balance in Adolescent Idiopathic Scoliosis

Kun-Bo Park 

Division of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Severance Children̓s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houlder imbalance is one of 
the clinical findings of idiopathic scoliosis. However,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shoulder imbalance and the type or 
severity of scoliosis has not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shoulder imbalance after 
corrective surgery for scoliosis.
Main Body: If there is T1 tilt to the concave side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positive T1-tilt), or if there is 
a proximal thoracic curve with more than 25° on side-
bending radiography (structural proximal thoracic curve), 
corrective surgery for the proximal thoracic curve has 
been recommended because of the postoperative shoulder 
imbalance or progression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If only the main thoracic curve is corrected, postoperative 
left shoulder elevation has been reported in patients with a 
proximal thoracic curve of more than 20° (Fig. 1). According 
to another study, i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is greater than 
25°, fusion is recommended when the shoulder is balanced 
or the left shoulder is raised. However, gradual improvement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has also been reported. 
Furthermore, the shoulder height is sometimes different in 
patients without scoliosis, a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radiographic and gross shoulder balance. Debate 
continues regarding proximal thoracic curve correction and 
postoperative shoulder balance.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jor and minor curves, not 
the presence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is related to 
postoperative shoulder balance. Less correction of the stiff 
proximal thoracic curve may be the cause of the change 
in shoulder balance after surgery. In another study, a small 
lumbar curve compared to the main thoracic curve was 
suggested as a cause of postoperative shoulder imbalance. 
The choice of the upper instrumented vertebra is also a 
question because it can affect not only the scar extending to 
the neck, but also the cervical spine balance. Considering 
that the proximal thoracic curve is usually short and stiff, 
it is considered that better postoperative shoulder balance 
would result from more extensive correction of the prox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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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curve (i.e., beyond T2).
Conclusions: If the preoperative proximal thoracic curve 
is stiff with left shoulder elevation or a balanced shoulder, 
correction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should be 
considered. However, even in such cases, surger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age and the ratio of 
the proximal thoracic curve to the main thoracic curve.
Keywords: Shoulder, Idiopathic scoliosis, Pproximal thoracic 
curve, T1 tilt, Fusion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어깨 균형

박건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형외과

서론: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임상 소견 중 하나가 어깨 높이의 비

대칭이다. 그러나 어깨 높이 불균형과 측만증의 형태 및 측만각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반면, 척추측만증의 

교정 후 어깨 높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본론: 제 1흉추가 근위 흉추 만곡의 오목한 쪽으로 기울어지

거나(Positive T1 tilt, King type V), 굴곡 촬영에서 25도 이상

의 근위 흉추 만곡이 있는 경우(Structural proximal thoracic 

curve, Lenke curve type 2 or 4)에는 만곡의 진행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어깨 불균형 때문에 근위 흉추 만곡의 수술이 권유되

었다. 근위 흉추 만곡과 연관된 수술 후의 어깨 불균형은 주로 

우측 어깨의 하강이며 20도 이상의 근위 흉추 만곡이 있을 때 

주 흉추 만곡만 교정을 하면 술 후 좌측 어깨가 올라가는 것 또

한 보고되었다(Fig. 1). Lenke 는 수술 전 우측 어깨가 올라가 있

어도 근위 흉추 만곡이 30도가 넘거나 굴곡 사진에서 20도 이상

이면 술 후 우측 어깨의 하강이 우려되므로 근위 흉추 만곡을 유

합할 것을 권유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근위 흉추 만곡이 25도 이

상이면 어깨 균형이 맞거나 좌측 어깨가 올라가 있을 때 유합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점진적인 근위 흉추 만곡의 호전도 보

고된 바 있으며, 측만증이 없는 환자에서도 어깨 높이가 다른 경

우가 있고 방사선 상의 어깨 높이와 육안 상의 어깨 높이에 차이

가 있기에 어깨 높이 균형을 위해 반드시 근위 흉추 만곡을 교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있다. 근위 흉추 만곡의 유무

가 아니라 주만곡과 부만곡의 각도 차이가 술 후 어깨 균형에 관

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주만곡에 비해 경직된 근위 흉추 만곡

이 술 후 덜 교정되는 것이 술 후 어깨 균형의 변화의 원인일 수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전 작은 요추부 만곡이 술 후 좌

측 어깨가 올라가는 현상과 관계있다고도 하였다. 근위 흉추 만

곡의 수술 시 목부위까지 연장되는 흉터뿐만 아니라 경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고정할 지도 문제이다. 

만곡간의 비율이 어깨 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볼 때는 근위 흉추 

만곡의 교정이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상위 고정 척추를 적어

도 T2를 포함한 근위부로 할 때 술 후 어깨 균형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수술 전 근위 흉추 만곡이 경직되어 있으면서 좌측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균형이 잡혀 있어 수술 후 우측 어깨의 하강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위 흉추 만곡의 유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령과 근위 흉추 만곡과 주 흉추 

만곡의 비율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근위 흉

추 만곡의 유합을 시행할 시에는 주 흉추 만곡의 교정 비율과 유

사하도록 효과적인 교정을 시행해야 한다.

색인단어: 어깨, 특발성 측만증, 근위 흉추 만곡, T1 tilt, 유합술 

Fig. 1. The proximal thoracic curve was 25° and this curve was not included in the fu-

sion level. Left shoulder elevation is noted on postoperative standing radiography. 

Concurrent Session: Deformity 
- Adult Spinal Deformity: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Radiologic and Intrinsic Perspectives on the 
Prevention of PJK

Ho-Joong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recent burgeoning research 
on adult spinal deformity (ASD) has unveiled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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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rgical treatment and how to gain these benefits, even 
though the path forward was vague only about 10 years ago.
Main Body: During the last decade, the significance of pelvic 
incidence in the global spinal sagittal align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RS-Schwab classification for ASD 
have served as guidelines of surgical treatment for ASD 
and as milestones for promising surgical results. However, 
a remaining unsolved problem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ASD is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for which 
multifactorial causative factors have been suggested. 
Numer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overcorrection of 
lumbar lordosis would be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PJK, while there is still a lack of evidence whether 
undercorrection c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PJK. 
Therefore, the ideal correction angle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ASD surgery. The global alignment and 
proportion (GAP) score is a recently introduced concept that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a method of predicting 
mechanical complications in patients undergoing surgery for 
ASD. The GAP score consists of five factors: relative pelvic 
version, relative lumbar lordosis, the lordosis distribution 
index, relative spinopelvic alignment, and age. Based on 
the combined scores, global alignment characteristics are 
described as proportioned, moderately disproportioned, and 
severely disproportioned. However, its validity in predicting 
PJK remains controversial.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dynamic patterns in patients with ASD during daily activities, 
which might be a clue for both the prevention of PJK and 
improvements in surgical results. In motion analyses, patients 
with higher anterior pelvic tilt during gait had a higher 
incidence of PJK. Moreover, high functional mobility in 
the TUG test and STS test (within 15.10 s and 14.23 s) was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PJK and proximal junctional 
failure occurr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alance 
problems and muscle coordination are associated with PJK. 
Conclusions: Even though PJK cannot be completely 
prevented, recent studies on the ideal correction angle have 
made great steps towards reducing the occurrence of PJK. In 
addition, less ability of muscle coordination and balance may 
constitute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PJK.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Sagittal imbalance,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Motion analysis, Functional 
mobility test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사선학적인 측

면과 내재적 측면

김호중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은 척추변형수술이후에 오는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많게는 49%까지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 중에서 재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일부분이지만, 

수술 후 교정각이 소실되고, 일부에서는 다시 시상면 불균형이 

생겨 임상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근위 이행

부 후만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어져 오

고 있음에도 여전히 완벽한 예방은 힘든 실정이고, 그 이유로는 

이러한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이 다인자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중에서 방사선학적인 측면과 내재적

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제안되었던 것이 

요추부 전만의 과교정이다. 시상면 불균형의 교정수술에서 요

추에서 전만을 만들 경우 보상적으로 흉추의 후만이 생기게 되

는데, 전만을 과교정하게 되면 되면, 상호작용으로 흉추부 후만

이 증가해야 하므로 결국 근위 이행부에서 후방인대 손상이나 

골절, 척추경 나사못의 이완 및 빠짐 현상이 생겨서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저교정이 후만변

형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교정각을 계산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소

개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환자의 골반 입사각을 요추 전만

의 교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소개된 Global 

Alignment Proportion (GAP) Score 도 몇가지 sub-score 가 

있지만 모두 개개인의 PI 를 기준으로 교정각을 산출하고 있다. 

GAP score 의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의 예측력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고령의 환자군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방사선학적인 측면만으로는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환자의 보행분석이나 기능적 

보행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이 된다. 즉, 수술 전 보행 검사에서 골반의 전방 회전이 증가

된 그룹에서 수술 후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의 위험이 높았으며, 

수술 전 기능적 보행 검사 중 Sit-to-Stand 검사를 시행하는데 많

이 시간이 소요되는 그룹에서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이 많이 발

생하였다. 이것은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의 발생이 방사선학적

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균형감각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방사

선학적 검사를 지표로 교정각을 결정해야하며, 수술 전 환자의 

보행 및 균형감각 또한 같이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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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단어: 성인척추변형, 시상면 불균형,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 

보행분석, 기능적 보행 검사

Biomechanical and Surgical Considerations in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Nam-Su Chu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roximal junction kyphosis 
(PJK) following adult spinal deformity (ASD) surgery 
remains challenging because of its high complication rate 
and poorer clinical outcomes. Various complex risk factors 
for PJK have been analyzed. Understanding biomechemical 
and surgical risk factors is of paramount concern for the 
establishment of ASD surgery. 
Main Body: Biomechanical events in PJK involve 1) stress 
concentration at the adjacent segment of spinal fusion 
during spinal segment motion and 2) the bending moment 
between the gravity axis and the adjacent segment of fusion 
during standing. The bending moment is more important; for 
instance, the lumbar spinal unit can withstand a compressive 
force of 500 kg but can fail in response to a bending moment 
of only 20 kg. When the stress increases beyond the elastic 
limit of the anterior column compression and posterior 
tension band, plastic deformation at the proximal junction 
occurs. Surgical strategies include bone cement augmentation 
for anterior compression reinforcement and the application of 
a tether for posterior tension enhancement. The soft landing 
technique uses a hook, dynamic fixation, and the shape of 
the pedicle screw and rod at the upper instrumented vertebra 
(UIV). The selection of the UIV is determined by the shape 
of curvature and bending moment. An ideal reconstruction 
of lumbar lordosis (LL) includes the amount of LL (neither 
undercorrection nor overcorrection) and the shape of LL 
(harmonized upper LL versus lower LL).
Conclusion: PJK sometimes occurs in appropriately 
reconstructed cases, which implies that it is unclear whether 
PJK is a technical flaw or a limitation of long-level fusion. 
Further research, including a risk stratification analysis for 

biomechanical and surgical factors, is warranted. 
Keywords: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Biomechanical, 
Surgical, Bending moment

근위이행부 후만증의 생역학적 및 술기적 고려

정남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성인 척추변형수술 후 근위이행부 후만증은 흔히 발생하

고 불량한 임상적 결과를 초래하므로 척추외과의에게 큰 도전

이 되는 합병증이다. 근위이행부 후만증과 관련된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석되는데, 이중에서 생역학적 및 수술적 

요인은 성인 변형수술 술기의 정립을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할 

과제이다. 

본론: 근위이행부 후만증의 병인으로 작용하는 생역학적 요소

는 1) 척추 분절운동시 유합인접분절에서 나타나는 응력집중현

상(stress concentration)과 2) 척추 기립시 인체의 무게중심축

(gravity axis)과 유합인접분절과의 거리에 의해 발생하는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이다. 특히 굽힘모멘트는 근위이행

부 후만증의 발생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된다. 예를 들면, 요

추 분절은 500 kg의 수직압박력을 견디지만 20 kg의 굽힘모멘

트에 손상된다. 이러한 응력이 근위이행부에서 전주 추체의 압

박과 후주 긴장대(tension band)의 장력의 탄성 한도를 초과하

면 후만 변형이 발생한다. 생역학적 고려에 기반하여 근위이행

부 후만증의 발생을 막기위한 수술 전략이 수립된다. 이행부 추

체의 전주 압박력을 보강하기위해 골시멘트보강술이 도입되었

고, 후주 긴장대의 장력을 보완하기위해 띠(tether)가 사용되었

다. 유합인접분절 응력집중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soft 

landing) 전략에 따라 훅(hook)의 사용이나 연성 고정을 시도

하였고, 상위고정분절(UIV)에서  나사못의 각도나 금속봉의 굽

힘 형태에도 주목하고 있다. 상위고정분절은 만곡의 형태나 굽

힙모멘트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요추 전만의 재건은 부

족하지도(undercorrection) 과하지도(overcorrection) 않은 이

상적인 정도가 최선이며, 전만의 크기와 함께 전만의 모양, 즉 

하부-상부 요추 비율을 유지하는(harmonized) 형태가 중요하

다. 

결론: 근위이행부 후만증은 때로는 적절한 재건술이 이루어졌

다고 판단했던 경우에도 발생되어, 술기의 오류인지 아니면 

장분절 유합술의 한계인지 모호하다. 현재 위험 계층화 (risk 

stratification) 등 다양한 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생역학 및 술기

와 관련된 요인들을 찾아 가고 있다. 

색인단어: 근위이행부 후만증, 생역학적, 수술적, 굽힘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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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Fate of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after Long-Segment Fusion for Adult Spinal 
Deformity

Se-Jun Park, Chong-Suh Lee, Jin-Sung Park,  
Byeong-Jik K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is a relatively common complication after long-
segment fusion for adult spinal deformity (ASD). In a narrow 
sense, PJK represents local proximal kyphosis without 
bony compromise or neurologic deficit. PJK is usually 
asymptomatic at its initial presentation. Unlike PJK, proximal 
junctional failure (PJF) is often accompanied by bony 
failure, progressive kyphosis, or neurologic deterioration, 
sometimes requiring revision surgery. In this lecture, we aim 
to investigate the long-term fate of asymptomatic PJK and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revision surgery among patients 
with PJF after ASD surgery.
Main Body: (1) Long-term fate of PJK: We examined patients 
who underwent long-segment fusion for ASD and could be 
followed up for more than 5 years. PJK was defined as a 
proximal junctional angle (PJA) more than 10°. There were 
30 patients in PJK group and 43 patients in non-PJK group. 
At the last follow-up (mean 92.4 months), the average PJA 
was 2.5° in the non-PJK group and 21.2° in the PJK group. 
The clinical outcomes (such as the back visual analog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and SRS-22) were worse in the 
PJK group than in the non-PJK group. Three (10%) of 30 
patients underwent revision surgery for PJK progression.
(2) Risk factors for revision surgery after PJF development: 
Although PJF increases the likelihood of needing revision 
surgery, revision is not necessary in every patient with PJF, 
especially if the patient does not present with a neurologic 
deficit. This study included 69 patients who developed PJF 
without neurologic deficits and could be followed up for 
more than 2 years. During a mean follow-up of 39.4 months, 
23 patients (33.3%) required revision surgery.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bony failure (odds ratio: 10.465) 
and PJA (odds ratio: 1.131) were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those with bony failure, the cutoff value of PJA for 
performing revision surgery was calculated as 22°.

Conclusions: Even if PJK was asymptomatic at initial 
development, it progressed radiographically with time and 
eventually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linical outcomes in 
long-term follow-up. With regard to PJF, bony failure with 
PJA of greater than 22° increased the likelihood of revision 
surgery. Therefore, early surgical interven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se patients.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roximal junctional failure, Long-term follow-up

근위분절 후만증의 장기추시시의 운명

박세준, 이종서, 박진성, 강병직

성균관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서론: 근위 분절 후만증은 성인 척추 변형의 장분절 유합술 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합병증으로 이는 크게 증상이 없거나 경

미한 좁은 범위의 근위 분절 후만증(PJK)와 통증, 후만변형, 신

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위 분절 실패(PJF)로 나눌 수 있다. 

PJK는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추시시

에는 임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리고 PJF는 재수

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추시시 어떤 경우에 재

수술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최근 발표된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본론: 

(1) PJK의 장기 추시 결과

성인척추변형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

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JK는 국소 후만각이 10도 

이상 증가되었을 때로 정의하였다. PJK 그룹은 30명, non-PJK 

그룹은 43명이었다. 총 92.4개월 추시를 하였을 때, 최종 추시

시의 국소후만각은 PJK 그룹이 21.2도, non-PJK 그룹이 2.5도

였다. 최종 추시시 PJK 그룹의 환자들의 임상 지표(back VAS, 

ODI, SRS-22)는 non-PJK 그룹의 환자들보다 낮았다. 30명의 

PJK 환자 중 3명(10%)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2) PJF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하게 하는 인자

PJF가 발생하였던 환자 중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JF 발생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9명의 PJF 환자를 평

균 39.4개월 추시하였을 때 23명(33.3%) 에서 재수술이 필요하

였다. PJK 형태의 PJF(국소후만각>20도)보다 골절 형태의 PJF

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국소 후만각이 클수록 수술

적 치료의 위험이 높았다. 수술이 필요한 국소후만각의 컷오프 

값은 22도로 계산되었다. 

결론: 발생 초기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던 PJK도 장기 추시

시에는 후만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PJK가 없는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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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 임상증상이 좋지 않았다. PJF 중 골절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와 처음 PJF가 진단되었을 당시의 국소 후만각이 큰 경우에

는 수술적 치료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았다.

색인단어: 성인척추변형, 근위분절 후만증, 근위분절 실패, 장기 

추시

Concurrent Session: Basic Science 
- Disc Degeneration (Up to date)

Pathophysiology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Jong-Hyun K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on-ju,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represents an important cause of morbidity in spinal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about the pathophysiology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Main Body: The scientific literature was reviewed through 
PubMed, Medline, and ScienceDirect. Articles were chosen 
in accordance with the study objective and their scientific 
relevance. A wide range of mechanical, traumatic, genetic, and 
nutritional factors can affect the integrity of the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ve processes involve structural damage of the 
intervertebral disc and changes in the number and composition 
of cells. The main factor in the degeneration of the intervertebral 
disc is the loss of proteoglycans. Degenerative changes of the 
disc are connected to damage of adjacent structures, leading 
to functional changes, higher susceptibility to injuries, and 
clinical symptoms. Based on the available evidence, the 
pathophysiology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can be 
understood as an age-dependent, cell-mediated molecular 
degradation process under genetic influence that is accelerated 
by nutritional and mechanical factors.
Conclusions: Understanding the pathophysiology of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can help to select the appropriate clinical 
treatment and to develop techniques for the biological and 
molecular restoration of the degenerated and degenerating 
intervertebral disc.

Keywords: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Pathophysiology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병태 생리

고종현

전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척추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하

여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병태 생리 및 연관 인자에 대해 개괄해

보고자 한다. 

본론: PubMed, Medline, ScienceDirect를 통해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병태 생리와 연관된 선행 문헌을 탐색하고 본 주제에 부

합되는 논문을 선택하였다. 기계적, 외상성, 유전성, 영양학적 

인자를 포함하는 많은 인자가 추간판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을 구성하는 세포

의 수와 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구조적 손상을 포함하는 과정이

며, 주요인으로는 proteoglycan의 소실로 알려져 있다. 추간판

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과 인접한 구조물의 손상으로 이어지

고, 이는 척추의 기능적 변화와 손상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병태 생리는 

영양 및 기계적인 인자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연령과 관

련된 세포 매개 분자성 퇴행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병태 생리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치

료 방법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퇴행성 추간판의 생물학

적, 분자적 재생에 대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색인단어: 추간판, 퇴행성 변화, 병태 생리

Animal Model Research on Disc Degeneration 

Jun-Seok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unpyeong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intervertebral disc is a 
complex multicomponent structural tissue consisting of 
an outer fibrous ring, the annulus fibrosus (AF), an inner 
hydrated gel-like substance, the nucleus pulposus (NP), 
and cartilaginous endplates (CEPs). The adult human 
intervertebral disc is characterized by the loss of notochordal 
cells, an essentially avascular nature, and exposure to 
biomechanical stresses influenced by bipedalism. The 
purpose of this symposium is to investigate an anim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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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reflect these degenerative changes in the human 
intervertebral disc.
Main Body: Various degenerative disc animal models have 
been reported, ranging from small rodents such as mice 
knockout models to rats, rabbits, dogs, goats, sheep, and 
primates. Notochordal cells persist in the NP of the majority 
of species into adulthood. These animals are mice, rats, 
rabbits, nonchondrodystrophoid dogs, pigs, and primates 
(macaques, rhesus monkeys). There are only a few animals 
that lose notochordal cells, such as humans; these are 
chondrodystrophoid dogs, goats, and sheep. Numerous 
methods of inducing disc degeneration have been reported. 
Broadly, these can be considered under the categories of 
spontaneous degeneration, mechanical, and structural models. 
The spontaneous degeneration models include sand rats, 
genetically engineered mice, canines (chondrodystrophoid 
dogs), and primates. Mechanical models of disc degener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groups (compression and 
instability), although there is overlap between the two 
groups. Structural models include a method of inducing disc 
degeneration by injecting chemical agents into the disc, and 
a method of making a degenerative disc model by damaging 
the CEP or AF using a drill bit, scalpel, or needle.
Conclusions: No animal model can mimic the clinical 
condition of degenerative changes in the human intervertebral 
disc with complete fidelity. This is because degenerative 
changes in the intervertebral disc involve various factors 
and a complex pathophysiological process. Animal models 
of degenerative discs are essential for improving our 
understanding of degenerative changes in human discs and 
testing potential therapies, and may play a major role in the 
phases of new therapies leading to clinical trials.
Keywords: Notochordal cells,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ve 
change, Animal model

퇴행성 추간판 동물모델과 연구

이준석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추간판은 섬유륜, 수핵 그리고 연골단판으로 이루어진 복

합성분의 조직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다양한 척추질환

의 발생에 관여한다. 성인의 추간판은 척색세포가 사라지고 무

혈성 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보행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생역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 추간판의 퇴

행성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동물모델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작은 설치류인 유전자 조작 mice에서부터 rats, rabbits, 

dogs, goats, sheep, primates까지 다양한 퇴행성 추간판 동

물모델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체가 된 후

에도 추간판의 수핵에 척색세포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물은 mouse, rat, rabbit, nonchondrodystrophoid dog, 

pig, primate (macaque, rhesus monkey)이다. 인간과 같

이 척색세포가 출생 후 사라지는 동물은 얼마 되지 않으며 

chondrodystrophoid dog, goat, sheep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물모델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

이 보고되고 있다. 광범위하게 자연변성, 기계적, 구조적 모델

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변성 모델은 sand rat, 유전자 조작 

mice, canines (chondrodystrophoid dog), primates 등이 있

다. 기계적 모델은 두 그룹으로 나뉘며 추간판에 압력을 주어 만

드는 방법과 척추에 불안정성을 유도하여 만드는 방법이 있다. 

구조적 모델은 화학물질을 추간판에 주입하여 퇴행성 추간판을 

유도하는 방법과 drill bit, scalpel, needle 등을 이용하여 골단

판이나 섬유륜을 손상시켜 퇴행성 추간판 모델을 만드는 방법

이 있다. 

결론: 어떤 동물모델도 인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임상상태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없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다양한 요

인들이 관여되어 있고 병리생리학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퇴행성 추간판 동물모델은 인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

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치료법을 테스트하는 데 필수

적이며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시험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단어: 척색세포,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물모델. 

Biologic Treatment and Clinical Trials for Disc 
Degeneration

Minjoon Ch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MG-SNU Boramae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ue to recent developments 
in biotechnology, biologic treatment for degenerative disc 
disease (DDD) is being attempted, and advances in fields 
such as conventional surgical treatment, gene therapy, and 
tissue engineering have potential for degenerative disc 
treatment.
Main Body: In disc regeneration, cell-based therap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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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attention in the past few decades, and mesenchymal 
stem cells (MSCs) and notochordal cells have been used. 
Early studies mainly used MSCs, which are easy to produce 
and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In 2005, there was the 
first case of mesenchymal cell autotransplantation, and it 
was reported that lower back pain improved. In a clinical 
trial, xenogeneic bone marrow-derived MSC transplantation 
was reported to relieve pain and increase disc hydration 
during follow-up, but the disc height was not restored. 
However, the results so far have not been randomized, 
so they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Two double-
blind clinical trials using MSCs are currently underway. 
Ishii et al. confirmed that the proliferative capacity and 
differentiation capacity of these disc progenitor cells were 
reduced, and since then, efforts to activate endogenous 
progenitor cells have been attempted. However, research is 
still lacking. Among the growth factor-based treatments for 
disc regeneration, preclinical experiments have shown that a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argeted biglycan fragment 
inhibits the progression of DDD, and a clinical trial using 
GDF5 is ongoing. Efforts to repair or regenerate the annulus 
fibrosus (AF) are ongoing. In relation to repair, injectable 
bioadhesives are being tried at the laboratory level, and 
biomolecule-based treatments such as gene therapy and GDF 
are also being studied in relation to regeneration. However, 
the low cell population of the degenerative disc makes this 
treatment difficult;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treatment 
timing (e.g., a specific disc degeneration stage) is important 
for successful treatment. Cell therapy using MSCs has been 
attempted to regenerate the AF in the preclinical stage, 
but there is a need to overcome problems such as leakage 
through AF defects, maintenance of cell population, and 
nutrients.
Conclusions: Research related to biologic treatments for 
degenerative discs is pursuing three main directions: cell-
based therapy, progenitor cell activation, and growth factor-
based therapy. Symptom improvement has been reported 
in cell therapy clinical trials using MSCs, but results 
from double-blind clinical trials are required to prove the 
therapeutic effect.
Keywords: Disc degeneration, Disc regeneration, Mesenchymal 
stem cell, Clinical trial, Growth factor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생물학적 치료 및 임상시험

조민준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퇴행성 디스크 질환

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며 기존의 수술적 치료 

유전자 치료 및 조직 공학과 같은 분야의 발전은 퇴행성 디스크 

치료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론: Neucleus pulposus(NP)에 대한 치료에서 세포 기반 치료

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주로 Mesenchymal 

stem cell (MSC) 그리고 notochordal cell 등이 이용되었다. 특

히 초기 연구들은 생산이 쉽고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MSC가 

주로 사용되었다. 2005년 auto mesenchymal cell 이식의 첫

번째 증례가 있었고, 2년 후 LBP의 호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이종 골수유래 MSC 이식 임상시험에서 약 12개월에서 36

개월의 추시 기간동안 통증 완화 및 디스크의 수화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추간판 높이는 복구되지 못하였

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 않은 결

과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 MSC를 이용한 2개의 이

중 맹검 임상시험이 진행중이다. Ishii 등은 이러한 디스크 전구

세포들의 증식능력과 분화능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이후 내

인성 전구세포를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

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디스크 재생을 위한 성장인자 기

반 치료 중 TGF-b 를 타겟으로 한 biglycan fragment가 IDD

진행을 억제함을 전임상 실험에서 보인 바 있으며, GDF5를 이

용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Anulus fibrosus(AF) repair 

또는 regeneration 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Repair와 

관련하여 Injectable bioadhesive가 실험실 수준에서 시도되

고 있으며, regeneration과 관련하여서도 Gene therapy, GDF

와 같은 biomolecule기반 치료들이 연구되어 있다. 그러나, 

degenerative disc의 낮은 세포는 이러한 치료를 어렵게 하며, 

따라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 disc degeneration 단계

와 같은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SC와 같은 세

포치료가 전임상 단계에서 AF의 재생에 시도되고 있으나, AF의 

defect를 통한 leakage, cell population의 유지, nutrient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 퇴행성 디스크에 대한 생물학적 치료에 관련한 연구는 세

포기반치료, 전구세포활성화, 성장인자기반 치료의 세 측면에

서 다양하게 연구 되고 있다. MSC를 이용한 세포치료 임상시험

에서 증상 호전이 보고되었으나, 치료 효과의 증명을 위해서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결과가 요구된다. 

색인단어: 추간판 퇴행, 추간판 재생, 줄기 세포, 임상 시험, 성

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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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Session: Spine Pain 
- Session 1. Low Back Pain Under 

Specific Condition

Osteoporosis and Low Back Pain 

Dae-Hyun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Bone pain in elderly people 
dramatically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with osteoporosis 
being the leading cause of skeletal-related events. Peripheral 
and central mechanisms are involved in the pathogenesis of 
nervous system sensitization. 
Main Body: Osteoporosis in the elderly has been associated 
with increased density of bone sensory nerve fibers 
and their pathological modifications, together with 
overexpression of nociceptors sensitized by the lowered 
pH due to osteoclastic activity. The activation of N-methyl-
D-aspartate receptors and the microglia, in response to a 
range of pathological conditions, represents the leading 
cause of central sensitization. Repetitive painful stimuli 
cause neurochemical and electrophysiological alterations in 
afferent sensory neurons in the spinal cord., which leads to 
central sensitization and contributes to chronic bone pain.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bisphosphonates, and 
opioids may be helpful to control bone pain. 
Conclusions: Low back pain in osteoporosis is an important 
clinical challenge. Its co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n 
patients’ quality of life are underestimated and have non-
negligible social implications. Balanced and multimodal pain 
therapy may be necessary to improve patients’ functional 
capacity and to help prevent neurological alterations.   
Keywords: Back pain, Bone pain, Osteoporosis, Central 
sensitization 

골다공증과 요통

박대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고령의 환자에서 골 관련 통증은 생활의 질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골다공증의 경우 주요한 근골격계 변화 중 

하나이며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 말초 및 중심성 감작이 골다공

증으로 인한 골 관련 통증의 핵심 기전이다.

본론: 고령의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sensory fiber

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 수용체의 과다 발현

이 발생한다. 또한 파골 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Ph가 낮아진다. 

NMDA 수용체의 활성화와 microglia의 활성화 또한 중심성 감

작을 일으키게 된다. 반복적인 통증 신호가 지속되고 신경생화

학적인 변화가 지속되어 중심성 감작이 더 악화되어 결과적으

로 만성 골통이 발생한다. NSAIDs, 비스포스포네이드 제제 및 

opioid 등이 이러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들이다.   

결론: 골다공증에서 유래하는 허리 통증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

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대부분 과소평가되어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다학제적 약물 요법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기능

적인 향상으로 중심성 감작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단어: 요통, 골통, 골다공증, 중심성 감작

Sarcopenia and Low Back Pain

Chang-Su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University, Gospel Hospital, Kosin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Low back pain (LBP) is one of 
the most common ailments in our lifetime, and it is caused by 
many factors.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atrophy of 
the back muscles is a factor that causes LBP. This age-related 
loss of skeletal muscle mass is termed sarcopenia, and recent 
studies have found sarcopenia to be related to a variety of 
geriatric disor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sarcopenia and 
LBP remains unclear, and this presentation aimed to clarify 
the association between sarcopenia and LBP.
Main Body: The paraspinal muscles (i.e., multifidus and 
erector spinae) play an important role in spinal movement 
and control, and have been investigated as potential 
contributors to LBP. Several studies have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umbar paraspinal muscle morphology 
and LBP is unclear. Local muscular changes seem to be a 
result of LBP rather than a cause, while decreased paraspinal 
muscle mass is likely implicated in recurrent LBP. Not 
confined to sarcopenia, systemic low-grade inflammation, 
also called “inflamm-aging,” has been widely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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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eature of the aging process. Increased levels of pro-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nterleukin (IL)-1,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 act synergistically to 
promote the loss of muscle mass and function. Similarly, the 
role of inflammatory cytokines (IL-6, TNF-a, etc.) in LBP 
has been studied. Thus, patients with aging-related loss of 
muscle mass may have higher perceptions of pain sensation.
Conclusions: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arcopenia and LBP, which remains unclear. 
However, clinically, it is clear that people with lower muscle 
mass have a poor prognosis in terms of LBP. There is a need 
for active interest and treatment to promote recovery of 
muscle mass in LBP patients. 
Keywords: Sarcopenia, Low back pain, Frailty, Inflammatory 
cytokine

근감소증과 허리통증

김창수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허리통증은 흔한 병증 중 하나로 여러 원인들로 발생한

다. 등근육의 감소가 허리통증의 한 요소라고 하였다. 나이 듦에 

따른 골격근의 감소를 의미하는 근감소증(sarcopenia)은 노쇠

(Frailty)의 중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근감소증과 허리통증 사

이의 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자. 

본론: 신체동작이나 조절에 중요한 척추주위근은 허리통증의 

유발인자 중 하나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척추주위근의 

형태와 허리통증은 명확한 결론을 짓지 못하였다. 척추 주위근

의 부분적인 변화는 허리통증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로 여

겨지며, 차라리 몸통근육의 감소가 반복적인 허리통증을 유발

하는 한다는 연구가 있다.

근감소증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감을 전신적

인 경도의 염증상태로 생각하며, “inflamm-aging” 이라 부르기

도 한다. Inflammatory cytokines (IL-1,6, TNF-α 등)이 증가하

면서 근력량이나 기능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이다[5]. 비슷하

게 허리통증에 inflammatory cytokines 이 작용을 한다는 연구

들도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근력의 감소현상은 통증 감작

에 취약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 근감소증과 허리 통증과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

견이 많다. 또한 명확한 원인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사람에서 허리통증에 대한 

예후가 나쁜 것은 명확하다. 허리통증의 치료자 입장에서 근육

량의 회복에 적극적인 관심과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근감소증, 허리 통증, 노쇠, 염증성 사이토카인 

Spinopelvic Imbalance and Low Back Pain

Tae-Keun Ah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A 
University, Seongnam,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balance of the spine and 
pelvis can be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coronal and sagittal 
planes, and imbalance of the spine and pelvis increases 
abnormal loads on tissues such as bones, ligaments, cartilage, 
discs, and muscles. The imbalance of the spine and pelvis 
can be divided into structural imbalance and functional 
imbalance, which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tructural and 
functional imbalance in the coronal plane and structural and 
functional imbalance in the sagittal plane.
Main Body: Scoliosis is a common disease caused by 
structural imbalance of the spine in the coronal plane. One of 
the main symptoms of scoliosis is pain, and it is known that 
pain occurs on the convex side of the scoliotic curve, but is 
not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curve. In scoliosis, 
pain resulting from the deformed spine is caused by an 
abnormal load on each vertebral segment and surrounding 
musculoskeletal tissue, disc and facet joint damage due to 
degenerative changes, and muscle fatigue. In addition, a 
difference in the lower extremities of more than 2 cm causes 
a coronal inclination of the pelvis, and this pelvic imbalance 
causes secondary functional scoliosis of the spine. However, 
it is reported that the inclination of the coronal plane of the 
pelvis due to muscle imbalance observed in the general 
population with normal lower extremity length is not related 
to low back pain. Sagittal imbalance of the spine is usually 
caused by a decrease in lumbar lordosis or an increase in 
thoracic kyphosis. The shape of the curve in the sagittal plane 
of the spine can be explained a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pine and the pelvis, and various types of 
sagittal arrangements have been shown to maintain balance. 
Roussouly et al. classified the sagittal configurations of the 
normal adult population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pelvis 
and reported four types of normal sagittal alignment (Fig. 
1). In type 1 sagittal alignment, the lordosis of the lumbar 
spine is short and the kyphosis is located in the thoracic and 
lumbar regions. It was reported that with this sagittal shape 
of the spine, spondylolisthesis of L5/S1 and disc disease and 
dislocation of the thoracolumbar region were more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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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other types. In type 2 sagittal alignment, the sacral slope 
and pelvic incidence are small, and disc degeneration of L4/
L5 and L5/S1 proceed earlier than in other sagittal types. 
Type 3 sagittal alignment is the most ideally balanced shape. 
In type 4 sagittal alignment, it was suggested that isthmus 
dislocation and stenosis in the lower lumbar spine may occur 
more frequently due to high sacral inclination and pelvic 
inclination. Thus, the disease caused by degenerative changes 
and mechanical stres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alignment 
of the sagittal plane of the normal population. Structural 
changes of the body accelerate and the energy consumption 
of musculoskeletal tissue increases inefficiently, resulting in 
chronic pain.
Conclusions: Imbalance of the coronal plane and sagittal 
plane of the spine and pelvis causes an unbalanced load on 
the bones, ligaments, cartilage, discs, muscles, and nerves 
constituting the spine, thereby accelerating degenerative 
changes in each musculoskeletal tissue and nerve, causing 
instability and increasing fatigue, and all these changes cause 
pain. However, temporary and functional pelvic tilt without 
structural changes is not directly related to pain.
Keywords: Spine, Pelvis, Imbalance, Pain

척추 골반 불균형과 요통

안태근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과 골반의 균형은 관상면과 시상면으로 나누어 분석

할 수 있으며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은 골, 인대, 연골, 디스크, 

근육 등의 조직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가중시키게 된다.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은 구조적인 불균형와 기능적인 불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관상면상에서 구조적 기능적 불균형, 시상

면상에서 구조적 기능적 불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론: 관상면상에서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의 대표적인 질환은 

측만증이다. 측만증의 주요증상들 중 하나가 통증이며 통증은 

만곡의 볼록면에서 발생하지만 만곡의 크기와 직접 비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만증에서 척추의 변형으로 인한 통

증은 각 척추 분절과 그 주변의 근골격 조직에 대한 비정상적 부

하와 퇴행성 변화로 인한 디스크 및 후관절 손상, 그리고 근육의 

비정상적인 부하에 의한 피로 가중에 의해 발생하며 근육이 부

착하는 부위에서도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2cm 이상의 하

지 부동은 골반의 관상면상 경사를 유발하고 이러한 골반의 불

균형은 이차적으로 척추의 기능적 측만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적 측만증도 오랜기간 유지가 되면 구조적인 척추

의 변화를 야기하여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정상 하지길

이를 가진 일반인에서 관찰되는 근육의 불균형에 의한 골반의 

관상면상의 경사는 요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  척추의 시상면 불균형은 보통 요추전만의 감소나 흉추후만

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척추 시상면상의 곡선의 형태는 척추

와 골반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상면 배열을 보일 수 있다. Roussouly 

등은 골반의 형태에 따라 정상인의 시상면상 배열을 분류하여 

네가지 형태의 정상 시상면 배열을 보고하였다(Fig. 1). 제 1형 

시상면 형태의 경우 요추 전만이 짧고 후만이 흉추와 요추부에 

위치한다. 이러한 척추 시상면의 형태는 L5/S1의 전방전위증 및 

흉요추부의 디스크 병증과 전위증이 다른 형태보다 흔하게 발

생한다고 하였다. 제 2형 시상면 형태의 경우 천골 경사(sacral 

slope)과 골반 지수(Pelvic incidence)가 작으며 L4/L5 그리고 

L5/S1의 디스크 퇴행이 다른 시상면 형태에 비하여 일찍 진행한

다고 하였다. 제 3형 시상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보이

는 형태이다. 제 4형의 시상면 형태의 경우는 높은 천골 경사와 

골반 경사로 인하여 요추 하부에 협부형 전위증과 협착증이 호

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상인의 척추도 그 시상면 형태

에 따라 퇴행성 변화 및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초래되는 질환

이 다르며 어떤 이유로든 요추 전만이 작아지고 흉추 후만이 증

가하면서 중력의 중심이 신체의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상

면상 척추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되고 근골격 조직의 에너지 소

모가 비효율적으로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결론: 척추와 골반의 관상면 시상면상의 변형은 척추를 구성하

는 골, 인대, 연골, 디스크, 근육, 신경 조직에 불균형적인 부하

를 초래하여 각 근골격 및 신경 조직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하

고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근육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이 모든 

변화들은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적 변형이 동반되

지 않은 일시적이고 기능적인 골반 경사는 통증과는 직접적 연

관이 없다.  

색인단어: 척추, 골반, 불균형, 통증

 

Fig. 1. Roussouly classification of sagittal spinal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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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Session: Spine Pain 
- Session 2. Nucleoplasty and 

Neuroplasty

Nucleoplasty

Seung-Pyo Suh, Yun-Se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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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t is known that 80% of the 
population experiences low back pain during their lifetime. 
Low back pain has an annual prevalence of 50%,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about 40% of cases are caused by 
an intervertebral disc such as a herniated disc or internal 
derangement of the disc.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past, 
a dichotomous distinction was made between conservative 
treatment and surgical treatment, but various interventional 
procedures have been implemented recently. Among these 
various procedures, we would like to discuss nucleoplasty.
Main Body: Nucleoplasty has been widely performed since 
it was approv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 2000, and indirect decompression of the intervertebral 
disc is performed by generating plasma through coblation 
through several channels.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nucleoplasty is indicated if there is low back pain with 
radiating pain, disc protrusion of less than 6 mm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 contained disc, or positive findings for 
discography, as well as in cases when conservative treatment 
fails. It was reported that nucleoplasty led to significant 
improvements compared to patients who underwent 
conservative treatment or nerve block,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As 
a related complication, pain at the needle site was the most 
common (76%), although it mostly disappeared within 2 
weeks. There have been no reports of major complications 
such as vascular injury or paralysis.
Conclusions: Nucleoplasty is a relatively safe and fast 
procedure, and the results can be relatively favorable if the 
indication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Keywords: Nucleoplasty,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Herniated nucleus pulposus,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수핵성형술

서승표, 김윤성

성애병원 정형외과

서론: 요통은 전 인구에서 일생동안 80%에서 경험을 한다고 알

려져 있고, 연간 5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약 40%가 추

간판 탈출증 혹은 추간판 내장증과 같은 추간판에서 기인되었

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는 보존적인 치

료 및 수술적 치료로 양분화 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중

재적 시술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술 가운데 수핵성

형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수핵성형술는 2000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 많

이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채널을이용한 소작술을 통해 플

라즈마를 발생시켜 추간판의 간접적 감압술을 시행한다. 여러 

문헌에서 수핵성형술의 공통된 적응증으로 요통과 더불어 방사

통이 있는 경우, MRI 상 추간판 돌출이 6 mm 이하로 심하지 않

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간판 조영술에 양성인 경우, 그

리고 보존적인 치료에 실패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는 보존적 치료, 신경차단술, 수술을 시행한 군들과 비교 시 보

다 유의하게 호전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연관된 합병증으로

는 주사침 부위의 통증이 7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부분 2

주 이내 소실되었고, 그 외에도 무딘감, 요통 등이 있으나 대부

분 호전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혈관 손상이나 마비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결론: 수핵성형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빠른 시술로 그 적응증을 

잘 고려하여 시행한다면 결과가 비교적 훌륭한 술식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수핵성형술, 추간판탈출증, 수핵탈출증, 최소침습 

Indications and Treatment Techniques for 
Neuroplasty 

Chang-Uk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wangmyeong Sung-Ae Hospital, 
Gwangmyeong,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ince neuroplasty was first 
introduced in 1989, it has recently been performed in various 
departments, including in hospitals. As the general public 
has become more aware of neuroplasty, increasingly many 
procedures are being performed, underscoring the need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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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understanding of neuroplasty.
Main Body: Neuroplasty has been recognized for its 
indications for post-surgical syndrome and central spinal 
stenosis and is widely used. However, there is considerable 
controversy regarding whether neuroplasty is the right 
technique. First of all, neuroplasty has the basic concept 
of alleviating pain by removing epidural adhesions.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adhesions are the 
cause of pain and whether the equipment and procedures 
used properly remove adhesions. Nonetheless, the field is 
gradually expanding, so we would like to explore other 
available indications, the general steps of the procedure, 
and the types and efficacy of drugs. Finally, we will discuss 
differences in symptom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atheter, and describe side effects and precautions.
Conclusions: Neuroplasty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procedures in recent years. It is thought that a higher 
treatment effect can be expected if the treatment is performed 
based on a correct understanding of various related factors.
Keywords: Neuroplasty, Adhesion detachment 

신경성형술의 적응증과 시술기법

이창욱

광명성애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1989년 신경성형술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개원가를 비

롯하여 다양한 과에서 신경성형술이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인

에게도 소개되면서 점차 더 많이 시술되고 있으므로 신경성형

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론: 신경성형술은 척추 수술 후 증후군 및 중심성 척추관 협

착증등에 이미 적응증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신경성형술이 올바른 명칭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

다. 우선 경막외 유착을 제거하여 통증을 호전시키는 기본개념

에서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용되는 장

비 및 술식이 유착을 적절히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

문이 많습니다.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므로 그 외 사용 가능한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고, 성형

술의 일반적인 시술 단계 및 약물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터 종류에 따른 증상 호전의 차이

를 알아보고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신경성형술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술 중 하나입니

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술함으로써 좀 더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색인단어: 신경성형술, 유착박리술

Plenary Session

Decompression & Fusion in the Aging Spine

In Soo Kim

President, 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Department of Neuro Surger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Korea

Zerrissenheit & Scoliosis

Choon-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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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Paper: MIS

21-028

Comparison of Reoperation Rates Between Biportal 
Endoscopic and Microscopic Lumbar Discectomy

Hojin Jung, Si Young Park, Taewook K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e reoperation rates of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and microendoscopic discectomy (MED) 
were compared.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BESS recently became popular 
for herniated nucleus pulposus and showed favorable clinical 
outcomes compared with MED. However, little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rate of reoperation because of re-herniation 
or instability.
Materials and Methods: Since 2007, we collected data on 
MED and BESS patients for single-level discectom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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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earched for patients who received reoperation involving 
revisional discectomy or fusion surgery. We also reanalyzed 
the reoperation rates according to the learning curve data 
from other studies.
Results: Data were collected on 162 patients who underwent 
MED and 315 patients who underwent BESS. In the MED 
group, 9 patients (5.56%) received reoperation. When 
the learning curve was set at 30 cases, reoperation was 
performed in 4 patients (13.33%) before the 30th case and 5 
patients (3.79%) after the 31st case. In the BESS group, 12 
patients (3.81%) received reoperation. When the learning 
curve was set at 58 cases, reoperation was performed in 3 
patients (5.17%) before the 58th case and 9 patients (3.5%) 
after the 59th case.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lthough within-group 
comparison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learning curve in the MED group (p=0.039), but not in the 
BESS group (p=0.55).
Conclusions: BESS showed a similar rate of reoperation to 
that of MED. In terms of reoperation, BESS is considered 
to be safe. After the learning curve was completed, the 
reoperation rate was lower.
Keywords: BESS, MED, Reoperation, Learning curve

양방향 내시경 및 현미경 하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재수술 

빈도의 비교

정호진, 박시영, 강태욱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와 

microendoscopic discectomy (MED)의 재수술 빈도를 비교하

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BESS는 최근 널리 시행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법 중 하나로, MED와 비교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합병증 등 임상적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추간판 재탈출,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재수술 빈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대상 및 방법: 2007년부터 본원에서 시행한 MED, BESS 수술 환

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단일 분절 추간판 절제술 시

행받은 환자 중 6개월 이내 추간판 재절제술 또는 유합술을 포

함한 재수술 시행한 환자를 조사하였다. 기존 보고된 learning 

curve를 참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수술 빈도를 함께 분석하였

다.

결과: 총 162명의 MED 수술, 315명의 BESS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MED 중 9명(5.56%)이 재수술을 받았으

며, learning curve를 30예로 가정하였을 때 30예 전에서 4

명(13.33%), 이후 5명(3.79%)가 해당되었다. BESS 중 12명

(3.81%)이 재수술을 받았으며, learning curve를 58예로 가

정하였을 때 이전 3명(5.17%), 이후 9명(3.5%)이 해당되었다. 

두 군간의 빈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수술법 내에서, 

learning curve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MED 군에서는 유의

한 차이(p=0.039)를 보였으나, BESS 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p=0.55).

결론: BESS는 재수술 빈도에 있어 MED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안전한 술식으로 사료된다. 전체 재수술 빈도는 국내 빅데이터

를 이용한 관혈적, MED의 재수술 빈도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

준을 보였다. learning curve를 고려하였을 때, 달성 이전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재수술 빈도가 확인되어, learning curve 이

후에는 양호한 수술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색인단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현미경하 수핵절제술, 재수

술, 학습 곡선

21-001

Anterior Thigh Pain Following Minimally Invasive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Multivariate 
Analysis from a Prospective Case Series

Sam Yeol Chang, Woo Seok Lee, Hyoungmin Kim,  
Bong-Soon Chang, Choon-K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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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Prospective case series. 
Objectives: To describe anterior thigh pain (ATP) following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OLIF) and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vere ATP during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OLIF has become a widely 
used, efficient surgical tool for various degenerative lumbar 
diseases. OLIF involves the antepsoas approach and psoas 
major muscle (PMM) retraction to insert an interbody 
cage orthogonally. Therefore, OLIF is often associated 
with postoperative ATP on the approach side. However, 
limited evidence exists on the nature and risk factors of 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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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OLIF. 
Materials and Methods: We conducted a prospective case 
series on patients who underwent OLIF from May 2020 to 
April 2021.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s for ATP 
were recorded and a pain map was drawn daily from the 
day of surgery until postoperative 7 days. We also collected 
preoperative and intraoperative data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TP. Radiologically, the total cross-sectional 
area (CSA) and retraction CSA of the PMM were measured 
on preoperative T2-weighted axial magnetic resonance 
images at the L4-5 intervertebral disc level. 
Results: The current prospective study included 92 patients 
(31 men, 61 women) with a mean age of 70.4 years (range, 
56~86 years). Sixty-five (70.6%) patients experienced 
approach-side ATP to any extent during postoperative days 
0~7 following OLIF. At postoperative 7 days, 19 (20.7%) 
patients complained of residual ATP with a mean VAS score 
of 0.5±1.3. Patients were stratifi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experienced ATP with a VAS 7 or more at 
any time poin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associated factors. In the multivariate 
analysis, the PMM retraction lengt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ving ATP with a VAS score of 7 or more 
(adjusted odds ratio=2.316, p=0.044).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prospectivel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ATP and associated factors following OLIF 
and identified PMM retraction length as a risk factor for ATP 
in the immediate postoperative period following OLIF.
Keywords: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Anterior thigh 
pain, Psoas major muscle, Genitofemoral nerve 

최소 침습 사측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 후 발생한 전방 대퇴

부 통증에 대한 전향적 연구

장삼열, 이우석, 김형민, 장봉순, 이춘기*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참조은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전향적 환자군 연구

연구목적: 최소 침습 사측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minimally 

invasive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MI-OLIF) 시행 후 

발생하는 전방 대퇴부 통증의 양상을 파악하고, 심한 대퇴부 통

증과 연관된 위험 인자를 찾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MI-OLIF은 다양한 요추 퇴행성 질환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와 안정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

인되었다. OLIF은 수술적 접근 시와 추체간 케이지를 삽입할 때 

대요근(psoas major muscle, PMM)을 후방으로 견인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방 대퇴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MI-OLIF 후에 발생하는 전방 대퇴부 통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MI-OLIF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

구를 시행하였다. 수술 당일부터 수술 후 7일까지 매일 전방 대

퇴부 통증의 강도(visual analogue scale, VAS)를 확인하고, 통

증 지도를 그리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 대퇴부 통증의 위험인자

를 분석하기 위해 임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술 전 MRI를 이

용하여 요추 4-5번 분절에서 다음과 같은 방사선학 지표를 측정

하였다: PMM total and retraction cross-sectional area (CSA), 

PMM retraction length.

결과: 본 연구에는 총 92명(남자 31명, 여자 61명)의 환자가 포

함되었으며, 수술 시 평균 연령은 70.4세였다. 65명(70.6%)의 

환자가 수술 후 7일간 한 번이라도 전방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

였으며, 수술 후 7일째에는 19명(20.7%)의 환자에서 통증이 남

아 있었다. 수술 후 7일간 어느 시점에라도 VAS 7점 이상의 전

방 대퇴부 통증을 호소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로 전체 환

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PMM 

retraction length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방 대퇴부 통증과 

연관이 있었다(adjusted OR=2.316, p=0.044).

결론: 본 연구진은 이번 전향적 연구를 통해 MI-OLIF 시행 후 

발생한 전방 대퇴부 통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요추 4-5번 분

절에서 측정한 PMM retraction length가 VAS 7점 이상의 심한 

전방 대퇴부 통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색인단어: 사측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 전방 대퇴부 통증, 대요

근, 음부대퇴신경

21-073

The Influence of Systolic Blood Pressure at the Time 
of Extubation on the Development of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Dong Ki Ahn, Won Shik Shin

Department Orthopaedic Surgery,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xtub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ESBP) on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POS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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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Literature Review: POSEH is the most common 
cause of neurological complications after spinal surgery. 
The incidence is greater in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ho underwent BESS 
between August 1, 2018 and June 30, 2021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POSEH and 
normal groups. Homogeneity was proven by comparing 
preoperative and intraoperative factors. Primarily, the ESBP 
was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arily,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high ESBP (>160 mmHg) and 
normal (≤160 mmHg) groups again and the incidence of 
POSEH was compared. A subgroup analysis was done in 
the senior population (>70 years). There were 352 eligible 
patients, of whom 152 were men and 200 were women. 
The average age was 68 years (range, 20-90 years), and 179 
patients were ≥70 years old. There were 124 patients in the 
high ETBP group and 228 patients in the normal group. The 
diagnosis was herniated nucleus pulposus in 105 patients and 
spinal stenosis in 247 patients. Anti-platelet drugs (APD) 
were taken in 21 patients (6.0%), discontinued in 24 (6.8%) 
and not taken in 307 (87.2%). An anti-fibrinolytic agent 
(AFA) was used in 292 (83%) patients. 
Results: Nineteen patients (5.4%) underwent revision 
surgery for the removal of POSEH. The POSEH and normal 
groups were homogeneous in age, sex, diagnosis, operated 
segments, operation time, and laboratory findings related 
to blood clotting. However, heterogeneity was found in 
preoperative APD (POSEH group: taking 5, discontinued 2, 
non-takers 12 / normal group: taking 16, discontinued 22, 
non-takers 295, p=0.008) and intraoperative AFA (POSEH 
group: +12, -7/normal group: +280/-53, p=0.028). The ESBP 
was 162.7±15.9 mmHg in the POSEH group and 154.1±18.3 
mmHg in the normal group. 
Conclusions: High ESBP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POSEH, and the degree of risk is greater in seniors. 
Keywords: Postoperative spinal epidural hematoma, 
Extrubation systolic blood pressure,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양공 내시경 척추수술에서 마취 기도관 제거 시 수축기 혈

압이 경막외 혈종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안동기, 신원식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관찰연구

연구목적: 양공내시경 척추수술에서 기도관의 제거 시에 수축

기 혈압의 상승이 경막외 혈종과 유관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척추수술의 신경학적 합병증의 가장 많

은 원인이 경막외 혈종이다. 양공내시경 척추수술은 그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취용 기도관 제거로 인한 혈압상

승과 혈종의 형성이 유관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양공내

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연구가 부재하

다.

대상 및 방법: 2018년 8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까지 본원에

서 양공내시경 요추감압술을 받은 환자들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경막외 혈종으로 재수술을 시행한 혈종군과 정상군으로 

이분하여 수술전과 수술중의 조건을 비교하여 동질성을 증명

하고 일차 유효성 평가로 기도관 제거시의 수축기 혈압을 비교

하였다. 전체 집단을 다시 160 mmHg 이상의 고혈압군과 미만

의 정상군으로 나누고 이차 유효성 평가로 경막외 혈종의 발생 

빈도를 비교하였고 고령의 하부군에서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

하였다.  총 352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남자가 152, 여자가 

200예였다. 평균 연령이68(20~90)세였고 70세 미만이 173예, 

70세 이상이 179예였다. 고혈압 군이 124예 정상 군이 228예였

다. 진단명은 추간판 탈출증이 105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247예였다. 항혈소판제는 21예(6.0%)에서 복용 중, 24예(6.8%)

에서 복용 중단 그리고 307예(87.2%)에서 복용하지 않았다. 항

혈전용해제는 292예(83%)에서 사용하였다.

결과: 352예 중 19예(5.4%)에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혈종군과 정상군은 나이, 성별, 진단명, 

수술 분절의 수, 수술시간 그리고 혈액 응고와 관계된 검사결

과에서 동질성을 보였다. 그러나 수술전 항혈전제 복용과(혈종

군: 복용 5, 중단 2, 비복용 12/정상 군: 복용 16, 중단 22, 비복

용 295, p=0.008) 수술중 항혈전용해제의 사용은(혈종 군: 사용 

12, 비사용 7/정상 군: 사용 280, 비사용 53, p=0.028) 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기도관제거시 수축기 혈압은 혈종군이 162.7

±15.9 mmHg, 정상군이 154.1±18.3 mmHg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33). 고혈압군(11/124, 8.9%)에서 정상혈압

군(8/228, 3.5%) 보다 혈종 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p=0.32, 

OR=2.68). 노년층 하부군(≥70)에서는 혈종 형성의 위험비가 

더 증가하였다(p=0.010, OR=7.13). 혈종과 유관하였던 항혈소

판제 복용 그리고 항혈전용해제의 사용과 함께 다변량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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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도관 제거시 고혈압은 경막외 혈종의 독립적인 위험인자

였다(p=0.015, OR=7.47).

결론: 마취용 기도관 제거에 의한 수축기 혈압상승은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경막외 혈종의 형성과 유관하였고 고령층에서는 

위험도가 더 증가하였다.

색인단어: 수술 후 경막외 혈종, 기도관 제거시 수축기 혈압, 양

공내시경 척추수술

21-059

Clinical Outcomes of Biportal Endoscopic versus 
Microscopic Surgery in Lumbar Decompression or 
Discectomy: A Beginner’s Perspective

Yangseon Choi, Jeongik Lee, Chan-Woo Jung,  
Kwang-Sup S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propensity-matched comparative 
study. 
Objectives: To compare the clinical results of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as a beginner for lumbar 
decompression or discectomy with microscopic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n previous studies, no significant 
clin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se two surgical 
procedures and few publications have described the 
beginner’s perspective on BESS. 
Materials and Methods: Fifty patients who underwent 
endoscopic surgery (group 1) for lumbar decompression or 
discectomy by a surgeon who started performing BESS in 
April 2019 and those who underwent microscopic surgery 
for the same lesions (group 2) until 2020 were propensity 
score-matched to adjust for differences in baseline variables 
(age, sex, and preoperativ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We evaluated their perioperative laboratory tests (C-reactive 
protein [CRP], hemoglobin [Hb]), clinical outcomes (ODI, 
numeric rating score [NRS] for back and extremity pain), 
length of hospital stay, and complications. All patients had at 
least 6 months of follow-up and their postoperative clinical 
outcomes were evaluated at the last follow-up. 
Results: Each of the two groups included 47 patient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ir age, sex, and preoperative 
NRS. After surgery, the peak CRP value and the CRP 

increment were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1 than in group 
2.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Hb 
decrement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The postoperative 
ODI value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1 than in group 
2,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DI improvement between the two groups. Three patients 
underwent revision surgery at the index level in each group; 
however, group 1 had 3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dural 
tear: 2 cases, conversion to open: 1 case). 
Conclusions: Despite the limitations of a retrospective study,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BESS, even when performed 
by a beginner, could be an effective modality for lumbar 
decompression and discectomy. However, as a beginner, 
caution should be taken regarding possible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Keywords: Lumbar, Decompression, Discectomy, Endoscopy, 
Microscopy 

요추 감압술 또는 추간판 절제술에서 양문 내시경과 현미

경 수술의 임상 결과: 초심자의 관점

최양선, 이정익, 정찬우, 송광섭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성향 매칭 비교

연구목적: 요추 감압술이나 추간판 절제술에서 초심자로서 양

문 내시경 척추 수술(BESS)의 임상 결과를 현미경 수술의 임상 

결과와 비교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이전 연구에서 두 수술 술기 사이의 유의

미한 임상적 차이가 없었고 BESS에 대한 초심자 관점에서의 간

행물은 거의 없었다.

대상 및 방법: 2019년 4월부터 BESS를 시작한 의사에 의해 요

추 감압술 또는 추간판 절제술을 내시경 수술(그룹 1)로 시행 받

은 환자 50명과 2020년까지 같은 병변에 대해 현미경 수술을 받

은 환자(그룹 2)를 기준 변수(나이, 성별 및 수술 전 Oswestry 장

애 지수(ODI))의 차이를 조정하여 성향 점수를 일치시켰다. 수술 

전후 실험실 검사(C-반응성 단백질(CRP), 헤모글로빈(Hb)), 임상 

결과(ODI, 등 및 사지 통증에 대한 NRS), 입원 기간 및 합병증을 

평가했다. 모든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을 받았고 수

술 후 임상적 결과는 최종 추적관찰 시의 값으로 평가되었다.

결과: 두 군에 각각 4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으며 연령, 성별, 수

술 전 NRS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최고 CRP 값과 CRP 증

가분은 Group 1에서 Group 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Hb 감소

와 입원 기간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ODI 값은 

Group 1에서 Group 2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ODI 개선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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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수술 분절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는 각 군 3명이었고, 1군에서 수술 중 합병증이 3예(경막 파

열 2예, 관혈적 수술로 전환 1예) 있었다.

결론: 후향적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는 초보자

로서 BESS가 요추 감압 및 추간판 절제술에 효과적인 술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보자로서 수술 중 발생 가능한 합

병증에 주의해야 한다.

색인단어: 요추, 갑압술, 추간판 절제술, 내시경, 현미경

Free Paper: Cervical I

21-025

Cervical Foraminal Stenosis as a Risk Factor 
for Loss of Cervical Lordosis Following Cervical 
Laminoplasty

Joon-Oh Seo, Kyung-Soo Suk, Ji-Won Kwon,  
Namhoo Kim, Byung Ho Lee, Hwan-Mo Lee,  
Hak-Sun Kim, Seong-Hwan Moo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ervical 
foraminal stenosis with cervical lordosis after cervical 
laminoplasty (CLP).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LP is an effective decompression 
method in patients with cervical myelopathy. However, 
kyphosis after CLP may cause insufficient decompression of 
the spinal cord. 
Materials and Methods: In total, 108 patients who underwent 
CLP for cervical myelopathy and who were followed up 
for at least 2 years were reviewed. These patients were 
divided into 25 with kyphotic change and 83 who maintained 
lordosis. The C2-7 Cobb lordotic angle (CLA), C2-7 sagittal 
vertical axis (cSVA),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T1 slope (TS), and TS-CLA were assessed on X-rays 
preoperatively and postoperatively at a 2-year follow-up. 
Cervical foraminal stenosis was assessed from pre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s. Preoperative risk factors related to postoperative 

kyphosis were analyz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paired-
sample t-test, independent-sample t-test,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Using the paired-sample t-test, CLA, cSVA, cROM, 
TS, TS-CLA, and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values at the 2-year follow-up (p<0.001). Using 
the chi-square test, the number of patients with foraminal 
stenosi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kyphotic change group 
than in the group that maintained lordosis (72% vs. 48.19%, 
P=0.036). I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atients 
with foraminal stenosi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developing 
kyphosis (odds ratio=3.921, p=0.027). The higher the CLA,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developing kyphosis (odds ratio=0.836, 
p<0.001). A subgroup analysis revealed that patients with 
foraminal stenosis had a significantly higher loss of lordosis 
than the group without foraminal stenosis at the 2-year follow-
up (6.7˚ vs. 2.3˚, p=0.004). 
Conclusions: Preoperative cervical foraminal stenosis is a 
risk factor for cervical kyphosis after CL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P may not be a good surgical option 
for cervical myelopathy combined with cervical foraminal 
stenosis. 
Keywords: Cervical myelopathy, Foraminal stenosis, Laminoplasty, 
Lordosis, kyphosis 

경추 후궁 성형술 후 경추 전만 감소의 위험 인자로서의 경

추 추간공 협착증

서준오, 석경수, 권지원, 김남후, 이병호, 이환모, 김학선, 문성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경추 척수증 환자에서 경추 후궁성형술 후 경추 전만 

감소와 경추 추간공 협착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경추 후궁성형술은 경추 척수증 환자에

서 효과적인 후방 경추 감압 방법이나, 경추 전만 감소가 발생할 

경우 척수의 충분한 감압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경추 후궁성형술후 2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만 변형이 생겼던 25명 (1군)과 전

만이 유지되었던 83명 (2군)으로 나누어 C2-7 Cobb lordotic 

angle (CLA), C2-7 sagittal vertical axis (cSVA), cervical range 

of motion (cROM), T1 slope (TS), TS-CLA를 술전 및 추시 2년 

방사선 사진에서 측정하였고, 추간공 협착증 존재 여부를 술전 

컴퓨터 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분석하여 경추 전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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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관계있는 술전 위험인자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간공 협

착증이 있는 군과 없는 군간의 경추 전만 감소의 정도도 비교하

였다. 통계분석은 대응 표본 T-검정, 독립 표본 T-검정, 카이-스

퀘어 검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대응 표본 T-검정으로 CLA, cSVA, 

cROM, TS, TS-CLA, JOA score를 술전과 술후 추시 2년을 비

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카이-스퀘어 검

정에서 술전 추간공 협착증은 후만 변형이 생겼던 그룹에서 전

만이 유지되었던 그룹보다 유의하게 많았다(72% vs 48.19%, 

p=0.036).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술전 경추 추간

공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후만 변형이 생길 확률이 높았다(odd 

ratio 3.921, p=0.027). 술전 CLA 또한 커질수록 후만 변형이 

생길 확률이 낮았다(odds ratio 0.836, p<0.001). 술 전 cSVA, 

cROM, TS, TS-CLA, JOA score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독립 표본 T-검정에 따르면 술후 2년 추시하였을 때 경추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환자군이 경추 추간공 협착이 없는 환자군에 비하

여 전만 감소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6.7도 vs. 2.3도, p=0.004).

결론: 술 전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경추 후궁성형술 시행 후 후

만 변형 발생의 위험인자이었다. 본 연구결과 추간공 협착증이 

동반된 경추 척수증 환자에서 후궁성형술은 좋은 적응증이 아

닐 것으로 판단되었다.

색인단어: 경추 척수증, 추간공 협착증, 후궁성형술, 전만, 후만

            Fig. 1.

 

             Fig. 2.

21-078

What is the Fate of Pseudarthrosis Detected 2 Years 
after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Results of a Minimum of 5 Years of Follow-Up

Dong-Ho Lee, Jae-Hwan Cho, Se-Han Park*,  
Seung-Hyun Bae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Goyang,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Pseudarthrosis is a common complication o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and is related to 
unsatisfactory long-term clinical outcomes.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consequences of pseudarthrosis detected 2 
years after ACD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t has been reported that 70% 
of cases of pseudarthrosis detected at 1 year postoperatively 
eventually fuse by the 2-year follow-up. 
Materials and Methods: The medical records of 229 patients 
who underwent ACDF and underwent at least 5 years of 
follow-up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presence of 
pseudarthrosis was evaluated at 2 years postoperatively 
and patients with non-union were re-evaluated at 5 years 
postoperatively. Patient characteristics, neck pain visual 
analogue scale (VAS) scores, arm pain VAS scores, and Neck 
Disability Index (NDI) score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Pseudarthrosis was detected in 27 (11.8%) of the 
229 patients at 2 years postoperatively; (n=8; 29.7%: union 
group), (n=19; 70.3%: non-union group). The two group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tient characteristics and 
preoperative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Tables 1 
and 2). In the union group, the neck pain VAS score (p=0.03) 
and NDI (p=0.02) showed further improvement at the 5-year 
follow-up compared with the 2-year follow-up. However, in 
the non-union group, the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did not show further improvement at the 5-year follow-up; 
furthermore, arm pain was aggravated at the 5-year follow-
up compared with the 2-year follow-up in the non-union 
group (1.5±2.2 to 3.0±2.2, p=0.03). The union group had 
significantly lower 5-year follow-up arm pain VAS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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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vs. 3.0±2.2, p<0.01) and NDI scores (2.5±2.8 vs. 
8.5±7.1, p=0.02) than the non-union group. 
Conclusions: The majority (70.3%) of cases of pseudarthrosis 
diagnosed at 2 years postoperatively did not achieve solid 
fusion at long-term follow-up. Furthermore, patients with 
non-union at the 5-year follow-up had significantly worse 
clinical outcomes than those in the union group in terms of 
arm pain VAS and NDI scores; therefore, considering the 
higher possibility of clinical aggravation, pseudarthrosis at 
2 years of follow-up could be considered a poor prognostic 
factor after ACDF. 
Keywords: C-myelopathy, C-radiculopathy, Nonunion, 
Pseudarthrosis,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경추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 후 2년 추시시에 확인

되는 가관절증에 대한 연구: 최소 5년 추시의 결과

이동호, 조재환, 박세한*, 백승현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경추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 후 발생가능한 합

병증 중 가관절증은 발생빈도가 높은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장

기간 추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 예후에 대한 연구가 알려

진 바가 적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선행 연구도 2년까지의 추

시결과를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2년 이상의 추시

환자에서도 추가 유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경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1년 추시 시에 가관절증이 있는 환자에

서 2년째에 유합이 발생할 확률은 약 70%로 높습니다.

대상 및 방법: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경추 전방 디스

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환자 468명의 데이터를 수집하

였고 이중 2년이상 추시되지 않은 환자, 불유합군이면서 5년 추

시가 되지 않은 환자, 후방 접근을 통한 추가적인 일련의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제외한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가

관절증 유무 및 증상의 변화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299명의 환자 중 27명(11.8%)의 환자에서 2년 추시시에 

가관절증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8명(29.7%)의 환자는 

5년 추시상에서 유합을 얻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19명(70.3%)

의 환자에서는 5년을 추시하여도 유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두 집단간의 여러 요인의 비교에선는 유의한 차이점은 없었습

니다(Table. 1, 2). 임상적인 증상은 목통증/팔통증을 VAS로 측

정하였고, NDI를 통하여 목의 기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집단에

서 수술 전보단 유의하게 결과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5년 추시시에 유합된 집단에서는 5년 추시시에 측정한 임

상적인 증상의 척도가 2년 추시시보다 목통증 VAS (p=0.03), 

NDI (p=0.02) 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유합 

집단에서는 2년 추시시보다 오히려 5년 추시시에 팔통증 VAS 

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1.5±2.2 to 3.0±2.2, p=0.03). 그

리고 5년 추시시 유합된 집단에서는 불유합된 집단보다 팔통증 

VAS (0.3±0.5 vs. 3.0±2.2, p<0.01) 및 NDI (2.5±2.8 vs. 8.5

±7.1, p=0.02) 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Table 2, Fig. 1).

결론: 2년 추시시 가관절증을 진단받은 대부분의 환자(70.3%)

에서 장기 추시상에서도 유합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불유

합군에서 유합군에 비해 팔통증 및 NDI와 같은 임상적인 결과

들이 유의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2년 추시

상에서 가관절증을 보이는 경우는 경추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한 환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술 후 나쁜 예후 인자

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색인단어: 척수증, 신경근병, 불유합, 가관절증, 경추 전방 디스

크 제거술 및 유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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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

Which Open Side is Better in Cervical Unilateral 
Open-Door Laminoplasty: The Symptomatic Side or 
Compressive Side?

Kyung-Chung Kang, Jung-Hee Lee, Sang-Kyu Im,  
Ki Young Lee, Jong Jun Park, Dong Uk Suh,  
Seung Wan Wo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open side in 
unilateral open-door laminoplasty (UODL) on dominant 
symptoms or the cord compression sid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When performing cervical 
UODL, surgeons should select one side for lamina opening. 
However, few reports have evaluated proper standards for 
deciding which side to open. 
Materials and Methods: In total, 193 patients with multi-
level degenerative cervical disease treated with UODL and 
followed-up for more than 2 years were recruited. In all 
patients, right-side open UODL with posterior foraminotomy 
was uniformly performed. According to the side with 
dominant symptoms, patien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group I (right-side, n=77), group II (both or symmetric, 
n=35), and group III (left-side, n=81). Patients were also 
divid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the dominant compressive 
side on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es: group A 
(right side, n=40), group B (central, n=120), group C (left 
side, n=33).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radiographic 
outcomes (C0-2 angle, C2-7 angle, cervical sagittal vertical 
axis and C2-7 range of motion), clinical outcomes (neck 
visual analog scale [VAS], arm VAS,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 and Neck Disability Index score) and the 
incidence of C5 palsy in each subgroup were obtained and 
compared. 
Results: In terms of the dominant symptomatic sid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toperative radiological 
and clinical outcomes among the three groups, except 
immediate postoperative neck VAS (group III: 2.4±2.2 and 
group I: 1.5±1.5; p=0.043). According to the dominant 
compressive sid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ostoperative radiographic and clinical outcomes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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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groups. Postoperative C5 palsy occurred in 12 patients 
(6.2%), but the incide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Conclusions: In UODL, the lamina open side does not seem 
to significantly affect postoperative radiographic and clinical 
outcomes including postoperative C5 palsy incidence. 
Surgeons may select the lamina open side at their own 
convenience during operations. 
Keywords: Degenerative cervical diseases, Unilateral open-
door laminoplasty, Lamina opening side, C5 palsy 

경추 개문형 후궁성형술에서 주 증상 방향과 주 척수 압박 

방향에 따른 후궁의 개문 방향이 미치는 영향

강경중, 이정희, 임상규, 이기영, 박종준, 서동욱, 우승완

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개문형 후궁성형술(Unilateral open-door laminoplasty, 

UODL)에서 주 증상 방향과 주 척수 압박 방향에 따른 후궁의 

여는 방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UODL을 시행할 때 술자들은 주 증상 방

향과 주 척수 압박 방향을 고려하여 어느쪽 후궁을 열지 정한다. 

그러나 어느쪽 후궁을 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보고가 없다.

대상 및 방법: 193명의 경추 퇴행성질환으로 UODL을 시행하

고 2년 이상 추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우측 후궁을 열어 UODL과 함께 후방 신경공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방향에 따라서 환

자군을 Group I(우측, 77명), Group II(양측, 35명) 와 Group 

III(좌측, 81명)으로 나누었다. 또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수가 

눌리는 방향에 따라서 환자군을 Group A(우측, 40명), Group 

B(중앙, 120명)와 Group C(좌측, 33명)으로 나누었다. 각 분

류에 따른 수술 전후 방사선학적 결과(C0-2 angle, C2-7 angle, 

cervical sagittal vertical axis 및 C2-7 가동범위)와 임상적 결

과 (Neck Visual Analog Scale (VAS), Arm VAS,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 및Neck Disability Index 

score) 및 C5 신경마비 발생 여부를 비교하였다.

결과: 환자의 주 호소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수술 직후 VAS 

neck (Group III (2.4±2.2), Group I (1.5±1.5), p=0.043) 이

외에는 세 군간 방사선학적 결과와 임상적 결과에서 차이가 없

었다. 척수 압박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세 군간 수술 전후 방사

선학적 검사와 임상적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5신경마

비는 총 12명(6.2%)에서 발생하였으며, 각 군간 발생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UODL에서 후궁을 여는 방향에 따른 방사선학적 결과 및 

임상적 결과, C5 신경마비 발생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술자들

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추궁을 여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경추 퇴행성질환, 개문형 후궁성형술, 개문 방향, 경

추 5번 신경근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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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
 
Chronological Analysis of Primary Cervical Spine 
Infection: A Single-Center Analysis of 59 Patients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Myung-Jin Sung, Sung-Kyu Kim, Hyoung-Yeon Se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primary cervical spine infection patients over the past 30 
years and compare them with each other.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Cervical spine infection is 
rare, but known to increase morbidity and mortality because 
it progresses quickly and causes neurological damage at 
an early stage. Despi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primary 
cervical spine infection, there are few studies due to the small 

number of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was 
performed on 59 patients treated for primary cervical spine 
infection between 1992 and 2018. Clinical, hematological, 
microbiological, and radiological analyses were performed.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underlying disease, mortality, and 
complications of each patient, as well as treatment methods. 
Results: Groups were classified by period (1992-2000: 9 
patients in group A, 2001-2009: 13 patients in group B, 
and 2010-2018: 37 patients in group C). In the comparison 
between the three groups, the average ag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recent years. In a clinical 
analysis, the proportion of neurological damage, the duration 
of antibiotic use, and the proportion of underlying diseas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he hematological 
and microbiological analyses. In the radiological analysis, 
the incidence rate of epidural abscess and multisegmental 
infection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plication rates 
and mortality rates according to the period. Fourteen of the 
59 patients received conservative treatment. 
Conclusions: Even though primary cervical infection is rare, 
it can cause serious neurological damage. Our analyses 
confirmed that more recent injuries showed more severe 
symptoms and higher rates of complications and mortality. 
Considering this tendency of primary cervical vertebrae 
infections, prompt diagnosis and appropriate treatment are 
necessary. 
Keywords: Cervical spine, Primary infection, Chronological 
analysis 

원발성 경추 감염의 시기별 분석: 단일 기관의 과거 30년 

동안 59명의 환자에 대한 분석

성명진, 김성규, 서형연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단일 병원에서 치료받은 원발성 경추 감염 환자들의 

과거 30년간의 발생에 대하여 시기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경추 감염은 전체 척추 감염에서 6% 정

도 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드물다. 하지만 경추 감염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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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진행이 빠르며 조기에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유

병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추 감염

의 임상적인 중요도에 비해 적은 환자 수로 인하여 원발성 경추 

감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상 및 방법: 199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원발성 경추 감염으로 

치료받은 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비교연구를 수행하였

다. 시기별(1992-2000년, 2001-2009년, 2010-2018년)로 그룹을 

나누어 비교를 하였으며, 임상적 분석, 혈액학적 및 미생물학적 

분석, 영상의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환자들의 기저 

질환, 사망률 및 합병증 유무, 치료 방법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

을 시행하였다.

결과: 시기별로(1992-2000년: Group A 9명, 2001-2009년: 

Group B 13명, 2010-2018년: Group C 37명) 그룹을 분류하였

다. 세 그룹 간의 비교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나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임상적 분석에서는 

신경학적 손상 비율, 항생제 사용 기간, 기저 질환 비율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액학적 및 미생물

학적 분석에서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영상의학적 

분석에서 경막외 농양과 다분절 감염 발생 비율이 최근으로 올

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시기에 따라 합병증 비

율 및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9명의 환자

들 중 14명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발성 경추 감염은 드물지만 심각

한 신경학적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여러 분석 결과에서 최

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심한 증상을 보이며, 합병증 및 사망률

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원발성 경추 감염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색인단어: 경추, 원발성 감염, 시기별 분석

Free Paper: Cervical II

21-068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Nonunion of 
Conservatively Managed Anterior Tear Drop 
Fractures of the C2 Vertebra

Sung-Kyu Kim, Jong-Beom Park*, Hyoung-Yeon Se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Gyeonggi-
dp,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 analysis. 
Objectives: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for nonunion of 
conservatively managed anterior C2 tear drop (TD) fractures 
and to suggest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surgical 
treatment of anterior C2 TD fractur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Many anterior C2 TD fractures 
can be successfully manag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However, a clos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anterior C2 TD fractures successfully manag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were small, simple TD fractures. No 
studies have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nonunion for 
conservatively managed anterior C2 TD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Thirty-three patients with anterior C2 
TD fractures, who underwent conservative treatment and had 
at least 1 year of follow-up, were divided into union (N=26) 
and nonunion (N=7) groups. Their radiological and clinical 
data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and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proportion of patients with avulsion fractures 
(29.5% vs. 43.3%) and the magnitude of fracture 
displacement (3.6 mm vs. 5.1 mm) were higher in the 
nonunion group than in the union group. The incidence of 
associated C2 injury was higher in the nonunion group than 
in the union group (15.4% vs. 57.1%). Union statu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ssociated C2 injury.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surgical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anterior C2 TD fractures with an 
avulsion fracture ratio >43%, fracture displacement >5 mm, 
or associated C2 injury. 
Keywords: Axis; Tear drop fracture; Conserva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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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의 보존적 치료 후 불유합 발생의 

위험인자 분석

김성규, 박종범*, 서형연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정부 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분석 연구

연구목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의 불

유합 발생에 대한 위험 인자를 식별하여,  C2 전방 눈물 방울 골

절의 수술적 치료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

해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대부분의 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은 보

존적 치료로 잘 치료되며,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를 면밀히 분석하면 보존적 치

료로 좋은 결과를 보였던 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은 작은 크기

의 단순 눈물 방울 골절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하는 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에서 불유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조사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대상 및 방법: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최소 1년의 추시 기간이 

있었던 33명의 C2 전방 눈물 방울 골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 환자들을 유합군(N=26)과 불유합군(N=7)으로 나누

었다. 이들의 영상의학적 (Avulsion fracture ratio, fracture 

displacement, 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 및 임상적 자

료(Odom’s criteria, visual analog scale for neck pain)를 후향

적으로 분석하여 두 그룹 간에 비교를 하였다.

결과: Avulsion fracture ratio (29.5% vs. 43.3%)과 fracture 

displacement (3.6 mm vs. 5.1 mm)는 유합군에 비해 비유합군

에서 더 높았다. 관련 C2 손상의 발생률은 유합군에 비해 비유

합군에서 더 높았다(15.4% vs. 57.1%). 유합 상태는 관련된 C2 

손상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avulsion fracture ratio > 43%, fracture 

displacement > 5 mm, 관련 C2 손상이 있는 C2 전방 눈물 방

울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제 2경추, 눈물 방울 골절, 보존적 치료, 위험인자, 불

유합

21-010

Shoulder Traction as a Possible Risk Factor of C5 
Palsy in Anterior Cervical Surgery: A Cadaveric 
Study

Ja-Yeong Yoon, Hwan-Mo Lee, Seong-Hwan Moon,  
Hak-Sun Kim, Kyung-Soo Suk, Byung-Ho Lee,  
Ji-Won Kwo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verance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Yonsei, Seoul, Korea 

Study Design: Anatomical study. 
Objectiv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etiology of 
C5 palsy related to anterior segment surgery. Focusing on 
shoulder traction as a risk factor for C5-palsy related anterior 
single-segmental cervical surgery, we observed stretching 
of the nerve roots when shoulder traction was performed on 
cadaver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most common etiology 
of C5-palsy was cord shift, which occurred in the posterior 
approach. However, this complication was also reported in 
anterior surgery. Therefore, other causes of C5 palsy have 
been reported, such as intra-operative injuries of the nerve 
root and shoulder traction. Shoulder traction is needed to 
visualize the low cervical spine and assessment of plate and 
cage fixation. 
Materials and Methods: After dissecting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of a cadaver, the shoulder joint was pulled with a 
force of 2, 5, 8, 10, 15, and 20 kg. The stretched length of the 
fifth nerve root was measured in the extra-foraminal zone. 
The same measurement was also performed after cutting the 
carotid arte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nerve root origin. 
After additional dissection was performed so that the superior 
trunk of the brachial plexus could be seen, the stretched 
length of the fifth and sixth nerve roots was measured again. 
Results: In the first experiment, the fifth nerve root began to 
elongate by 2 mm at 8 kg and increased to a maximum of 5 
mm. Furthermore, after carotid artery dissection, when 8 kg 
of traction force was applied, it was elongated by 2 mm, and 
increased by up to 7 mm. After the second dissection, the 
length of the fifth and sixth nerve roots increased, starting 
from 8 kg to a maximum of 6 mm and 5 mm, respectively. 
Conclusions: Although this was a cadaveric experiment, it 
suggests that shoulder traction could stretch the fifth cervic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179S178

N
o

ve
m

b
e
r 1

9
 (F

ri) B
a
llro

o
m

 B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179S178

nerve root, thereby causing C5-palsy. Therefore, surgeons 
should be aware of this and patients should receive a 
sufficient explanation. 
Keywords: C5 palsy, Shoulder traction, Cadaveric study, 
Anterior approach, Single segment 

경추 전방 접근법 시행시 견관절 견인에 의한 C5 palsy의 

가능성: 사체 연구

윤자영, 이환모, 문성환, 김학선, 석경수, 이병호, 권지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해부학적 연구

연구목적: C5 palsy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cord shift’는 후방 

접근 수술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전이다. 그러나 전방 

경추 수술에서도 C5 palsy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가 수술중 하부 경추체의 영상학적 확인을 위해 

시행하는 견관절 견인이 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사체를 통해 견

관절 견인을 시행했을 때 육안적으로 제 5 및 제 6경추 신경근

이 신장되는 정도를 관찰해보고 이에 따른 제 5경추 신경근 마

비(C5 palsy)의 위험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제 5경추 신경근 마비(C5 palsy)는 경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여러 원인들이 있

으나, 그 중 흔하게 보고되는 것은 후방 접근법을 이용해 감압

술을 시행하거나, 다분절 경추 수술을 한 경우 척수신경이 이동

(‘cord shift)하게 되면서 해부학적으로 가장 짧고 수평 하게 위

치한 제 5신경근이 견인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tethering 

hypothesis). 이외에도 수술 중 조작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근 손

상, 견관절 견인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견관절 견

인은 전방접근 수술에서 하부 경추체의 위치와 삽입하는 케이

지와 금속판고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다.

대상 및 방법: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사체를 Smith-

Robinson aporach로 박리한 후, 본 기관에서 미리 조사한 실제 

수술시의 평균적인 견인력을 적용하여 2, 5, 8, 10, 15, 20 kg의 

힘으로 견관절을 견인했을때, 신경공외 구역에서 제 5 신경근의 

신장길이를 확인하였다. 이후 신경 기시부위를 정확히 확인하

기 위해 경동맥을 박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고, 상완신

경총의 상부줄기까지 보일 수 있게 추가 박리를 시행한 후 그에 

포함되는 제 5, 6신경근이 신장되는 정도를 재측정하였다.

결과: 처음 실험에서 제 5신경근은 8 kg의 견인력에서 2 mm 신

장되기 시작하여 20 kg에서 최대 5 mm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

동맥 박리후에는 8 kg의 견인력을 적용했을때부터 2 mm 신장

되며, 최대 7 mm 증가 하였다. 두번째 박리후 제 5, 6신경근의 

길이는 8 kg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각각 최대 6 mm, 5 mm 증

가하였다.

결론: 비록 사체 실험이지만, 제 5경추 신경근이 실제 수술에서 

적용하는 견인력에서도 신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전

방 경추수술에서도 제 5신경근 마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의료진이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환자에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제 5신경근 마비, 견관절 견인, 사체 연구, 전방 접근

법, 단일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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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Using 
Escherichia Coli-Derive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A Pilot Study

Hee Jung Son, Hyoungmin Kim, Bong-Soon Chang,  
Sam Yeol Chang, Hwan Seong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 series.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Escherichia coli-derived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BMP-2) with 
hydroxyapatite (HA) as a carrier when performing a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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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BMP-2 is one of the most striking 
osteoinductive materials in Orthopaedic surgery; however, 
it can also cause postoperative airway compromise and 
dysphagia when applied to ACDF. Nonetheless,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ACDF using E.BMP-2 with HA. 
Materials and Methods: Patients who underwent ACDF 
using 0.3 mg of E.BMP-2 with HA for degenerative cervical 
disc disease from August 2019 to July 2020 and had at 
least 1 year of follow-up were eligible for inclusion. The 
exclusion criteria were patients with past histories of cervical 
fusion. The fusion rate was analyzed based on computed 
tomography. As clinical outcomes, the visual analogue scale 
score for neck pain and arm pain and the Neck Disability 
Index were measured at the preoperative and final follow-
up. In patients with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the 
modified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 was also 
evaluated. Postoperative complications such as airway 
compromise, dysphagia, wound infection, neurologic 
deficits, and malignancy were investigated. 
Results: Eleven patients were evaluated with 21 segments. 
Fifteen segments showed complete fusion at 3 months after 
surgery, 4 segments at 6 months and 1 segment at 12 months. 
Only 1 segment presented nonunion, resulting in a fusion 
rate of 95.2%. All clinical outcomes improved significantly 
at the final follow-up compared with the preoperative scores 
(p<0.05). There was 1 case of dysphagia and no cases of 
airway compromise, wound infection, neurologic deficit, or 
malignancy during the follow-up period. 
Conclusions: In conclusion, 0.3 mg of E.BMP-2 with HA 
per segment could be an effective and safe osteoinductive 
material in ACDF. 
Keywords: Degenerative cervical disc disease,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E. coli-derived bone 
morphogenetic protein-2, Prevertebral soft tissue swelling 

대장균 유래 재조합골형성단백-2를 이용한 전방 경추 추

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선행연구

손희중, 김형민, 장봉순, 장삼열, 박환성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환자군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hydroxyapatite (HA)를 전달체

로 사용하는 대장균 유래 재조합골형성단백-2 (Escherichia 

coli-derived recombinant bone morphogenetic protein-2, 

E.BMP-2)를 이용한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 ACDF)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

인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BMP-2는 강력한 골형성 유도 물질로 알

려져 있지만 ACDF에 사용시 경추부 연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

도폐색, 연하곤란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되어있다. 하지만 

E.BMP-2와 전달체인 HA를 이용하여 ACDF를 시행한 결과는 

보고되어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퇴행성 경추 추

간판 질환에 대해 분절당 0.3 mg의 E.BMP-2와 HA를 이용하

여 ACDF를 시행 받고 최소 1년 추시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경추 유합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방

사선학적 평가를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여 골유합 여

부를 확인하였고 임상 결과 지표로 상지 및 목통증의 visual 

analogue scale, neck disability index를 수술 전 및 최종 추

시 시점에 평가하였다. 경추 척수증 환자에 대해서는 modified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를 추가적으로 평가

하였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기도폐색, 연하곤란, 수술부위 감

염, 신경학적 이상, 악성 종양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과: 총 11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21분절 중 15분절

은 3개월째, 4분절은 6개월째, 1분절은 12개월째 유합되었고, 1

분절은 불유합을 보여 95.2%의 유합율을 보였다. 임상 결과 지

표는 수술 전과 비교하였을 때 최종 추시 시점에서 모든 환자에

서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5). 1예의 연하곤란이 발생하였

고 기도폐색, 수술부위 감염, 신경학적 이상, 악성 종양은 관찰

되지 않았다.

결론: 분절당 0.3 mg의 E.BMP-2와 HA는 ACDF에 안전하고 효

과적인 골형성 유도 물질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퇴행성 경추 추간판 질환,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대장균 유래 재조합골형성단백-2, 경추부 연조직 부

종

21-039

Comparative Study on Cervical Laminoplasty with 
Preservation of the Interspinous Ligament

Min-Woo Kim, Dong Hoon Sung, Kyu Yeol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ong-A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Centum Hospital, Busan, Korea

Study Design: Preliminary report of a p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radiologic and clin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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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cervical laminoplasty preserving the interspinous 
ligament during the operation.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e restriction of cervical range of motion (ROM) and loss 
of cervical lordotic alignment after cervical laminoplasty. 
Cervical deep extensor muscles and posterior structur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osterior tension band. 
Materials and Methods: Thirty-six patients underwent cervical 
laminoplasty for multilevel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at one institution between March 2017 and February 2020. 
All patients underwent modified open-door laminoplasty 
using plate fixation and they had complete radiologic and 
clinical follow-up for at least 1 year. Sixteen of the 36 
patients (A) underwent surgery removing the spinous process 
and interspinous ligament, and 14 patients (B) underwent a 
procedure preserving the spinous process and interspinous 
ligament.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ervical flexion, neutral, and extension lateral radiographs 
were used to measure the lordotic or kyphotic angle (C2-
7, Cobb’s method), C2-7 SVA, T1 slope, ROM, and ROM 
preservation (%) radiologically. The neck pain visual analog 
scale and modified Japanese Orthopaedic Association score 
were measured clinically.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operative radiologic and clinical results or postoperative 
clinical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In contra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ervical lateral neutral 
angle, ROM (especially in flexion), ROM change and ROM 
preservation (%) between the two groups. A smaller cervical 
ROM change (A: -15.0±6.3 vs. B: -10.0±4.7) and higher 
preservation of cervical ROM (A: 63.2±6.7 vs. B: 76.8±7.1) 
was observed in the group with interspinous ligament 
preservation than in the other group (p<0.05). 
Conclusions: Modified open-door laminoplasty preserving the 
interspinous ligament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technique 
that contributes to postoperative ROM preservation. 
Keywords: Cervical spondylotic myelopathy, Laminoplasty, 
Interspinous ligament, Range of motion

극간 인대를 보존한 경추 후궁성형술에 대한 비교 연구

김민우, 성동훈, 이규열*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부산센텀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전향적 연구의 예비 보고

연구목적: 수술 중 극간 인대를 보존한 경추 후궁성형술의 방사

선학적 그리고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다양한 연구에서 경추 후궁성형술 후 운

동 범위와 전만각 소실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경추의 심부 신

전근 및 후방 구조물이 중요한 후방 인장대 역할을 한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분절 이상의 경

추 척수증성 척수병증을 진단받은 36명의 환자가 경추 후궁성

형술을 시행 받았다. 전례에서 금속판 고정술을 이용한 변형된 

후궁성형술을 하였으며, 최소 1년 이상 방사선 촬영과 임상 추

적 관찰을 받았다. 총 36명의 환자 중 16명은 수술 중 극돌기 및 

극간 인대를 제거한 상태(A)에서, 20명의 환자는 극돌기 및 극

간 인대를 보존한 상태(B)에서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분류는 무

작위로 진행하였다. 두 군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으로 경추부 굴곡-신전 측면 단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수술 

전과 후의 제 2-7경추 간의 굴곡, 중립, 신전 전만각 또는 후만

각, 운동 범위, C2-7 시상 수직축(SVA), T1 경사각(slope), 수술 

후 운동 범위 보존율(%)을 측정하였으며, 임상적으로는 neck 

pain VAS, modified JOA score를 측정하였다.

결과: 수술 전 방사선 지표들과 임상적 결과 그리고 수술 후 임

상적 결과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술 후 측

면 중립각, 운동 범위(특히 굴곡 운동 범위), 운동 범위 변화량, 

운동 범위 보존율(%)에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는데, 극

간 인대를 보존한 그룹에서 수술 후 경추 운동 범위의 변화량

이 적고(A:-15.0±6.3 vs B:-10.0±4.7), 운동 범위 보존율(%) 

(A:63.2±6.7 vs B:76.8±7.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극간 인대를 보존한 경추 후궁성형술은 수술 후 운동 범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술식이라 사료된다.

색인단어: 경추 척추증성 척수병증, 후궁성형술, 극간 인대, 운

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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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Paper: Basic

21-042

Application of a Continuou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System Using an Endotracheal 
Tube with EMG During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A Porcine Model Study

Dong Suk Kim, Tae Sik Goh, Yong Geon Park,  
Seung Min Son*, Byung Joo Lee†, Jung Sub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Busan, Korea

Study design: Prospective study, animal experiment.
Objectives: The recurrent laryngeal nerve (RLN) is easily 
damaged during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The 
causes of damage during surgery include nerve cutting, 
excessive traction, thermal damage, and pinching by surgical 
instruments or ligation. Traction during operation is the most 
common cause of RLN injuries. Therefore, we investigated 
traction-induced damage and recovery of the RLN by 
applying a continuou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ONM) system in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using a 
porcine model.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RLN injurie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ost common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associated neurologic injury. IONM might identify 
the intraoperative events leading to RLN injury and 
subsequent postoperative palsy. 
Materials and Method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12 Yorkshire-Landrace-Duroc female pigs (30~40 kg). All 
pigs were intubated with an electromyography (EMG)-
attached endotracheal tube (internal diameter, 7.0 mm). All 
surg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through the Smith-
Robinson approach. In order to measure the nerve damage 
caused by traction in each of the left and right 4 segments (8 
sites total), a continuous IONM system was used to measure 
the EMG of the larynx in response to continuously applied 
electrical stimulation to the vagus nerve with automatic 
periodic stimulation. An alarm was set to sound when the 

amplitude of the EMG during surgery decreased by more 
than 50%, which was defined as nerve damage. When the 
alarm sounded, we stopped the traction and observed the 
change in the EMG amplitude. We measured the traction 
time and the recovery time until the amplitude of EMG 
returned to normal. 
Results: The left RLN was located in the tracheoesophageal 
groove (TEG) at the level of C6/7 in all cases. However, 
there were 3 cases (3/12) of the right RLN exiting to the 
larynx, leaving outside of the TEG at the level of C6/7. There 
was no left-right difference in nerve traction time and nerve 
recovery time for each level. There was also no difference in 
the overall left-right traction time (p=0.2262) and recovery 
time (p=0.4643). C6/7 had a significantly shorter traction 
time (p<0.000001) and a longer recovery time (p=0.000006) 
than other levels. 
Conclusions: Anatomical variations of the RLN were 
observed more often on the right side than on the left side,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side nerve 
damage due to traction. There was no left-right difference 
according to each level, and the lower level was more 
vulnerable to nerve damage due to traction than the upper 
level. 
Keyword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Electromyography, 
Recurrent laryngeal nerve, Anterior cervical spine surgery 

경추 전방 수술 중 근전도 튜브를 이용한 술중 지속적인 신

경감시시스템의 적용: 돼지모델연구

김동석, 고태식, 박용건, 손승민*, 이병주†, 이정섭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연구계획: 전향적 연구, 동물실험

연구목적: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 RLN)은 

경추 전방 수술 중 흔히 손상받기 쉬운 구조물로, 수술 중 손상

의 원인으로는 신경 절단, 무리한 견인, 열손상, 수술기구나 결

찰에 의한 물림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견인에 

의한 손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돼지모델을 이용하여 연속형 수

술 중 신경 감시 시스템을 경추 전방 수술에 적용하여 견인에 의

한 되돌이후두신경의 손상 및 회복 여부를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되돌이후두신경의 손상은 경추 전방 수

술 중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 목소리가 쉬고 성대의 마비

가 오는데 발생율은 2~11%로 보고 되고있다. 술중 신경감시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ONM)가 술 후 마비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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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RLN의 손상을 알 수 있게 한다.

대상 및 방법: 상기 실험은 12마리의 돼지를 대상으로 시행하

였다. 모든 돼지들은 EMG가 부착된 ETT (internal diameter, 

7.0 mm)를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경추 전방 수술은 Smith-

Robinson approach로 시행하였다. 좌, 우측 각각 4개의 분절

(C3/4, C4/5, C5/6, C6/7), 총 8 부위에서 견인에 의한 신경 손

상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주신경에 APS (automatic 

periodic stimulation)로 반복적인 전기적 자극을 주어 후두의 

근전도를 측정하는 연속형 수술 중 신경감시시스템(continuous 

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수

술 중 근전도의 진폭(amplitude)이 50% 이상 감소하면 alarm

이 울리게 설정하였고, 이를 신경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alarm이 울리면 수술을 중단하였다. 수술이 중단될 때까지의 견

인 시간을 측정하고 이후 진폭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회

복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 경추 전방 접근시, 되돌이 후두 신경은 좌측의 경우, 모

든 예에서 경추 6/7번에서부터 기관식도구(tracheoesophageal 

groove,TEG) 사이로 주행하였으나, 우측의 경우 3예(3/12)

에서 경추 6/7번에서 TEG를 벗어나 larynx로 진입함을 확인

하였다. 각 분절별, 좌-우의 신경 견인 시간, 신경 회복 시간

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overall) 좌-우의 견인 시간(p=0.2262), 회복 시간(p=0.4643)

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추의 분절 위치에 따라서는 경추 6/7번

이 나머지 분절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견인 시간

(p<0.000001)은 짧았고, 또한 회복 시간(p=0.000006)은 길었

다.

결론: 돼지를 이용한 경추 전방 수술에서 되돌이 후두신경의 해

부학적 변이는 우측에서 좌측보다 많이 관찰되었으나, 견인으

로 인한 신경 손상의 좌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분절에 

따른 좌우 차이 역시 관찰되지 않았으며, 하위 분절이 상위 분절

에 비해 견인에 의한 신경 손상이 보다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색인단어: 수술 중 신경감시술, 근전도, 되돌이후두신경, 경추 

전방 수술

21-048

Inhibitory Effect of Insulin Treatment on Apoptosis 
of Intervertebral Disc Cells in a Streptozotocin-
Induced Diabetic Rat Model

Young-Yul Kim, Jone-Beom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aej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Uijeongbu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ijeongbu, Korea

Study design: Animal experimental study.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 of insulin 
treatment on apoptosis of disc cells and extracellular matrix 
(ECM) degradation in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 model.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Our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that diabetes (hyperglycemia) causes excessive apoptosis 
of disc cells and ECM degradation, which accelerates disc 
degeneration. However, it has not been determined whether 
control of diabetes can attenuate apoptosis of disc cells and 
ECM degradation. 
Materials and Methods: Thirty-six 4-week-old male rats (body 
weight 200 g) were randomly allocated into one of four 
experimental groups: control (n=6), mock (n=6), STZ (n=12), 
and STZ-insulin (n=12). Diabetes was induced in the STZ 
and STZ-insulin groups with on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Z (65 mg/kg). Two weeks after the STZ injection, 
the blood glucose level was confirmed to be consistently 
maintained above 400 mg/dL in the STZ and STZ-insulin 
groups. Insulin treatment (1.5 U/100 g) was administered in 
the STZ-insulin group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daily for 4 
weeks. At 6 weeks after STZ injection (4 weeks after insulin 
treatment), all rats were sacrificed and nucleus pulposis 
(NP) tissues were harvested and examined using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western blot 
analyses. 
Results: The expression of apoptosis markers (Fas, caspase-8, 
-9, -3, and BID) and MMP-1 and -2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STZ group, but that of TIMP-1 and -2 decreased. 
However, insulin treatment conversely decreased the 
expression of apoptosis markers and MMP-1 and -2, but 
increased TIMP-1 and -2 expression, in the STZ-insul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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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Insulin treatment attenuated excessive apoptosis 
of NP disc cells and matrix degradation, but enhanced matrix 
synthesis in an STZ-induced diabetic rat model. 
Keywords: Inhibitory effect, Insulin, Apoptosis, Nucleus 
pulposus, Streptozotocin, Diabetes 

스트렙토조신 유도 당뇨 쥐모델에서 인슐린 치료가 추간

판 디스크 세포의 사멸에 미치는 억제 효과

김영율, 박종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동물 실험 연구

연구목적: Streptozotocin (STZ)로 유도된 당뇨 쥐 모델에서 인

슐린 치료가 추간판 세포의 세포 사멸과 세포 외 기질의 파괴를 

억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저자들은 당뇨가 추간판 세포의 과도한 

세포 사멸과 세포 외 기질의 파괴를 유발하여 추간판 변성을 촉

진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당뇨 조절이 추간판 세포의 세포 사

멸과 세포외 기질의 파괴를 억제하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

다.

대상 및 방법: 생후 4주된 수컷 쥐 36마리(체중 200 g)를 4가지 

실험군(대조군, MOCK, STZ, STZ-인슐린)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당뇨는 STZ 및 STZ-인슐린 군들에서 STZ(65 mg/

kg)를 1회 복강 내 주사로 유도되었다. STZ주입 후 2주에 STZ 

및 STZ-인슐린 군들에서 혈당치가 400 mg/dl 이상으로 유지되

었다. STZ-인슐린 군에 대한 인슐린 치료(1.5단위/100 g)는 매

일 복강 내 주사를 통해 4주간 시행되었다. STZ 주입 후 6주(인

슐린 치료후 4주)에 모든 쥐에서 추간판의 수핵 세포 및 조직

을 채취하여 세포 사멸 표지자들과 Matrix metalloproteinase 

(MMP) 및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ainase (TIMP)에 대

하여 RT-PCR 및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결과: STZ군에서 세포 사멸 표지자들(Fas, caspase-8, -9, -3, 

BID) 과 MMP-1 및 -2의 발현은 증가하였으나 TIMP-1 및 -2

의 발현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STZ-인슐린 군에서 인슐린 치료

는 세포 사멸 표지자들과 MMP-1과 -2의 발현을 감소 시켰고 

TIMP-1과 -2의 발현은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인슐린 치료가 STZ 유도 당뇨 쥐모델에서 

추간판 디스크 세포의 세포 사멸과 세포 외 기질의 파괴를 억제

한 반면 세포 외 기질의 합성을 증가 시킴을 보여주었다.

색인단어: 억제 효과, 인슐린, 추간판 세포, 스트렙토조토신, 당

뇨병

21-016

Biomechanical Stability Analysis of Long-Level 
Lumbar Fusion in Adult Spinal Deformity According 
to the Proximal and Distal Fusion Level

Soo-Bin Lee, Byung Ho Lee*, Dong Min Son†,  
Sung-Jae Lee†, Ji Eun Jang‡, Seung Jo Jeong‡,  
Young-Mi K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Incheo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 Engineering 
‡GS Medical, Seoul, Korea

Study Design: Basic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screw 
loosening and failure according to the extent of distal and 
proximal expansion of the long fusion range performed 
during the correction of adult spinal deformit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degeneration of 
adjacent segments after surger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In long-level thoracolumbar 
fusion including L1-5 segments, the optimal proximal 
and distal end level has not been determined. There is no 
consensus regarding whether to extend the fusion proximally 
to T10 and distally to the sacrum or ilium. 
Materials and Methods: Finite element analysis of an intact 
thoracolumbar spine model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fusion level, six surgical models were constructed. Flexion, 
extension, axial rotation, and lateral bending loadings were 
applied to evaluate the peak von Mises stress at the bone and 
screws and range of motion at adjacent segments. 
Results: The peak von Mises stress at the bone-screw 
interface was lower in the iliac screw type than in the S1 
type. The peak von Mises stress at the screw increased as 
the fusion levels extended. The range of motion at adjacent 
segments increased more in the L1-proximal-end type in 
flexion and extension, and in the T10-proximal-end type in 
axial rotation and lateral bending. 
Conclusions: In L1-5 fusion to correct adult spinal deformity, 
fusion extension to the ilium is recommended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crew loosening and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Caution is needed in flexion and th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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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when the proximal end level is L1, and in axial 
rotation and the lateral bending motion when the proximal 
end level is T10. 
Keywords: Adult spinal deformity, Lumbar fusion, Finite 
element analysis 

성인 척추 변형의 장분절 요추 유합술에서 근위부 및 원위

부 유합 범위별 생역학적 안정성 분석

이수빈, 이병호*, 손동민†, 이성재†, 장지은‡, 정승조‡, 강영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형외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인제대학교 의용공학부,  
‡GS 메디칼

연구계획: 기초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한 요소 분석을 이용하여 성인 척추 변형 

교정 장분절 요추 유합술에서 근위부와 원위부의 유합 분절에 

따른 나사 해리 및 파단의 가능성과 인접 분절 퇴행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제 1-5요추 유합을 포함하는 장분절 유

합술에서 이상적인 근위부 및 원위부 유합 분절 위치는 현재까

지 정립된 바가 없다. 현재까지 유합 범위를 근위부로 제 10흉추

까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원위부로 천골 또는 장골까지 연

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쟁이 있는 상태이다.

대상 및 방법: 정상 성인 흉요추 척추 모델을 유한 요소 분석을 

통하여 생성하였다. 유합 분절 범위에 따라 6가지 유형의 유합 

모형이 설정되었다. 굴곡, 신전, 회전, 측굴의 방향으로 압밥력

이 적용되었고 뼈와 나사의 최대 von mises 응력및 인접 분절의 

운동 범위를 구하였다.

결과: 뼈-나사 경계의 최대 von mises 응력은 장골까지 유합

한 유형이 천골까지 유합한 유형보다 낮았다. 나사의 최대 von 

mises 응력은 유합 범위가 늘어날수록 증가하였다. 인접 분절의 

운동 범위는 근위부 유합 척추가 1요추일 경우 굴곡, 신전 움직

임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근위부 유합 척추가 제 10흉추일 경

우 회전, 측굴 움직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결론: 제 1-5요추 유합을 포함하는 성인 척추 변형 교정술에서 

나사 해리 및 인접 분절 퇴행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합 범위를 

장골까지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근위부 유합 척추가 제 1요추일

때 굴곡 및 신전 움직임에 주의가 필요하며, 근위부 유합 척추가 

제 10흉추일 때 회전 및 측굴 움직임에 주의가 필요하다.

색인단어: 성인 척추 변형, 요추 유합술, 유한 요소 분석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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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l Amount of Bone Cement and Optimal Injection 
Site for Percutaneous Vertebroplasty (PVP): A Finite-
Element Study

Sang-Youn Song, Dong-Hee Kim, Se-Joon Heo,  
Sung Wook K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llege 
and Medicine and Hospital, Jinju, Korea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Precision Mechanical Process and 
Control R&D Group

Study design: Finite element method. 
Objectives: Percutaneous vertebroplasty (PVP) is a surgery 
used to reduce pain and increase stability by injecting 
medical bone cement into broken vertebr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investigate the ideal amount of cement 
and optimal injection site by analyzing forces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Several studies reported that 
adjacent fractures increas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cement, but no study has precisely analyzed the exact amount 
or location. 
Materials and Methods: We modeled the anatomical structure 
of the vertebra and injections of cement at T12. By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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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ount of cement from 1 cc to 22 cc, the stress applied to 
the T11 and L1 cortical segment was calculated. In addition, 
stresses applied to the adjacent PVP level were calculated 
with different injection sites (medial, anterosuperior, 
posterosuperior, anteroinferior, and posteroinferior). Stresses 
were analyzed after the insertion of 5 cc of cement. 
Results: Stress was high at the inferior aspect of T11 (Inf_
T11) and superior aspect of L1 (Sup_L1). The greater 
the cement amount, the greater the stress. With a 22-cc 
injection, the stress force on Inf_T11 was increased by 3.71% 
compared to a 1-cc injection. In Sup_L1, a 4.71% increase 
was confirmed. The increments became significantly larger 
starting from 12 cc. When the cement injection was changed, 
if the bone cement was located adjacent to one side, a large 
amount of stress was generated in that area. When the 
bone cement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vertebra, the 
measured stress value was low. Superiorly injected cement 
caused Inf_T11 to receive high stress during lateral bending. 
Posteriorly injected cement caused Sup_L1 to receive more 
stress. In case of axial rotation, anterosuperiorly positioned 
cement led to high stress. 
Conclusions: The amount of bone cement had no significant 
role. However, centrally injected bone cement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results. Thus, the injection site of bone cement 
is far more critical than the amount.
Keywords: Compression fracture, Vertebroplasty, Bone 
cement, Finite element analysis 

이상적 경피적 척추성형술 결과를 위한 골시멘트의 양과 

주입 위치: 유한요소해석

송상윤, 김동희, 허세준, 강성욱*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교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밀기계공정제어연구그룹

연구계획: 유한 요소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성 척추에서 이상적 

시멘트 양과 위치에 대한 결과분석

연구목적: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압박골절 환자 중 2~4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호전이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이 논

문의 목적은 시멘트의 양과 위치에 따라 근접한 레벨의 척추 뼈

에 가해지는 힘을 분석하고 가장 이상적인 시멘트의 양과 주입 

위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시멘트양에 따라 인접부위 골절이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정확한 양이나 위치에 대한 연구는 없었

다.

대상 및 방법: 골다공증 척추뼈의 해부학적 구조를 유한 요소법

을 통해 3D 모델링하였고, 제 12흉추에 골시멘트를 주입하였

다. 1cc부터 22cc까지 1cc씩 양을 늘려가며 시멘트를 주입하여 

척추가 굴곡 및 신전 할 때 제 11흉추의 위와 아래 제 1요추의 

위와 아래 cortical 표면이 받는 힘을 각각 계산하였다. 또한 시

멘트 용량 5cc를 다른 위치(중앙, 위쪽앞, 위쪽뒤, 아래쪽앞 그

리고 아래쪽뒤)에 주입하고 척추가 움직일때 근접한 레벨의 척

추 뼈에 가해지는 응력을 계산하였다.

결과: 제 12흉추에 시멘트를 넣고 척추를 신전 및 굴곡하며 확

인한 경우 T12와 가까운 T11 아래와 L1 위에서 상대적으로 응

력이 크게 측정되었다. 또한 골시멘트 용량이 증가할 수록 응력

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T11 아래의 경우 22cc를 넣었을때 1cc

를 넣었을때보다 3.71% 증가하였으며 L1위는 22cc를 넣었을때 

4.71% 증가하였다. 다만 12cc부터 응력 증가폭이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골시멘트 위치변경에 따른 응력변화를 분석하

였을때 T12와 가까운 T11 아래와 L1 위에서 응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굽힘과 신전 운동시 T11 아래는 골시멘트가 

위에 위치한 경우 응력이 크게 발생하였고, L1 위는 골시멘트가 

아래에 위치한 경우 크게 발생하였다. 즉, 골시멘트가 한쪽으로 

인접하게 위치하면 해당 부위에서 응력이 크게 발생하였다. 전

체적으로 골시멘트가 중앙에 위치할 때 응력 값이 작게 발생하

였다. 측면 굽힘 운동시, 전체적으로 골시멘트가 중앙에 위치할 

때 응력 값이 작게 발생하였다. 다만 T11 아래는 골시멘트가 위

에 위치한 경우 L1 위는 골시멘트가 뒤에 위치한 경우 응력이 크

게 발생하였다. 축회전을 하는 경우 시멘트가 앞쪽위에 있는 경

우 응력이 크게 측정되었다.

결론: 시멘트의 양은 시술후 응력변화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척추굴곡 및 신전, 축회전, 측면 굽

힘 운동시 골시멘트가 중앙에 위치할 때 이상적인 결과를 얻었

다. 따라서 골시멘트의 양보다는 시멘트라 주입되는 위치가 척

추성형술의 이상적인 결과를 위해 중요하다.

색인단어: 압박골절, 척추성형술, 골 시멘트, 유한요소분석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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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Free Paper: miscellaneous

21-014

Trends in Survival and Surgical Methods in Patients 
Surgically Treated for Metastatic Spinal Tumors: 25-
Year Experience at a Single Institution

Se-Jun Park, Chong-Suh Lee, Jin-Sung Park,  
Byeong-Jik K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rends in postoperative 
survival and surgical methods over a 25-year period for 
patients surgically treated for metastatic spinal tumor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Over the last 2 decades, advances 
in treatment and early diagnosis have increased the expected 
overall survival for patients with cancer. However, these 
composite survival statistics include patients with local, 
regional, and metastatic cancer, and less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he survival trends specific to patients with 
metastatic cancer. 
Materials and Methods: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study 
for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for metastatic 
spinal tumors between 1995 and 2020. For the trend analysis, 
the study cohort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year of surgery: 1995-2001, 2002-2011, and 2012-
2020.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survival, and the log-rank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survival for the top 6 common cancers among the three 
periods. The surgical methods were grouped and examined 
as follows: fixation only, palliative decompression and 
fixation, gross total removal and fixation, and total en bloc 
spondylectomy. 
Results: In total, 608 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re were 57 patients in 1995-2001, 206 in 2002-2011, and 
345 in 2012-2020. Significant survival improvement was 
found in patients with lung, kidney, and breast canc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for primary cancers of the liver, 
colorectum, and prostate. Regarding the surgical methods, 
the proportion of gross total tumor removal dec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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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the proportion of palliative decompression and 
fixation and fixation-only procedures increased. 
Conclusions: During the past 25 years, significant survival 
improvements were found in patients with lung, kidney, and 
breast cancers. There was no survival improvement for liver, 
colorectal, and prostate cancers. Palliative decompression 
and fixation-only procedures increased, while gross total 
tumor removal declined. 
Keywords: Metastatic spinal tumors, Survival trends, Surgical 
methods

전이성 척추 종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생존 기

간과 수술 방법의 변화 : 단일기관에서의 25년간의 경험

박세준, 이종서, 박진성, 강병직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전이성 척추 종양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수술후 생

존률과 수술방법에 대한 25년 동안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지난 20여년간 조기 진단과 치료의 발전

으로 암을 가진 환자들의 기대 생존률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복합 생존률 통계에는 암의 국소적, 지역적, 전이성 단계를 

가진 모든 환자들이 포함되어 전이성 암 환자에 대한 특정 생존

률 추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서 199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이성 척

추 종양으로 수술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

였다. 추세 분석을 위해 연구 집단은 수술년도에 따라 3그룹

으로 나누었다: 1995-2001, 2002-2011, 2012-2020. 카플란-

마이어(Kaplan-Meier) 생존 곡선을 통해 생존률을 확인하였

고 로그 랭크 테스트(Log rank test)를 통해서 3 그룹사이에

서 상위 6개 암에 대한 생존률을 비교하였다. 수술방법은 다음

과 같이 그룹화하여 분석하였다: 단순 고정술, 고식적인 감압 

(palliative decompression) 및 고정술, 전체 종양 제거 (gross 

total removal) 및 고정술 그리고 전 척추 절제술 (Total enbloc 

spondylectomy).

결과: 본 연구에는 608명의 환자가 포함되었다. 1995-2001년에 

57명의 환자, 2002-2011년에 206명의 환자 그리고 2012-2020

년에는 345명이었다. 특정 암의 부위에 따라 폐, 신장, 유방암

을 가진 환자들에서 상당한 생존률 향상이 발견되었다. 간, 대

장, 전립선암이 원발성인 경우에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수술방법에 관해서는, 전체 종양 제거술은 감소하였고 대신

에 고식적인 감압 및 고정술 그리고 단순 고정술의 비율이 증가

하였다.

결론: 지난 25년 동안, 폐, 신장, 유방암 환자에서 상당한 생존률 

개선이 확인되었다. 간, 대장, 전립선 암에 대한 생존률 개선은 

없었다. 전체 종양 제거술이 감소하는 동안 고식적인 감압 및 고

정술과 단순 고정술은 증가하였다.

색인단어: 전이성 척추 종양, 추세, 생존률, 수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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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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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6

Relationship Between Sarcopenia Indicators and 
BMD Variabl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Women

Tae Sik Goh, Yong Geon Park, Dong Suk Kim,  
Seung Min Son*, Keunyoung Kim†, Jung Sub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National University Yangsan 
Hospital, Busan, Korea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uclear Medicine

Study Design: Cross-sectional study. 
Objectives: Both sarcopenia and osteoporosis are associated 
with falls and fractures in older patients, leading to an 
increase in morbidity and mortalit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arcopenia and osteoporosis, especially the quality 
of bone and muscle, remain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sarcopenia 
indicators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values from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and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QCT).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association between muscle 
health and trabecular bone score (TBS) or volumetric BMD 
(vBMD) in elderly women has not been demonstrated. 
Materials and Methods: We enrolled 86 community-dwelling 
post-menopausal women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Body composition, including the total lean mass, 
skeletal muscle index (SMI), android/gynoid (A/G) ratio, 
areal BMD (aBMD) values of the lumbar spine (LS) and 
femoral neck (FN) and trabecular bone score (TBS) were 
evaluated with DXA. vBMD was generated using central 
QCT (cQCT). As sarcopenia indices, hand-grip strength 
(HGS), the distance of the 6-minute walk test (d6MWT), and 
the speed of the 6-minute walk test (s6MWT) were used to 
evaluate muscular function. 
Results: The aBMD values, including LS and FN,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GS. Furthermore, vBMD 
and TBS were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HGS. The 
performance scores of d6MWT and s6MWT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the aBMD of F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6MWT and LS BMD 
values, TBS from DXA, and cQCT. All quantified values 

from whole-body DXA, total lean mass, SMI, and the A/G 
ratio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formance tests, but 
not with BMD values from DXA and cQCT. 
Conclusions: In postmenopausal elderly women, muscle 
strength and gait speed can be estimated through femoral 
neck BMD rather than lumbar BMD. Low femoral neck bone 
density is judged to be a red flag for musculoskeletal health 
in older women, and more urgent and aggressive treatment is 
required. 
Keywords: Sarcopenia, Osteoporosis, Osteopenia 

지역사회 거주 노년층 여성의 근감소증 지표와 골밀도 변

수와의 연관성 분석

고태식, 박용건, 김동석, 손승민*, 김근영†, 이정섭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부산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연구계획: 단면 연구

연구목적: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두 질환 모두 고령 환자에서의 낙상과 골절

과 연관되어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근감소증

과 골다공증, 특히 뼈와 근육의 질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리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근감소증 지표와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법(DXA) 및 정량 컴퓨터 단층 촬영

(QCT)의 골밀도(BMD) 값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지역사회 노년층 여성에서 근육 건강과 

TBS 혹은 vBMD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된 적이  거

의 없다.

대상 및 방법: 우리는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50세 이상

(중앙값 67, IQR 60-73) 이상의 지역사회 거주 폐경 후 여성 86

명을 등록하였고, 이들의 체중과 키를 측정하고 BMI를 계산하

였다. 총 제지방량, 골격근 지수(SMI), android와 gynoid 비율

(A/G 비율), 요추(LS) 및 대퇴 경부(FN)의 areal BMD 및 소주

골 점수 (TBS)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법(DXA)로 평가하

였다. Volumetric BMD는 정략적 전산화 단층 촬영(cQCT)을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근감소증 지수는 근육 기능 평가를 위해 

악력(HGS), 6분 보행 거리(d6MWT), 6분 보행 속도(s6MWT)

를 시행하였다.

결과: 요추 및 대퇴 경부의 aBMD 값은 악력과 각각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vBMD와 소주골 점수 또한 악력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6분 보행검사를 이용한 성능 점수는 대퇴 경

부 골밀도와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지만, DXA와 cQCT를 통

하여 얻은 요추 골밀도 관련 값들(aBMD, vBMD, TBS)과는 유

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다. 전신 DXA, 총 제지방량, SMI 및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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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모든 값은 6분 보행검사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지만 DXA 및 cQCT를 통하여 얻은 여러 골밀도값들과는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근감소증은 예전부터 근육량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근력과 신체 기능으로 그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폐경 후 노년 

여성에서 요추 골밀도가 아닌 대퇴 경부 골밀도를 통하여 근력

과 보행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 대퇴 경부 골밀도가 낮으면 근

골격계 건강의 적신호로 판단하여,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

색인단어: 근감소증, 골다공증, 골감소증

 

Fig. 1.

21-007

Efficacy of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Thoracic Myelopathy

Sung Soo Kim, Byung 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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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Design: Retrospective case analysis.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ree decompression 
and fusion methods: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PVCR), anterior and posterior combined (APC), and 

posterior decompression without column resection (PWCR)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thoracic myelopath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in the literature about PVCR for treatment of thoracic 
myelopathy. 
Materials and Methods: Sixty-two patients with thoracic 
myelopathy who underwent surgical decompression and 
fusion (PVCR 21 cases, APC 20 cases, PWCR 21 cas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or radiological analyses, the 
anterior vertebral height (AVH), posterior vertebral height 
(PVH), and local kyphotic angle (LKA) were measured 
preoperatively, postoperatively, and at the final follow 
up. The maximal compression ratio was measured on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 operation 
time and intraoperative blood loss were evaluated. A 
clinical analysis was done by comparing the neurological 
improvement and complications.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chi-square test were used to compare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outcomes among the three surgical techniques. 
Results: The mean age was 69 years (range, 46-84 year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operative maximal 
compression ratio among the three groups (0.499, p=0.226). 
The LKA was 17.42° preoperatively, 4.23° postoperatively, 
and 8.86° at the last follow-up. The PVCR group showed 
significant correction of kyphosis compared with APC and 
PWCR after the operation and at follow-up (p<0.001). The 
operation time was significantly longer in the APC group 
(436 min, p<0.001) and blood loss was higher in the PVCR 
group (1643 cc, p=0.013). Neurologic function improved in 
all groups after surgery,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groups either postoperatively or at the 
final follow-up (p=0.693). 
Conclusions: All three surgical techniques (PVCR, APC, and 
PWCR) were effective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thoracic 
myelopathy. PVCR was useful for kyphosis correction, but 
blood loss was higher. Neurological status was improved in 
all three techniques. 
Keywords: Thoracic myelopathy, Surgical treatment, 
decompression and fusion, Posterior vertebral column 
re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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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 척수증의 수술적 치료로 후방 추체 제거술의 유용성

김성수, 최병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증례 분석

연구목적: 흉추 척수증의 감압 및 유합술로 후방 추체 제거술과 

전후방 수술, 추체 제거없이 후방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한 3 가

지 수술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흉추 척수증의 수술적 치료로 후방 추체 

제거술의 결과에 대한 보고는 미흡하다.

대상 및 방법: 흉추 척수증으로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62 

예(A군; 후방 추체 제거술 21예, B군; 전후방 유합술 20예, C군; 

후방 감압 및 유합술 2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학적으로 

수술 전, 후 최종 추시 시 전방 추체 높이, 후방 추체 높이, 국소 

후만각을 측정하였고, 수술 전 자기공명 영상에서 최대 압박률

을 측정하였다. 임상적으로 수술시간, 출혈양, 신경학적 증상 호

전 정도,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학

적으로 분산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평균 연령은 69세(46~84세)이었다. 수술 전 최대 압박률

은 0.499로 세 군 간 차이는 없었다(p=0.226). 국소후만각은 수

술 전 17.42도, 수술 후 4.23도, 최종 추시 8.86도 이었다. A군에

서 B, C 군과 비교하여 수술 후와 최종 추시 상 의미 있는 후만

각 교정을 보였다(p<0.001). 전방 추체 높이, 후방 추체 높이는 

세 군 간 수술 후 차이는 없었다. 수술 시간은 B군에서 436분으

로 가장 길었으며(p<0.001), 출혈은 A군에서 1,643cc로 가장 많

았다(p=0.013). 신경학적 증상은 모든 군에서 호전되었으며 술 

후, 최종 추시 상 각 군간 차이는 없었다(p=0.693).

결론: 흉추 척수증의 수술적 치료로 후방 추체 제거술과 전후방 

수술, 추체 제거없이 감압 및 유합술 모두 유용한 술식이었다. 

후방 추체 제거술은 후만각 교정에 유용하였으나 출혈량이 많

았다. 신경학적 증상은 모든 수술법에서 술 후 호전되었다.

색인단어: 흉추 척수증, 수술적 치료, 감압술 및 유합술, 후방 추체 

제거술

21-067

Comparison of the Therapeutic Effects of Teriparatide 
and Denosumab in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Byung-Taek Kwon*, Sang-Min Park, Ho-Joong Kim,  
Jin S. Yeo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Myongji Hospital, Goyang, Korea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teriparatide versus denosumab after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eriparatide and denosumab 
have been used to induce bone union in osteoporotic 
fractures and to prevent secondary fractures, but no studies 
have compared the therapeutic effects of the two drugs in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Materials and Methods: From March 2017 to March 2020, 
78 patients who received teriparatide or denosumab within 
3 months of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nd 
then underwent conservative treatment were enrolled. After 
6 months of drug administration, osseointegration at the 
fracture site was evaluated, and bone mineral density (BMD) 
was compared immediately after injury and 1 year after 
injury. 
Results: Teriparatide was used in 35 patients and denosumab 
in 43 patien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s such as gender, age, and body mass index 
(BMI) between each group. Immediately after fracture, BMD 
was lower in the teriparatide group in spine posteroanterior 
(PA) measurements, the femur neck, and total hip,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1 year, the increase in 
BMD in spine PA measurem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eriparatide group (14.86%, vs. 8.79% in the denosumab 
group; p=0.036), and for total hip BMD, the increase was 
larger in the denosumab group (1.78%, vs. 1.66% in the 
teriparatide group; p=0.012). There were 9 patients (25,7%) 
in the teriparatide group and 8 patients (18.6%) in the 
denosumab group who showed nonunion on imaging tests 
after 6 months of follow-up; however, an analysis using the 
chi-square test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groups (p=0.449). 
Conclusions: Both teriparatide and denosumab showed 
satisfactory results in the treatment of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However, teriparatide may be 
considered for patients with severe osteoporosis who require 
a larger bone density increase. 
Keywords: Osteoporosis, Osteoporotic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Teriparatide, Denosu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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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척추골절에서의 Teriparatide와 Denosumab

의 투여 효과 비교

권병택*, 박상민, 김호중, 염진섭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명지병원 정형외과

연구계획: 후향적 코호트 연구

연구목적: 이 연구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후 Teriparatide 

또는 Denosumab 사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Teriparatide과 Denosumab은 골다공

증성 골절에서 골유합을 유도하고, 2차적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되고 있으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서 두 약물의 치

료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대상 및 방법: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골다공증성 척

추 압박골절 발생 3개월 이내에 Teriparatide 또는 Denosumab

를 투여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물 투여 6개월 후 영상의학적 평가를 통해 골절 부위

의 골유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상 직후 및 약물 투여 1년 후 

Bone mineral density (BMD)를 비교하였다.

결과: Teriparatide를 사용한 환자군(TP 군)은 35명, Denosumab 

(DS 군)은 43명이었으며, 각 군 간 성별, 나이, Body mass index 

(BMI) 등의 인구통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골절 직후 

BMD는 Spine PA, Femur neck, Total hip에서 모두 TP 군

에서 더 낮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1년 후 BMD 변화

는 Spine PA의 증가량이 TS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TS 군: 

14.86%, DS 군: 8.79%, p=0.036), Total Hip의 경우 DS 군에

서 더 큰 증가를 보였다(TS 군: 1.66%, DS 군: 1.78%, p=0.012). 

6개월 후 영상검사에서 불유합을 보인 환자는 TP 군에서 9명

(25,7%), DS 군에서 8명(18.6%) 이었으나, 카이 제곱 검정을 통

해 분석한 결과 양 군간 통계적 상관관계는 없었다(p=0.449).

결론: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에서 Teriparatide와 

Denosumab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보였지만, 더 많은 골밀

도 증가가 요구되는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Teriparatide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단어: 골다공증,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테리파라타이

드, 데노주맙

Fig. 1.

Concurrent Session: Lumbar spine 
- Basic and Cutting Edge Principle 

of Lumbar Fusion Surgery

Clinical Significance and Radiologic Determination 
of Lumbar Spinal Fusion

In-seok Son, Min-seok Kang*, Suk-ha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University, Jeju , Korea 
*Department of Orthopadic Surgery, Bumin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pine Center,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pinal fusion has become a 
widely used procedure in the spinal field. However, pseudo-
arthrosis due to fusion failure remains an important cause of 
persistent postoperative pain.
Main Body: In the past literature, nonunion after spinal 
surgery was suggested to occur when a bone bridge did not 
form on radiologic examination after 1 year of surgery. X-ray 
imaging is a radiologic method to determine nonunion, 
and has the advantage of obtaining images quickly and 
inexpensively. Simple radiographs can generally confirm 
hardware failure or postoperative alignment-related issues. 
Evidence of nonunion includes any radiolucent line within 
the fusion mass, progressive settling or deformity, and 
radiolucency or haloing around implants. In addition, 
nonunion can be suspected when more than 3 mm of 
translational motion, or more than 5° of angular motion, 
is observed in dynamic images. The other major imaging 
method is computed tomography, which has the disadvantage 
of involving a large amount of radiation and a high cost 
compared to simple X-rays, bu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valuate bone union more accurately. Union is 
evaluated by bridging trabecular bone (BTB) or continuous 
bone density (CBD), and nonunion can be suspected based 
on marginal radiolucency, intradiscal gas, device subsidence, 
or halo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at pain 
after surgery is caused by pseudoarthrosis using only these 
radiologic examinations. In particular, around 50% of 
patients with pseudoarthrosis may have no symptoms, and 
even if there is no evidence of bone union at 1 year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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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ry, union may proceed up to 5 years. In addition, in 
patients who have been taking bone resorption inhibitors for 
osteoporosis, the potential for bone remodeling immediately 
after surgery is reduced, so the union rate is low in the first 6 
months. However, there could be extensive callus formation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sults after 1 year. Several 
recen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criteria for judging 
pseudoarthrosis after lumbar spine surgery, but there is still 
no consensus. Therefore, if clear criteria for the radiologic 
determination and the patient҆s symptoms are presented, 
appropriate treatment can be implemented for postoperative 
pain due to pseudoarthrosis.
Conclusionss: Pseudoarthrosis after spinal surgery should be 
comprehensively judged by radiologic findings along with 
the patient's symptoms and physical examination. Accurate 
criteria are required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nonunion and pseudoarthrosis.
Keywords: Lumbar fusion, Clinical significance, Radiologic 
determination, Pseudoarthrosis

요추 수술에서 골유합의 임상적 의의 및 영상학적 결정

손인석, 강민석*, 이석하†

제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울 부민병원 정형외과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유합 술은 척추 분야의 외상 및 질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술법이다. 그러나, 유합의 실패로 인한 가관절

증(pseudo-arthrosis)은 아직도 수술 후에 지속되는 통증의 중

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본론: 척추 수술 후 불유합은 과거 문헌에서 수술 1년 후에도 영

상학적으로 골 교각의 형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로 제시되었다. 

불유합을 영상학적으로 판단하는 첫번째 방법은 단순 촬영으

로, 빠르고 값싸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 촬영

은 일반적으로 기기의 실패나 수술 후 정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유합의 증거로는 유합골 내로 방사선투과성 선이 보이거나, 

침강 및 변형의 진행, 기기 주변의 방사선 투과성 할로잉 등이 

있다. 또한 동적 영상에서 3 mm 이상의 평행이동이나, 5도 이

상의 각운동이 관찰될 경우에도 불유합을 의심할 수 있다. 두번

째 방법은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단순촬영에 비하여 방사선의 

조사량이 많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으나, 골유합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주골의 가골형성이나, 연속적

인 골밀도 등으로 유합을 평가하며, 테두리의 방사성 투과성이

나 추간판 내 공기음영, 기구의 침강, 및 할로잉 등을 통하여 불

유합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의 원

인을 이러한 영상학적 검사만으로 가관절증에 의한 것이라 판

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영상학적으로 가관절증을 보이는 환

자의 약 50%에서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수술 후 1년째에 골

유합의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최대 5년까지 유합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골흡수 저해제를 복용해온 환자의 경우, 수술 직

후 골재구성의 잠재력이 감소하여 초기 6개월간의 유합율은 낮

게 관찰되나, 가골 형성이 많이 발생하여 1년 이후 결과에는 영

향이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요추 수술 후 가관절

증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여러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에 영상학적 

검사와 환자의 증상에 대한 좀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유

합 수술 후 발생한 가관절증에 의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가관절증은 환자의 증상과 이학적 

검사와 함께, 영상학적 진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를 통하여 불유합 및 가관절증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척추 유합술, 임상적 징후, 영상학적 결정, 가관절증, 

불유합

Fusion rate and quality according to fusion materials

Sang-Bum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ejong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jong,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pinal fusion accounts for a 
large volume of spinal surgery for a variety of indications, 
including degenerative pathologies, deformity, trauma, and 
post-destructive processes (tumors, infections). Regardless 
of indication, successful fusion is a biological process that 
depends on several factors and results in the elimination 
of motion segments via bridging bone. Therefore, fusion 
depends on host bone exposure at the site of intended fusion 
and some combination of autograft, allograft, synthetics 
material, stem cells, and/or growth factors. The ideal graft 
option must incorporate a combination of materials with 
osteoconductive, osteoinductive, and osteogenic properties. 
The choices are numerous, but autologous bone remains the 
“gold standard” graft for spinal fusion. 
Main Body: A systematic review found that 18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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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the fusion rate by plain radiographs alone (37.5%), 
while six used computed tomography scans (12.5%) and 24 
used both (50.0%). Forty-five studies analyzed iliac crest 
bone grafts (ICBGs) in conjunction with local autografts (29), 
bone marrow concentrate (1), autologous platelet concentrate 
(2),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6), or demineralized 
bone matrix (DBM) (1). The aggregate mean fusion rates 
ranged from 68.0% to 91.5%. Twenty-two studies evaluated 
the fusion rate of local autografts, either isolated (3) or 
combined with ceramic extenders (8), DBM (4), BMP (1), 
bone marrow aspirates (4), autologous platelet concentrate 
(1), or ICBG (1). The aggregate mean fusion rate ranged 
from 75% to 95.5%. With the exception of studies involving 
allografts (mean fusion rate: 40.0%), the mean fusion rate for 
all other graft combinations exceeded 70.0%.
Conclusions: Many promising technologies are currently in 
use or under development to improve the outcomes of spinal 
fusion. However, proper guidance based on a knowledge 
of the mechanisms of action and rigorous clinical trials 
is paramount to help guide practitioners in the selection 
of autograft extenders, enhancers, and/or substitutes to 
incorporate all three factors of bony fusion to obtain the 
optimal clinical results for patients. Continued research is 
necessary to establish cost-effective and efficacious treatment 
modalities for spinal fusion patients.
Keywords: Fusion materials, Fusion rate, Spinal fusion

척추 유합술에 사용하는 골 유합체 종류에 따른 유합률 및 

결과

김상범

충남대학교 세종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유합술은 퇴행성 질환, 변형, 사고, 감염이나 종양등 

광범위한 적응증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척추 술기다. 이러한 다양

한 적응증과는 관계없이 성공적인 유합술은 몇몇의 요소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골과 골의 안정적인 연결을 통한 전위가 없는 상태

가 된다. 이러한 성공적인 유합은 환자의 자가 골, 동종 골, 합성 

골, 줄기세포, 성장세포등의 조합으로 적절한 골 이식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상적인 골 이식의 조합은 골 유도체, 골 대체제, 골

기원 제재의 적절한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선택의 대

체제에도 여전히 자가 골은 가장 표준적인 치료로 여긴다.

본론: 전반적인 여러 논문 고찰을 통해 결과를 종합했다. 18개 

증례가 단순 방사선 사진으로만 유합률을 구했고 반면에 6개

의 증례는 단층촬영을 활용했고 24개의 증례는 둘다 사용했다. 

45개의 증례에서 장골 자가골 이식체와 다른 유합체와 함께 사

용했으며 그 유합체는 자가 척추골(29), 골수(1), 혈소판(2), 골 

형성 단백질(6), 탈회골 기질(1) 이 사용됬다. 평균 유합률은 

68.0%에서 91.5% 로 측정 됬다. 다른 22개의 증례에서는 척추 

자가골 이식체와 다른 유합체를 사용했으며 단독사용(3), 세라

믹 확장체(8), 탈회골 기질(4), 골 형성 단백질(1), 골수(4), 혈소

판(1), 등이 사용했으며 평균 유합률은 75%에서 95.5%였다. 평

균유합률이 40%인 동종골이식은 배제했고 다른 유합체와 자가

골 이식은 평균 70% 이상을 보였다.

결론: 유합률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신 기술이 개발되

고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술자에게 적절한 골형성의 작용기전과 엄격한 임상실험을 

통한 적잘한 대체제의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속적인 

이러한 연구들은 성공적인 유합률에 있어 비용-효과 측면과 효

과적인 치료를 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색인단어: 골 유합체, 유합률, 척추 유합술

Fusion Rate and Quality According to the Mode of 
Surgery

Jae Hwan Cho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Ulsan Universit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Lumbar fusion is a widely 
performed procedure that includes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PLIF), an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ALIF), posterolateral fusion (PLF),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and oblique lateral interbody fusion (OLI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usion rate and 
quality according to the mode of fusion surgery.
Main Body: Many studies have compared the fusion rate 
depending on mode of fusion surgery, and several systematic 
reviews with meta-analyses have recently been reported. 
In a systematic review (2021) comparing PLIF and PLF, a 
superior fusion rate was reported in PLIF compared to PLF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linical outcomes 
and complications were observed. In another meta-analysis 
(2019) comparing PLIF and TLIF, no differences in the 
fusion rate were reported in an analysis of 16 good-quality 
articles. Instead, in a study comparing TLIF and PLF 
(2018), a superior fusion rate was reported for TLIF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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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to PLF (83.7%). A study comparing TLIF and 
ALIF (2018), which included 7 articles, observed the same 
fusion rate for both modes.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e 
same fusion rate for LLIF and minimally invasive TLIF. In 
comparisons between OLIF and TLIF, inconsistent results 
have been reported. The quality of fusion could be assessed 
in terms of the fusion grade and speed of fusion. However, 
we could not find a study on fusion speed according to the 
mode of surgery. The degree of fusion could be assessed 
by X-rays or computed tomography (CT). CT is regarded 
as the superior method for defining the degree of fusion 
in interbody fusions.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because of the higher overestimation rate. 
The main problem in the assessment of fusion is lower 
interobserver reliability. Therefore, more objective criteria to 
assess the degree of fusion are required.
Conclusions: A superior fusion rate of ALIF, PLIF, and 
TLIF is expected in comparison with PLF based on many 
systematic reviews. However,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status of interbody fusion using CT.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regarding the degree of fusion according to mode 
of fusion. Therefore, an appropriate assessment standard for 
the degree of fusion will be required.
Keywords: Lumbar, Fusion rate, PLF, PLIF, TLIF, ALIF, 
OLIF

수술 방법에 따른 유합율 및 유합의 질

조재환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요추 유합술은 전통적인 후외방 유합술, 후방 및 전방 요

추체간 유합술과 더불어 최근에는 측방 유합술이 많이 시행되

고 있다. 요추 유합술시 각종 수술방법에 따른 유합율과 유합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유합술 종류에 따른 골 유합율 차이는 많은 연구들이 있

고, 최근 systematic review및 메타 분석이 여럿 나와 있다. 

2021년 Global spine journal에 실린 PLIF과 PLF 비교에서는 

PLIF이 fusion rate가 높다고 했으며, 임상적 결과 및 합병증 발

생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PLIF과 TLIF을 비교한 2019

년 World Neurosurgery에 실린 메타 분석결과는 16개 논문을 

분석했으며 결과적으로 두 술식간에 유합율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PLF와 TLIF을 비교한 2018년 연구에서는 TLIF의 유합율

이 94.3%로, 83.7%인 PLF에 비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TLIF

과 ALIF을 비교한 2018년 Clinical Spine Surgery에 실린 연구

에서는 7개의 연구를 포함하였고, 두 군간에 유합율은 차이 없

었다. 한편,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LLIF의 경우에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MIS-TLIF과는 유합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

였다. OLIF의 경우에는 TLIF과 비교 논문이 몇 개 있는데, 유합

율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 골 유합의 질 평가는 유합의 정도

(fusion grade)와 유합의 빠르기를 보게 되는데, 아쉽게도 유합

의 빠르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유합의 정도는 

interbody fusion과 PLF의 경우에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데, 요

추체간 유합의 경우 CT가 일반 x-ray 촬영 보다는 유합의 정도 

평가에 우수하지만, 과장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를 요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유합의 정도 평가에 있어서 관찰자

간 일치도가 낮아 보다 객관적인 유합의 질 평가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기존 문헌에 의하면 PLF보다는 추체간 유합술(ALIF, 

PLIF, TLIF)의 골 유합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추

체간 유합술의 경우 흔하게 사용하는 CT를 이용한 유합율 판

단이 쉽지는 않고, 술식에 따른 유합의 질 평가에 대한 적절한 

evidence가 없어 유합 방법에 따른 적절한 평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요추, 유합율, 후외방 유합술, 후방 요추간 유합술, 경

추간공 추체간 유합술, 전방 추체간 유합술, 사측방 추체간 유합

술

Unique Considerations for L5-S1 Fusion

Tae-Hoon Kim, Suk-Ha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lumbo-sacral junction is a 
complex transitional zone between the mobile lordotic distal 
lumbar spine and the fixed sacral region. L5-S1 fusion is a 
widely performed procedure that has become the reference 
standard treatment for refractory low back pain. 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L5-S1 
level and examine unique considerations when performing 
fusion surgery.
Main Body: The L5–S1 level is different from the upper lumbar 
levels because of the presence of iliolumbar and lumbosacral 
ligaments, coronally oriented facets and laminae, wedge-
shaped discs, and its junctional location. Other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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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echanical features of the lumbo-sacral junction are 
considerable mobility and strong vertical forces produced 
by the weight of the torso. Both features may contribute to 
the high frequency at this level of disc disease, facet joint 
wear, and pain, which may require fusion surgery. Many 
lumbo-sacral fusion techniques are available. An anterior, 
posterior, or combined approach may be used. Recently 
developed minimally invasive techniques are increasing in 
popularity based on their good clinical outcomes and high 
fusion rates. The goal of fusion surgery is to immobilize the 
lumbo-sacral junction in order to relieve pain originating 
from this site. Apart from achieving inter-vertebral fusion, 
the main challenge lies in the preoperative determination of 
the fixed L5-S1 position that will be optimal for the patient. 
Regardless of the technique used, the vertebrae must be 
stabilized in an optimal position by the internal fixation 
material to maximize the likelihood of fusion. The only 
radiographic parameter that predicts optimal segmental 
lordosis at L5-S1 in patients with alignment abnormalities is 
pelvic incidence (PI), which correlates strongly with lumbar 
lordosis and even more strongly with distal lumbar lordosis. 
Thus, the optimal amount of distal lumbar lordosis can be 
pragmatically estimated using two formulae: total lumbar 
lordosis=PI and distal (L4-S1) lumbar lordosis = 2/3 of total 
lordosis. These relationships are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eoperativ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amount of L5-
S1 lordosis to be restored, since it is never modified, even in 
abnormal situations.
Conclusions: The lumbo-sacral junction has several unique 
characteristics. Thus, the lumbo-sacral junction is a zone 
where transitions occur in both anatomical structure 
and mechanical motions. We might increase the L5-S1 
fusion rate and decreas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f 
we perform fusion surgery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unique anatomical and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lumbosacral junction.
Keywords: Lumbosacral junction, Transitional zone, Fusion, 
Lordosis

제 5요추-1천추간 유합술에서 독특한 고려사항

김태훈, 이석하

건국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요천추 이행부는 가동성의 전만 원위부 요추와 고정된 천

골 사이의 복잡한 이행 부위이다. 그리고 제 5요추-1천추간 유

합술은 난치성 요통에서 널리 시행되는 표준 치료법이다. 이 연

구에서는 제 5요추-1천추 마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유합

술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독특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본론: 제 5요추-1천추의 마디는 장요추 및 요천추 인대, 관상 방

향의 후관절 및 척추판, 쐐기 모양의 디스크 및 이행부의 위치 

때문에 상부 요추와는 다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

천추 이행부는 생역학적으로 상당한 운동 범위와 몸통의 무게

에 의해 생성되는 강한 수직력을 지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 요천추 이행부에 디스크 질

환, 후관절 마모 및 통증을 빈번히 유발시킬 수 있으며 더 진행

할 경우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 다양한 요천추 유합 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전방, 후방 또는 전후방 접근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은 우수한 임

상 결과와 높은 유합률 때문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유합 수술

의 일차적인 목표는 요천추 이행부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이 부

위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척추간 유합을 달성

하는 것 외에도 제 5요추-1천추 분절이 최적의 위치에서 유합

될 수 있도록 수술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 수술 시에는 적용된 수술 기법에 관계없이 유합 가능성을 최

대화하기 위해 내고정물을 이용하여 최적의 위치에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렬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제 5요추-1천

추 마디에서의 최적의 분절 전만을 예측하는 유일한 방사선학

적 변수는 골반 입사각(pelvic incidence, PI)이다. 골반 입사각

은 요추 전만과 강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원위부 요추 전만

과 훨씬 더 강한 상관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원위부 요추 전만

의 최적량은 총 요추 전만 = PI 및 원위부(L4-S1) 요추 전만 = 총 

전만의 2/3라는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상관 관계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변화되지 않기 때

문에 수술 전에 유합술 시 회복해야 할 최적의 전만각을 결정해

야 한다. 

결론: 요천추 이행부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이 부위는 상위 요추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며 생역

학적 측면에서도 기계적인 운동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독특한 이행 부위로 이해해야 한다. 요천추 이행부의 독특한 해

부학적 및 생역학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유합술을 적절히 

시행한다면 유합률을 높이고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색인단어: 요천추 이행부, 이행부위, 유합술, 전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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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Session: Lumbar spine 
- Current Issues in Lumbar 

Revision Surgery

Evaluation and Workup for Revision Surgery

Hyun Soo Kim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amsung Changwon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yeongsangnam-do,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number of spine surgical 
procedures continues to increase, and despite advances in 
instruments and surgical techniques, the reoperation rate 
remains high.
Main Body: Common reasons for lumbar revision surgery 
include preoperative diagnostic errors, problems with the 
technique, complications of the procedure itself or implants, 
and complications from the index operation.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symptoms requires a careful and strategic 
approach, including an active diagnostic process, and efforts 
should also be made to acquire up-to-date knowledge of the 
latest diagnostic and evaluation technologies. Furthermore, 
to reduce unexpected results after reoperation, spine surgeons 
must be cautious and meticulous when considering revision 
spine surgery.
Conclus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lumbar 
revision surgery,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actively utilize 
diagnostic approaches and details.
Keywords: Lumbar revision surgery,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Evaluation and workup

요추 재수술을 위한 평가 및 검사

김현수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수술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구와 수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재수술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본론: 척추 재수술의 일반적인 이유로는 술전 진단 오류, 술기

의 문제, 시술 자체 또는 내고정물의 합병증, 첫 수술에서의 문

제 등이 있습니다.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적극적인 진단 과

정을 포함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최신 진단 및 

평가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식 습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수술 후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을 줄이기 위해, 

재수술 고려 시 매우 신중하고 세심해야 합니다.

결론: 척추 재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진단 접근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색인단어: 요추 재수술,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평가 및 검사

Non-Surgical Considerations Compared to Virgin 
Surgery

Byung Ho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any reports have compared 
the results of conservative and surgical treatment in relation 
to index surgery of the lumbar spine. 
Main Body: In most patients, it has been reported that 
conservative treatment is recommended at an early stage, and 
good results can be obtained through surgical treatment when 
conservative treatment is not effective or fails. However, 
if previous surgery has been performed, postoperative 
adhesions and biomechanical changes of adjacent segments 
after fusion surgery may make it difficult to expect favorable 
outcomes of conservative treatment compared with virgin 
surgery. In light of the known risk factors for revision surgery 
related to the previous surgically treated site or adjacent 
segments, various opinions have been proposed, such as 
the possibility that fusion surgery using a fixation device is 
not related to the reoperation rate compared to non-fusion 
surgery or that surgical procedures longer than 3 levels are 
related to the reoperation rate. In addition, symptom duration 
of more than 12 months and the presence of rheumatoid 
arthritis are known to be risk factors for revision surgery. 
The overall reoperation rate has been reported to 9~13%, 
with reoperations evenly distributed between the previous 
surgery site and adjacent segments; this finding implies that 
revision surgery could be regarded as the natural course of 
degenerative spine disease.
Conclusions: When considering reoperation, it is important 
to ful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conservative 
treatment and to establish an appropriate treat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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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Reoperation, Risk factors, Lumbar surgery, Adjacent 
segment

요추 재수술에서의 비수술적 치료 시 고려할 점

이병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처음 시행하는 요추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결과에 대한 비교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의 환자에서는 초기에 보존적 치료가 권유되고,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 

대해 보고되었다.

본론: 하지만, 이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적 치료로 인한 수

술 부위의 유착 및 유합 및 기기 고정술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인접 분절의 생역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첫 수술 시행 후 

생긴 새로운 병변 또는 재발 병변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의 효

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전 수술 부위 또는 

인접 분절에 대해 재수술을 하게 되는 위험 인자로서, 이전의 기

기 고정을 포함한 유합술은 비유합술과 비교 시 재수술률과 관

련 없다는 의견과 3레벨 이상의 수술은 관련되어 있다는 등 다

양한 의견이 있으며, 수술 이전 12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rheumatoid arthritis가 동반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위험인

자 들이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재수술 비율은 9~13% 로 나타났

고, 이는 이전 수술 부위와 인접 분절에 고르게 분포하였고, 이

에 재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하나의 척추의 퇴행성 병변의 자연 

경과로 보게 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결론: 따라서 재수술을 고려할 때 보존적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인단어: 재수술, 위험 인자, 요추 수술, 인접분절

Revision Surgery Following Discectomy 
(PELD vs. Biportal Endoscopy vs. Open Surgery)

Seong-jun Ahn, Chang-hun Kwack, Su-in Roh,  
Jin-Gyu Jeong, Hyung-nam Sh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Busan St. Mary’s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likelihood that a patient will 
undergo revision surgery after a previous microdiscectomy 
surgery is estimated to be around 16% in the long term, 

not to mention its 34% complication rate and unfavorable 
outcomes compared to its primary counterpart. Thus, we 
would like to discuss important surgical considerations for 
each of the following three surgical options—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PELD), unilateral biportal 
endoscopy (UBE), and microdiscectomy—with the aim of 
minimizing their complications and improving their results 
based on our experiences.
Main Body: Revision surgery after a previous microdiscectomy 
is primarily caused by recurrent disc herniation, inadequate 
decompression in the previous surgery, and delayed occurrence 
of stenosis. Despite some minor differences, all three surgical 
options involve the following steps: First, create enough 
working space past the scarred tissue all the way up to the 
normal tissue. Then, mark and clarify the borders between 
osseous and scarred tissues. Finally, safely complete neural 
decompression following the marked outlines to minimize 
any anatomical uncertainties. Multiple cases and examples 
are discussed to outline certain methods to minimize 
complications following surgery, to prevent any nerve root, 
heat-induced, or dural injury during the procedure, and to 
achieve the most favorable outcomes. 
Conclusions: Summarizing each of the procedures, 1) PELD 
is the favored choice of surgery if the ruptured disc is not 
migrated upward or downward, 2) open microdiscectomy 
is favored if there exists severe scarring or ruptured disc 
migration, and 3) UBE is considered a viable option in terms 
of ease of adhesiolysis and decompression by providing a 
superior viewing angle; however,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chance of severe bleeding in early revision cases, which 
are within the first 8 weeks after primary surgery (i.e., during 
the inflammatory stage of scarring). Any instability warrants 
a fusion procedure.
Keywords: Degenerative lumbar disease, Herniated disc, 
Stenosis, Motor weakness, Timing of surgery

디스크 절제술 후 재수술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척추수술, 미세현미경수술 방법에 

따른 고려사항)

안성준, 곽창훈, 노수인, 정진규, 심형남

부산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디스크 절제술 후 재수술의 빈도는 장기추시결과 16%에 

이르고 재수술의 경우 합병증이34%에 이르고, 수술 결과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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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수술에 비해 불량하다. 따라서 합병증을 줄이고 수술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술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단방향, 양방향 척

추내시경수술과 관혈적  디스크 절제술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

라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토론 해 보고자 한다.

본론: 디스크 절제술 후 재수술은 주로 디스크 재발, 불충분한 

감압, 지연성 협착증의 병발로 인한다. 수술접근방법은 각각

의 수술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반흔조직 상 하 부

위 정상조직까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후 골조직과 반흔조직

의 경계를 명확히 한 후 반흔조직으로 인한 해부학적 불확실성

을 남아 있는 골조직의 해부학적 표식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

경 감압을 시행함에 따른 술기와 증례를 통하여 합병증을 보다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근 손

상, 열손상, 경막 손상 등의 빈번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보다 나

은 수술 결과를 위한 요령에 대하여도 토론해보고자 한다.

결론: 디스크 재발의 재수술에서 각각의 수술방법에 따라 요약

해보면 1) 디스크파열로 인한 상하 전위가 없는 재발성 디스크

의 경우는 유착이 있지만 단방향내시경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

고, 2) 디스크 주변 반흔유착이 있고 동시에 상하로 심하게 전위

된 디스크의 경우는 단방향 내시경보다는 관혈적 수술을 시행

하는 것이 좋고, 3)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는 재수술이라 하더라

도 관혈적 수술에 비해 좋은 시야 하에 유착박리와 감압술이 더 

용이하고, 안전하게 수술 할 수 있으나, 8주 이내 조기 재발의 

경우 반흔조직의 염증기에 있어 수술 중 출혈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유합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색인단어: 디스크 재수술,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 관혈적 디스

크 절제술

Surgical Considerations Following Surgery for Spinal 
Stenosis

Hun-Kyu Shi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ungkyunkwan University, Kangbuk 
Samsung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In patients who have undergone 
surgical treatment for symptomatic lumbar spinal stenosis, 
if pain or neurological symptoms persist or recur, revision 
surgery may be considered. However, revision surgery of 
the spine is known to be a technically difficult operation 
with inconsistent clinical results. Therefore, if a patient 
considers reoperation, a more precise examination should be 

performed before surgery compared to the index surgery, and 
the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etail.
Main Body: Revisional surgery for spinal stenosis is 
performed due to residual intervertebral discs, recurrence, 
or insufficient decompression. Depending on the surgery, if 
laminectomy or interbody fusion was performed during the 
previous operation, the normal anatomical structures such as 
the facet joint or isthmus are destroyed, so the approach to 
the surgical site must be carefully performed. It should start 
from the upper or lower segment of the previous surgical 
level, and the dural scar tissue should be checked to prevent 
possible dural tears during surgery. In the case of interbody 
fusion with the remaining intervertebral disc, it is more 
reasonable to perform transforaminal interbody fusion than 
posterolateral interbody fusion. In addition, caution should 
be taken when laminectomy is performed because the sagittal 
angle of the facet joint differ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segment. During surgery, instability should be prevented by 
fixing it with screws and rods, and stability can be obtained 
through additional fixation of the pelvis during fusion of the 
lumbar and sacrum. When fusion is performed, the sagittal 
vertical axis can be evaluated by checking the standing view 
of the sagittal plane of the whole spine in case of fusion. If 
fixation was performed using screws and rods in the previous 
surgery, an accurate evaluation of fixation failure should 
be performed through a preoperative imaging examination.  
Massive bleeding is also known to occur frequently 
during reoperation of the lumbar spine, and postoperative 
blood transfusions can be administered to cope with these 
complications.
Conclusions: For reoperation of the lumbar spine, various 
factors must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cause and the 
method of previous surgery. As with all surgical procedures, 
precise examinations (e.g., X-ray examination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before surgery and proper patient 
selection are essential for a successful result.
Keywords: Spinal stenosis, Surgical approach, Laminectomy, 
Interbody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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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재수술시 수술적 고려사항

신헌규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증상이 있는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 있어서 통증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거

나 재발 할 경우 재수술을 고려해야 볼 수 있다. 하지만 척추의 

재수술은 임상적 결과가 일정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수술을 고려하는 환자의 경

우 일차 수술에 비해 수술 전 더욱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

며 수술 시 더욱 많은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수술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재수술은 잔존 추간판이나 재발, 혹

은 충분하지 못한 감압 등에 에 의해 시행하게 된다. 수술에 따

라 이전 수술시 후궁절제술이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관절

이나 협부 등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 파괴되기 때문에 

수술부위에 대한 접근도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수술 

부위의 윗분절이나 아랫 분절에서 시작해야 하며 경막 반흔 조

직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술 시 발생 가능한 경막 찢김을 예방해

야 한다. 잔존 추간판에 의해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후측방 추

체간 유합술 보다 경추간공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합

리적이다. 또한 후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분절의 높이에 따

라 후관절의 시상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여러 

분절의 후궁 절제술 또는 감압술을 시행한 경우 굴곡-신전 x-ray 

영상으로 불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수술 시 Screw와 Rod 등

을 통해 고정하여 불안정성을 예방해야 하며 요추부와 천추부

의 유합술 시 추가적인 골반골 고정을 통해 안정성을 얻을 수 있

다.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환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척추 전장

의 시상면을 확인하여 수직 축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전 수술시 

screw 와 rod를 이용해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을 경우 수술 전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고정 실패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한다. 대량 출혈 또한 요추부 재수술시 흔하게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술 후 수혈 등을 통해 이러한 합병증

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요추부 재수술은 그 원인과 이전 수술의 방법에 따라 다양

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수술 절차와 마찬가지로 성공

적인 결과를 위해서 수술 전 x-ray 및 MRI 등의 정밀한 검사와 

환자 선택이 필수적이다.

색인단어: 척추관 협착증, 수술적 접근, 후궁절제술, 추체간 유

합술

Concurrent Sessi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 Most Common Mistakes as a 
Beginner in MIS: How to avoid it?

The Most Common Mistakes as a Beginner in 
MIS: How to Avoid Them? (Uniportal Endoscopic 
Surgery)

Youk-Sang Kwon, Seung-Hyun Lee, Soong-Hyun Lee,  
Jun-Kyu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aejeon Centum Hospital , Daeje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mazing developments are 
occurring in the field of spinal endoscopic procedures and 
techniques. Therefore,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extend 
the indications of endoscopic spinal surgery. However, 
we have to be cautious because there are many unknown 
obstacles that are difficult to overcome such as anatomical 
variations, coagulopathy, and aging-related spinal problems.
Main Body: The interlaminar approach is the same basic 
technique of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After laminotomy and decompression, the dura and 
traversing nerve root are identified by a nerve retractor 
and dissector. At this time, a meticulous and precise root 
dissection technique is necessary, since several techniques 
are important causes of neural structure injuries, such as 
ligament resection, severing of the root from adhesive 
dentate ligaments, and working sleeve rotation. Water 
pressure is another cause of dural injury because massive 
water flow leads to mushy dural maceration; this condition 
is a prodromal marker of dural tear. After the decompression 
of neural structures, the overall field is identified carefully 
for remnant disc residual materials, stenotic lesions, active 
bleeding, and dural sac injuries. All procedures should be 
viewed using a c-arm image intensifier.
Conclusions: Uniportal percutaneous endoscopic systems 
have some technical limits for application to spinal stenosis. 
There are sev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endoscopic 
surgery, such as techniques for coagulation, decompression, 
neural tissue adhesion release, water pressure control, and 
anatomical obstacles.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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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gia and dysesthesia, in patients who tend to have 
an older average age than other patients, making surgical 
procedures, such as dissection and distraction of neural 
structures, more difficult.  The causes of postoperative 
causalgia and dysesthesia are technical problems and 
bulky instruments. Therefore, severe lateral recess stenosis 
requiring excessive dissection and distraction of neural 
structures will make it difficult to consider endoscopic 
surgery. A precise preoperative evaluation of each patient is a 
prerequisite.
Keywords: PELD, interlaminar, transforaminal

단일공 척추내시경수술에서 초심자들에서 가장 흔한 실수

와 피하는 방법

권육상, 이승현, 이숭현, 이준규

대전센텀병원 정형외과

서론: 2000년대 초반, 보다 진보된 내시경 수술장비의 소개와 

수술기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가히 광풍이라 할 만큼 많은 

척추 임상의 들이 내시경 척추 수술에 관심을 가졌었으며, 정말

로 기발한 수술기법이나 approach를 통해 믿기 어려운 수술도 

해내곤 하였었다. 그러나, PELD는 아마도 수술과 관련된 합병

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지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가 , 최근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 중이

다. 보다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PELD의 적응증을 넓히고 적용

하기 위해, PELD 수술과 관련된 여러가지 합병증을 알아보고, 

특히 interlaminar, transforaminal approach등의 각 수술기법

과 연관지어 주의해야 할 surgical complication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론: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디스크 수술 자체의 문제: Recurrence, 혹은 Remnant Disc 

Material

2.   Neural structure Injury: Dural tear 혹은 Nerve Root Injury 

와 이와 관련된 증상

     Dural tear: slit tear, serious cauda equina injury, CSF 

leakage, root prolapse

      Root injury: furcal nerve injury, thermal injury ; Allodynia, 

Dysesthesia, Causalgia

3.   Vascular Injury: Psoas Hematoma, surgical failure due to 

profuse bleeding

4. Direct injury to Peritoneal sac

5.   Postoperative Infection: Spondylodiscitis, meningitis, 

epidural abscess

수술 초기에는 incomplete surgery와 관련된 remnant disc 

material이 흔하였으며, 여러 문헌에서 재발률과 관련하여 관

혈적 수술과 PELD간의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Neural 

structural injury와 관련해서 Interlaminar 접근과 관련된 합병

증은 dural tear, CSF leakage 등이 보고 되었고, transforaminal 

접근과 관련해서는 allodynia, dysesthesia, 혹은 ventral dural 

tear 등이 자주 보고되는 합병증이었다.

결론: 추간판 수핵 탈출증은 환자마다 해부학적 특징이 모두 다

르고, 탈출 추간판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여, 모든 경우에 있

어서 술전 영상 소견과 이학적 검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

하며, 물이 매질로 채워진 내시경 시야에서 neural structure와 

disc material 의 감별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초심자에게 있어서

는 수술전 indigocarmin을 이용한 chromatodiscography 혹은 

radiopaque dye 를 이용한 epiduroradiculography등을 적극 

사용하여 incidental neural injury 를 피해야만이 지속적으로 

PELD를 적용할 계기를 삼으리라 사료되는 바이다.

색인단어: 경피하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추궁간 접근법, 경추간

공 접근법

 

Fig. 1.

Surgical Strategy to Overcome Technical 
Complications During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Dae-Jung Choi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imnaera Hosptal, Busa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Using a new technique could 
bring unexpected complications in the early learning curve 
period. How to overcome them is a vitally important issue 
for surgeons learning a new procedure. 
Main Body: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uses a floating 
technique,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the tar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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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a panoramic view as in open spine surgery, and a 
free space for various instruments such as a Kerrison punch, 
curettes, and chisels. However, through the free space, small 
bleeding enters and the water-based surgical field turns turbid 
and unclear. Making a working space with fluent water 
outflow and bleeding control of the main foci in vascular 
geometry are key skills to keep the surgical field clear (Fig. 
1). In the early learning curve, surgeons have little awareness 
of the endoscopic anatomy and easily lose their orientation. 
Surgeons should be provided with basic anatomic references 
and orientation, such as the interspinous ligament looking 
like an “upright tornado” in the posterior approach and the 
transverse process (TP) and foraminal structures, referred 
to as the “kung-fu fist” in the transforaminal approach 
(TFA) (Fig. 2). Hydrothorax and hydroperitoneum could 
happen when we lose orientation in the TFA. Securing a 
sufficient 15-mm working space by resecting the spinous 
process bases by about 5 mm each is important for going 
deeper into the spinal canal and foramen and preventing 
incomplete decompression. The midline of the deeper spinal 
canal has three layers of structures: the ligamentum flavum 
(LF), epidural fat layer, and dura. A safe way to cross the 
midline is between the LF and epidural fat rather than 
under the epidural fat to prevent an incidental dural tear. 
The TFA makes it possible to treat various foraminal and 
extraforaminal lesions; however, there might also be frequent 
cases of incomplete decompression with less information on 
the superior articular process (SAP) structural function and 
propping mechanism. Resecting the SAP lateral plane means 
using a scarifying prop outside and proceeding with creeping 
subsidence with consequent restenosis and wakening of 
dormant far-out syndrome (FOS). A precise and careful 
inspection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or computed 
tomography should be conducted to find hidden pathologies 
around the foramen, including SAP spur, ligamentum flavum 
hypertrophy, endplate spur, ruptured disc, subpedicular 
kinking, and L5 TP distal ventral spur at the TP-alar junction 
(FOS). 
Conclusions: To overcome common technical mistakes 
during BESS in the early learning curve, we should follow 
safety guidelines and try to hav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endoscopic anatomy and technical pitfalls.  
Keywords: Spinal stenosis, Lumbosacral regi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Surgical endoscopy

양방향내시경척추수술 시 술기 관련 합병증을 극복하기 

위한 수술적 방책

최대정

부산 힘내라병원

서론: 새로운 기술은 수술습득 기간중에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

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기술에 입문하는 술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본론: 양방향척추내시경은 수술부위를 일정거리 떨어져서 개

방적 수술과 유사하게 전체를 관찰할수 있으며 이 일정거리 사

이로 다양한 수술기구를 삽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틈을 통하

여 물속에서 미세 출혈이 유입되어 시야를 흐리가 만들고 구조

물의 경계를 명확히 관찰하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유입되는 

생리식염수의 원활한 관류와 주된 출혈이 발생하는 혈관구조

를 이해아여 수술 시야를 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Fig 1.) 척

추내시경은 국소부위를 관찰하게 되므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참고가 되는 해부학적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후방접근시에

는 위아래의 극돌기를 중심으로 중간에 극돌기간 인대가 위치

하고 이것이 내시경적 시야에서 수직으로 서도록 시야를 만들

어야 한다. 추간공외측접근시에는 횡돌기를 중심으로 다른 해

부학적 구조의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Fig 2). 폐수종, 복부수종

은 추간공외측접근시 방향성을 잃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후방접

근시 위아래 극돌기의 기저부를 약 5 mm 정도씩 제거하면 약 

15 mm 정도의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척추

관내 심부로 접근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감압을 피할 수 있다. 

척추관 중심부를 지날 때는 황색인대, 경막외지방층, 경막 3개 

층으로 구분되고 황색인대와 경막외지방층 사이로 기구를 삽입

해야 경막파열을 예방할 수 있다. 추간공외측접근시 상위극돌

기의 지지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충분한 감압을 만들 수 

있으며 상위극돌기의 외측 절제는 점진적 함몰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재협착과 원위외측증후군의 가속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정확하고 면밀한 MRI/CT 영상 검사의 이해를 통하여 상

위극돌기골극, 황색인대비후, 종판골극, 파열된 추간판, 척추경

하압박, 횡돌기와 천추돌기사이 제 5요추 횡돌기 원위복측 골극

의 다양한 병변을 진단하여 불충분한 감압을 피해야 한다. 

결론: 양방향내시경척추수술시 기술습득시기에, 안전한 수술 

지시방침을 따르고 충분한 내시경 해부학적 정보와 기술적 함

정을 피하면 기술적인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단어: 협착증, 요천추, 최소침습수술, 수술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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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Fig. 2.

The Most Common Mistakes as a Beginner in MIS: 
How to Avoid Them? (Tubular Decompression and 
Fusion Surgery)

Jin-Sung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ultiple methods for minimally 
invasive surgery that can minimize normal tissue damage 
compared to conventional surgery have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spinal surgery. However, there is inevitably a 
learning period for surgical techniques due to the unfamiliar 
equipment and narrow field of view, and efforts to reduce 
complications are essential.
Main Body: Minimally invasive surgery using the tubular 
retractor is a useful method that can be used for lumbar 
spinal decompression and fusion. Decompression is 
conducted up to the contralateral side following an oblique 
approach from the side of major symptoms, which is 
advantageous for minimizing muscular damage. The most 
common mistake during this minimally invasive surgery is 

insufficient decompression. The first important consideration 
to reduce the likelihood of this mistake relates to the incision 
site. Proper control of the incision site, based on the center of 
the spinous process and following the location of the major 
lesion, can make the surgery less difficult. For example, it 
is important to remove as much of the spinous process base 
as possible by starting the incision near the center if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lesion mainly on the contralateral 
side. If the lesion is present near the foramen, it is desirable to 
start the incision away from the center. Prior to the surgery, it 
is necessary to plan ahead for the incision site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of the major lesion by identifying the 
distance between the spinous process and joint through 
computed tomography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It is 
also important to secure sufficient space between muscles and 
bones after the incision for easier redirection of the tubular 
retractor. Since the scope of view is narrow,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endpoint of decompression through a landmark, 
for which the lateral border of the pars interarticularis is 
useful in general. Above all, appropriate patient choice is 
important. Since the tubular retractor is used on one side, 
symptoms may persist if they are present on both sides and 
both neural foramina are narrow. It is also difficult to obtain 
results of lumbar interbody fusion with a sufficient height if 
disc collapse is very severe and there are severe degenerative 
changes in the joint.
Conclusions: With an appropriate choice of patients and 
learning of surgical techniques with some precautions, 
decompression and fusion using the tubular retractor could 
make it possible to achieve the numerous advantages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along with good clinical results, 
as in conventional surgery.
Keywords: Minimal invasive, Tubular retractor, Beginner, 
Complication, Cautions

최소 침습 수술을 시작할 때 하기 쉬운 실수들 “어떻게 줄

일 수 있을까” “Tubular retractor를 이용한 감압 및 유합 

수술”

박진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수술에서 고식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구와 좁은 수술 시야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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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에 대한 학습 기간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본론: Tubular를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은 요추 감압술과 

유합술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된 증상이 있

는 방향에서 비스듬히 접근하여 반대쪽까지 감압을 시행하게 

되며,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최

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불충분한 감압

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절개 위치가 중요하다. 극

돌기 중앙에서 절개 위치가 주된 병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

는 것이 수술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예로 들어 반대쪽 병변

의 제거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에 가깝게 절개를 시작하여 

극돌기기저부를 많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경공 주변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서 떨어져서 절개를 시작하는 것

이 좋다. 수술 전 CT와 MRI를 통해서 극돌기와 관절까지의 거

리를 확인하여 주된 병변에 따라 절개 위치를 미리 계획하는게 

필요하다. 또한 tubular의 방향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개 이후 근육과 뼈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어디까지 감압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관절간부 가쪽이 기준점

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무엇보다 적절한 환자의 선택이 중요하

다. 한쪽에서 Tubular를 이용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서 증상이 

있고 신경공도 좁은 경우에는 한쪽의 증상이 남을 수 있다. 척추

체 간격이 매우 좁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충분

한 높이의 추체간 유합을 얻기 어렵다.

결론: Tubular 이용한 감압과 유합술은 적절한 환자 선택과 몇

가지 주의를 가지고 술기를 학습한다면 최소 침습 수술이 가지

는 많은 장점과 함께 고식적인 수술과 같은 좋은 임상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색인단어: 최소 침습 수술, 관상 확장기, 초보자, 합병증, 주의점

Concurrent Sessi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 What is Better for adjacent 
Segment Pathology: MIS vs. Open

Endoscopic vs. Open Decompression 

Ho-Jin Lee, Jae-Sung Ahn, Sang Bum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djacent segment pathology 
(ASP) is defined as symptomatic or imaging-based findings 
in a  segment adjacent to a previously operated spinal motion 
segment. Although biomechanical factors appear to play 
a vital role in ASP development, approach-related factors 
may als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SP. The minimally 
invasive (MI) approach has recently gained popularity 
in lumbar spinal decompression for stenosis to minimize 
approach-related morbidity associated with conventional 
open procedures. Typically, unilateral laminec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ULBD) has been employed as 
the predominant MI approach. Many articles have reported 
that ULBD using endoscopy has similar or superior clinical 
outcomes than the conventional procedure. Despite the 
increasing use of these MI techniques, few studies have 
directly compared the ASP incidence with conventional 
laminectom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cidence of ASP in endoscopic ULBD versus conventional 
facet-preserving laminectomy (CFPL) for the treatment of 
degenerative lumbar stenosis. 
Main Body: CFPL is a surgical procedure involving stripping 
the deep paraspinal muscles away from the spinous processes 
and retraction to expose the lamina. Multiple studies have 
reported concerns surrounding the invasiveness of spinal 
procedures. The long retraction duration may lead to 
multifidus atrophy and disturbed arteriolar blood supply, 
resulting in postoperative chronic low back pain due to 
altered biomechanics of the posterior supporting ligamentous 
structures. The operation may also damage delicate posterior 
dorsal rami and other sensitive nerve structures related 
to postoperative instability and ASP. Endoscopic UL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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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s smaller incisions and minimizes the trauma inflicted 
on the patient. The amount of decompression achieved 
with this technique is approximately equal to that attained 
with CFPL. Smaller resections of the facet joint reduce the 
chance of postoperative instability and kyphosis, which 
are seen in some patients after conventional laminectomy. 
A meta-analysis found that these advantages most likely 
translated into reduced hospitalization, blood loss, and 
improved satisfaction free from the pain observed with 
ULBD. However, this technique is technically demanding 
because of the limited working space for decompression, 
resulting in a higher rate of surgical complications. 
Furthermore, the relevance of preservation of the posterior 
midline structures remains unclear. As most translational 
and rotational spinal stability is provided by the vertebral 
disc and the zygapophyseal joints, the momentum generated 
by the posterior ligaments during flexion is small compared 
with the force exerted by back muscles, and spinal stability 
may be minimally affected by CFPL with resection of the 
posterior midline structures. As noted radiographically or by 
the need for revision surgery with concomitant instrumented 
fusion, surgically induced instability is an important outcome 
measure when considering various surgical techniques to 
treat lumbar stenosis. As surgically induced instability is a 
serious but infrequent complication, definitive conclusions 
require a systematic review of the available evidence. The 
evidence provided by this review for the endoscopic ULBD 
compared with CFPL on the incidence ASP is of low or very 
low quality.
Conclusions: The proposed advantages of this endoscopic 
ULBD technique regarding ASP incidence are plausible. 
Nonetheless, definitive conclusions are limited by poor 
methodology and poor reporting of outcome measures 
among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review.
Keywords: Lumbar vertebrae, Endoscopy, Minimally 
invasive surgery, Spinal canal stenosis, Adjacent segment 
pathology, Laminectomy, Unilateral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과 고식적 감압술의 비교

이호진, 안재성, 김상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인접 분절 병리(adjacent segment pathology, ASP)는 이

전에 수술한 척추 분절에 인접한 분절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나 

영상학적 소견을 동반하는 변화로 정의된다. 생체역학적 요인이 

ASP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접근 방

식과 관련된 요인도 AS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최소 침

습적 수술 방법은 기존의 관헐적 수술 방식과 연관된 접근 관련 

이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착증에 대한 수술로서 요추 감압

술에서 많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양측 감압을 위한 편측 추궁 

절제술(unilateral laminotomy for bilateral decompression, 

ULBD)이 주요 최소침습적 수술 접근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많

은 논문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ULBD가 기존 수술과 유사하거

나 우수한 임상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최소침습적 기술의 사

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SP 발병률을 기존의 추궁 절제술

과 직접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퇴행성 요

추 협착증의 치료를 위해 내시경 ULBD의 ASP 발생률과 기

존의 후관절 보존 추궁 절제술(conventional facet-preseving 

laminectomy)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론: CFPL은 극돌기에서 심층의 척추주위 근육을 제거하고 추

궁판을 노출시키기 위한 견인을 포함하는 외과적 술기이다. 여

러 연구에서 척추 수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침습성에 대한 우려

가 보고되었다. 긴 견인 시간은 다열근 위축과 세동맥 혈액 공

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후방 지지 인대 구조의 생

체 역학적 변화로 인한 수술 후 만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수

술은 또한 수술 후 불안정성 및 ASP와 관련된 섬세한 후방 등분

지 및 기타 민감한 신경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내시경 ULBD

는 더 작은 절개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가해지는 외상을 최소화

한다. 이 술식에 의하여 시행된 감압의 정도는 CFPL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후관절의 더 작은 절제는 전통적인 추궁 절제술 

후 일부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수술 후 불안정성과 후만증의 가능

성을 감소시킨다. 메타 분석에서 이러한 장점들은 입원 감소, 혈

액 손실 및 ULBD에서 관찰되는 통증이 최소화된, 향상된 만족

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술식은 감압을 위한 수술 공간이 제

한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수술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후방 정중선 구조의 보존 정도는 여전

히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병진 및 회전 척추 안정성은 추간판과 

zygapophyseal joint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굴곡시 후방 인

대가 생성하는 운동량은 후방 척추 근육이 가하는 힘에 비해 작

기 때문에 척추 안정성은 후방 정중선 구조물을 모두 제거하는

CFPL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방사선학적으로 또는 수반되

는 기구적 유합술을 통한 재치환술의 필요성에 의해 언급된 바

와 같이, 요추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외과적 기술을 평

가할 때는 수술 후 발생하는 불안정성은 중요한 결과 척도이다. 

수술적으로 유발된 불안정성은 심각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합

병증이므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수용 가능한 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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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률에 있어서 내시경 ULBD와 CFPL의 비교에 대해 결론

을 내리기에는 그 증거의 질이 낮거나 매우 부족하였다.

결론: ASP 발병률에 관한 내시경 ULBD 술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은 여러가지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 포함되어 검토된 연구

들 대부분이 그 방법론과 결과 측정이 열악하여 결론을 내리기

에는 부족하였고 아직까지 한계점이 많았다.

색인단어: 요추, 내시경, 최소침습적 수술, 척추관협착증, 인접

분절병리, 추궁절제술, 양외측감압을위한편측추궁절제술

Minimally Invasive TLIF versus Open TLIF

Hyun-Jin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Hallym University Spine Center,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djacent segment pathology 
is a potential complication of lumbar interbody fusion. It 
includes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ASDeg), showing 
only radiographic changes, and adjacent segment disease 
(ASD), which is accompanied by clinical symptom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determine the risk 
factors of ASD. Although several factors are involved, 
the commonly observed risk factors include long segment 
fusion, degenerative changes in the adjacent intervertebral 
disc before surgery, and facet joint violation during surgery. 
Obesity is also known to have an influence on ASD, while 
other patient-related factors, the surgical approach, and 
fusion procedures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SD. Since the introduction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the field has gradually expanded. MIS is also 
being used for lumbar interbody fusion. Moreover, MIS-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MIS-TLIF) using 
a tubular retractor is a representative technique. Recently, a 
long-term follow-up study of MIS-TLIF has been published. 
The clinical outcomes, fusion rate, and incidence of ASD 
after MIS-TLIF have been reported. Therefore, through a 
review of the previous literature, differences in the incidence 
of ASD between MIS-TLIF and open-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O-TLIF), along with its clinical 
significance, will be investigated.
Main Body: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the incidence of 

ASDeg within 5 years after spinal fusion is 36~84%, but the 
incidence of ASD was reported to be 5.2~16.5% at 5 years 
and 10.6~36.1% at 10 years. In a comparative study with a 
minimum follow-up period of 5 years after MIS-TLIF and 
O-TLIF, ASDeg occurred in 11.8% and 33.3% of cases, 
respectively,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SDeg and clinical outcomes. Furthermore, in 
a meta-analysis comparing MIS-TLIF and O-TLIF for a 
minimum of 2 years, ASD was reported in 12.6% and 12.4% 
of cases, respectivel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iteratur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ncidence of ASD is generally lower after 
MIS-TLIF than after O-TLIF. The reason for a lower rate 
of ASD in MIS-TLIF remains debatable; however,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roposed regarding the paraspinal 
muscles. First, in O-TLIF, the multifidus muscle may be 
more severely damaged in the process of locating the 
entry point of the pedicle screw. Second, in O-TLIF, the 
paraspinal muscles must be retracted excessively in order 
to secure the convergence angle; this retraction may then 
cause more muscle damage. Further quantitative studies 
are required pertaining to these surgical approaches and the 
degree of muscle damage arising from this procedure. The 
treatment of ASD is similar to that of general spine disorders. 
Conservative treatment and non-surgical treatment such as 
exercise, physical therapy, and epidural steroid injections 
can be employed. However, if the symptoms persist, revision 
surgery is considered. 
Conclusions: Based on the current review of previous studies, 
it is observed that MIS-TLIF involves a lower risk of ASD 
than O-TLIF. This is probably because MIS-TLIF preserves 
the paraspinal muscles and facet joints better. However, 
studies supporting this theory are inconclusive.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this issue.
Keywords: Adjacent segment disease,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nimally 
invasive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Open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최소침습 대 고식적 경추간공 요추 추체간 유합술

박현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인접분절병변은 요추 추체간유합술 이후 잠재적인 합병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207S206

N
o

ve
m

b
e
r 1

9
 (F

ri) B
a
llro

o
m

 B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207S206

증 중 하나로서 방사선학적 변화만 보이는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ASDeg)과 이로 인한 증상을 동반하는 adjacent 

segment disease (ASD)가 해당된다. 이러한 ASD의 위험요

소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고 여러 요소가 관여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위험요소에는 장분

절 유합술, 수술 전 인접분절 추간판 퇴행성 변화, 수술 중 후

관절 손상 등이 있었다. 또한 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졌고, 그 외에 다른 환자 요소, 수술적 접근법, 유합술의 방

식 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가 소개된 이후 점차 영역이 넓어져 요추 추체간 유합술에

도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관상형 견인기를 사용한 MIS-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MIS-TLIF) 등이 시행

되고 있다. 고식적인 open TLIF (O-TLIF)과 비교하여 MIS-TLIF

은 유합률 및 임상결과에서 비슷한 정도의 결과를 보이면서 수

술 중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짧은 입원기간, 작은 창상 등

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IS-TLIF의 장기 추

시연구가 최근 발표되고 있으며, MIS-TLIF에서 ASD의 발생률, 

유합률, 임상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MIS-TLIF과 O-TLIF간에 ASD의 발생률의 차이와 그 임상

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기존 문헌에 의하면 척추유합술 시행 5년 후 ASDeg의 

발생률은 36~84%로 알려져 있으나, ASD의 발생률은 5년째 

5.2~16.5%, 10년째 10.6~36.1%로 보고되었다. MIS-TLIF과 

O-TLIF 이후 최소 5년간 비교 연구에서 각각 11.8%, 33.3%의 

ASDeg가 발생하였으나, ASDeg와 임상결과에 유의미한 연관

성은 없었다. 또한 MIS-TLIF과 O-TLIF을 비교한 최소 2년간의 

메타분석에서는 ASD가 각각 12.6%, 12.4%로 보고되었으나 통

계적 의미는 없었다. 이렇듯 문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

로 MI-TLIF이 O-TLIF에 비하여 ASD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MIS에서 Open보다 ASD가 적은 이유는 아직 논란

의 여지가 있지만, 척추주변근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

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MIS에서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때 다

열근의 손상이 적다는 점이다. 다열근은 요추 분절 안정성에 중

요한 근육인데, 척추경 나사못의 삽입지점을 노출시키기 위해

서 Open 수술 시 더욱 많은 다열근의 손상을 야기할 수 밖에 없

다. 둘째, 나사못 삽입 시 수렴각을 확보하기 위해 Open 수술

의 경우는 과도하게 척추주변근육을 견인하게 되고, 이것이 다

열근을 지배하는 medial branch of the dorsal ramus의 손상을 

야기하여 다열근을 포함한 척추주변근육의 손상을 야기하게 된

다. 반면 MIS에서는 과도한 견인 없이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할 

수 있어 근육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술 접근법과 

근육 손상의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정량화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D에 대한 치료는 일반적인 척추질환의 

경우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보존적 치료 및 운동, 물리치료, 경

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등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

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재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결론: 여러 기존 문헌에서 MIS-TLIF이 O-TLIF보다 ASD의 발생

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IS-TLIF이 수술 중 수술 

부위 주변의 척주주위근육과 후관절의 보존에 장점이 있기 때

문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 이

에 추후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인접분절병변, 인접분절변성, 최소침습수술, 최소침

습적 경추간공 요추추체간유합술, 고식적 경추간공 요추추체간

유합술

Minimally Invasive DLIF/OLIF versus Open 
Posterior Fusion

Sang-Min Park

Spine Center and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mong the various lumbar 
fusion techniques, lateral access surgery, such as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improves neurologic 
symptoms in patients by restoring the decreased disc height, 
reducing spondylolisthesis, and allowing stabilization. In 
contrast, open posterior lumbar fusion techniques that remove 
compressive pathologies directly can be referred to as “direct 
decompression.” Indirect decompression technique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ASD because they violate posterior 
spinal structures less than direct decompression. Indirect 
decompression is also advantageous for restoring sagittal 
lumbar alignment,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ASD. However, there is limited evidence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effect of indirect decompression 
on the occurrence of ASD. 
Main body: In a previous meta-analysis, the pooled rates of 
radiographic ASD were 19.4% (45/232) and 34.9% (66/189) 
for LLIF and open posterior fusion, respectively. LLIF had 
lower odds of developing ASD (pooled odds ratio=0.34) 
or requiring a related reoperation (odds ratio=0.40). Two 
important factors may explain why indirect decompression 
has lower odds of ASD development. The first is the 
preservation of the integrity of the posterior spin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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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LLIF. Recent studies have also reported a lower 
rate of ASD after minimally invasive surgery than after 
conventional open techniques due to less paraspinal muscle 
damage and proximal facet joint violations. The second 
factor associated with the reduced ASD rate in LLIF is the 
restoration of lumbar lordosis. Better restoration of segmental 
and total lumbar lordosis angles in LLIF can lead to lower 
odds of developing ASD in this group.
Conclusions: LLIF is associated with lower odds of 
developing ASD and undergoing reoperation for ASD after 
lumbar interbody fusion surgery. However, the limited 
number and quality of the included stud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erpreting the results.
Keywords: Adjacent segment degeneration,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Indirect decompression,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Direct decompression

외측접근 척추체간 유합술 vs 개방적 후방 유합술

박상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다양한 요추 유합술 중 LLIF (lateral lumbar body 

interbody fusion)와 같은 외측 접근 수술은 감소된 디스크 높

이를 복원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을 감소시키며 안정화시켜 환자

의 신경학적 증상을 개선시키지만 신경병소를 직접 보지 않아

서 “간접 감압”으로 불립니다. 대조적으로, 병리를 직접 제거하

는 개방 후방 요추 유합술(open posterior fusion)은 “직접 감

압”으로 불립니다. 간접 감압 수술법은 직접 감압보다 후방 척

추 구조를 덜 침범하기 때문에 인접부위병변이 감소한다는 보

고가 있습니다. 또한, 간접 감압은 인접부위병변의 발달에 중요

한 요소인 시상 요추 정렬을 복원하는 데에도 좀더 좋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접 감압이 인접부위병변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본론: 이전 메타 분석 연구에서 방사선학적 인접부위병변의 발

생 비율은 LLIF 및 개방 후방 유합에 대해 각각 19.4%(45/232) 

및 34.9%(66/189)였습니다. LLIF은 인접부위병변(pooled odds 

ratio=0.34)이 발생하거나 관련 재수술을 초래할 확률(odds 

ratio=0.40)이 더 낮았습니다. 인접부위병변을 낮추는 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측 접근 수술 

동안 후방 척추 복합체의 손상이 적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술 중 척추 주위 근육 손상과 근위 후관절 손상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개방 기술에 비해 최소 침습 수술 후 인접부위병

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요추 

전만의 회복입니다. 이전 연구에서 요추 전만이 충분하게 회복

되면 인접부위병변 발생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LLIF 이 

기존 개방 후방 요추 유합술 보다 요추 전만 회복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 LLIF의 더 나은 요추 전만 회복이 인접부위병변을 좀

더 적게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존 연구는 LLIF는 요추 척추체간 유합 수술 후 인접부위

병변이 발병하고 재수술을 받을 확률이 더 낮다고 보고 하였습

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색인단어: 인접부위병변, 외측 접근 척추체간 유합술, 간접 감

압, 후방 척추체간 유합술, 직접 감압

Concurrent Sessi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 Cutting Edge of MIS: What do 
you Expect in 2030?

Endoscopic Surgery Techniques and Instruments

Dong-Hoon Baek, Dong-Hyun Lee, Tae Wook Kang,  
Il-Kwon Jung

Spine Center, Busan Central Hospital, Busa,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ince decompression in spinal 
surgery deals with sensitive nerves, securing the surgical 
field is a necessary requirement for successful surgery. 
Securing the surgical field of view has historically been 
conducted with the naked eye, followed by loupe magnifying 
glasses, microscopes, and endoscopes. Endoscopic spinal 
surgery has developed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By using 
an endoscope, it is possible to access a narrow surgical site 
while avoiding a wide incision or dissection, to obtain a wide 
and bright surgical field of view, high resolution, and high 
magnification, and to observe blind spots of the naked eye 
or a surgical microscope. At first, endoscopic surgery was 
performed only for discectomy, but now it is replacing most 
microscopic surgical procedures with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and techniques.
Main Body: First, the development of endoscopic resolution, 
the reduction of the diameter of endoscopes, and the 
development of flexible endoscopes to reduce the den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 Specials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209S208

N
o

ve
m

b
e
r 1

9
 (F

ri) B
a
llro

o
m

 B

www.krspine.org www.krspine.org S209S208

of instruments in the surgical site can be expected so that 
the surgeon can visualize all the areas that he or she wants 
to check during surgery. Three-dimensional endoscopy and 
holographic endoscopy are also predicted. Second,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s that can 
remove and process the target site in a narrow space during 
surgery. Currently, instruments used in microsurgery are 
used in endoscopic spinal surgery, but the development of 
flexible forceps and punches that can be safely used in water, 
as well as various cutting tools, is anticipat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multi-joint radiofrequency coagulation 
system, intracranial pressure monitoring, a safe fluid pump, 
and an endoscopic dural suture kit will be developed. Finally, 
decompression and fusion of the entire spinal region using 
endoscopes are already being performed with increasing 
frequency. In the future, these techniques will be performed 
in surgery for spinal tumors with an excellent and accurate 
surgical field of view.
Conclusions: By 2030,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will mostly be replaced by endoscopic spinal surgery due to 
rapid developments in endoscopic surgical techniques and 
instruments.
Keywords: Endoscopic spinal surgery, Minimal invasive 
surgery, Instrument, Endoscope

미세침습 척추수술의 최첨단: 내시경 수술기법과 기구

백동훈, 이동현, 강태욱, 정일권

척추센터, 부산센트럴병원

서론: 척추 수술 중 감압술은 민감한 신경을 다루기 때문에 수술 

시야의 확보가 성공적 수술의 필수 요건으로 수술의 결과를 좌

우한다. 수술 시야의 확보는 역사적으로 나안으로 시작하여 루

페 확대경, 미세 현미경, 내시경 순으로 발전해 왔다.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수술은 지난 십여년간 비약적으로 발달해왔다. 이

는 내시경을 사용할 경우, 좁은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 위한 외부 

절개나 광범위한 박리를 피할 수 있고, 넓고 밝은 수술 시야와 

고해상도, 고배율의 상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안 혹은 수

술 현미경의 사각지대까지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

다. 처음에는 디스크 절제술에만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기구 및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미세현미경 수술을 대체하고 있는 중

이다.

본론: 첫째, 집도의가 수술 중 확인하고 싶은 모든 부위를 시각

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시경 해상도의 발전 및 수술부위 기

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한 굴곡 내시경과 내시경 직경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며, 3차원과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내시경 수술

도 예견된다. 둘째, 수술 중 목표로 하는 부위를 좁은 공간 내에

서 제거 및 처리할 수 있는 기구들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다. 현

재는 미세현미경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만 굴곡형 포셉 및 펀치, 물속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삭기 등이 개발될 것이다. 그 외에도 지혈에 사용되는 

다관절 고주파 응고장치, 수술 중 두개 내압 감시 및 안전한 수

액 펌프의 개발, 내시경적 경막 봉합술 키트 등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내시경을 이용하여 전 척추 부위의 

감압술 및 유합술이 시행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추후에

는 우수하고 정확한 수술 시야로 척추 종양의 수술에도 시행될 

것이다. 

결론: 2030년 경에는 비약적인 내시경 수술 기법과 기구들의 발

전으로 미세침습 척추수술의 대부분이 내시경적 수술로 대체 

시행될 것임이 분명하다 

색인단어: 척추 내시경 수술, 미세 침습 수술, 기구, 내시경

Minimally Invasive Fusion Techniques and 
Instruments

Hae-Dong Ja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MISS) has continued to evolve over the past 
few decades, with significant advances in technology and 
technical skills. From microendoscopic diskectomy, MIS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TLIF), and biportal 
endoscopic spine surgery (BESS), to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LLIF), MISS has showcased its usefulness across all 
practice areas of the spine.
Main Body: LLIF is a representative MISS technique that can 
expand and develop in the future. It was recently established 
that LLIF and pedicle screw insertion in a single-stage lateral 
decubitus position without changing the patient's position 
can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delay in operation time. If 
advanced graft materials such as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3-dimensional (3D) printing technology, an O-arm, 
intra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and tailored cages 
become popular, then 10 years in the future, LLIF will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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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MISS technique like MIS TLIF 10 years ago.
Robot-assisted spine surgery, imaging guidance, and spinal 
navigation are important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MISS in the next 10 years. However, the current data 
available are mostly limited and these techniques have 
yet to gain general acceptance among spine surgeons. If 
the clinical applications of these techniques are expanded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it will be of great help 
for solving the issues of radiation exposure, morbidity in 
ventral approaches, and high cervical instrumentation. 
Endoscopic visualization has revolutionized MISS, and 
research on lumbar interbody fusion using BES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Although insufficient disc excision and 
endplate preparation, a lower fusion rate, and lack of long-
term follow-up results have been pointed out as limitations, 
endoscopic spine surgery has multiple advantag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precise work and direct visualization of 
the endplate even in the finest areas. In addition, advanced 
bone graft substitutes and expandable cages will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endoscopic spinal fusion. Education, 
training, and overcoming the learning curve are essential 
task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MISS field. Online 
education using 3D modeling and training curricula using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could be helpful. Multicenter 
studies, registry data, and medical insurance issues are also 
major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equipment and 
the development of MISS.
Conclusions: Upgrades in LLIF and endoscopic spinal 
surgery, advances in robot-assisted spine surgery, and 
developments in image-guided spinal navigation systems 
continue to support the progress of MISS. The use of these 
techniques depends on the scientific evidence, education and 
training environments, and ability to overcome the learning 
curve and medical insurance issues.
Keywords: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Endoscopic spine surgery, Robot-assisted 
spine surgery, Spinal navigation 

최소침습 척추유합술의 술기와 기기

장해동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최소침습척추수술은 새로운 기구의 개발과 신기술의 도

입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90년대말 microendoscopic 

diskectomy (MED)의 도입과 원통형 견인기의 적용, 2003년 최

소침습 경추간공요추유합술(Foley 등), 2006년 외측방유합술

(Ozgur 등), 2009년 정중요추유합술(Santoni 등) 등이 대표적

이며, 내시경 수술분야에서는 최근 양방향내시경 척추수술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론: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1년 최소침습척추수술의 주요 

연구주제는 경추간공요추유합술의 추시결과, 골시멘트보강 등

의 척추체성형술, 통증조절을 위한 주사치료 등이었으며, 현재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널리 상용화되었고, 여러 질환의 기본 치

료방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척추유합수술 중 

외측방유합술은 향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최소침습척추수술법이다. 최근에는 환자의 체위변경없

이 측와위 자세에서 외측방유합술과 경피적 척추경나사못삽입

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이 시도되어 환자 체위변경에 따른 

수술시간 지연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O-arm, 수

술중 CT 등의 기술을 접목하고, 척추변형 환자에서는 전방주재

정렬술(anterior column realignment)등을 활용하여 수술결과

를 좀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외측방유합

술을 통한 간접 감압술의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더욱 구체화되

고, Bone morphogenetic proteins (BMP)등의 발전된 골대체

제와 3D 프린팅기술, 환자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

형 케이지 등의 사용이 대중화된다면, 10년 후 최소침습척추수

술의 분야에서 외측방유합술은 10년전의 경추간공요추유합술

과 같이 대표적인 수술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로봇척추수

술, 네비게이션시스템, 가상현실 및 증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영

상보조 척추수술 등은 10년 후 최소침습척추수술의 발전을 예

측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술들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연구의 대상이 주로 사체연구, 소규모 환자였으며, 기술 적용

의 범위도 척추경나사못 삽입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기

술발전과 상용화를 통해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면, 최소침습척추

수술의 중요한 관건인 방사선노출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해부학적 구조상 접근이 어려운 전방접근 척추수술과 상

위경추유합술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시경수술은 

현재 양방향내시경척추수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요추유합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

지는 기존의 고식적 방법이나 원통형 견인기이용법에 비해 불

충분한 추간판제거, 낮은 유합율, 장기추시결과 부족 등이 한계

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내시경수술의 장점을 살려 정밀한 작

업이 가능하고, 기존 수술 방법으로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종판

을 내시경으로 관찰하면서 수술이 가능하여 유합율 상승도 기

대해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골유합제제와 확장형 케이지의 도

입은 내시경척추유합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운 기

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실제 임상적용시 학습곡선의 

극복은 최소침습척추분야에서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필수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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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인 점은 3D 모델링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이 가능해지

고 있고, 현대 과학기술이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기술습득을 위

한 시간이 단축되며, 환경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

이다. 최소침습척추수술의 적응증과 합병증 등에 대한 다기관

연구, 레지스트리 연구도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과제이다. 한국

의 특수한 의료보험체계와 보험관련 국가정책, 부족한 의료재

정 등도 첨단장비의 도입과 최소침습척추수술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결론: 최소침습척추수술은 기존 외측방척추유합술 및 내시경척

추기술의 업그레이드와 로봇수술 및 네비게이션 시스템의 접목

으로 정확도의 향상, 수술시간단축, 수술 관련 합병증 및 방사

선 노출량의 감소 등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기

술에 대한 학습곡선의 극복, 체계적인 교육 여건의 확보, 충분한 

과학적 연구결과제시, 의료보험급여수가 개선 및 보험관련 문

제의 해결 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색인단어: 최소침습척추수술, 외측방유합술, 내시경척추수술, 

로봇수술, 네비게이션 시스템

New Techniques for the Future: Navigation and 
Robots

Ji-Won Kwon, Yung Park*, Soo-Bin Lee‡, Sahyun Sung†, 
Byung Ho Lee, Joong-Won Ha*, Kyung-Soo Suk,  
Jin-Oh Park, Seong-Hwan Moon, Hak-Su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Goyang,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che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Spine surgery in one form 
or another has been performed for more than 5,000 
years.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spine-related 
procedures performed today are much more advanced and 
safer for patients than those done centuries ago, when there 
was not a full understanding of internal anatomy and the 
complex nature of the human spine. There is no way to 
predict with absolute certainty what the future may hold for 
spine surgery innovations and trends. However, there are 
some interesting trends that suggest what may be coming in 

the future with spine surgery.
Main Body: Robotic spine surgery is already a reality. 
Contemporaneously, a non-navigated robotic guidance 
platform has also been introduced as a competing modality 
for pedicle screw placement. Although the robot could 
provide high-precision trajectory guidance by restricting 
four of the six degrees of freedom, the lack of real-time 
depth control and high capital acquisition cost diminished 
its popularity, while computer-assisted navigation platforms 
beca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accepted. The recent 
integration of real-time 3D navigation with robotic platforms 
has resulted in a resurgence of interest in robotics in spine 
surgery with the recent introduction of numerous navigated 
robotic platforms. The currently available navigated 
robotic spine surgery platforms include the ROSA Spine 
Robot (Zimmer Biomet Robotics formerly Medtech SA, 
Montpellier, France), ExcelsiusGPS® (Globus Medical, 
Inc., Audubon, PA, USA), Mazor X spine robot (Medtronic 
Navigation Louisville, CO; Medtronic Spine, Memphis, TN; 
formerly Mazor Robotics, Caesarea, Israel) and TiRobot 
(TINAVI Medical Technologies, Beijing, China). However, 
these systems are not considered affordable or widely 
accessible, but that may change in the future as robot-guided 
surgery becomes available to more patients at a lower cost. 
Spine surgery in 2030 will be permeated by intraoperative 
navigation and the rise of robots. Spinal navigation will 
become the standard of care, as misplaced instrumentation 
and subsequent return to the operating room for revision 
become viewed as 'never' events. Furthermore, robot-
assisted surgery will be widely adopted and expanded to 
routinely involve decompression as well as interbody device 
placement.
Conclusions: Although spine surgery robots were introduced 
nearly 20 years ago, their adoption was limited by a number 
of factors. Meanwhile, the popularity of 3D navigation in 
spine surgery has grown considerably. The combination 
of robotics with real-time 3D navigation will lead to a 
resurgence in interest in these new robotic platforms and 
their potential future applications beyond pedicle screw 
insertion. 
Keywords: Minimally invasive surgery, Future, Technique, 
Robot,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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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 내비게이션 및 로봇

권지원, 박융*, 이수빈‡, 성사현†, 이병호, 하중원*, 석경수, 박진오,  
문성환, 김학선
1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2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추 수술은 5,000년 이상 동안 수행되어 왔다. 기술의 발

달에 따라, 오늘날 수행되는 척추 수술은 척추의 해부학적 복잡

한 특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던 수세기 전에 수행된 것보

다 훨씬 더 발전되고 환자에게 더 안전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다. 척추 수술의 혁신과 트렌드에 대한 미래를 절대적으로 확실

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척추 수술과 함께 미

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암시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경향을 예

측해 볼 수 있겠다.

본론: 로봇 척추 수술은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다. 동시에, 비항법 로봇 유도 플랫폼도 척추경 나사 배치를 위

한 경쟁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로봇은 6개의 자유도 중 4개를 

제한하여 고정밀 궤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실시간 깊

이 제어의 부족과 높은 제반적 비용으로 현실적인 제한이 있

어왔고, 그에 비해 컴퓨터 가이드 하 궤적 지원 플랫폼은 점

점 더 정교해지고 수용되어왔다. 최근 실시간 3D 탐색과 로봇 

플랫폼의 통합으로 인해 최근 수많은 탐색 로봇 플랫폼이 도

입되면서 척추 수술의 로봇 공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

다. 현재 사용 가능한 탐색 로봇 척추 수술 플랫폼에는 ROSA 

(Zimmer Biomet Robotics Medtech SA, Montpellier, France), 

ExcelsiusGPS® (Globus Medical, Inc., Audubon, PA, USA), 

Mazor X (Medtronic Navigation Louisville, CO, Medtronic 

Spine, Memphis, TN, Mazor Robotics, Caesarea, Israel) 및 

TiRobot(TINAVI Medical Technologies, Beijing, China)를 들 

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즉 근시안적으로 2030년

에는 저렴하거나 널리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

니지만 현재 쓰여지고 있는 로봇 유도 수술이 조금 더 저렴한 비

용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2030년 척추 수술은 수술 중 내비게이션과 로봇의 동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로봇 유도 수술이 척추경 나사 배

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추체간 allograft 및 Rod 조합에 대

해서 확장하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척추 수술 로봇은 거의 20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

지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인 의료에서의 적용이 제한되어왔다. 

2030년에 기대되는 척추 수술에서의 기술적 영역은 로봇 유도

와 실시간 3D 탐색의 결합으로 새로운 로봇 플랫폼과 척추경 나

사 삽입을 넘어 잠재적인 미래 응용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

러일으킬 예정이다. 

색인단어: 최소 침습 수술, 미래, 기술, 로봇, 탐색

Concurrent Session: Spinal Cord 
- Unfamiliar Thoracic Cord Lesion

Pitfall in Differential Diagnosis with Thoracic 
Myelopathy

Jae Woo Park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Gangneung Asan Hospital,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Gangneung,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oracic myelopathy may 
appear in the form of mild paralysis involving both lower 
extremities and sustained clonus, a positive Babinski reflex, 
and a wide-stride spastic gait. The term myelopathy describes 
pathologic conditions that cause spinal cord, meningeal, or 
perimeningeal space damage or dysfunction. 
Main Body: Traumatic injuries, vascular diseases, infections, 
and inflammatory or autoimmune processes may affect the 
spinal cord due to its confinement in a very small space. 
Transverse myelitis, multiple sclerosis, motor neuron disease, 
and vitamin B12 deficiency are commonly known causes of 
non-compressive myelopathy.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check the medical history (family 
history, onset pattern, age at onset, etc.) and spi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to evaluate the possible presence 
of cord compression and/or a cord lesion. In addition, 
cerebrospinal fluid (CSF) analysis and electrodiagnosis may 
be performed. Transverse myelitis most commonly occurs 
between the ages of 10 to 19 and 30 to 39 years of age and 
is mostly idiopathic, but it is known to develop after viral 
infection or vaccination. It can be diagnosed when spinal 
cord inflammation is confirmed by CSF analysis or MRI, 
and the treatment is high-dose steroids and plasmapheresis. 
Multiple sclerosis is common in Caucasian women aged 
25 to 35 years. On MRI, lesions (low T1 and high T2) are 
found in the brain and spinal cord, while on CSF analysis, 
oligoclonal bands and elevated immunoglobulin G are found. 
The treatment is high-dose steroids and plasmapheresis.
Conclusions: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thoracic 
myelopathy is difficult, but many of the processes affecting 
the spinal cord may be reversible if recognized and treated 
early. The vast majority of spinal cord diseases can be treated 
medically, with surgical treatment reserved for compr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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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which constitute a neurological emergency. 
Keywords: Thoracic myelopathy, Transverse myelitis, 
Multiple sclerosis, Motor neuron disease 

흉부 척수병증의 감별 진단

박재우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흉부 척수병증은 양측 하지를 침범하는 경한 마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족간대성 경련이나 바빈스키 징후, 

넓은 보폭 및 강직성 보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 원

인에 의해서 척수 및 척수막 이나 척수막 주위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본론: 정형외과 의사가 흔히 보는 척수 압박에 의한 척수증(퇴

행성, 외상성, 염증성, 종양성, 혈관성 등)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횡단성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운동신

경원병, 비타민 B12 결핍증이 비압박성 척수병증 중 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감별을 위해서는 병력(가족력, 발병 양상, 발병

시 나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척추 MRI를 촬영하여 척수

의 압박 여부나 척수 신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뇌척수액 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다. 횡단성척

수염은 10~19세, 30~39세에 호발하며 대부분 특발성이나 바이

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

척수액 검사나 MRI 상 척수의 염증이 확인될 때 진단할 수 있으

며 치료는 고농도 스테로이드와 혈장 교환술이다. 다발성 경화

증은 25~35세 백인 여성에서 호발하며 MRI 상 척수나 대뇌에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발견되고 뇌척수액 검사에서 oligoclonal 

bands나 immunoglobulin G가 상승 될 때 진단한다. 치료는 고

농도 스테로이드와 혈장 교환술이다. 

결론: 흉부 척수병증의 감별 진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조기에 진

단하여 치료한다면 호전될 수 있다. 척수 압박에 의한 척수증은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척수 질환은 비수술적

으로 치료 가능하다. 

색인단어: 흉부 척수병증, 횡단성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운동신

경원병

Fig. 1.

Vascular Lesions in the Spinal Cord

Doohyun kwon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Daegu Veterans Hospital, Daegu,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Vascular spinal cord lesions 
are compressive, ischemic, or hemorrhagic vascular 
diseases such as arteriovenous malformations, spinal cord 
fistulas, and neoplastic lesions that cause myelopathy 
symptoms and are difficult to detect due to their non-
specific clinical presentation. The diagnosis rate of spinal 
vascular malformations is reported to be 300 cases per year 
in the United States, and once symptoms develop, these 
lesions can lead to progressive neurological deficits and 
irreversible spinal cord inju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uncommon vascular spinal cord diseases in the spinal region. 
Main Bod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pinal cord 
blood vessels. The normal spinal cord blood supply is 
provided by one anterior vertebral artery and two posterior 
vertebral arteries, and the largest medullary artery is the 
Adamkiewicz artery. Spinal vascular diseases include 
obstructive spinal cord vascular disorders, hemorrhage, 
and vascular malformations. Typically, anomalies of spinal 
vessels can be divided into dural arteriovenous fistula, 
perimedullary arteriovenous fistula, and intramedull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 Cavernous angioma, which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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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bleeding as a vascular lesion in the spinal cord, can 
be added. Symptoms of spinal cord vascular malformations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lesion, and may appear 
in non-specific and diverse forms, such as motor paralysis, 
paresthesia, pain, and urination disorders. In particular, 
delays in the recognition of the symptoms caused by 
vascular malformations and their differentiation from general 
degenerative spinal diseases may cause serious damage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Spinal infar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cause sudden pain and paralysis 
Conclusions: If a patient with myelopathy shows non-
specific clinical features, a vascular spinal cord lesion must 
be suspected. For the diagnosis of vascular spinal lesions, it 
is recommended to perform enhanc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together. 
The treatment approach is to embolize the arterial and venous 
anastomosis. Arteriovenous malformations can be ligated 
with microsurgery in areas that are easy to access surgically 
An interventional procedure is a method of blocking a 
vascular malformation site by using an embolic material.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treatment results 
for spinal cord vascular lesions by combining microscopic 
surgery and interventional procedures
Keywords: Thoracic vertebrae, Spinal cord compression, 
Ischemia, Vascular malformation

흔치 않는 흉추 부위 척수 병변: 혈관성 척수 병변

권두현

대구 보훈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혈관성 척수 병변은 동정맥 기형, 척수 누공, 종양성 병변

등의 압박성, 허헐성, 출혈성 질환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

는 하며, 비특이적 임상소견으로 발견하기가 어렵다. 척수혈관 

기형의 진단율이 미국에서 연간 300명으로 보고되며, 일단 증

상을 일으키면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하고 비가역적인 

척수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척추 부위에서 흔치 않은 혈

관성 척수 질환 특징과 분류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정상적인 척수의 혈액공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의 전방척추동맥과 두개의 후방척추동맥에 의해서 영

양 공급을 받게되고, 그중 대표적으로 가장 큰 수질 동맥이 

Adamkiewicz 동맥이 있다. 척수혈관 질환은 폐쇄성 척수 혈

관장애, 출혈, 혈관기형등 있다. 대표적으로 척수혈관의 기형

은 경막성동정맥루(dural arteriovenous fistula), 척수주변동정

맥루(perimedullary arteriovenous fistula), 척추내동정맥기형 

(intramedullary arteriovenous malformation)으로 나눌 수 있

다. 경막성동정맥루나 척수주변동정맥루 같은 동정맥루는 동

맥혈이 바로 정맥혈로 유입되므로 정맥내 압력이 상승되어 결

국 척수내 정맥압을 증가시켜 증상을 유발한다. 척수내동정맥

기형은 glomus형과 juvenile형으로 나뉘며 기형혈관이 파열되

거나 주변 척수의 압박으로 허혈을 유발하여 증상이 발생된다. 

척수내 혈관성 병변으로 츨혈을 일으킬 수 있는 해면상 혈관종

(cavernous angioma)을 추가할 수 있다. 척수혈관기형의 증상

들은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며 운동마비, 감각이상, 통증, 

대소변 장애 등 비특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

히, 혈관기형에 의한 증상과 일반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과 감별

이 늦어진다면, 중추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

의를 요한다. 또한 척수경색과 출혈은 갑작스러운 통증과 마비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결론: 척수증 의심 환자에서 비특이적인 임상양상을 보인다면, 

혈관성 척수 병변을 반드시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혈관성 병변

을 진단은 조영제를 이용한 MRI와 CT angiography를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치료는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부분을 막

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수술적 접근이 용이한 부분은 

미세 수술로 혈관을 결찰할 수 있다. 중재적 시술은 색전물질을 

이용하여 작은 도관을 병변 혈관부위를 막는 방법이 있다.  현미

경적 수술과 중재적 시술을 병행해서 치료 성적을 올릴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색인단어: 흉추, 척수 압박, 허혈, 혈관 기형

An Unfamiliar Thoracic Cord Lesion: Conus 
Medullaris Syndrome

Dae-Geu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Gumi Hospital, 
Gumi,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Conus medullaris syndrome is a 
disease entity that refers to symptoms of spinal compression 
in the thoracolumbar junction along with cauda equina 
syndrome. In 1982, the American Spinal Injuries Association 
included conus medullaris syndrom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Neurological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Spinal Damage, as well as cauda equina syndrome. 
These two syndromes were recently omitted because of the 
absence of a clear definition. We would like to discuss c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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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ullaris syndrome, which can infrequently occur in the 
thoracic vertebrae.
Main Body: The conus medullaris consists of upper and 
lower motor neurons, distributed from T11 to L3, and the 
average region is usually located at L1. Conus medullaris 
syndrome involves symptoms of back pain, lower limb 
radiation, perineum or saddle insensitivity, and bowel and/
or bladder dysfunction. Moreover, when lumbar nerve roots 
around the cone are also damaged, there is a loss of motor 
ability, sensation, and reflection associated with nerve roots; 
this entity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cauda equina 
syndrome based only on clinical symptoms. However, 
cauda equina syndrome often has asymmetric sensory-
motor deficits, while conus medullaris syndrome tends 
to be symmetric. Usually, the cause of conus medullaris 
syndrom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rauma and space-
occupying lesions and complications of spinal injections. 
The thoracolumbar junction is a region where the rigid 
thoracic kyphosis transitions into the mobile lumbar lordosis. 
Therefore, this junction is vulnerable to trauma. Space-
occupying lesions can be divided into tumors and changes 
in normal structures, such as disc protrusion and 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r yellow ligament. 
Spinal cord tumors that occur within the cauda equina or 
conus medullaris are rare, occurring in about 5% of cases. 
Recently, cases of conus medullaris syndrome have been 
reported following radionuclide cisternography, which is a 
radiographic examination conducted to predict the treatability 
of hydrocephalus. The injury mechanism of the conus 
medullaris is assumed to be direct needle damage, vascular 
compression, or neurotoxicity. Cauda equina syndrome 
involves lower motor neurons, so it is likely to show eventual 
recovery, but conus medullaris syndrome is less likely to 
recover because it involves upper motor neurons.
Conclusions: Conus medullaris syndrome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cauda equina syndrome based on 
clinical symptoms, but it can be diagnosed accurately 
through imaging, includ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Furthermore, unlike cauda equina syndrome,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ull recovery in cases of conus medullaris syndrome.
Keywords: Spinal cord, Thoracic vertebrae, Spinal cord 
compression, Conus medullaris syndrome, Cauda equina 
syndrome

흔치 않는 흉추 부위 척수 병변: 척수 원추 증후군

김대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척수 원추 증후군은 마미 증후군과 함께 흉요추 부위에

서 발생하는 척수 압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컫는 

질병명이다. 1928년 Jefferson에 의해 흉추 12번 혹은 요추 1

번 부위의 손상이 척수 원추가 손상될 수 있으며, 그 아래 부위

는 마미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로, 여러 저자들에 의

해 보다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1982년 미국 척수손상협

회(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ASIA)에 의해 척수 

원추 증후군은 마미 증후군과 함께 척수 손상의 신경학적 및 

기능적 분류에 따른 국제적 표준(International Standard for 

Neurological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에 포함되었다가, 2010년대 중반에 이들 증후

군의 정의의 불분명으로 인해 ISNCSCI에서 제외되었다. 흉추 

부위에서 흔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척수 원추 증후군에 대해서 

마미 증후군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척수 원추는 상위 및 하위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 흉

추 11번 하방부터 요추 3번 상방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중간 부

위는 보통 요추 1번 높이에 위치한다. 척수 원추 증후군은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 회음부 혹은 안장 무감각, 대소변의 기능 

이상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추 주위의 요추 신경들

이 함께 손상되면, 각 신경근과 연관된 운동, 감각 및 반사의 소

실이 있게 되어, 임상증상들만 보았을 때는 마미 증후군과는 크

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마미 증후군은 감각-운동 결손이 한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척수 원추 증후군은 감각-운동 

결손이 양측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통 척수 원추 증

후군의 원인은 크게 골절과 같은 외상 및 공간 점유 병변과 같

은 질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드물게는 척수강 내 주사 혹은 척

추 마취의 합병증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흉-요추 부위는 경

직된 흉추부 후만곡이 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운 요추부 전만곡

으로 바뀌는 부위로 외상에 취약한 부위이다. 따라서 척수 손상

의 15% 정도는 흉-요추부에서 발생한다. 흉-요추부의 척수 손상

에서 최대 38% 정도는 마미 증후군이나 척수 원추 증후군이 발

생하며, 골절-탈구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는 증가한다. 공간 점

유 병변의 경우는 흉-요추부의 수핵 탈출증, 후종인대 골화증이

나 황색인대 골화증과 같이 정상적인 구조물의 변화에 의한 것

과 함께 척수강 내 발생한 종양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마

미 혹은 척수 원추 내에 발생하는 척수 종양은 약 5% 이내로 발

생이 드물다. 최근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조영술(radionuclide 

cisternography) 이후 발생하는 척수 원추 증후군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뇌조조영술은 뇌수종의 치료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시행되는 방사선 검사이다. 발생 원인은 직접적인 주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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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손상, 혈관 압박 또는 사용된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으로 

가정하고 있다. 마미 증후군은 하위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

어서, 추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척수 원추 증후군은 상위운

동뉴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복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결론: 척수 원추 증후군은 임상적 증상으로는 마미 증후군과의 

구분은 힘드나,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내

릴 수 있다. 또한 마미 증후군과는 달리 척수 원추 증후군은 상

위운동뉴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증상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색인단어: 척수, 흉추, 척수 압박, 척수 원추 증후군, 마미 증후

군

Concurrent Session: Spine 
Osteoporosis 

- Symposium 1. Kummell’s 
Disease, do we Know it?

Definition and Pathophysiology

Sang-Il Kim, Hyung-Youl Park*, Young-Hoo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Eunpyung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As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OVFs) and related complications are increasing, 
in this symposium,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urrent 
consensus on the appropriate treatment and prognosis 
prediction by reviewing and summarizing extant research 
and treatment experiences, as well as suggesting definitions 
and pathophysiology of this complicated condition.
Main Body: OVFs show a different clinical course from 
thoracolumbar fractures caused by high-energy injuries at 
a young age, and the incidence of delayed post-traumatic 
deformity and neurological complications following 
conservative treatment is also increasing. In most cases, 
this complicated condition is diagnosed and treated as 
Kummel's dise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pecify a clinical 
phenomenon that would not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Kummel҆s disease since it is defined based on clinical 

features. Therefore, other diagnoses and definitions of 
this condition need to be defined, including more diverse 
situations.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term 
“complicated OVFs” for cases where an intravertebral cleft 
(IVC) in the fractured vertebra is combined with dynamic 
instability of the fractured vertebra, and consecutively 
delayed complications are accompanied by progressive 
kyphotic deformity and neurological deterioration. In cases 
of neurological complications, there is little dis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ve surgery for fusion of the 
fractured vertebrae and restoration of spinal alignment.  
However, as various surgical methods have been proposed, 
we should do our best to choose a sound treatment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method. In addition, the pathophysiology of this condition is 
suggested to involve nonunion or ischemic bone necrosis, but 
IVC is also observed in the early stages after fracture, which 
is understood as ischemic osteonecrosis rather than nonunion. 
Moreover, some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location of fractures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this complication and suggested helpful 
considerations for clinical judgment. However, in cases 
involving persistent dorsal back pain without neurological 
complications, debate continues on the necessity and efficacy 
of reconstructive surgery in elderly patients. Therefore, more 
discussion will be needed to present a sounder consensus 
regarding proper indications.
Conclusions: In order to propose appropriate surgical 
treatment for delayed complicated OVFs accompanied with 
neurological complications and progressive kyphosis, for 
which conservative treatment has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mon consensus for this unique condition.
Keywords: Spine, Osteoporosis, Kummel’s disease

전이성 척추종양 치료의 역사적 고찰

김상일, 박형열*,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및 이에 대한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예후 예측 등

에 대한 학회 차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현재까지 연구 및 

치료 경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며, 본 발표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정의 및 병태생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론: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젊은 연령에서 고에너지 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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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는 흉요추 골절과는 다른 임상적인 경과를 보이며, 이

에 대한 보존적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성 후만변형 및 신

경학적 합병증의 발생은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경우 

Kummel씨 병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되고 있으나, 임상적 양상

의 기술로 정의된 Kummel씨병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임상적

인 현상을 Kummel씨 병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

다 다양한 상황을 정의할 수 있는 진단 및 이의 정의가 필요하

다. 이에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이후 지연성 합병증 중 골절 된 

추체에서 발견되는 IVC (intravertebral cleft)가 발견되며, 추체

의 동적 불안정성에 의한 후만각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후만변형과 신경학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지연성 합병증

을 complicated osteoporotic spinal fractures로 정의하는 것으

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신경

학적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골절된 추체에 대한 유합과 척주

의 정렬의 복원을 위한 제건술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적을 것이

나, 이러한 제건술의 방법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법의 장, 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러한 병적 상황에 대한 병태 생리에 있어서는 불유

합, 허혈성 또는 무혈성 골괴사로 제시되고 있으나, 골절 후 초

기에도 IVC가 관찰되는 바 불유합 보다는 허혈성 골괴사로 이해

가 되고 있다.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에서 초기 골절의 

형태적 특징이 이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

한 임상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신경학

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나, 진행된 후만변형에 의한 통

증이 지소되는 경우 고령의 환자에서 제건술의 유효성과 안정

성에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심한 배부통에 대한 척주 정렬의 복원은 배부통의 감소 및 후만

변형에 따르는 추가적인 골절의 예방의 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기에 제한 된 경우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술적 치료

의 적응증에 대하여는 많은 토의를 통하여 적절한 치료의 가이

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결론: 신경학적 합병증, 후만변형에 따른 배부통 등 보존적 치료

로 한계가 있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의 지연성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치료의 제안을 위하여는 학회 회원의 공통된 합

의점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절

한 치료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색인단어: 척추, 골다공증, Kummel씨 병

Conservative Treatment and Indication of Surgery

Chang Hwa Hong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chool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Cheonan

Background and Introduction: Kummell’s disease involves 
back pain and kyphotic deformity after minor trauma with no 
symptomatic period; with recent trends in population aging 
and an increase in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the 
incidence of Kummell’s disease has increased. Many authors 
have recommended vertebral augmentation or surgical 
treatment. However, there is extensive debate regarding 
conservative and surgical treatment options. The treatment 
option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Main Body: Kummell’s disease is diagnosed based on 
symptoms including previous osteoporotic fracture of the 
spine and back pain, progression of kyphotic deformity, 
and sometimes neurologic deficit with intra-vertebral gas 
formation and instability on dynamic X-rays. The goal 
of treatment is to reduce pain and prevent a progressive 
kyphotic deformity. First, recommended measures to 
reduce pain include taking medicine (e.g.,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or opioids) or physiotherapy. To 
prevent progressive kyphotic deformity, hard bracing is 
recommended. Before surgical treatment, some authors 
reported that back pain from the instability of the fractured 
vertebra could be decreased by 67%, indicating that 
conservative treatment is effective. Various operative 
methods are used, and the indication and timing are different 
for each surgeon. However, in the presence of a neurologic 
deficit or focal kyphosis of more than 30°, many authors 
recommend anterior and posterior surgery. Spinal canal 
compromise of more than 42%, and instability of more 
than 15° can cause neurologic deficits. Other authors have 
suggested effective operative methods and a classification 
according to radiologic parameters and neurologic status, 
while yet other authors reported previous risk factors for 
nonunion in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s.
Conclusions: Kummell’s disease occurs after osteoporotic 
compression fractures, and there are many debates regarding 
treatment. However, in cases with neurologic deficits, 
focal kyphosis, and continuous severe back pain, surgical 
treatment will b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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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Kummell’s disease, conservative treatment, 
surgical treatment

Kummel 병의 치료

홍창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Kummel disease 는 초기에 적은 충격으로 인한 척추부의 

통증이 발생 된 후 증상의 소실 후 통증의 재발생 및 후만 변형

이 생기는 질환으로 기술 된 후, 방사선 및 병리학적 검사를 통

하여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구의 연령이 증

가함에따라 골다공중성 척추 골절의 증가와 함께 그 빈도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의 치료로는 추체 성형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추천되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 및 수

술적 치료에 관하여는 많은 고민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수술적 치료 및 보존적 치료에 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본론: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이 있던 환자에서 지속적 통증과 함

께 후만증이 발생 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 된 환자에 있어, 

방사선적 검사를 통하여 추체내의 가스의 음영 및 굴곡, 신전 검

사 상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진단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치료

를 시작하게 된다. 이의 치료의 목적으로는 통증의 소실 및 진

행되는 척추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증

을 감소 시키는 방법 중 보존적 치료로는 침상안정, 비스테로이

드성 소염제, 마약성 진통제등의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통하

여 증상은 경감 시키는 방법이 있다. 변형의 방지를 위하여는 보

조기를 착용 시키는 방법등이 있다. 불안정성에 의한 통증도 약 

67% 정도에서는 통증이 감소 된다는 보고도 있어 보존적 치료

를 주장하는 저자들도 많이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수술의 시점에 관하여는 여러 저자들마다 각각의 적응

증이 있다.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나 30도 이상의 국소적 후

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후방, 혹은 전.후방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저자들이 많으며, 신경관의 42% 이상을 

침범하거나 15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 이상

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다. 다른 저자들은 방사선

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유무애 따른 분류를 통하여 수술적 치료

의 필요 시 어떠한 방법이 유용한지에 관하여도 연구를 보고 하

였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발생 시 불유

합의 잘 발생되는 상황에 관하여도 보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치료의 방침을 환자에게 맞추어 적절히 선택한다면 질환의 

이환을 줄일 수 있는 방침이 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론: Kummel 병은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후 발생 될 수 있으

며, 이의 치료에 관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국소적 후만변형, 지속적 통증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Kummel 병,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of Kummell’s Disease

Jae Hyuk Yang, Yoon-Jin Nam, Dong-Gune Chang*,  
Seung Woo Suh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Seoul, 
Korea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anggye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pathophysiology of 
Kummell’s disease remains a topic of debate, but it is 
known to cause vertebral body collapse and kyphosis as it 
progresses. Accompanying back pain or neurological deficits 
can develop and intensify. For the treatment of this condition, 
various surgical treatment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and 
used.
Main Body: The indications for surgical treatment for Kummell̓s 
disease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or defined. 
However,  surgical  t reatment  could general ly  be 
recommended when there is back pain that does not respond 
to conservative treatment, an accompanying neurological 
abnormality, and a progressive spinal deformity such as 
kyphosis or kyphoscoliosis. The goals of surgical treatment 
are to restore stability of the collapsed vertebral body, 
decompress the compromised nerve, and restore sagittal 
balance. A recently used method of restoring the stability of 
the collapsed vertebral body is bone cement augmentation 
(e.g., vertebroplasty and kyphoplasty). If the vacuum cleft 
of the spine is properly filled with bone cement, the clinical 
outcome is excellent. If patients have a progressive spinal 
deformity and/or a neurological deficit accompanying 
Kummell’s disease, surgical decompression can be performed 
through an anterior and posterior approach. At this time, 
removal of the collapsed vertebral body, strut bone graft, and 
fixation using pedicle screws are known as basic techniques. 
Recently, vertebral body reinforcement with bone cement 
and spinal re-alignment with thorough pedicle screw fixation 
have been recommended. Cement-augmented pedicle 
screws, which are designed to achieve these two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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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a percutaneous approach, can be recommended as 
one of the best options. After surgery, satisfactory outcomes 
have been reported in terms of improvement of preoperative 
pain, neurological deficit symptoms, and correction of the 
kyphotic angle (from 10° to 18°).
Conclusions: Kummell҆s disease can be treated through 
various surgical techniques depending on the patient's 
condition, disease progression, and accompanying spinal 
deformity.
Keywords: Spine, Kummell҆s disease, Surgical treatment, 
Bone cement, Screw fixation 

Kummell 씨 질환의 수술적 치료

양재혁, 남윤진, 장동균*, 서승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Kummell씨 질환은 아직 정확한 병태 생리가 밝혀지지 않

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병이 진행하는 경우 척추체의 붕괴 

및 후만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동반하여 요

통이 심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술적 치료방법이 소개되고 있

다.

본론: Kummell씨 질환에 대한 수술 치료의 적응증은 아직 명확

하게 정립되거나 정의되어진 바는 없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요통, 동반된 신경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 및 진행

하는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척추체의 안정성 회복, 신경 

감압 및 시상면상 균형의 회복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체의 안정

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최근 사용되는 방법은 골시멘트를 이

용한 척추체 보강 방법이다. Vertebroplasty 및 kyphoplasty가 

사용될 수 있으며 vacuum cleft를 cement를 이용해서 적절히 

메꾸는 경우 임상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변형

과 신경학적인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전방 및 후방 접근법

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상된 척추체의 

제거 및 골이식 그리고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이 기본적인 술기

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cement augmented pedicle screw를 

이용해 척추체 보강 및 척추 정렬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후 통증의 감소, 신경증상의 호전 및 후만각의 

보정은 10~18도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Kummell씨 질환은 환자의 상태, 질환의 진행 정도, 동반

한 척추 변형 여부에따라 다양한 수술적 술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색인단어: 척추, Kummell씨 질환, 수술적 치료, 골시멘트, 나사

못 고정술

Concurrent Session: Spine 
Osteoporosis 

- Symposium 2. Cutting Edge 
Treatment in Osteoporosis

Antiresorptive Agent Medications (Bisphosphonates 
and Denosumab)

Jong-Min Baik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Incheon,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transition to an aging 
society is accompanied by an increasing frequency of 
fractures caused by osteoporosi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event and treat osteoporosis before osteoporotic fractures 
to promote healthy aging. Osteoporosis therapeutic agents 
can be divided into antiresorptive agents and anabolic agents. 
Herein, I discuss bisphosphonates and denosumab, which are 
the most commonly used antiresorptive agents and first-line 
drugs for osteoporosis.
Main Body: Bisphosphonates (risedronate, alendronate, 
ibandronate, and zoledronic acid) are effective therapies for 
established osteoporosis. Bisphosphonates (BPs) directly 
bind to the hydroxyapatite in the bone after being absorbed 
in the body. After entering osteoclasts, they are strong bone 
absorption agents that induce cell apoptosis and decrease 
the activity of osteoclasts. BPs continuously bind to the 
bone for a long time, leading to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jaw necrosis and atypical femoral fracture. Therefore, if 
a clinician uses BPs for 3-5 years,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benefits and risks accordingly. Clinicians should also 
consider the holiday period of BPs and change to another 
medication. Denosumab is a monoclonal antibody that 
suppresses RANKL, which is a ligand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iation and activity of osteoclasts. It is commonly 
used as a first-line anti-osteoporosis medication. Denosumab 
reduces osteoporotic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Furthermore, the FREEDOM study showed that for every 6 
months per 3 years, 60 mg of denosumab decreased the risk 
of osteoporotic fractures by 68% for vertebral fractures, 40% 
for femoral fractures, and 20% for non-vertebral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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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new vertebral fractures was 
reduced by 60% in patients with severe vertebral fractures. 
In patients with the long-term use of denosumab, jawbone 
necrosis and atypical femoral fracture have been reported, 
and clinicians should be especially cautious regarding side 
effects such as hypocalcemia. However, an advantage is that 
denosumab is available for patients with diminished renal 
function without the need for dose control.
Conclusions: Bisphosphonates and denosumab, which are 
used as primary agents in osteoporosis therapy, effectively 
increase bone mineral density and reduce fracture incidence. 
However, these agents must be used with consideration of 
their adverse effects and use period, and regular monitoring 
of treatment is required.
Keywords: Osteoporosis, Antiresorptive agent, Bisphosphonate, 
Denosumab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골흡수 억제제의 최신 지견(비스포

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백종민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고령화가 되면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빈도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 

되기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다공증 치료

제는 크게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골다공증 치료 1차 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골흡수 억

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다.

본론: 비스포스포테이트(Risendronate, alendronate, 

ibandronate, and zoledronic acid) 는 골다공증성 치료제로 널

리 알려져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체내 흡수된 후 뼈의 수산

화인회석에 직접 결합하며, 파골세포 내로 들어가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파골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골흡수 억제

제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오랜 기간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턱

뼈괴사 및 비정형 대퇴골 골절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3~5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약

물 지속에 따른 이득과 위험성을 잘 판단해야 하며, 약제를 일

정기간 중단하는 휴약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

요하다. 데노수맙은 현재 골다공증성 1차약제로 많이 쓰이고 있

는 약물로 파골세포의 분화 및 활성에 관련된 리간드인 RANKL

을 억제시키는 단클론항체이다.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에서 데

노수맙의 골절 감소 효과는 FREEDOM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FREEDOM 연구에서 3년동안 6개월 간격으로 데노수맙 60 mg 

을 피하주사한 결과 새로운 영상의학적 척추 골절을 68%, 대퇴

골절을 40%, 비척추골절을 20% 감소시켰다. 또한 중증의 척추

골절 환자에서 새로운 척추 골절의 발생을 60% 감소시켰다. 데

노수맙의 장기간 사용 시 턱뼈괴사와 비정형 대퇴골절이 보고

되고 있으며, 특히 저칼슘혈증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

만, 데노수맙은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 없이 사

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결론: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골다공증의 치

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의 1차 약제로 사용되

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은 효과적으로 골밀도를 

증가시키며, 골절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약제의 부작용

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사용해야 하며, 치료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색인 단어: 골다공증, 골흡수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

맙

Anabolic Agent Medications (Sclerostin Inhibitors, 
Parathyroid Hormone)

Dong-Ju L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Inje University, Sanggye-Paik Hospital,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Korea is currently expected 
to rank first among OECD countries in terms of rapid entry 
into a super-aged society and life expectancy; therefore, the 
prevalence of osteoporosis is increasing, and the incidence of 
related diseases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For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osteoporotic fractures 
before they occur is becoming greater than ever. Currently, 
anti-osteoporosis drugs can be divided into bone resorption 
inhibitors and bone formation agents. Among them, we want 
to examine the latest knowledge on sclerostin inhibitors and 
parathyroid hormon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excellent 
in terms of effectiveness.
Main Body: A sclerostin inhibitor is a monoclonal antibody 
against the sclerostin protein that inhibits the Wnt pathway, 
which promotes bone formation and temporarily inhibits 
bone resorption. Sclerostin inhibitors promote osteogenesis 
through the dual actions of promoting bone formation 
and inhibiting bone resorption. It was observ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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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 formation increased in the early stage of treatment, 
but decreased in the later stage, and bone remodeling 
continuously decreased. A representative phase 3 study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vertebral fractures decreased 
when a sclerostin inhibitor was used for 1 year. In addition, 
the ARCH and BRIDGE studies, which were large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showed that the incidence of 
lumbar vertebral fractures and bone density increased. It is 
known that the osteogenic effect disappears after 12 months; 
therefore, after 12 months of use, another osteoporosis 
medication such as a bone resorption inhibitor should 
be used. Parathyroid hormone is the first osteogenesis-
stimulating agent and shows superior bone mass increase 
than bone resorption inhibitors. In particular, it increases the 
bone mass of the spine. Male and female patients at high 
risk of fracture may be indicated for parathyroid hormone 
receptor agonists, which may also be used in patients with an 
insufficient response to treatment, such as if a fracture occurs 
during bone resorption inhibitor therapy or if bone mass 
continues to decrease, or in patients with a very high risk of 
fracture due to conditions such as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In 2017, abalotide, an analog of a parathyroid-
related peptide that shares a receptor with parathyroid 
hormone, was approved for the treatment of postmenopausal 
osteoporosis, but 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Korea.
Conclusions: The treatment of chronic disease, including 
osteoporosis, is becoming especially important as Korea 
transitions into a super-aged society. Sclerostin inhibitors 
have been proven to significantly increase bone mineral 
density and reduce fractures in sequential therapy with a 
bone resorption inhibitor, and parathyroid hormone receptor 
agonists are administered with a bone resorption inhibitor 
in high-risk patients for fractures or if fractures continue 
to occur despite treatment with a bone resorption inhibitor. 
It can be used when it is difficult or contraindicated. 
However, it is relatively expensive, requires daily or weekly 
subcutaneous injections, and has limitations in that the total 
administration period is 24 months.
Keywords: Osteoporosis, Bone formation agent, Sclerostin 
inhibitor, Parathyroid hormone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 골형성 제제의 최신 지견(스클레로

스틴 억제제, 부갑상선 호르몬)

임동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빠른 초고령사회 진

입 및 기대 여명에서도 1위가 예상되어 골다공증의 질환의 유병

률은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질환 역시 급속하게 증가가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 전 예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

제는 크게 골흡수 억제제와 골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 있겠으며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골형

성제제인 스클레로스틴 억제제, 부갑상선 호르몬의 최신 지견

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스클레로스틴 억제제(Sclerostin Inhibitor)는 Wnt를 억제

하는 Sclerostin 단백질에 대한 단클론항체로 골형성을 촉진하

고 일시적으로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 작용의 특성을 가진 골

형성 촉진제이다. 골형성 촉진 작용과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 

작용을 나타내는 골형성 촉진제이다. 초기에 골형성을 증가시

키나 후기에는 감소시켰고 골재형성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표적인 Frame 3상 연구에서 sclerostin 

inhibitor를 1년간 사용해 척추 골절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고 

지역적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비척추 골절도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량 무작위 대조 연구인 ARCH 연구

와 BRIDGE연구에서도 척추 골절의 요추부의 골절 감소 및 골

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월 후 골형성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12개월 사용 후에는 골흡수

억제제와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여야 하겠다. 부갑상

선 호르몬은 최초의 골형성 촉진제로서 골흡수 억제제 보다 우

월한 골량 증가를 보이며, 특히 척추의 골량을 증가 시킨다. 골

절위험이 높은 남녀 환자가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 부갑상선 호

르몬 수용체 작용제는 골흡수억제제 치료 중 골절이 발생하거

나 골량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 처럼 치료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발 골다공증처럼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에서 추천할 수 있겠다. 2017년 부갑상선 호르몬와 수용체

를 공유하는 부갑상선 관련 펩티드의 유사체인 abalotide가 폐

경 후 골다공증의 치료에 허가를 받았으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다. 

결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 중 골다

공증의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Sclerostin inhibitor

는 골흡수 억제제와 순차 요법으로 골밀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골절을 감소시키는 것이 입증되었고,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 

작용제는 골절의 고위험군 또는 골흡수억제제 치료에도 불구하

고 골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골흡수억제제 투여가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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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매

일 또는 매주 피하 주사해야 하고 총 투여기간이 24개월이라는 

제한점이 있겠다. 

색인단어: 골다공증, 골형성제제, 스클레로스틴 억제제, 부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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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Spine Surgery in Busan area 

Sang Hoon Ha

Busan Bon hosp.

The Variety of Minimal I nvasive Lumbar Spine 
Surgery 

Sung-Soo Kim

Inje Univ.

Surgical or Nonsurgical Treatment of Lumbar 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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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Jun Ahn

Busan Mary̓s Hosp.

인문학 강의 

 금융! 알면 약, 모르면 독 

Jae-Young Shin

한국포스증권

보험위원회 (MR 특위보고) 

Spine MRI 급여화 Update 

Hun-Kyu Shin

Sungkyunkwa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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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Ki Ahn

Seoul Sacred Heart General H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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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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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atic Spine Tumor

Recent Update of Prognostic Scoring Systems for 
Metastatic Spine Tumors: Beyond the Tokuhashi 
Scoring System

Gun Woo Lee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pitfall of “classification-
based” decision-making systems, such as the Tokuhashi 
system and Tomita classification, is that they do not properly 
reflect survival improvements from recent advances in 
treatment for primary cancers, and cannot directly guide 
the selection of specific treatments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spinal metastasis, such as stereotactic radiosurgery and 
novel pharmaceutical agen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scoring systems, new systems, known 
as principle-based decision-mak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the NOMS, SINS, and others.
Main Body: The Tokuhashi score was developed in 1989 as a 
“scoring system for the preoperative evaluation of a patient’s 
prognosis with a metastatic spinal tumor. In the previous 
version of our scoring system, the reliability of predicting 
prognosis was 63.3% in 128 patients with metastatic 
spinal tumors in 1997. In addition, we did not evaluate the 
application of this assessment system for life expectancy 
for the group receiving conservative treatment. Therefore, 
we revised the scoring system to improve its accuracy 
as a prognosis evaluation system in 1998, and magnified 
the application of this scoring system to the group with 
conservative treatment.” Moreover, the Tokuhashi scoring 
system is only valid for deciding whether to use either 
excisional or palliative procedures. Recently, aggressive 
surgery such as total en bloc spondylectomy has been 
advocated for spinal metastases. Oncologic concept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achieve successful local 
control of spine lesions. Although nonoperative treatment 
such as hospice care remains an important option, a surgical 
strategy including the full range of operative options should 
be considered.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degree 
of accuracy of these classic systems (e.g., Tomita, Tokuhashi) 

decreases over time, especially in cancers with poor 
prognoses, such as lung cancer. This pitfall of “classification-
based” decision-making systems reportedly stems from the 
inability of these systems to reflect survival improvement 
due to recent advances in systemic treatment for primary 
cancers. Another existing limitation is that these systems 
cannot directly guide the selection of specific treatments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spinal metastasis. “Principle-
based” decision-making systems, relative to “classification-
based” systems, are able to better incorporate evolving 
treatment modalities and guide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reatments for patients in a timely fashion. These methods 
include the NOMS decision framework and SINS. 
Conclusions: For better outcomes or appropriate prediction, 
a prognosis scoring system should incorporate evolving 
or current treatment modalities, such as stereotactic 
radiosurgery and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s, and 
guide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reatments for patients in a 
timely manner. 
Keywords: Metastatic spine tumor, Scoring system

Tokuhashi 점수 체계 이후의 예후분석 시스템의 최신 지견

이근우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전이성 척추 종양의 예후 인자를 고려한 decision making 

system 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Tokuhashi score, 

Tomita classifi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scoring 

system (classification based scoring system으로 명칭됨)들

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최근

에는 stereotactic radiotherapy, minimally-invasive surgery, 

current pharmaceutical agents 등을 고려하고, 환자 케이스

별 치료 방향을 추천해주는 principle-based decision making 

system 들이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system 들에는 

NOMS, SINS guideline 등이 있다.

본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예후분석 scoring system 으

로는 Tokuhashi score, Tomita system 등이 있다. Tokuhashi 

score는 전이성 척추 종양을 위한 prognosis scoring system

으로 1989년에 발표되었으며, general condition이나 internal 

organs, vertebra의 meta 여부 및 primary cancer e등의 factor

들로 scoring하여 예후 및 치료방안(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 scoring system은 생존 기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정된 factor들이 비교적 간단하고 

검토하기 쉬운 장점이 있고, 치료 개입에 관한 요소는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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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적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었

다. 이후 연구에서, 1990년에 처음 만들어진 version에서는 예

측도가 63.3 % 정도로 낮았으며, conservative treatment 받은 

환자들에 대한 life expectancy가 포함되지않아 2005년 개정판 

(revised Tokuhashi score)이 발표되었다. 이에 반해, Tomita 

system 은 tumor의 악성도, 내부장기 전이, 골전이 등 3개의 인

자에 점수를 부여해 예후를 측정,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였

다. Tokuhashi scoring의 경우 excisional op를 할지 palliative 

op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만 유효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Tomita classifcation 에서는 악성도 여부

에 따라 wide exicision, marginal exicision 등 수술방법에 대

하여 세분화 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하

지만, 기존의 Tokuhashi, Tomita system 등에는 여러 문제점

들이 지적되었다. 환자의 생존을 예측하지만, 이러한 알고리

즘에서 개별 생존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단지 수술 계획

에만 사용되고, accuracy가 비교적 낮으며, 외부 환자 sample 

test를 거치지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currently evolution techniques (stereotactic radiosurgery,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s, pharmaceutical 

agent 등)들이 반영이 안되어 한계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여러 scoring system 들이 발표되었으

며, NOMS decision framework, SINS 등이 있다. 이 system 들

은 principle-based decision-making systems”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classification based system 과는 구별되어진다.

결론: 전이성 척추 종양의 치료 결정 및 예후 평가를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신 

진단 및 치료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근 전이성 척추 종양의 

치료에는 stereotactic radiotherapy, pharmaceutical agents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어, 이들을 고

려한 치료 방향 및 예후 설정을 위한 framework 가 필요하다. 

색인단어: 전이성 척추 종양, 예후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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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Introduction: Denosumab is a human monoclonal 

antibody to the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Β 
ligand (RANKL), which mimics osteoprotegerin and inhibits 
osteoclast activation and bone resorption. The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Β (RANK) and RANKL 
signaling pathway is involved not only in bone homeostasis, 
but also in tumorigenesis and distant metastasis. Therefore, 
denosumab (Xgeva®, 120 mg subcutaneous) has been FDA-
approved and widely used in patients with bone metastases 
of solid tumors, multiple myeloma, and giant cell tumors. 
Main Body: Based on phase III clinical trials reporting that 
Xgeva reduced skeletal-related events (SREs), such as 
pathologic fractures, need for radiotherapy or surgery for 
the bone, spinal cord compression, and hypercalcemia, 
in patients with bone metastasis of solid tumors (breast, 
prostate, and multiple myeloma), the FDA approved Xgeva 
in 2010. Compared to bisphosphonates, which have been 
used in patients with bone metastasis since the late 1980s, 
Xgeva showed improvement in reducing the first and 
subsequent SREs in bone metastasis of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and multiple myeloma in multip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recent meta-analyses. Many clinical 
trials investigating the anti-tumoral effect and overall survival 
benefit of Xgeva are currently underway. The accumulation 
of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Xgeva on bone metastasis 
has led to the increased use of this agent in cancer patients. 
Although Xgeva can be considered in all bone metastasis 
patients complaining of bone pain, the following clinical 
applications are especially useful in metastatic spinal tumor 
(MST) patients: 1) inoperable cases in which the risk 
and morbidity of the operation on MST overweighs the 
benefit, 2) as a postoperative adjuvant as an alternative to 
anterior column support. As for safety issues, hypocalcemia 
commonly occurs within 3 weeks from the start of treatment, 
but is usually transient and asymptomatic. Osteonecrosis 
of the jaw (ONJ) is a dose-dependent complication that can 
cause significant morbidity. However, ONJ, which occurs at 
a rate of approximately 8.0% at 5 years of follow-up, is more 
concerning for patients with giant cell tumors who require 
long-term treatment. 
Conclusions: Current evidence and clinical experience 
support denosumab (Xgeva) as a valuable agent for patients 
with MST that reduces metastasis-related morbidity.  
Keywords: Metastatic spine tumor, Denosumab, Xgeva, 
Osteonecrosis of the 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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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척추 종양에서 Xgeva의 사용에 대한 고찰

장삼열, 장봉순, 김형민, 이춘기*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참조은병원 정형외과 

서론: Denosumab은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

kappa-Β ligand (RANKL)에 대한 인간단클론항체(human 

monoclonal antibody)로, 체내에서 파골세포(osteoclast)의 활

성화 및 골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RANK-RANKL 신호 

체계는 골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발생 및 전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저해하는 denosumab (Xgeva®)은 골전이 환자에

서 활용될 수 있다. 

본론: Xgeva는 고형암(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 환자 및 다

발성 골수종 환자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에서 병적 골절, 척수 압

박 등의 skeletal-related events (SRE)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

여, 2010년에 FDA 승인을 받고 사용되어 왔다. 이후 발표된 여

러 전향적 무작위 임상 시험과 메타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골전이 환자에서 사용되어 온 bisphosphonate 제재

와 비교하였을 때, Xgeva가 유의하게 SRE를 더 감소시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SRE 감소 효과 이외에도, Xgeva가 골

전이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을 증가시킬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여러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Xgeva

는 골전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모든 고형암 및 다발성 골수

종 환자에서도 고려될 수 있으나, 전이성 척추 종양을 가진 환

자들의 다음과 같은 임상적 상황에서 특히 유용하다: 1) 전이

성 척추 종양에 대한 수술의 위험도가 수술의 이득을 상회하

여 수술을 대체하는 치료(alternative to operation)로서 사용되

는 경우, 2) 전이성 척추 종양 수술 시 전방 지주 재건(anterior 

column reconstruction)을 대체하기 위해 수술 후 보조제

(postoperative adjuvant)로 사용하는 경우. 안정성 면에서는, 

사용 초기(3주 이내)에 저칼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시적

이며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유의할 부작용은 악골 

괴사(osteonecrosis of the jaw)로, 5년 발생률이 8% 정도이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

서 악골 괴사는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보다는 장기간 치료가 필

요한 거대세포종(giant cell tumor) 환자에서 더 중요하다. 

결론: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 및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였을 

때, denosumab (Xgeva)은 전이성 척추 종양 환자에서 매우 유

용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색인단어: 전이성 척추 종양, 데노수맙, 엑스지바, 악골괴사

Which is Better? Corpectomy Versus Posterior 
Decompression in Metastatic Epidural Cord 
Compression 

Sang-Il Kim, Young-Hoon Kim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Seoul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Metastatic epidural cord 
compression causes neurologic compromise, leading to 
reduced quality of life and increased morbidity and even 
mortality. The landmark trial of Patchell et al. published in 
2005 demonstrated that direct circumferential decompression 
of the spinal cord with postoperative radiotherapy had 
significant benefits in terms of the ability to regain or 
preserve ambulatory function and reduced the need for 
corticosteroids and opioid analgesic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regarding surgical strategies. Since the 
vast majority of spinal metastases arise primarily in the 
vertebral body, access to the anterior column is necessary in 
order to remove tumor tissue and anteriorly decompress the 
spinal cord in the case of certain pathologic fractur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tant literature about the 
outcomes and complications of corpectomy and laminectomy 
alone. 
Main Body: Few studies to date have compared the surgical 
outcomes and complications of corpectomy with those of 
decompression without corpectomy. In terms of surgical 
outcomes, including neurologic recovery and pain 
management, these two surgical procedures have shown 
inconsistent results in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morbidity of the combined anterior-posterior approach may 
result in a higher complication rate, especially in this fragile 
population. Corpectomy results in a longer operation time, 
higher blood loss (resulting in a higher need for transfusion), 
and a higher rate of pulmonary complications compared to 
laminectomy alone. The treatment paradigm for patients 
with spine metastases has evolv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Bilsky et al. published a decision framework, 
the NOMS system, which integrates the 4 sentinel decision 
points in metastatic spine tumors: neurologic, oncologic, 
mechanical stability, and systemic disease. The goal of 
“separation surgery” in this system is to limit the amount 
of tumor resection needed by creating a tumor-free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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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thecal sac and using postoperative radiotherapy 
for the remaining spinal tumor. By minimizing tumor 
resection, the hope is that surgical morbidity can be reduced.
However, corpectomy remains necessary in some conditions, 
such as single metastasis or pathologic fracture with 
kyphosis. Recently, less invasive approaches for corpectomy 
(mini-open retropleural/retroperitoneal and thoracoscopic) 
have shown superior outcomes compared to conventional 
techniques. 
Conclusions: The role of surgical treatment remains 
important, but a trend has been observed toward less 
aggressive, often minimally invasive, techniques. However, 
aggressive corpectomy is still needed in some condition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decision-making, it is helpful 
to use a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for treatment planning. 
Keywords: Metastatic epidural cord compression, Corpectomy, 
Laminectomy, Complication,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전이성 척추종양으로 발생한 척수압박에 대한 수술적 치

료의 선택: 후방감압 또는 추체제거술 

김상일,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서론: 전이성 척추 종양에 의한 척수 압박으로 신경학적 증상

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합병증이 증가하며 생존율

도 떨어뜨릴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기념비적인 

Patchell 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수술적 치료가 방사선 치료 

단독보다 효과적임이 밝혀졌고, 현재는 표준 치료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하지만, 수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없

는 실정이다. 후방에서 척수 신경이 눌리면 후궁절제술을 통한 

후방 감압이 당연히 선택되겠지만, 전이성 종양의 특성 상 추체

를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고, 따라서 척수의 전방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전이성 척추 종양에 의한 척수 압박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할 때, 후방감압과 추체제거술을 통한 전후방 감

압 중에 어떤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문헌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후방감압과 추체 제거술을 통한 전후방 감압을 직접 비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무작위 연구는 없어서 신뢰할 만한 증

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척수 신경이 압박하는 병변

을 직접 제거하여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추체

를 침범한 종양이면 전방접근을 통해 추체제거술을 시행하였

다. 후궁절제술 단독보다 추체제거술이 신경학적 증상이나 통

증 감소 측면에서 수술적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후궁절제술에 비해 합병증이 더 많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암 환자들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합병증으로는, 수술 시간이 길고, 출혈량이 더 많

아 수혈요구량이 높으며, 호흡기계 합병증이 더 흔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수술 기술, 방사선 치료 기술 및 항암/면역 요법

의 발전으로 전이성 종양의 수술적 치료의 개념이 바뀌고 있

다. Bilsky 등이 제안한 NOMS (neurological, oncological, 

mechanical, and systemic) system 에 따르면, 다학제 협의를 

통해 면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술적 치료는 척추 불안정성이 있거나 척수 압박이 심할 때 시

행하는데, 종양의 제거를 경막을 누르는 종양만 일부 절제하여 

방사선 치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경막에서 종양과의 분리

시키는 Separation surgery라는 개념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전통적인 추체제거술을 통한 종양절제술에 비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체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가 여전히 있다. 단일 병소 전이일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척추 전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추

체의 골절로 인한 붕괴가 심하고 후만변형이 동반되어 있어 전

방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체제거술이 필요하다. 추체제거

술을 위한 접근도 과거에는 흉추의 경우 경흉추 접근법이 표준

이었으나, 수술 기술 및 기구의 발달로 후방 단독접근 또는 최소

침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최소침습적 접근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결론: 전이성 척추종양에 의한 척수압박의 치료로서 수술의 역

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최소 침습적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으나, 

제한된 경우에서는 추체제거술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무엇

보다 다학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단어: 전이성 척수 압박, 추체제거술, 후궁절제술, 합병증, 

다학제 협의

Risk Factors and Prevention of Delayed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after Radiotherapy

Jin-Sung Park

Department of Orthopaedics,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radiation therapy is being emphasized due to advances 
in the field of radiotherapy. Recently, a high radiation 
dose of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SBR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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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good treatment responses in tumors that were 
previously unresponsive to radiotherapy. However,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VCF) has been commonly reported as 
one of multiple complications that occur after radiotherapy, 
mostly also requiring surgical treatm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risk factors of post-treatment VCF 
to prevent it.
Main Body: According to the literature, the reported 
occurrence of post-treatment VCF ranges from 5.7% to 39%, 
and the median time of occurrence is reported to be within 
3 months. The risk factors determined through multivariate 
analysis include a lytic tumor, an existing compression 
fracture, a high dose of radiation compared to frequency, 
age, an abnormal spinal alignment, over 50% of tumor 
involvement in the vertebral body, and a high SNIS (Spinal 
Instability Neoplastic Score). In particular, as a method 
of assessing the stability of the vertebral body, the SNIS 
can be helpful in selecting patients who require preventive 
stabilization to prevent VCF during radiation treatment. 
Some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SNIS was useful for 
estimating the occurrence of fracture in the actual clinical 
field, where a score of under 6 generally implies stability and 
a score of over 9~10 suggests potential instability. However, 
various correlations with the occurrence of fracture have 
been reported among the evaluation items of the SNIS, 
requiring additional studies to clarify this issue. Preventive 
stabilization for vertebral fractures mainly includes 
minimally invasive surgical methods such as percutaneous 
fixation. The use of anti-resorptive drugs like Xgeva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Conclusions: VCF is an important adverse effect following 
radiation therapy. Several risk factors have been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there remain several challenges 
in determining which patients require prophylactic 
stabilization, and evidence-based algorithms are needed to 
guide management.
Keywords: Spinal metastasis, Radiation therapy,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Risk factors, Prevention

방사선 치료 후 지연성 척추 압박 골절의 위험인자와 예방

박진성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방사선 치료 발달로 척추 전이암 치료에서 방사선 역할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SBRT)의 높은 방사선량은 과거에 방사선 치료에 효과

가 없는 종양에 대해서도 좋은 치료 반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

지만 방사선 치료 이후 여러 합병증 중에 척추 압박 골절은 흔하

게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이후 척추 압박 골절의 위험인자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론: 문헌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 이후 척추 압박 골절의 발생은 

5.7%에서 39%까지 보고되며, 중위 발생 시기는 3개월 내외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알려진 위험인자

로는 용해성 종양, 이미 압박 골절이 있던 경우, 방사선 빈도 대

비 높은 방사선량, 나이, 척추 정렬의 이상, 척추체의 50% 이상 

종양이 침범한 경우, 높은 Spinal Instability Neoplastic Score 

(SNIS) 점수가 알려져 있다. 특히 SINS는 척추체의 안정성을 평

가하는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시 골절 발생을 막기 위해 예방적

으로 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SINS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였을 때 골절 발생을 예측

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으며, 6점 이하는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

되며 9~10점 이상은 잠재적인 불안정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SINS의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도 골절 발생과 연관된 정

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골절 

발생 예방으로는 경피적 척추경 나사 고정술과 같은 최소 침습

적인 수술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Xgeva와 같은 골 흡수 

억제제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 방사선 치료 이후 척추 압박 골절의 발생은 중요한 합병증

으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서 여러 위험인

자들이 보고되었지만 어떤 환자들을 예방적으로 수술을 해야할

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근거 높은 연구를 통해

서 치료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색인단어: 척추 전이암, 방사선 치료, 척추 압박 골절, 위험인자,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