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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gical result of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for Lumbar Disc Herniation

           Jung Mok Kim

                            Advisor : Prof. Ju Chang-il,Ph.D.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 Radiculopathic leg pain as well as lower back pain is common 
symptom of lumbar disc herniations regardless of history of lumbar surgery. 
Recently, for lumbar disc herniation,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 has been a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before 
surgery. Especially, this procedure is performed through a sacral hiatus 
instead of conventional lumbar surgical area. It is a relatively safe and 
effective method even in patients with severe previous surgical adhesion. 
We analyzed the surgical results of SELD for lumbar disc herniation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of history of spinal surgery. 
 

Material and Methods According to history of lumbar surgery, total 175 
patients (89 of female and 86 of male) with lumbar disc herniation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on surgery group (Group A, n=98) and previous 
surgery group (recurent disc herniation, Group B, n=77). Lumbar disc 
herniation was diagnosed by MR images in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nd 
radiculopathic leg pain. All were treated with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 under local anesthesia with light sedation. 
Clinical outcomes of SELD were evaluated by Visual Analogue Scale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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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and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We analysed the surgical 
outcome comparing 2 groups statistically. 

Results In Group A, the postoperative mean VAS decreased to 2.43±1.23 
from 7.35±0.82 and in group B, the postoperative mean VAS decreased 
from 3.01±1.75 to 8.02±0.91. After 6 month later, VAS was 3.20±2.02 in 
group A and  3.75±1.02 in group B. The postoperative mean ODI increased 
to 10.52±6.25 from 32.12±5.12 in group A and in Group B, the 
postoperative mean ODI increased from 33.04±5.82 to 0.92±6.82. After 6 
month later, ODI was 14.92±8.58 in group A and 16.48±8.33 in group B. 
The outcome scores in both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s well, 
however slightly increased again after 6 months later, 

Conclusion The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 
could be a alternative minimal invasive procedure for lumbar disc herniation 
as well as recurrent disc heration. However, longterm follow-up study is 
needed to evaluate the SELD can replace the conventional surgery.  

Key words :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Lumbar disc 
hern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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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에서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

만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수술은 종종 마지막 옵션으

로 간주된다.[11]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수술이나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 고령이나 민감한 환자에서는 비수술적 방

법이 많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비수술적 방법중 중재적 치료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수술과 함께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막외 

내시경을 이용한 접근 방법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비관혈적 치료방법으

로서, 천추공(sacral hiatus)를 경유하여 추간판 탈출에 대한 신경감압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중재적 시술 중 하나로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시

행되고 있다. (그림 1)

 요추 추간판 탈출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항상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요추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5-20%

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술후 약 5~10%정도에서 

추간판 탈출이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14,22]

 재발성 추간판 탈출에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 성공률은 더욱 감소하게 되는

데, 기존의 수술부위가 이미 섬유조직과 같은 흉터조직에 의하여 덮여있으며, 이

러한 흉터조직은 신경조직들과 심한 유착을 만들고 있어, 정상조직과 박리하기가 

매우 어려워 수술시 경막 손상이나 신경근 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

게 된다. 또한, 이러한 흉터 조직을 피하기 위해 후궁과 후관절과 같은 절개 및 

제거부위가 확장되면서 척추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출혈시 지혈제 사용

으로 나중에 더 많은 흉터조직과 유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경막외 내시경(Epiduroscopy)은 기존의 수술부위가 아닌 천추공

(sacral hiatus)을 통하여 접근하므로 유착부위를 피하여 약 2mm 두께의 가느다

란 내시경을 통해 경막외 공간을 확보하며, 눈으로 병변부위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천추공(sacral hiatus)을 통한 경막외 공간 접근은 전통적인 척추 수술과 비교

할 때,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의 장점은 침습성이 적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전신 마취 불필요, 수술 중 환자와의 협력 및 반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재수술일 경우에는 기존의 유착부위를 피하여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해부학적인 

경로를 통하여 접근하므로, 고식적인 수술방법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경막외 내시경은 1985년 블룸버그가 부검 사례에서 처음으로 경막외 내시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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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3] 연성 내시경이 도입되면서 경막외 내시

경 발전이 가속화되었다.[9,20]

 1998년 Choy는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결과를 발표하여, 거대 추간판 

탈출에 대한 치료의 성공률은 5~89 %, 합병증 발생률은 1 % 미만으로 보고하

였다.[6] 그러나 경막하 공간에서 직접 추간판을 제거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그 이후로, 경막외 내시경 시술은 경막 외 공간에서 특

히 유착 또는 섬유화에 의해 발생하는 근섬유 통증의 치료법으로 널리 보급되었

다. 장비가 발전하면서 경막 외 공간의 추간판 탈출, 유착 또는 섬유화에 의한 

허리 통증 및 신경근 병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

다.[8,18]

 본 연구에서는 미세 절제술 및 다른 개방 수술 기법에 대해 오랫동안 경험한 

척추 전문의가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을 수행하였으며, 175명의 요추 

추간판 탈출 환자에 대한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이 요통이나 하

지 방사통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임상적인 결과를 분석하고, 

올바른 적응증과 비적응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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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기관에서 175명의 환자를 대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통해 시행되었다.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 시술의 세부 사항 및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포

함한 동의가 모든 환자에게서 얻어졌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48,51 ± 8.43 세 

였고 54.9 %(89 명)는 여성이었고 45.1 % (86 명)는 남성이었다. (표 1)

 175명의 환자는 과거 척추 수술 받은 과거력이 없는 그룹 (A 그룹, 98 명)과 

추간판 탈출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그룹 (B 그룹, n = 77)으로 

나뉘었다. (표 2) 각 그룹의 환자들은 MR 이미지상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있었으며, 각 환자는 수술 전 2주 이상 보존적 및 물리 치료를 받은 후 

SELD를 시행하였다. 수술전 근력 약화, 척추관 협착 및 척추 전만증을 가진 환

자는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추간판 병변의 범위는 대부분 L4-5에서 102명 (58.2%) (그룹 A 49명 vs 그룹 

B 53명), L5-S1에서 63명(36.1%) (그룹 A 41명 vs 그룹 B 22명)의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L3-4에서 10명(5.14%)(그룹 A 8명, 그룹 B 2 명), L1-2에서 0명 

(0%)의 비율이었다. (그림 2)

시술 방법

 모든 환자는 2%리도카인 국소 마취제를 이용한 국소 마취하에 시술이 수행되

었다.  각 환자는 요추부 전만을 감소시키고 천추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엉덩

이를 약간 굴곡시켜 엎드린 자세를 취하였다. C-arm fluoroscope를 이용한 측

면 방사선 영상에서천추공 (sacral hiatus)을 확인 후 천미골인대 

(sacrococcygeal ligament)부위로 Tuohy 바늘을 이용하여 천공술을 시행하였

다. (그림 1)

 유도 철사 (guide wire), 확장기 (dilator)를 삽입한 후, 마지막으로 내시경 끝이 

달린 조종 가능한 비디오 유도 카테터를 각각 sacrococcygeal 경막 외 공간 전

방부(ventral)에 삽입 하였다. 경막 외 공간 전방에서의 카테터의 위치는 방사선 

장치에 의해 전방 / 후방 및 측면에서 확인되었다. 첫 번째 epidurogram은 전후

사진과 측면 방사선 사진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여 조영제 결손부위와 추간판 탈

출의 경계부위를 보여 주었다. (그림 3a)

 디스크 및 신경 조직의 직접적인 수술시야는 카테터의 끝으로 연결된 경막외 

내시경과 경막 외 공간의 지속적인 생리적 식염수의 세척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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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내시경 영상에서 환자의 탈출된 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위 신경 

조직도 함께 확인하면서 신경 주위 섬유 조직의 유착 및 종괴 효과 (mass 

effect)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c,d) Ho : 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신경 

주위 유착 조직을 박리하고 육아 조직을 제거하면서, 탈출된 디스크를 수축시켜 

신경 감압을 시행하였다. 시술 중 경막외 공간의 수압압력 상승으로 인한 합병증

을 예방하기 위해 생리식염수의 총 부피는 200cc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시술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경근의 감압을 경막외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고,  (그림 4e) 시술전과 동일한 양의 조영제를 사용했을 때 시술 마지막에 시

행한 epidurogram영상에서 시술전보다 신경 조직의 감압으로 평탄한 윤곽을 확

인하였다. (그림 3b) 

 본 연구에서는 시술 중 심한 다리 통증과 참기 어려운 극소수의 환자를 제외하

고는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SELD 시술환자의 통증 점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시각적 아날

로그 척도 (VAS)로 측정되었다. 장애평가는 Oswestry Disability Index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에 의해 평가되었다. 수술 후 첫 6 개월  추적 

관찰에서 독립적인 신경 외과의에 의해 전향적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데이터는 SPSS 25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있는 SPSS Inc)를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임상 결과의 차이는 독립적 인 t-검정, Mann-Whitney U 검정, 

Spearman의 상관 관계, Chi- 제곱 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 및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여 수집 된 모든 해부학 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P<0.05는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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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환자들은 시술 후 최소 4 시간 동안 침상 안정을 하였다. 모든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후 24 시간동안 관찰하였다. 수술 후 첫날에는 허리 통증이 유의

하게 개선되었고 모든 환자는 수술 후 1 일째 퇴원하였다. 두 그룹 모두를 고려

할 때 수술 전 VAS 점수는 6점에서 10점 사이였으며 수술 직후 VAS 점수는 0

에서 7점, 6개월째  1점에서 9점의 범위였다. 추적 관찰 중, 수술 후 6개월 째 

VAS 점수와 관련하여 두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A 그

룹의 평균 VAS 점수는 7.35 ± 0.82 에서 2.43 ± 1.23으로 감소하였고 

(p<0.01), B 그룹의 경우 8.02 ± 0.91에서 3.01 ± 1.75 로 감소하였다. 

(p<0.01). (표 3, 그림 4) 수술 후 6개월째 평균 VAS 점수는 A 그룹에서 3.20 

± 2.02, B 그룹에서 3.75 ± 1.02으로 나타났다. (p<0.01). (표3, 그림 5)

 VAS 점수는 A 군과 B 군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p>0.05). 평균 ODI 

점수 두 그룹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A 그룹에서는 32.12 ± 5.21에서 수술직후 

10.52 ± 6.25로, 6개월째에는 14.92 ± 8.58로 감소하였다. B그룹에서는 34.04 

± 5.82에서 6 개월째에는 10.92 ± 6.82로, 6개월째에는 16.48 ± 8.33으로 감

소하였다. A 군과 B 군의 수술 전과 수술 후 ODI 점수의 차이는 수술 직후와 

수술 후 6 개월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01; p<0.01). (표 3, 

그림 6) 그러나, 두 군간의 ODI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175명의 환자중 53명의 환자(30.2%)는 6개월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이 없

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그룹 A에서는 33명(33.7%), 그룹 B에서는 20

명(26%)의 환자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이전에 수술 과거력이 없는 그룹 

A에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0.05).

 두 군간의 성별, 연령, 성별, 평균 병력 및 병변의 범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없었다. (p>0.05). 수술 후 MRI상 신경근의 감압과 탈출 된 디스크의 종괴 

효과의 감소가 입증되기도 하였으나, 수술전 후 뚜렷한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경우

는 드물었다. (그림 7,8) 추적기간 동안  추가적인 수술을 받은 53명의 환자중에

서 35명(66%)의 환자가 수술을 필요로 하는 근력 또는 감각 감소를 보였다.

 추적 기간 9명(5.1%)의 환자가 일시적으로 요실금이 발생하였으나, 3개월 이내

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시행 중 16명

(9.1%)에서 두통과 경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후 4명에서 두통과 목에 통증

이 있었다. 시술 중 3명(1.7%)의 환자에서 경막 천자가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신

경학적 증상 없이 퇴원하였다. 4명(2.3%)의 환자에서 sacral hiatus가 좁아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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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외 내시경을 삽입하는 것이 어려워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 7 -

IV. 고 찰

 최근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증상이 지

속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력 감소나 마미총 증

후군처럼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

고 있다.

이러한 치료 지침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과도

한 수술 남용을 예방할 수 있고, 수술에 대한 명확한 적응증을 제시하여 수술의 

합병증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

전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기 전까지 1개월이상 통

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으로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사이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

은 비수술적 또는 최소침습적인 중재적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요추 추간판 탈출을 비롯한 많은 척추질환에 대하여 수핵성형술

(nucleoplasty), 고주파 수핵성형술(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hy: IDET) 

등 여러가지 최소 침습 척추 시술 기구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성공 사례로 보고

되고 있다.[10] 향후 이러한  최소 침습적 발전된 기술이 기존의 척추 수술법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척추 수술을 하는 경우, 기존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이 손상되거나 희생되

면서 수술후 척추의 해부학적 구조들간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새로 구축된 조직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

조물들이 수술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직학적, 생리학적, 기계적인 변화를 

구성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SELD)은 기존의 척추 수술시 고려되고 

있는 척추의 해부학과 역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SELD는 기존의 요추 

디스크 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 척추 후방에서 절개를 시작하여 추간판 부위로 

접근하기 위하여 주위 구조물을 제거하고 견인하는 수술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추간판으로 접근하는 해부학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SELD는 병변부위에 

도달하기 위해 정상적인 척추 후방 구조물의 손상은 거의 주지 않으며, 안전하고 

선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다.

 Sacral hiatus는 경막외 공간을 통해 종단으로 도달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공하

여 추간판 부위로 접근이 가능하다.[16,20] 추간판의 탈출 부위가 주로 경막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막외 내시경은 이런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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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러 연구에서 천추 경막외 내시경 감압술의 결과가 입증되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epiduroscopic 시술의 두 가지 중요한 임상 시리즈가 있다. 그 중 하

나는 8 개의 참여 센터에서 검토 된 154 건의 사례 보고서이다.[15] 다른 하나

는 250 명의 환자의 임상 결과를 검토 한 최근의 전향적인 케이스 시리즈 연구

이다.[13] 이 두 보고서는 탈출된 디스크에 대한 천추 경막외 내시경 감압술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의 기술적 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저자는 위 보고서와 동일한 방법을 따랐으며, 비록 6개월까지의 

짧은 기간의 추적관찰기간 이었지만, 시술 후 6개월까지 VAS 및 ODI 점수와 관

련하여 환자의 요통 및 통증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6개월

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VAS와 ODI 모두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 단기간 효과

에 비하여 장기간 효과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적 치료와 달리 SELD 

시술만으로는 탈출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원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천추 경막외 내시경 감압술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기구중 하나는 좁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추간판을 감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이저이다. 본 저자가 사용하는 

Holmium : YAG (Ho : YAG) 레이저는 2,100 nm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혈관

보다 조직 내 물에 더 잘 흡수되므로 시술 중이나 수술 후에 출혈이 거의 없다. 

조직으로의 침투 깊이는 약 0.3-0.5 mm로 제한되므로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고 

대상 영역 주변의 조직 손상 위험이 줄어든다. 레이저는 주변 혈관이나 신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널리 사

용되며, 또한 기존 CO2 레이저와 달리 Holmium: : YAG (Ho : YAG) 레이저에 

의해 전달되는 펄스 에너지는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 광섬유 전달을 허용하므로 

내시경 시술에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12,17]

이전에, 경막외 내시경 시술은 일반적으로 경막 주위 섬유화나 유착, 추간판 탈

출에 대한 척추 수술의 대체 치료법으로 간주되었다.[21] 시간이 경과하고 경험

이 증가하면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감압 시술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신경 감압은 만성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전의 수술 과거력과 상관없이 85 % 이상의 만족

감을 나타냈다.[11]

 레이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술 후 출혈로 인한 흉터 조직 및 섬유증으로 

인한 재 부착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7] 그러나 신경근의 열 손상, 국소 

감각 손상,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염증으로 인한 운동 신경 마비가 레이저 치료

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레이저 시술 중에 

과도한 신경손상이나 주위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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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이 수술방

법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에서는 탈출

된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지만 경막외 내시경으로는 탈출된 디스크를 완

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수술 후 촬영한 MRI 영상은 대개 추간판 탈출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d)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양호한 통계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운동 또는 감각 결핍이 

악화 되거나 통증이 지속된 53 명의 환자에 대해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 PELD)이나 미세 현미경하 

추가판 제거술을 시행해야 했다.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후에도 추간판 탈

출이 재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가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과 비교했을 때 53명의 

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SELD만으로는 아직 수술만큼 충분한 추간판 감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하며, 향후 남아 있거나 또는 재발성 디스크 탈출증의 문제는 가까운 장래

에 다른 진보된 도구로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ee 등은 1mm forcep을 사용하여 탈출 격리된 수핵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13] 이 방법은 SELD를 응용하여 탈출된 추간판까지 제거할 수 있는 새

로운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매우 좁은 경막외 

공간에서 2mm 정도의 작은 내시경과 forcep을 이용하여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

은 매우 힘들며, 탈출된 추간판이 클 경우에는 완전한 제거가 더욱 어렵다.

 Avellanal 등은 경막외 내시경의 합병증과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막

외 내시경의 합병증은 경막 손상 및 액체 주입으로 인한 과압이 주요 원인이라

고 보고했다.[2] 경막외 내시경와 관련된 합병증은 대개 두통, 목 통증, 어지러

움 등과 같은 경미한 일시적 신경 증상이었다. 또한 경막외 내시경후 특발성 경

막내 요천추 낭종(iatrojenic intradural lumbosacral cyst)와 같은 드문 합병증

이 보고되었다.[19]

 저자의 경우 경미한 마취만으로 경막외 내시경을 수행하여 이러한 증상을 바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진통제로는 회복되지 않은 두통과 경막 천자 

환자를 경험하였다.

 또한 한 명의 환자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요실금을 앓고 3개월 이내에 회

복했다. 경막외 내시경을 통해 해부학적인 방향 및 조직의 확인이 항상 쉬운 것

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epiduroscopy 및 fluoroscopy

의 조합이다. 이 두 기술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하여 척추병변을 훨씬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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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epiduroscopy의 imaging과 intraoperative findings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실금 환자의 자기 공명 영상에서 디스크 추간

판 탈출증, 혈종 또는 감염과 같은 새로 발생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임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든 요인을 조사한 결과, 레이저 발사시 천추 신경근에 미

세 손상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사체 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epiduroscopy 동안 레이저 사용은 신경 조직에 

대한 가장 낮은 레이저 출력에서도 절제 효과로 인해 원치 않는 합병증의 가능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환자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경막 외 

공간에서 조종 가능한 카테터에 의한 기계적 손상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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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요추 추간판 탈출을 비롯한 모든 척추질환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가 선행

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 하

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중 수술적 치료이전에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많은 환자

들이 힘들어하며, 또 많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는 수술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수술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술적 방법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

든 시술 접근법과 방법은 척추외과 집도의의 선호도와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치료방법들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

로, 단정적으로 좋은 치료방법을 선택하기는 어우며, 예외 없이 모든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절대적인 치료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론적 원칙은 없다.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은 최근에 의료장비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

술도 발전됨에 따라, 비교적 새롭게 도입된 시술이므로, 향후 장기 추적 관찰 결

과가 필요하다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요추 디스크 

탈출증의 선택된 경우에 SELD가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요통이나 

하지방사통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를 대신하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제4-5번 요추와 제5요추-제1

천추와 같은 하부 요추 추간판 탈출에서는 수술적 치료이전에 단기간에 효과적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ELD가 수술적 치료를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향

후 기술적인 발전과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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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175명 환자에 대한 인구 통계

최소 - 최대 평균 및 표준 편차

나이 20 – 78     48.51±8.43 
경막외 내시경 시술 이전

총 수 백분율 (%)
여성 89 50.8

남성 75 50.2
총 합 175



- 16 -

표 2. 수술 그룹(A)과 비수술 그룹(B)간의 인구 통계 특징

그룹 A (n=96) 그룹 B (n=48)

나이 평균 및 
표준편차 42.54±8.35 48.20±8.02

n (%) n (%) 총합

성별 여성 55 (56.1) 33(42.9) 89

남성 43 (43.9) 43(57.1) 86

총합 9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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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술 그룹(A)과 비수술 그룹(B)그룹간의 수술 전후 VAS 점수 평가

VAS 그룹 A 
(n=96)

그룹 B 
(n=48) p

수술전 평균±표준편차 7.35±0.82 8.02±0.91 0.419

수술 직후 평균±표준편차 2.43±1.23 3.01±1.75 0.758

수술후 
6개월 평균±표준편차 3.20±2.02 3.75±1.02 0.355

ODI

수술전 평균±표준편차 32.12±5.12 33.04±5.82 0.468

수술 직후 평균±표준편차 10.52±6.25 10.92±6.82 0.655

수술후 
6개월 평균±표준편차 14.92±8.58 16.48±8.33 0.107

c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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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요추 추간판 탈출 부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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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천추경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감압술 (Trans-Sacral Epiduroscopic 
Laser Decompression : SELD) 수술 기구(a) 및 천추공의 해부학적인 위치(b). 
Tuhoy needle을 경유하여 경막외 내시경이 삽입 장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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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막외 내시경 수술 중 방사선학적 사진. 
a : 경막외 조영술 후 제4-5번 요추 추간판 부위에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고 
경막외로 볼록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 : 경막외 내시경후 시행한 경막외 조영술에서는 추간판 부위로 조영제가 추간
판이 감압되어 평평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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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막외 내시경하 수술중 영상 사진.

a,b : 경막외 내시경으로 신경근 뒤쪽으로 탈출된 추간판을 확인할 수 있다.

c,d : Ho-YAG 레이져로 추간판을 수축시켜 추간판을 감압시킬 수 있다. 

e : 감압이 된 후에는 내시경으로 신경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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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룹 A와 그룹 B 사이 VAS 점수 변화.



- 23 -

그림 6. 그룹 A와 그룹 B 사이 ODI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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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막외 내시경 레이져 감암술 시술 전후 MRI 영상 비교 (그룹 A). 

7a,c : 시술 전 촬영한 MRI 측면 사진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과 이로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저명하게 관찰됨. (붉은 원) 

7b,d : 시술 후 촬영한 MRI 측면 사진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감압 소견과 함

께 압박된 신경근도 감압된 소견이 관찰됨. (파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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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막외 내시경 레이져 감암술 시술 전후 MRI 영상 비교 (그룹 B).

8a,b : 시술 전 촬영한 MRI 측면 사진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과 이로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저명하게 관찰됨. (붉은 원)

8c,d : 시술 후 촬영한 MRI 측면 사진상 제4-5번 요추 추간판 감압 소견과 함

께 압박된 신경근도 감압된 소견이 관찰됨. (파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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