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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Percutaneous lumbar approaches such as arthroscopic discectomy, laser discectomy, and nucle-
otome remain controversial and have technical limitations to free fragment disc, bony pathology and access to 

L5-S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icacy of this new endoscopic system and to report 

techniques and tactics. 

Methods：From July 1997 to May 1998, we treated 40 consecutive patients(43 levels) with the MED system. Mean 
age was 32 years(range；18 to 62). There were 30 males and 10 females. All patients had sciatica with SLRT 

limitation. There were 23 patients with disc herniation at L4-5 and 14 patients at L5-S1. Three patients had 2 level 

disc herniations. There was one far lateral disc herniation at L4-5. 

Results：Using modified MacNab criteria, there were 37 excellent results and 3 good result. Most patients were 
discharged within 3-4 days except 2 patients with dural tearing. There were no other complications. Mean operation 

time was 1.5 hours(range：40 minutes to 2.5 hours). 

Conclusion：The MED system is a reliable approach to lumbar disc herniations. This system combines the advan-
tages of conventional open surgery and a minimally invasive technique. As tactics for the doctors who wish to att-

empt,“palpate”the lamina by first dilator, identification of interlaminar space by removal of overlying soft tissue and 

confirmation of the shoulder portion of nerve root before discectomy are important to this procedure. 

We conclude that lumbar disc herniations can be successfully treated with MED approach. 
 
KEY WORDS：MicroEndoscopic discectomy(MED) system·Minimally invasive lumbar discectomy. 
 

 

 

서     론 
 

현대문명의 발달 및 문화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간

의 활동에는 많은 편리함이 증대되었지만, 육체적인 운동 

부족 및 부적절한 자세와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 그리고 교

통사고의 증가로 요통 및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수술기구의 발달과 현미경의 사용으

로 요추간반 탈출증의 수술적 치료에 매우 높은 성공률을 

가져오고 있다4).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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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수술에 의한 수핵 제거술이나 고식적 수술 방법을 시

행할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수술 결과를 가져오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 형성이나 극외측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이 

파열, 유리된 경우도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술과정에서 발생

되는 요추부 근육의 견인이나 허혈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수술부위의 통증 및 수술 후 발생되는 반흔 조직에 의한 신

경근의 압박 및 유착의 가능성, 그리고 혈관 손상에 의한 출

혈 등 여러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27). 

이러한 수술 합병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화학적 수핵 

용해술이나 경피적 수핵 제거술, 내시경을 이용한 수핵 제

거술 등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은 고식적 수술 방

법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합병증 등을 현저히 줄일 수

는 있지만, 시행할 수 있는 환자 범위나 선정에 매우 제약을 

받으며 파열 유리된 추간반인 경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소견 등의 해결에는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고, 요

천추간의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술 후의 결과도 미

세 수술이나 고식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4)16)26). 

최근 내시경과 컴퓨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각 분야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척추 수술 분야에도 최소 침습 수술

(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최근 개발한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 장비를 사용하여 

기존의 경피적 디스크 치료술에 의한 방법이나 고식적인 수

술방법들의 한계성과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수술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수술 방법에 있어서의 경험과 기술의 발전사

항 및 수술 수기의 문제점 등을 처음 MED system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교실에서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요추간

반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43명을 대상으로 연구 분

석하였다. 환자의 선정은 요통보다는 주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CT나 MRI 소견에서 요추간반 탈출증으로 확진된 

환자를 선택하였으며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 정도, 수술 

시간 및 입원 기간과 수술 후 결과를 맥나브 분류법(Mac-

Nab's criteria)20)으로 비교하여 관찰하였다. 
 

2. 수술 방법 

환자자세는 일반적인 후궁절제술에서와 같이 복와위(pr-

one position)를 취하고 복부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후

궁간의 사이가 잘 보이도록 약간의 굴곡을 형성하게 한다. 

 수술은 우선 유도 강선(guide wire)의 삽입을 해야 하는데 

삽입시점(entry point)은 수술 시행시 도달하고자 하는 병

변 추간반의 위치를 방사선 투시하에서 확인한 후에 중앙선

에서 대략 1.5∼2.0cm 떨어진 곳을 정한 다음 작은 상흔을 

낸다. 이어 유도 강선을 방사선투시하(fluroscope)에서 상

측 후궁(superior lamina)의 하단부(inferior edge)로 삽입

한다. 상하로 피부 절개를 연장하여 약 15∼17mm 정도 되

도록 한다. 

다음 단계로 주위 연조직의 확장을 시행한다. 연속된 3개

의 통형 확장기구(dilators)를 유도 강선 따라서 차례로 삽

입한다. 우선 일차 확장기(first dilator)가 후궁에 위치하면 

유도 강선을 제거한 후 방사선 투시하에서 일차 확장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Fig. 1). 즉, 일차 확장기가 후

궁을 촉지 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하는데 이는 후궁의 해부

학적인 경사면으로 인하여 확장기가 삽입 후에 미끌어 지면

서 외측으로 치우치고 소관절의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되어 

자칫 후궁 절제술을 시행할 때 관절면부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극돌기와 관절부 사이의 후궁의 하단부 위에 위치

하는 것이 중요하다(Fig. 2). 

그 다음으로 통형 견인기(tubular retractor)를 삽입한다. 

통형 견인기가 가장 큰 확장기를 통해 후궁부의 위치에 놓

인 후, 확장기를 차례로 제거하여 수술 통로를 만든다. 통형 

견인기를 유동 고정 장치(flexible arm)에 연결하여 고정시

킨 후 위치 및 방향을 유지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방사선 투

시 하에서 적절한 위치인지 확인한다. 

다음 단계는 내시경(endoscope)을 삽입하는 것인데 통

Fig. 1. The C-arm monitor image showing tubular retractor
on inferior portion of posterior arch. Tubular retractor
must be touch posterior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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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견인기내에 내시경을 넣은 후 원형 잠금 장치(ring clamp)

를 사용하여 내시경을 고정하는데, 이 원형 잠금 장치는 통

형 견인기내에서 내시경을 360°어느 방향이나 위치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내시경을 전진시키거나 빼거나하여 수술 시

야의 확대 정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후궁의 끝부분을 큐렛(curette)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후궁과 후궁 사이 위의 연조직을 pituitary rongeur로 제거

하여 황색인대(ligament flavum)를 먼저 인지함으로써 정

확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소작

기(electocautery)를 이용하여 연조직을 깨끗이 하고 지혈

을 시킨다. 후궁의 하표면으로 부터 황색인대를 큐렛으로 

분리한다. 

부분 후궁 절제술(Laminectomy)이나 내측 관절면 절제

술(medial facetectomy)을 그 다음단계에서 시행하게 된다. 

이 때, 필요할 경우 케리슨 펀치 혹은 고속드릴(high speed 

drill)로 제거한다. 경험이 많이 쌓인후에는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Fig. 3). 

부분 후궁 절제술을 황색인대가 얇아지는 기시부까지 충

분히 시행하여 황색인대 아래의 경막하 지방 조직을 확인한 

후에 후크(hook)나 큐렛으로 황색인대(ligamentum flavum)

를 접어 올리면서(reflect) 황색인대를 외측으로 일부 안전

하게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펜필드 No.2(penfield #2)나 러브스타일 

견인기(Love style retractor)로 신경근을 확인한 후 내측

으로 당겨 아주 조심스럽게 박리 및 분리한 후 탈출 혹은 

파열된 추간반을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막외 혈관을 

양극소작기로 소작하고 젤폼(Gelfoam)이나 서지셀(Surgi-

cel) 등으로 지혈 조작을 시행할 수 있다(Fig. 6). 

섬유륜 절제와 추간반 제거(annulotomy and disc rem-

oval)는 신경근 견인기로 신경근을 보호하면서 미세나이프

(micro-knife)로 절제한 후 탈출된 추간반을 하수체 겸자

(pituitary-forceps)를 이용해 제거한다. 그 후 고식적 수

술방법과 동일하게 추간반 내의(intradiscal) 작업 및 추간

반외 작업(extradiscal work)을 시행하여 충분히 신경근의 

감압이 이루어지었는지 확인한다(Fig. 4). 내시경을 통하여 

수술부위 전체를 점검한 후 통형 견인기를 제거하고 근막을 

단순 봉합한 후 피하조직 및 피부를 봉합한다. 

 

Fig. 2. The target marking showing location of tubular retr-
actor between spinous process and posterior articular
joint. 

Fig. 3. The microscopic image showing partial hemilaminec-
tomy by kerrison punch through the tubular retractor. 

Fig. 4. The microendoscopic image showing retraction of nerv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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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환자의 연령 및 성별분포 

환자의 연령은 18세부터 62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

령은 35세 이었으며 남자가 32명, 여자가 11명이었다(Ta-

ble 1). 

 

2. 환자의 증상 및 증세 

수술전 환자의 증상 및 증세를 보면 전례에서 하부요통을 

호소하였고 하지 방사통은 38례 였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에

서는 전례가 제한 소견을 보였고, 감각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

가 22례, 7례에서는 운동력 약화 소견도 보였다(Table 2). 
 

3. 수술 부위 

수술부위를 보면 제4-5요추간이 26례, 제5요추-제1천추

간이 14례 였고 2부위를 시행한 경우도 3례 있었다(Table 3). 
 

4. 방사선학적 소견 

수술 전에 시행한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이나 자기공명 

촬영소견에서 추간반의 파열된 소견(ruptured)이 13례, 탈

출된 소견(protruded)가 32례 였고, 극외측 탈출 소견(far 

lateral disc)도 1례 보였다(Table 4). 
 

5. 수술시간 및 수술 후 통증정도 

수술시 소요된 시간은 40분부터 2시간 30분까지 평균 90

분이 소요되었고 수술 후 통증정도를 경도(mild), 중등도(mo-

derate), 고도(severe)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전례에서 경

도 소견을 나타내었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 후 당일부터 

보행이 가능하였다. 
 

6. 입원기간 및 합병증 

수술 후 입원기간은 경막 손상이 있던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3일 이내 이었다. 합병증은 경막 열상을 보인 경우

가 2례 있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술도중 

심하게 석화화된 추간반 탈출로 추간반 제거가 불가능하여 고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Age\Sex Male Female No.(%) 

10-19  3   3( 7.0) 
20-29 15 2 17(39.5) 
30-39  7 5 12(28.0) 
40-49  4 3  7(16.0) 
50-59  2 1  3( 7.0) 
60-  1  1( 2.5) 

Total 32(74%) 11(26%)  43(100%) 
 

Table 2. Clinical findings in 43 patients 

Clinical findings No. of cases(%) 

Low back pain 43(100%) 
Radiating leg pain 41( 95%) 
SLRT limitation 43(100%) 
Sensory deficits 22(53.5%) 
Motor weakness  8(18.5%) 

 
Table 3. Levels of operation 

Level No. of cases(%) 

Single level  

L4-5 26(60.0%) 

L5-S1 14(33.5%) 

Multi level  

L3-4, L4-5  1( 2.0%) 

L4-5, L5-S1  2( 4.5%) 

Total 43(100%) 
 

Fig. 6. The modified figure showing working space and nerve
root. If you work at axillary portion of nerve root sleeve,
you may injure the nerve root. 

Fig. 5. The microendoscopic image showing removal of rup-
tured disc materials after nerve root was re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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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전환(conversion to open sur-

gery)한 경우도 1례 있었다. 
 

7. 수술 후 결과 

수술 후 결과는 전 례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호전을 

가져왔으며 맥나브 분류법20)(Table 5)에 따라 보면 매우 

양호한 경우(excellent)가 40례 였고, 경미한 감각이상 소

견을 보이는 양호한(good) 경우가 3례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1례에서 수술 1주일 후 재발한 경우도 있

었다. 재수술 한 후 환자는 매우 양호한 예후를 나타내었다. 

 

고     찰 
 

Mixter와 Barr가 요추간반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 1934 

년 보고21)한 이후 수술 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

을 가져왔다4). 

또한 최근 수술기구의 발달 및 현미경의 사용으로 수술 

결과도 매우 호전되어 80∼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져왔으

나, 고식적인 수술 방법인 경우 수술 과정시 야기되는 요추

부 근육의 견인 및 허혈로 인한 주위조직 손상, 수술상흔에 

의한 통증, 신경근의 손상, 혈관손상 등과 수술 후 발생되는 

반흔조직에 의한 신경근의 유착 및 압박으로 인한 재발 등 

여러 합병증4)들이 나타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60년대

부터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들이 관심을 끌었고 최근에

는 증가 추세에 있다24)27). 이러한 최소 침습적인 수술법의 

종류는 1964년 Lymann Smith32)33)에 의해 화학적 수핵 

용해술이 발표되었고, 1973년에는 Kambin11)12)에 의해 경

피적 후측방 디스크 절제술이 소개되었다. 

또한 1984년 Onik와 Jacobson22)에 의해 뉴클레오톰(Nu-

cleotome)을 이용한 경피적 수핵 자동 흡입술이 개발되었

고, 1987년 Choy2) 등에 의해 레이저를 이용한 디스크 소

각술 등이 발표되었다. 

미세 수술에 의한 수핵 제거술은 1960년대 이후 신경외

과 수술분야에서 수술 현미경사용이 시작되면서 1977년 Ca-

spar와 Yasargil등이 그리고 1978년 Williams 등이 개발 

소개하였다27). 그 후에 이러한 수술 방법은 주위 조직의 손

상을 줄이며 수술 효과가 좋아서 오늘날 까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미세 수술의 장점으로는 좋은 수술시야 확

보와 수술시 신경근 및 경막외지방 조직의 손상을 가능한 

줄일 수 있고 출혈도 줄일 수 있어 조기 보행 및 퇴원이 가

능하다는 점들이나 수술 후의 감염문제나 고가의 장비의 필

요성, 숙련된 수기의 필요가 요구되며 고식적인 수술 방법 

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다10). 

화학적 수핵 용해술은 1964년 Smith32)33)가 최초로 시행

한 이래 많은 저자들이 약 76%에서 89%의 성공률을 보고

하고 있다7)13)19)20)26). 이는 고식적 수술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한 국소

마취나 외래수술로 시행할 수 있고, 입원에 따를 수 있는 심리

적 압박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수핵을 선택적으로 용해하므

로 수핵의 탈출정도에 따른 시행 폭이 다른 경피적 수핵 제거

술 보다는 넓고 요천추간에도 시술이 가능하다10)17)20)25)26). 그

러나 화학적 수핵 용해술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과민반응의 위

험성이나 척수염 등에 의한 사지 또는 하지마비, 추간반염 

등의 합병증들이 보고되었으며, 추간반 간격의 협소로 인한 

척추불안정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19)20). 또한 시술 후 하지 

통증은 소실되나 요통이 상당기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술 후 요통의 원인은 수핵의 급격한 소실로 인해 척

추체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져서 오고 수핵 용해시 발생되는 

화학 반응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5)6)18)25). 

카이모파페인(chymopapain)을 이용한 수핵 용해술시 과

민반응의 위험성은 없었다고 김 등25)은 보고하였으며 시술

자의 경험, 바늘의 위치선정, 사용용량 등에 의해 성공률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13)17)25). 그러나 시술환자의 선택적 

폭은 젊은 연령층에서 경도의 수핵 탈출이 있는 경우로 좁

으며, 파열된 수핵 탈출이나 골극에 의한 퇴행성인 경우에

는 시술에 제약을 받는다1)17). 

뉴클레오롬을 이용한 자동 수핵 흡입술은 1984년 Onik22)

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경피적 수핵 제거술에 비해 관(cannula)

의 직경이 2mm 크기로 작아 관 삽입시 신경 손상의 위험

이 적으며 과민 반응의 위험성이 없고 국소마취 및 외래 통

Table 4. CT findings in hemiated lumbar disc patients(n=46 
levels) 

CT findings No. of levels(%) 

Protruded 32(69.6%) 
Ruptured 12(28.2%) 
Far lateral  1( 2.2%) 

Total 43(100%) 
 

Table 5. MacNab’s criteria 

Criteria Contents 
Excellent Able to carry out all activity no back or 

lower extremity pain 
Good Able to carry out all activity mild or occasional 

back or lower extremity pain 
Fair Improved over preoperative status mild or 

occasional back or lower extremity pain some 
restriction of activity 

Poor Restriction of activity moderative or severe back 
or lower extremity pain reoperation for any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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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후 신경 유착이 없고 조기에 

일상 생활이 가능한 점이다16). 그러나 시술 대상의 환자 선

택 폭이 수핵용해술인 경우보다 좁으며 추간반의 감압 정도

도 비교적 다른 시술에 비해 떨어져 시술후 성공률이 62%

에서 88%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요천추간에는 

접근이 매우 어려워 시술범위 또한 제약을 받는다16)26). 

1975년에 Hijikata8)에 의해 국소 마취하에서 직경 5 mm

의 삽입관을 통해 수핵을 제거하는 경피적 수핵 제거술을 처

음 소개하였고, 1983년 Kambin과 Gellman 등12)에 의해 

더욱 발전하였다. 관절경을 이용한 추간반 제거술인 경우 

수술자가 직접 내시경을 디스크내에 삽입하여 수핵을 확인

하면서 제거하므로 화학 용해술이나 자동 흡입술보다 보다 

정확히 탈출된 수핵을 제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11).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술의 시간이 길고 추간반염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또한 내시경을 통하므로 시야가 매우 협소

하며 관 삽입시 신경근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핵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파열되어 분리 탈출된 경우에는 

제거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술범위의 제한이 있고, 골극 

형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야기된 협착증의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11). 

그리고, Choy 등2)에 의해 시작된 레이저를 이용한 경피

적 요추추간반 감압술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여 수핵을 기

화시킴으로써 제거하여 추간반내 압력을 감소시켜 신경근 

압박을 줄이는 효과를 얻어내는 시술로 수핵을 선택적으로 

염색하여 수핵을 좀더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3)29-31). 그러

나 이들 또한 수핵의 파열이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은 적용하기 어렵고 시술범위에 제약을 받으며 아

직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이처럼 최소 침습적 수술방법이 비록 고식적인 수술 법에

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을 피할 수는 있지만, 성공률이 비

교적 낮으며 환자의 선택 폭에 많은 제한이 있으며 수핵의 

파열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 소견이 보일 경우, 요

천추간 접근의 어려움 등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

간반 탈출증 수술 시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

었다.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은 Smith에 의해 개발되었는

데34), 이 수술 법은 16mm 직경의 통 모양의 견인기를 이

용하여 후방경유로 삽입함으로써 근육의 견인으로 인한 손

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어 수술 후 수술부위의 통증이 

거의 없으며 또한 수술의 상흔이 14∼17mm 정도밖에 되

지 않으므로 고식적인 수술방법의 상흔이 22mm 인데 반해 

수술 후의 상흔이 별로 남지 않는다. 

미세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견인기를 이용하여 근육을 어

느 한 방향 혹은 양방향으로 견인하게 되는데, 이러할 경우 

근육의 일시적인 허혈 소견이 나타나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

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세 내시경 추

간반 제거술로 시행할 경우에는 확장기를 순차적으로 삽입

하여 근육 견인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네 방향으로 분리시켜 

배부근육의 허혈 증세를 없앰으로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후방경유로 접근

하는 수술 법이므로 고식적인 수술법과 비교하여 해부학적

인 구조에서 익숙하고 수술장비 또한 내시경 및 그에 따른 

부속기구 외에는 다른 수술장비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4)34). 

또한 다른 최소 침습적인 수술 법과는 달리 수핵의 파열

로 인한 탈출이나 골극 형성 등 퇴화현상에 의한 협착증인 

경우에도 고식적인 수술법과 같이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골극 제거나 협착 소견 해결에도 고속드릴이나 펀치

(punch)등을 사용할 수 있어 수술 방법에 제약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14)28)34). 

그리고 최소한의 근육의 견인과 최소한의 수술의 상흔으

로 수술 후 통증을 최소화 하게되어 수술 후 1일째부터 활

동이 가능하며 수술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사회 복귀의 

기간을 줄임으로써 사회 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28)34). 본 경우에서도 평균 입원 일이 3일 이내로 고식

적인 수술 경우 보다 월등히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을 보면 현미경에 의한 미세 수술을 시행

할 경우 Pappas등23)은 평균 6∼13일 등이었고, 다른 최소 

침습적 수술 등을 시행할 경우 평균 1일에서 3.5일 이었는

데10)26), 이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을 이용한 경우에는 

평균 2∼3일로 다른 최소 침습적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시행하므로 수술 시야가 

2차원적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수술 시행시 수술 환경에 익

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또한 수술 기구의 조작 반경이 

직경 16mm 원통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시행 초기에는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내시경의 발달이 하루가 다르

게 진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3차원적인 내시경 및 고해상도 

영상의 내시경이 출현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도 곧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화면상에 나타나는 구조의 각 방향의 선정에 있어 원래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라 시술에 혼

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처음에 일차 확장기를 삽입할 경

우에 정확한 부위로 삽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면상에

서 위치를 정확히 설정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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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Fig. 1). 즉 일차 확장기가 후궁을 촉지

할 수 있어야 하는 위치인데 이는 후궁이 해부학적으로 경

사면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 확장기가 

삽입후에 점차적으로 미끌어 지면서 후관절의 바로 위에 위

치하게 되면 자칫 후궁 절제술을 시행할 때 후관절면부의 과

도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어 불안정을 야기시킬수 있는데 이

를 방지하기 위해 극돌기와 후관절부 사이의 후궁 하단부에 

확장기를 위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Fig. 2). 그리고 일차 

확장기의 위치가 후궁의 정확한 위치에 놓인 후 단계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여 추간반 제거술 전에는 신경근의 견부(sh-

oulder portion)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일차 확장기를 삽입할 경우에 방사선 투시 하에서 

시행을 하게되면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다(Fig. 1). 

수술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

으면 처음에 수술을 시행할 때 매우 당황할 경우가 있으나 

통형 견인기를 삽입한 후 주위의 연조직 및 일부 근육조직

을 제거하게 되면 후궁의 경계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에 고속 드릴이나 펀치 등으로 부분 후궁절제술을 시행하

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후궁 절제술을 시행하면 황색인대의 

위치가 뚜렷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고식적인 수술 방법과 

동일하여 어느 정도 당황함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수술 시야의 협소로 인해 황색인대 절제가 생각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부분 후궁 절제술을 

황색인대가 얇아지는 기시부까지 충분히 시행하여 황색인대 

아래의 경막하 지방조직을 확인한 후에 후크나 큐렛으로 황

색인대를 접어올리게 되면 안전하게 황색인대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경근의 위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반 제거술을 시행하게 되면 신경근 손상이나 경막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근의 견부 위치를 확인한 

후 추간반 제거수술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Fig. 4, 5). 

특히 요천추간 부위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시행

하려다 신경근의 액부(axillary portion)에서 작업하다가 경

막의 손상이 3례에서 있었지만 다행히 수술 후에 결과는 양

호하였다(Fig. 6). 

요추간반 탈출증에서 수술적 치료의 대상 환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적응증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미세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을 처음 시

행할 경우에 적응증은, 첫째 증상이 요통보다는 하지 방사

통이 있으며, 둘째 신경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명백한 제한이 있으며, 셋째로 CT나 MRI 소견에서 편측성

의 추간판 탈출이 있는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파열된 추간반 소견이 보일 경우에도 매우 양호한 결과를 

가져온다14)34). 그러므로 처음에 이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경우를 선택하

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면 

수술 시간은 점차 늘어나며 이 수술법에 대한 효용성에도 

의심을 갖게되며 수술자 자신이 자칫 흥미를 잃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이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이 다른 고식적인 수술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아주 심한 퇴행성 

협착증인 경우, 둘째 석회화된 아주 큰 추간반 탈출인 경우, 

셋째 재발성 추간반 탈출증으로 재수술을 시행할 경우, 넷

째 한번에 여러 레벨을 시행해야 할 경우, 다섯째로 너무 정

중앙에 위치한 추간반 탈출증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도 석회화된 아주 큰 추간반 탈출증인 1례의 

경우에 이 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수술 도중 고식적

인 수술 방법으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친 적이 있었다. 그러

므로 수술 전에 정확한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례에서 수술 후 1주일 뒤 재

발되어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추간반 

탈출이 정중앙 부위로 매우 심하게 돌출되어 좁은 수술 공

간에서 충분한 갑압을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환자의 대부분이 매우 양호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환자들에게 수술 

적응증을 선택하였고 평균 연령층도 31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

술시 고속 드릴 사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후궁 

절제술이나 내측 관절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최소침습적 수술 방법시 금기증으로 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공 협착증, 퇴행성 후관절 비후 질환에 시

행할 경우 수술적 수기에 익숙해지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

형 견인기의 고정방향을 모든 각도로 위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술수기에 익숙해지면 각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면

서 여러 고난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극외측으로 

탈출된 추간반 탈출증인 경우에 유도 강선을 효소주사나 기

존의 내시경 시술때와 같이 삽입하여 시행할 경우에 정확히 

파열된 부위로 직접 도달되어 탈출된 수핵을 제거할 수 있

어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1차적 수술 선택 방법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초심자가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을 시도

하다 고식적인 수술 방법으로 바꾸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 

고식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 수술 수기에 익숙하지 못하며, 

2차원적인 화면에 생소하고, 이 수술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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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내가 요구되며, 적절치 못한 환자를 선택한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시도할 때에 수술 후의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간반 탈출증에 우선적으로 시술하여 첫번째 수

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이 수술에 자신을 가지고 점차로 

수술 수기에 익숙해지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면 다양한 

경우의 요추간반 탈출증 수술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

된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MED system의 개발과 술기가 cer-

vical foraminolaminotomy나 Lumbar interbody fusion 

까지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한다. 

 

결     론 
 

미세 내시경 추간반 제거술을 이용한 이 수술 방법은 기

존의 고식적인 수술 방법과 비교하여 적용 범위에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러 가지 다른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

법의 장점을 겸비함으로써 수술 상흔 및 수술 후 통증을 최

소화시키고, 충분한 신경근의 감압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술 시야의 협소와 이차원적인 화면, 수술 작업 

반경의 제한 등으로 처음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많은 어

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적

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술은 정확한 위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치 선정시 수술부위의 정확한 접

근이 필요하여 일차 확장기를 삽입할 경우 정확한 위치에 

놓여야 한다. 그 후 추간반 탈출증에 대한 수핵 제거술을 시

행하여 매우 양호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수술 수기 및 기구 

조작에 익숙해지면 보다 광범위한 요추간반 탈출증의 수술

에 시행할 수 있어 추간반 제거술의 수술에 있어서 새로운 

좋은 수술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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