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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투석을 시행하는  

퇴행성 요추 질환 환자군에서의 

수술적 치료의 임상결과 

 

목 적 : 투석 치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중 요추부 퇴행성 

질환으로 척추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결

과에 대해 알아본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투석 시행하

던 요추부 퇴행성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9명의 환자에 

대해, 임상결과는 JOA score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학적 결과는 추시시 시행한 전후방 및 측면 굴곡-신전 사진을 

이용하여 유합여부를 확인하였다.  

혈중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Alkaline phosphatase)를 

측정하여, 술 후 임상증상 호전에 따른 활동도 변화에 대한 골 

흡수-형성에 대해 간접 평가하였다.              

결 과 :  JOA score는 술전 평균 12.1, 술후 6개월 17.4, 최종 

추시 15.6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방사선학적 평가 결과, 유합술을 시행한 5례 중 2례에서 

유합을 보였다. 혈중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는 JOA 

score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가, 마지막 추시시 증가하여 

JOA score와 역상관 관계의 양상을 보였다. 감압술만 시행한 

경우와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의 두 그룹간 임상 호전 정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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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었으며, 골 유합술 시행한 경우 골유합 획득 여부와 상

관 없이 술후 임상증상은 호전되었다.        

결 론 : 투석 시행 중인 환자의 요추부 퇴행성 질환의 수술 치

료시 수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결과는 호전되었다. 특히 유합술

을 시행한 경우에는 골 유합 여부와 상관없이 임상결과가 호전

되었다.  

 

 

 

 

 

 

 

 

 

 

 

 

 

 

 

----------------------------------------------

핵심되는 말 : 투석, 요추부 퇴행성 질환, 수술적 치료,  

만성신부전, JOA score,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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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을 시행하는 퇴행성 요추 질환 환자군에서의 

수술적 치료의 임상결과 

 

<지도교수 이환모>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병 호  

 

 

Ⅰ. 서론 

투석이나 신장이식 등의 치료방법 발달로 인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평

균 생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정형외과적 치료가 필

요하게 되었다. 척추 역시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장기간 투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조직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1.  이런 치료는 

각각 환자의 신경압박, 척추의 불안정성, 골다공증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저자들이 장기간 투석 

시행환자에서의 척추 질환의 병리학적 특징과 병인 및 수술 후 추시

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이런 환자들에 대한 수술치료 결과에 대한 논

문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장기간 투석을 시행 받고 있는 환자들의 

전신 상태불량과 골질의 취약성, 유합률의 저조 등으로 인해 수술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술후 치사율로 인해서

이다2, 3.  

투석 관련 척추관절병증(Dialysis related spondyloarthropathy)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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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세가지 질환은 각각 파괴성 척추관절병증(Destructive 

spondyloarthropathy)4와 황색인대의 비후 및 석회화 종괴로 인한 척

추관 협착증1, 5, 아밀로이드 침착에 의해 유발되는 환-축주 아탈구

(Atlantoaxial subluxation)6
  등으로 분류되었다. 장기간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생존 증가에 따른 이런 질환들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7-12.  

파괴성 척추관절병증은 약 70%가 경추에서 나타나고, 요추와 흉추에

서는 각각 20%, 10%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5. 경추 중에

서도 중간 경추 부위에 호발하며, 환자는 경미 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3. 현재까지 요추에 비해, 경추 부위 척추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투석을 시행하는 요추

부 질환 환자 군을 대상으로 수술적 처치에 대한 임상증상과 방사선

학적 결과를 평가하여, 투석 및 만성신부전 질환 환자에서의 요추부 

질환의 수술적 치료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99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하던 

요추부 퇴행성 질환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총 9 (혈액투석 7, 

복막투석 2)명의 환자군(남:여=3:6)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은 총 2

명의 척추전문의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평균 나이 62(46~80)

세, 평균 추시기간은 46(7~100)개월, 평균 투석기간은 13.7(1.5~30)

년 이었다. 만성신부전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신질환 6례, 성인 다낭

성 신질환 (Adult polycystic kidney disease) 1례, 당뇨성 신질환 2 

례로 조사되었다. 동반 질환으로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다양

하였다(표1). 전자기록차트(EMR chart) 검증을 통해 환자의 기초 정

보 수집 및 진단적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진단명은 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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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진단하였고, 후

외방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추시 기간 중의 단순 방사선 전후방 사진

상 횡돌기간 골유합 종괴(intertransverse process fusion mass) 확인

16 및 굴곡-신전 측면 사진을 이용한 콥스 각의 변화를 측정하여, 골

유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를 통해 총 수술

시간, 출혈량 등을 조사하였고, 합병증 여부를 조사하였다. 술전, 술후 

및 최종 추시의 임상증상을 입원 및 외래 추시기록, 전화면접을 통해 

JOA sco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JOA score 및 알칼리성 탈

인산 가수분해 효소(Alkaline phosphatase)의 측정 결과에 대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 후 술전-술후, 

술전-추시시와 대해 각각 paired t- test를 시행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환자군을 감압술만 시행한 그룹과 유합술을 시행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여 수술종

류에 따른 임상 증상 호전 정도 차이 여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유합술을 시행한 그룹을 유합 그룹과 불유합 그룹

으로 각각 나누고, 감압술을 시행한 그룹을 포함하여 총 세 그룹간의 

수술 종류 및 유합 여부에 따른 임상결과의 호전 정도 차이에 대해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1. 술전 평가 

수술 전 평균 Hgb 10.3(8.2~13.8)g/dl, BUN/Cr 47.1(14.5~108)/6.6 

(5.3~8.5) mg/dl, Potassium 4.43 (3.1~6.0)mEq/L, PT/PTT 

11.4(10.3~15.7)/32(25.7~36.7)sec, Alkaline phosphatase, Calcium, 

Phosphorus는 각각 84(43~142), 9.9(7.8~12.0), 4.7(2.3~7.0)mE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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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ummary of cases  

DM : Diabetes Mellitus, HTN : Hypertension, CAOD : Coronary Arterial Obstructive Disease,  

HD : Hemodialysis, PD : Peritoneal dialysis, 2nd PTH : 2ndary Hyperparathyroidism, A.fib : Atrial fibrillation  

Case 

Age(Yr) 

/sex 

추시 

기간

(Mo) 

CRF 

원인 

동반 

질환 

투

석 

투석 

기간

(Yr) 

Hb BUN Cr K+ PT PTT BMD 

1 46/M 100 DM 

HTN, 

cataract 

HD 9 9.5 108 8.3 4.7 10.9 36 -1.0 

2 55/F 57 HTN 

HTN, 

Gastric 

ulcer 

HD 18 10.6 14.5 5.5 3.7 10.8 33.9 1.0 

3 80/M 90 HTN 

CAOD, 

Angina 

HD 1.5 9.2 64 7.4 5.0 15.7 36.7 2.2 

4 58/M 34 APKD 

HTN, 

AVN 

of hip 

HD 25 11.3 58.9 8.5 4.7 11.5 36.7 -3.2 

5 63/F 21 HTN 

2nd 

PTH 

HD 25 10.9 40.2 5.3 4.5 10.4 30.5 -0.7 

6 75/F 27 HTN 

DM, 

A.fib, 

cerebral 

infact 

PD 3.3 13.8 42.3 6.5 4.0 10.6 35.2 -2.2 

7 64/F 35 DM HTN HD 7 10.7 30.8 5.8 6.0 11.4 26.6 -0.5 

8 54/F 7 HTN DM HD 30 8.2 31 5.89 4.2 10.3 25.7 -2.5 

9 65/F Death HTN none PD 4.8 8.4 34 6.4 3.1 10.8 26.5 -1.8 

Mean 

±SD 

62 

±10.5 

46.3 

±33.2 

   

13.7 

±11.0 

10.3 

±1.67 

47.1 

±28.7 

6.62 

±1.26 

4.43 

±0.7 

11.4 

±1.77 

32 

±4.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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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BMD(T-score, DEXA)는 평균 -1.0(-3.2~2.2)이었다(표1).                 

각각의 환자는 투석 종류에 따라,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입원 후 내

과적 협진을 통해 투석 스케줄을 수술 전날로 조정하였고, 복막투석 

환자는 이전 스케줄대로 투석을 시행하였다.  

 

2. 수술 처치 및 술기  

각각의 진단에 따라, 요추부 수핵탈출증 2 례에 대해서는 척추궁 부

분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부 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된 7례 

가운데, 1례에 대해서는 감압술만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례에 대해서

는 감압술 및 후외방 유합술 또는 후방 요추부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하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감압술을 시행한 요추부 수핵탈출증 환자에

서는 93(75-110)분, 감압술만을 시행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환자

는 75분이었고,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180(120~280)분이었다. 평균 출혈량은 수핵제거술만을 시행한 요추

부 수핵탈출증 환자에서는 150(100-200)ml, 감압술만을 시행한 요추

부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500ml이었고,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580(200~870)ml이었다. 술 후 합병증으로는 

술후 디스크 감염 1 례, 흡인성 폐렴 1 례가 있었으며, 복막투석중이

던 1명의 환자가 술후 4일째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하였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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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Operative treatment and results. 

HNP : herniated nucleus pulposus, SS : spinal stenosis, SPL : spondylolisthesis,  

PHL : partial hemi-laminectomy, PLF : posterolateral fusion, PLIF :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Case Diagnosis 수술명 Level 

출혈량

(mL) 

수술 

시간

(min) 

술후 

합병증 

유합 

1 HNP 

PHL and 

discectomy 

L5/S1 100 110  - 

2 HNP 

PHL and 

discectomy 

L4/5 200 75 

Postoperative. 

Discitis 

- 

3 SS Laminectomy L4/5 500 75  - 

4 SS 

Laminectomy 

and PLF 

L3/4 700 160  N 

5 SS 

Laminectomy 

and PLF 

L3/4/5 200 190  N 

6 SS 

Laminectomy 

and PLF 

L2/3 600 170  Y 

7 

SS with 

SPL 

Laminectomy 

and PLIF 

L4/5 870 170  N 

8 

SS with 

SPL 

Laminectomy 

and PLF 

L5/S1 200 120 

Aspiration 

pneumonia 

Y 

9 

SS with 

SPL 

Laminectomy 

and PLF 

L2/3/4/5 900 280 

Death d/t Ac' 

Panperitionitis 

- 

Mean 

±SD 
   

474.4 

±284.6 

15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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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JOA score follow-up 

Case 

JOA score 

술전 술후6개월 최종 

1 14 20 19 

2 11 5 9 

3 13 19 18 

4 10 19 15 

5 11 20 12 

6 13 21 19 

7 13 17 17 

8 12 18 16 

9 (11) Death Death 

Mean±SD 12.1±1.3 17.4±5.2 15.6±3.5 

 

3. 방사선 및 임상적 결과 

총 8명의  추시 환자 중에 골 유합술을 시행한 총 5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6개월 이상의 추시기간 중 시행한 측면 굴곡-신전 단순방사선 

검사를 이용하여 콥스 각을 측정하고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추시 기간 중의 단순 방사선 전후방 사진상 횡돌기간 골유합 종괴를

확인하여 유합여부를 판단하였다. 3 례에서 불유합이 관찰되었고, 2 

례에서 유합이 관찰되어 유합률은 40%였다.  

JOA score는 술전 12.1(10~14), 술후 6개월 17.4(5~21), 최종 추시

시에서는 15.6(9~19)이었다(표3)(그림1,4). 술전-술후 6개월, 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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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시 측정된 JOA score에 대해 paired t-test 시행 결과 각각 통

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8, P=0.008).  

 

감압술만을 시행한 그룹과 유합술까지 시행한 그룹간의 JOA score의 

호전 정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Mann-Whitney 비모수 검

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수술 종류에 따른 임상 호전 정도는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67, P=0.878). 마지막으로 유합술을 시행

한 그룹을 골유합 그룹과 불유합 그룹으로 나눈 후, 감압술만 시행한 

그룹을 포함한 총 세 그룹간의 수술에 따른 JOA score 호전 정도의 

차이 여부를 Kruskal-Wallis 비모수 검정을 통해 시행한 결과 각 그

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α=0.366, α=0.669)(그림2).  

 

골형성 표지자인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는 술전 

88.8(43~142), 술후 1개월 100(68~164), 술후 6개월 77.3 

(50~102), 최종 추시시 106(60~209)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각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표4)(그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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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hanges of JOA score with follow-up  (* P<0.05) 

JOA :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그림 2. JOA scores in decompression, fusion-union and  

fusion-non-union groups.(no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JOA score increase  

of  3 groups are observed, α=0.366, α=0.669) 

JOA :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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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lkaline phosphatase follow-up 

 

 

 

 

 

 

 

 

 

 

 

 

Case 

Alkaline Phosphatase 

술전 술후1개월 술후6개월 최종추시 

1 99 68 102 112 

2 91 107 82 209 

3 43 72 50 97 

4 101 74 68 108 

5 142 164 85 107 

6 70 119 80 60 

7 52 82 59 66 

8 112 115 92 89 

9 (49) Death Death Death 

Mean±SD 88.8±32.6 100±32.8 77.3±17.2 1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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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hanges of alkaline phosphatase with follow-up.  

NS : no signiticance, ALP : alkaline phosphatase 

 

그림 4. Reverse correlation of JOA score and alkaline phosphatase  

JOA :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ALP : alkaline phosph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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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B.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radiologic study of case No. 5 

(A) preoperative MRI with T1 and T2 weighted sagittal and axial view. 

(B) postoperative AP-lateral and lateral flexion-extension film  

at follow-up 16 month.(angle difference 13°) 

On AP film, no intertransverse bony bridge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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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그림 6A-C.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radiologic study of case No. 6 

(A) preoperative MRI with T1 and T2 weighted sagittal and axial view. 

(B) postoperative AP-Lateral and lateral flexion-extension film  

at follow-up 24 month. (angle difference 2°) 

On AP film, unilateral intertransverse bony bridge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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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Magnified view of intertransverse bony bridge on postoperative AP        

film. 

Ⅳ. 고찰 

투석관련 척추관절병증의 방사선학적 특징은, 척추간 디스크 공간의 

협소화, 최소한의 골극를 동반한 인접 척추의 종판 침식 및 낭종 형

성으로 1984년 처음 발표되었다4, 7. β2-microglobulin amyloidosis가 

파괴성 척추관절병증의 주 원인으로 생각되었고, 중간 경추 부위가 

β2-microglobulin 침착에 가장 민감한 구역으로 알려져있다7, 17. 파괴

성 척추관절병증의 위험인자로는 만성신부전의 유병기간, 혈액투석의 

기간및 투석 시작 당시의 나이 등이 있다.3, 7, 9, 18-20. 장기간 투석 환자

에서의 파괴성 척추 관절 병증의 발생률은는 약 20%이며7, 9, 21, 투서

관련 척추관절 병증은 주로 60세 이상의 10년 이상 장기간 투석 시

행 환자에서 주로 나타났다4, 15, 22. 본 논문에 포함된 환자의 평균 투

석 시행기간은 13.7년으로 파괴성 척추 관절 병증이 발생될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기간 투석을 받는 환자는 신성 골변성증(renal 

osteodystrophy)의 결과로 인해 불량한 골질를 갖는다23, 24.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한 척추 후만증이나 골 유합 실패 등이 보고되었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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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투석관련 척추관절병증을 수술적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골

다공증과 환자의 전신상태를 고려해야 한다24, 25.  투석관련 척추관절 

병증에 대해 총 30 례(17 례 : 경추 병변, 13 례: 요추병변)의 수술 

결과를 4 범주 (excellent, good, fair, poor) 로 분류하여 측정한 결과, 

excellent로 분류된 예는 없었고, 약 63%만 good으로 관찰되었다23.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환자 8명을 대상으로 편측 후궁절제술을 통한 

양측성 미세 감압술(microscopic bilateral decompression through 

unilateral laminotomy)을 시행한 논문에서는, 수술 치료의 결과에 대

해 JOA score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술후 초기에는 호전되었던 임

상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이는 본 논문

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 대상환자의 골밀도의 T score는 -1.0(-3.2~2.2)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척추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골밀도와 골다공증의 

불일치 소견과 신성 골변성증에 의한 왜곡으로 생각할 수 있다26, 27. 

말기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순수 골다공증은 드물고 신성 골변성증을 

동반한 탈무기질화 작용(demineralization)이 유발되어 골밀도 측정의 

유용성에 제한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7 혈액투석 중인 환자군에서 골

밀도와 골변환의 생물학적 표지자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에 대

해 밝힌바 있다28.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환자군에서 통증으로 인한 

비활동성과 실내 제한 행동범위로 인한 비타민D의 합성부족 등으로 

인한 골흡수 증가 및 동조효과(coupling effect)에 의한 골형성 표지

자 의 증가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다29. 본 논문에서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를 술전, 술후에 각각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술 후 

JOA score가 증가하고 환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되면서 활동성이 증가

함에 따라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감소하였고, 이후 JOA 

score가 감소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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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만성 신질환 환자에서도 신인성 골변성증의 존재에도 활동

도에 따른 골흡수와 형성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술 후 디스크 감염에 의해 활

동성 및 JOA score가 현저하게 감소한 환자의 경우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가 술전 보다 더욱 증가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의 골 감염과의 감별진단 및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한 것

이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한 통계학

적 유의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환자군의 특성상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술 시행 예가 적어 환자

군의 크기가 작을뿐 아니라, 후향적 연구의 특성상 골형성 및 흡수 

표지자로서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해효소 외의 다른 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결여 되어 있어 좀 더 확실한 골형성 및 흡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

능항진과 이에 따른 비타민 D의 신장에서의 대사 변화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행중

인 환자들의 수술적 치료의 결과 임상적 호전이 JOA score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되었고, 임상증상에 대한 유의한 호전 결과를 보여주

었으므로, 앞으로 신부전 또는 투석을 시행하는 환자에 있어서 적극

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한 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투석환자에서 시행한 요추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로 환자

의 임상적 증상은 호전되었다. 골 유합술 시행시 유합률은 떨어지나, 

골유합 여부와 상관없이 임상증상은 호전되었다. 증상의 호전으로 환

자의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골형성 표지자인 알칼리성 탈인산 가수분

해 효소가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 의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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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o Evaluate the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 of the 

operative treatment for lumbar degenerative  diseases in patients 

undergoing dialysis.           

Materials and Methods : Nine cases of lumbar degenerative 

spondylopahty with CRF undergoing dialysis underwent  the operative 

treatment from August 1998 to December 2008. Clinical and radiological 

outcomes were evaluated using JOA score, plain X-ray follow-up and 

serum alkaline phosphatase level. 

Results : We had 1 case of postoperative mortality who was treated with 

peritoneal dialysis because of sepsis casused by postoperative 

panperitonitis and 2 cases of postoperative complication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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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operative discitis and aspiration pneumonia. The JOA scores 

improved after operative treatment but got worse as the follow-up went 

on. Only 2 of 5 cases that underwent fusion procedure had the 

radiological bony union during follow-up.  

Serum alkaline phosphatase levels seemed to be decreased as the 

postoperative JOA scores increased and to increase with long-term 

follow-up as the follow-up JOA scores decreased,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Surgical treatments outcomes of the degenerative spine 

disease patients with dialysis were improved regardless of preoperative 

conditions. Alkaline phosphatase levels changed reversely compared 

with JOA scores but the chang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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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lumbar spine, chronic renal failure, dialysis 

surgery,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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