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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say the medical and social issues as to the percutaneous epidural adhesiolysis.
Materials and Methods: Chronological alteration of the performance was reviewed. Its superiority to the other
conventional interventional therapy was reviewed.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effect of its instruments and drugs
coincided with its purpose from the medical and social points of view.
Results: Its fundamental purpose is adhesiolysis. The evidence, however, that adhesion is related with spinal
symptoms was unclear. It seems absurd to recognize the effects of instruments and drugs before verification
of symptom contribution of adhesion. According to the literatures, there was no additional benefit in using
hyaluronidase, rather it brought about complications such as anaphylaxis. Hypertonic saline had serious side effects
even though it improved the results. The effect of steroid did not outrun that of placebo. Local anesthetics reduced
pain,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adhesion. The overstatement of its effect gave rise to confusion in therapeutic
algorithm in spinal diseases. Also the suffix ‘-plasty’ which has the meaning of forming surgically is inappropriate for
the procedure of some epidural injec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and action mechanism of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 and
establish appropriate indications. Then the misnomer should be corrected on the bases of its possible applications.
Key Words: Neuroplasty, Adhesiolysis, Decompressive neuroplasty

서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시작된 지 이미 20년이 넘
었다. 다른 나라의 유래가 없이 한국에서는 왕성한 시술
이 이루어 졌으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
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광고 규제법이 2005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
후로 의료광고가 범람하였는데 소비자, 즉 환자의 선택이
넓어진 장점이 있는 반면 의사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하
락하였다. 척추 전문병원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
부터이다. 의료는 소비자와 제공자 간의 정보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 어렵다
는 특징이 있다.
의학의 발달과정을 보면 먼저 병태생리학에 근거하여
의료행위가 개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거 없이 철학
적, 직관적 판단에 의지하여 고안되는 것도 있다. 이것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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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경험적 평가를 거치게 되는 데 유효하다 판단되면
점차 자료가 축적되어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적 평
가를 받게 된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멸되고 인정
받게 되면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
게 된다. 이 수준에 이르는 것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경험적 평가에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기에 소멸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 과대평
가되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멸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폐해를 남기게 된다(Fig. 1). 그래서 의
학의 분류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또는 정통의학과 대체
의학이 아닌 검증된 의학과 검증되지 않은 의학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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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야 한다.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학회의 의견은
검증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저자는 신경성형술의 목적과 변화과정,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기전의 핵심에 있는 유착, 사용되는 약물, 그리
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가치와
용도를 평가하고 사회적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목적
경피적 신경성형술의 시작은 1989년 Racz에 의
해 경피적 경막외 유착제거술 (percutaneous epidural
adhesiolysis)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다. 목적은 수술후
실패증후군에서와 난치성 척추관 협착증에서 섬유성 유
착을 제거하는 것이다. 개발자의 주장에 의하면 척추 수
술 후 증상 재발의 원인 중 60%는 경막외 유착에 의한 것
이다.1)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신경성형술은 단순히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난치의 부류에 해당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신기술로 장비와 술기 그리고 약물을 등록하였다. 이러
한 이유로 높은 시술료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10년 뒤인
1999년 Racz 는 이름을 경피적 신경성형술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로 명명하기 시작했고 적용대상을
수술 후 실패증후군에서 추간판 탈출과 섬유윤 파열, 압
박골절, 퇴행성 척추증, 후관절 통증 그리고 다소 해석이
모호한 경막외 반흔 (epidural scarring)까지 확대하였다.2)
성형술(-plasty)은 “수술적으로 만든다, 또는 수술적으
로 치료한다.”는 의학적 의미를 갖는 어미이다. 그리고
목적에는 목표지점의 접근 (targeting)3)과 경막 전방 부로
의 약물 투입이 추가되었다.4) 경막의 전방에는 동척추신
경(sinuvertebral nerve)이 분포되어있어서 이를 차단하
면 섬유윤, 후종인대 경막 등의 병소에 의해 발생하는 척
추의 축상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4,5) 또한 처음
개발 당시 3일 동안 하던 시술을 1일 시술로 단순화 하였
다.6)
이것이 한국에서는 다시 감압신경성형술로 명명되며
감압이라는 한가지 기능을 더 추가하였다. 최초 도입 당
시에는 난치의 부류에 속하는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신기술로 시작했지만 현재의 사용은 기존의 경막
외 침습적 치료와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타 보존적 치료에 저항하거나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
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 척추 질환의 일차적 치료방법

으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유착
신경성형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착이 척추수술 후
통증의 원인이라는 명제가 참이어야 한다. 유착은 정상
조직의 표면을 연결하는 섬유조직에 의한 비해부학적 연
결이다. 제1형은 새로 발생하는 유착 그리고 제2형은 유
착 제거술 후 다시 발생하는 유착을 의미한다.7) 모든 종
류의 수술에서 90%이상 발생한다.8) 근거가 되는 가설들
이 있다. 유착 자체가 동통성 종괴는 아니지만 신경근을
고정시켜 압박과 신연 등의 자극에 민감하게 만들고9,10)
유착으로 인해 뇌척수액에 의한 영양 공급이 저하되어
신경근이 자극에 민감해진다는 것이다.11) 척추수술 후 유
착이 통증의 원인이라는 연구들의 결론은 술 후 유착이
발견되는 군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2,13)
이 중 한 연구는 유착 방지제인 Adcon을 개발한 회사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13) 그러나 이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도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과도
한 유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과도한 견인, 허혈, 감염
등이 동시에 신경의 섬유화를 유발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다. 반면 경막 외 유착이 통
증과 무관하다는 연구들과14-18)유착을 제거해도 증상호전

Fig. 1. A diagram which shows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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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무관하다는 연구들은 무수히 많다.19-21) 태생적으로 경
막외 유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수술들, 즉 후방요추
체간 유합술, 후방추체절골술, 후방추체제거술 등에서는
유착으로 인한 수술의 실패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오히
려 수핵제거술 등의 비교적 적은 규모의 수술에서 더 많
은 언급이 있다. 또한 해부학적으로 경막 또는 신경상막
(epineurium)의 유착은 내부의 신경 섬유를 고정하거나
영양공급을 차단할 수 없다. 경막외 유착은 신경근의 섬
유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경막외 유착을 제
거하여 신경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는 경막외강 조영술을 하여 유착의 괴를 확인
하고 도관을 사용하여 유착제거를 한 후 다시 조영술을
하여 확인한다 하였으나 이러한 전 후를 증명할 수 있도
록 제시된 영상이 없다. 경피적 신경성형술은 모든 연구
들이 수술적 유착제거가 소용없다 할 때 경피적 유착제
거를 위해 개발되었다.

약물
사용되는 약물은 hyaluronidase, 10% 고장성 식염수,
스테로이드 그리고 국소 마취제가 쓰인다.
Hyaluronidase는 조직 간질의 구성성분인 hyaluroran
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유착의 기질을 파괴하여 약
물의 확산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의 투과력을 높여 흡수력
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22) Racz의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68%, 사용한 군에서 89%가 호전되어 유효성
을 보고하였으나2) 체계적인 검토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며23) 약 3%에서는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24)
최근 에는 Racz 자신도 체계적인 검토에서 효과의 증거
를 제시하지 못하였다.25)
고장액 식염수는 10%를 사용한다. 삼투압의 원리로 조
직 부종을 감소시키고 경막외 공간을 확장시켜 미세절개
의 효과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국소마취제의 효과
가 있어 C 섬유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26)
비교연구에서도 효과가 인정되며27) 체계적인 검토에서
도 중등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23) 그러나
이 것의 문제는 위험성에 있다. 이미 예전부터 신경 병의
치료 목적으로 경막내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약
11% 이상에서 증상을 동반한 지주막염을 합병하여 하반
신 마비, 마미증후군,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보고된 바 있
다.28,29)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막외 주입은 1953년에 시작되었

다.30) 현재와 같이 국소마취제와 혼합하여 주사하는 방
식은 1972년에 시작되었다.31) 과거 40년 동안(1953-1993
년)의 증례 연구들을 종합하면 약 68%에서 증상의 호전
을 보였다.32) 그러나 무작위 대조연구들을 종합하면 스테
로이드 군이 41%, 대조 군 34%의 호전을 보여 유의한 차
이가 인정되지 않았다.32) 2007년 Luijsterburg의 체계적인
검토에서도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결론하였다.33)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신경성형술의 선구적
연구자 중 의 한 사람인 Manchikanti의 2012년 연구에서
도 척추관협착증 뿐 아니라34) 수핵탈출증 에서도 국소마
취제에 스테로이드를 첨가하는 것이 추가적인 이득이 없
음을 인정하였다.35) 스테로이드의 경막외 주입이 증상호
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경막외 염증반응에 대한 소
염효과로 생각하나 실제 해부학적 연구에서는 척추관 협
착증에서 염증세포의 침윤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일
시적 증상 호전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는데 첫째는 스테
로이드제에 의한 비수초성 C섬유의 일시적 차단이다.36)
둘째는 일반적으로 상품화된 스테로이드 재제에 참가
되는 물질인 polyethylene glycol 이나 benzyl alcohol등
에 의해 C 섬유가 손상되는 것이다.37) 셋째는 위약효과에
의한 호전이다. 위약효과는 통증의 원인에 괸계 없이 약
30-40%의 감소효과를 보인다.38) 부작용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반복하여 논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소마취제는 통증을 전달하는 C 섬유를 차단하므

Fig. 2. An epidurogram which shows leak of radio-active dye into the vena
c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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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당 통증 감소효과가 있어야 한다. 경막의 전방으로
주입되면 섬유윤의 후방, 추체의 골막, 후방 종인대 그
리고 경막의 전방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동척추신경
(sinuvertebral nerve)를 차단하여 추간판의 퇴행성질환,
척추골절 등에 의한 축상 통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병증

장하여 신기술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점차 적용대상을 기
존의 방법으로 조절하던 범위로 확대하였고 뚜렸하게 우
수한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척
추질환의 치료방법 중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들은 새로
운 방법에 의해 도태된 것이 아니라 자연경과 또는 기존
의 보편적 치료를 이기지 못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다
섯째는 잠재적 위험성이다. 이것은 심각하다. 스테로이
드의 관절내 주사는 이미 퇴출되었으며 뼈주사라는 오명
만 남겨놓았다. 그러나 척추 분야에서는 잠재적 위험성을

기술적 합병증으로 도관의 끝 부분이 절단되어 경막외
공간에 잔존할 수 있다.39) 도관이 경막외 정맥으로 삽입
되어 주입된 약물이 대정맥으로 유입되거나(Fig.2) 경막
내로 삽입될 수 있다. 출혈을 유발하여 경막외 혈종으로
마미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본 증례에서 더 주목할 사
실은 척추의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Fig.3).
Manchkanti 등의 연구에서는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
비가 0.76%에서 발생하고 단신경근 마비가 0.05% 발생
하였다.40) Erdine 등의 연구에서는 일과성의 하반신 부전
마비가 1.6% 영구적인 하지 부전마비가 1.2%, 배뇨장애
0.8% 그리고 배변장애가 0.4% 보고되었다.41)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뇌출혈, 시계장애 그리고 척수의 기계적 손상
이 보고된 바 있다.40)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Erdine 등
의 조사에서는 도관 삽입부감염이 1.2%, 경막외 감염이
0.8%였다.41)

사회적 고찰
마지막으로 본 저자가 신경성형술에 찬성하지 못하
는 이유와 심각성의 정도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는 과학
적 증거의 결핍이다. 심각성은 중간인데 최소한의 이론
적 근거는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정도의 증거밖에 없으
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는 얼마든지 있다. 둘
째는 부적절한 가격이다. 사실 한국과 같이 저 수가에 시
달리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게 꼭 문제 삼을 일
은 아니다. 그러나 의학 발전의 적절한 진화를 방해하는
외부효과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어 심각성은 중간이다.
셋째는 부적절한 적응증이다. 심각성은 중간인데 과거의
폐해, 즉 레이저 수술, IDET, 측만증치료 추나요법, 오존
주사,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한약탕 등에 비하면 덜 심각
한 수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넷째 주장과는 다른
적용이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며 심각성은 중
간이다. 처음에는 차별화의 가치가 인정되는 적응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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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MRI T2 weighted image which shows massive epidural hematoma
which compresses the Cauda equ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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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할 만큼 단기적 이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는 과잉선전이다. 이것은 좀더 심
각하다.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게 된다. 더욱 우
려할 것은 타 치료법에 대한 폄하 성 공격을 하게 되어 기
존의 치료 알고리즘을 저급한 것으로 각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행태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격이라면
이 역시 보통에서 심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과잉선
전이 과학의 탈을 쓰게 되면 더 심각해진다. 유착의 중요
성을 강조하려고 수술후 실패증후군=유착 이라는 등식
을 만들어 버렸다. 또한 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의 통
증은 무조건 수술후 실패증후군인 것으로 오류를 범하였
다. 그리나 많은 경우에 증상은 여타의 분절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한다. 그리고 수술후 실패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
인은 불충분한 감압니다. 그리고 불안정, 협착증 또는 수
핵탈출증의 재발, 감염 등이 있다. 이러한 왜곡은 모든 정
당한 수술적 치료의 권유를 저항과 불신에 부딪히게 하
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공감대를 붕괴시키게 된다. 그리
고 신경성형술이라 하여 마치 칼을 대지 않지만 수술에
준하는 술기인 듯한 인상을 주는 의도적인 오명을 하였
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부적절한 인식이다. 이것도 심
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혹자는 신경성형술은 불필요한
수술을 예방하여 국민보건에 기여한바 크다 하였다. 그
러나 신경성형술과 부적절한 수술은 서로 대각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무지와 공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신경성형술은 개발되고 이미 23년이 경과한 중견의 술
식이다. 근거가 되는 유착에 대한 가설을 사실에 입각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술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경험적 축적을 바탕으로 유효성과
대상질환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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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고찰
안동기, 문상호, 김태우, 부경환, 홍성원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목적: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의학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논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문헌조사를 통해 시대적 변화를 추이하고 기존의 보존적 치료와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가를 조사하였다.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
의 효용성이 목적과 부합하는 가를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결과: 경막외 유착을 제거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기본 기념을 충족하기에는 유착이 통증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였다. 유착제거
를 목표로 한 장비와 술식 그리고 약물은 유착이 통증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유용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문헌상으로는
Hyaluronidase 는 추가적인 이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다. 고장액 식염수는 증상호전과 무관하지 않으나 심각한
부작용의 보고가 많다. 스테로이드의 효능은 위약효과를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국소마취제는 통증감소효과가 있으나 유착과는 무관하다. 신
경성형술은 과장된 효능의 평가에 의해 척추질환 치료의 단계적 적용에 있어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형술의 의미상 경피적으로 경막
외 공간에 약물을 주입하는 술식에는 신경성형술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다.
결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목적과 작용기전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합당한 적응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질환 에 입각
하여 적절한 술식의 명칭을 정하여야 한다.
색인 단어: 신경성형술, 유착박리술, 감압신경성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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