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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Therapy for Spi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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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introduction in 1980s, Laser therapy, a minimally invasive, outpatient, effective, and relatively safe procedure for spine disease, has
established itself world-wide. percutaneous laser disc decompression (PLDD) was mainly applied to treat lumbar disc herniation with a satisfactory
efficacy. Recently, laser therapy has been used for many cases of lumbar stenosis and cervical disease.In this articl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aser will be discussed, and technical and clinical aspects of current applications will presented. Such applications include Percutaneous lumbar
disk decompression (PLDD), 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PELA), Epiduroscopic laser neural decompression(ELND), Laser disk
decompression in cervical disk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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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척추 질환에서의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Choy 등1)은 1986년 2월에 요추간판 탈출증에
서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lumbar disk
decompression, PLDD)을 시행하였다. 그 이후 척추 질환
의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요추의 추간판 질환 치료에 집
중되어 개발되었고, 1991년 미국 식품 의약국의 승인 이후
활발해졌다.2) 또한 최근에는 요추 협착증 치료및경추 추
간판 질환의 내시경적 치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
다.3.4) 척추 질환에서 레이저 치료의분야 및 각각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레이저 치료의 장점 및 종류
척추 질환에서의 레이저 치료는 대부분 경피적, 내시경
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피부 절개가 최소화
되고척추 주위 근육,혈관 및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국소 마취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수술 시간
의 짧아서환자들의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치료 방법으로는 광학 섬유
(Optical fiber)로 수핵을 기화(Vaporization)시켜 추간판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인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
(PLDD)이 있다. 또한 손상된 추간판의 섬유륜에 내시경
적 접근을 통하여 레이저 소작술을 시행하는 방법인 경피
적 내시경 레이저 섬유륜 성형술(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과 경막외 내시경으로 레이저를 이용
하여 돌출된 추간판과 섬유화된 상처들을 제거하는 방법
(Epiduroscopic laser neural decompression, ELND)이 있
다.5.6) 최근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도 Cervical
Deuk Laser Disc Repair®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가 소개되
고 있다.4)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는 적외선 영역에서는
neodymium:ytrium-aluminum-garnet laser [Nd:YAG] 와
Holmium:yttrium-aluminum-garnet laser [Ho:YAG]가 있
으며, 녹색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double-frequency Nd:
YAG laser와 potassium-titanyl-phosphate [KTP] laser가 있
다. 이 중에서도 Ho: YAG laser와 ND: YAG laser가 널리 쓰
여지고 있다.
1) 경피적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Percutaneous lumbar disk
decompression, PLDD)
해부학적으로 추간판이 폐쇄된 유압 구조(Closed hydraulic system)인 것이 치료의 기초가 된다. 추간판은 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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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이 높은 수핵(Nucleus pulposis)과 수핵을 둘러쌓고
있는 섬유륜(Annulus fibosus)으로 구성된다. 이중 수핵의
수분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추간판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데, Choy 등7)은 실험실 연구에서 추간판 내부 용량이
1.0 ml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312 kPa(2340 mmHg)정도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추간판 내부 용량이 감소하
게 되면 압력도 감소하게 된다. 방사통은 요추간판의 탈출
로 인하여 신경근이 압박되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추간
판 내부 압력을 낮춘다면 탈출된 추간판이 중심쪽으로 이
동하여서 신경근압박의 감소되고 통증이 완화된다. PLDD
에서는 수핵의 수분을 레이저로 기화시켜 추간판내 압력
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기전이며, 추가적으로 수핵 내 온
도를 높이는 것이 단백질의 변성 및 재생을 일으켜서 수분
수용력이 감소하여 추간판내 압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4~20%
정도에서는 증상이 호전이 미약하거나 추간판의 탈출이
재발되었다고 보고되었다.8.9) 호전이 미약한 대부분의 경
우에는 척추관내에 디스크 조각(free fragment)이 발견되
는 경우가 많았다.
PLDD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추간판염(diskitis)이다. 추
간판염은 균성(septic) 및 무균성(aseptic)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중 무균성 추간판염은 추간판 및 근처에 있는 추
간판 종말판(vertebral endplate)의 열손상의 결과로 나타
난다. 이러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강도(power), 빈도
(frequency), 파동(pulse)의 간격에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
다. PLDD의 목적은 수핵의 수분을 기화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주위 섬유륜의 손상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레이저
를 이용한 열투과는 최대한 낮은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음 열투과의 간격도 충분히 두어야 한다. 균성 추간
판염은 바늘삽입시 미생물의 침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의 선택
검사와 부합되는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
1. 방사선학적

하는 경우
2.보
 존적 치료를 1개월 이상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
환자에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내과적
3. 고령의

질환을 가진 경우
4. 출혈 경향이 없어야 하며, 척추에 전이성 병변이 없어
야한다.
측만증 및 전방 전위증이 없어야한다.
5. 심한

및 약물 중독, 심한 신경병증성 질환이 없어야
6. 정신병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 부위의 충분한 소독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항생제 예방이 균성 디스크염의 예방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10)

수술 방법
1.국소 마취하에 진행한다.
2.C-arm을 이용하여 정확한 디스크 레벨을 확인한다.
3.정중앙에서 10센치미터 정도 외측에서 디스크의 중심
방향으로 바늘을 삽입한다
중앙에 바늘이 삽입된 것을 양측 방향으로영
4. 디스크

상증폭장치(C-arm fluoroscopy)로 확인 한다.
5. Laser fiber를 바늘을 통해 수핵의 정중앙에 위치 시킨다.
6. Laser energy를 수핵에 전달하여 수핵의 내용물을 기
화시켜서 수핵내 압력을 감소시킨다.
치료 결과 및 합병증
성공적인 치료 결과는 7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하지만 성공적인 치료 결과는 연구마다 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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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D의 한계
PLDD는 수핵을 영상증폭 장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감압 시키기 때문에, 고식적인 수술보다는 치료 효과가 떨
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레이저와 미
세 집게를 이용하여 병변을 직접 제거하는 방법등이 대안
이 될 수있다. PLDD는 1986년부터 추간판성 요통의 치료
에 시행된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그동안의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하여 PLDD가 전통적
수술 방법과 비교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추관 협착증에서PLDD의 사용
Ren 등11)은 요추관 협착증에서 PLDD를 이용하여 치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전은 앞에서와 마
찬가지로 수핵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켜 수핵내 압
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요추 협착증이 황색 인대
등에 의하여 후방에서 압박이 심한 경우에서는 효과가 떨
어지고, 추간판으로 인한 전방 압박이 우세할 경우에만 효
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2) 경 피적 내시경 레이저 섬유륜 성형술(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 PELA)
추간판성 통증의 일반적인 진행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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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측 추간판 파열, 퇴행성 디스크 변화, 수핵 탈출 및 섬
유륜의 손상에 의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2) Peng 등13)
은 섬유륜 육아 조직이 내측으로 성장하여 신경 손상을 일
으켜 통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섬유륜 육아 조직은
방사통 보다는 요통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Lee 등14)은 Ho:
YAG 레이저와 내시경을 이용하여 손상된 섬유륜과 관련
된 육아 조직을 소작하는 섬유륜 성형술을 소개하였다.
PELA는 추간판의 중심과 앞쪽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건강
한 수핵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의 선택
1.2 년 이상 요통이 있고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인대 공간(subligamentous inter-annular re9. 섬유륜내

gion)에 도관을 삽입한다.
10. Ho: YAG laser을 이용하여 손상된 섬유륜을 소작치
료한다.
내시경을 보면서 집게를 이용하여 추간
11. 추가적으로

판 조각을 제거하기도 한다.
치료 후 결과 및 합병증
Lee 등14)은 PELA 치료 후통계적으로 유의한 요통의 호
전 및 90% 이상의 Macnab’s criteria의 호전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Carragee 등15)에 의하면 약 30%에서만 호전을 보였
다. 수술 중 특이 합병증 및 감염의 빈도는 높지 않은데 이
는 짧은 치료 시간과 내시경을 이용하여 다른 부위에 손상
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자
 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 경우
PELA의 한계
3.추
 간판 조영술에서 추간판성 요통을 호소하고, 섬유륜
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한
 분절에서 병변이 있는 경우
탈출, 추간판의 조각, 추간판 협착, 분절의
5. 추간판의

불안정성, 다분절 추간판 퇴화가 확인된 경우 제외한
다.
6. 골절, 종양, 감염성 병변은 제외한다.
수술 방법
1. 국소 마취하에 진행한다.
이용하여 정확한
2. 영상증폭장치(C-armfluoroscopy)을

디스크 레벨을 확인한다.
조영술을 시행하여, 섬유륜의 손상이 확인되
3. 디스크

고 요통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한다.
손상과, 유발성 통증이 없을 경우 시술을 중
4. 섬유륜의

단한다.
후관절에 수직인 선과추간판 공간의 수평한
5. 위아래

선이 만나는 지점을 진입 지점으로 한다. 보통 정 중앙
지점에서 12~15 센치미터 외측이 진입 지점이다.
방향으로 바늘은 진입하여, axial angle을 22도
6. 후관절

미만으로 주게 된다.
바늘을 진입하기 전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7. 섬유륜에

경막외 공간, 척수경막낭(thecal sac), 신경근을 확인한
다.
바늘을 진입하여, 조영제를 사용하여 섬
8. 섬유륜으로

유륜의 손상을 확인한다.

PLDD와 비교하여 아직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
으며, 무작위 대조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추간
판 조영술을 통하여 통증을 확인하는 것이 심리적인 편견
(psychogenic bias)이 작용할 수 있어 치료에 적당한 환자군
을 고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간판성 요통을
진단하기 위하여 세심한 병력의 확인 및 이학적 검사의 시
행, 확실한 방사선학적 검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3)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Epiduroscopic laser
neural decompression, ELND)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
는 환자들에게 있어 경막외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신경
감압술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신경근 차단술
이나 고식적인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호전이 없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에서 이러한 치료가 고려된다. ELND
는 내시경을 보면서 국소마취로 환자와 소통하며 경막외
공간의 유착을 박리할 수 있다. 유착 이외에도, 상처 조직
및 염증 또한 제거하게 되고, 돌출된 추간판을 제거하여 신
경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병변 주위에
직접적으로 스테로이드와 국소 마취제를 주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LND는 다양한 병변을 가진 환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Jo 등6)은 Ho: YAG laser를 이용하여 ELND를 시행하였다.
2100 nm의 파장을 선택하였고, 제거하려는 조직에 0.3~0.5
mm 정도의 깊이로 넣고 소작하여, 주위 조직의 손상을 최
소화시켰다고 보고하였다.하지만 레이저 치료로 인하여,
신경근이 손상 받거나 추간판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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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의를 요구한다.
4) 경추 추간판 질환에서의 레이저의 사용
-PLDD의 사용
Li 등16)은 경추간판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PLDD를 사
용하여 치료하였다. 총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부의 앞쪽으로 경피적으로 접근하여 경추간판의 수핵
을 레이저로 기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체 환자의
75%정도에서 증상 호전이 있었으며, 특이 합병증은 나타
나지 않아,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소개하였
다.

와이어를 이용하여 내시경을 추간판내로 진입
6. 가이드

시켜서 후방 종인대, 후방 척추 종말판, 섬유륜, 신경
공 및 탈출된 추간판 조각을 확인한다.
7. Ho: YAG 레이저 및 Wolf (Germany) 내시경 집게를 이
용하여 손상된 추간판을 복구한다.
신경공을 압박하는 뼈돌기를 레이저를
8. 척수강이나

20W로 맞추어서 수초간 소작할 수 있다.
치료 중에는 지속적인 저온 생리 식염수 세
9. 내시경적

척이 필요하다.

결론

-Cervical Deuk Laser Disc Repair®
2012년 Deukmedjian 등은 새롭게 전방으로 내시경을 이
용하여 경추간판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4) 이
러한치료는 Ho: YAG레이저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추간판
탈출증, 경추증, 경추관 협착증, 섬유륜 손상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경추를 전방 접근하여 내시경을 이용
해 후방 종인대, 후방 척추 종말판, 섬유륜, 신경공 및 탈출
된 추간판 조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ervical Deuk Laser Disc Repair® 치료는 종전에 전방 경
추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Anterior cervical discectomy
with fusion, ACDF)이 분절의 불안정성 및 후만증을 악화
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에, 추간판을 보존하면서 치료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CDF는 기구의 불안정
성, 가성관절증, 삼킴 장애, 감염, 혈종으로 인한 경부 압박
및 되돌이 후두 신경손상등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Cervical Deuk Laser Disc Repair® 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
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치료 적응증은 ACDF의 치료 적응증과 상이하지 않다.
경추통 및 상지 방사통, 쇠약감을 호소하고, 관련된 증상과
관련된 방사선학적 이상이 발견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에서 척추 질환에서 사용되는 레이져 치료에 구체
적인 치료 분야와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통적으
로, 레이저 치료는 고식적인 수술 치료보다 비 침습적이며
치료 시간이 짧고 회복기간이 빠른 장점을 보이고 있다. 또

수술 방법
1.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한다.
중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병변의 위치를 확
2. 수술

인한다.
부위의 반대편으로부터 바늘을 삽입하고, 경동
3. 증상

맥의 외측 및 식도와 기도의 내측으로 진행시킨다.
바늘의 끝을 긴목(Longus coli)근사이
4. 영상증폭장치로

의 추간판의 앞쪽에 위치 시키고, 추간판의 중심으로
넣는다.
물질을 넣어서 추후 내시경적 시야에 도움을 준다.
5. 염색


4. Deukmedjian AJ, Cianciabella A, Cutright J, Deuk-

한 여러 연구에서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이 유의하게 나타나
고 있으면서 치료 합병증은 적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레이
저 치료의 연구 개발이 척추 질환의 치료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무작위 대조 실
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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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질환에서의 레이저 치료
김준영, 김일섭, 홍재택, 김문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빈센트 병원 신경외과

레이저를 이용한 척추 질환의 치료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다. 레이저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주변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 할수 있으며,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를 적용할수 있는 질환으로는 요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경피적 레이저 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lumbar disk decompression, PLDD) 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요추 협착증 치료 및 경추 추간판 질환의 치료까지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레이저 치료의 장
점 및 종류에 대해 다루고, 경피적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PLDD),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섬유룬 성형술(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 PELA),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Epiduroscopic laser neural decompression,ELND), 경추 추간판 레
이저 치료에 대하여 환자의 선택과 시술 방법, 치료결과 및 합병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색인단어: 레이저 치료, 경피적 레이저 추간판 감압술, 경피적 내시경 레지저 섬유륜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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