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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변형수술과 건강보험

서론

척추변형 질환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척추질환이다.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 대해 컴퓨터단층촬영 스캔을 시행한 

성인척추변형 수술치료의 건강보험정책성인척추변형 수술치료의 건강보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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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nsurance policy on surgical treatment of 
adult spinal de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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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cent burgeoning research on adult spinal deformity (ASD) has unveiled the benefits of surgical 
treatment and how to gain the benefits although these have only been around for 10 years.
Current Concepts: During the last decade, the significance of pelvic incidence in the global spinal sagittal 
alignment and introductions of the Scoliosis Research Society-Schwab classification for ASD have been the 
guidelines of surgical treatment for ASD and the milestones for promising surgical results. However, one of the 
unsolved problems for the surgical treatment of ASD is the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for which multifactorial 
causative factors have been suggested.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dynamic natures in patients with ASD 
during daily activities, which might be a clue for both prevention of proximal junctional kyphosis and a better level 
of surgical results. Even though a recent remarkable advancement for surgical treatment for ASD is present, the 
national guideline for reimbursement is still following the surgical indication for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published in 1988.
Discussion and Conclusion: A significant gap exists between the national reimbursement guideline and 
generally held surgical indication for ASD surgery. Consequently, this huge gap raises trouble in both patients 
and surgeons. The patients with ASD cannot take an appropriate surgery for ASD, while the spine surgeons 
experience unreasonable adjustment of the cost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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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이미 고대 이집트인이 척추의 측만 및 후만변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고하였고[1], 이솝 우화로 잘 알려진 고

대 그리스의 이솝 역시 그 흉상과 초상화로 미루어 보아 결

핵성 척추 후만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와 갈렌은 여러 저서에서 측만증과 

후만증을 사다리와 침상을 이용한 견인력 및 압박력을 만곡

의 첨부에 가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2,3].

척추질환의 수술적 치료는 19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

로 시행되었다. Mixter와 Barr [4]에 의해서 추간판 탈출증

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이 시행되었고(이전에도 추간판 제거

술은 시행되었지만, 종양이나 Schmole’s nodule로 여겨졌

시론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124/jkma.2021.64.11.722&domain=pdf&date_stamp=2021-11-10


척추변형수술과 건강보험  723

Kim HJ·Spinal deformity surgery and health insurance

다), 척추경 나사못이 개발되면서 척추 유합술이 많은 척추

질환의 수술적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5]. 특히 척추변

형을 수술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척추경 나사못의 삽입

과 적절한 절골술이 필수적이다[6]. 소아 측만증의 경우는 

질병의 자연 경과 및 이에 따른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어

느 정도 확립된 반면, 성인척추변형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7,8].

성인척추변형 질환의 치료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척추를 어느 정도 교정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즉 개인별로 이상적인 시상면 균형을 위해서 

요추 전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

었다. 하지만 골반 입사각과 골반의 모양에 따라 요추의 전

체적인 만곡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과 골반 입사각과 요

추 전만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 환자의 장애 지수와 통증이 

증가한다는 개념이 대두되면서[9,10], 최근 10년 동안 본격

적으로 시상면 불균형에 대한 척추변형 수술과 관련 연구들

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질환의 자연 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따라서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먼저 선

택되어야 하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술적 치료는 가장 마지막의 선택지가 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시상면 불균형의 척추변형

은 다른 척추질환에 비해서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적은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시상면 불균형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악화된다[13]. 따라서 시상면 불균형의 척추변형이 일상생

활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야 하

는 경우가 일반적인 다른 척추질환에 비해 많으며, 치료효과 

역시 다른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 수술적 치료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

료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의 환자에서 시행되

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의 범위 및 출혈의 정도가 다른 척추 

수술보다 크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수술 합병증의 확률이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훨씬 높다[13,16].

성인척추변형 수술의 합병증

척추변형 수술 후 합병증의 종류는 다른 척추 수술과 크

게 다르지 않지만, 대량 출혈과 관계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항상 수술 시 출혈의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

다[17,18]. 척추변형 수술에 국한된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근위 이행부 후만변형(proximal junctional kyphosis, PJK)

이 있다[19-21]. 시상면 불균형 환자의 척추 교정술 이후에 

PJK가 생길 확률은 많게는 49%까지 보고되기도 한다[22]. 

PJK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

지만, 수술 후 얻은 교정의 효과가 상쇄되는 만큼 PJK를 예

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23].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PJK는 척추변형 수술 후 해결되지 않는 중

요한 합병증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발병 원인 또

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생각된다[24]. 대표적인 환자 요인으

로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고, 수술적 요인으로 과교정이 있

다[25-27].

성인척추변형 수술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PJK를 어떻게 하면 예방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26,28]. 최근에 소개

된 Global Alignment and Proportion (GAP) score 역시 이

러한 PJK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29]. GAP score

의 PJK에 대한 예측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

이지만, 최근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고령의 척

추변형 환자의 수술에서는 PJK의 발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30]. 하지만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PJK는 다인자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GAP 

score 하나만으로 PJK를 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

을 것이다[23].

최근 성인척추변형 환자의 동작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31-33]. 실제로 시상면 불균형의 척추변형 환자

는 일상생활, 특히 보행을 하면서 후만변형의 악화를 경험하

는데, 이러한 dynamic nature는 일반적인 단순방사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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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측정하기 힘들다[34]. 따라서 이러한 성인척추변형 환

자의 동작분석을 통해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 저자의 연구를 통해서, 시상면 불균형 척

추변형 환자는 보행 시 골반 보상의 실패가 더 두드러져 보

일 수 있으며, 이렇게 골반 보상이 실패할 경우 PJK가 발생

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음이 발표되었다[33,35]. 또한 수술 

후 1년 추적관찰에서 수술 전 보행 시 골반 보상이 실패한 정

도와 수술 결과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골반 보상이 실

패한 경우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환자

에서 시상면 불균형에 대한 골반 보상이 실패하는가? 골반 

보상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36]. Lee 등[34]은 고관절 신전근의 약화가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Lamartina와 Berjano [37]는 이러한 골반 보상

의 실패가 파킨슨병에서 잘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신경-근

육계의 병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저자의 최근 

연구에서는 PJK의 발생이 수술 전 환자의 기능적 보행 평

가(functional mobility test)와 연관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도 sit-to-stand test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관찰되었다. 

즉, 의자에서 앉고 서는 동작을 5회 반복할 때 소요되는 시

간이 긴 환자에서 수술 후 PJK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종

합적으로 판단하건대, 골반 보상의 실패와 기능적 보행 평가

의 결과가 PJK의 발생과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아, 수술 

후 PJK 발생은 단순히 교정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로 판단

할 수는 없으며, 환자의 수술 전 균형감각 또한 깊은 연관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인척추변형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 

기준 

전술한 바와 같이 시상면 불균형의 척추변형 수술은 최근 

10년간 그 개념부터 수술 기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속한 발

전이 있어온 분야이다. 따라서 수술 적응증, 수술 교정각, 예

후인자 등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척추변형 수

술에 대한 급여 기준은 1988년 Takemitsu 등[38]이 발표한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고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은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한

다. (1)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다음의 임상증상이 세 개 

이상 확인된 경우이다. 평가할 임상증상은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주관

절부의 굳은 살 형성,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 등과 같

다. (2)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에서 국소적 후만변형(또

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변형)과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

는 경우이다.

실제 LDK는 시상면 불균형 척추변형의 한 원인에 국한될 

뿐이다[39]. LDK 이외에 다양한 시상면 불균형의 원인이 존

재한다. 실제로 흉추부의 골절 이후에 흉추부 후만변형이 심

한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으로는 수술적 치

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척추변형으로 통증과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와 수술하는 외과의사 사이에 의사-환자 신뢰관계를 구

축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힘들게 수술적 치료를 한 

외과의사는 때때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

황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척추변형 장애가 있는 환자 입장

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여 척추변형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

는 형편에 놓일 수 있다.

결론

가끔씩 글을 쓰거나, 혹은 책을 읽을 때 원래 의도했던 바

를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적정 진료의 틀을 세우는 데 큰 기

여를 하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 현재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의학이 발

전함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적정 진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척추변형수술과 건강보험  725

Kim HJ·Spinal deformity surgery and health insurance

척추변형 수술에 있어서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길을 잃

어버리고 있음은 다름 아닌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는 환자

에게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의

사들을 불합리한 진료비의 삭감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몰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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