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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추(목) 7개 척추뼈 Cervical 

• 흉추(가슴)12개 척추뼈 Thoracic

• 요추(허리) 5개 척추뼈 Lumbar

• 천추 (엉치) 5개 척추뼈

Sacral/Coccyx

척추의 구조



• 일반 엑스 레이

ü Plain X-Rays

• CT 스캔

ü CT Scans

• MRI

ü 디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질환 발견 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를 보임

• Excellent for detecting degenerative disease affecting the discs

방사선 촬영 척추 질환 진단법



• 목통증, 어깨 통증, 팔 통증, 두통
ü Neck pain, shoulder pain, arm pain, Headache

• 팔과 손의 감각 장애(쇠약, 무기력, 마비증상), 
위약감
ü Weakness and numbness of arms, hands, drop things

• 보행장애
ü Difficulty walking 

• 부자유 스러운 손놀림
ü Clumsy hands

• 대소변 장애
ü Bowel/Bladder problem

경추 질환 증상



경추 질환 방사선 이미지



• 비수술적 치료Non-operative 
ü소염 진통제 복용

oNSAID’s, pain medications

ü물리치료

oPhysical therapy ( traction)

ü스테로이드 주사

oSteroid injection

• 수술적 치료 Operative

경추 질환(목디스크)의 치료 방법
Treatment



• 조기 진단
ü Early recognition

• 신경 눌림 해소
ü Neural decompression

• 척추 보강
ü Correction of deformity and stabilization

• 전방 접근법 VS 후방 접근법
ü Anterior approach vs Posterior approach

경추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
Operative Treatment



• 5 개의 척추 뼈로 구성
ü Vertebrae

• 요추 측만(전만)이란?
ü Lordotic curve

ü 요추 본래가지고 있는 곡선

형태가 과도해 지는 현상

ü 요추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들의

과도한 긴장상태로 인한 몸 전체

통증

• 요추 시상면의 중요성
ü Facets in sagittal plane

요추 (허리)
Lumbar



• 등, 허리 통증
ü Lower back pain, mid back pain

• 둔부, 다리 통증
ü Pain on the buttock, legs

• 발과 다리 쑤시고 결림, 감각
장애
ü Tingling and numbness on the legs and feet

• 무릎과 발목 무력증, 결림
ü Weakness of knee and ankle, Claudication

• 보행 장애
ü Walking difficulty

• 배뇨 장애
ü Bladder syndrome

요추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
Lumbar Disc Diseases and Spinal Stenosis



요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Lumbar	disc	herniation)



척추관 협착증
(Spinal	stenosis)



요추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의 비교
요추 디스크 척추 협착증

주요
증상

요통, 다리저림, 
허리 한쪽
부위에서만

통증이 나타남

요총, 걷기 힘듦, 
엉덩이 통증

발생
연령

20~40 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

50대 이후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

통증
원인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노화로 인해
척추 신경을

둘러싼
인대조직이

두꺼워져 신경
압박

치료
법

디스크 제거 및
복원술

- 허리근육 강화, 
약물과 주사등

보존 치료, 
디스크 제거

수술

신경이 붙는
유착 현상 방지
– 척추 내시경, 
신경박리술, 
척수 신경
감암술



퇴행성 허리 디스크의 원인

• 뼈와 디스크의 노화

•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습관

• 운동부족

• 팔자걸음

• 척추 뼈의 틀어짐

• 압박으로 인한 비 정상적인 스트레스

• 우리몸에 호르몬 및 내분비 체액이

부족할 경우

퇴행성 디스크 질환
Degenerative Disc Disease

퇴행성 허리 디스크의 증상

• 뼈마디 결림

• 엉덩이부위 뼈 시림

• 다리가 저리고 당김

• 허리를 굽히거나 펼때 통증이 심함

• 오래 서있지 못함

• 아침에 일어날때 허리 통증

• 기립성 허리 통증



척추 전방위 전위증
(Spondylolisthesis)



• 작은 절개, 정상 조직 보존
ü Small incision, preserve normal tissue

• 빠른 회복과 조기 형성
ü Faster recovery and early mobilization

최소 절개 척추 수술법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최소 절개 척추 수술법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최소절개 척추 고정술 후 관리

ü수술 당일은 4시간 정도 침상안정 후 보조기

착용 후에 보행 가능

ü퇴원 후 허리를 구부리거나 회전하는

자세는 가볍게 하고 무리하지 않음

ü좌식생활(양반다리)는 피하고 의자생활

권장

ü보조기 착용은 6주 가량하며 주치의와

상의함

ü2개월 후부터 운동이나 일상생활 가능



척추 압박골절
(Compression	fracture)



후종 인대골화증
(Ossified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척추 근육강화 운동법
(Spine	Muscle	Strengthening	Exerci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