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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척추염의 임상양상 및 예후 인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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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tic
Factors of Infectious Spondylitis
Background: Infectious spondylitis (IS) is a rare infectious disorder, which is often
associated with significant neurologic deficits and mortality. However,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between
pyogenic spondylitis (PS) and tuberculous spondylitis (TS) rather than to the
treatment and outcomes of them.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outcomes of IS and to determine its prognost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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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We compared the predisposing factors or associated
illnesses and the clinical, radiological and laboratory features of the micro
biologically confirmed cases of PS and TS in a tertiary hospital from January 2004
to December 2009. We also analyzed the treatment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Results: Of the 116 patients (78 males and 38 females), 93 (39 definite and
54 possible cases) had PS and 23 patients had TS. The patients with PS had a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fever and higher levels of a WBC, CRP and ESR at the
initial presentation than did the TS patients (P<0.05). TS was frequently associated
with active tuberculosis of other organs and involvement of thoracic vertebral
lesions. Among the 116 cases, 104 cases (83 PS cases, 21 TS cases) had followedup. The mean duration of intravenous antibiotics treatment was 6.3 weeks (range:
0.8-16.0) for the PS patients, and the mean duration of anti-tuberculosis treatment
was 36.0 weeks (range: 1.3-81.4 weeks) in the TS patients The proportion of
favorable outcomes (complete recovery) was 34% and the proportion of poor
ones was 66% (partial recovery with sequelae [60%] and death [6%]). The poor
outcome of IS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an age >65 years (OR=3.88,

Copyright © 2011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95% CI=1.28-11.71, P =0.016) and an initial presentation of neurologic deficits (OR=
8.69, 95% CI= 2.86-26.39, P<0.001).
Conclusions: The prognosis of the patients with IS was poor with partial recovery
and sequelae in 60% of the patients and the mortality was 6%. The optimal
treatment consisting of antibiotics and surgical treatment was needed to prevent
poor outcomes of IS, and especially for the patients with an age >65 years and
who displayed neurologic deficits at the initial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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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였다. 브루셀라증은 혈청학적 검사와 균배양을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 혈청학적 검사는 브루셀라에 합당한 임상증상과 함께 표준

감염성 척추염은 인구 10만 명당 2.4명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지만[1],

시험관 응집법(serum agglutination test, SAT)에서 1:160 이상 항체가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증 감염에서부터 수술 및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

를 보이거나 2주 간격을 두고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한 경우를 양성으

하고 지속적인 허리통증, 근력 저하, 마비, 그리고 대소변 조절기능 장애

로 판정하였다. 임상증상과 함께 SAT에서 양성인 경우는 가능한 증례

등을 초래하는 중증 감염까지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2, 3]. 성인에서 감

로 분류하였다.

염성 척추염은 대개 잠행성으로 나타나 천천히 진행하는 임상경과를 보
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어렵고, 가장 흔한 원인인 화농성과 결핵성의

2. 임상 분석

감별 진단은 치료방침의 결정을 위하여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감염성 척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연령, 성별, 기저질환, 선행 감염(선행되

추염에 대한 많은 보고들은 주로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나 화농성 척

었거나 동시에 진단된 척추외 감염)의 유무 및 종류, 척추염 진단 1개월

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감별진단을 위한 방법들에 대한 것이었다[4-6].

이내 시행한 척추시술(침, 경막외 차단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 수

외국 문헌에 따르면 감염성 척추염의 사망률은 3.2-11.5% 정도로 보

술)과 내원시의 증상 및 검사실 소견(백혈구, 중성구 비율, 혈소판, CRP,

고되며, 환자의 27-32.3%에서는 근력 저하 또는 마비, 대소변 조절기능

ESR)을 조사하였다. 혈액 및 조직 검체의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을 확

장애,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지속적인 진통제의 투여가 필요한 허리통

인하였으며, MRI 검사에서 병변의 위치 및 침범된 분절의 수, 병변의 확

증, 근력 저하 또는 마비, 대소변 조절기능 장애 등의 등의 후유증이 남

장(경막외 농양, 척추 주위 농양, 요장근 농양) 유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7-12]. 최근에는 고령인구 및 면역저하자의 증

감염성 척추염의 치료 및 치료 종료 후 경과 관찰기간을 확인하였다. 치

가, 침습적인 척추 시술의 증가, 영상 검사의 발달로 임상에서 드물지 않

료 종료 후 외래에서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들은 마지막 외래 방

게 접하는 질환이 되었으나 감염성 척추염의 치료와 예후, 환자의 예후

문시의 임상 경과에 따라 환자가 생존해 있고 감염의 증상 및 징후가 완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전히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경우를 완전회복, 감염의 증상 및 징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확진된 환

후가 사라졌으나 근력 저하 또는 마비, 대소변 조절기능 장애, 일상 생활

자들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두 군 간의 임상 증상, 검사실 및 미생물

을 제한하거나 지속적인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통증의 후유증이 남은

검사에 따른 감별점, 치료 및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경우 부분회복으로 정의하였고[10], 완전회복을 보인 환자는 좋은 예후

하였다.

군으로 부분회복 및 입원치료 중 사망한 환자는 나쁜 예후군으로 분류
하였다. 또한 재발하였거나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3. 통계 처리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임상자료 비교를 위하여 연속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감염성 척추

형 변수인 경우는 Mann-Whitney U 검정을, 범주형 변수인 경우는

염으로 진단하여 치료 받은 환자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염성 척추

Pearson's chi-squane χ2 검정 또는 Fisher’s Exact 검정을 이용하여 분

염의 진단은 임상양상(허리통증 또는 목통증, 발열, 신경학적 증상 등)에

석하였다. 감염성 척추염의 치료 후 임상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기초하여 검사실 소견(백혈구증가, C 반응성 단백[CRP] 또는 적혈구 침

찾기 위해 좋은 예후군과 나쁜 예후군의 임상 변수들을 단변량 분석을

강 속도[ESR]증가), 자기 공명 영상(MRI) 검사에서 감염성 척추염의 소

이용하여 P 값이 0.1 미만인 변수들을 찾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견이 있으며, 검체의 배양 검사 또는 조직학적 검사에서 화농성 척추염과

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7.0 (SPSS Inc.,

결핵성 척추염으로 진단된 경우로 하였다. 근력저하 또는 마비, 방사통,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대소변 조절 기능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신경학적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1. 환자 분류

결과

화농성 척추염은 수술 또는 CT-유도하 경피적 생검을 통하여 얻은
검체의 배양검사(closed pus culture)에서 균이 동정된 경우를 확정적

1. 원인 미생물

증례(definite case), 혈액배양 검사에서 균이 동정되고 영상 소견에서

연도별로 발생 건수를 보았을 때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가능한 증례(probable case)로 정의

감소하였으며, 원인균의 분포는 그람양성균, 결핵균, 그람 음성균, 기타

하였다[10]. 결핵성 척추염은 영상 소견에서 척추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균의 순이었다(Fig. 1).

서 도말 및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동정된 경우와 조직학적 검사에서

화농성 척추염이 93예(80%), 결핵성 척추염이 23예(20%) 이었다. 화

결핵을 시사하는 특이적인 건락성 괴사가 관찰되는 경우를 결핵성 척추

농성 척추염 93예 중 확정적 증례 및 가능한 증례는 각각 39예, 54예이

염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양상 및 영상 소견에서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

었다. 화농성 척추염의 원인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가 37예

되나 균이 증명되지 않은 진단이 불확실한 42예(배양음성 척추염)는 제

(40%)로 가장 많았고, 이 중 Methicillin resistant S. aureus (M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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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eline Demographic Data of the 116 Patients with Infectious
Spondylitis
Variables

Figure 1. Yearly distribution of pyogenic spondylitis and tuberculous spondylitis
according to the causative organisms from 2004 to 2009.
Table 1. Microbiological Distribution of the Causative Organisms for Infectious
Spondylitis
No. of cases
No. (%) of cases
(%)
by the diagnostic category
Pyogenic spondylitis
93
Definite (n=39) Probable (n=54)
Staphylococcus aureus
37 ( 40)
9 (24)
28 (76)
MSSA
23
6
17
MRSA
14
3
11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17 ( 18)
10 (59)
7 (41)
Streptococci
15 ( 16)
10 (67)
5 (33)
Gram negative bacillia
18 ( 19)
8 (44)
10 (56)
Miscellaneousb
6 ( 7)
2 (33)
4 (67)
Tuberculous spondylitis
23 (100)
Culture-proven
17 ( 74)
Biopsy-proven
6 ( 26)
MSSA, methicillin-susceptible Staphylococcus aureus; MRSA, methicillin-resistent
Staphylococcus aureus.
a
Escherichia coli (12 cases), Klebsiella pneumoniae (3 cases), Pseudomonas aeruginosa (2
cases), and Serratia marcescens (1 case).
b
Brucella species (3 cases), Bacteroides fragilis (1 case), Neisseria species (1 case), and
Candida parapsilosis (1 case).
Causative organism (s)

All
(n=116)

Pyogenic
spondylitis
(n=93)
63.1±11.9
64 (69)

Tuberculous
spondylitis
(n=23)
62.3±10.6
14 (61)

Pvalue

Age, year
63.0±11.6
0.981
Male, n (%)
78 (67)
0.467
Underlying diseases, No. (%)
Diabetes mellitus
28 (24)
26 (28)
2 ( 9)
0.053
Malignancy
15 (13)
11 (12)
4 (17)
0.493
Chronic kidney disease
10 ( 9)
9 (10)
1 ( 4)
0.684
Liver cirrhosis
7 ( 6)
7 ( 8)
0 ( 0)
0.342
Coronary artery disease
5 ( 4)
3 ( 3)
2 ( 9)
0.257
Predisposing infection, No. (%)
32 (28)
32 (34)
0 ( 0)
0.001
Urinary tract infection
8 ( 7)
8 ( 9)
0 ( 0)
Pneumonia
6 ( 5)
6 ( 7)
0 ( 0)
Infective endocarditis
6 ( 5)
6 ( 7)
0 ( 0)
Postoperative wound infection
5 ( 4)
5 (5)
0 ( 0)
Skin and soft tissue infection
4 ( 3)
4 ( 4)
0 ( 0)
Meningitis
2 ( 2)
2 ( 2)
0 ( 0)
Hepatobiliary or GI tract infection
1 (0.9)
1 (1.1)
0 ( 0)
Extraspinal tuberculosis
13 (11)
1 ( 1)
12 (52)
<0.001
Recent spinal proceduresa, No. (%) 64 (55)
53 (57)
11 (48)
0.429
Acupuncture
43 (37)
34 (37)
9 (39)
0.819
Epidural block
21 (18)
17 (18)
4 (17)
0.921
Percutaneous vertebroplasty
4 ( 3)
3 ( 3)
1 ( 4)
0.792
Surgery
17 (15)
14 (15)
3 (13)
0.807
Ag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a
The procedures were performed within 1 month before the diagnosis of infectious
spondylitis.
GI, gastrointestinal.

및 성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염성 척추염 환자들의 기저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가장 흔했는데, 화농성 척추염에서 결핵성 척추염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주 동반되었다(P=0.053). 그러나, 악성 종양, 만
성신장 질환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핵성 척추염 환자
와 비교했을 때, 화농성 척추염 환자에서 선행감염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더 많았고(93예 중 32예 [34%], P=0.001), 요로감염, 폐렴, 감염성
심내막염, 수술 후 창상감염의 빈도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척추외 결핵

는 14예이었다. 그람음성균에서는 Escherichia coli 가 가장 많았고,

은 결핵성 척추염에서 더 빈번하게 발견되었는데(12예 [52%],P=0.001),

Candida parapsilosis의 진균에 의한 경우도 1예 있었다. Brucella

폐결핵(11예)이 대부분이었고, 1예는 결핵성 뇌수막염을 동반하였다.

species에 의한 척추염은 3예였으며, 2예는 조직검체 또는 혈액에서 배

감염성 척추염을 진단받기 1개월 전에 시행한 척추시술(침술, 경막외

양되었고, 나머지 1예는 환자의 직업력(소 축사)과 표준시험관 응집법

차단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 수술)을 조사하였고, 전체 환자 중 64

으로 시행한 항체 검사가 1:1280 이상의 항체가를 보여 진단하였다.

예(55%)의 환자는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척추시술을 받았다. 척추부 수

결핵성 척추염은 혈액 또는 조직 배양에서 확진된 경우가 17예(74%),

술과 연관된 감염은 5예 있었고, 인공 삽입물(prosthesis)과 연관된 감

조직검사에서 특이적인 건락성 괴사를 보인 경우가 6예(26%)이었다

염은 총 10 예 있었다.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에서 척추시술 유

(Table 1).

무, 척추시술의 종류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2. 감염성 척추염 환자의 기저 질환과 선행 감염

3. 내원시 임상 증상과 검사실 소견, 방사선학적 소견 환자들의 증상

대상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63.0±11.6년(범위, 32-91년)이었고, 남성

증상 발현으로부터 감염성 척추염의 진단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3

은 78예(67%), 여성은 38예(33%)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았다.

±51.5일이었고, 화농성 척추염에서는 27.3±35.5일로 결핵성 척추염의

감염성 척추염을 화농성과 결핵성으로 원인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연령

92.2±70.9일보다 유의하게 짧았다(P<0.001). 내원시 증상으로는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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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또는 목통증이 109예(94%), 신경학적 증상 63예(54%), 발열 46예

항생제 및 수술적 처치를 병행한 경우가 82예(79%), 항생제 치료만 시행

(40%)의 빈도를 보였다. 발열은 화농성 척추염 환자에서 빈도가 높았

한 경우 22예(21%)이었다(Table 4). 화농성 척추염에서 주사용 항생제

고(P=0.015), 신경학적 증상은 결핵성 척추염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치료기간은 6.3주(range: 0.8-16.0) 이었고, 경구용 항생제를 포함

빈도를 보였다(P=0.035).

한 총 항생제 치료기간은 15.0주(range: 2.4-60.6)이었다. 결핵성 척추

검사실 소견에서도 두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화농성 척추염은 결

염은 평균 36.0주(range: 1.3-81.4)간 항결핵제 치료를 하였다. 인공 삽

핵성 척추염에 비하여 백혈구 수치, 중성구 비율, CRP 및 ESR이 유의하게

입물과 연관된 화농성 척추염 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18.7주(range:

높았다.

8-27.4)로, 인공 삽입물이 없는 환자의 14.7주(range: 4.2-25.2)에 비해

척추 침범부위는 요추부가 90예(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흉

더 오랜 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P=0.121). 수술을 시행한 82예 환자

추부 23예(20%), 천추부 12예(10%), 경추부 11예(10%) 순서이었다. 화

들 중 조직 검사 목적의 3예를 제외한 79예의 환자들의 수술 적응증으

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척추 침범부위는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

로는 척추 감압 또는 안정성 유지목적이 43예(54%), 경막외 농양, 척추

다(P=0.002). 두 군 모두에서 가장 많은 침범부위는 요추부였지만, 결핵

주위 농양 및 요근부 농양의 배농이 36예(46%)이었다. 결핵성 척추염의

성 척추염은 흉추부를 포함한 병변(경-흉추부, 흉추부, 흉-요추부)가 11
예(48%)로 화농성 척추염의 12예(13%)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척
추염의 확장병변으로 경막외 농양은 38예(33%), 척추주위 농양 28예
(24%), 그리고 요근부 농양이 37예(32%)에서 동반되었다(Table 3).

경우는 감압 또는 안정성 유지목적의 수술이 84%, 배농 16%이었고, 화
농성 척추염은 각각 45%, 55%로 수술 적응증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4).
치료 종결 후 외래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환자는 104예로 환자들의
평균 경과관찰기간은 15개월(범위, 1-51개월)이었다. 치료를 종결한 후

4. 치료 및 예후
116예의 환자 중 치료중에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반응을 평가하
기 어려웠던 12예의 환자를 제외한 104예(화농성 척추염 83예, 결핵성
척추염 21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예후를 조사하였다. 104예의 환자 중

척추염이 재발하여 추가 치료를 받은 환자는 8예(8%) 있었으나 모두 후
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감염의 증상 및 징후가 완전히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은 완전 회
복된 좋은 예후군은 35예 있었고 사망하거나 합병증이 남은 경우는 69

Table 3. The Initial Manifestations, Laboratory findings and Radiologic findings
according to the Type of Spondylitis
Variables
Time to diagnosis (mean±SD, days)
Symptoms, No. (%)
Back/neck pain
Fever
Neurologic deficita
Laboratory findings (mean±SD)
WBC count (mm3)
Neutrophils (%)
Platelet ( x1,000/mm3)

Pyogenic
spondylitis
(n=93)
27.3±35.5
89 (96)
42 (45)
46 (50)

Tuberculous
spondylitis
(n=23)
92.2±70.9
20 (87)
4 (17)
17 (74)

11,456.5±4,902.5 7,840.9±3,291.8
77.4±15.0
69.6±12.0
275.3±160.0
286.0±74.9

P -value

예 있었다. 나쁜 예후군 중 지속적인 허리 또 목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
요하였던 경우는 50예(48%), 방사통, 대소변 조절 기능 장애를 포함한
신경학적 결함이 있는 경우 37예(36%), 마비 증상의 경우 9예(9%), 그
리고, 사망한 경우는 6예(6%)이었다(Table 4).

<0.001
0.139
0.015
0.035
0.001
0.004
0.675

CRP (mg/dL)
13.8±9.4
4.6±4.7
<0.001
ESR (mm/hour)
80.0±33.6
61.6±38.7
0.045
Distribution of spinal lesion, No. (%)
0.002
Cervical
9 (10)
1 ( 4)
Thoracic
10 (11)
5 (22)
Lumbar
62 (67)
9 (39)
Cervicothoracic
0 ( 0)
1 (4.3)
Thoracolumbar
2 ( 2)
5 (22)
Lumbosacral
10 (11)
2 ( 9)
Spinal lesion ≥3 levels
10 (11)
6 (26)
0.086
Extension of spinal infection, No. (%)
Epidural abscess
31 (33)
7 (30)
0.791
Paravertebral abscess
20 (22)
8 (35)
0.183
Psoas abscess
30 (32)
7 (30)
0.867
All the scale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SD.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
Neurologic deficits included radiculopathy, paresis, plegia and sensory loss of voiding,
defecation.

5. 나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좋은 예후군 35예와 나쁜 예후군 69예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변량
분석 결과 나쁜 예후군은 65세 이상의 고령, 내원시에 신경학적 증상
을 보인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으나(P<0.05), 성별, 증상 발현으로부터
진단까지의 기간, 기저질환, 선행감염 유무, 내원 1개월 이내 척추시
술, 세 부위 이상의 척추침범, 경추 침범 유무, 척추염의 확대(경막외
농양, 척추주위 농양, 요근부 농양) 유무, 검사실 소견, 수술 치료 비율
Table 4. Comparison of Treatment and the Clinical Outcomes: Pyogenic Spondylitis
Versus Tuberculous Spondylitis
Variables, No. (%)

All

Pyogenic Tuberculous P spondylitis spondylitis value

Treatment
Antibiotics
22 (21) 20 (24)
2 (10)
0.231
Surgery + antibiotics
n= 79
n= 60
n= 19
0.004
Decompression or maintenance of stability 43 (54) 27 (45)
16 (84)
Drainage
36 (46) 33 (55)
3 (16)
Outcomes
Recurrence
8 ( 8)
7 ( 8)
1 ( 5)
0.573
Persistent severe pain
50 (48) 42 (51)
8 (38)
0.368
Plegia or paresis
9 ( 9)
8 (10)
1 ( 5)
0.685
Other neurologic deficit*
37 (36) 27 (33)
10 (48)
0.154
Death
6 ( 6)
5 ( 6)
1 ( 5)
0.825
*Other neurologic deficits included radiculopathy the and sensory loss of voiding, defe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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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발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다변량 분석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입원이 필요한

을 통한 나쁜 예후와 관련 있는 독립적인 예후 인자는 65세 이상의 고

질환이다. 노령층의 증가와 침습적인 척추시술, 진단기법의 발달로 감염

령(OR=3.886, 95% CI=1.289-11.714, P=0.016)과 내원시 신경학적

성 척추염은 증가하고 있으며 긴 치료기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증상이 있는 경우(OR= 8.693, 95% CI=2.864-26.392, P<0.001)이었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과거에 발표된 연구보고들은 화농성

다(Table 6).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감별 진단[4-6]이거나 수술자의 입장에서
본 감염성 척추염의 수술적 치료[13, 14]에 대한 보고들이었다.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기간과 예후에 대한 연구는 드물어 본 연구에서는

고찰

치료결과와 예후와 관련된 인자들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성인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척추염은 주로 60대 전후로 많고, 남자가

감염성 척추염은 정주 항생제로 치료해야 하는 감염증이며 치료 전

여자에 비해 1.5-3.0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연관된 기저 질환으로는 당
뇨병, 관상동맥질환, 면역억제 상태, 알코올 중독, 간경변증, 악성종양, 만

Table 5. Prognostic Factors on the Univariate Analysis of the Clinical Outcomes
for the Patients with Infectious Spondylitis
Variables, No. (%)

Good outcome
(n= 35)
28 (80)
11 (31)
6 (17)
8 (23)

Poor outcomea
P -value
(n= 69)
44 (64)
0.090
42 (61)
0.005
15 (22)
0.581
20 (29)
0.280

Male
Age >65 years
Tuberculous spondylitis
Time to diagnosis >2 months
Underlying diseases
Diabetes mellitus
10 (29)
14 (20)
0.344
Chronic kidney disease
4 (11)
5 ( 7)
0.473
Malignancy
4 (11)
11 (16)
0.536
Liver cirrhosis
2 ( 6)
5 ( 7)
0.768
Coronary artery disease
0 ( 0)
3 ( 4)
0.549
Preceding infection
8 (23)
19 (28)
0.607
Recent spinal procedures
16 (46)
41 (59)
0.184
Initial presentation of neurologic deficit
11 (31)
47 (68)
<0.001
Involvement ≥3 levels
5 (14)
11 (16)
0.825
C-spine involvement
3 ( 9)
6 ( 9)
0.983
Extension of spinal lesion
19 (54)
47 (68)
0.166
Initial laboratory findings
WBC count >10,000/mm3
20 (57)
32 (46)
0.235
Platelet count <100,000/mm3
3 ( 9)
11 (16)
0.378
CRP >10 mg/dL
16 (46)
34 (49)
0.886
ESR >100 mm/hr
6 (17)
23 (33)
0.052
Surgical treatmentb
27 (77)
52 (75)
0.719
WBC, white blood cell; CRP, C-reactive 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
Intractable pain, persistent neurologic deficits (radiculopathy, paresis, plegia and loss of
voiding and the sense of defecation) and death despite appropriate treatment were defined
as a poor outcome.
b
Surgical treatment for spinal biopsy (n=3) was excluded.

성 신장 질환 등이 있다[2, 7, 8]. 이번 연구에서도 대상 환자 116명의 평
균 연령은 63.0세이었고, 남자는 67%로 여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
으며, 기저 질환으로는 당뇨병이 가장 많았다. 감염성 척추염으로 진단
되기 전 1개월 이내에 척추시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55%로 높은 빈도
를 보여, 척추시술 후에 발생한 감염인지 이전부터 감염증이 있었던 것
인지는 후향적인 연구에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척추시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시술 전 감염증은 없는지, 시술 후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임상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화농
성은 결핵성 척추염에 비해 초기 내원시 발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검사실 소견에서 백혈구, 중성구 비율, CRP와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유
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결핵성 척추염에서는 초기 내원시 신경학적 증
상을 보인 빈도가 높았다. 결핵성 척추염의 경우 화농성 척추염에 비하
여 흉추부의 침범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 6, 9, 15], 이번 연구
에서도 결핵성 척추염에서 흉추부를 많이 침범하였다.
화농성 척추염과 결핵성 척추염의 검사실 소견의 차이는 이전 연구
보고들[5, 9, 16]과 유사하였으나, 검사실 소견 자체만으로는 감염성 척
추염의 감별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그
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경험적 항생제 치료 전에 조직검사와
조직을 통한 배양검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항생제의 사용은 감염성 척추염의 주된 치료로 1/2-3/4의 환자는 수
술 없이 1년 내에 호전을 보인다[19-21]. 아직까지 항생제의 적절한 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괴사조직이 제거된 골(debrided
bone)위로 혈액 공급을 할 연부조직(vascularized soft tissue)이 덮히
는 시간이 6주 정도 소요되므로, 골내로 항생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
여는 6주 정도의 정주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진다[8]. 적혈구

Table 6. Prognostic Factors for a Poor outcome for the Patients with Infective
Spondylitis on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

Poor outcome
P -value
Odd ratio
95% C.I.
Male
2.929
0.855-10.032
0.087
Age > 65 years
3.886
1.289-11.714
0.016
Initial presentation of neurologic deficit
8.693
2.864-26.392 <0.001
ESR > 100 mm/hr
1.805
0.526-6.188
0.348
C.I., confidential interval;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a
Intractable pain, persistent neurologic deficits (radiculopathy, paresis, plegia and sensory
loss of voiding, defecation) and death despite appropriate treatment were defined as a poor
outcome.
Variables

침강속도가 치료 전 수치의 2/3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CRP가 정상화되
지 않을 경우에 재평가 및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8]. 여
러 문헌에서도 항생제 치료에서 주사용 항생제는 6주 사용 후 경구용으
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12, 20, 22, 23], 일부에서는 3개월까지 장
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18, 24]. 본 연구에서도 화농성 척추염에
서 주사용 항생제 평균 치료기간은 6.3주이었고, 총 항생제 치료기간은
15.0주로 확장 병변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한편, 감염성 척추염에서 수술 치료는 조직 생검,
농양의 배농,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 감압, 척추 수술 후 감염 병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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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물질의 제거 그리고 척추의 결손이 큰 경우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재건 목적으로 시행한다[2, 8]. 이번 연구에서도 환자의 79%에서는 수

4.

술적 치료를 병행하였다. 결핵성 척추염에서 화농성 척추염환자에 비해
감압 또는 안정성 유지 목적의 수술 빈도가 높은 것은 이들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초기 내원시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이번 연구에서 대상환자들의 평균 경과관찰 기간은 15개월(범위,
1-51개월)이었고, 사망률은 6%, 마비 증상을 포함한 신경학적인 후유

6.

증이 남은 경우는 44%였다. 이전의 보고들에서의 사망률은 3.2-11.5%
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나, 신경학적 후유증의 발생은 27-32.3%로 본

7.

연구에서 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2, 7-12].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연령과 내원시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경우가 나쁜 예후
와 관련된 독립적인 예후 인자이었다. McHenry 등은 2개월에서 38년
(중앙값 6.5년)까지 경과관찰을 하였던 253명의 감염성 척추염 환자들
에 대한 연구에서 감염성 척추염의 장기예후와 관련된 인자로는 진단까

8.
9.

지의 시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었던 경우, 병원
획득 감염인 경우이었다[10]. 한편, 경막외 농양은 감염성 척추염의 심
각한 합병증중 하나로 10.4-37.9%의 환자에서 합병되며[22, 25, 26], 감
염성 척추염의 사망률은 경막외 농양이 동반된 경우 10-16%까지 증가

10.

할 수 있다[2, 11, 12]. 이번 연구에서 경막외 농양은 38예(33%)에서 동
반되었으나 감염성 척추염의 예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예후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보고들[10, 27, 28]에서는 연령과 감염성
척추염의 예후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연령은 나쁜 예후와 관련된 인자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령이

11.
12.
13.

높은 환자에서 발생한 경우와 내원시 ㅎ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경우
에서의 감염성 척추염은 염증이 치료되더라도 근력 저하나 대소변 조절
기능 장애, 지속적인 통증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통증

14.

조절과 함께 재활치료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환자에게 이런 후유
증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감염성 척추염 환자의 사망률은 6%이었
고, 44%의 환자에서는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았다. 65세 이상의 연령
과 내원시 신경학적인 증상을 보인 경우는 나쁜 예후와 연관된 독립적

15.

인 예후 인자로 빠른 진단과 치료뿐 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
극적인 대증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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