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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omplications, duration of admission, cost effectiveness, 
radiologic stabilization of the anterior cervical bone fusion in the treatment of cervical disc disease with and 

without plating.  

Materials and Methods：Fifty-two surgically treated patients for cervical disc disease were reviewed. Group Ⅰ 
consisted of consecutive treated patients with iliac auto-bone graft without instrumentation after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Group Ⅱ consisted of consecutive treated patients with iliac autologous-bone graft with CASPER 

cervical plate fixations. Radiologic fusion was decided when loss of end plate boundary between graft bone and 

vertebral body and immobile, maintenance of the disc space were evident on simple dynamic plain films. The 

patients were discharged after the stabilization of cervical motion by films was of tained. These groups were analysed 

multiple variably with Mann-Whitney U-test. 

Results：Group Ⅰ consisted of 18 patients, group Ⅱ consisted of 34 patients. Mean age was 49.0±8.1 years, 
mean duration of admission was 17.27±10.51 days, mean costs for treatment was 1,970,000±475,000 won. In 

group Ⅰ, mean age was 47.7(34-60) years, 16 patients had undergo on one-level operation, 2-patients had 

undergo on two-level operation, mean duration of admission was 28.7±10.4 days, mean costs for treatment was 

2,194,473±561,639 won. The periods of stabilization was 6.6±3.36 weeks on radiologic study. Mean periods of out 

patient follow up was 16.8(6-64) weeks after discharge. Mean period of radiologic follow up was 17.3(4-6) weeks 

after surgical operation. In group Ⅱ, mean age was 49.7(37-62) years and 18 patients one-level operation, 14-

patients had undergo on two-level operation and 2-patients three-level operation. Mean duration of admission 

was 11.24±3.29 days, mean costs for treatment was 1,850,823±389,372 won. The periods of stabilization was 5.88

±7.07 weeks on radiologic study. Mean period of out patients follow up was 16.7(4-60) weeks after discharge. 

Mean period of radiologic follow up was 12.4(3-52) weeks after surgical operation. The duration of admission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Group II but other item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s：The more economic, early life return and effective method of cervical disc disease in our series 
were evident in patients who had undergone, iliac bone graft and plate fixations after anterior discectomy. 
 
KEY WORDS：Herniated Cervical Disc·Economical Analysis·Autologous bone graft·Instrument fusion with iliac 

Autologous-bone g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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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58년 Cloward, Smith & Robinson에 의해 신경 압박

이 있는 퇴행성 경추 질환에서 전방 경유 경추 간판 감압 및 

융합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9)22). 전방 경유 경추 추간판 제

거술 및 전방 고정술은 경추 추간판 탈출 환자에 일반적으

로 널리 사용되어지는 수술 방법이다. 감압 수술 후 성공적

인 경추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식골 모양1)6)13)16)19), 

발달된 재료7)20) 및 기술14)21)28)이 시행되었으나 가성관절

이나 이식골의 탈출, 붕괴, 흡수 등의 합병증으로 고정술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4)11)12). 동종 골 이식에는 Cl-
oward의 세 방향 피질 골편 이식(Tricortical horse shoe 

graft)방법과 그 변형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추 

골절 환자에서 표준 금속판으로 전방 고정에 대해 기술된 

이래2), H-모양의 금속판18)이 소개되었지만 나사못으로 인

한 척수의 손상이나 금속판이나 나사못의 이탈로 인한 연 

조직의 손상의 위험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23). 이후 다

양한 재질과 모양으로 안전하게 고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금속판과 나사못이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기구를 사

용하는 수술 법에 대하여 기구사용에 대한 거부감과 위험

성 그리고 기구의 비용이 비싸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 본 저자들은 경추 추간판 환자

의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후 시행되는 전방 고정법에 따른 

환자의 입원 기간과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용, 수술후의 합병

증을 조사하여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7월 1일 부터 1999년 8월 31일 까지 본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로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 후 전방 고정

술을 시행한 환자 중 추적 조사가 가능하였던 52명을 대상

으로 하였고 이들을 자가 골 이식만 시행한 경우(제 1 군)와 

골 이식후 금속판 고정을 시행한 환자 군(제 2 군)으로 나누

었다. 금속 기기 고정은 Aesculap의 Casper 시스템을 사

용하였고 이들을 입원기간, 합병증, 치료비, 추간판의 방사

선 소견상의 안정 여부 및 추적 변화를 통해 합병증을 확인

하였다. 입원기간은 환자가 외래에서 수술 결정을 하였거나 

증상이 심하여 입원 후 검사 및 수술결정이 된 경우 입원 

일로부터 수술을 받고 퇴원 시까지 기간을 조사하였고 합

병증 여부는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및 퇴원 후 외래 통원 

기간동안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조사하였으며 치료비는 입

원으로부터 수술 후 퇴원 시까지 환자가 지불한 치료비를 

특진 비용을 제외하고 조사하였으며 방사선 검사는 수술 전

과 수술 직후 및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한 일반 엑스선 검

사 상 골 이식 부위와 금속판 고정 부위를 중심으로 변형 

및 불안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방사선 검사 상 수술 직후에 

비해 (1) 수술 부위의 추간판 높이의 변화 (2) 이식 골의 

위치 변화 (3) 이식 골과 상, 하 추체간의 방사선학적 안

정화 여부를 조사하여 수술의 성공 여부 및 합병증 여부를 

조사하였다. 방사선학적 골 융합 여부는 이식골과 상, 하 

추체간의 경계선의 소실과 균일한 추간판의 높이, 경추 굴

전 신전 엑스선상 병변의 고정으로써 안정화를 인정하였다. 

퇴원의 기준은 골 이식만 한 경우 수술후 2주간 절대안정을 

하였고 이후 안정을 하면서 엑스선 검사 상 안정화되고 보

행 및 병실 활동에 경추부의 편안함을 느끼면 퇴원 조치하

였고 금속판 고정을 병행한 경우 수술후 5일간 절대 안정

을 하였고 이후 엑스선 검사 상 안정화되고 보행 및 병실 

활동에 편안함을 느끼며 봉합사 제거와 함께 퇴원 조치하

였다. 이들 조사내용을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검

정을 windows용 SPSS 8.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     과 
 

대상환자 52명의 연령 평균은 49.0±8.1세(34~62세), 

평균입원기간은 23.0±12.8일(8~64일), 평균입원비는 

1,970,000±475,000원, 방사선학적 안정화기간은 평균 

6.1±6.0주, 평균 방사선 추적 검사기간은 14.2주±16.7일 

이었다. 이 중 제 1 군은 18명, 제 2 군은 34명으로 제 1 군의 

평균 연령은 47.7(34~60)세, 수술부위가 한 곳인 환자가 

16명, 두 곳이 2명이었고 입원 기간은 28.7±10.4일, 입

원 및 수술비용은 환자 부담금으로 2,194,473±561,639

원, 방사선학적 안정화 시기는 6.6±3.36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 외래 내원 기간이 16.8(6~64)주, 엑스선 추적기간

이 수술 후 17.3(4~6)주였다. 제 2 군의 평균 연령은 49.7 

(37~62)세, 수술부위가 한 곳인 환자가 18명, 두 곳이 14

명 세 곳은 2명이었고 입원 기간은 11.24±3.29일, 입원 

및 수술비용은 환자 부담금으로 1,850,823±389,372원, 

방사선학적 안정화 시기는 5.88±7.07주로 나타났으며 퇴

원 후 외래 내원 기간이 16.7(4~60)주, 엑스선 추적기간

이 수술 후 12.4(3~52)주였다(Table 1). 추적 관찰 중 합

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골 이식만 한 경우 18례 중 2례에

서 이식 골의 이탈(Fig. 1), 수술 부위의 과 전만곡이 있었

고 금속 고정을 시행한 경우에서는 34례 중 3례에서 추체

간의 높이 감소로 인한 경부 동통, 일시적 음성의 변화, 나

사못의 느슨함이 있었다(Table 2, Fig. 2). 추 간격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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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골 이식만 한 18례 중 8례에서 있었는데 이식 골 

탈출과 중복된 경우 1례를 제외한 7례와 금속 고정을 시행

한 34례 중 4례에서는 증상이 없었고 표준 높이를 유지하

여 합병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제 1 군의 수술 전 추간판

의 높이는 평균 7.3±1.2mm 수술 직후에는 13±1mm였

고 추적 검사상 11.2±1.79mm로 감소하여 평균 13.8%

의 감소를 보였고 제 2 군의 수술 전 추간판의 높이는 7.12

±1.05mm 수술 직후에는 11.9±0.99mm였고 추적 검사

상 11.6±1.17mm로 평균 2.5% 감소를 보여 통계학적 의

의가 있었다(Table 3). 치료형태에 따른 환자의 나이 성별, 

합병증의 유무, 수술비용, 방사선학적 안정화까지의 기간, 

수술 위치, 외래 추적기간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으

나 추간격의 높이 변화와 입원기간은 제 2 군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고     찰 
 

척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Table 1. Cases Summary    
 Group 1* Group 2** 

Cases 18 34 

Age(Yrs old) 47.7 49.7 

OP-level 1 16 18 

 2  2 14 

 3  0  2 

OPD F-U(Wks) 16.8 16.7 

X-ray F-U(Wks) 17.3 12.4 

Hospital stays 28.7 11.24 

Complications(%) 11.1  8.8 

Radiologic Stabilization(Wks)  6.6  5.9 

Costs 2,194,473 1,850,824 
Group I consists of 18 patients Group II consists of 34 patients. 
Mean age was 49.0±8.1 olds, mean duration of admis-
sion was 23.0±12.8 days, mean costs for treatment was 
1,970,000±475,000 won. The duration of admission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other items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However the costs, hospital stays, 
complications were more beneficial in Group II.  
*：Fusion with bone graft only(18 cases) 
**：Fusion with bone graft and plate(34 cases) 

Fig. 1. Anterior inter-body fusion with iliac bone graft on C3/4 level. A：Immediate post-operative cervical spine lateral view 
showing good alignment, B：On follow up cervical spine lateral view showing extrusion of grafted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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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그 주변의 척추체의 변

화 즉 척추관절 염, 골극 형성, 전 후 황색 인대의 비대, 

Luschka 관절의 퇴화 등이 동반된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 

로 인하여 신경관이 좁아지고 결국 신경근 및 척수에 압박

을 가하게 되며 관절의 변화로 인하여 운동의 제한과 동통

을 유발하게 된다. 비척수증의 동통은 일반적인 물리치료 

즉 안정, 적당한 운동, 근 이완제의 투약으로 치료하지만 퇴

화에 변화가 지나쳐 신경학적 증상으로 신경근증과 척수증

이 심화되어 그 동통 및 운동 감각의 이상이 생활에 장해

를 준다면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수술의 목적은 변

화된 척추의 병변을 바로 잡아 신경근과 척수를 감압하는 

것이다. 척추 수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신경 감압, 추체간의 

유지 및 척추의 안정화에 있으며 골 이식 시 생물 역학적

인 측면과 고정 장치의 선택은 신중 해야한다. 경추간판 탈

출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동통은 연 조직 및 이상 골 증식

의 제거로써 신경을 감압 하며, 척추 불안정의 제거3), 전,후

만증의 정복21), 골 극의 제거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

으며 이후 시행하는 척추의 안정화는 1) 연전(Distraction) 

Table 2. Complications    
 Group 1* Group 2** 

Migration 1 0 
Lordotic change 1 0 
Inter-body narrow 0 1 
Transient layngeal N deficit 0 1 
Screw loosening 0 1 

Total 2 3 
Group I shows migration and lordotic change, Group II 
shows inter-body narrowing, transient larygeal nerve deficit 
and screw loosening. Group I show 11.1% complication 
rates and Group II 8.8% complication rates.  
*：Fusion with bone graft only(18 cases) 
**：Fusion with bone graft and plate(34 cases) 

Table 3. Change of Intervertebral Disc Space Height(mean 
value)     

Height(mm) 
Group 

Pre-op post-op Follow Up 

Group I 7.3 13 11.2 
Group II 7.12 11.9 11.6 

In Group I the height 8 disc space was reduced about 13.8% 
during follow up periods where was about 2.5% reduction 
was seen in Group II during follow up periods. 

Fig. 2. Anterior inter-body fusion with iliac bone graft and plate fixation on C4/5/6 levels A：Immediate post-operative cervical 
spine lateral view showing good alignment, B：On follow up cervical spine lateral view showing screw loosening and inter-
body nar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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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Compression) 3) 세 점 만곡(Three-point be-
nding) 4) 고정적 외팔보 축 고정법(Fixed movement arm 

cantilever beam fixation) 5) 비 고정적 외팔보 축 고정법 

(Non-fixed movement arm cantilever beam fixation) 

6) 응용적 외팔보 축 고정법 (Applied moment arm cant-
ilever beam fixation)의 개념으로 척추를 고정 및 안정화 

해야한다10). 고정 기전을 아는 것은 필수적이나 골다공, 척

추 침강, 부정확한 척추 평가 등의 요소로 실패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경추는 전만곡 자세로 외력에 대해 척수를 보호 

할 수 있는 외형으로 퇴행성 변화나 긴장 상태가 되면 전

만곡이 사라지며 긴장 상태가 심해질수록 후만곡에 가까워

진다. 의사의 신념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

추의 외형은 수술 접근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상대적

인 전만곡 일 경우 전방 접근을 하며 후만곡 일 때는 후방 

접근을 선택하게 된다. 척추 후관절은 관측면상(coronal 

plane) 신전 운동을 제외한 다른 운동에 대해 제한하지 않

으나 신전의 외형이 경추의 축 부하에 저항이 강하여 척추 

후관절은 축 부하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지지 구조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추의 기구고정을 위한 경추의 

외형 형성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척추 후관절과 척

추 경, 척추 체가 보전되어 있다면 축 부하와 경추 불안

정에 대해 tension-band fixation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전방 경유 경추 수술을 하였을 때 이식 골의 붕괴와 탈출

과15)26)27) 골 제공부위의 동통이15)20)24) 문제가 될 수 있고 

척추체와 이식 골을 연마하면서 비대칭적 모양이 되거나 

척수, 신경근, 동맥에26)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다.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술은 경추 추간판 환자에게 좋은 

치료 방법이다. 신경 감압을 한 후 골 이식을 안 할 경우 

경추의 굴전 변형과 신경근 압박, 신경공이 좁아져17) 수술

의 실패 초례 할 수 있어 반듯이 이식을 통한 경추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Bicortical 금속 나사못 고정을 할 

경우 100%의 안정된 골 융합률을 보고하고 있으며8) 척추

체에 병변이 있는 경우 고정술의 실패를 하였지만 척추체

가 보전되어 있는 경우 이식 골의 탈출이나 나사못의 느슨

함,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25). 전방 척추체 

고정과 금속 내고정으로 수술한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약 

12주 정도에 만족 할 만한 안정과 융합이 이루어졌고 조기 

보행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유병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5). 합병증에 대해서 경추 금속 고정 후 

식도 파열이 보고되기도 했다23). 수술현미경의 사용 이후 

수술을 좀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기구 및 기

계의 발달로 수술이 간편하고 안전하며 좋은 결과를 나타

내게 되었다. 수술시 기계사용으로 입원 기간이 짧아짐으

로 사회에 복귀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게 하였고 수술

비용 및 입원비용에는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지만 수치적 차

이가 있어 기구 고정이 환자에게 유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수술후의 결과 및 합병증 여부에 있어서도 기구고정을 시

행한 경우가 결과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술의 방법

과 장비 및 기구의 발전으로 경추 간판 탈출에 대한 수술

의 의미는 높아지고 있으며 치명적인 합병증이 줄어드는 가

운데 질적 양적으로 더욱 개선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예후와 경제적으로 환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 어

떤 것인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결     론 
 

이로써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경추 추간판 제거 후 자

가 골 이식과 금속판 고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복귀의 시

간을 단축시키며 합병증도 적어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 시 

골 이식만 하는 것 보다 금속판 고정을 병행하는 것이 유

리하였다. 좋은 수술 결과와 함께 짧은 입원 기간과 적은 치

료비, 적은 합병증은 모든 환자와 치료자가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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