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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전방 경추 골증식체 환자에서 골증식체제거 및
경추전방고정술 후 한시적으로 악화된 연하장애: 증례 보고
김신후ㆍ서한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교실

Temporarily Aggravated Dysphagia Following Osteophytectomy and
Fixation in a Patient with Cervical Osteophyte
Shinhoo Kim, M.D., Han Gil Seo, M.D., Ph.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n anterior cervical osteophyte is one of the causes of dysphagia. Surgical treatment is one of the treatment options available, and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it is an immediate and effective treatment. This paper reports a case of temporarily aggravated dysphagia after surgical treatment in a patient with anterior cervical osteophyte. A 75-year-old male complained of dysphagia for one year. A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revealed anterior cervical osteophytes at the C3 and C4 level, which resulted in decreased epiglottic folding and partial obstruction of the bolus passage. After he underwent osteophytectomy and anterior fixation, the post-operative
VFSS showed an aggravation of dysphagia with prevertebral soft tissue edema. The major cause of dysphagia was
attributed to the limitation of movement of the posterior pharyngeal wall and upper esophageal sphincter due to
the increased 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 In conclusion, surgery should be considered when a severe dysphagia is persistent after adequate conservative treatment in patients with dysphagia due to anterior cervical osteophytes,
and patients at high risk of postoperative dysphagia might require swallowing rehabilitation. (JKDS 2019;9: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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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losis)등이 있다 . 연하장애는 전방 경추 골증식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이전 연구에서 전방 경추
골증식체 환자에서 약 28%, 특히 미만특발성골격과골화증
환자에서는 약 17%에서 연하장애를 호소한다고 보고한 바
2
있다 . 경추 골증식체가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으로 제
시되는 것은 (1) 골증식체의 식도 압박으로 인한 부분적 폐

서론
전방 경추 골증식체(anterior cervical osteophyte)는 경
추의 전방 척추체를 따라 골 형성이 과도하게 일어난 것을
말하며, 원인에는 미만특발성골격과골화증(Diffuse Id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DISH), 외상, 퇴행성 경추증(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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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2) 골증식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주변 연조직
의 염증반응, (3) 삼킴근육의 연축, (4) 후두개 및 인두 움
직임의 제한, (5) 인접 인두벽의 변형으로 인한 조롱박오목
3
잔여물(pyriform sinus residue) 증가 등이다 . 경한 증상
을 호소하는 환자에서는 식이 조절, 연하 재활치료, 약물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나 심한 연하장애를 호소하는 경우에
는 전방접근을 통한 골증식체제거 및 필요시 경추전방고정
술을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의 효과
는 대부분 수술 직후에 나타나며,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수술 후 2-3개월 이내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고 알려져
1
있다 . 전방접근경추수술의 합병증으로 연하곤란이 발생할
4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
장애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합병증으로 연하장애
가 악화되었다는 보고는 없다. 이에 본 저자들은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에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하였으나 연하장애가 악화되었던 증례를 보고하

85

고자 한다.

증례
방광암으로 수술한 병력 외에 특이병력 없었던 75세 남
자가 1년 전부터 지속되는 연하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주로 알약 등의 큰 고형식을 삼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연하장애에 대해 비디오투시연하검사(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를 시행하였다.
VFSS는 유동식(liquid) 2 ml, 5 ml, 30 ml, 푸딩, 요플레,
죽, 밥에 바륨을 혼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결과에
서 환자는 특징적으로 경추 3, 4번 전방척추체의 골증식체
(osteophyte)를 보였다.(Fig. 1A) 구강기에서는 이상소견
이 없었으나, 인두기에서 골증식체에 의한 후두개 뒤집힘
(epiglottic folding)의 현저한 저하가 관찰되었다. 유동식
2 ml, 5 ml 모두에서 기도흡인이 관찰되었으며, 죽과 밥,
요플레에서는 후두침투(penetration)가 관찰되었다. 식도

Fig. 1. Videofluoroscopic swallwing
study (VFSS) before and after surgery. (A) Pre-operative VFSS showed the anterior cervical osteophytes at C3 and C4 levels. (B) Food
bolus passage was deteriorated by
the cervical osteophytes. (C) Postoperative VFSS showed prevertebral soft tissue edema. (D) Subglottic aspiration occurred during
swallowing of curd-type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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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골증식체로 인해 식괴의 이동이 저하된 소견을 보
였다.(Fig. 1B) 비디오투시 연하장애 척도(Videiofluoroscopic Dysphagia Scale, VDS) 16점, 미국언어청각협회
연하척도(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National Outcome Measurement System, ASHA NOMS)
6점으로 평가되었다. 확인된 경추 골증식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경추 엑스선 사진과 컴퓨터 단층촬영을 시행
하였고, 경추에 미만특발성골격과골화증이 관찰되었다.
(Fig. 2) 상기 소견에 대해 신경외과에 의뢰하여 골증식체
제거 및 경추 3, 4번의 경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1일 후 환자가 경구섭취가 전혀 불가능하여 VFSS를 재시행
하였고, 수술 부위인 경추 3, 4번 척추체 근처 후인두벽의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Fig. 1C, 3) 후두개 뒤집힘의 현
저한 저하와 함께 이전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후두상승
(laryngeal elevation)의 저하가 관찰되었고 검사한 모든
식이에서 기도흡인이 발생하였다.(Fig. 1D) VDS 49.5점,

ASHA NOMS 1점으로 이전 검사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이에 구강식이를 중단하고 비위관을 유지하면서
멘델손법, 후두상승운동, 혀 기저부 당기기 운동을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수술 18일 후 3차 VFSS 검
사를 시행하였으며 후인두벽 부종은 이전보다 호전되었으
나 인두기에서 후두개 뒤집힘의 저하가 심하여 유동식에서
는 기도흡인이, 고형식에서는 후두침투가 관찰되었다. 이에
비위관을 유지하면서 연습식이를 시작하였고 이전 교육하
였던 연하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수술 2개월 후 시행
한 4차 VFSS 상에서는 2 ml 유동식에서 기도흡인, 죽에서
후두침투가 관찰되었고 VDS 43점, ASHA NOMS 6점으로
호전되어 비위관을 제거하고 연하곤란식 3단계를 시작하였
으며, 수술 6개월 후 시행한 VFSS 상에서 30 ml의 유동식
에서만 기도흡인이 관찰될 정도로 호전되어 일반 식이로 전
환하였다.

Fig. 2. (A) Three-dimensional reconstruction computed tomography
of the cervical spine revealed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 (DISH). (B) Cervical spine x-ray
revealed DISH with the C3 and C4
level being the most prominent.

Fig. 3. Comparison of 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 after surgery.
(A) Post-operative image showing
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
(B) One month after surgery, 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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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증례는 VFSS 상에서 경추 전방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
장애가 있었던 환자에서 골증식체 제거 및 경추전방고정술
후 연하장애가 악화된 사례이다. 악화된 연하장애의 주된
원인은 수술 후 발생한 척추 앞 부위 연조직의 두께(prevertebral soft tissue thickness)의 증가로 인한 후방 인두
벽 및 상부식도괄약근의 운동 제한으로 생각된다. Kang 등
은 경추전방유합술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후
VFSS를 시행하여 비교하였고 연하장애가 발생한 환자에서
수술 후 척추 앞 부위 연조직의 두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으며 상부식도괄약근의 열림이 연하장애가 있었던 환자
5
에서 저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 이러한 이상소견은 경추
3번 혹은 4번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경추 5번 이하 부위
의 수술을 시행한 환자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경추 3번
과 4번 주위에는 연하와 관련된 인두 근육이 위치하고 있어
6
수술 후 연하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위치보다 높다 .
Yun 등이 보고한 증례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경추
전방수술 후 척추 앞 부위 연조직의 두께 증가와 수술 부위
의 판이 덩이 효과(mass effect)를 일으켜 식도를 압박하면
7
서 연하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본 환자에서 수
술 이후 발생한 척추 앞부분 연조직 두께의 증가가 상부식
도괄약근을 포함한 후두벽의 움직임을 저하시키고, 식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덩이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연하장
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하장애의 또 다른 원인으로
는 수술 과정에 포함된 식도 당김으로 인한 식도 허혈과
경추유합술에 사용된 판(plate)에 의한 인두벽의 압박이 있
8
을 수 있다 . 경추전방접근 수술은 식도를 당겨 수술 부위
를 노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식도의 허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도의 움직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Mendoza-Lattes 등은 경추전방수술 후 삼킴장애
가 발생한 환자에서 삼킴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수술 중 식도내강 압력이 높았으며, 식도로의 혈액 관류가
9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 수술에 사용된 판은 직
접적인 압박, 구조물 주위의 염증 반응 등 골증식체가 연하
장애를 일으키는 기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삼킴을 어렵게 만
10
들 수 있다 . 2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경추고정술 환자에서
판의 두께가 두꺼운 것을 사용한 환자가 얇은 판을 사용한
환자에서보다 삼킴장애의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는 판 자체
11
가 삼킴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장애의 일차 치료는 식
이조절, 삼킴 시 턱당기기(chin tuck) 등의 자세 조절, 약물
치료 등이다.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약물로는 비스테로

1

이드성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스테로이드가 있다 . 일차 치
료에 반응이 없거나, 심한 삼킴장애를 호소하거나,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동반되어 있을 때 골증식체 제거술이 효과적
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들 중 7명이
수술 후 즉각적인 연하장애의 호전을 보였고, 다른 두명 또
한 수술 후 2개월 안에 연하장애가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
1
다 .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
장애가 의심되는 총 8명의 환자에서 골증식체 제거술 이후
12
수술 3개월 이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장애에서 수술적 치료의 효과를
밝힌 이전의 연구들 중 연하장애를 포함하여 합병증을 보고
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전방접근을 통한 경추수술은 연
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종의 기도 압
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erve) 마비, 호너증후군 등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4,13
있다고 알려져 있다 . 특히 수술 후 연하장애는 60세 이
상의 고령일 때, 다수의 경추부위 수술을 시행할 때 더 잘
8,14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 본 증례는 75세의 고령환자로
수술 2개월 후에도 VDS상 수술전보다 악화된 연하기능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수술 6개월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전보다
호전된 연하기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전방 경추 골증식체로 인한 연하장애에서
전방접근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하였을 때 수술 후 연하장
애의 악화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증례의 환자
에서 골증식체 제거 및 경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연하장
애가 악화된 것은 척추 앞 부위 연조직의 두께 증가로 인한
후방 인두벽 및 상부식도괄약근의 운동 제한이 주된 원인으
로 생각된다. 이에 더해 식도 당김으로 인한 식도 허혈과
경추유합술에 사용된 판에 의한 인두벽의 압박이 함께 원인
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술 후 연하장애
는 본 증례와 같이 수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경추 전방 골증식체에 의한 연하장애 환자에서 충분
한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호전이 없거나 악화되는 연하장애
에 한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고령
이거나 심한 퇴행성 변화로 다수의 경추부위 수술이 불가피
한 경우 등 합병증으로 연하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되는 환자에서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과 함께 수술 직후 적극적인 삼킴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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