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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ervical intervertebral space narrow-
ing in the X-ray and HIVD level of cervical spine in the CT image.
Methods We studied 101 subjects who were taken cervical spine X-ray and CT. 
Intervertebral space were measured at the anterior, middle and posterior portion of each 
cervical disc in the X-ray. Considering individual difference, intervertebral space was set as 
value divided by upper width of lower vertebral body. We analyzed statistically adjusted in-
tervertebral space of normal group and herniated disc group using student’ t t-test.
Results Intervertebral space of cervical spine was narrowed in the herniated disc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C2∼C3.
Conclusions We found that narrowing intervertebral space of cervical spine is asso-
ciated with herniated disc. Further clinical observation is needed. (J Korean Med Rehab 
2015;25(4):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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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동안 어느 정도의 경항부 통증

을 경험한다고 한다1). 경항통은 경항부의 동통, 즉 목 부

위에서 발생되는 동통을 말하며, 경항부의 운동 범위 제

한이나 국소부위 압통 및 견갑부와 상지의 방사통을 특징

으로 한다2). 경항부 통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항부 및 상

지에 통증 혹은 신경학적 증상을 수반하는 질환으로 흔히 

변위된 추간판이 경추부 신경근을 압박하여 자극함으로

써 생기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퇴행성 변화 이후

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된 경항부 통증을 과거력으로 가

진 경우가 많다3).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은 병력 청취와 이학

적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X-ray, CT, MRI 검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 X-ray 검사는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경추의 전체적인 구조와 퇴행정도, 추간판 

탈출증을 추정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X-ray의 lateral view상 추체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소견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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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좁아진 추체간 간격은 골관절염, 퇴행성 골극의 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등에 영향을 미치며, 간격의 좁아짐

이 진행됨에 따라 추간판 및 주변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가속된다고 알려져 있다4). 

하지만 추체간 간격이 좁아졌다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

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서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등의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추

간판 탈출 여부를 살펴야만 한다.

추체간 간격의 좁아짐과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각종 

선행연구들이 있어왔다. 경추 추간판 탈출과 관련하여, 

추체간의 간격의 좁아짐 현상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와 추

간판 탈출증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가 있

는 반면5), 추간판 탈출과 추체간의 간격 좁아짐이 통계적 

유의성을 띄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6). 한편 이전

에 시행되었던 경추의 추체간의 간격과 실제 추간판 탈출

간의 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 중 계측상의 오류 등으로 인

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제기한 연구 

결과도 있었다7). 때문에 선행 연구결과들에 대한 이견 및 

추체간 간격의 측정상 이유로 인하여 임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의계 내부에서 요추의 추체간 간격과 추간판 

탈출증과의 관계에 대해 이 등8)과 김 등9)의 연구 등이 보

고된 바 있으나, 경추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저자는 X-ray상 경추 추체간의 간격을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추체간 간격을 실측

한 후 이를 추간판 탈출증과 실제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각 추체별 추체간 간격과 C-spine CT 

영상에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통계적으로 비교 및 고찰하

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C-spine CT와 C-spine 

Lateral X-ray를 동일한 날짜에 촬영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C-spine CT상 bulging 이상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17례의 영상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관련 없는 요인들인 

척수종양, 척추압박골절, 수술 및 협착증 등의 경우를 제

외하였고, 영상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친 퇴행성 변화로 계

측이 어려운 경우 등 16례를 제외한 총 101명을 최종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남자는 53명, 여자는 48명이었

으며, 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80세 사이였다.

2. 연구 방법

1) 검사방법

(1) CT 촬영

2009년산 MX16 evo (Philips, Netherlands)를 사용하

여 촬영하였다. 모든 촬영은 동일한 방사선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영상분석은 동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였다.

(2) X-ray 촬영

2009년산 I-Nex (Medien international, Korea)를 사용

하여 촬영하였다. AP view는 65 kVp의 조건에서 200 

mA, 20 mAs로 촬영하였으며, Lateral view는 72 kVp의 

조건에서 200 mA, 25 mAs로 촬영을 시행하였다. 모든 

촬영은 동일한 방사선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자료 분석방법

(1) 경추 추체간 간격의 측정 

C-spine X-ray lateral 영상을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불러온 후 2배 이상의 배

율로 확대하여 우선 C2부터 C7까지의 레벨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C2∼C3, C3∼C4, C4∼C5, C5∼C6, C6∼C7

에 해당하는 추체간 간격을 측정하였으며 mm 단위로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C7∼T1의 추체간 간격

은 X-ray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추 추체간 간격의 측정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을 이용하였다. Frobin 등10)의 연구

에서는 추체와 추체간 간격 계측을 위해 C-spine X-ray의 

lateral view상 각 추체에 있는 네 개의 모서리 끝부분을 

기점으로, 전면쪽에서 위 추체의 아래 모서리와 아래 추

체의 윗 모서리 끝을 연결하여 추체간의 간격을 측정하였

다. 하지만 개인별 추체의 크기와 신체 특성이 다르기 때

문에 간격의 절대치 보다는 추체의 높이와 간격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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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ing method of intervertebral space. (A) Anterior 
portion of intervertebral space, (B) Posterior portion of inter-
vertebral space, (C) Middle portion of intervertebral space, (D) 
Upper width of vertebra.

Age Male Female Total 

20∼29 1 1 2

30∼39 4 2 6

40∼49 12 10 22

50∼59 21 15 36

60∼69 10 7 17

70∼79 5 12 17

Table I. Age and Gender of Subjects

Cervical level Normal Bulging Protrusion Extrusion

C2∼C3 82 5 14 0

C3∼C4 61 8 28 4

C4∼C5 58 3 37 3

C5∼C6 43 10 44 4

C6∼C7 55 9 35 2

Table II. Severity of Intervertebral Disc Displacement accor-
ding to Cervical Levels

고려한 Cho 등11)과 Hong 등12)의 방법을 혼용하여 측정

하였다. 

추체간 간격은 전면(A), 중간(C), 후면(B)을 모두 측정

한 후 이들의 평균치를 하단추체의 상단면 길이(D)와 나

누어 얻어진 값(%)으로 설정하였다(Fig. 1). 즉, 추체간의 

간격(%)은 {((A)＋(B)＋(C))/3}/(D)×100의 과정을 통하

여 도출해 내었다. 

(2) 추간판 탈출 기준 및 군배정

C-spine CT 영상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

에 따라 Normal, Bulging, Protrusion, Extrusion으로 구

분하였다13). 각 추체간 별로 해당 소견에 따라 군 배정을 

하였다. 

(3) 통계방법

통계 처리는 SPSS 19.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군간의 비교

를 위해 정규성 검사 및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3) 윤리적 검토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 심의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시행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 SJ IRB-Human-15-003).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 총 101명 중 남자 53명, 여자 48명이었다. 환자

군의 연령은 56.40±12.38 (Mean±S.D.)의 분포를 보였

으며 20대 2명, 30대 6명, 40대 22명, 50대 36명, 60대 17

명, 70대 17명으로 나타났다(Table I). 남녀의 비는 비교

적 고른 편이었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추 추간판 탈출 정도의 분포 및 추간판 탈출 

정도에 따른 경추 추체간 간격(%) 분포

각 추체 레벨별로 나누어 영상 판독소견을 토대로 군

을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Table II). C5∼C6에

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C6∼C7, C4

∼C5순이었다. 한편 C2∼C3군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각 추체 레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

을 때 Normal을 제외한 추간판 탈출이 있는 군에서는 주

로 Protrusion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Bulging과 Extrusion

의 소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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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vical level Normal Bulging Protrusion Extrusion

C2∼C3 29.58±3.35 31.64±8.04 27.92±4.45 -

C3∼C4 29.75±3.84 26.65±6.25 26.71±4.19 26.56±3.97

C4∼C5 28.96±4.33 28.35±6.98 26.11±5.43 24.16±4.85

C5∼C6 26.04±3.51 26.44±6.88 23.15±4.63 18.00±3.54

C6∼C7 29.02±9.65 26.38±5.03 21.18±4.66 19.99±0.27

Values: Mean±S.D.

Table III. Distribution of Cervical Intervertebral Space according to Cervical Levels

Cervical level Normal Herniated p-value

C2∼C3 29.58±3.35 (n=82) 28.90±5.62 (n=19)   0.491

C3∼C4 29.75±3.84 (n=61) 26.68±4.69 (n=40) ＜0.001*

C4∼C5 28.96±4.33 (n=58) 25.82±5.41 (n=43)   0.002*

C5∼C6 26.04±3.51 (n=43) 23.36±5.30 (n=58)   0.005*

C6∼C7 29.02±9.65 (n=55) 21.65±4.71 (n=46) ＜0.001*

Values: Mean±S.D.
*p＜0.05.

Table IV. Distribution of Cervical Intervertebral Space Normal Group and Herniated Group

3. 경추 추체간 간격(%)과 경추 추간판 탈출 정

도의 관계

각 추체별로 경추 추간판 탈출 정도에 따라 군을 나누 

각 경추 추체간 거리를 하단 추체의 상단면으로 나눈 경

추 추체간 간격(%)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III).

초기 연구 설계시 각 군간의 간격 차이를 모두 비교하

려고 하였으나, Bulging 및 Extrusion 군의 개체 수가 적

고 Normal 군과의 개체 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비모수

적 검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Normal 군과 추간판 

탈출군 2개 군으로 나누어 통계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군 모두 정규성 검사를 통해 정규성이 만족함을 확인하

게 되어 student’s t-test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추간판 탈출군이 Normal 군에 비하여 추체간 

간격이 좁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C2∼C3 레벨을 제

외한 나머지 추체 레벨에서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비교적 

높은 정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Table IV).

고찰»»»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경추의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하

여 경추의 신경근이 압박 또는 자극됨으로써 경항부와 상

지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및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질환으로 흔히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존재하거나 간혹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14).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의 이유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되면 이는 수핵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핵 

탈출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섬유륜의 높이가 감소하게 

된다15). 때문에 경추부 X-ray 촬영상 경추 추체간 간격의 

협소함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

한 소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X-ray상 추체

간 간격의 협소함이 CT나 MRI 검사상 반드시 추간판 탈

출의 소견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협소함이 없

다 하더라도 CT나 MRI상 추간판 탈출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X-ray의 lateral view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추체간 간격이 CT상에 확인된 추간판 탈출증과의 상

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임상적 진단을 위한 타당

성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추체간 간격이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왔다. 먼저 요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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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 등8)의 연구에서는 추체의 구별 

없이 추체간 간격과 추간판 탈출 정도를 구별하여 

Normal 군의 추체간 간격과 Protrusion 이상의 추간판 탈

출군의 추체간 간격이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였으며, 김 등9)의 연구에서도 CT상 확인된 추간판 탈출

증이 있는 군의 디스크 간격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작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 등16)의 연구에서 

L-spine X-ray상 narrowing 소견이 있을 때 MRI상 추간

판 탈출 정도 역시 더 심하다고 하였다. 요추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에서의 추체간 간격이 유

의하게 좁아진 정도를 보고한 반면, 경추에서는 서로 다

른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Jang 등6)은 추간판 탈출증에서 

추체간 간격의 좁아짐이 정상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 유

의성은 띄지 않는다고 한 반면, Matsumoto 등5)은 추체간 

간격의 감소는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퇴

행성 변화와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제시하였다. 각각의 연

구 결과에서 추체의 계측방법 및 추체간 간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비교를 일률적으

로 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경추부 X-ray 영상을 C2부터 C7까지 각 레

벨별 추체의 전, 중, 후방 간격을 모두 계측하고 이의 평

균값을 하단 추체의 상단면과 나눈 상대적인 추체간 간격

(%)을 이용하여 CT상 정상군과 추간판 탈출군과의 간격

차이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정상군과 추간판 탈출군을 

student’s t-test를 통하여 추체간 간격을 분석해본 결과, 

C2∼C3을 제외한 나머지 C3∼C4, C4∼C5, C5∼C6, C6∼

C7에서 추간판 탈출군이 정상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도로 좁아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C-spine 

X-ray에서 추체간 간격의 좁아짐을 추간판 탈출증으로 예

상해볼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 결과 C2∼C3의 추간판 탈출 비율은 타 추체간

에 비해 낮았으며, C2∼C3의 추체간 간격은 추간판 탈출

과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Park 등17)의 연

구에서 경추 각 분절의 굴신 운동범위에 대해 C2∼C3 

9.2o±3.0o, C3∼C4 13.5o±7.2o, C4∼C5 15.1o±4.3o, C5∼

C6 15.6o±4.4o, C6∼C7 13.0o±5.0o와 같은 범주를 보인

다고 하였는데 이는 C2∼C3의 경추의 운동각이 다른 추

체간에 비해 적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부 경

추가 상부 경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게부하를 

받기 때문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상부 경추보다는 하

부 경추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18). 이를 종합하여 운

동각 변화와 무게부하 등을 고려하였을 때 C2∼C3의 추

간판 탈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체간 간격도 변

화의 가능성이 적어 C2∼C3에서는 연관성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경추와 추간판 탈출증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Sohn 등19)은 추간판의 탈출 및 퇴행성 변화와 

관계되는 원인으로 추간공의 횡직경과 면적에 있다고 하

였으며 반면 추간공의 종직경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

라고 하였으며, Lu 등20)은 추간판 탈출증의 신경근 병변

에 있어서 추간공 횡직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

였다. 척추의 만곡과 추간판 탈출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박 등21)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경추 

전만의 소실과 함께 흉추의 후만이 더욱 증가해있다고 하

였으며, 김 등22)의 연구에서는 전방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가 심한 환자군에서 C5∼C6 추체간에서의 추간

판 탈출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향후 경추 추체간 간격

과 더불어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상 C-spine X-ray lateral 영상에서 C2∼

C3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추의 상하추체의 간격의 협소

함이 경추 추간판 탈출의 유무를 진단함에 있어 비교적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체간 간격의 

좁아짐 정도가 추간판의 탈출의 정도와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밝힐 수가 없었다. 추후 더 많은 대상군을 확보하

여 추간판 탈출 정도와 추체간 간격의 좁아짐이 관계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추간판 탈출에 영

향을 주는 요소들이 추간공의 직경이나 척추의 만곡 등과

도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X-ray상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추

간판 탈출증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 환자군의 수가 많지 않았

으며, 나이대별 환자군이 일정하지 않고 주로 40, 50대 

연령층이 많았다. 또한 추간판 탈출정도에 따라 Bulging, 

Protrusion, Extrusion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Protrusion에 

비해 Bulging, Extrusion 군에 해당하는 수가 너무 적어 

각 군별 비교를 통계적으로 할 수 없었다. 추후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성별, 연령별, 추간판 탈출 정도에 따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추체간 간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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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추체 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연구에 더욱 탄

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C-spine CT와 C-spine 

Lateral X-ray를 동일한 날짜에 촬영한 101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영상검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평균 환자 연령은 56.40세로 나타났으며, 남자 53

명, 여자 48명이었다. 20대 2명, 30대 6명, 40대 22명, 50

대 36명, 60대 17명, 70대 17명이었다.

2. 총 101명의 환자의 C-spine CT상 판독결과 C2∼C3

에서 Normal 82명, Bulging 5명, Protrusion 14명, Extru-

sion은 없었고, C3∼C4에서 Normal 61명, Bulging 8명, 

Protrusion 28명, Extrusion 4명이었고, C4∼C5에서 Nor-

mal 58명, Bulging 3명, Protrusion 37명, Extrusion 3명

이었고, C5∼C6에서 Normal 43명, Bulging 10명, Protru-

sion 44명, Extrusion 4명이었고, C6∼C7에서 Normal 55

명, Bulging 9명, Protrusion 35명, Extrusion 2명이었다.

3. 각 추체 레벨별로 정상군과 추간판 탈출군으로 나누

어 추체간 간격을 비교한 결과 C3∼C4, C4∼C5, C5∼

C6, C6∼C7에서는 추간판 탈출군이 정상군보다 추체 간

격이 더 좁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

지만 C2∼C3에서는 두 군간 추체간격에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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