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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healing was performed using the orthopedic therapy and confirmed the
cure by using the cure prognosis. This allows us to examine the clinical use of radiation imaging
techniques for scoliosis. The subject of study is greater than 10° with adult males and females.
Patient age is 14 to 40 years old. Also, there are 4 men and 6 wome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ata, it can be seen that the mean is decreased from 5.6° to 14° (43.5%) to Min 3° (12.0%) and
the reduction rate is 26%. In conclusion, diagnostic imaging allows doctors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e of the patient's health by providing objective data to the hospital where clinical imaging can
not be determined solely by the objective of the clinical condition. Therefore, medical rehabilitation
is helpful to patients who develop medical treating patients and therapies, and helps patients treat
patients with medical treatment,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habilitation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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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성 척추측만증은 초기에는 통증 없이 진행되고, 악화될
경우 신경학적 병변 등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동반

척추 (vertebra)는 해부학적으로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

뼈, 그리고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뼈 (cervical spine)
는 머리뼈를 지지하고 있고, 등뼈 (thoracic spine)는 갈비뼈

(rib)와 흉골 (sternum)이 연결되어 하나의 통의 구조로 이루

한다고 한다 (Ahn and Lee 2019). 척추측만증은 원인에 따
라 대사성, 근병증성, 신경병증성, 특발성 등 여러 종류가 있
으나 약 85%~90% 정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Lee

어져 상체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허리뼈 (lumbar spine)는

2017). 척추측만증의 진단은 크게 physical test와 방사선영

한 척추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가는 통로로 매우 중요한

한 이학적 검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객관적인 정보를

인체 구조물이며 척수를 보호하고 있다.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Yu 2009). 반면에 방사선영상

골반 (pelvis)과 함께 인체 척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또

정상적인 척추의 배열은 관상면 (coronal plane)에서 극돌

기 (spinous process)를 인체 중심의 가상선으로 연결하면 일

상진단법이 있다. physical test는 주로 직접적인 관찰을 통

진단법 중 Cobb’s angle method는 정확한 의학적인 평가를
하여 척추의 휘어짐의 정도 및 휘어짐의 방향, 추체의 회전

직선상에 놓여 있고, 시상면 (saggital plane)에서 보았을 때

등 객관적인 많은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Jo et al. 2011; Ahn

양을 이룬다. 이러한 만곡은 인체가 받는 하중을 적절하게

본 연구에서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 진단 시 physical

는 각각 척추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만곡이 모여 S자 모

and Lee 2019).

분산시키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보행 및 운동을 할 수

test를 이용한 진단보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을 이용하여 진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많은 원인에 의해 척추의 배열이

단하였을 때 척추측만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하여 진단

C자형 또는 S자형 등으로 변형되어 골반의 좌, 우 높이 및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정형물리치료를 이용한 교

어깨의 높이가 비대칭을 이루고 몸의 자세가 기울어지는 현

정 후 치료예후를 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하여 척추측만증의

상이 나타나면서, 실제로는 2차원적인 변형이 아니라 추체

진단에 방사선영상촬영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고찰하고자

의 회전 및 정상적인 만곡의 상태가 아닌 3차원적인 변형

한다.

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척추측만증이라 한다 (Ahn and Lee
2019).

재료 및 방법

척추측만증 (scoliosis)은 크게 선천성 척추측만증 (congen

ital scoliosis)과 특발성 척추측만증 (idiopathic scoliosis)으
로 나뉜다. 선천성 척추측만증은 선천성 척추 기형으로 성
장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여러 가지 임상 경과
를 보이며 이러한 경과들로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을 하거나 마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에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확실한 원인이 없고 휘어짐의 정
도가 10° 이상 추체의 회전이 동반된 상태를 말하는데, 특

1. 연구대상
2019년 0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C 재활병원 내원 환자 중 방사선 영상검사로 Cobb’s angle
이 10° 이상인 성인 남, 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

연령은 14세부터 40세까지로 평균연령 22세였으며, 그중
남자 4명, 여자 6명이었다.

Fig. 1. Shimadzu Innovision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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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Cobb’s angle을 이용하여 치료 전과 치료 후의 각도 변화를

디지털일반촬영장비는 Shimadzu (Japan)사의 Innovision

관찰하였다.

S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 장비 제조회사에서 권

고하는 QC 항목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정기적 PM을 통하
여 장비 유지보수가 철저히 운영된 장비이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10명의

Whole spine AP 영상은 환자를 바로 선자세 (erect)에서

Cobb’s angle 측정값 중 처음 측정된 각도에서 최종 회차에

다리를 어깨넓이로 벌린 상태로 환자가 안정적인 자세로

측정된 각도의 차이를 구한 뒤 환자별 척추측만증의 개선

MSP (Mid sagittal plane)를 detector와 정렬하여 경추부터

정도를 확인하고, 산출된 Cobb’s angle 차이 값의 평균과 표

요추까지 성인은 디지털 영상 3장으로, 소아는 2장으로 나

누어 영상을 획득 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oftware로 획득

준편차를 구한다. 산출된 각도의 값들은 척추측만증의 호전
정도를 의미한다.

된 영상을 Auto sttich를 시행하여 검사를 하였다 (Figs. 2,
3).

결

Whole spine lateral 영상은 환자를 측면으로 바로 선자세

(erect)에서 팔은 척추와 겹치지 않게 전방으로 편 상태에서

정측면 자세로 MCP (Mid coronal plane)를 Detector와 정

렬하여 경추부터 요추까지 성인은 디지털 영상 3장으로, 소

아는 2장으로 나누어 영상을 획득 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software로 획득된 영상을 Auto sttich를 시행하여 검사를

하였다 (Figs. 2, 3).

본 연구의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이 판독한

과

Whole spine AP 영상 비교를 통해 10명의 환자가 보이는

Cobb’s angle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내 다음과 같다 (Table 1).

A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29°에서 최종 측정값 15°로 14°

가 줄었고, 약 43.5%의 감소율을 보인다. B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13°에서 최종 측정값 10°로 3°가 줄었고, 약 23.0%
의 감소율을 보인다. C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12°에서 최종
측정값 10°로 2°가 줄었고, 약 16.6%의 감소율을 보인다. D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30°에서 최종 측정값 20°로 10°가
줄었고, 약 33.3%의 감소율을 보인다. E 환자는 첫 번째 측

(a) AP

Fig. 2. Whole spine AP, Lateral patient position.

(b) Lateral

Fig. 3. Whole spine AP, Later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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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oliosis image improving during treatment (scoliosis patient 1 image).

정값 25°로 5°가 줄었고, 약 16.6%의 감소율을 보인다. G 환

Table 1. Patients Cobb’s angle
Patient
group

Whole spine
study

Cobbʼs angle

Different value

Patient A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First
Last

29°
15°
13°
10°
12°
10°
30°
20°
40°
35°
30°
25°
25°
22°
12°
8°
15°
8°
13°
10°

14

Patient B
Patient C
Patient D
Patient E
Patient F
Patient G
Patient H
Patient I
Patient J
Total: 10

10 case

3
2
10

자는 첫 번째 측정값 25°에서 최종 측정값 22°로 3°가 줄었
고, 약 12.0%의 감소율을 보인다. H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12°에서 최종 측정값 8°로 4°가 줄었고, 약 33.3%의 감소율

을 보인다. I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15°에서 최종 측정값 8°
로 7°가 줄었고, 약 46.6%의 감소율을 보인다. J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13°에서 최종 측정값 10°로 3°가 줄었고, 약
23.0%의 감소율을 보인다. 또한 평균 5.6°가 줄었고, 26%의
감소율을 보인다.

5
5

고

찰

3

척추측만증은 구조적 척추측만증과 비구조적 척추측만증

4

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적 척추측만증은 형태적으로 이상이

7

측만증도 교정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차 악화되어 인체에 치

3
Angle difference
5.6±3.777

있는 것으로 정형외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며, 비구조적 척추
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척추측만증 중 약 70%∼80%
정도가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것이며, 성장기 및 사
춘기 연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07). 이러한 척추측만증은 1차적 검사로 전방굴곡검

사, 모아레검사, 외측굴곡검사, 늑골돌출검사 등이 있고, 방사
정값 40°에서 최종 측정값 35°로 5°가 줄었고, 약 12.5%의

감소율을 보인다. F 환자는 첫 번째 측정값 30°에서 최종 측

선을 이용한 측정방법은 크게 Cobb’s angle method, Risser-

furgerson method 등이 있다. Risser-furgerson method는 골격
성숙을 측정하는 검사로 골반이 포함된 척추의 영상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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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소견 중 골단의 골화 정도를 가지고 골 연령과 골격성

개선하면 의료진에게는 질 높은 영상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숙을 추정한다 (King et al. 1983;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척

검사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측만증을 진단하는 데 신뢰도 및 사용빈도가 높은 Cobb’s

angle method를 사용하였다. Cobb’s angle을 이용한 진단은

대개 8°~10°까지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측만증의 만곡

정도는 nomal stage에는 0°, mild stage에는 1°~19°, moderate
stage에는 20°~39°, severe에는 40° 이상으로 정의한다 (Lee

et al. 1993; Lee 2017). 본 연구에서의 방사선영상진단법은

결

론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며, 척추측만증은 관상
면에서 추체의 회전등의 2차원적인 변형과 시상면에서도

과거에는 14 × 36인치 stand grid cassette를 제작하여 격자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Lee et al. 1993; Ahn and Lee

정상적인 만곡이 소실되는 3차원적인 변형을 일으켜 체형

높아지면서 디지털화된 computed whole spine radiography를

방치되어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는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상태를 보기 위한 촬영방법인데, 엑스선 검출기와 환자의 거

및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측만증의

리는 260 cm이며 17 × 17인치 digital detector를 이용하여 성

만곡변형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이용한 교정치료 역시 중요

2019). 하지만 영상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장비사양 및 성능이

을 비정상적인 자세로 변하게 하고, 초기 진단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 Computed whole spine radiography는 척추 전체의

환자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기진단

인은 3~5장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소아는 2~3장의 영상을
획득한 후, 제조사의 소프트웨어에서 획득된 영상을 붙이는

sttich 작업을 하게 된다. Sttich되어 획득된 영상은 디지털로

전송이 되고 의료영상전송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으로 병원 내 어디서든지 의료

진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히 수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mage parameter를 조정하여

치료에서 physical test를 이용하여 측만증을 진단하고 척추
하지만, 척추측만증의 각도, 복합적인 휘어짐의 방향 등을
방사선영상학적 진단법 중 Whole spine study를 이용하여,
척추변형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정확한 측정결과가 의료진에
제공되는 것이 환자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최대 14° (43.5%)에서 최소 3°
(12.0%)로 평균 5.6° (26%)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

영상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우수한 영상품

라서 방사선영상학적 진단은 임상적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

질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의 제공으로 의료진이 재활치료 계

없었던 척추측만증의 전체적인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환자에게도 질 높은

제공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상태를 디지털 영상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Lenke et al.

로 병원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재활의학

2001; Lenke et al. 2002). 엑스선을 이용한 진단은 적은 선량

과 전문의가 이 검사를 통해 운동치료 방법 및 물리치료 방

이라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해

법 등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도움

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자들이 피폭선량 때문에 두려움을 갖

이 되며, 치료 효과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로 확인할 수

는다고 해서 무작정 방사선량을 낮춘다면 영상에서 획득할

있어 환자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사
선사는 진단정보는 최대화하고 피폭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 (Richards et al. 2003; Suk et al. 2003). 본

연구의 whole spine 전후방향 (AP) 검사에서 수정체나 생식선
등에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전방향 (PA) 검사가 이루

어지면 생식선과 수정체의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후전방향 (PA)검사는 전후방향 (AP)과 달리 등을
기대고 서지 않은 자세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중심이 불안정
한 환자의 경우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자세 유
지가 어려워 재촬영 횟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환자가 피폭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후 (AP)방향으로 검사를 시행하였

다. 후속연구에서는 전후방향 (AP) 검사와 후전방향 (PA) 검사

의 Whole spine 영상을 영상의학과전문의 및 숙련된 전문방

사선사가 비교하여 측만증에 대한 진단적 가치가 차이가 없
는 것을 확인하고, 피폭선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후전 (PA)방
향에서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촬영 보조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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