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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요추 근육면적과 

 골밀도의 관계 

 

 

 체중에서 지방무게를 제외한 체중(lean body mass)이 크면 골밀

도가 증가하고 근력이 크면 골밀도가 증가한다. 이를 요추부에 적

용하면 요추 근육량이 요추부와 대퇴근위부의 골밀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연구대상은 2006년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골밀도 검사와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을 

시행한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여자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추 근육량은 척추 자기공명영상의 여러 위치의 종단면 영상을 

측정한 평균 면적의 합을 사용하였다. 근육면적과 골밀도를 상관

분석한 결과, 요추 골밀도는 척추주위근(paraspinal muscle) 면적

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value < 0.05) 대퇴골 전자부

의 골밀도는 허리엉치근 면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

value < 0.05). 하지만 대퇴골 경부 골밀도와 대퇴 근위부 전체 

골밀도는 근육량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척추 주위 근육량

이 많은 60세 이상 폐경 여성은 골밀도가 증가되어 있다.  

  

핵심되는 말: 골밀도, 근육 면적, 폐경기 여성,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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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요추 근육면적과 

 골밀도의 관계 

 

<지도교수 문문문문    성성성성    환환환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이이이    대대대대    영영영영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골밀도를 포함하여 지방량, 제지방량(lean body mass), 근력 모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1,2. 하지만 유전적요인 이외에도 

골밀도는 지방량, 제지방량, 근력과 같은 교정할 수 있는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다3,4. 그리고 골밀도가 낮으면 골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5,6,7. 따라서 교정할 수 있는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예방 지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몸 전체의 제지방량이 골밀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임이 밝혀져 

있다8,9,10,11. 그리고 요추부의 높은 근력은 요추와 대퇴근위부의 높은 

골밀도와 관계 있는 요인이다12,13,14,15. 척추주위근(paraspinal muscle)은 

요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허리근(psoas muscle)은 요추에서 기원하여 

대퇴골에 닿는 근육이므로 척추주위근의 양이 요추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고 허리근의 양이 대퇴골과 요추 골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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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 있어서 지방량은 골밀도와 양의 비례관계를 

보인다10,16,17. 따라서 가시돌기 후방 지방층의 두께가 크면 골밀도가 

크다는 가설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대퇴골 골절에 있어서 기계적 

보호작용이 대퇴골의 골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18,19. 

이를 요추부에 적용하면 가시돌기의 후방에는 근육이 없어 지방층만이 

기계적 보호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지방 두께는 요추 골다공증성 

골절에 주요한 예후인자라 추정 된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은 사지의 지방량을 측정함으로써 제지방량을 측정해 사지의 

골격근량을 추정하거나 사지의 연부조직 양을 이용하여 총 골격근량을 

추정할 수 있다20. 하지만 이 방법은 허리근과 척추주위근의 양을 측정할 

수 없다21,22,23. 그리고 요추가 존재하는 체간부에서는 이중 에너지 

흡수법은 지방량을 측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24. 하지만 현재 

척추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기공명영상검사(MRI)는 척추의 

주위에 존재하는 근육과 지방의 종단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체내의 

근육량과 지방량까지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25. 본 

연구는 현재 흔히 쓰이고 있는 요추 자기공명영상상 나타나고 있는 요추 

주위의 근육 면적 및 지방 두께와 요추 및 대퇴부 골밀도의 상호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연구 대상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 요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단순 방사선 촬영과 요추 자기공명영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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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와 요추 및 대퇴 골밀도 측정을 

시행한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래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 요추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와 

요추에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를 제외한 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환자의 요추부 질환을 다음과 같다. 척추관 협착증과 퇴행성 

척추염이 동반된 환자는 45명이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과 퇴행성 척추염이 동반된 환자는 20명이었다. 퇴행성 

척추염만이 관찰된 환자는 7명이었고 7명의 환자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표1).  

 

표 1. 연구대상 환자의 요추 질환 분포 

요추부 질환 환자 수 

척추관 협착증 + 퇴행성 척추염 

척추관 협착증 + 척추 전방 전위증 + 퇴행성 척추염 

퇴행성 척추염 

정상 소견 

45명 

20명 

7명 

7명 

합계 79명 

 

2. 검사 방법 

 상기 환자들 모두에 대하여 골밀도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Hologic 4500A, version 12.4; Hologic Inc, Dedford, MA, U.S.A.)을 

이용하였다. 모든 측정일마다 요추 모델(phantom)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1.0%이하임을 

확인하고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MRI는 T1 강조영상(1.5T, TR450, TE17, 

spin echo, 해상도 256x192)으로 종단면(axial) 영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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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값 

 요추부의 근육량을 3차원으로 즉 부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요추 자기공명영상의 종단면 영상은 환자마다, 

자세마다 변할 수 있는 요추간판에 평행하게 종단면영상을 얻은 

것이어서 이로부터 근육의 부피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종단면의 값을 측정해 합산함으로써 면적 값이 부피 값과 유사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척추주위근(paraspinal muscle)면적과 허리근(psoas 

muscle)면적을 합한 것을 허리엉치근(lumbosacral musculature)면적이라 

하고 이 값을 요추부 근육량을 의미하는 값이라 규정하였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허리엉치근 면적(cm
2
) = 척추주위근 면적 + 허리근 면적 

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근육면적은 척추주위근(paraspinal muscle)과 허리근(psoas muscle) 

각각의 근육의 바깥점을 경계로 하여 PACS system(Centricity, GE 

Healthcare, Piscataway, NJ, U.S.A)으로 그려서 측정하였다. 근육의 

면적은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L5/S1),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L4/5),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L3/4) 부위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L3/4) 위치의 척추주위근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위해서 그림 1의 L3/4 위치를 통과하는 세개의 선에 해당하는 

종단면 영상 중 하나를 그림 2처럼 선택하고 PACS system에서 제공하는 

관심영역설정(Region Of Interest, ROI)기능을 이용하여 척추주위근과 

허리근의 경계를 따라 선을 그린다. 이렇게 하여 그림 2에서 처럼 

폐곡선을 형성하게 되면 PACS system은 폐곡선내의 면적을 mm2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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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게 된다. 그림 2 하단의 두 개의 폐곡선, 두 척추주위근의 면적을 

합한 값이 이 영상의 척추주위근의 면적이 되게 된다. 그리고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L3/4사이의 다른 세 개의 종단면 영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세 값의 평균을 내면 L3/4위치의 척추주위근의 평균 

면적이 된다. 그리고 이 값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한 L4/5부위의 

척추주위근의 면적과 L5/S1부위의 척추주위근의 면적을 더하고 이를 

척추주위근 면적이라 하였다. 허리근의 면적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요추 MRI의 시상면 영상  그림 2. 요추 MRI의 종단면 영상 

 

⊙한 개의 종단면상의 L3/4 척추주위근 면적(cm2) = 우측 척추주위근 

면적 + 좌측 척주주위근 면적 

⊙L3/4 척추주위근 면적(cm2) = L3/4 공간의 3개의 종단면 영상에서 

측정한 L3/4 척추주위근 면적의 평균  

⊙척추주위근 면적(cm2) = L3/4 척추주위근 면적 + L4/5 척추주위근 

면적 + L5/S1 척추주위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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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지방은 면적으로 측정하기에는 근막과 같은 범위의 경계가 없어 

피부로부터 가시돌기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선상 지방층의 두께로 

측정하였다. 그림 2에서 처럼 가시돌기 후방에서 피부까지 최단거리의 

가상의 선에서 척추 가시돌기 후방의 지방두께를 측정하였다. 각 위치에 

해당하는 3개의 종단면에서 구한 값을 평균을 내어 해당위치의 

지방두께를 구하고 다시 각 위치들의 값을 더하여 지방두께를 구하였다. 

 

⊙L3/4 지방두께(mm) = 세 개의 종단면상의 L3/4 지방두께 평균 

⊙지방두께(mm) = L3/4 지방두께 + L4/5 지방두께 + L5/S1 지방두께 

 

요추의 골밀도값은 제1요추체부터 제4요추체까지의 총골량(total bone 

mineral content, total BMC)을 전체 면적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골밀도(BMD)값을 사용하였다. 대퇴부에서는 경부, 전자부, 전자간부와 

대퇴근위부 전체의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의 근육 면적과 지방 두께 측정은 관찰자가 근육과 지방의 

경계를 마우스로 관심영역을 설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해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신호강도로 경계부위를 판단하거나 관심영역을 설정하는 조작 중 

관찰자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면적측정에 있어서 관찰자내 오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산계수를 

측정하였다. 이 값은 무작위로 선택한 5명의 환자를 10일에 걸쳐서 매일 

1회씩 10회 측정함으로써 얻어졌다. 척추주위근 면적의 분산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는 3.6%이었고 허리근 면적의 분산 

계수는 1.9%이었으며 허리엉치근 면적의 분산계수는 2.8%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환자들은 골밀도 측정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환자들로부터 얻어지는 체중, 신장, 나이와 체질량지수(체중/신장2: 

kg/m2)를 이용해 이들 값이 각각 골밀도 및 근육량과 어떠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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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분석하였다26.  

 

 4. 통계적 분석 

 측정값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 중 골밀도와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근육 면적에 

대해서는 t-검정을 시행하였다. 즉 골다공증(T-score < -2.5)군과 

그렇지 않은 군간의 근육면적 차이의 존재여부를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요소가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알려진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 모델을 만들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4.0(SPSS 

Inc, Chicago, IL, U.S.A.)이었다. 유의수준(p-value) 0.05%로 

검정하였다. 

    

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통해서 측정한 요추부 근육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 보았다. 척추주위근 면적은 73.34±15.30cm2 허리근 면적은 

32.34±7.30cm2, 허리엉치근 면적은 105.69±19.01cm2이었다(표 2). 

그리고 각 측정값들의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표 2. 요추 근육 면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추주위근 허리근 허리엉치근 

 면적 73.34 ± 15.30 32.34 ± 7.30 105.69 ± 19.01 

(평균 ± 표준편차; 단위: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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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육면적 분포  

 

 

 

 

 

 

  척추주위근 면적(cm
2
)       허리근 면적(cm

2
)         허리엉치근 면적(cm

2
) 

  

 상관분석결과 요추부 골밀도는 허리근 면적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면서 

척추주위근 면적 및 허리엉치근 면적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3, 그림 4,5). 하지만 허리엉치근 면적은 척추주위근 

면적과 허리근 면적을 합한 값이며 척추주위근 면적은 허리근 면적보다 

그 크기가 두 배 가량 크다. 따라서 허리엉치근 면적과 요추부 골밀도가 

갖는 상관관계는 척추주위근 면적과 요추부 골밀도의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 골밀도와 요추근육 면적 및 지방 두께와의 Pearson 상관계수 

 척추주위근 허리근 허리엉치근 지방두께 

요추 골밀도 0.228
*
 0.155 0.243

*
 0.171 

대퇴부 골밀도 0.149 0.083 0.151 0.117 

경부 골밀도 0.155 0.107 0.166 0.101 

전자부 골밀도 0.219 0.129 0.226
*
 0.197 

전자간부 골밀도 0.196 0.158 0.218 0.126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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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자부 골밀도는 허리엉치근 면적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척추주위근 면적 및 허리근 면적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표 3, 그림 6). 즉 각각의 값은 비례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두 값을 합한 값은 전자부 골밀도와 비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허리주위근 면적과 허리근 면적을 상관분석한 결과 

p-value 0.05미만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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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요추 골밀도와 척추주위근 

면적의 산점도 

그림 5. 요추 골밀도와 허리엉치근 

면적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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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부 골밀도와 허리엉치근 

면적의 산점도 

그림 7. 허리근 면적과 척추주위근 

면적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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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퇴골 경부 골밀도는 척추주위근 면적, 허리근 면적, 허리엉치근 

면적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대퇴골 전체의 골밀도는 

척추주위근 면적, 허리근 면적, 허리엉치근 면적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요추와 모든 대퇴골 골밀도는 상관분석 결과, 

총지방두께와는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표 3). 

 체중은 모든 부위의 골밀도와 모든 부위의 근육 면적 그리고 

지방두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장은 모든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이는 대퇴골에서 측정한 

골밀도 모두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지방량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과 유사하게 모든 척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표 4). 

 

표 4. 골밀도, 근육면적 및 지방두께와 체중, 신장, 나이, 체질량지수의 

Pearson 상관계수  

 체중 신장  나이 체질량지수 

요추 골밀도 0.467
*
 0.050 -0.105 0.328

*
 

대퇴부 골밀도 0.348
*
 0.081 -0.367

*
 0.292

*
 

경부 골밀도 0.237
*
 -0.002 -0.495

*
 0.238

*
 

전자부 골밀도 0.342
*
 0.211 -0.449

*
 0.236

*
 

전자간부 골밀도 0.284
* 
 0.030 0.473

*
 0.274

*
 

척추주위근 면적 0.407
*
 0.106 -0.166 0.343

*
 

허리근 면적 0.365
*
 0.193 -0.209 0.259

*
 

허리엉치근 면적 0.467
*
 0.160 -0.214 0.375

*
 

지방두께 0.488
*
 -0.23 0.375

*
 0.501

*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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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과를 골다공증과 연관시켜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여 요추 

골다공증이 있는 군과 골다공증이 없는 군의 척추주위근 면적, 요추 

골다공증이 있는 군과 골다공증이 없는 허리엉치근 면적, 전자부 

골다공증이 있는 군과 골다공증이 없는 군의 허리엉치근 면적을 비교 

하였다. 그러나 세가지 검정 모두에서 두 군간의 근육면적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표 5). 

 

 표 5. 골다공증과 근육 면적의 관계에 대한 독립 표본 t-검정  

 정상 요추 골다공증 p 값 

환자수 54 25 

척추주위근 면적 75.23 ± 15.61 69.27 ± 14.06 
0.108 

 정상 요추 골다공증 p 값 

환자수 54 25 

허리엉치근 면적 107.27 ± 19.96 102.28 ± 14.71 
0.281 

 정상 전자부 골다공증 p 값 

환자수 70 9 

허리엉치근 면적 105.77 ± 19.49 105.01 ± 15.71 
0.911 

 (평균 ± 표준편차; 단위: cm2) 

 

 각 부위의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체중, 체질량지수, 척추주위근 면적, 

허리근 면적, 나이, 지방두께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각각 의미 있는 인자로 나타났으나 척추주위근 

면적, 허리근 면적, 지방두께는 의미 없는 인자로 나타났다.  

 

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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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량의 분포는 기계적 부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운동선수에 대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27,28,29. 물론 

중력에 의한 기계적 부하는 제지방량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지방량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30. 하지만 근수축에서 생기는 힘이 골에 부하되는 

가장 큰 힘 이다31,32. 그리고 근수축력이 여러 부위에서 골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13,14,15. 본 연구에서는 척추주위근 면적은 

요추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척추주위근 면적은 허리근 면적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리근 면적은 요추 및 대퇴부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제지방량과 골밀도와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고한 다른 연구에 비해서 요추주위 근육면적과 골밀도는 

연관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8,9,10,11.  

 척추 자기공명영상상 종단면 영상은 개별 환자의 추간판의 시상면상의 

위치에 따라 얻어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환자의 허리엉치근임에도 

불구하고 자세에 따라 영상을 얻게 되는 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척추관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허리근에서 척추주위근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허리근 면적과 골밀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drostenedione의 estrogen으로의 전환은 주로 지방세포에서 

이루어진다33. 그리고 이 estrogen은 골의 재형성률을 저하시킨다34. 

testosterone은 androgen 수용체를 통하여 골형성을 촉진하는 직접 

작용과 Androstenedione로 변환되어 골흡수를 억제하는 간접작용이 있어 

여성에게 있어서 지방량과 골밀도의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37,38. 이러한 상관관계는 폐경 후 여성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하지만 폐경인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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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사용한 척추 가시돌기 후방의 지방두께 지표는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3차원인 지방의 양이 특정지점의 

지방 두께 측정으로 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골밀도 

값과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다른 여러 연구와 동일하게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척추주위근 면적이 요추부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허리엉치근 

면적이 전자부 골밀도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요추부 근육면적이 

요추부와 대퇴부의 골다공증성 골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증가시키고 

장기 추적 관찰을 시행하여 요추 자기공명영상에 나타나는 요추부 

근육량과 요추와 대퇴골 골다공증성 골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생각된다.  

 

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척추주위근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60세 이상 폐경 여성은 요추 골밀도가 

증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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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mineral density is known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n body mass. Several studies have also 

report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scle power and 

bone mineral density. From this point of view, we 

hypothesized bone mineral density of lumbar spine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muscle mass.  

79 female patients aged between 60 and 75 years old and who 

underwent MRI and BMD studies were included. Muscle mass in 

spine MRI was defined by the sum of the average muscle area 

of three axial images for each disc level. Lumbosacral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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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sum of paraspinal muscle and psoas muscle. In 

correlation analysis, paraspinal muscle mas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bone mineral density of lumbar spine. 

Lumbosacral muscle mas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bone 

mineral density of trochanteric area of the femur. However 

bone mineral density of other area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muscle mass.  

Therefore postmenopausal women older than 60 years with a 

well developed spine muscle mass, have a high bone miner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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