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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질환 관심 영역을 이용한 제 5 요추-제 1 천추 

추간공 협착증 수술 치료 예측의 유용성 
 

서론:  추간공 협착증은 추간공을 빠져 나가는 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신경근 탈출로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많

은 노력이 있었으나 전산화 단층 촬영을 통해 면적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 시도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에서 질환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이용하

여 정상군과 환자군 간의 추간공 면적을 계산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요추부 전산화 단층 촬

영을 시행한 8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원의 의료 영상 프로

그램을 통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넓이를 ROI를 이용하여 시상, 관

상, 축상면에서 측정하였다. 해당 면적을 영상의학과, 정형외과가 각각 추

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한 그룹과 그 외 그룹, 더 나아가 추간공 협착증으

로 수술한 그룹과 그 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관찰자내, 관찰자간 

일치도 역시 계산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약 56.5세 (17 – 84)였다. 추간공의 넓

이는 협착증으로 수술 받은 그룹에서 시상면 측정값들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작았으며 (p=0.005) 두 군간 관상면, 축상면에서의 넓이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p>0.1). 시상면에서 80 mm2 이하의 추

간공 넓이는 임상 증상의 유의한 위험인자였으며 (p=0.028), 65 mm2 이하

의 넓이는 수술과 연관된 위험인자였다 (p=0.01). 관찰자내, 관찰자간 일

치도는 관상면, 축상면 측정값에서 약 0.7으로 중등도의 신뢰도를 보였고, 

특히 시상면 측정값에서는 0.9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신뢰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 영상 프로그램에서 CT 내의 ROI 를 이용해 

추간공 넓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임상적으로 제 5 요추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에 유용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임상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특히 시상면에서의 추간공 넓이가 측정자간 신뢰도도 

높으며 진단에서 더 나아가 수술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핵심되는 말: 추간공 협착증; 진단; 컴퓨터 단층 촬영; 질환 관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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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질환 관심 영역을 이용한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협착증 수술 치료 예측의 유용성 

 

<지도교수 김 학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심  동  우 

 

Ⅰ. 서론 

추간공 협착증은 종종 요추부 방사통의 원인이 되며 전체 신경 방사통 중 약 

8-11%에서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3 또한 Burton 등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환자들을 고찰한 

결과 약 60% 에서 간과되었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추간공 협착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4 이에 따라 추간공을 이루는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압박할 

수 있는 구조물, 그리고 추간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추간공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최근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Jenis 

등이 발표한 내용으로서, 상하 척추경의 윤곽을 경계로 모래시계 형태의 추간공 

구획을 설정한 것이다.5 자세히 살펴보면, 상하로는 상위레벨 척추경(pedicle)의 

아랫면과 하위레벨 척추경의 윗면을 경계로 하고, 전방으로는 상위레벨 척추의 

후하방 경계와 추간판의 후면, 하위레벨 척추의 후상방과 경계를 이루며, 

후방으로는 황색 인대(ligamentum flavum)와 상하 척추 후관절(facet joint)을 

경계로 한다. 따라서 추간판의 탈출이나 퇴화로 인한 공간 압박, 골극의 생성, 

후관절 혹은 황색 인대의 비후 등이 추간공 협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간공 협착에 가장 취약한 부위는 요추 제 5 신경근으로, 전체의 약 75% 를 

차지하며 이는 하부 요추부가 추간판 퇴화와 척추증에 취약한 데다 추간공 내에 

신경근과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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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추간공이 연부 조직으로 이뤄진 만큼 전산화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은 골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역할에 국한시킨 경우가 많으며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e, MRI)을 이용한 추간공 협착증의 

진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진 바 있다.7-9 하지만 대부분 영상의 단면을 

통한 신경근의 압박 정도를 해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좁아진 추간공의 넓이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에야 khiami 등이 VitreaCore® 라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CT 를 이용하여 정상인에서 추간공의 부피를 측정한 바 

있고 10, Nakao 등은 추간공외 협착증에서 3D CT 를 이용한 재건 영상으로 

협착부의 넓이를 계산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촬영하는 CT 를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간단하게 추간공 면적을 계산하고자 한 연구는 이제껏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병원에서 흔히 쓰이는 의료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T 내 질환 

관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 모드를 사용한 제 5 요추/제 1 천추부 추간공 

탈출증 환자군과 정상군간의 추간공 면적을 계산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수술에 이르게 만들었던 면적의 절단값 (cutoff value)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2014 년 5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본원에서 요추 CT 를 촬영한 113 명의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CT 는 이중 선원 CT (Dual source CT, 

Somatom Definition Flash, Siemens Medical, Forchheim, Germany)로 

제 1 요추부터 천추까지 포함하였고 단면 두께는 3mm 였다. 이 중, 제 5 요추 

혹은 제 1 천추의 압박성 혹은 파열성 골절, 감염성 척추염, 제 5 요추의 천추화, 

강직성 척추염, 기타 상기 부위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을 제외하였고,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 협착증, 제 5 요추 혹은 제 1 천추 외의 압박성 혹은 파열성 

골절, 요추부의 염좌나 타박상 환자들을 포함하여 총 81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33 명의 남자와 48 명의 여자가 해당하였고, 척추경간 높이 차 비교를 

위해 한국 일반 성인의 키와 환자군의 키를 조사하였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56.5 세 (범위, 17 – 84) 였다. 

의료 영상 프로그램은 인피니트® (인피니트 헬스케어, 서울, 대한민국) 를 

사용하였고, 제 5 요추/제 1 천추간 추간공의 넓이를 ROI 를 이용하여 CT 의 

관상면, 시상면, 축상면에서 좌우 각각 측정하였다 (그림 1, 2, 3). ROI 는 직접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관심 구역을 구획 짓는 방법이며 자동 계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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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얻을 수 있었다. 관상면에서는 상하 척추경의 너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넓이, 시상면에서는 상하 척추경을 기준으로 전방으로는 추간판과 후방으로는 

후관절을 경계하는 넓이, 축상면으로는 상위 척추체 후면부터 후관절 전방에 

걸친 마름모꼴의 넓이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계측은 측정자가 가장 좁다고 

판단한 단면에서 실시하였다. 본 측정 방법은 이전에 보고된 프로토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1  

각 계측한 수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우선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에 의해 추간공 협착증으로 분류된 그룹과 아닌 그룹 사이의 위의 계측들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다음으로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맞추어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한 그룹과 아닌 그룹의 계측들을 비교하였다. 환자의 증상은 

환자가 직접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그림으로써 조사하였다 (그림 4). 또한 더 

나아가 보존적 치료 이후에도 지속된 통증으로 인해 수술에 이른 환자들의 

수치와 그 외 사람들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면적 계측의 관찰자 간 신뢰도(interobserver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두 

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각각 면적을 측정하였으며 관찰자 내 

신뢰도(intraobserver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1 주 후에 한 번씩 더 

측정하였다. 

통계학적 방법으로서 두 그룹간 비교를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계측간 분석을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후 

수술과 관련한 인자 검색을 위해 단계식 다중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ylsis)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관찰자 내 및 관찰자 

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급내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였으며, 0.75 보다 큰 경우 매우 일치 (excellent), 0.4 초과 0.75 

이하인 경우 일치 (fair to good), 0.4 미만인 경우 일치하지 않음 (poor) 으로  

 

 
그림 1. CT의 관상면에서 가장 협소한 부위(1)와 ROI를 이용한 면적 계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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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12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 

를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Ⅲ. 결과 

33 명의 남자의 평균 키는 171.5cm, 48 명의 여자의 평균 키는 

154.8cm 이었으며, 국민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통계로서 2015 년도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0.5cm, 여자의 평균 키는 156.9cm 으로 본 

모집단의 측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2) (4) 

(3) 

그림 2. CT의 시상면에서 가장 협소한 부위 오른쪽(1), 왼쪽(2)과 ROI를 이용한 

면적 계산 오른쪽(3), 왼쪽(4) 

(1) (2) 

그림 3. CT의 축상면에서 가장 협소한 부위(1)와 ROI를 이용한 면적 계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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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으로 나눈 두 그룹에서는 추간공 협착증이 51 명, 그 외 

30 명이었으며 두 군간 유의미한 방사선학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추간공 

협착증 군에서 척추 분리증이 유의미하게 많이 관찰되었다 (표 1). 정형외과 

의사가 환자 증상 기준으로 분류한 바로는 추간공 협착증이 33 명, 그 외 

48 명이었으며, CT 상 시상면 측정값이 모두 추간공 협착증 군에서 유의미하게 

좁았고 역시 척추 분리증이 많이 관찰되었다 (표 2). 이 중에서 실제로 

제5요추/제 1천추간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그룹은 23명이었으며, 이들의 면적 

측정값은 그 외 그룹에 비해 우측의 관상면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정도로 

좁았다. 하지만 척추 분리증은 양 군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표 1. 영상의학과 의사가 진단한 추간공 협착증 그룹과 대조 그룹의 비교 

 No foraminal 

stenosis 

Foraminal 

stenosis 

P-value 

Age (year) 59.9 ± 2.9 54.0 ± 2.6 0.151 

Gender (M:F) 15:15 (50%) 18:33 (64.7%) 0.193 

BMI (kg/m
2

) 23.91 ± 0.57 25.2 ± 0.5 0.120 

CT cor R (mm
2

) 125.0 ± 7.0 110.2 ± 4.2 0.056 

CT cor L (mm
2

) 118.4 ± 5.7 112.8 ± 4.3 0.426 

CT sag R (mm
2

) 
92.3 ± 5.3 79.6 ± 4.3 0.071 

CT sag L (mm
2

) 
92.9 ± 5.4 79.6 ± 4.3 0.063 

CT ax R (mm
2

) 81.8 ± 4.5 85.0 ± 3.8 0.592 

CT ax L (mm
2

) 
78.6 ± 4.4 80.7 ± 4.3 0.751 

Listhesis (N:Y) 29:1 (3.3%) 40:11 (21.6%)  0.027 

M indicates male; F, female; BMI, body mass index; CT, computed tomography; cor, coronal; sag, 

sagittal; ax, axial; R, right; L, left; N, no; Y, yes. 

그림 4. 환자가 직접 그린 통증을 느끼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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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형외과 의사가 진단한 추간공 협착증 그룹과 대조 그룹의 비교 

 No foraminal 

stenosis 

Foraminal 

stenosis 

P-value 

Age (year) 57.3 ± 2.5 54.6 ± 3.1 0.503 

Gender (M:F) 23:25 (52.1%) 10:23 (69.7%) 0.113 

BMI (kg/m2) 24.6 ± 0.4 24.9 ± 0.8 0.790 

CT cor R (mm2) 121.5 ± 7.0 110.8 ± 5.8 0.501 

CT cor L (mm2) 126.0 ± 6.5 109.9 ± 6.0 0.211 

CT sag R (mm2) 86.4 ± 5.1 67.9 ± 5.7 0.020 

CT sag L (mm2) 84.9 ± 4.4 68.1 ± 6.5 0.016 

CT ax R (mm2) 98.3 ± 4.1 89.9 ± 6.0 0.238 

CT ax L (mm2) 93.8 ± 4.4 83.7 ± 6.6 0.193 

Listhesis (N:Y) 45:3 (6.3%) 24:9 (27.3%) 0.012 

M indicates male; F, female; BMI, body mass index; CT, computed tomography; cor, coronal; sag, 

sagittal; ax, axial; R, right; L, left; N, no; Y, yes. 

 

추간공 면적이 나이 혹은 body mass index (BMI) 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를 보이

는지 알아본 결과, 우측 축상면 (p = 0.209)을 제외한 모든 측정값이 나이와 관

련하여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결과였으나 (p ≤ 0.030), BMI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p > 0.308). 수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단계식 다중  

표 3. 수술을 받은 그룹과 대조 그룹의 비교 

 No operation  Operation P-value 

Age (year) 56.0 ± 2.5 56.8 ± 3.0 0.842 

Gender (M:F) 26:32 (55.2%) 7:16 (69.6%) 0.235 

BMI (kg/m2) 24.8 ± 0.5 24.6 ± 0.9 0.687 

CT cor R (mm2) 115.2 ± 4.0  100.6 ± 5.6 0.094 

CT cor L (mm2) 117.3 ± 3.0 101.9 ± 6.7 0.026 

CT sag R (mm2) 81.9 ± 4.1 59.1 ± 6.2 0.002 

CT sag L (mm2) 82.3 ±4.2 53.6 ± 6.1 0.000 

CT ax R (mm2) 99.0 ± 3.2 80.7 ± 5.6 0.006 

CT ax L (mm2) 99.6 ± 3.9  73.5 ± 7.3 0.003 

Listhesis (N:Y) 51:7 (12.1%) 18:5 (21.7%) 0.307 

M indicates male; F, female; BMI, body mass index; CT, computed tomography; cor, coronal; sag, 

sagittal; ax, axial; R, right; L, left; N, no; 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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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술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단계식 다중 회귀 분석 

 수술 여부와 관련한 회귀계수 (r2) P-value 

Age (year) -0.1 0.342 

BMI (kg/m2) -0.058 0.572 

CT cor  0.015  0.899 

CT sag  -0.004 0.001 

CT ax  0.054 0.675 

BMI indicates body mass index; CT, computed tomography; cor, coronal; sag, sagittal; ax, axial. 

 

회귀 분석을 통해 가장 수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 인자를 조사한 바 CT 의 

시상면에서의 추간공 면적이었다 (p = 0.001) (표 4). 

더 나아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상면에서 80 

mm2 이하의 추간공 넓이는 임상 증상의 유의한 위험인자였으며 (Odd’s ratio 

4.839, p=0.028), 면적이 65mm2 이하일 경우 수술과 연관한 유의한 

위험인자였고 (Odd’s ratio 7.223, p = 0.01), 그 외 나이, 성별, BMI, 척추 분리증 

여부 등은 관련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면적 계측값의 관찰자 내 및 관찰자 간 일치도에 있어서는 모든 측정값이 ICC 

0.70 이상으로 중등도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상면의 면적은 관찰자 

내 및 관찰자 간 일치도가 ICC 0.90 이상으로 매우 일치함을 보였다 (표 5).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료 영상 프로그램에서 CT 내의 ROI 를 이용해 추간공 

넓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임상적으로 제 5 요추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에  

 

표 5. Intraclass and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 of the Measurements 

 Intra-observer Inter-observer 

CT cor R 0.75 0.70 

CT cor L 0.76 0.74 

CT sag R 0.95 0.92 

CT sag L  0.93 0.91 

CT ax R  0.81 0.70 

CT ax L  0.83 0.71 

CT indicates computed tomography; cor, coronal; sag, sagittal; ax, axial; R, right; L,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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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함을 입증하였다. 이는 임상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특히 

시상면에서의 추간공 넓이가 측정자간 신뢰도도 높으며 진단에서 더 나아가 

수술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제껏 추간공 넓이를 측정하였던 방법은 대부분 사체를 이용한 연구였다. 

Hasegawa 등이 18 구의 사체를 이용하여 추간공 높이가 15mm 이하이거나 

추간판 후면의 높이가 4mm 이하일 경우 유의한 신경근 압박이 나타남을 밝힌 

바 있으며,13 Stephens 등은 20 구의 사체를 이용하여 추간공의 모양과 면적을 

요추 레벨마다 비교한 바 있다.14 최근에는 영상 기법, 기구,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사체를 이용하여 자세의 변화, 기구의 삽입 혹은 척추 분리증의 

유무와 관련지어 추간공의 면적을 CT 나 MRI 로 측정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15-18   

생체 내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이 영상자료를 토대로 커서를 이용하여 

면적을 구하는 방식이 흔하게 사용되었다. Takasaki 등은 MRI 를 이용하여 경추 

견인, 압박, Spurling test 를 시행하였을 경우 경추 추간공 넓이를 비교한 바 

있는데, 23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MRI 시상면에서 관찰되는 가장 좁은 

단면적을 측정하여 경추 압박과 Spurling test 시에 넓이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19 Sari 등은 CT 의 축상면을 이용하여 32 명의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요추 견인 시에 탈출한 추간판 넓이, 척추관 넓이, 요근의 두께 등의 

변화를 조사하기도 하였다.20 Khiami 등은 VitreaCore®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건강한 성인 10 명에서 촬영한 요추 CT 를 바탕으로 요추 3 번에서 

천추 1 번까지의 추간공의 부피를 재건하였다.10 CT 중 시상면, 관상면, 

축상면에서 가장 좁은 추간공 넓이를 측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부피를 

계산하였다. 하지만 시상면에서는 추간판과 후관절을 배제하고 넓이를 측정한 

반면, 관상면과 축상면에서는 연부조직 경계가 아닌 골 구조만 경계로 삼아 측정 

오차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Nakao 등은 제 5 요추 신경통으로 수술 

받은 75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3D CT 를 이용하여 추간공 외 

협착증(extraforaminal stenosis)을 진단하는 연구를 하였다.21 그들은 요천추간 

골 터널의 모양이 제 5 요추 신경통의 발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가정하고, CT 

중 추간공 외 부위의 부시상면(parasagittal plane)을 재건하여 그 넓이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요천추간 추간공 외 협착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군에서 

유의한 정도로 넓이가 좁았으며, 그 절단값은 0.8cm2 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부시상면에 대한 재건이 따로 필요하며, 부시상면을 어떻게 재건하는지에 따라 

면적이 변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조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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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지 않고도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촬영하는 CT 영상을 통해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수술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의 유무 자체는 수술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 Szypryt, Farfan, 

Haraldsson 등의 연구 결과 척추 전방 전위증이 추간판 변성과 연관성은 있으나 

그 자체가 수술의 적응증은 아니기 때문이며,22-24 Macnab 등은 성인 환자에서 

전위된 추간판 상부의 추간판 변성도 동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합술 

시행 전에 추간판 조영술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25 즉, 전위증과 더불어 

동반될 수 있는 질환들의 치료 성패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다.  

Yan 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상면에서 추간공의 높이는 나이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고 하였다.26 25 명의 무증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요추 

CT 를 연구한 결과, 추간공의 너비는 나이와 관계가 없으나 높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awasli 등은 200 명의 퇴행성 척추 

측만증 환자에서 척추경간 거리가 방사통을 일으키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조사한 결과, 척추경간 거리 (즉, 추간공 높이)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방사통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27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과 비슷하게 나이가 들수록 추간공 높이가 감소함을 보였으며, 

BMI 와 추간공의 높이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추간공 협착증 환자에서 CT 의 

추간공 면적 계산이 진단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수술을 예측할 수 있는 

추간공의 절단값을 도출해낼 수 있었지만, 후향적 연구로서 환자들이 무작위 

추출되지 않았고 선택 편향 (selection bias)가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요추 

협착증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의 수술이 척추 협착증에 의한 것인지 추간공 

협착증에 의한 것인지 모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두 가지가 혼재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요추 CT 를 촬영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 검증력 (statistical power)이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자 자세가 일관되지 않음으로써 각각 나타난 시상면, 관상면, 

축상면 면적들이 실제의 가장 협소한 면적을 대변하지 않고 왜곡되었을 수 있다. 

CT 의 단면과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기존 설정한 해부학적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두 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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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측정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시상면 면적에서는 측정자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고 그 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더라도 진단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요추에서 CT 의 ROI 를 이용한 면적 계산은 특히 시상면에서 

제 5 요추-제 1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에 유용하며, 간단한 측정을 

통해 더 나아가 추간공 협착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저자들이 아는 바로는, 본 연구가 통상적인 요추 CT 를 통해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한 첫 논문이며, 이는 MRI 의 비용이 문제되거나 MRI 의 

금기 환자에서 CT 가 추간공 협착증 진단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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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ymptoms of intervertebral foraminal stenosis are caused 

by compression of nerve root exiting the intervertebral foramen. Many 

attempts to measure the size of the neuromuscular exit have been made; 

however, only a few studies to compare the area differences between 

foramens by computed tomography (CT) were done. In this study, we 

used the region of interest (ROI) in CT to measure and compare the area 

of intervertebral foramen between the healthy control group and the 

patient group. 

 

Materials and methods: Eighty-one patients who underwent computed 

tomography of the lumbar spine between May 2014 and December 2017 

were enrolled. Using the medical imaging program, the foraminal area 

between L5 and S1 vertebrae was measured on the sagittal, coronal, and 

axial planes using ROI. Four groups were established for comparison: 

those diagnosed with foraminal stenosis by a radiologist and those who 

were not, those diagnosed with foraminal stenosis by orthopedic 

surgeons and those who were not. These groups were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area was operated on for 

foraminal stenosis. Interobserver and intraobserver agreements wer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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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56.5 years (range 17-84). The 

foraminal area of the surgical group on sagittal plane was significantly 

narrower than the control group (p = 0.005).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n axial and coronal plan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1). Foraminal area less than 80 mm2 on sagittal images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linical symptom (p = 0.028) 

and that less than 65 mm2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 in 

predicting operability (p = 0.01). Interobserver and intraobserver 

agreements were fair to good on axial and coronal planes (about 0.7), 

whereas the agreements were excellent on sagittal plane (> 0.9). 

 

Conclusion: In this study, we proved that measuring the intervertebral 

foraminal area using the ROI in CT in the lumbar spine is useful for 

diagnosing L5-S1 foraminal stenosis, especially on sagittal plane. 

Furthermore, not only does it provide aid in diagnosis, but it also helps 

predicting the operability of foraminal stenosis. 

 

Study Design: Retrospective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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