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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Review articl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urrent treatment options for idiopathic scoliosis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he treatment options for idiopathic scoliosis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3 groups (observation, a 
brace, and surgery), and the choice is made with consideration of the patient’s mat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vature.
Materials and Methods: A review of the previous literature was done and the current consensus on idiopathic scoliosis was 
summarized.
Results: The most frequently used surgical method is the posterior approach and fusion. Consideration of the postoperative shoulder and 
body balance is important with preserving mobile segments. The growth-sparing surgical technique using a growing rod can be applied in 
patients with early-onset scoliosis and remaining growth.
Conclusions: The treatment for idiopathic scoliosis should be based on the patient’s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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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척추측만증은 원인에 따라 선천성 측만증, 신경근육성 측만

증, 증후군성(Syndromic) 측만증, 특발성 측만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발성 측만증은 아직 명백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척추측만증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전체 측만증의 85%

를 차지한다.1) 발현 시기에 따라 0~3세의 유아기(Infantile), 

3~10세의 연소기(Juvenile), 10세 이상의 청소년기(Adolescent)

로 분류한다. 최근에는 0~5세에 척추의 성장이 매우 크고 8세

까지의 폐 성장이 크기 때문에 10세 이전에 발견된 척추측만증

이 척추 성장 및 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여 조

기발현형 척추측만증(Early onset scoliosis)으로 지칭하고 있

다.2)

특발성 측만증은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 원인들에 대

한 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진단되며, 10도 이상의 만곡과 척

추체의 회전이 동반된 구조적 척추측만증을 일컫는다. 측만증

이라는 단어는 관상면 상에서의 2차원 변형을 의미하지만, 실

제로는 추체의 회전 변형이 동반되어 시상면 상에서도 정상 만

곡이 소실되기에 척추측만증은 3차원상에서의 변형이다. 특발

성 측만증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이상, 대사 과정의 이상, 호르

몬 체계의 이상, 근신경계의 이상, 성장의 이상, 유전자의 이상 

등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는 특발성 측만증은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유전적 선행 요인을 가진다는 가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1) 

1. 특발성 측만증의 자연경과

특발성 측만증의 경과는 환자의 성숙도(연령, 초경 여부, 

골성숙의 정도)와 만곡의 크기, 만곡의 위치로 어느 정도 예

측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만곡의 첨부가 흉추에 있을 때, 

58~100%까지의 높은 만곡 진행률이 관찰되었다. 반면, 같은 

흉추 만곡의 경우에도 환자가 미성숙 할수록, 만곡의 크기가 클

수록 만곡이 진행이 많이 관찰되었다. 만곡의 크기와 가장 밀접

하게 연관되는 예후 인자는 폐기능이다. 그러나 폐기능이 임상

적 의의를 가질 만큼의 큰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는 조기발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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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에서 주로 발생하며,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에서

는 그 빈도가 높지 않다.2) 그러나, 통증과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고, 체간 불균형과 미용적 문제가 자존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특발성 측만증에 대해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만곡의 진행을 막는 것이며, 수술적 치

료의 목표는 만곡을 교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2. 특발성 측만증의 보존적 치료

특발성 측만증의 치료 방침은 관찰(Observation), 보조기

(Brace), 수술(Surgery)로 나눌 수 있다. 골성숙이 아직 다 이루

어지지 않은 20~25도 미만의 만곡을 가진 환자들, 골성숙이 이

루어진 후 40도 미만의 만곡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추적 관

찰의 주기를 조절하며 만곡의 진행을 추시할 수 있다. 1년 이

상 성장이 남아있는 환자에서 5도 이상의 만곡 진행을 보이는 

25~40도의 만곡을 가진 환자군에 대해서는 보조기 치료로 만

곡의 진행을 막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보조기는 만곡을 

교정하지는 못하기에 성장이 끝난 환자에게서는 부적합한 치

료이다. 45도 이상의 만곡, 25도 이하이면서 진행하지 않는 만

곡, 흉부 전만증(Thoracic lordosis)이 동반된 만곡, 보조기 착용

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환자들은 보조기 치료에 부적합하다. 다

양한 종류의 보조기가 있으나, 첨부가 제 8흉추보다 근위부 일

때는 Milwaukee 보조기, 그 이하일 때는 TLSO 보조기를 적용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조기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18시간 이상 TLSO 보조기를 착용한 전향적 연구에

서 미착용군에서는 48%가, 착용군에서는 72%가 수술적 치료

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TLSO 보조기는 수술로의 진행을 막

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3)  보조기 착용 시간이 효과에 많은 영

향을 끼치나, 13시간 이상 보조기 착용을 지속적으로 한 환자군

에서는 90%의 성공률이 관찰되었고 12~16시간 착용과 16시

간 이상 착용에서 각도의 진행에 차이가 없었기에 환자의 순응

도를 보아 12시간 이상을 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4) 보조기 치

료에도 불구하고 만곡이 진행할 확률은 10~15% 정도로 보고

된다. 만곡의 진행 원인으로는 40도 이상의 큰 만곡, 유연성이 

낮은 만곡, 어린 연령, 환자의 낮은 보조기 순응도, 흉추 전만이 

심한 경우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만곡 형태의 측면에서는 상부 

흉추 만곡, 이중 흉추 만곡 등이 보조기 치료의 나쁜 예후 인자

로 제시된다.4) 

3. 특발성 측만증의 수술적 치료

1)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과 원칙

특발성 측만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보편적 적응증은 45도 

이상의 만곡을 가진 골성숙이 이뤄지지 않은 환자들과 50도 이

상의 만곡을 가진 골성숙한 환자들이다. 유합술의 원칙은 모든 

주만곡에서 유합술을 시행할 것과 주만곡 내의 모든 추체에 대

해서 유합술을 시행할 것, 만곡 상부의 중립위 추체로부터 하부

의 중립위 추체까지 시행할 것, 유합의 가장 하단은 안정 추체

여야 하고, 천골위에서 균형을 취한 상태이며, 안정대 내에 위

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흉추의 후만각과 요추의 전만각은 최대

한 정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전방 교정 및 유합술

전방 척추유합술은 전통적으로 독립된 흉요추 측만, 요추 측

만에 대해 주로 사용되어왔으며 관상면과 시상면 상 관찰되는 

교정, 환자의 몸통 균형, 유합 구간(level)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준다. 다만, 고정물의 파손, 가관절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전방 척추유합술은 비디오

와 흉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로 발달해 왔고, Crankshaft 

phenomenon을 예방하는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5) 하지만, 폐기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척추경 

나사못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는 후방 유합술이 보다 보편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3) 후방 교정 및 유합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Harrington 의 첫 기기 교정술 후 Cotrel-Dubousset 의 강봉 회

전술을 통한 3차원 교정이 소개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흉

추 척추경 나사못의 도입은 보다 강력한 교정을 담보하게 되면

서 전방 수술 없이 후방 교정술만으로도 효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6) 더불어 추체 회전술의 개념은 척추체의 회전 변

형에 대한 교정도 가능하게 하였다.7) 척추경 나사못의 강력한 

고정 효과를 이용한 추체 회전술은 흉추부에서는 추체에 연결

된 늑골의 변형 교정을 도모 할 수 있고, 하위 고정 추체에서의 

추체 회전술은 고정 부위 하방의 운동성이 보전된 만곡의 호전 

혹은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8,9)

후방교정 및 유합술 시에 유합 범위의 결정을 위해 여러가지 

분류 법이 제시되었다. King 분류는 척추 전후면 방사선 사진 

상의 만곡을 흉추 만곡을 기준으로 분류한 방법으로 이해가 쉬

우나 Harrington 시대의 방법이라 척추경 나사못수술에는 적용

이 다르고 시상면 상에서의 변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10) Lenke의 분류는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유연

성을 평가하여 반드시 유합해야 하는 구조적 만곡과 유연한 비

구조적 만곡을 분류하며, 시상면 상에서의 변형도 고려하였다

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가 다양하여 이해가 다소 어렵다.11) Suk 

분류는 중립 척추와 하위 고정 척추에 대한 고려가 추가된 가장 

최근의 분류법으로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에 근거한 분

류로 추체 회전술을 시행할 시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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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12) 특히 흉요추 구조적 만곡에 대한 수술 시 하위 고정 

척추 결정이 어려운데, 추체 회전술을 이용하여 하위 고정 척추

체의 회전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방 유합술 시 최근의 고려 사항은 술 후 어깨 불균형의 방

지 및 요추 운동 분절 보존과 적절한 교정을 위한 하위 고정 척

추 결정이다. 술 후 어깨 불균형은 대개 Lenke 분류 상 구조적 

근위 흉추 만곡 혹은 King 분류 상 제 1흉추의 경사를 고려하지 

않은 수술에서 발생하나, 이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13) 근위 흉추 만곡이 어깨 불균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

나, 주 흉추 만곡의 교정 후 점진적인 교정도 보고되고 있으며, 

근위 흉추 만곡이 남아 있더라도 어깨 균형은 유지된다는 보고

도 있다. 그러나, 근위 흉추 만곡이 유연성이 적은 경우가 많아 

Lenke 분류 상 구조적 근위 흉추 만곡에서는 술 후 어깨 불균형

을 고려하여 유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14) 근위 

흉추 만곡을 수술 범위에 포함할 때 척추경의 직경이 매우 작

기 때문에 나사못 삽입이 어려운데 척추체의 회전에 맞추어 방

사선 입사각을 조정 하면 나사못 삽입이 보다 용이하다.15) 근위 

흉추 만곡이 주만곡에 비해 저교정 되는 것 또한 술 후 어깨 불

균형의 관련인자로 생각되는데, 근위 흉추 만곡은 주 흉추만곡

과 척추체의 회전이 반대이기 때문에 한 개의 강봉으로 회전 시

에는 근위 흉추의 후만 감소와 함께, 관상면 상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봉 회전에 의한 교정이 어렵다. 근위 흉추와 주 흉

추 만곡을 따로 교정하는 방법으로 시상면의 적절한 교정과 함

께 각각의 만곡을 높은 교정률로 교정할 수 있다.16) 다른 방법

으로는 상대적으로 척추경의 직경이 넓은 만곡의 볼록 부위에 

나사못을 삽입하여 교정하거나 일시적으로 근위 흉추 만곡을 

신연하여 단일 만곡으로 전환하여 교정하는 방법도 있다.17,18)

구조적 흉요추/요추 만곡의 교정 시에는 하위 고정 추체의 

결정이 어렵다. 제 4요추까지 고정할 경우 만곡의 교정률은 높

아지지만 요추의 운동 분절이 하나 더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 고정 추체의 회전술로 고정 범위를 

줄이면서 회전을 교정하는 방법이 적용된다.19) 특히 천추와 제 

5요추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몸통 균형 및 요추 가동 분절을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20,21) 이러한 경우 수술 중 하위 고정 추체 

하방의 척추체 경사 및 제 3요추 교정 후 장기 추시 시 하위 고

정 추체 하방의 디스크 각도 유지를 고려하여 하위 고정 추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22,23) 반면, 일시적으로만 제 4요추까지 

교정하고 추후 나사못을 제거하여 요추 가동 분절을 확보하는 

수술법에서 교정이 유지됨이 보고된 바 있다.24) 

지난 20년간 전방 수술은 Lenke type I의 측만증에서는 81%

에서 0%로 Lenke type 5의 형태에서는 78%에서 0%로 감소하

였다. 또한 효과적인 교정과 함께 흉곽성형술(Thoracoplasty) 

또한 76%에서 20%로 감소하였다. 반면, 유합 범위는 하위 고

정 추체가 더 원위부로 이동하면서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

다.25) 향후 척추측만증 수술의 발전은 최소 침습 수술 및 척추 

운동 분절의 확보로 생각된다. 최근의 최소 침습 수술은 2~3개

의 3~5 cm의 후방 절개 후 근육 사이 접근을 통해 경피적 나사

못 고정을 시행하고 교정하는 방법이다.26) 유연한 만곡에서 기

존의 후방 유합술과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합병증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 선택적 유합술은 두 개의 만곡이 있을 

때 주만곡만 유합하고 다른 만곡은 주만곡의 교정 정도에 따라 

점진적인 자연 교정을 도모하는 수술이다. 최근의 10년 추시 연

구에서 흉추부 만곡의 선택적 유합술 후 평균적으로 술 전 44도

의 흉요추 만곡은 술 후 30도로 교정되고 점진적으로 26도까지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흉요추 만곡의 선택적 유합술 후에

도 흉추부 만곡은 술 전 25도에서 술 후 20도로 교정되었고 점

진적으로 16도까지 교정되었다고 하였다(Fig. 1).27)

4) 조기발현형 척추측만증의 치료

조기발현형 척추측만증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교정뿐만 

아니라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흉부의 성장이 5세

까지 빨리 이루어지고 폐포의 성장이 8세까지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의 척추의 성장은 폐성장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2) 

Fig. 1. (A) A 15-year-old girl had a structural curve at T5-T11 (53° in the 
standing view and 26° in the stress view) and a non-structural curve at T11-
L4 (33° in the standing view and 4° in the stress view). Selective thoracic fu-
sion was performed from T5 to T11. (B) At postoperative 6 months, the Cobb 
angles at T5-T11 and T11-L4 were 25° and 19°, respectively, in the stand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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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의 교정과 후방 유합술은 Crankshaft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성장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성장형 강봉 

수술과 자석을 이용하여 수술 없이 연장을 하는 자성 성장형 강

봉(MAGEC)이 있다. 전통적인 성장형 강봉 수술의 경우 보통 

6개월에 한번 전신마취하에 연장술을 시행하며 자성 성장형 강

봉의 경우 환아의 성장에 따라 2-3개월 마다 연장술을 시행한

다. 성장 종료 후에 고정물의 제거, 유지, 혹은 최종 유합술 사이

에 여러 의견이 있으나 유합없는 고정물의 제거는 교정의 소실

을 유발할 수 있다(Fig. 2).28) 

최근에는 성장 억제를 통해 점진적인 교정을 하며 유합을 하

지 않아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수술이 소개된 바 있다. 전방 척

추 분절 성장 억제 수술(anterior spinal growth tethering)은 흉

강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이면서 성장 조절을 통하여 교정

하는 수술로서 분절간 유합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척추의 운동

범위를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평균 11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2년 추시를 보고한 최근 연구에서 51%의 교정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 후속 연구에서는 교정 범위가 다양하고 17명의 

환자 중 7명에서 과교정 혹은 교정 완료로 내고정물을 제거하

는 수술이 필요하였고 후방 유합술이 4명에서 시행되었다고 하

였다.29) 그럼에도 59% (10/17)에서 성공적이라고 하였으니, 유

소년기에 보조기 혹은 성장형 강봉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적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적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5) 수술적 치료의 합병증

수술 기구와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의 발전으로 그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술 후 신경 손상은 여전히 가장 두려운 합

병증이며 0.3-1.4%로 보고되고 있다. 2006년 척추측만증 연

구회(Scoliosis Research Society)의 보고에서는 0.5%의 발생율

이 있었으나 완전 마비는 없고 61%는 완전 회복하였다고 하였

다.30) 수술 후 지연성 마비도 보고된 바 있어, 술 후 48시간은 주

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 후 방사선 사진의 추적 관찰 시

에는 만곡의 선택적 유합술 후 남은 만곡에서 새로운 커브가 시

작되는 현상(Adding-on)이나 근위 고정 추체 상방에서 10도 

이상의 후만이 진행하는 현상(Proximal junctional kyphosis)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특발성 측만증은 아직까지 원인이 불명확한 진단으로 성장

과정에 만곡이 진행한다는 자연 경과와 심한 만곡이 호흡 기능

에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

거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환자의 근골격계 성숙도와 잔여 성장

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적 치료 시에

는 만곡의 교정뿐만 아니라, 어깨 및 체간의 균형과 가능한 많

은 척추 운동 분절의 보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Fig. 2. (A) A 10-year-old girl was 140 cm, and the Cobb angle at T6-T12 was 
80°. (B) After growing rod application, the Cobb angle at T6-T12 improved to 
42° and the height was 144 cm. (C) After performing lengthening three times 
during one and half years, the height increased to 149 cm. (D) After final cor-
rection and fusion, the height was 152 cm and the Cobb angle at T6-T12 wa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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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척추측만증 치료의 최신 지견
조현익 • 박건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연구 계획: 문헌고찰

목적: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치료 방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한다. 

선행 연구문헌의 요약: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치료는 크게 경과 관찰, 보조기, 수술로 분류되며 환자의 근골격계 성숙과 만곡의 특징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며 현재까지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연구 및 정립된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과: 후방교정 및 유합술이 현재 가장 보편적인 수술적 치료로 여겨진다. 단, 술 후 어깨 및 체간의 균형과 함께 척추 가동 분절의 보전을 고려하여야 한

다. 성장이 많이 남은 환아에선 성장형 강봉을 통한 수술법을 고려할 수 있다. 

결론: 척추측만증의 치료 시에는 환자의 나이와 만곡의 형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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