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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accurate assessment of injuries to the spinal column and the neural tissues will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injuries

to the thoracic and lumbar spine. Routine radiological investigations are essential, but newer techniques are now available that define

the extent of injuries in exquisite detail,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bony injuries, but also the extent of the soft

tissue lesion, including the nervous system. The referring physician and the radiologist have many imaging techniques available for

the diagnosis of the extent of thoracolumbar spine fracture. These include plain film radiography, computed tomography(CT), conven-

tional polydirectional tomography, bone scan, magnetic resonance image(MRI), and myelography. These techniques are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to arrive at the correct diagnosis. It behooves the examining physician to be extremely thorough in identifying addi-

tional lession, not only for medicolegal reasons, but also to ensure that other potentially unstable lesions are not overlloked, since this

could lead to neurological compromise if unsuspected. We describe the integrated use of multiple imag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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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척추 골절은 영상 진단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더 정확

히 진단되고 새롭게 분류되어 치료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단순 방사선으로 뼈조직의 손상만 진단되

다가 척수강 조영술(myelography)이 개발되면서 척수나

신경근 손상이 진단되었고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비가 발명되어 척추에 대한 3차원적

인 이해가 발전되어 새로운 분류법과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 척수강 조영술 후 CT를 촬영하는 CT-myel-

ography는 신경 손상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자

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은 C T로

진단되지 않던 척수 손상과인대 등 연부 조직손상을 직

접적으로 진단할수 있게하였다.

영상검사는항상환자의병력및진찰소견에기초를두

고 행해져야한다. 진찰없이방사선학적영상에의해서만

진단하는것은응급환자에대한치료를지연시킬우려를

내포하고있으므로전문의에의해일반진찰및 신경학적

검사가행해지고난후에최종영상진단이행해져야한다 .

단순 방사선

1. 촬영 방법

흉요추부골절이의심되는환자에서척추에대한기본



방사선 촬영은 전후면 및 측면 촬영이다. 일차 검사에서

필름은 1 4×17 inch의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3 ~ 9 %3 3 )로

보고되고 있는 비연속적 다발성 척추 골절( m u l t i - l e v e l

noncontiguous vertebral fracture)을발견할확률을높일것

이다. 그러나통증이있는부위는모두 촬영하는것이원

칙이며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는 활력 징후가 안정된 후

에 전체 척추에 대한 촬영을 해야 한다. 또한 골반 골절

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 환자에 대해 골반 촬영

이 시행되어야 한다. 척추 골절에서는 전후면 사진보다

는 측면사진이더 많은정보를제공한다. 그러나경흉추

이행부는 어깨에 의해 가려지므로 swimmer`s view를 촬

영하는 것이 좋다. 척추 불안정성( i n s t a b i l i t y )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전후굴 dynamic view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신경

손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

다. 단순방사선 촬영에서환자의자세는중요하다. 대개

의 환자는 통증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한 자세를 유지하

는 것이 힘들므로 처음 촬영 시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이

는 것이 좋다. 또한 척추 사진은 약간의 상체 회전에 의

해 골절선과 유사한 음영을 보일 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자세를잡는것이중요하다.

2. 척추 골절의 단순 방사선 소견

단순 방사선 사진의 평가 시 살펴야 할 사항은 척추의

정렬과 구조적 이상, 골 연속성의 이상, 연골 및 관절 간

격의 이상 그리고 연부 조직의 이상 등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정상적인 정렬은 전후면상과 측면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 측면상에서 정상적인 정렬의 지표는 추체의 전

후 피질면(cortical margin), 극돌기-추궁판 선(spinolami-

nar line), 후관절간 간격과극돌기간 간격(Fig. 1) 등이다.

전후면 상에서는 추체의 측면 모서리의 정렬, 척추경간

간격(interpedicular distance), 후관절의 간격, 횡돌기의

위치 및 극돌기간 간격으로 정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전

후면 상에서 이상은 전방 혹은 후방 추체선의 단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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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de gap between spinous processes in the AP(flexion-distraction)(A) and lateral(dislocation)(B) views that means posterior
colum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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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추궁판 선의 단열, 극돌기의 회전 그리고 척추경간

간격의증가로 나타난다22).

단순방사선소견에서방출성골절이압박골절과다른

점은 측면 사진에서추체의 50% 이상 압박 혹은 2 0도 이

상의각도소실, 후방추체높이의감소, 후방추체면피질

의 골절이나 골편의 척추관 내로의 함입 및 전후면 사진

에서척추경간간격증가등이다1 1 ). Daffner 등1 5 )이처음기

술한후방추체선(posterior vertebral body line, PVBL)의이

상은 방출성 골절의 중요한 소견이 된다. 후상방 추체각

(posterior superior vertebral angle, PSVA)6 )은 골절된추체의

상부 종판과 후방 돌출 골편 사이의 각도로 이 각도가

1 0 0。를넘을경우방출성골절이있다고할수있다. 정등
1 1 )은 후상방추체각과후하방추체각(Posterior inferior ver-

tebral angle, PIVA)의비가 1.3 이상인경우골소실율이현

저히증가된방출성골절이많다고하였다. 그 외 구조적

이상소견은전위, 각형성, 회전혹은어떤한부분의결손

등이다. 극돌기간 간격의 증가는 후방에 신연력이 작용

했다는 것을 뜻하며 굴곡-신전 손상이나 Chance injury에

서나타난다.

둘째 골 연속성의 이상은 골절선이나 정상 구조의 전

위 등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끔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에서 압박 골절 후 추체 내 공동 현상(intravertebral

vacuum phenomenon)25)이 발견되며 이는 흉요추부에 많

으며 추체의 무혈성 괴사로 알려지고 있는 Kummel 병

으로발전될 수있다.

셋째 연골 및 관절 간격 이상은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

는 소견으로 추간판 높이 의 증가나 감소는 그 부위의

손상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높이 감소는 굴곡

손상 시 발생되며 골절된 추체 바로 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퇴행성 변화에서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

에 감별을 요한다 . 후관절 간격의 증가나 빈 후관절

(naked facet)은 견인력에 의한 심한 후방 인대 복합체의

손상을 시사하며 거의 모든 예에서 극돌기간 간격 및 추

궁판간격의 증가가나타난다.

네째 연부 조직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흉추 골절

에서 척추 측방의 부종에 의한 연부 조직의 종괴가 나타

날 수 있다. 이런 소견은 종격동 확장(mediastinal widen-

ing), 흉골골절, 후외방혹은후내방늑골골절과함께흉

추 골절의 간접 소견(indirect signs of thoracic fracture)1 8 , 1 9 )

이 된다. 그러나 이런 흉추 골절의 간접 소견은 대동맥

손상시의 방사선소견과유사하다. 대동맥손상 시의방

사선 소견은 주기관지(main stem bronchus)의 하방 전위

(depression), nasogastric tube의 우측 전위, 경계가 불분명

한 aortic knob3 2 ) 등이며 이들 손상의 구분은 dynamic con-

trast CT 혹은 a o r t o g r a p h y로 가능하다2 2 ). 요추부 골절에서

는요근음영(psoas shadow)이소실될수있다.

이중 극돌기 징후(double spinous process sign)4 8 )란 극

돌기 일부의 골절이 포함된 척추체 및 후방 구조물 골절

시 전후면 사진에서 두 극돌기 골편이 연이어 보이는 것

이다. 이것은 경흉추 이행부에서 정상적인 극돌기 파열

(cleft)과 구분되야 하며 이 징후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서척추 골절이나골절-탈구가있는지 조사해야한다.

3. 동반 손상

흉추 골절 특히 다발성일 경우 흉골 골절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상부 흉추에 심한

굴곡 및 축성 압박이 가해지면 흉골에 직접적인 손상이

가지 않더라도 흉골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indirect

sternal fracture라고 한다3). 척추의 심한 골절 시 척추 뿐

아니라 주위 장기의 손상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횡돌

기 골절이 있을 때는 복부 장기 손상에 대한 검사가 필

요하다. Miller 등3 6 )은 4 2명의 횡돌기만의 골절 환자 중

48%에서 복부 장기 손상이 동반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신 등4 3 )은 다발성 편측성 횡돌기 골절이 있을 경우 약

2/3에서 주요척추 손상이동반된다고 하였다.

4. SCIWORA

방사선학적 이상이 없는 척수 손상(Spinal Cord Injury

without Radiological Abnormality, SCIWORA)은 1 9 8 2년

P a n g과 W i l b e r g e r3 9 )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다. SCIWORA

는 연부 조직의 유연성이 많아 외상으로 인해 척추 분절

이전위된후 저절로정복될수있는소아의경추부에주

로발생한다. 즉 소아에서연부조직의유연성이있어골

절이발생하지않지만연부조직, 특히척수손상이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른에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2 4 , 3 1 ). 그러나 자기 공명 영상이 척수 손상을 진단할 수 있

게되면서 S C I W O R A라는말의사용은감소되고있다.

5. 골다공증과 종양에 의한 척추 골절의 구분

노인에서 척추체의 압박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골절선이 예리한 경계를 보

인다면 외상에 의한 골다공증성 골절일 가능성이 많지

만 외상 병력이 뚜렷하지 않고 골절의 시기를 알 수 없

는 경우는 악성 종양에 의한 골절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

야 한다. 이 경우 이전에 촬영한 필름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단순 방사선에서 두 상황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소

견은 골절부나 인접 추간판 부위에 가스 음영이다. 이

가스 음영은 악성이 아닌 상황의 특징이다41). 또한 두 상

황의 구분은 동위 원소 검사나 자기 공명 영상에서도 어

흉요추부 골절에서 방사선학적 진단·박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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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는가능하며 뒤에기술하겠다.

6. 척추 골절로 오인될 수 있는 단순 방사선 소견들2 8 )

다음은 단순 방사선에서 골절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

을 열거한것이다.

1) Developmental or congenital conditions

1)    failure of union of the apophysis : spinous, trans-

verse, articular processes

1)    apophyseal ring of vertebral body

1)    normal step defect in the juvenile spine

1)    coronal cleft in neonate

1)    second or third sacral segment in the children

1)    spinal bifida

1)    unilateral sacralization of the fifth lumbar vertebra

1)    wide posterior aspect of the S1-S2 interspace

1)    accessory sacroiliac joint

1)    epitransverse process, ptotic transverse process

1)    normal wedging of the vertebral body

1)    residual venous sinus groove

2) superimposition

2)    thoracic spine with glenoid process of the scapula

2)    transverse process with psoas muscle

2)    bony structure in the opposite side of the spine

3) Other

3)    limbus vertebra

단층 촬영( T o m o g r a p h y )

예전에 골절선을 정확히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단층 촬영은 척추 골절에서는 전산화 단층 촬영(CT)로

많이 대체되었다. 단층 촬영은 C T보다 환자의 더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척추 골절에서 단층 촬영이 아직 적용

될 수 있는 경우는 척추에 기기 고정이 된 경우로 CT나

MRI에 의한 artifacts가 많기때문이다.

척수강 조영술( M y e l o g r a p h y )

척수강 조영술은 1920년대부터사용되기 시작하여 추

간판 탈출증 등 많은 척추 질환의 주요 검사 방법으로

자리잡아왔다. 그 동안 척추 골절에서 많이 사용되었지

만 자기 공명 영상이 등장하면서 급속히 이용이 줄어들

고 있다. 그러나 CT와 동시에 촬영하는 CT-myelography

는 척추골절에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

되는검사 방법이다.

동위 원소 스캔(Radionuclide scan)1 2 )

동위 원소 스캔은 외상이나 질병의 초기에 양성 반응

을 보이는 매우 예민한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척추 골절

이 있는 지 유무를 알아내는데 적합한 검사 방법이다.

또한 신체 전부를 한 번에 촬영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동위 원소 스캔은 해상력이 낮아 양성을 보

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근

래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주는 SPECT의 이용이 증가

하고 있다. 척추 골절에서 동위원소 스캔은 흔히 사용되

지는 않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유용하다. 노인에서 압

박 골절이 있을 때 척추 혹은 다른 부위의 여러곳에 흡

수 증가가 보이면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 골절이 아니라

악성 종양의 전이로 인한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동위 원소 검사는 교통 사고나 산업 재해 등 법적인 문

제를 안고 있는 외상일 경우에 적응될 수 있다. 스캔에

서 흡수 증가는 골절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난다. 골절

3 ~ 4주 후까지는 골절 주변부까지 흡수 증가가 보이고

골절 8~12주 후에는 골절부에 국한된 소견을 보이며 그

후에는 흡수 정도가 점점 감소한다. 골절 후 1년이 지나

면 환자의 90%에서 동위 원소 스캔에서 치유된 양상을

보이고 2년 후에는 거의 모든 예에서 정상이 된다. 그러

나 이런 양상은 장관골의 경우이고 척추 골절에 대해서

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수평 직선 모양의 흡수 증가

가 척추 종판에 뚜렷히 보이는 것은 이것은 외상성 척추

골절의특징이다.

전산화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전산화단층촬영은 1 9 7 0년도초반에등장하였으며획

기적인 진단 능력으로 개발자가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하였다. 척추방출성골절에대한 전산화단층촬영소견

은 1 9 7 8년 Nykamp 등3 7 )이 최초로 기술하였다. 전산화 단

층촬영의가장큰 장점은신체단면상을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까지 간접적으로만알 수 있었던 골

절골편의위치, 신경압박 정도등을정확히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이러 장점으로 인해 C T는 현재 척추 골절에

서가장많이이용되는정밀검사방법이되었다.

1. Scou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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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단층 촬영에 앞서 scout 사진 촬영을 하면 침범

된 척추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부 경추

및 상부 흉추는 견갑대와 상완부의 근육으로 인해 단순

방사선에서 척추를 정확히 보기 어려우므로 scout 사진

은 도움이 된다33). Takada 등46)은 척추 골절에서 단순 방

사선보다 scoutview에서 골절을 찾아낼 확률이 더 높다

고하였다.

2. 재구성 영상(reconstruction image)

전산화 단층 촬영의 또 다른 장점은 시상면 재구성 영

상(sagittal reconstruction view)이다(Fig. 2). 이는특히경흉

추 이행 부위에 유용하다. 또한 percent canal compromise

를측정할경우축성영상(axial image)에서의측정은 s l i c e

t h i c k n e s s에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부정확한데이때시

상면재구성영상은척추체에서수직으로척추관의전후

방 길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2 0 ).

그러나 이 방법 역시 slice thickness가 클 경우 조직 구획

내 음영이 평균화되어 나타나는 volume averaging effect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척추 골절에서 삼차원

재구성 영상1 7 , 2 3 )(Fig. 3)은 보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 진단

에있어큰장점은제공하지못한다. Kosling 등3 0 )은 3차원

표면 재구성 영상(3D CT surface reconstruction)은 척추의

회전및 전단손상에서만유용하다고하였고 D o m e n i c u c-

ci 등1 7 )은척추손상에서회전, 탈구와정열이상의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subtraction technique로 척

주(vertebral column)의 일부를 제거하면 좀 더 많은 정보

를얻을수있다.

3. 척추 골절에서 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

척추 골절에서 전산화 단층 촬영은 손상의 위치와 정

도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심하지 않은 전방 척

추체골절시 단순방사선에는보이지않을수있으나척

추체 전방의 단열( d i s r u p t i o n )로 인해 ‘rim sign’이 나타난

다2 7 ). 또한 척수강내로의골편 후방 전위를가장 잘파악

할수 있고단순방사선필름에서잘알기 어려운추궁판

골절과 후관절 손상 여부를 알아내는데 탁월한 영상을

제공한다. 외상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의 기

본적인 CT 소견은 서로 연결된, 명확한 다발성 골절선

(‘jigsaw puzzle’ sign)(Fig. 4), 후방 전위된 골편, 및 척추

체 내의 진공 현상 등이다1 3 ). 이런 소견은 악성 종양으로

인한병적골절과구분되는소견이다. 얇은척추주위연

부 조직 종물이 그 끝이 가늘어져 있다면 악성을 시사하

는 소견이 아니다. 악성은 국소적인 종물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Saifuddin 등4 2 )은 후방 전위 골편의 네 가지 양상

에대해 기술하였는데 single central fragment, sagittal split

through the middle of the fragment, comminution of the

fragment, asymmetrical fragment 등으로 이 중 single cen-

tral fragment 형태가 가장 흔하다고 하였다2 ). 그러나 이

들분류는치료방법이나결과와는무관하다(Fig. 5).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전후주 골절과 함께 추궁판 골

절이 있을 경우 McAfee 분류에서는 불안정 골절로 분류

하고 있으나 추궁판 골절이 시상면이라면 안정성에 문

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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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gittal reconstruction view is useful in the evaluation of the canal encroachment, preoperatively(A) and canal clearance post-
operativel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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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판 골절이 있는 경우 신경근 손상이 동반될 수 있

다. Denis와 Burkus16)는 방출성 골절에서 수직 추궁판 골

절이 있을 때 마미의 포착을진단하는 CT criteria는 지방

이나 혈액과 반대되는 연부 조직 음영으로 채워져 있는

추궁판 골절부, 후방 전위 골절편 하방에서 경막이 후방

으로 사슬화(tethering)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후방 경막

파열은 7~16%로 보고되고 있는데29,45) Cammisa 등9)은 신

경학적 손상이 있고 추궁판 골절이 있는 경우 1 0 0 %이

감수성, 74%의 특이성으로 경막 파열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극돌기가 시상면으로 골절(central split fracture)되

었을 때의심할 수있다36). 전방경막 파열의특징적인 전

산화 단층 촬영 소견은 비대칭적으로 후방 전위된 골편

이 경막을충돌(impingement)하는 것이다10).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중 추

체 징후(double body sign, double vertebra)35)는 골절-탈구

혹은 전단 손상(shear injury)이 있을 때 보인다. 이것은

CT 한 slice에 두 개의 척추체가 보이는 것으로 대개 완

전 마비가 동반된다. 또한 empty(naked) facet sign 38)은 후

관절탈구 시에보이는 특징적인소견이다(Fig. 6).

전산화 단층 촬영은 단순 방사선이나 자기 공명 영상

에서는 찾을 수 없는 척추관내의 작은 가스를 찾아낼 수

있다. 흉추 골절이 기흉과 외상성 척추관내 가스와 동반

되어 있을 때 종인대 파열 및 광범위한 불안정 손상이

있을 수 있다44). 척수강 조영술과 전산화 단층 촬영이 동

반된 C T - m y e l o g r a p h y는 M R I가 없는 곳에서 자주 쓰인

다. 이는 특히 경추부에서 신경근의 견역, 경막 파열, 척

수공동증 및 후외상성 낭포성 척수증(posttraumatic cys-

tic myelopathy) 등을 진단할 수 있고 지주막하 간격의 협

소 소견으로 척수 부종이나 혈종을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있다.

4. 단점

전산화 단층 촬영의 단점으로 뚜렷하지 못한 시상면

재건 영상, 굴곡-신연 손상에서처럼 수평면 상의 진단의

어려움 등이 있으나 기종과 촬영 기법의 발달로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추간판 탈출증, 경

막외 혈종, 척수 손상 및 인대 손상 등 연부 조직 손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방출성 골절의 수술

적 치료에 있어 후종인대 손상 여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데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간접적으로 후방 전위 골편

이 척추강 전후 길이의 50% 이상 전위되었을 때와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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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reconstruction view is useful only in the malalignment(A) but subtraction technique can demonstrate canal encroa-
chment(B).

A B

Fig. 4. ‘Jigsaw puzzle’ sign in compression fracture.



골면이 180°회전되어 나타나는 reverse cortical sign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후방인대 복합체 특히 극상 및 극간

인대 손상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는 알 수 없고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극돌기간 간격 증가로 진단하거나

MRI를 촬영해야한다.

자기 공명 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 공명 영상은 일반 방사선과 전산화 단층 촬영의

단점을극복하여좀더 정확히손상을파악할수있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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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veral patterns of retropulsed fragments in the CT. A .
single central. B. sagittal split. C. comminution. D. asym-
metric. E. reverse cortical sign(arrows) that means rupture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였다. 연부 조직 및 척수의 손상 양태를 알 수 있을 뿐 아

니라 시상면, 두정면, 횡단면 그리고 사면 등의 모든 평

면의 영상을 얻어 낼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이 있다. T1 강

조 영상은 골격 구조, 척추의 정렬, 그리고 척수와 골과

의 관계를 잘 나타낸다. T2 강조 영상은 뇌척수액과 경

막외 공간과의 경계면을 잘 나타내며, 특히 시상면에서

골편에 의한 경막외 압박 등을 잘 볼 수 있다. 척수의 백

질과 회백질의 분별과 경막외 혈종 및 외상으로 탈출된

추간판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척추의 안정성에 중주의

연속성이나 파열이 중요하며, 후종인대 또는 후방 섬유

륜의 파열은 M R I로 진단이 가능하다4 7 ). MRI 촬영 시 주

로 사용되는 s e q u e n c e는 spin-echo 영상이며 급성 출혈은

gradient-echo T2 강조영상이나 spin-echo T2 강조영상에

서 잘 보인다. MRI 영상에서 척추 손상은 5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그것은 (1) vertebral fracture, subluxation, and

compressive injury, (2) ligamentous injury, (3) disk injury

and herniation, (4) epidural and paravertebral hematoma,

and (5) spinal cord edema and hemorrhage이다2 2 ).

1. 골절

MRI는 단순 방사선과 CT에서 발견되지 않는 미세한

골절을 척추체의 신호 강도 변화로 찾아낼 수 있다. 급

성 골절에서는 T1 강조 영상에서 고 신호강도로 보이는

골수가 부종과 출혈로 인해 신호 강도가 저하된다( F i g .

7). Short tau inversion recovery(STIR)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잘 보인다. T2 영상에서는 신호강도가 증가된

다. 아급성기에는 T1, T2 모두에서 증가되며 말기에는

T 1에서 감소 혹은 isointense, T2에서는 감소된다. 또한

기존의 방사선학적 진단으로 후방 인대 복합체 손상이

간과되어 불안정 골절이 안정 골절로 오인되기도 하였

으나 M R I는 중주(middle column)와 후주(posterior col-

umn)의 보존 여부를 알 수 있어 안정 골절과 불안정 골

절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아래 기술될 인대

손상과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1) MR differentiation of pathologic and osteoporotic com-

pression fractures

MRI는 양성 및 병적 압박 골절의 감별에 도움을 준다.

만성 혹은 치유된 압박골절은 골수의 신호가 정상 척추

체의 골수의 신호와 동일한 것으로 특징을 주고 있다.

반면 병적 골절은 정상 골수 보다 T1 강조 영상에서 감

소된 신호와 T2 강조 영상에서 증가된 신호를 보인다.

악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1 )으로 볼록한 후방 추체 피

질, 경막외 종양, 척추 주위의 연부 조직 종물, T1 강조

영상에서 추체 전부의 신호 감소, 척추경의 침범, Gd 조

영 증가 촬영에서 정상 척수보다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

고 T2 강조 영상에서 증가된 신호를 보이는 경우 및 척

추체 전체 침범 등이다. 하지만 급성 및 아급성 골다공

성 압박 변형은 병적 골절과 비슷한 신호 변화를 보이기

도한다. 이런 경우 6주 후 MRI를 다시 촬영하면단순 압

박 골절에서는 골수 부종이 사라져 정상 골수 소견이 보

이므로 악성 종양과 구분할 수 있다5). CT도 외상성 골절

과 병적 골절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준다. 외상성 골절의

CT 소견은위에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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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mpty facet sign(A) and double body sign.

A

B



2. 인대 손상8 )

1) 전방 종인대( A L L )와 후방 종인대( P L L )

종인대는 저신호의 선형 구조로 인지되며 오늘날의

MRI의 빠른 스캔 기법과 고해상도 표면 코일의 사용으

로 임상적인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방 종인대는 T1

강조 영상 또는 proton density 영상에서 고신호의 척추

주위 지방과의 대조로 잘 볼 수 있고, 후방 종인대는 T2

또는 proton density 강조 영상에서 인접한 고신호의 뇌

척수액의 대비로 잘 볼 수 있다. 전방 및 후방 종인대의

손상의 정도의 파악은 골절 후 척추의 안정성을 예측하

는 데 도움을 준다. 흉요추부의 안정성에 중주의 연속성

이나 파열 여부가 중요하며, 후방 종인대 또는 후방 섬

유륜의 파열은 M R I로 진단이 내려지며 후방 종인대의

보존여부는 흉요추부의안정성의 지침이된다.

2) 상극간 인대 및 극간 인대

방출형 압박 골절이 안정 골절인지 불안정 골절인지

를 판단하는데 척추 후주의 손상 여부는 중요하다. 후방

인대 복합체(posterior ligment complex) 손상은 넓은 극

간 간격을 촉진하여서도 진단될 수 있지만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이나 CT 촬영을 통해서 진단율을 높일 수 있

다. 이 등34)은 후방 인대 손상 여부는 fat-suppressed T2 강

조 시상 영상을 통해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T2 강조 영상 MRI는

단순히 후방 인대 복합체를 저신호 강도로 보여 주며 이

것의 연속성의 소실이나 고신호 강도(Fig. 8)는 인대 파

열을 의미하지만 정상적인 지방도 이와 비슷한 소견을

보여준다. fat-suppression 기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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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ultiple stage of the fracture healing in MR.

Fig. 8. MR is superior to any other imaging modalities in eval-
uation of the posterior ligament complex injury(black
arrow). And also is the only method of direct visualiza-
tion of the nerve injury(white arrow).



고, fat-suppressed T2 강조관상 영상의소견과 수술 소견

은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34). 후방 인대 복합체의 손상

을 놓칠 경우 진행성 전만증과 진행성 신경 결손, 만성

요통의 위험성에 놓일 수 있으며47) 이와 같은 이차적인

증후는 20도 이상의 전만의 증가, 2 mm 이상의 전위, 극

간 간격의증가로 알수 있다14).

3. Traumatic disc injury

추체의 골절은 추간판의 손상과 관련이 깊으며, T2 강

조 영상에서 손상 받은 추간판은 신호 증가 소견을 보인

다. 후방 종인대의 결손이 있으면 경막외 공간의 전방으

로 추간판이 직접적인 유출될 수 있다. 추간판내의 출혈

의 MRI 소견은 경막외혈종의 소견과비슷하다.

4. Epidural Hemorrhage

M R I는 경막외 종물의 원인으로서의 혈종을 확진할

수 있다. 경막외 혈종의 영상은 상위 및 하위 경계가 가

늘어진 경막외 타원형의 종물로 나타나며 Gd 조영 증강

영상에서 벗겨진 경막의 조영 증가가 보인다. 특징적인

신호 강도는 병변의 시기에 따라 다양하다. T1 강조 영

상에서 좀 더 특징적인 조영 증가가 보이며, 24시간 이

내의 급성기에는 T1 강조 영상에서 인접한 척수와 동일

한 신호를 보이며, T2 강조 영상에서는 조영 증가와 감

소의 혼합된 영상이 나타난다. 36시간이 지나면서 T1 강

조 영상에서 정상 척수보다 약간의 조영 증가가 보이고

2 - 4일 내에 고신호 증가로 진행되며 T2 강조 영상에서

도 신호 증가를 보인다. 수술적 감압없이 자연적인 소실

을 보이기도 하지만 임상 소견에 맞추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Spinal cord injury

MRI는 척수 신경 손상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Fig. 8). 단순 방사선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

지 않는 S C I W O R A의 경우도 M R I로 진단이 가능하다.

MRI는 척수진탕 시의 부종과척수 좌상 시의출혈을 감

별할 수 있으며 척수 외상의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 능

력 때문에13) MRI 영상의 척수의 손상 양상과 신경학적

기능의 회복사이에 직접적인관계를 가진다40).

Kulkami 등33)은 수상후 척수내의 MRI 신호 양상에 기

초하여 변형된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제 1형은 T2 강조

영상에서 감소된 신호를 보여주며 이는 급성 출혈과 일

치된다. 제 2형은 T2 강조 영상에서 증가된 신호를 보여

주며 이는 혈관의 투과성의 증가로 인한 척수의 부종을

의미하며 수시간 내에 발생하여 수일간 지속된다. 이런

부종이 가장 흔한 비정상적인 척수 신호를 차지한다. 제

3형은 T2 강조 영상에서 중심부의 감소된 신호와 주변

부의 증가된 신호의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좌상( c o n t u-

sion)의소견과 일치한다(Table 1).

Bondurant 등4)은 수상후 21개월째의 연구에서 제 1형

의 환자는 Frankel 분류상의 호전이 전혀없었다고 하며

제 2형과 3형은 적어도 한단계 이상의 회복이 있었다고

한다.

6. 자기 공명 영상의 단점 및 금기

MRI의 단점으로는 골격 구조의 영상이 CT에 비해 떨

어진다는 것이다. MRI의 금기 사항은 혈류 역동학적으

로 불안정한 환자나 심박동기나 자성을 띤 생명 보조 장

치를 가진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전신 상태가 불안

정한 환자에서는 초기의 진단에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료공학의 발달로 비자성을 가진 많은 장

비들이생산되어 이단점을 극복하고있다.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척추 골절의
영상 소견

척추전방전위증은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법적인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외상성 척추

전방전위증은 매우 드물고 심한 손상일 경우에 동반되

며 거의 제 5요추에 발생한다 . 골절은 협부가 아니라

articular mass이며 예리한 골절선을 보인다. 또한 심한

손상 시에 발생하므로 횡돌기 골절과 신장 등 복부 장기

손상을잘 동반한다7).

척추 골절로 진단받은 환자가 다른 부위에 척추체의

압박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이것이 진구성 골절인지 여

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가 보

상 액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즉 경미한 wedging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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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R signal changes in vertebral trauma

T1 weighting T2 weighting

Cord edema Low Increased
Cord hemorrhage

Acute(<24 h) Isointense Low
Subacute(24 h~3 wk) Increased Increased
Chronic(>3 wk) Low Increased

Epidural hematoma
Acute Isointense Low
Subacute Increased Increased
Myelomalacia Low Increased



상적인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 때 동위원소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흡수 증가가 있을 경우

진구성 골절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2년이 경과한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위원소 검사에 나타나지 않으므

로판단에 어려움이있을 수있다.

요 약

흉요추부 골절에서 방사선학적 진단은 필수적이다 .

그러나 CT나 MRI같은 고가의 촬영을 모든 환자에 모두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적절한 고려가 필

요하다. CT나 MRI 검사 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 MRI 촬영 시 Safety Committee of the

Society of Magnetic Resonance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는 pulse oximeter를 이용하여 혈액 산소를 monitor-

ing하고 심전도와 혈압도 측정하며 판독은 검사 도중 하

지말라고 권하고있다25).

환자를 직접 대하는 임상의는 치료의 결과에 대해 책

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방사선과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

단을 해야 하며 이것은 방사선학적 지식을 가진 임상의

가 환자를 직접 진찰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척추 손상 부위에 압통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굴곡-

신연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환자를 보지 않고

필름만 보고 진단을 하는 것은 골절 환자의 진단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척추 골절 환

자를 진단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는 진찰 소견과 영

상소견을 종합하여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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