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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hronic LBP patients and asymptomatic subjects on：

measures of multifidus size (cross-sectional area;CSA, thickness) and symmetry (proportional difference of

relatively larger side to smaller side).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12 asymptomatic subjects without a prior history of LBP (8 females, 4：

males), and a retrospective audit was undertaken of records from 12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8 females,

4 males). CSA and Thickness of the lumbar multifidus muscles was measured from axial T1-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es(MRI).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chronic LBP patients had significantly smaller multifidus CSA：

and thickness than asymptomatic subjects at L4-5 vertebral levels(p<.05).

The asymmetry between sides was seen at L4- L5 vertebral level in patients with chronic low back pain

presentations(p<.05).

Conclusions MRI provided a quantitative measure of change between asymptomatic subjects and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of multifidus muscle.

MRI identifi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oss-sectional area and thickness and helps to evaluate clinically and

plan the treatment modalities of LBP.

Key Words Multifidus, MRI, Low Back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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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통은 전형적인 만성통증 질환 중 하나로 여러

가지 기질적인 원인 정신적인 요인 자세 변동 나, , ,

쁜 체위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기질적인 원인이나

부상을 치료한 후에도 만성요통으로 진전되는 경우

가 많다이원제 급성 요통환자의 가 만( , 2005). 30%

성으로 진행하며 이로 인해 요통(Andersson, 1999)

은 기능 활동과 직업 활동 등의 제한을 가져와 현

저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요통환

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와(Deyo

Tsui-Wu, 1987).

요통환자에서는 통증 또는 반사적 근 수축 억제

로 전체적인 활동성이 감소된다 장기적인 비 활동.

성과 불용 으로 인한 근력의 저하 및 근 위축(disuse)

이 오게 되며 근 위축이 다시 요통의 악화 및 이차,

적 척수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요통으로 인.

한 척추주위근육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육

의 단면적 근육내 지방 함량 근력 능률과 근섬유, , ,

종류 등이 있다 등(Nakamura , 1986).

만성요통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요부 심부근의 위축정도가 더 심하다고 보고

했으며 급성요통의 는 주내에 자연적인 치90% 2~3

유가 일어나지만 이러한 환자들의 가 년, 60~80% 1

이내에 요통이 재발되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요통환자에게 다열근의 약화는 절대. ,

로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통증이 감소되

어도 다열근의 크기는 특정운동을 행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서 요부 심부근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근육 재훈련만이 정상적인 근육 횡단면을

재 성립시키고 재발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등(Hides , 1996).

만성요통과 다열근의 관련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등 은 요추Kang (2007)

의 퇴행성 후만증과 척추 기립근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하여 보고 하였다 배지혜 등 의 연구는. (2001)

요추부의 자기공명영상에서 척추 주위근의 관찰이

가능한 명의 요통환자를 대상으로 다열근위축을80

관찰한 결과 하지 연관통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에 비해 다열근의 위축정도가 심하다고 하였으며,

추간판 변성 척추 후관절 변성 신경근 압박 등에, ,

의해 요추의 여러 병적인 변화에 다열근이 민감하

게 변화하며 등 은 하지연관통과 다열, Kader (2000)

근의 변화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척추 주위근은 요추부가 운동할 때 척추를 안정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추,

부에서 신경근의 조절은 원하는 근력과 함께 추체

의 안정화를 위해 중요하다 특히 요통환자들에게. ,

정상인에 비해 배부근력이 감소되어 있는 것이 보

고되고 있으며 신전근 근력이 굴근에 비해 더 악화,

되어 있다는 보고가 많다 등(Grabiner , 1992).

그러나 현재까지 요통에 대한 초점이 추간판이나

뼈 그리고 관절에 맞추어져 있고 척추 주위근의 크

기와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간과되는 경향

이 있어왔다 등 이에 저자는 만성요(Savage , 1997).

통환자들에서 연부조직의 좋은 영상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척추 주위근에서 가

장 중요한 다열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년 월부터 년 월2009 3 2010 2

까지 최근 약 년간 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로 내1 00

원한 만성요통환자 중에서 개월 이상 만성요통을6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명의 환자와 정12

상인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군과 정상군의12 .

성별은 각각 남자 명과 여자 명으로 하였으며 평4 8

균연령은 환자군이 이고 정상군은 이42±5.2 34.4±7.7

었으며 두 군의 평균연령은 이었다 체중은, 38.2±7.5 .

환자군이 이고 정상군은 였다 또63.±8.52 61.6±7.12 .

한 신장은 환자군이 이고 정상군이166.9±6.87 168.8

였다 이중 뇌졸중이나 파킨슨과 같은 중추신±9.52 . ,

경계 환자 척추수술을 받았거나 종양 염성 대사, , , ,

성 질환 구조적 기형으로 인한 경우와 다른 근골격,

계 질환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측정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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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 을 이용한 다열근 의(MRI) (multifidus)

측정은 독일를Magnetom symphony(1.5T, siemens, )

사용하였다 자기공명영상 의 강조영상. (MRI) T1 (TR

해상도 에서 종단450, TE 17, spin echo, 256x192)

면 의 영상(axial) (FOV:116*155, Z:313%, L:387, W:

을 얻었다856) .

본 연구에서는 요추 다열근의 위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에서 종영상 을 얻어(axial image)

횡단면적 과 두께 를(cross-sectional areas) (thickness)

영상학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 1).

요추 다열근의 정량적 평가는 측정의 신뢰성이 검

증된 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연(MRI) ,

구 대상자들의 촬영 자세는 앙와위 자세에서(supine)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고 슬관절을 도 굴곡시킨25

상태로 제 번 요추부위를 촬영하였다4~5 .

요추 번부위의 종단면 영상을 획득하여4~5 (axial)

측정 프로그램인 컴퓨터 영상저장 및 전송 프로그

램인 PACS(picture achiving and communicat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ystem) . PACS(Infinitt tech,

의 와Korea) free line ROI(region of interest) Caliper

를 이용하여 횡단면적 과 두께 를 분(CSA) (thickness)

석하였다(Fig 2).

통계처리3.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을SPSS(ver,10.0)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집계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구 변수의 특,

성에 따라 독립표본검정 방법을(independent t-test)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는 로 하였다. .05 .α

Ⅲ 결 과.

다열근의 면적1. (CSA)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좌 우 다열근의 면적을 비,

교한 결과 정상군은 이고 환자군1574.39±332.44mm²

Fig 1. 요추 번 종축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4-5 (axial)

요근 척추기립근 다열근(Disc), (PS), (ES), (MF)

의 횡단면적 측정시 사용하는 관심영역(CSA)

(ROI)

다열근의 횡단면적 측정Fig 2. (CSA)

다열근의 두께 측정Fig 3.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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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으로 환자군의 다열근 면적이1098.38±193.76mm²

정상군에 비해 위축이 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다열근의 두께2. (thickness)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좌 우 다열근의 두께를 비,

교한 결과 정상군은 이고 환자군은68.3±4.4mm 58.5

였다 정상군에 비해 환자군의 두께가 유의±6.2mm .

하게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Unimpaired LBP

Thickness* 68.3±4.4 58.5±6.2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2. Multifidus muscle thickness
(mm)

다열근의 좌 우 대칭성횡단면적3. , ( )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좌 우 다열근의 면적에 대,

한 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은 이고 환5.8±4%

자군은 이었다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11.7±7.3% .

좌우 근육의 면적에 대해 비대칭적이었다 통계학, .

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Unimpaired LBP

symmetry* 5.8±4.2 11.7±7.3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3. Symmmetry (percentage difference) of

multifidus muscle CSA
(%)

다열근의 좌 우 대칭성두께4. , ( )

정상군과 환자군에서 좌 우 다열근의 두께에 대,

한 좌우 대칭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군은 2.3±1.5%

이고 환자군은 이었다 환자군은 정상군에6.6±5.4% .

비해 좌 우 근육의 두께에 대해 비대칭적이었다, .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Unimpaired LBP

Symmetry* 2.3±1.5 6.6±5.4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Table 4. Symmmetry(percentage difference) of

multifidus muscle thickness
(%)

Ⅳ 고 찰.

다열근은 다섯 개의 분리된 띠로 구성되며 각각,

은 척추 후관절의 유두상 돌기 장골릉 천골에서, ,

기시되어 척추의 극돌기에 부착하며 가장 표층의,

섬유다발은 여러 척추에 걸쳐 있으며 가장 깊은 섬

유다발은 인접한 두 척추에만 걸쳐 있으며 다른 척,

추주위 근육과는 달리 척추신경분지에서 나온 후

일차가지의 안쪽 분지에 의해 단일 신경 지배를 받

는다 기능적으로 척추의 안정성과 움직임에 중요하.

며 척추를 신장시키고 수축되는 반대 방향으로 회

전시켜 요추의 전만을 유지하고 원하지 않는 비틀

림 굽힘과 같은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추간판을,

보호한다 등(kader , 2000).

이런 구조 중 안정화기능에 대한 다열근의 중요

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연구자들 모두 이견이 없

는 실정이다최희수 등( , 2005).

요통은 매우 흔해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요통

없이 살고 있다 의 사람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 80%

에서 요통을 겪게 되며 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을20%

기준으로 요통을 겪고 있다대한임상통증학회( , 2008).

통증 또는 반사적 근 수축 억제로 전체적인 활동성

이 감소되어 근력이 저하되고 근위축이 오게 되며,

근 위축이 다시 요통의 악화 및 이차적 척추 손상

을 초래하게 된다 등(Cooper , 1992).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요통환

자의 다열근에 대한 영상학적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Unimpaired LBP

CSA* 1574.39±332.4 1098.38±193.7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of p<.05

CSA : cross sectional area, LBP:low back pain

Table 1. Multifidus muscle CSA
(m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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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초음파를 이용한 요추 다열근Hides (1994)

면적 측정을 급성 편측 요통환자 명과 정상인26 51

명을 대상으로 요추 번에서 요추 번 그리고 천추2 5

번까지에서 수행한 결과 급성 요통환자 그룹에서1 ,

증상이 나타난 쪽의 다열근 단면적에서(multifidus)

증상이 없는 부위보다 작았으며 현저한 비31±8%

대칭을 보였다고 했다 한편 증상을 일으킨 부위의.

위 아래의 다열근 단면적에서는 좌 우 차이가, , 6%

정도인 반면 정상인 그룹에서는 요추 번에서 천추, 2

번까지의 다열근 단면적 좌 우 차이가 이하로1 , 5%

나타났다 즉 요통을 일으킨 부위와 다열근 위축 정.

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인식된 것이

다 또한 급성 요통이 나타난지 일 미만일 때 다. 14

열근 단면적의 좌 우 차이가 이였고 일, 33±7% , 14

이상일 때는 로 요통이 지속되면 척추 주위25±8% ,

근이 약화되면서 위축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상군에서의 양쪽의 차이는 근래의 연구에서는

의 사이이며 비교적 다열근은 대칭적이2.9%~5.8% ,

라는 것이 제안되어지고 있으며 편측요통환자에서,

다열근의 좌우비대칭에 관한연구에서는 증상이 있

는 부위와 없는 부위에서의 비대칭의 차이는 31±8%

로 보고하고 있다 등 정상인을 대상으(Hides , 1994).

로한 등 의 연구 결과에서도 다열근의Stokes (2005)

좌우 대칭성을 볼 수 있었으며 정상군에서 다열근, ,

좌우차이는 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3±4% .

다열근의 좌 우 차이를 로 보고하였다, 2.9%~5.8%

등(Stokes , 2005).

주 이상된 편측요통환자 명을 대상으로 자기12 50

공명영상을 이용한 분석에서 임상적인 검진와 관련

하여 증상이 있는 쪽의 다열근 위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등(Barker , 2004).

본 연구에서도 다열근에 대한 영상학적 분석에서

요통환자와 정상인의 횡단면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열근은 척추 기립근 중에서 가장 크고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최근 다열근에 대한 해부와 기능이

과 에 의해 정확하게 밝혀졌다 다열Bogduk Twomey .

근은 다섯 개의 분리된 띠로 구성되며 각각은 척추,

후관절의 유두상 돌기 장골릉 천골에서 기시되어, ,

척추의 극돌기에 부착하며 가장 표층의 섬유다발은,

여러 척추에 걸쳐 있으며 가장 깊은 섬유다발은 인

접한 두 척추에만 걸쳐 있으며 다른 척추주위 근육,

과는 달리 척추신경분지에서 나온 후일차가지의 안

쪽 분지에 의해 단일 신경 지배를 받는다 과(Bogduk

Twomey, 1991).

근육의 위축은 크게 폐용과 탈신경이라는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일어난다(Donald & Neumann, 2002).

즉 요통이 지속되면서 척추 주위의 운동량이 감소,

되므로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크

기가 감소되는 폐용성 위축 등 과 반(Parkkola , 1993)

사적 근 수축 억제에 의해 손상부위의 구심성 자극

이 척수반사를 통해 해당 근육을 지배하는 운alpha

동신경원의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탈신경

성 위축이 있다 하지만 폐용성 위축은 다열근만의.

위축이 아닌 그 외 다른 대부분의 척주 주위근육에

서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Mc Gill, 1997).

시각적 측정법은 의 단계로 나Lamminen(1990) 4

누는 방법과 등 의 단계로 나누는 방Kader (2000) 3

법이 있는데 등 의 단계 방법은 측정Kader (2000) 3

하기에 용이하고 실제 근육크기의 감소와도 연관성

이 높으며 관찰자간의 일치율도 우수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등 은 만성요통환자 명과 정상인Kamaz (2007) 36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 체간 근34

육들의 단면적을 비교한 결과 다열근의 단면적은,

정상군은 환자군은 그리5.65±1.33 , 4.59±1.13 ,㎠ ㎠

고 요방형근은 정상인 였고 환자군은3.98±1.17㎠

이었다 또한 요근의 경우 정상인3.77±1.25 . 7.85±㎠

환자군은 로 환자군에서 체간근1.81 , 7.29±1.99㎠ ㎠

육의 단면적에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중 다,

열근의 위축이 가장 현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공명영상을 통한 요추부 다열근

의 횡단면적과 두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요통환자들에서 다열근의 위축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초음파 나, (US)

컴퓨터 단층촬영 을 통한 요추부 다열근의 면적(CT)

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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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요통환자의 다열근 위축에 분석을 위

해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상인에

비해 다열근의 횡단면적 과 두께 가(CSA) (thickness)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열근의 좌 우. ,

대칭성에 대한 비교도 횡단면적과 두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에서 요통환자의 치료적.

접근방법과 중재에 있어서 즁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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