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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analyze the prognosis of patients with low back pai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abnormal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Methods  Data from electronic medical record of a total of 199 patients hospitalized in 

Korean medicine hospital were analyzed. With the sagittal view of lumbar spine X-ray, 

lumbar lordotic angle was defined as the angle between the superior endplate of L1 

with the inferior endplate of L5. Ferguson’s angle was defined as the angle between 

the superior surfaces of the sacral with a horizontal line. ‘Measure Cobb’s Angle Tool’

of ‘INFINITT PACS’ was used to measure both angles.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were subdivided into five sections. The number of days from onset 

and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were analyzed in each section.

Results  Severe hypolordotic lumbar lordotic angle group were found to have longer 

medical history and hospitalization duration than the control group. The ratio of 

long-term hospitalization (over 15 days) and chronic medical history (over 180 days) of 

patients with severe hypolordotic Ferguson’s angl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ratio of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history (over 180 days) was sig-

nificantly higher in severe hyperlordotic Ferguson's angle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Severe hypolordotic lumbar lordotic angle was related to patient’s prognosis. 

Both severe hyperlordotic and severe hypolordotic Ferguson’s angle were found to be 

related to patient’s prognosis. However, a moderate loss of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was not related to prognosis of low back pain patients. (J Korean Med 

Rehabil 2020;30(4):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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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람의 직립 보행에 따라 발생한다고 알려진 요추의 

퇴행성 변화는 사춘기 이후부터 시작되며 성인의 60~80%

는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의 요통을 경험한다고 한다1). 급

성 요통의 경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문 대개 저절

로 호전되는 예후가 좋은 증상이나2), 요통 환자의 10-20% 

정도는 3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경과를 거친다3,4). 이러

한 요통의 높은 발병률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많은 발생되고 있다5). 특히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으로 외래 환자의 43.9%와 입원 환자의 42.8%가 

요통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6), 요통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잘못된 습관, 자세와 작업환경으로 

인한 허리의 연부조직 손상이다7).

요추의 전만각은 중력에 대항하여 척추가 부하를 분

산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이후로8,9) 많

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요추의 전만각이 요통과 관련이 

있는가는 한동안 논쟁이 있던 주제였다. Christie 등10), 

Ohlén 등11), Korovessis 등12)은 만성 요통 환자군에서 

비요통군보다 요추전만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Hansson 

등13), Pope 등14)은 요통군과 비요통군 사이의 요추 전

만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Itoi15), Jackson

과 McManus16), Adams 등17)은 요통 환자군에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요추 전만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소실된 요추 전만각이 

요통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나18,19), 

요추 전만 소실 혹은 과전만의 심각도에 따른 요통 및 

요통의 예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추 전만각과 요천각 소실의 심각도에 

따른 요통 환자의 예후를 분석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 연구윤리

본 연구는 자생한방병원의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

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이고,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여 

데이터화한 자료로 분석하여 최소위험 이내의 연구이

며, 자생한방병원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연

구 승인을 받았다(IRB File No. 2020-09-009).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20년 3월에서 2020년 9월 사이 자생한방병원 한방

재활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중 입원 당시 numeric rating 

scale (NRS)가 5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

는 환자, 요통이 주 증상이거나 주 증상 중 하나인 환

자, 그리고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2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한 증례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최종 분석에는 199명이 포함되었다.

2.  측정 방법

요추 전만각의 주요 평가 척도로는 lumbar lordotic 

angle 및 Ferguson’s angle을 이용하였다. Ferguson’s an-

gle의 측정은 Lee 등20)과 Koh 등21) 그리고 Jung 등22)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립위 요천부 외측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천추 기저면과 수평면 간의 각을 측정하였다. 

Lumbar lordotic angle의 측정은 Jeong 등23)의 연구를 참

고하여 제1요추 추체 상연과 제5요추 추체 하연에 평행

하게 직선을 긋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son’s angle 모두 INFINITT 

PACS (인피니트헬스케어, 서울, 한국)의 measure Cobb’s angle 

tool을 이용하였다(Figs. 1, 2).

3. Ferguson’s angle, lumbar lordotic angle 구

간의 설정

요추 관절과 요천관절의 전만각을 다각도에서 분석

하기 위하여 L5-S1 분절의 전만 각도는 Ferguson’s an-

gle로 독립하여 측정하고, 요추의 전만각은 L1-L5로 구

별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Lumbar lordotic angle은 

Choi 등24)의 연구에서 평균 36.32°, 표준편차는 9.62°였

고, Fernand와 Fox는25) 평균 29.96°, 표준편차는 0.74°

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평균 29.6°, 표준편차는 

11.4°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30.00-39.99°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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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umbar lordotic angle. Lumbar lordotic angle was 

measured between the superior endplate of L1 and the inferior 

endplate of L5.

Fig. 2. Ferguson’s angle. Ferguson's angle was measured between

the upper endplate of S1 and a horizontal line.

군, 40.00-44.99°를 중등도 과전만군, 45.00° 이상을 심

한 과전만군, 20.00-29.99°는 중등도 과소전만군 19.99 

이하는 심한 과소전만군이라고 정의하였다. Ferguson’s 

angle은 Kang 등26)의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 청장년의 

기립위에서의 평균값의 범위는 평균 39.1°, 표준편차는 

2.29°이라고 하였고, Jung 등22)의 연구에서는 평균값은 

35.90°, 표준편차는 8.50°이었고, Kim 등27)의 연구에서

는 평균 38.21°, 표쥰편차는 8.66°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평균 기립위에서의 Ferguson’s an-

gle의 평균은 35.0°, 표준편차는 8.5°였기에 이를 참조

하여 정상 Ferguson’s angle의 범주는 35.00-44.99°는 정

상군, 45.00-49.99°를 중등도 과전만군, 50.00° 이상을 심

한 과전만군, 25.00-34.99°를 중등도 과소전만군, 24.99° 

이하를 심한 과소전만군이라고 정의하였다.

4. 통계 처리

환자의 기본정보는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 

범주형 변수는 n수와 퍼센트로 표현되었다. 입원기간과 

발병일로부터의 기간은 중간값을 표시하였다. Lumbar 

lordotic angle 및 Ferguson’s angle의 구간별 입원 기간

과 병력의 차이는 kruskal wallis test로 검정하였으며, 

장기입원 및 만성질병 여부는 Fisher's exact test로 검정

하였다. 이후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rson’s angle

이 장기입원 및 요통의 만성화에 끼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령과 성별이 

보정되었으며 결과는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

뢰구간으로 표현하였다.

염좌군에 대거 포함된 교통사고 환자가 본 연구 결과

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자동차보

험 진료의 특성상 대부분 14일 이하의 입원 기간을 가

지므로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서도 15일 이상의 입원을 장기입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장기입원의 정의를 다르게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

로 시행하였다.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의 입원을 시행한 경우를 장기입원으로 간주하였고, 건

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a) 30일 이상, b) 15일 이상을 장

기입원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자생한방병원의 전자 의무기록을 이용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 lumbar lordotic angle, Ferguson’s angle, 입

원 기간, 병역 기간 등을 조사하였고, 한의사가 요통 환

자를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기타 등으로 

진단하였다. 총 연구 대상자는 199명이었으며, 평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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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hypolordosis

Moderate 

hypolordosis
Normal

Moderate 

hyperlordosis

Severe 

hyperlordosis

Lumbar lordotic angle*

 Age 45.7±13.1 40.8±13.1 43.2±15.0 38.7±12.8 36.2±13.0

 Sex 38 (100) 64 (100) 62 (100) 14 (100) 21 (100)

  Female 16 (42.1) 32 (50.0) 37 (59.7) 5 (35.7) 10 (47.6)

  Male 22 (57.9) 32 (50.0) 25 (40.3) 9 (64.3) 11 (52.4)

 Lumbar lordotic angle 14.2±4.4 24.5±2.8 34.5±2.9 42.0±1.3 50.3±4.9

 Ferguson’s angle 27.0±6.4 32.3±6.1 37.8±6.5 43.4±8.3 44.2±6.0

 Diagnosis

  Sprain 18 (47.4) 44 (68.8) 50 (80.6) 10 (71.4) 17 (81.0)

  Disc herniation 17 (44.7) 19 (29.7)  9 (14.5)  2 (14.3)  4 (19.0)

  Others 3 (7.9) 1 (1.6)  3 (4.8)  2 (14.3) 0 (0.0)

Ferguson’s angle
†

 Age 40.2±14.7 42.9±13.3 40.1±14.0 44.4±12.2 47.0±16.3

 Sex 23 (100) 80 (100) 74 (100) 10 (100) 12 (100)

  Female  9 (39.1) 44 (55.0) 39 (52.7) 4 (40.0) 4 (33.3)

  Male 14 (60.9) 36 (45.0) 35 (47.3) 6 (60.0) 8 (66.7)

 Lumbar lordotic angle 15.8±7.4 25.0±7.6 35.8±9.5 36.1±11.5 43.1±5.3

 Ferguson’s angle 20.7±2.4 31.0±2.4 39.3±3.0 46.2±1.3 53.5±4.7

 Diagnosis

  Sprain 13 (56.5) 51 (63.7) 60 (81.1) 8 (80.0) 7 (58.3)

  Disc herniation  8 (34.8) 27 (33.8) 11 (14.9) 1 (10.0) 4 (33.3)

  Others 2 (8.7)  2 (2.5) 3 (4.1) 1 (10.0) 1 (8.3)

The continuous variable is presented with mean±standard deviation. The categorical variable is presented with number (%).

*Severe hypolordosis: <20.00°, moderate hypolordosis: 20.00°-29.99°, normal: 30.00°-39.99°, moderate hyperlordosis: 40.00°-44.99°,

severe hyperlordosis: >44.99°.
†
Severe hypolordosis: ≤25.00, moderate hypolordosis: 25.00°-34.99°, normal: 35.00°-44.99°, moderate hyperlordosis: 45.00°-49.99°,

severe hyperlordosis: >49.99°.

Table II.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Subjects Value (n=199)

Age 41.8±13.8

Sex

 Female 100 (50.3)

 Male  99 (49.7)

Lumbar lordotic angle  29.6±11.4

Ferguson’s angle 35.0±8.5

Diagnosis

 Sprain 139 (69.8)

 Disc herniation  51 (25.6)

 Others   9 ( 4.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이는 41.8±13.8세, 여성은 100명, 남성은 99명이었다. 평

균 lumbar lordotic angle은 29.6±11.4°, 평균 Ferguson’s 

angle은 35.0±8.5°이었다. 총 연구 대상자 중 139명(69.8%)

은 한의사로부터 염좌로 진단받았고, 51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25.6%), 9명은 기타(4.5%, 협착증, 골절 등)로 진단

받았다(Table I). Lumbar lordotic angle의 경우 정상군의 

연령(43.2±15.0세) 혹은 심한 과전만군의 연령(36.2±13.0

세)에 비하여 심한 과소전만군의 연령(45.7±13.1세)이 높

게 나타났으며,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비율은 심한 과전

만군의 19%, 정상군의 14.5%에 비하여 심한 과소전만군

에서 44.7%로 높게 나타났다. Ferguson’s angle의 경우 

정상군의 연령(40.1±14.0) 혹은 심한 과소전만군의 연령

(40.2±14.7)에 비해 심한 과전만군의 연령(47.0±16.3)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군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비율

이 14.9%이었던 것에 비해 심한 과전만군은 33.3%, 심

한 과소전만군은 34.8%로 높게 나타났다(Tabl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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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of hospitalization Onset

Mean±SD
Median 

[Q1-Q3]

Long-term

hospitalization

(≥15 days)

Mean±SD
Median

[Q1-Q3]

Chronic cases

(≥180 days)

Lumbar lordotic angle

  Severe hypolordosis (<20.00°) 18.8 (20.3) 11.0 [8.0, 16.8] 13 (34.2)  996.8 (1,918.4) 121.0 [12.3, 741.5] 17 (44.7)

  Moderate hypolordosis 

(20.00°-29.99°)

12.2 (13.5) 10.0 [6.0, 13.0]  9 (14.1) 290.4 (750.6) 14.0 [10.0, 112.3] 16 (25.0)

  Normal (30.00°-39.99°) 9.6 (5.1) 9.0 [6.0, 12.0]  9 (14.5) 235.2 (598.2) 14.0 [8.0, 14.0] 10 (16.1)

  Moderate hyperlordosis 

(40.00°-44.99°)

11.9 (7.4) 11.0 [7.0, 12.8]  3 (21.4) 338.6 (981.1) 14.0 [13.0, 158.8]  4 (28.6)

  Severe hyperlordosis (>44.99°) 11.0 (11.8) 8.0 [6.0, 11.0] 2 (9.5) 323.0 (777.3) 12.0 [9.0, 14.0]  4 (19.0)

  p-value 0.162 0.080 0.023 0.034

Ferguson’s angle

  Severe hypolordosis (<25.00°) 17.9 (22.6) 9.0 [7.0, 15.5]  7 (30.4)  985.5 (2,185.9) 14.0 [9.50, 645.5]  8 (34.8)

  Moderate hypolordosis 

(25.00°-34.99°)

11.8 (9.9) 10.0 [6.75, 13.0] 13 (16.2) 320.7 (767.2) 14.0 [11.0, 259.5] 22 (27.5)

  Normal (35.00°-44.99°) 11.2 (11.8) 9.0 [6.0, 12.0] 10 (13.5) 258.0 (777.1) 14.0 [9.0, 14.0] 13 (17.6)

  Moderate hyperlordosis 

(45.00°-49.99°)

11.1 (10.8) 8.0 [4.8, 11.8]  2 (20.0)  485.0 (1,181.6) 12.0 [8.5, 18.5]  2 (20.0)

  Severe hyperlordosis (>49.99°) 15.9 (15.6) 10.5 [7.0, 15.3]  4 (33.3)  859.0 (1,107.8) 213.0 [13.0, 1,699.8]  6 (50.0)

  p-value 0.669 0.198 0.14 0.103

The distributions of dur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ays from onset are presented by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Each days is presented with mean±standard deviation (SD) and quartile [25th percentile (Q1)-75th quartile (Q3)]. The case is 

presented with number (%). The difference in distribution was tested by Kruskal Wallis 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

Table III. Distributions of Duration of Hospitalization and Days from Onset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2.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son’s angle

의 구간별 입원 기간, 병력 차이 비교

Lumbar lordotic angle의 경우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평균 병력이 길게 나타났다.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평균 

병력이 996.8±1918.4일로 나타난 반면에 정상군에서는 

235.2±598.2일, 심한 과전만군에서는 323.0±777.3일로 

나타났다(p<0.023). 중간값 또한 산출하였는데 심한 과

소전만군의 중간값은 121일, 정상군에서는 14일, 심한 

과전만군에서는 12일이었다. 또한 180일 이상 만성 환

자의 비율이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44.7%, 정상군에서 

16.1%, 심한 과전만군에서 19.0%로 나타나 심한 과소

전만인 경우 만성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34). 15일 이상 

장기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34.2%, 

정상군에서 14.5%, 심한 과전만군에서 9.5%로 나타났

다(Table III, Fig. 3).

Ferguson’s angle의 경우 평균 병력이 정상군에서 

258.0±777.1일, 심한 과전만군에서 859.0±1,107.8일, 심

한 과소전만군에서 985.5±2,185.9일로 나타났다. 병력

의 중간값은 심한 과전만군에서 213일, 정상군에서 14

일,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14일로 나타났다. 병력 180일 

이상의 만성 환자의 비율은 정상군에서 17.6%이었고, 

심한 과전만군에서는 50.0%, 심한 과소전만군에서는 

34.8%로 나타났다. 15일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의 비율

이 정상군에서 13.5%,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30.4%, 심

한 과전만군에서 33.3%로 나타났다(Table III, Fig. 4).

3.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son’s angle

의 구간별 장기입원, 만성 환자 발생 비율 비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lumbar lordotic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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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ration of hospitalization, long-term hospitalization, days from onset, chronic case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lumbar 

lordotic angle. Severe hypolordosis: <20.00°, moderate hypolordosis: 20.00°-29.99°, normal: 30.00°-39.99°, moderate 

hyperlordosis: 40.00°-44.99°, severe hyperlordosis: >44.99°.

Fig. 4. Duration of hospitalization, long-term hospitalization, days from onset, chronic case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Ferguson’s 

angle. Severe hypolordosis: <25.00°, moderate hypolordosis: 25.00°-34.99°, normal: 35.00°-44.99°, moderate hyperlordosis: 

45.00°-49.99°, severe hyperlordosis: >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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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hospitalization (≥15 days) Chronic cases (≥180 days)

OR (95% CI) p-value OR (95% CI) p-value

Lumbar lordotic angle

  Severe hypolordosis (<20.00°) 3.95 (1.35-12.27) 0.014 5.83 (2.12-17.15) 0.001

  Moderate hypolordosis (20.00°-29.99°) 1.31 (0.44-3.94) 0.626 2.42 (0.94-6.54) 0.071

  Normal (30.00°-39.99°)

  Moderate hyperlordosis (40.00°-44.99°) 3.07 (0.54-14.83) 0.173 3.84 (0.83-16.55) 0.073

  Severe hyperlordosis (>44.99°) 1.06 (0.14-5.39) 0.948 2.08 (0.47-8.19) 0.305

Ferguson's angle

  Severe hypolordosis (<25.00°) 3.63 (1.03-12.80) 0.043 3.20 (1.00-10.16) 0.047

  Moderate hypolordosis (25.00°-34.99°) 1.11 (0.43-2.93) 0.83 1.70 (0.76-3.92) 0.206

  Normal (35.00°-44.99°)

  Moderate hyperlordosis (45.00°-49.99°) 1.48 (0.18-8.22) 0.673 1.10 (0.14-5.73) 0.914

  Severe hyperlordosis (>49.99°) 2.74 (0.52-13.31) 0.215 5.35 (1.24-23.71) 0.024

Th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odds ratio (OR) is presented with 95% confidence interval (CI), age and sex were adjusted.

Table IV. The Association of Lumbar Lordotic Angle and Ferguson’s Angle with Long-term Hospitalization and Chronic Cases

및 Ferguson’s angle에 따라 장기입원 (15일 이상)과 만

성 환자(180일 이상)의 발생 비율을 비교하였다. 장기입

원의 경우 lumbar lordotic angle의 정상군에 비하여 심

한 과소전만군에서 OR (95% confidence interval [CI])값

이 3.95 (1.35-12.27)배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p<0.014). 또한 병력이 180일 이상된 만성 

환자의 OR은 정상군에 비하여 심한 과소전만군에서 

5.83 (2.12-17.15)배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p<0.001). Ferguson’s angle의 경우 심

한 과소전만군에서 장기입원 환자의 OR은 정상군에 비

하여 3.63 (1.03-12.80)배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p<0.043). 또한 Ferguson’s angle이 심한 과소전

만인 경우 병력이 180일 이상된 만성 환자가 정상군에 비

해 OR이 3.20 (1.00-10.16)배로 높게 나타났고(p<0.047), 

심한 과전만인경우 또한 OR이 5.35 (1.24-23.71)배로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4, Table IV).

4.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son’s angle

의 구간별 하위 그룹 분석

교통사고 환자들의 경우 제도적인 영향으로 14일 안

에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입원 기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염좌군에 대거 포함된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기

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위 그룹 분석에서 염좌군을 단독 분석한 

결과, lumbar lordotic angle이 심하게 과소전만인 경우

에서 15일 이상 장기입원의 비율이 높았다(p<0.03). 이

는 교통사고 환자가 대거 포함된 염좌군만 단독으로 놓

고 보더라도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임을 

의미한다(Table V). 염좌군을 제외한 비염좌군(대부분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5. Lumbar lordotic angle과 Ferguson’s angle

의 구간별 민감도 분석

본 연구의 염좌군에 대거 포함된 교통사고 환자가 연

구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성상 14일 이상

의 입원이 힘든 상황이므로 교통사고 환자 중 14일 이

상 입원한 환자를 장기입원 환자, 교통사고가 아닌 환

자 중 30일 이상 입원한 환자를 장기입원한 환자로 간

주한 결과, 그 비율이 lumbar lordotic angle이 심하게 과

소전만된 경우와(p<0.19), lumbar lordotic angle이 심하

게 과전만된 경우에서 높게 나타나(p<0.014)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Sensitivity analysis 

1, Table VI). 또한 교통사고 환자 중 14일 이상 입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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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in group Non-sprain group

Case/n (%) OR (95% CI) p-value Case/n (%) OR (95% CI) p-value

Lumbar lordotic angle

  Severe hypolordosis (<20.00°) 2/18 (11.1) 17.72 (1.38-326.68) 0.03 11/20 (55.0) 0.87 (0.27-2.84) 0.823

  Moderate hypolordsis, normal, moderate 

hyperlordosis (20.00-44.99°)

2/104 (1.9) Reference - 19/36 (52.8) Reference -

  Severe hyperlordosis (>44.99°)  1/17 (5.9)  9.96 (0.36-215.08) 0.121   1/4 (25.0) 0.27 (0.01-2.56) 0.291

Ferguson's angle

  Severe hypolordosis (<25.00°)  1/13 (7.7) 22.80 (0.69-934.10) 0.06  6/10 (60.0) 1.34 (0.32-6.11) 0.691

  Moderate hypolordsis, normal, moderate 

hyperlordosis (25.00-49.99°)

3/119 (2.5) Reference - 22/45 (48.9) Reference -

  Severe hyperlordosis (>49.99°)  1/7 (14.3) 4.38 (0.12-108.12) 0.359   3/5 (60.0) 1.45 (0.20-12.68) 0.71

Subgroup analysis 1: Long-term hospitalization (over 15 days) in sprain patients. Subgroup analysis 2: Long-term hospitalization 

(over 15 days) in non-sprain patients. n: total number of patients categorized by severity of lumber lordotic angle or Ferguson’s

angle. Case: Patients hospitalized for over 15 days, Th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odds ratio (OR) is presented with 

95% confidence interval (CI), age and sex were adjusted.

Table V. Subgroup Analysis of Sprain Patients and Other Patients

Sensitivity analysis 1 Sensitivity analysis 2

Case/n (%) OR (95% CI) p-value Case/n (%) OR (95% CI) p-value

Lumbar lordotic angle

  Severe hypolordosis (<20.00°) 8/38 (21.1) 5.79 (1.45-29.57) 0.019 13/38 (34.2) 2.92 (1.05-8.42) 0.042

  Moderate hypolordosis (20.00°-29.99°) 7/64 (10.9) 3.27 (0.82-16.57) 0.112 11/64 (17.2) 1.37 (0.50-3.80) 0.539

  Normal (30.00°-39.99°) 3/62 (4.8) Reference - 10/62 (16.1) Reference -

  Moderate hyperlordosis (40.00°-44.99°) 1/14 (7.1) 2.37 (0.11-22.43) 0.485  3/14 (21.4) 2.19 (0.41-9.78) 0.321

  Severe hyperlordosis (>44.99°) 4/21 (19.0) 8.76 (1.58-55.80) 0.014  4/21 (19.0) 2.07 (0.47-8.15) 0.307

Ferguson's angle

  Severe hypolordosis (<25.00°) 4/23 (17.4) 2.11 (0.48-8.28) 0.293  7/23 (30.4) 2.29 (0.70-7.28) 0.161

  Moderate hypolordosis (25.00°-34.99°) 7/80 (8.8) 0.81 (0.26-2.55) 0.717 14/80 (17.5) 0.87 (0.36-2.10) 0.752

  Normal (35.00°-44.99°) 7/74 (9.5) Reference - 13/74 (17.6) Reference -

  Moderate hyperlordosis (45.00°-49.99°) 2/10 (20.0) 2.17 (0.28-11.87) 0.398  2/10 (20.0) 1.01 (0.13-5.09) 0.992

  Severe hyperlordosis (>49.99°) 3/12 (25.0) 2.42 (0.42-11.86) 0.286  5/12 (41.7) 2.75 (0.63-11.64) 0.167

n: total number of patients categorized by severity of lumber lordotic angle or Ferguson’s angle. Case for sensitivity analysis 1: 

Traffic accident patients who hospitalized for over 14 days, other patients who hospitalized for over 30 days were regarded as 

long-term hospitalization. Case for sensitivity analysis 2: Traffic accident patients who hospitalized for over 14 days, other patients 

who hospitalized for over 15 days were regarded as long-term hospitalization. The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The odds 

ratio (OR) is presented with 95% confidence interval (CI), age and sex were adjusted.

Table VI. Long-term Hospitalization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and Other Patients

환자를 장기입원 환자, 교통사고가 아닌 환자 중 15일 

이상 입원한 환자를 장기입원 환자로 간주한 결과, 

lumbar lordotic angle이 심하게 과소전만된 경우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유지하였다(p<0.042, Sensitivity analysis 2, Table VI).

고찰»»»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요추 전만 각도가 요통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은 최근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18,19). 요추 전만각은 사람의 직립 보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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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화적 적응이며28), 올바른 요추의 전만각은 중력에 

대항하여 체간을 골반 위에 유지시킨다8,9). 요추 전만각

의 소실은 척추전방전위증처럼 직접적인 요통의 원인

이 되기도 하며29), 척추 유합술에서는 요통 환자의 전

만각 확보가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도 하기에 적절한 요추 전만각의 확보는 건강한 척추를 

위한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30). 또한 비정상적 요

추 전만각은 척추 추간판에 스트레스를 주어 요추 추간

판 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31). 

한의학에서도 작업이나 자세에 의하여 발생하는 요통

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十種腰痛 중 挫

閃腰痛의 ‘擧重勞傷 或 挫閃墜落 以作痛’, 濕熱腰痛의 ‘濕

熱腰痛者 遇天陰 或 久坐而發者 是也’이라고 하여 요통

의 원인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32). 반면에 Hansson 등13)

과 Pope 등14)은 요추 전만각이 요통과 관련이 없다고 하

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요추 전만각의 측정 방법, 

혹은 표본 수가 부족하거나, 요추 전만각 소실의 심각도

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Hansson 등13)

은 요추 전만 각도를 L1-S1까지로 측정하였으며, Pope 

등14)은 전만 각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umbar lordotic angle로 측정한 요추 전

만각 및 Ferguson’s angle로 측정한 요천각의 소실의 심

각도에 다른 요통과의 상관성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자 하였다. L5-S1 전만각을 측정할 경우, Ferguson’s an-

gle값이 중복하여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천각

을 배제한 요추 전만각을 관찰하기 위하여 L1-L5에 해

당하는 lumbar lordotic angle을 측정하였고, L5-S1분절

의 불안정성은 Ferguson’s angle을 통하여 분리하여 측

정하였다. 또한, 요추 전만각 소실의 심각도에 따른 입원 

기간 및 유병 기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lumbar lor-

dotic angle 및 Ferguson’s angle을 각각 다섯 범주로 세

분화하였다.

그 결과, lumbar lordotic angle은 20° 미만으로 심하

게 과소전만된 경우 환자의 병력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

타나며(Table III, Fig. 3), 15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와 병

력이 180일 이상 되는 만성 환자가 정상군에 비해 유의

미하게 많다는 결과를 보였다(Table IV). 한편 Ferguson’s 

angle인 경우 심하게 과소전만된 군에서는 장기입원과 

만성 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심한 과전만군

에서도 병력이 180일 이상인 만성 환자 비율이 유의미하

게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IV, Fig. 4). 또한 lumbar 

lordotic angle에서는 20° 미만의 심각한 과소전만일 경우 

유의미하게 예후가 좋지 않음이 나타났으며, Ferguson’s 

angle에서도 경도 혹은 중등도의 과소전만 혹은 과전만

보다는 25° 미만의 심각한 과소전만 혹은 50° 이상의 

심한 과전만군에서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음이 나타났

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요추 전만각과 환자의 유병률 

및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

고, 요추 전만각 및 요천각과 환자의 예후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요통을 주 증상 중 하나로 

하며, NRS 5 이상의 중등도 이상의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199명을 대상으로 

요추 전만각 및 요천각 변화의 심각도와 환자의 병력 

및 입원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요추 전만

각의 정도는 5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심

각한 요추 과소전만 및 심각한 요천각 과소전만, 그리

고 심각한 요천각 과전만에서 유의미하게 환자의 경과

가 좋지 않게 나타나며, 경도 혹은 중등도의 전만 소실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특이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중 급

성 요통(요추 염좌)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환자였다는 

점, 그리고 만성 요통 환자의 대부분이 요추 추간판 탈

출증 환자였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병력의 측면

에서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혹은 염좌로 인한 급성 요

통을 잘 대변하며, 진료 현장에서 만성 요통의 상당수

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입원 

기간의 경우 염좌군에 대거 포함된 교통사고 환자들은 

제도적인 영향으로 14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므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위 그룹 분석에서 염좌

군을 단독 분석한 결과,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

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비염좌군을 단독 분석한 결과

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하위 그룹 분석 시 60명으로 줄어든 

표본의 영향일 수 있다(Table V).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앞선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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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Table VI). 대한의사협

회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에 따르면 통

상 요추 및 척추의 염좌에 관하여 중등도 이상의 손상

이 발생했을 경우 2주 정도의 고정기간을 권고하고 있

으므로 민감도 분석 시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2주 이

상의 입원 기간의 경우 장기입원 환자로 간주하였다33).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환자의 요추 만곡도와 입원 기간

과의 상관성을 보여주었지만, 입원 기간에 있어서 비염

좌군의 하위 그룹 분석 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 여전히 자동차보험 환자가 대거 포함된 연구 

대상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 2주 이상의 입원이 제도적으로 제한

받고 있고, 환자들의 퇴원 시기도 보험사와의 합의 시

점에 영향을 받는 등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 일수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관련하여 잘 구성된 연

구 대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써 요추 전만각과 요통 

환자의 병력간의 상관관계를 밝혔을 뿐 소실된 요추 전

만각이 장기적으로 요통의 원인이 되거나 예후를 좋지 

않게 만든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요추 전만각의 소실이 노화에 다른 퇴행의 

결과물이거나 병리학적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비정상

적 요추 전만각을 회복하는 것은 요통의 치료목적, 예

방 목적, 혹은 재발 방지 목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

다. Lee34)는 추나치료군이 물리치료군에 비하여 요추의 

전만각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고, Fatemi 등35)은 8주간의 Williams 운동이 요추 

과전만 환자들의 요추 전만각을 회복시킨다고 하였으

며, Malai 등36)은 만성 요통을 가진 요추 과전만 환자들

의 장요근을 스트레칭시켰을 때 유추 전만각의 회복, 

고관절 굴곡근 등의 유연성 증가, 통증의 감소 등의 결

과를 제시하였다. 추후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요추 전만각이 장기적으로 요통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정상 요추 전만각을 유지하는 것이 요통의 예방에 도움

이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Lumbar lordotic angle이 20° 미만인 심한 과소전만 요

통 환자의 경우 평균 병력이 정상군 및 과전만군(lumbar 

lordotic angle 30° 이상)보다 길게 나타났다. 또한, 심한 

과소전만 요통군에서 15일 이상 장기입원 발생 비율 및 

병력이 180일 이상인 만성 환자일 비율이 정상군(lumbar 

lordotic angle 30°-39.9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Ferguson’s angle이 25° 미만인 심한 과소전만 요통 환

자의 경우 15일 장기입원 발생 비율 및 병력이 180일 

이상인 만성 환자일 비율이 정상군(Ferguson’s angle 

35.00°-44.99°)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Ferguson’s 

angle이 50° 이상인 심한 과전만 환자의 경우 병력이 

180일 이상된 만성 환자일 비율이 정상군(Ferguson’s an-

gle 35.00°-44.99°)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다. Lumbar 

lordotic angle은 심한 과소전만이 병력과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Ferguson’s angle은 심한 과소전만 뿐만 아니

라 심한 과전만 또한 환자의 병력과 상관관계를 보였

다. 반면, 심각하지 않은 중등도의 lumbar lordotic angle 

및 Ferguson’s angle의 소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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