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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morphological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of trabecullae based 

on femoral radiographic image for prediction of osteoporosis. Study subjects were 34 females (average age of 62.1 years) 

and 6 males (average age of 60.1 years), they were categorized into normal group and osteoporosis group in accordance 

with the T-score value. Measurement of the bone density of femoral bone was measured with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ROI(Region of interests) was selected on femoral neck and trochanter. Characteristics of 

trabecullae was analyzed by using the skeletonization analysis of trabecular image. Morphological measurement was 

analyzed through femoral radiographic image in order to examine the correlation with osteoporosis. The result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eck cortical thickness, shaft width, shaft cortical thickness, 

periphery, mean gray level  and trabeculae area with BMD average (T-score) of femoral part. The results show that 

morphological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of trabecullae based on femoral radiographic images for osteoporosis 

prediction could b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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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골다공증은 골의 강도가 손상되으로 골 의 험도가 높

아지는 골격질환이며, 골 도가 하되어 골 에 취약한 상

태로서 최근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

께 요시 되고 있다. 골강도는 가 골 에 항하는 힘으

로 골량(bone mass)과 골질(bone qulity)에 의해서 구분된다. 

골량은 골 도로 신할 수 있으며, 골질은 골량 이외의 다

른 요소로 골의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이다. 골 도의 측정 

방법에는 일반 으로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QCT(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 QUS(quantitative ultrasound)등이 있다. 이  

DEXA로 요추와 퇴골의 골 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단하는 것이 가장 일반 인 골 도 측정법이다[1][2][3][4].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골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골

도 뿐만 아니라 골질의 구조 특성 한 요하다고 알려

져 있다[5][6]. 골질의 구조  성질에서 골구조는 골의 면 , 

골소주의 크기와 배열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7] 골소주의 

형태학 인 특성들을 정량 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활발하

게 연구 되고 있다[8][9][10][11][12].
 
리 보 되어 있는 단

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 골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해당부

의 골강도와 골다공증을 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랙탈 분석을 이용하여 골질 변화를 평가하거나 골질을 

측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랙탈 분석은 복잡한 

모양이나 구조 인 양상을 정량화 하여 일정범 의 수치인 

랙탈 차원 값을 얻는 방법이다[13][24]. 랙탈 차원은 소

주골의 복잡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

용된다. 한 골다공증성 골 을 측하는데 다른 부 에 

비하여 퇴골에서 측정한 골 도가 가장 높은 연 성을 나

타낸다[14][15]. 골다공증은 퇴골 체, 경부, 자부의 골

도  가장 낮은 부 로 진단한다[16].
 
퇴부의 디지털 

방사선 상에서 골다공증 환자와 정상인 골소주의 미세구조 

를 측정하는 연구는 꾸 히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골다공증이 의심이 되는 년층이나 노년

층 등이 DEXA를 이용해 요추나 근  퇴골 부 의 골

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한 해당 골조직의 일반 방사

선 사진이 동시에 촬 된 경우가 많다는 에서 본 연구를 

착안하 다. 기존의 연구들은 2차원 방사선 상에서 골소주

의 특성을 정량 으로 측정 혹은 랙탈 분석법에 의해 정

상 조건 하에서와 병  조건 하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

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골소주의 특성 이외에 고

 방사선 검사에서 단순 계측한 퇴골 근 부의 골형태

(bone geometry)를 분석하여 골 도 검사 결과와의 비교를 

하 다. 근  퇴부를 형태계측학 으로 분석하여 골 도 

측정값과 상 계를 가지고 골다공증 측에 미치는 향

에 알아보았고 퇴부 측정시 퇴경부와 자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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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골소주의 특성, 랙탈 분석  근  퇴부를 형태계측

학 으로 측정하여 골다공증 환자와 정상인의 골 도 검사

(T-score)와 비교하여 골의 특성  형태와 골 도간의 상

계에 하여 평가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연구 상

골다공증 련 검사를 받은 여성 34명 (평균연령 62.1세), 

남성 6명 (평균연령 60.7세)을 연구 상으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후 DEXA(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HOLOGIC, USA)를 사용하여 퇴경부와 자부의 골

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WHO분류에[17] 의한 T-score에 따

라 정상군  골다공증군으로 분류하 다. 심 역은 퇴

경부와 자부 부 를 설정하여 컴퓨터에 디지털 방사선

사진상의 형태로 장하 으며 퇴골 부 를 나  이유는 

각 부 의 피질골과 해면골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2.2 디지털 상 분석

상의 분석을 해 골형태 련 컴퓨터 로그램(Scion 

image for windows, Scion coporation, USA)을 이용하여 

퇴골부 에 40×40 픽셀 크기의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선택하여 총 80개의 심 역 상을 설정

하 다. 이 에서 골질의 분석이 어려운 상을 제외한 총 

70개의 상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모든 ROI 상을 White

와 Rudolph에[18] 의해 고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처리하 다. 우선 퇴부(Fig. 1A)에서 선택된 각각의 

ROI 상들을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 sigma=10 

pixel)를 용시켜 미세하거나 간규모의 구조를 제거하여 

흐림 상(blurred image)를 얻었다.(Fig. 1B) 그리고 이 

blurred image를 원본 상에서 subtraction처리한 후 128의 

회색조 값을 가산(adding gray level 128)한 후에 평균 회색

조 수치가 128인 상을 얻었다. 이 상을 골구조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을 128의 회색조 수 을 기 으로 

이분화 하여 이원 상(binary image)를 만들었다.(Fig. 1C) 

이 게 이분화된 상에서 noise의 제거를 해 erosion과 

dilation처리를 하 다.(Fig. 1D) 이분화 상에서 외곽선만

을 추출하여 외곽선 상(outline image)를 얻었으며(Fig. 

1E) 외곽선 상의 선택 역 길이를 측정하여 골 외곽선 길

이를 구하 다. 골면 은 외곽선 상에서 의 수를 구하

다. 최종 으로 픽셀의 앙선만 남은 골격화 상

(skeletonized image)을 얻었으며(Fig. 1F) 골격 상의 선택

역 길이를 측정하여 골격 상 길이를 구하 다. 상처

리를 통해 얻어진 골격화 상을 image j program ver 1.42 

(Natiomal Institutes of Health, USA)를 이용하여, 

box-counting method로 랙탈 차원 값을 계산하 다.

A. Original B. Blurred C. Binary

D. Filtering E. Outline F. Skeletonize

그림 1 상 분석 과정

Fig. 1 The image analysis processing

2.3 상의 형태학  계측

퇴골 근 부의 방사선학  분석으로 골구조 분석 이외

에 형태학 인 측면을 함께 측정하 다. 첫번째로 피질골의 

두께(cortical thickness)는 퇴 경부 내측면 간 지 의 

경부 피질골 두께(neck cortical thickness)와 퇴골 소 자 

하방 3cm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shaft cortical 

thickness)를 측정하 다. 두번째 폭(width)으로는 퇴 경부 

폭(neck width)을 측정하 으며 소 자 하방 3cm의 간부 

폭(shaft width)을 측정하 다(Fig. 2). 최 한 정확한 측정

을 해 가장 선명한 방사선 상을 이용하 다. 길이 측정

을 하여micrometer를 이용하여 0.01mm까지 측정하 다.

그림 2 근  퇴부의 형태학  측정 변수, NC : 경부 피질

골 두께 NW : 경부 폭, SC : 간부 피질골 두께, SW 

: 간부폭

Fig. 2 Diagram of proximal femur showing the definition of 

the bone geometric and architectural parameters. NC 

: Neck cortical thickness, NW : Neck width, SC : 

Shaft cortical thickness, SW : Shaft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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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gray

level

Trabeculae

area
periphery

Length of 

Skeletonized

trabeculae

Fractal

dimension

Femoral

Neck

Nomal 94.25 ± 7.49 119.52 ± 15.62 137.10 ± 21.39 144.15 ± 24.29 1.185 ± 0.011

Osteoporosis 94.32 ± 7.7 131.0 ± 18.21 139.33 ± 22.83 130.64 ± 21.74 1.181 ± 0.009

Greater

Trochanter

Nomal 113.63 ± 7.18 114.87 ± 17.88 116.11 ± 18.69 118.89 ± 16.43 1.190 ± 0.006

Osteoporosis 116.13 ± 8.64 153.14 ± 15.67 110.09 ± 12.90 112.62 ± 14.28 1.195 ± 0.009

Values are mean ±SD

표  2 퇴경부와 자부의 상분석 변수

Table 2 Image analysis parameters of Femoral Neck and Greater Trochanter

 
Normal

n=18

Osteoporosis

n=22

Total

n=40

AGE 53.3 ± 11.7 69.2 ± 7.5 62.5 ± 12.2

Femoral neck

(T-score)
-0.2 ± 0.9 -2.5 ± 0.7 -1.3 ± 1.4

Trochanter

(T-score)
0.3 ± 1.0 -2.1 ± 0.6 -0.8 ± 1.5

Values are mean ±SD 

표  1 실험군의 생리 변수

Table 1 Clinical features of study subject

2.4 통계분석

디지털 방사선 상에서 얻어진 분석항목들과 정상군, 골

다공증군의 상 분석을 시행하 다. 퇴경부와 자부 

부 에서 구한 골소주 특성, 랙탈 분석  형태학  측정

들과 T-score 간에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로 분석하

다. 통계분석을 하여 SPSS for window(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 다.  

3. 결  과      

3.1 연구 상 분석

먼  연구 상의 연령분포와 BMD(bone Mineral Density)

의 최 치인 T-score는 Table 1과 같았다. 정상인의 경우 

퇴경부의 T-score가 자부 보다 낮은 값이 나왔다. 골

다공증 환자 역시 퇴경부의 T-score가 자부 보다 낮

은 값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상분석과 랙탈 분석

상분석항목은 회색조 수 (mean gray level), 골면

(trabeculae area), 골외곽선 길이(periphery), 골격 상 길

이(length skeletonised trabeculae)  랙탈 차원(fratal 

dimension)이상 5가지 다. 

  상에서 5가지 지표들의 값은 Table 2와 같다. 회색조 

수 은 퇴경부에서는 정상군과 골다공증군에서 평균값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자부에서는 골다공증군이 크게 나왔

다. 골면 은 퇴경부와 자부에서 골다공증군이 

히 크게 나왔으며, 골외곽선 길이는 퇴경부에서는 정상군

이, 자부에서는 골다공증군이 더 크게 나왔다. 골격 

상 길이는 퇴경부와 자부 모두 정상군이 크게 나왔

다. 마지막으로 퇴경부에서 정상군의 랙탈 값이 

1.185±0.011 고 골다공증군의 랙탈 값이 1.181±0.009로 정

상군의 랙탈 차원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부에서는 정상군의 랙탈 값이 1.190±0.006 고 

골다공증군의 랙탈 평균값이 1.195±0.009로 퇴경부와는

반 로 골다공증군 랙탈 차원 평균값이 더 높게 나왔다. 

퇴경부와 자부의 골 도 측정값들과 피어슨 상 계 

분석을 한 결과 Table 3과 같았다. 퇴경부의 골 도 측정

값은 골면 과 선형상 계를 보 다. 상 계수는 -0.366으

로 음의 선형 계를 보 다. 자부의 골 도 측정값은 

회색조 수 , 골면   골외곽선 길이와 선형상 계를 보

다. 각각의 상 계수는 0.389, 0.435이었다. 골외곽선 길이

는 상 계수 -0.410으로 음의 선형 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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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k cortical 

thickness
Neck width Shaft width

Shaft cortical 

thickness(Medial)

Shaft cortical 

thickness(Lateral)

Nomal 2.07 ± 0.51 13.81 ± 1.55 5.18 ± 0.78 4.50 ± 0.57 4.42 ± 0.42

Osteoporosis 1.43 ± 0.17 13.37 ± 1.24 5.76 ± 1.08 3.68 ± 0.31 4.14 ± 0.41

Values are mean ±SD

표  4 형태학  측정 변수

Table 4 Morphological measurement parameters 

Neck cortical 

thickness
Neck width Shaft width

Shaft cortical 

thickness(Medial)

Shaft cortical 

thickness(Lateral)

Femoral

Neck

Pearson

Correlation
0.425* 0.022 0.739** 0.431* -0.471*

p-value .031 .917 .000 .028 .015

Greater

Trochanter

Pearson

Correlation
0.376 -0.011 0.743** 0.540** -0.467*

p-value .058 .957 .000 .004 .016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P<0.05)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P<0.01) 

표  5 BMD와 형태학  측정 변수와의 상 계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MD and morphological measurements

 

 

Mean gray

level

Trabeculae

area
periphery

Length of 

Skeletonized

trabeculae

Fractal

dimension

Femoral

Neck

Pearson

Correlation
-0.114 -0.366* 0.076 .308 .152

p-value .491 .022 .644 .057 .357

Greater

Trochanter

Pearson

Correlation
0.398* 0.435* -0.410* -0.312 -0.163

p-value .032 .018 .027 .099 .29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P<0.05)

표  3 BMD와 상분석 변수와의 상 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MD and image analysis parameter

결과 으로 퇴경부의 골 도 측정값은 골면 (상 계수 

: -0.366)과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자부의 골 도 

측정값은 회색조 수 (상 계수 : 0.398), 골면 (상 계수 : 

0.435), 골외곽선 길이(상 계수 : -0.410)와 통계 으로 유의

한 상 계를 보 다.(Fig. 3)

3.2 형태학  분석 

형태학  분석항목은 Table 4와 같다. 경부 피질골 두께

(neck cortical thickness ; 퇴 경부 내측면 간 지 )는 

정상군이 2.07±0.51로 골다공증군 1.43±0.17 히 높게 나

왔다.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shaft cortical thickness 

: 소 자 하방 3㎝ 까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 경부 폭

(neck width : 퇴 경부 축에 직각이면서 퇴 경부 폭의 

최단 거리)도 정상군이 크게나왔다. 간부 폭(shaft width : 

소 자 하방 3㎝ 퇴 간부의 넓이)은 골다공증군이 정상군

에 비해 크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퇴경부와 자부의 골 도 측정값들과 피어슨 상

계 분석을 한 결과 Table 5와 같았다. 퇴경부와 자부

의 골 도 측정값들은 간부 폭과 가장 뚜렷한 선형상 계

를 보 다. 각각의 상 계수는 0.739, 0.743이었다. 퇴경부

와 자부의 골 도 측 값들은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도 선형상 계를 보 다. 내측 각각의 상 계수는 

0.431, 0.540 이었으며 외측 각각의 상 계수는 -0.471, 

-0.467로 음의 선형 계를 가졌다. 퇴경부의 골 도 측정

값과 피질골 두께도 선형상 계를 보 으며 상 계수는 

0.425이었다. 

결과 으로 퇴경부의 골 도 측정값은 경부 피질골 두

께, 간부 폭,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계를 보 다. 자부의 골 도 측정값은 간부 

폭,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구할 수 있었다. 근  퇴부의 외측 피질골 두께

는 음의 선형성을 보 고 내측 피질골 두께는 양의 선형성

을 보 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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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beculae area of Femoral Neck (B) Mean gray level of Greater Trochanter

(C) Trabeculae area of Greater Trochanter (D) Periphery of Greater Trochanter

그림 3 (A) 퇴경부의 T-score와 골면 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366) (B) 자부의 T-score와 회색조 수 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398) (C) 자부의 T-score와 골면 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435) (D) 

자부의 T-score와 골외곽선 길이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410)

Fig. 3 (A)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366) between T-score and Trabeculae area of Femoral Neck (B)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398) between T-score and Mean gray level of Greater Trochanter (C)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435) between T-score and Trabeculae area of Greater Trochanter (D)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410) between T-score and Periphery of  Greater Trochanter 

4. 결  론 

일반 으로 골질을 평가하기 해서 골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리 이용되어 왔다. 성인에게 가장 흔한 실질환 

 하나로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과 연령증가

로 인한 노인성 골다공증, 그 외에 약물 등에 의해 유발되는 

특발성 골다공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19]
 
골 도 측정은 

측정원리 측정부 가 다르며 경제성을 비롯하여 장단 에 

차이를 나타내므로 각 측정법의 특성을 잘 알고 임상에 

용해야 한다. 요추와 퇴골 부 는 DEXA(dual energy 

X-ray absortiometry)와 QCT(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며, 요골은 DEXA와 pQCT(peripheral 

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 손은 RA(radiographic 

absorptiometry), 종골은 QUS(quantitative ultrasound)와 

pQCT, DEXA를 사용할 수 있다.[20] 이와 같이 각각의 해

당부 를 선택 으로 골 도 측정을 할 수도 있으나 요추와 

퇴골 부 를 상으로 골 도 측정을 하고 이를 토 로 

신 인 골다공증 여부를 단하는 경우가 많다.

DEXA를 이용해서 골 도 측정시에 건강 성인의 평균 골

도치의 편차인 T-score 혹은 동일 연령의 표 편차인 

Z-score를[22]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T-score를 선호

하고 있으며, 분류방법은 T≥-1.0(정상), -1.0≤T≤-2.5(골감

소증), T≤-2.5(골다공증)의 3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

이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인 기 을 제시한 것은 아

니고, 인종간의 차이나 측정 기계에 의해서도 약간의 오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2] 골강도를 결정하

는 요인에는 골 도 뿐만 아니라 골질의 구조 특성 한 

요하다. 골질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피질골보다는 

해면골 부 의 골소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일반 인데 이

는 골소주 부 가 빠른 골교체율 덕분에 골소실 정도를 피



기학회논문지 59권 4호 2010년 4월

828

(A) Shaft width of Femoral Neck (B) Neck cotical thickness of Femoral Neck

(C) Shaft width of Greater Trochanter (D) Shaft cortical thickness(Medial) of Greater Trochanter

그림 4 (A) 퇴경부의 T-score와 간부폭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793) (B) 퇴경부의 T-score와 경부 피질골 두께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425) (C) 자부의 T-score와 간부폭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743) (D) 

자부의 T-score와 간부 피질골 두께(내측)의 Pearson correlation(상 계수: 0.410)

Fig. 4 (A)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739) between T-score and Shaft width of Femoral  Neck (B)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425) between T-score and Neck cotical thickness of Femoral Neck (C)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743) between T-score and Shaft width of Greater Trochanter (D) Pearson 

correlation(Correlation coefficient: -0.467) between T-score and Shaft cortical thickness(Medial) of Greater Trochanter 

질골보다 민감하게 표 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23]

  본 연구에서 랙탈 분석법을 이용하여 골소주를 정량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랙탈 차원값은 구하는 방법에 

따라 랙탈 값이 다양한 변화를 보이나 랙탈 차원값이 

골질 혹은 골의 병 인 변화를 유의하게 반 한다고 보고되

었다.[24]
 
방사선 상에서 ROI를 설정했을 때, 표면의 불규

칙 정도가 랙탈 차원으로 정량화되며 연속 인 방사선

상에서 같은 랙탈 차원 변화는 골무기질량의 변화를 반

한다고도 하 다.[25] 본 연구의 방사선 상에서 분석한 

랙탈 차원값은 BMD average(T-score)와 유의한 상 계

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퇴경부에서는 차원이 커

지면 형태가 더 복잡해진다는 일반 인 원칙이 용되었지

만,[26] 자부에서는 상반되게 나왔다. 통계 으로 유의성

은 없었으나 랙탈 차원의 평균값은 퇴경부에서 정상군

이 자부에서 골다공증군의 랙탈 차원값이 높았다. 이

는 방사선 상의 흑화도 재 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

고, 이진화 과정에서 임계치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랙탈 차원 이외에 퇴경부

에서는 골면 이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자부에서

는 골면 , 회색조 수 , 골외곽선 길이가 통계 으로 유의

성이 있었다. 상 획득 과정 의 다른 변수들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의 랙탈 분석은 비침습

이고 렴한고 구조 분석법이어서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소

주의 유형  변화의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27] 랙탈 차

원과 T-score와의 상 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어 비슷한 조건으

로 촬 된 방사선사진의 랙탈 차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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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질골 두께와 퇴경부의 폭 등을 측정하는 것은 골다공

증성 골 을 단할 때 주로 분석하는 요소이나 본 연구에

서는 반 로 골다공증을 단할 때 유의성을 갖는지 연구하

다. 방사선 상에서 퇴경부의 골 도 측정값은 경부 피

질골 두께, 간부 폭,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자부의 골 도 측정값

은 간부 폭, 골간부의 내,외측 피질골 두께와 통계 으로 유

의한 상 계를 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외측 피질골의 두

께는 다른 인자들과 다르게 음의 선형 계를 가졌다. 이는 

골의 형태학  측정만으로는 골다공증의 단은 어려울수도 

있으나 골소주의 분석과 골 도의 측정과 함께 이루어진다

면 방사선 상에서 측정한 골의 두께와 폭도 골다공증을 

단할 때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골구조의 특징 는 형태학  특징들이 골량

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할 수 있다면, 단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골다공증 측에 도움을  수 있을 것 이라 사료

된다. 본 실험을 통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측하기 하여 

방사선 상에서 골의 구조 이외에 형태 인 특징을 분석하

는 방법이 효과 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의 유효

성 여부를 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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