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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척추측만증의 약 85 %를 차지하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척추의 구조적 변형 외에 기타 전신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1) 측방의 만곡 및 추체의 회전 변위의 정도에 따라
통증, 자세 이상, 심폐기능을 포함하는 장부의 이상을 나타
내는 질환이다2). 특히 통증이 유발되는 정도의 척추측만증
은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청소년
기의 척추측만증은 발견과 진단,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3).

적외선 체열 검사(Digital Infrared Thermographic
Imaging ; DITI)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통해 통
증이나 혈류순환의 이상 등으로 나타나는 체열의 변화를
컴퓨터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4)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며 비침습적으로 통증이 없고 체내 순환 이상 및
통증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DITI의 임상적 운용에 관한 연구는 수족냉증6), 화병7) 등
의 순환부전 질환을 비롯해 퇴행성 슬관절염8), 추간판 탈
출증9), 말초성 안면신경마비10), 혈관성 파행11) 등의 근골격
계 및 신경계 질환까지 폭넓은 범위로 진행되었으며 척추
측만증에 적용한 사례도 배12), 조13) 등의 소수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

본 저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DITI의 임상적 운용에 관
한 기존 연구들이 소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토대로 청소년기 척추측만증의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4년 4월부터 2016년 4
월까지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에 특발성 척추측만
증을 주소로 내원한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차
트 분석을 통한 임상적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
견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방법

1.�연구대상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
한방병원에 척추측만증을 주소증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 다
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5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후향적
차트 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선정기준
(1) WholespineAPX-raycut촬영 후 영상의학과 전

문의에 의해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된 자로 측
만의 형태가 흉요추부의 S형 또는 reverse-S형인 자

(2) 내원 당시의 만 나이가 10~19세에 해당하는 자
(3) 등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자

2)�제외기준

(1) 의무기록에 관련 연구항목 기록이 누락된 자
(2) 척추측만증이 아닌 다른 증상이 주소증인 자
(3) 과거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시행 받은 자

본 연구는 피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동신대학
교 부속 순천한방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No.2016-
03)의 승인에 따라 진행되었다.

2.�연구방법

1)�일반적�특성
대상 환자의 성별, 연령, 통증의 부위를 조사하였다.

2)�Cobb’s angle14)

Whole spine AP X-ray cut에서 하기한 기준에 따라
측정 대상 만곡을 결정한 후, 만곡의 최상부 척추체 상연의
연장선과 최하부 척추체 하연의 연장선에서 각각 수직선을
내려 교차된 지점의 각을 측정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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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Cobb’s�angle�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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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 중심선에서 만곡 방향으로 척추체가 전위
(2) 신체가 만곡 방향으로 기울어진 만곡
(3) 가장 심하게 도드라진 만곡

측정 후 DITI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환자를
5° 단위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DITI

기기는 T-1000 HD(메쉬메디컬, Korea)을 사용하였으
며외부의 빛과 열이 차단되고 항온(24~25℃) 및 항습(40~
60 %)이 유지되는 밀폐공간에서 검사하였다. 대상 환자는
탈의한 상태로 15분간 안정을 취해 실내온도에 적응한 후
의자에 몸을 돌려 앉아 후면을 촬영하였다. 촬영영상에서
견정(GB21), 폐수(BL13), 심수(BL15), 비수(BL20), 신수
(BL23), 관원수(BL26) 부위의 직경 0.5 cm원 안의 온도를

DITI값으로 삼아 좌우 온도차(ΔT)를 측정하였다(Fig. 2).

4)�자료�분석

상기한 자료의 분석은 SPSSver. 20.0.0 for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상 환자 4개 군의 군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3) Cobb’sangle과 DITI의 연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alysisofVari-
ance ;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살펴보고 Duncantest와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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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Measurement�point�of�body�temperature

A : Gyeonjeong(GB21) B : Pyesu(BL13) C : Simsu(BL15) D : Bisu(BL20) E : Sinsu(BL23) F : Gwanwonsu(BL26).



Ⅲ. 결과

1.�일반적�특성

대상 환자는 총 56명으로 남성 27명, 여성 29명이었으
며 전체 평균연령은 약 13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약 14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약 12세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 환자 중 등허리 부위 통증이 양쪽 모두에 나타난 경
우는 31명, 왼쪽에만 나타난 경우는 12명, 오른쪽에만 나
타난 경우는 13명이었다(Table 2).

2.�Cobb’s angle 분포

Cobb’s angle 측정 결과 가장 작은 만곡은 6°, 가장 큰
만곡은 23°로 나타났고 5° 단위의 4개 군으로 나눈 결과는
다음과 같았으며(Table3)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군
간 차이는 없었다(p ＜ 0.05)(Table 4).

3.�Cobb’s angle과�DITI의�연관성

Cobb’sangle에 따른 DITI상 견정(GB21), 폐수(BL13),
심수(BL15), 비수(BL20), 신수(BL23), 관원수(BL26)의
좌우 온도차(ΔT)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경혈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지

만 심수(BL15)의 집단 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
였다(p ＜ 0.05)(Table5). 심수(BL15)에 대해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1~15°군과 16~20°군 간, 16~
20°군과 21~25°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able 6)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유의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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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Distribution�by�Sex�and�Age

All value was presented mean ± standard deviation.

Age

Male (n = 27) 14.07 ± 2.11

Female (n = 29) 12.66 ± 1.95

Total (n = 56) 13.34 ± 2.13

Table 3. Distribution�of�Cobb’s�angle

Percentage (%)

Group 5~10° (n = 24) 42.9

Group 11~15° (n = 23) 41.1

Group 16~20° (n = 6) 10.7

Group 21~25° (n = 3) 5.3

Table 2. Location�of�Pain

Percentage (%)

Both sides (n = 31) 55.4

Left side (n = 12) 21.4

Right side (n = 13) 23.2

Table 4. Pearson’s�Chi-square�Test�of�Patient�groups

Value df p-value(two-sided test)

Group 5~10° Pearson’s Chi-square test 8.914 8 0.350 

Likelihood 11.503 8 0.175 

Effective case number 24 

Group 11~15° Pearson’s Chi-square test 6.893 6 0.331 

Likelihood 7.782 6 0.255 

Effective case number 23 

Group 16~20° Pearson’s Chi-square test 1.500 3 0.682 

Likelihood 2.093 3 0.553 

Effective case number 6 

Group 21~25° Pearson’s Chi-square test 3.000 2 0.223 

Likelihood 3.819 2 0.148 

Effective case number 3 

df : degree of freedom.



Ⅳ. 고찰

척추측만증은 신체 중심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만
곡 또는 편위되는 것으로 전만, 후만, 회전 변형까지 동반
하는 입체적인 구조 변형의 기형 상태이며 척추 변형 중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다2,15). 일차적으로 외형상의
문제가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변형이 심한 경
우에는 해당 부위의 장기를 전위 및 압박하고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는 데에 심각

성이 있다16).
척추측만증은 만곡의 형태, 가역성에 따라 비구조적 측

만증과 구조적 측만증으로 구분하는데17) 비구조적 측만증
은 만곡이 가역적이면서 척추체의 회전 및 비대칭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 일시적인 자세 불량이나 하지 길이 불균등
으로 인한 골반경사 등으로 발생하여 대개 치료하지 않거
나 원인 교정으로 접근한다18,19). 구조적 측만증은 형태 변
화가 동반되는 것으로 특발성, 선천성, 신경성 등으로 구분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전체의
85 %를 차지하며 12~16세 사이에 급속히 진행되는 경향
이 있다20).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예후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만곡
의 정도가 심할수록, 만곡 발생 후 남아 있는 성장 기간이
길수록, 요추측만보다 흉추측만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
며 대개 성장의 종료시점과 만곡의 진행 종료시점이 일치
하지만 심한 측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진행된다14). 성장기
에 있는 환자 중 20° 이하의 유연한 만곡은 특별히 치료하
지 않고 성장 종료시점까지 3~6개월 단위의 주기적 추적
관찰을 시행하며 40~45° 이상의 만곡, 보존적 치료에도
만곡이 진행되는 경우는 수술치료를 고려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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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OVA�of�DITI�on�Cobb’s�ang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value

Difference of GB21 Between Groups 0.034 3 0.011 0.059 0.981 

Within Groups 10.144 52 0.195 

Total 10.178 55

Difference of BL13 Between Groups 0.030 3 0.010 0.516 0.673 

Within Groups 1.023 52 0.010 

Total 1.054 55 0.020 

Difference of BL15 Between Groups 0.096 3 0.032 3.205 0.031*

Within Groups 0.518 52 0.010 

Total 0.614 55

Difference of BL20 Between Groups 0.031 3 0.010 0.354 0.787 

Within Groups 1.503 52 0.029 

Total 1.534 55

Difference of BL23 Between Groups 0.023 3 0.008 0.581 0.630 

Within Groups 0.679 52 0.013 

Total 0.702 55

Difference of BL26 Between Groups 0.011 3 0.004 0.211 0.888 

Within Groups 0.897 52 0.017 

Total 0.908 55

df : degree of freedom.

* :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6. Duncan�test�of�DITI�on�Cobb's�angle

N
Subset for alpha = 0.05

1 2

Group 16~20° 6 0.033

Group 5~10° 24 0.113 0.113

Group 11~15° 23 0.165

Group 21~25° 3 0.167

p-value 0.149 0.351



오늘날 중·고등학교의 청소년기는 과도한 학업으로 인
한 운동 부족,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척추측만증
의 악영향권에 있으며 기존의 국내 보고에도 청소년기의
척추측만증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21-24). 청
소년기 척추측만증은 자각증상이 드문 편이지만 시기상 척
추를 포함하는 근골격계의 급속한 성장이 이뤄지므로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외관상 문제,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통증
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곡의 진행과 이차 변형
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25).

DITI는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방출되는 3~10 ㎛ 파장의
적외선을 컴퓨터 검사기기를 통해 미세하게 감지하고 영상
화하는 것으로26),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한의학 분야에서 증상의 개선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
자에게 제시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는 검사방법이다27).

DITI상 체표의 온도는 내부의 열 발생 및 열전도인자, 외
부의 열손실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중심부
에 가까워 혈류량이 많거나 조직의 두께가 얇은 부위, 함몰
된 부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혈관의 수축
으로 혈류량이 감소하거나 중심부와 먼 부위, 지방조직이
두꺼운 부위, 구조물이 융기되어 외부로 열 손실량이 많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28).

정상인의 체온조절은 좌측과 우측의 온도차가 평균
0.3 ℃ 이내로 대칭적으로 유지되므로 질병의 진단에 있어
체온의 비대칭은 중요한 기준이 되며29), DITI상 널리 사용
되는 평가지표인 좌우온도차(ΔT)도 일반적으로 0.5 ℃ 이
상이면 비정상으로 판단한다27). 흉요추부에 대한 DITI의

정상소견은 극돌기를 따라 대칭적인 고온 현상이 선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30), 비정상소견은 병변 부위에 특징적인 체
열 분포가 나타나는데, 골격계 근육의 경축은 여러 부위에
지엽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관절 질환에 있어 급성기
는 고온현상이 나타났다가 만성기는 저온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4).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저자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DITI
의 임상적 운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2014년 4월부터 2016
년 4월까지 동신대학교 부속 순천한방병원에 척추측만증
을 주소로 내원한 청소년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차
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임상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등허리 부
위에 통증을 호소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Cobb’s
angle에 따른 좌우 온도차(ΔT)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해 신체 후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측 간 구조적 변화가
복잡한 이중만곡의 형태를 띠는 S형 또는 reverse-S형 측
만의 경우로 제한하였다. 좌우 온도차(ΔT)를 확인하기 위
한 표지점은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이차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의 혈위로 삼았으며, 측만의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내부 장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부
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수혈 중 일부를 표
지점에 포함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총 56명으로 남성이 27명, 여성이 19명이
었고 전체 연령의 평균은 약 13세였으며 남성의 평균 연령
은 약 14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약 12세로 남성의 평균 연
령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통증 부위에 따라서는 양측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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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cheffe�test�of�DITI�on�Cobb’s�angle

Dependent 
Variable

Patient group
(I)

Patient group
(J)

Mean Difference
(I-J)

Standard
Error

p-value
95 %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Simsu
(BL15)

Scheffe Group
5~10°

11~15° -0.053 0.029 0.361 -0.137 0.032 

16~20° 0.079 0.045 0.398 -0.053 0.211 

21~25° -0.054 0.061 0.853 -0.231 0.123 

Group
11~15°

5~10° 0.053 0.029 0.361 -0.032 0.137 

16~20° 0.132 0.046 0.051 -0.000 0.264 

21~25° -0.001 0.061 1.000 -0.179 0.176 

Group
16~20°

5~10° -0.792 0.046 0.398 -0.211 0.053 

11~15° -0.132 0.046 0.051 -0.264 0.000 

21~25° -0.133 0.071 0.323 -0.337 0.071 

Group
21~25°

5~10° 0.054 0.061 0.853 -0.123 0.231 

11~15° 0.001 0.061 1.000 -0.176 0.179 

16~20° 0.133 0.071 0.323 -0.071 0.337 



증을 모두 호소한 경우가 31명(55.4 %)으로 과반수 이상이
었으며 왼쪽의 통증만을 호소한 경우는 12명(21.4 %), 오른
쪽의 통증만을 호소한 경우는 13명(23.2 %)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이중만곡의 형태로 제한하여 양측 통증이 다수
로 나타났지만 편측의 통증만을 호소한 경우 또한 절반에
가까운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더 심한 통증 부위만 인지하
는 경우가 존재하거나 평균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아직 통
증이 만성화되기 이전의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환자들의 Cobb’s angle 분포는 6°에서 2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타 항목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
해 5° 간격의 군 간 분류를 한 결과, 5~10°군과 11~15°군
이 각각 24명(42.9 %), 23명(41.1 %)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상적으로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40° 이상
의 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상 환자 전원이 견인, 보
조기, 운동 등의 보존적 치료 대상에 해당되었다.

Cobb’s angle에 따라 DITI상 혈위들의 좌우 온도차
(ΔT)와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심수(BL15)를 제외한
나머지 혈위에서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경항
부에서만 비정상적인 차이가 확인된 조 등13)의 연구와는 상
반된 결과이지만 흉추부에서 0.6 ℃ 이상의 온도차가 확인
된 배 등12)의 연구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심수(BL15)
에 대한 사후검정에서 Duncan test 결과는 11~15°군과
16~20°군 간, 16~20°군과 21~25°군 간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cheffe test결과에서는 유의
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두 가지 사후검정 결과가 다르므로
유의성에 대한 결론을 통일해 도출할 수는 없으나 단편적
으로 유의성이 확인된 심수(BL15)와 11-25° 구간에 대한
보완 연구를 통해 병리적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서의 근
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DITI의 임상적 운용에 관
한 것으로 기존의 연구보다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대
상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Cobb’s angle에 따른 좌우
온도차(ΔT)의 연관성을 통해 임상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시작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측만도가 다양하지 않고 수술
적응증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측만이 없었던 점에서 보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좌우온도차(ΔT)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만곡의 위치별 연구와 C형 또는
reverse-C형의 측만 사례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배수혈 부위의 좌우온도차(ΔT)와 대
상 환자가 실제 호소하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등의 내
과계 질환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를 시행
하여 치료 전후의 Cobb’sangle과 DITI상의 연관성을 비
교 분석한다면 척추측만증에 대한 DITI의 임상적 운용에
관한 근거가 보다 객관화되리라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한 DITI의
활용에 대한 임상적 연구로 2014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
지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주소로 내원한 청소년기 환자 중
기준을 충족하는 5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 및 통
계 분석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평균연령은 약 13세, 남성의 평균연령은 약 14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약 12세로 나타났다.

2. 등허리 부위 통증이 양쪽 모두에 나타난 경우는 31명,
왼쪽에만 나타난 경우는 12명, 오른쪽에만 나타난 경
우는 13명이었다.

3. Cobb’sangle에 따른 DITI상 좌우 온도차(ΔT)에서
심수(BL15)를 제외한 다른 경혈에서는 유의성이 확
인되지 않았다. 심수(BL15)에 대해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11~15°군과 16~20°군, 16~20°
군과 21~25°군 간에서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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