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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Cervical Static Sagittal Alignment: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and Cervical Lateral
Radiograph (Preliminar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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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cervical alignment between cervical lateral radiograph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by the effects of radiographic position and to assess the effect of the shoulder flexed position to
cervical lordotic curvature and head position.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evaluated 43 asymptomatic adult patients who were taken horizontal
gazing standing cervical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simultaneously from Sep. 2008 to Dec. 2009. Cervical
lateral radiograph was taken with the arms extended and hand gently clasped on both side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was taken in the position that subject were relaxed standing with fists-on-clavicles position. Cervical
sagittal alignment were analyzed the following parameters. (1) Gore angle (GA, C2-7 angle); (2) Cobb angle (CA, C2-7
angle); (3) translation distance (TD, distance of C2 compared with vertical line through the posterior-inferior body of
C7); (4) McGregor angle (MA, angle between McGregor line and horizontal line).
Results: The mean of GA and CA in cervical radiograph were -12.64° and -9.96°, whereas -7.12° and -4.98° in wholespine radiograph. The mean TD and MA were in cervical radiograph were 16.95mm and 7.15°, whereas, 14.97mm
and 6.54° respectively in whole-spine radiograph.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ervical alignment and head position between standing
cervical lateral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The radiographic posture of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with horizontal gazing and fists-on-clavicles position make cervical alignment and head position less lordotic and
posterior translation compared to cervical radiograph.
Key Words: Cervical lateral radiograph,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 Cervical spine sagittal balance, Radiographic
position

서론
척추 시상면 정렬은 척추의 정렬 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
요하다. 척추 시상면의 부정정렬은 척추 통증의 흔한 원인
이 된다. 전 척추 측면방사선 영상은 척추 전체의 시상면 정
렬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상의학적 검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시상면 정렬은 편안한 자세에서 양측
손을 옆에 붙인 자세에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1) 경추
측면 영상은 이러한 자세에서 촬영을 하여 비교적 정확
한 경추 시상면 정렬을 볼 수 있지만, 흉추 및 요추를 같이
측정할 수 없어 전 척추 시상면 정렬 상태를 파악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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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 전 척추 측면영상은 척추 전체 시상면 정렬을 평가할
수 있지만, 촬영시 흉추부가 가려지기에 이를 잘 보기 위해
양측 견관절을 전방 굴곡시킨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1-5)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 흉추와 요추부의 시상정렬
에 관한 방사선학적 지표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6) 경추
의 정상 시상정렬에 관한 보고는 적다.7-9) 또한 이러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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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견관절 굴곡이 경추부 전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논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에서의 경추 시상면 정렬의 차이를
알아보고, (2) 견관절 굴곡자세가 경추 시상면 정렬과 두부
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척추 정렬상
태의 평가를 위해 내원하여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
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 동시에 촬영한 51명을 대상으로
의무 기록지 및 방사선 자료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
으며, 경추의 sigmoid curvature, Cobb 각도 10도 이상의 흉
추 측만, 부적절한 방사선 촬영으로 8명이 제외 되어 총 4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척추 정렬상태의 평가를 위해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측면 방사선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였
다. 촬영 시 환자와의 거리는 182.9cm 였다.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은 기립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
보고 다리는 어깨넓이로 벌려 고정한 후 양측 견관절 및 주
관절을 굴곡하여 손을 쇄골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촬영
하였다.2) 경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은 마찬가지로 편안
히 정면을 주시하면서 팔을 몸통의 양쪽 측면에 자연스럽
게 늘어뜨리고 촬영하였다.
모든 값은 두 명의 정형외과 의사에 의해 측정되었으
며,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General Electric, Chicago, IL, USA) 상에서 마우스 포인터
와 자동계산을 통해 측정되었다.
제 2경추에서부터 제 7경추의 경추 시상면 정렬을 측정
하기 위해 Gore 각(GA),10,11) Cobb 각(CA)12,13)을 측정하였
다. GA는 제 2경추체의 후면과 제 7경추체의 후면을 그은
선이 이루는 각도로 정하였으며, CA는 제 2경추체와 제
7경추체의 아래종판이 이루는 각도로 측정하였다. 정면
을 바라보는 두부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translation distance (TD)13)와 McGregor’s line angle (MA)14,15)를 측정하였
다. TD는 제 2경추 치돌기 최후면부터 제 7 경추체 후하방
연 모서리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까지의 거리로 구하였으
며(mm) MA는 경구개 후면에서 후두부 아랫면까지 잇는
McGregor 선과 수평선사이의 각도로 측정하였다(Fig. 1).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2.0 (Chiago, IL, USA)을 사
용하였으며,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두 명의 측정자간의 신뢰도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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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observer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
동시에 촬영한 43명의 환자는 남성 20명, 여성 23명 이었
으며 평균나이는 26.1세 (range 20 to 49)였다. 체질량지수
(BMI)는 평균 23.3 kg/m2 (range 16.7-29.5) 였다. ICC는 모
든 값에서 0.95 이상으로 우수한 범위로 측정 되었다. 위 결
과는 Table 1에 도표로 나타내었다.
1. 경추 시상면 정렬
경추 기립 측면영상에서 GA는 -12.64˚ (95% CI -16.11
~ -10.80), CA는 -9.96˚ (95% CI -12.32 ~ -8.05), 전 척추 측
면영상에서는 GA는 -7.12˚ (95% CI -9.14 ~ -4.69), CA는
-4.98˚ (95% CI -6.95 ~ -2.49) 였다. GA 및 CA, 모두 전 척

Fig. 1. Measurements of cervical curves by Gore method, two-line Cobb
method, C2-C7 distance and McGregor line angle to a horizonta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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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Statistics for Measurements on Lateral Cervical
Radiographs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s of Two Examiners.
Measure

Mean

95% CI Mean

ICC

95% CI ICC

GA_C

-12.64*

-16.11 ~ -10.80

0.98

0.96 - 0.99

GA_W

-7.12*

-9.14 ~ -4.69

0.97

0.95 - 0.98

CA_C

-9.96*

-12.32 ~ -8.05

0.97

0.96 - 0.99

CA_W

-4.98*

-6.95 ~ -2.49

0.96

0.95 - 0.98

†

16.95*

15.90 ~ 19.01

0.98

0.97 - 0.99

TD_W

14.97*

13.24 ~ 16.85

0.98

0.97 - 0.99

MA_C

7.15

6.14 ~ 7.97

0.99

0.98 - 0.99

MA_W

6.54

5.67 ~ 7.64

0.99

0.99 - 1.00

TD_C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
Translations are in millimeters, all other measurements in degrees.
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CI confidence interval; GA Gore
angle; CA Cobb angle; TD distance of C2 compared with vertical line
through the posterior-inferior body of C7; MA McGregor line compared
to a horizontal line; _C Lateral cervical radiograph; _W Whole-spine
radiograph;

추 측면영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고
(p<0.001), 이는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 경추의 정상 전만이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Fig. 2).
2. 두부의 위치
경추 기립 측면영상에서 TD는 16.95mm (95% CI 15.90
~ 19.01), MA는 7.15˚(95% CI 6.14 ~ 7.97) 이었으며, 전 척
추 측면영상에서 TD는 14.97mm (95% CI 13.24 ~ 16.85)
MA는 6.54˚ (95% CI 5.67~7.64)이었다. TD와 MA, 모두
경추 기립 측면영상에서 유의한 큰 값을 보였으나, MA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TD: P=0.003, MA:
P=0.079). 상기 결과는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추 기립 측면영상에 비해 두부의 후방전위를
의미 하였다(Fig. 2).

고찰
척추 수술에서 척추의 시상면 정렬을 회복하는 것이 점
차 중요해 지고 있다. 척추 시상면 정렬은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도 여겨지고 있다.16) 이런 방사
선학적 지표는 흉추와 요추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

Fig. 2. Graphs of Statistics for Measurements on Lateral Cervical Radiographs and Whole-Spine Lateral radiographs. (A) Gore method (B) Cobb method
(C) Translation distance (D) McGregor’s li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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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6) 경추에서는 아직 부족하다.7-9)
Nojiri등7)은 도 313명의 무증상 자원자를 대상으로 경추
시상면 정렬을 연구하였으며, 제 2경추에서 제 7경추의 전
만 각도가 약 13.7도 라고 보고 하였다. Yukawa등9)은 1230
명의 무증상 자원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약 13.9도
로 보고 하였다. 최근에 Park등8)은 경추 시상면 정렬을 전
척추 측면 영상에서 측정을 하였으며, 흉추 및 요추와의 관
계를 같이 보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제 2경추에서 제
7경추의 각도는 약 11.3도로 보고 하였다. 앞의 두 연구는
모두 경추 측면영상에서 분석한 것이 였으며 Park등의 연
구는 전 척추 영상에서 분석한 것이었다. 앞의 연구에 비해
Park등의 연구는 비교적 경추 전만이 적은 상태였다. 같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결과
는 우리 연구에서 경추 측면영상보다 전 척추 측면영상에
서 전만이 더 적은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시상면 정렬 지수에서 시상 수직축(sagittal vertical axis,
SVA)은 전반적인 척추의 정렬을 상태를 시사한다. 편안한
자세에서 팔을 양측에 놓은 상태에서는 시상 수직축은 약
간의 양성 값을 가진다고 보고된다.1) 하지만, 이런 자세는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 척추를 가리게 되므로 양측 팔을 전
방 굴곡한 후 측정하게 된다. Aota등3)은 양측 팔을 구부리
는 상태는 시상 수직축을 음성값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
다. 그 중 Fists-on-Clavicles 자세는 시상 수직축 값을 가장
적게 음성값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Faro등4)도 마찬가
지로 Fists-on-Clavicles 자세가 가장 적게 시상 수직축 값을
변화 시킨다고 하였다. Vedantam등5)은 척추 유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팔을 전방 굴곡하는 것은 시상 수직
축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흉추 후만과 요추 전만은 팔을 전방 굴곡 시킬 때 그 값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팔을 굽힐 때, 앞에서
손을 지지할 수 있게 하여 팔의 무게에 따른 척추 무게중
심 이동을 어느 정도 보상했기에 앞의 두 연구 결과와 다르
다고 볼 수 있다. Horton등2)은 전 척추 측면 영상을 촬영하
는 여러 자세에 따라 시상 정렬을 분석하였는데, 여러 자세
에 따라 척추의 정렬 상태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추 측면 영상과 전 척추 측면영상에
따라 경추 전만 각도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변화 하였다. 이
전 연구들2,5)은 전 척추 측면 영상에서 여러 자세를 비교 하
였기 때문에 자세에 따른 척추 정렬 상태의 변화가 측정되
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적으로 팔을 앞으로 구부
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이동하게 되고 흉추가 뒤로 이
동하며, 요추 전만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로 경추는 똑
바로 선 자세와 정면 주시를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후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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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전방 굽힘을 한다고 생각된다.17) 두부의 전방 굽힘은
경추 정렬의 전만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경추 전만의 감소
및 두부의 후방이동이 나타난다.18)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 번째로 측정의 오
류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같은 사람을 동일한 위치를 측
정하지만 측정 당시 자세가 변화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가 발생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상 정렬을 보기 위해 경추
지표만 측정했다는 것이다. 전 척추 영상에서 흉추 및 요추
에 대한 지표도 같이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면 변화 양상을
더욱 잘 알아 냈을 것이다. 네번째로 모든 자원자들이 외부
의 간섭 없이 편안한 자세에서 정면주시를 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자세에서 모두 정면주시를 하였고, MA 는 통계학
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 같은 차
이가 경추 정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ArmijoOlivo등14)은 이런 외부 간섭 없이 정면주시하는 자세도 머
리고정장치를 이용해 자세를 잡는 것과 통계적으로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은 경추 기립 측면
영상과 경추 시상면 정렬에서 차이가 난다.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이 경추 측면영상에 비해 경추 정렬은 후만, 두
부의 경우 후방 전위된 형태로 촬영되며 이러한 원인으로
는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 촬영 시, 양측 팔의 자세가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방사선 촬영 및 분석시
이러한 차이를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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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정적 시상 정렬의 비교: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측면 방사선 영상 (예비보고)
박상민, 송광섭, 박승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목적: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에서의 경추 시상면 정렬의 차이를 알아보고, 견관절 굴곡자세가 경추
시상면 정렬과 두부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과 경추 기립 측면 방사선 영상 동시에 촬영한
4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추 시상면 정렬은 제 2경추 및 제 7 경추에서 Gore 각(GA), Cobb 각(CA), 제 2경추 치
돌기 후면부터 제 7 경추체 후하방연까지의 거리(TD) 및 McGregor 선과 수평선사이의 각도(MA)로 측정하였다.
결과: 경추 기립 측면영상에서 GA는 -12.64˚, CA는 -9.96˚,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는 GA는 -7.12˚, CA는 -4.98˚ 였다. 경추 기
립 측면영상에서 TD는 16.95mm, MA는 7.15˚ 이었으며, 전 척추 측면영상에서 TD는 14.97mm, MA는 6.54˚ 이었다.
결론: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이 경추 측면영상에 비해 경추 정렬은 후만, 두부의 경우 후방 전위된 형태로 촬영되며 이러한 원인
으로는 전 척추 측면 방사선 영상 촬영 시, 양측 팔의 자세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 단어: 경추 측면 영상, 전 척추 측면 영상, 경추 시상면 정렬, 방사선 촬영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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