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AL ARTICLE
Kor J Spine 6(4):260-265, 2009

일부 채용건강진단 대상자의 척추분리증 유병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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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In Korea, there appears to be an increase in the diagnosis of lumbar spine disorders recently. This trend has
urged employers to screen new employees for this disorder. One of the methods for the investigation is the radiological examination of the lumbar spine. We studied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according to age and sex with
lumbar X-ray (anterior-posterior view and lateral view) of new employees in pre-employment screening examination.
We also estimated the outbreak period of spondylolysis by analysing the prevalence rates at each age group, which were
the results of our study.
Methods: We gathered the data of lumbar X-ray findings for new employees, who had recieved pre-employment screening examination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of Masan Samsung Hospital Korea
during a period from January 1, 2002 to December 31, 2005. We analyzed the data to obtain the age and sex prevalence of spondylolysis and spina bifida.
Results: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for the pre-employment screening examination was 5.9% (male 6.6%; female
4.3%) in this study.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after adjusting age and sex was 9.0%.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e, and showed to be higher in female than male. Body mass index of spondylolytic subjects was higher than that of normal.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ith
spina bifida than normal subjects.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spondylolysis of the pre-employment screening examination was 5.9% in this study.
The factors which relates with spondylolysis were age, BMI and the prevalence of spina b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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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lower back pain)이나 다른 척추질환과의 연관성에 대

서

론

하여는 논란이 많으나, 최근 요추부의 업무관련성 질환이 증
가하면서 채용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요추부의 방사선

척추분리증(Spondylolysis)은 척추궁관절협부(pars interarticularis, isthmus)의 결합부위에 편측 혹은 양측 결손이 있는 상
태이다.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부터
는 채용건강진단이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고, 배치 전 건강진
단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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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용건강진단과 별다름 없이 시

진단을 받은 대규모 연구 대상자에서 척추분리증의 성별 및 연

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나 군복무 후 업무 복귀 시,

령별 유병률을 조사하고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와
척추이분증(spina bifida) 등 관련된 인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는 타 부서로 업무 전환시에 시행하는 배치 전 건강진단
에서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 검
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추부의 근력 검사와 운동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배치를 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되는 요추부의 이상 소견 중 비교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적 흔한 것이 척추분리증과 척추전위증(Spondylolithesis)이다.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개 종합병원

이러한 채용시 혹은 배치 전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 척추분

에서 시행한 채용시 건강검진 27,505건 중 요천추부 단순 방

리증에 대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불합격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사선 검사를 실시한 21,158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같은 사람이 중복된 검사를 한 경우가 750건으로 실제 연구
대상자는 20,408명이었다(Table 1).

도 하고, 또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경우 요추부의 근력
검사와 운동능력 검사 등으로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
적인 문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적절한 노동능력 평가를
통하여 채용에 활용하기도 한다.

2. 방 법

척추분리증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발생한 해부
학적 이상이다. 따라서 태아에서는 척추분리증이 없다. Warde
와 Latimer에 의하면 인간의 척추는 다른 동물들의 척추가
거의 동일한 형태인 것과는 달리 흉추부에서 요추부방향으
로 피라미드 형태로 생겨서 수직장력이 양측면으로 전해지
게 되어 척추분리증이 발생한다고 한다24). 이와 같이 척추분
리증은 걷기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을 하며, 5세 이전에는 드
물고, 5-7세 소아의 5% 정도에서 관찰되며, 주로 성장을 많
이 하는 11-15세 사이에 발병률이 증가하여, 18세가 되면 6-7
%의 유병률을 가지며, 20세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Suk 등은 성비는 남성이 여성에 비
해 2배 정도 많이 나타나며, 그 부위는 제 5 요추가 가장 많
아 83%, 제 4 요추가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기타 제 3 요
추 및 제 4, 5 요추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23).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취업자 8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11)
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6.8% , 광산 근로자 2,9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3.3%12), 97명의 채용건강 진단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그 연구 대상과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용시 건강
Table 1. Study subjects in health examination years
Years

Examinee

2002
2003
2004
2005
Total

2,892
6,179
6,737
5,350
15,808

Overlapped
0
119
254
377
373

1) 채용건강 진단시 요천추 단순 방사선 검사의 판독

2002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개 종합병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에서 요천추부 전후방사선 사진과 측면방사선 사진
의 필름을 영상의학과 의사 2명에게 판독하여 진단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통계적 분석은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 그리고, 척추
이분증의 빈도분석과 카이제곱검증을 이용하여 각각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α값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통계청 자료(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census
2005)10)를 이용하여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의 차이를 표준화
한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을 구하였다.
또한 척추분리증을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로는 연령군(25
세 이상, 25세 미만), 체질량지수, 척추이분증으로 두어 단변
량분석을 시행해 척추분리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Subjects
2,892
6,060
6,483
4,973
15,435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6세였으며, 키는 169.3 cm, 몸
무게는 65 kg, 체질량지수는 22.6이었다(Table 2). 이들 중 20대
가 12,361명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30대로 3,308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하였다. 20세 미만
의 대상자는 2,391명으로 전체의 11.7%이었다. 남자가 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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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ge

*

Height

*

Weight*
BMI
*

*

Table 5. Prevalence rate of spondylolysis after adjustment
of 2005 Korean census

Men

Women

Total

29.4 ± 8.4

23.1 ± 6.2

27.6 ± 8.4

Age

Men(%)

Women(%)

Total(%)

172.9 ± 5.8

160.5 ± 5.4

169.3 ± 8.0

15-19

62,805 (3.8)

52,118 (3.5)

113,106 (3.6)

68.7 ± 9.9

56.0 ± 9.2

65.0 ± 11.3

20-29

227,498 (5.9)

151,425 (4.2)

395,447 (5.3)

22.9 ± 2.9

21.7 ± 3.2

22.6 ± 3.1

30-39

320,930 (7.4)

194,185 (4.7)

609,731 (7.2)

40-49

384,183 (9.1)

426,760 (10.5)

770,615 (9.3)

50-59

288,380 (10.6)

130,199 (4.8)

537,871 (9.9)

60-74

454,736 (16.0)

0

980,316 (14.8)

Student's T-test: p=0.000

Table 3. Age distributions of the subjects

Total 1,738,532 (9.1)

954,687 (5.0)

3,407,086 (9.0)

Age

Men (%)

Women (%)

Total (%)

15-19

1,009 (7.0)

1,388 (23.5)

2,397 (11.7)

20-29

8,356 (57.6)

4,005 (67.8)

12,361 (60.6)

30-39

3,075 (21.2)

233 (3.9)

3,308 (16.2)

40-49

1,604 (11.0)

212 (3.5)

1,816 (8.9)

50-59

433 (3.0)

63 (1.0)

496 (2.4)

L4

38

5

43

60-74

28 (1.8)

2 (0.3)

30 (0.1)

L5

887

240

1,127

28

7

35

953 (6.6%)

252( 4.3%)

1,205 (5.9%)

Total

14,505 (100)

5,903 (100)

20,408 (100)

Table 6. Prevalence and anatomical distributions of spondylolysis
Men

Others
Spondylolysis
*

Table 4. Prevalence rate of spondylolysis by age and sex

Total

2

Sex difference X -test; p=0.000

Age

Men (%)*

15-19

38 (3.8)

48 (3.5)

86 (3.6)

20-29

491 (5.9)

168 (4.2)

569 (5.3)

30-39

227 (7.4)

11 (4.7)

238 (7.2)

40-49

146 (9.1)

22 (10.5)

168 (9.3)

Age(≥25)

Odds
ratio
1.7

3 (4.8)

49 (9.9)

BMI(≥25)

1.3

1.1-1.5

0.000

Spinal bifida

1.7

1.5-1.9

0.000

50-59

46 (10.6)

60-74

5 (16.0)

Total
2

953 (6.6)

X -test; p=0.000,

**

Women (%)*

*

Women

0

Total (%)**

5 (14.8)

252 (4.3)

1,205 (5.9)

2

trend test X =120.7(p=0.000)

명 여자가 5,903명이었으며, 특이한 점은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가 2:1 정도 였으나, 20대 미만에서는 여성의 비율
이 더 높았다(Table 3).

2. 연구 대상자의 척추분리증, 척추전위증, 척추이
분증의 유병률
연구 대상자의 척추분리증은 1,205명으로 그 유병률은 5.9
%였고, 이중 남성이 953명(6.6%), 여성이 252명(4.3%)으로 남
녀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연
령에 증가할수록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이 증가하였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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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ng factors of spondylolysis (univariate analysis)
Relating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1.5-1.6

p-value
0.000

4). 통계청의 2005년 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 인구의
표준 구성 비율로 표준화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9.0%로
나타났다(Table 5). 이중 5번 요추의 척추분리증이 1,127명(93.5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Table 6). 척추전위증은 88건으
로 그 유병률은 0.4%였고, 이 중 남성이 68명(0.3%), 여성이 20
명(0.5%)로 나타났다. 척구이분증은 3,933명으로 그 유병률은
19.3%였고, 이 중 남성이 3,090명(21.3%), 여성이 843명(14.3%)
로 나타났다. 척추분리증과 관련된 인자의 단변량분석에서
의 비차비(OR)는 연령이 높은 경우(25세 이상)가 연령이 낮
은 군보다 1.7(95% CI 1.5-1.6),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BMI
25 이상)가 낮은 경우보다 1.3(95% CI 1.1-1.5), 동반된 해부학
적 이상으로 척추이분증은 척추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7(95% CI 1.5-1.9)배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7).

Prevalence of Spondylolysis in Pre-employment Screening Examination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피로골절 등에 의한 척추분리증의

본 연구는 1개 종합병원에서의 채용시 건강진단 대상자에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척
추이분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유병률이
높았다. 다른 선천적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서 척추의 전후방 사진과 측면사진을 이용하여 척추분리증
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1개 종합병원에서 채용 시 건강진
단 대상자 20,408명에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5.9%로 나

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다른 연구에서도 척추
분리증과 척추이분증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22)
알려져 있다 . 척추이분증은 천추골각(Sacral Table Angle)과

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키, 몸무게, 체질량지수 등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업보고서와 비교하여 한국인 평균과
거의 동일하였다(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4)15). 전체 연
구 대상자 중 20-30대가 76.8%로 채용을 하기 위하여 건강진
단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연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 미만의 대상자는 모두 18세, 19세
로 11.7%였으며,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추정되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서 고졸 여사원으로 입사하
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비율이 높아 그러한 것으로 추정된
다. Simmons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척추분리증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선 검사로는 척추의 전후방 사진과 측면사진이 주
로 이용되며, 척추분리증과 척추전위증 등이 의심될 때는 45
도 사면위 사진이, 척추의 불안정성이 의심될 때는 척추의
굴곡, 신전 사진이 도움이 된다19). Amato 등의 연구에 따르
면 척추분리증의 진단은 45도 사면위 사진에서 민감도가 80%
인 반면, 측면사진에서는 민감도가 84%이고, 20도 측면사진
에서는 100 %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1). Edieiken 등은
처음 검사에 요추 전후방 사진과 측면사진을 검사하고, 요추
질환의 과거력이 있을 때 굴곡,신전 사진 또는 기립측면사진
또는 좌우 굴곡 사진을 검사할 수 있으며, 척추분리증이나
압박골절 등이 의심될 때에는 사면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5)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척추의 전후
방사진과 측면사진, 그리고 45도 사면위 사진으로 척추분리
증을 진단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확진을 위하여 컴퓨터
단층사진(CT; Computed tomography)까지 실시하기도 한다.
척추분리증은 척추궁의 선천적인 약화(congenital weakness)
나 피로골절(stress or fatigue fracture)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척추분리증에 대한 원인으로는 선천적기원, 유
전적소인, 인종간의 차이 및 피로골절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척추분리증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척추분
리증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고, 또 일반인구의 표준 구성비
율로 표준화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9.0%로 나타났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척추궁 결손의 예측인자로도 사
용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유병률이 높았다. 이는 비만한 경

고

찰

우 그만큼 요추에 외력이 많이 전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Jackson 등은 6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자 육상
선수 100명의 요추사진을 분석한 결과 척추분리증의 유병률
이 11%로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9). Soler
등에 의하면 3,152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척추분리증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유병률은 8.02%로 일반 인구와 비교하
여 조금 높았으나, 운동 경기별로 유병률은 큰 차이를 보인
다고 하였다21). 던지는 운동은 26.67%, 예술 체조는 19.96%.
조정선수는 16.88%로 특히 높은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을 보
였는데, 이는 과신전(hyperextension)과 회전(rotation)과 함께
저항성이 있는 비틈(torsion) 등이 원인이다. Rosenberg 등은
뇌성마비와 같이 걷지 못하는 환자 143명에 대하여 척추사
진을 분석한 결과 척추분리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척추이분
증의 유병률은 8.4%로 일반 인구와 비슷하였다고 발표하였
다17). Beutler 등의 연구에서는 6세의 아동 500명에서 척추분
리증의 유병률은 4.4%로 나타났고, 이들이 29세가 되었을 때
는 그 유병률이 6%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 이것은 척
추분리증이 완전한 골화 과정이 끝난 뒤에도 스트레스 골절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Dietrich와 Kurowski는 요추부의 신전과 굴전이 일어날 때 척
추궁에 강한 힘이 가해지고, 이는 척추분리증의 원인이 된다
고 하였다4). cyron과 Hutton은 척추분리증의 유전적인 원인
은 척추궁의 피질골(cortical bone)의 밀도에 대한 유전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3). Sagi 등은 척추궁에 대한 물
리적인 실험을 통하여 척추궁부위뼈의 피질형성(cortication)
과 잔기둥형성(trabeculation)의 균일하지 않게 분포하는 것이
척추분리증의 원인이라고 하였다18).
본 연구에서는 5번 요추의 척추분리증이 93.5%로 대부분
을 차지하였다. 척추분리증의 발생의 기계적인 원인은 3개의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굴곡 과부하(flexion overload), 불균
형한 전단력(unbalanced shear forces), 그리고 힘이 들어간 회
전력(forced rotation)이다. 5번 요추와 1번 천추가 외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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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작용하는 부위이다. 횡돌기가 크면 회전력이 줄어들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횡돌기는 비트는 동작이 제한되는 구조물(antitorsional device)
이다. 그러나 횡돌기가 큰 5번 요추는 위쪽 분절의 회전이 더

첫째, 대상 연구 집단의 연령이 20대 30대에 치우쳐 있다.
이는 표준인구 비율로 보정하여 비교하므로써 척추분리증의

많이 되도록하여 위쪽 분절에 과부하가 걸리도록 한다. Farfan

유병률을 조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등은 횡돌기가 큰 경우에도 5번 요추의 전단력으로부터는 보
호할 수 없다고 하였다7).
척추분리증은 인종간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 유병률이 다

둘째, 기존의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거나 발생 위험이 높
은 사람이 연구 대상에 더 많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 여건이

르다. Roche 등은 4200개의 인체 골격에 대한 연구에서 척추
분리증의 총 유병률은 4.2%였고, 남자 백인은 6.4%, 남자 흑
인은 2.8%, 여자 백인은 2.3%, 여자 흑인은 1.1%로 나타나 인
16)
종 간 성별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 Simper 등은
46명의 그린랜드 에스키모인에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이 54.3
%로 나타났고, 이중 골격의 퇴행성 변화가 없는 젊은 사람에
서 13.3%, 골격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나이든 사람에서 74.2
%로 나타나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나이든 에스키모인에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이 다른 인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20). 본 연구에서는 인종별 비교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는 그 대상이 80여명으로 전체대상
에 비하여 아주 작았고, 이들의 인종이 동남아인 수 명을 제
외하면 거의 중국 조선족 근로자로 유전학적으로는 한국인
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들 역시 이러한 배치전 건
강진단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
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척추분리증과 요통과의 관련성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
다. Libson 등에 의하면 요통군과 비요통군으로 나누어서 척
추분리증의 유병률을 연구한 결과 전체 유병률이 9.7%로 두
군 사이의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으나, 척추전위증은 요통군
이 5.3%, 비요통군이 2.2%로 척추전위증이 있는 경우 요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 Wiltse 등은 척추분
리증은 요통과 관계가 없지만, 척추분리증이 척추전위증으

열악하여 이직이 잦고,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분리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타병원에서 채용시 신체검사에서 척추
분리증으로 진단받은 후 그것을 숨기고, 다른 병원에서 다시

로 발전하여 이것이 요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26), Weil
등은 4,000여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척추분리
증 자체로는 그 유무가 정상인에 비하여 요통의 발생은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25). 반면 Iwamoto 등의 연구에서는 척추분리
증이 편측에만 있는 경우에는 척추전방전위가 발생하지 않으
8)
나, 통증의 발생은 척추전위증의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 . 요
통과 척추분리증에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와 척추분리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요통 발생이
나, 다른 척추질환의 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 척추분리증
의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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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거나 노동능력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
다. 채용을 준비하는 회사규모에 따른 검사자의 유병률 차이
나 타 병원에서의 검사기록이나 연구 대상자의 과거력까지
확인하여 조사하였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
겠지만 자료수집 방법상의 한계점이 있었다.
셋째, 척추분리증의 진단에 요천추의 전후사진과 측면사
진만을 사용하였다. 그 민감도나 특이도가 더 높은 20도 사
면위 사진이나 컴퓨터단층사진을 이용하여 진단한다면 보다
정확한 유병률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채용
시 건강진단에서 요천추의 전, 후 사진과 측면 사진만을 이
용하여 척추분리증을 진단하는 현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
사를 시행하여 나타나는 유병률에 대한 조사도 의미를 가진
다 하겠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척추분리증과 동반된 해부학적 이상
이나 과거력에 대하여는 연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이
한정된 집단의 소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척추분리증의 유병
률을 연구한데 반하여 대규모 인구집단에서의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을 연구 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장점이라 하겠다.

결

론

1개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채용건강 진단자에서 척추분리
증의 유병률은 5.9%이었다. 일반 인구의 표준구성 비율로 표
준화한 척추분리증의 유병률은 9.0%로 나타났다. 척추분리
증과 연관되어 있는 요소(독립변수)는 연령, 체질량지수, 그
리고 척추이분증의 유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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