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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척수증환자에서 기존의 MRI 영상분석 방법과 비교한 확산텐서영상 

분석방법의 기능적 연관성 평가 

연구계획 : 전향적 코호트 연구 

목적: DTI를 이용한 MRI영상 분석 방법을 통해 그 매개변수들(parameters)의 상관관계를 측

정함으로써 환자의 임상증상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진단 방법으로서의 가치를 평

가 하고자 한다.. 

선행문헌의 요약: 경추 척수증의 진단에는 현재까지 mJOA를 이용한 임상적 평가와 MRI를 

이용한 영상학적 평가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환자마다 특이한 증상의 다

양성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수년전부터 신경과 영역에서는 뇌

의 기능적 평가를 확산텐서영상 MRI방법으로 객관적 정량적 평가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

고 있다. 척추영역에서도 최근에 이 방법으로 척수관내의 신경학적 변화를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오고 있었으나 분석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최

근 새로운 분석방법으로 SCT(spinal cord toolbox)를 이용하여 척추 MRI 데이터 정량분석이 

획기적으로 향상 되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상 및 방법: 대조군인 20명의 정상군과 20명의 경추척수증(CM)환자군이 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총 추시기간은 2년 이었다. CM환자군의 임상증상의 심각도는 mJOA점수로 측정하

였고 데이터는 3Tesla MR scanner(MAGNETOM Skyra, Siemems, Germany)를 통해 얻어졌다. 

정상군과 환자군 모두에서 기존의 MRI와 DTI(확산텐서영상)를 측정 하였으며, 확산텐서영상

의 경우, 객관적 이미지 분석을 위해 Spinal Cord Toolbox(SCT)를 이용한 척수 영상 이미지 

분석 template을 사용하여 정상인과 환자 1명당 4 부위, 한 부위당 척수의 white matter 

atlas에서 9개의 Motor tract과 6개의 Sensory Tract, 15 tract, 전체 정상인 1200 tract와 환자 

1200 tract의 FA, RD, MD 값을 비교하여 환자의 임상증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 CM환자들의 100%는 기존의 MRI상 신호변화를 보였고, 33%의 환자가 병변 레벨에서 

40%이상 압박률(compression ratio)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mJOA score점수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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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p>0.05). 반면, DTI의 FA, RD, MD값은 CM환자군에서 높은 민감도(100%)를 보

여주었다.  white matter atlas의 총 15개의 트랙 중 7개의 Motor tract과 6개의 Sensory 

Tract에서 환자와 정상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3개의 

Motor tract과 4개의 Sensory Tract에서 편측의 증상을 보이는 군의 FA, RD, MD값은 정상 

측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결론: 환자군의 척수 병변의 변화 정도의 측정에 있어서 SCT를 이용한 DTI 분석방법은 신

경내의 각 tract별로 데이터를 정량화 할 수 있었다. DTI가 척수증 또는 척수 손상 환자에게

서 환자의 임상 증상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술후 결과평가와 예후를 예상할 수 있

는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색인 단어: 척수손상, 경추척수증, 확산텐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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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ctional Relevance of Diffusion Tensor Imaging in comparison to 

Conventional MRI in Patients with Cervical Compressive Myelopathy 

 

Study Design: Prospective Cohort Study 

Objectives: To determine the diagnostic value of diffusion tensor imaging MRI analysis by 

measuring parameters as an objective diagnostic tool of cervical myelopathy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Although cervical myelopathy is determined clinically, the 

diagnosis requires confirmation via MRI imaging. However, MRI findings are not always 

matched with clinical findings. Multiple techniques such as diffusion tensor imaging MRI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years in an attempt to quantify the degree of severity of 

spinal cords. Currently, diffusion tensor imaging analysis using SCT (spinal cord toolbox) is 

highly recommended due to its diagnostic accuracy.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20 cervical myelopathy patients and age-matched co

ntrols (20 cas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total follow-up period was 2 years. All of 

the CM patients’ symptoms were also evaluated according to their severity as measured 

using the modified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mJOA) score. Diffusion tensor imag

ing data was performed by using a 3-T Achieva MRI scanner. Acquired image was 

analyzed with SCT(spinal cord toolbox) software. 9 motor tracts and 6 sensory tracts were 

obtained in white matter atlas in each level from C3-6 per every single case, a total of 1200 

intra-spinal tracts of controls and 1200 tracts of CSM patients were compared to study. The 

values of fractional anisotrophy (FA), radial diffusivity (RD), medial diffusivity (MD) were a

veraged for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controls and patients.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JOA and the severity (>40%) of 

compression ratio in MRI, signal change were noted 100% on T2 image, though (p>0.05). 

Only 33% cases showed severe (>40%) compression ratio in MRI. DTI analysis show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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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sensitivity (100%) in FA, RD, and MD values, highly correlated with clinical finding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7 motor tracts and 6 sensory tracts of white matter atlas 

between controls and CSM patients (p<0.001). There also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FA, 

RD and MD values in 3 motor tracts and 4 sensory tracts for a given level in patients with 

unilateral clinical findings (p<0.001).  

Conclusions: DTI analysis using SCT proved to assess neural integrity of spinal cords 

objectively by quantification of motor and sensory tracts in white matter atlas. This will 

enable us to use DTI for evaluating CM patients objectively correlated with clinical findings, 

postoperative recovery and their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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