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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단순움직임형검출기 DR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한계 검사 극복을 위해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총 31일간 대전광역시 소재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 일반촬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
사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임상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조테이블을 개념 설
계하여 요구도에 부합하는 검사법 적용실험과 이를 통해 얻어진 영상의 유용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가지 검사에 대한 검사법 적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임상적으로 매
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제안한 한계 검사 극복을 위한 보조테이블을 임상 실무에 적용한다면, 기
존 단순움직임형검출기 DR 시스템의 한계 검사를 극복하여 시스템의 임상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디지털 X선 촬영장치, 일반촬영, 한계검사, 환자의 편의성, 보조테이블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limited examinations of the DR system to the 30 
radiologic technologists engaging in the clinical sites and university hospital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from 
Oct. 15, 2012 to Nov. 15, 2012.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the conceptual design of a 
supplementary table for the conventional DR system to extend the examination capability and overcome the 
limitation of DR system. And, we evaluated the convenience and usefulness of the proposed table by applying 
it to five subjects. Ten experts were involved to evaluate the clinical usefulness of the obtained images.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feasibility to overcome the limited examination of the conventional DR 
system, and the proposed supplementary table may be beneficial to patients and hospitals.

Key Words : Digital X-ray System, General, General radiography, Limited examination, Comfortability of 
patients, Supplementa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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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  의료용 디지털 상  통신(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DICOM)과 의료 상

장 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

stem, PACS)의 계발로 본격 인 상의학 분야의 디지

털시 를 선언하 다[1].

X-선 상분야도 장형 (Image Plate, IP)을 이용

하는 컴퓨터방사선(Computed Radiography, CR)장치가 

도입되면서 디지털시 로의 환 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시스템(Film/Screen)방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을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2].

이후, 장형 (IP)의 상정보 스캔 과정 없이 검

출기(Detector)에서 바로 상을 획득할 수 있는 디지털

방사선(Digital Radiography, DR)장치가 개발 되었다. 디

지털방사선(DR)장치는 공간 활용과 상의 질이 우수함

은 물론 편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컴퓨터방사선(CR)

장치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3,4,5,6,7,8].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디지털방사선(DR)장치의 보

률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설치된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의  수를 살펴

보면 2007년에는 636 , 2008년 702 , 2009년 835 , 201

0년 975 , 2011년 1,508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

011년 한해에만 531 가 설치되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

owth Rate, CAGR)은 24%에 이르고 있다[9].

그러나 상획득을 하는 장형 (IP)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방사선(CR)장치와 달리 부분의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는 상을 획득⋅생성하는 

검출기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아

래나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인 특징으로 인

해 용하지 못하는 겁사법이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 단순움직임검출기형 디지털방사선(D

R)장치를 보유한 부분의 의료기 에서는 각종 보조기

구와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사를 용하거나 컴퓨터방사

선(CR)장치를 병행 사용 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있으나 문제에 한 반 인 조사나 구체 인 해결방안

을 제시하는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10,11,12].

 본 연구에서는 단순움직임형검출기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를 이용함에 있어서 임상 장에서  직면하는 

한계검사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조사된 한계

검사를 극복하기 해 보조테이블을 개념설계 하 으며,  

개념 설계된 테이블과 동등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 병

원에서 가용한 자원을 이용하여 용실험을 시행하 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유용성을 평가를 

시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  실용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

지 총 31일간 디지털방사선(DR)의 한계검사, 임상요구도 

조사, 개념 설계된 보조테이블 용실험,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 평가를 단계 으로 시행하 다.

2.1 조사 및 실험대상

한계 검사에 한 임상요구도 설문조사는 단순움직임

형검출기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역시 소재 5개 학병원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직 방사선사  디지털방사선촬 장치를 직  사용하

는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의 방사선사 30명을 상으로 수

행하 다. 설문에 참여한 방사선사들은 질환  신체 부

에 따른 표 검사법을 잘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용

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간 편차는 무시할 수 

있다. 한계검사 용실험은 본 연구의 이해도가 높은 방

사선사 5명의 자원자를 선발하여 수행하 다.

2.2 연구도구

2.2.1 실험 재료

개념 설계된 보조테이블의 구 을 해 SMT사의 Str

etcher Sk-310 환자이송용 간이침 에 건축용 스티로폼

을 침  상 에 부착하여 실험테이블을 제작하여 사용하

고, DR X-ray 장비는 동강메디컬 ACCURAY-650 R

을 사용하 다. 

2.2.2 설문지

설문은 단순움직임형검출기 DR의 한계 검사와 임상

에서의 구 방법  한계 검사 한 임상요구도 조사와 

검사법 용실험에 한 유용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설

문을 시행하 다.



The Solution to the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Digital X-ray System and Its Feasibility Te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73

2.3 조사 및 분석방법

2.3.1 한계 검사에 대한 임상요구도 조사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의 한계 검사에 한 임상

요구도는 한계검사의 종류와 임상에서의 구  방법  

유용성을 높이기 한 제안사항을 기술하도록 하 으며, 

임상에서 사용하는 X선 검사표를 바탕으로 한계 검사법

을 표기하게 하 다. 미 회수된 설문 2부와 내용이 부실

한 설문 3부를 제외한 25부의 설문결과를 조사⋅분석하 다.

답변 내용  컴퓨터방사선(CR)장치를 병행 사용하여 

한계검사를 해결하는 경우는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상에서 제외시켰고, 보조기구나 테이

블을 사용하는 경우만 연구에 반 하 다.

2.3.2 한계 검사 선정 및 검사법 적용 실험

한계 검사 선정은 임상요구도 조사결과 요구도가 높

게 나온 검사와 연구자가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아이디

어를 바탕으로 선정하 고, 검사법 용실험은 보조테이

블을 개념설계 하여,  개념 설계된 테이블과 동등한 역할

을 할수 있도록 모 병원에서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시

행하 다.

2.4 분석방법

선정된 한계검사에 한 용실험을 통해 유용성 평

가를 수행하 으며 유용성은 자세의 편의성과 임상  가

치로 구성하 다. 자세의 편의성은 선정된 한계 검사에 

한 용실험 후 기존의 구  방법과 비교하여 ‘편하다

(3 )’, ‘차이 없다(2 )’, ‘불편하다(1 )’, 3  척도로 하

고, 평가는 한계검사 용실험에 참여한 방사선사 5명의 

평균 수로 평가하 다.

상평가는 한계 검사 용 실험에서 얻어진 상을 

이용하여 임상  가치를 평가하 으며, 평가 항목은 참

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는‘TEXTBOOK of Radiographic P

ositioning and Clinical Diagnosis’의 상평가기 을 참

고로 내용이 유사한 항목은 일부 수정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하 다. 평가는 5개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매우 

좋음(5 )’, 4개를 만족할 경우 ‘좋음(4 )’, 3개를 만족할 

경우 ‘보통(3 )’, 2개를 만족할 경우 ‘나쁨(2 )’, 1개를 

만족할 경우 ‘매우 나쁨(1 )’ 5  척도로 임상연구 상

자  방사선검사 업무경력 2년 이상자 10명을 선발하여 

방사선 상의 임상  가치를 평가하 다.

3. 결과 

3.1 한계 검사 대한 임상요구도

3.1.1 보조기구나 테이블 사용 빈도가 높은 검사

25명의 설문 상자에게 보조기구나 테이블 사용 빈

도가 높은 검사에 한 설문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requently Performed Studies Votes

Lateral projection of Cervical spine 

25
Lateral projection of Skull

Lateral decubitus projection of Chest 

Lateral projection of Lumbar spine 

Scanogram of Lower extremity 22

Axial projection of patella 21

Projection of Stressed knee joint 20

Tangential projection of zygomatic arches 18

Lateral projection of lower extremity 15

Lateral projection of sternum 

5
Lateral projection of hip joint 

Anteior posterior projection of foot 

Lateral projection of chest 

Lateral decubitus projection of abdomen 4

Erect projection of abdomen 
3

Oblique projection of cervical spine 

Projection of acromioclavicle joint 

2 Projection of shoulder axial

Projection of lower extremity 

<Table 1> Frequently performed examination 
using supplementary table

 

3.1.2 보조기구나 테이블이 필요한 한계 검사

일반 으로 수행되는 단순움직임형 디지털방사선촬

(DR) 촬  장치를 이용한 검사에서 보조기구나 테이

블이 반드시 필요한 한계검사는 9가지로 나타났고, 9가

지의 검사는 무릎  스트 스 검사, 활 선방향 

검사, 가슴 측와  검사, 무릎  선방향 검사, 무릎  

입식 검사, 목  측방향 검사, 허리  측방향 검사, 경종

골  검사, 우리빗장  검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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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조기구나 테이블 설계 시 주안점

보조기구나 보조테이블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

안 은 응답자 25명  13명이 응답한 정확한 촬 , 11명

이 응답한 안정 인 자세유지, 1명이 응답한 환자의 안

으로 조사 되었다. 

3.1.4 보조기구나 테이블에 요구되는 기능

설문 조사 결과 보조기구나 테이블에 요구되는 기능

은 각각의 검사 시 요구되는 기능을 나타내며 각각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테이블 설계 시 요구되는 기능

은 가슴 측와  검사 시 환자 자세 유지 고정 끈, 활 

선방향 검시 목의 꺽임 각도유지 기능, 스트 스 검사 

시 스트 스 장치, 무릎 입식 검사 시 자세유지 장치, 무

릎  검사 시 각도 유지 장치, ∙유아검사 시 고정 장

치, 워서 상지 검사 시 상지를 고정하는 장치가 필요하

다는 응답을 하 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테

이블이 갖춰야 하는 기능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식 검출기에서 구 하는 목  측방향 검사와 허리

 측방향 검사는 척수손상이나 손상 의심환자의 2차 손

상을 막기 하여 테이블에 워 있는 상태로 검사를 시

행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환자 이송용 테이블이나 환

자 침 는 낙상 방지 가드가 검사부 와 겹쳐 문제가 되

는 경우가 있어 목이나 허리에 패드를 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움직임이 발생

하여 척수의 2차 손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방지

하기 해 테이블 설계 시 낙상 방지 가드 신에 두꺼운 

테이블 패드와 환자 고정 벨트나 벨크로가 요구 된다.

흉부 측방향 검사는 주로 기흉과 농흉 환자에게 시행

하는데, 흉수배액  삽입 환자의 경우 삽입 부 방향으

로 워서 검사할 때 이 꺾이거나 삽입부의 통증을 가

 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테이블 상단에서 5

0cm 정도 아래 바깥쪽에 흉수 배액 을 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활 선방향 검사는 안와이공선선과 입사각이 9

0°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단순움직임형검출기 DR의 

용하려면 목의 꺾는 각도가 과해져 환자가 자세를 취

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 상의 질도 보장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된다. 이를 보완하기 해 머리를 내려놓는 

부분을 30° 정도 아래로 꺾이게 하여 뒤로 젖 진 머리를 

고정 할 수 있도록하여 환자의 편의와 상의 질을 개선

할수 있다.

하지 긴  검사 특히 넙다리  검사에서 로는 고

과 아래로는 무릎 이 포함 되어야 한다. 기존 컴퓨

터방사선(CR)장치에서는 IP 을 각선으로 놓고 검사

하여 체 길이를 구 하기 용이 하 다. 그러나 고정식 

검출기형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는 가로세로 17"만 

상을 구 할 수 있어 환자를 각선으로 놓아야 체 

검사가 가능하다. 이때 환자가 눕는 검사테이블 공간이 

좁아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조테이

블을 검사테이블에 붙여 환자가 눕는 공간을 넓  주어 

이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노지숙 등의 연구에서도 고정식 

검출기형 DR에서 넙다리  체길이를 구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의 상자동

합(Stitching Method)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

하는 연구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10].

무릎  선 방향 검사는 주로 검사테이블에 엎드려

서 검사를 하는데, 간혹 엎드리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 하다. 이런 경우 테이블 끝에 다리는 

내려놓고 눕게 한 후 무릎 를 입식 검출기에 시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엎드린 방법보다 

자세도 안정 이고 질 높은 상을 기 할 수 있다. 김용

기  등의 연구와 서선열 등의 연구에서도 엎드리지 않고 

바로 워서 시행하는 무릎  선방향 검사 시 보조기

구나 보조테이블을 제작하여 유용성을 높이는 연구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11,12].

팔꿈치 측방향 검사에서 워서만 검사가 가능한 경

우 바깥쪽으로 팔을 꺾어야 하는데, 이때 통증을 호소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조테이블에 워 입식 검출

기에 팔을 들어 상 구 이 가능하다.

발꿈치  축방향 검사는 보통 검사 테이블에 뒤꿈치

를 로 앉은 상태로 검사를 시행 한다. 이때 발꿈치 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 발꿈치 의 

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보조테이블에 엎드려서 

발바닥을 입식 검출기에  시켜 검사를 하면 발꿈치

의 회 을 막고 질 높은 상을 기 할 수 있다.

무릎  측방향 검사 시 십자인  검사는 기존에는 

 스트 스 장치를 사용하거나 검사자가 직  에 

스트 스를 주어 십자인  검사를 시행 하고 있지만 

 스트 스 장치는 고가이기 때문에 보 이 미흡한 실

정이고, 검사자가 직  에 스트 스를 주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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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사자가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다. 보조테이블에서 

무릎이 치하는 부분에 벨트나 벨크로를 설치하여 스트

스 장치를 신 하게 하여 피폭을 방지하고 보조테이

블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요구 된다. 이처럼 

보조테이블 설계 시 환자의 편의성과 검사자의 활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의 임상요구도 설문 조사 결과 한계 검사 부분이 

보조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사용빈도와 

필요성에서 과반수가 답변한 검사  검사방법이 유사한 

것과 보조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검사를 제외한 7가지 

한계 검사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로 추

가한 검사법 2가지 총 9가지를 한계 검사로 선정 하 고, 

선정된 한계 검사와 피검자의 요구되는 기능을 토 로 

한계 검사를 용할 실험테이블을 [Fig. 1]과 같이 개념 

설계 하 다.

[Fig. 1] Conceptual design of the supplementary 
table

3.2 한계 검사 적용실험을 이용한 유용성 평가

3.2.1 자세편의성

자세 편의성 평가는 개념 설계된 보조테이블을 이용

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평가 방

법은 각각의 자세에 해 3  척도를 이용하여 3 은 ‘편

하다’, 2 은 ‘차이 없다’, 1  ‘불편하다’로 평가하 다. [F

ig. 2]와 같이 용한 한계 검사 실험에서 <Table 2>와 

같이 평정자 체의 모든 검사방법에 한 평균 수는 2.

73±0.265 으로 체로 자세가 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Studies

Scores of the subjects

1 2 3 4 5
Mean

(SD)

Scanogram of lower 

extremity
3 3 3 3 3 3(0)

Lateral projection of elbow 3 3 3 3 3 3(0)

Tangential projection of 

zygomatic arches 
3 3 3 3 3 3(0)

Axial projection of patella  3 3 3 2 3 2.8(0.4)

Axial projection of 

calcaneus
3 2 3 3 3 2.8(0.4)

 Lateral projection of 

cervical spine
3 3 2 3 2 2.6(0.49)

Lateral projection of lumbar 

spine
3 2 2 3 3 2.6(0.49)

Lateral decubitus projection 

of chest
3 3 2 2 3 2.6(0.49)

Projection of the stressed 

knee joint 
3 2 2 2 2 2.2(0.4)

<Table 2> Evaluation of the patients’s 
           convenience 

 

[Fig. 2] Supplementary table application to 
the exa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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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Mean

(SD)

Scanogram of lower extremity

4.6 4.8 4.6 4.8 4.6 4.6 4.8 4.6 4.8 4.6
4.68

(0.097)

Axial projection of calcaneus

4.6 4.8 4.6 4.8 4.6 4.6 4.8 4.6 4.8 4.6
4.68

(0.097)

Lateral projection of cervical spine

4.8 4.6 4.6 4.6 4.8 4.8 4.6 4.6 4.6 4.6
4.66

(0.091)

Lateral decubitus projection of chest

4.8 4.6 4.6 4.6 4.6 4.8 4.6 4.6 4.6 4.8
4.66

(0.091)

Lateral projection of lumbar spine

4.6 4.8 4.4 4.6 4.6 4.8 4.6 4.6 4.6 4.6
4.62

(0.10)

Projection of the stressed knee joint

4.6 4.8 4.6 4.8 4.6 4.4 4.6 4.6 4.6 4.6
4.62

(0.10)

Tangential projection of zygomatic arches

4.4 4.6 4.6 4.6 4.4 4.4 4.8 4.4 4.8 4.6
4.56

(0.15)

Axial projection of patella 

4.4 4.4 4.4 4.4 4.6 4.4 4.6 4.4 4.4 4.6
4.46

(0.09)

Lateral projection of elbow 

4.4 4.2 4.4 4.6 4.2 4.6 4.4 4.4 4.6 4.4
4.42

(0.14)

<Table 3> Clinical evaluation of the obtained 
images

3.2.2 영상 평가 

상평가는 에서 선정된 9가지 한계검사에 해 개

념 설계된 보조테이블을 이용해 얻어진 상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방사선 상의 임상  가치를 평가 하

다. 평가자는 설문 상자  근무경력 2년 이상자 10명을 

선정하 고, 평가에 이용된 상은 피험자 5명에게서 얻

어진 45장을 이용하 다. 45장의 상  9가지 검사를 

표하는 상은 아래 [Fig. 3]과 같다.

[Fig. 3] Resultant images obtained by applying 
the supplementary table to the limited 
examinations

  

10인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상들의 임상  가치

는 5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으며 모든 평가자의 9가

지 한계 검사에 한 평가 결과는 4.595±0.143으로 임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평가

자에 의한 각각의 상에 한 평가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평가에 이용된 5  척도는 5

은 매우 좋음, 4 은 좋음, 3 은 보통, 2 은 나쁨, 1 은 

매우 나쁨이다.

4. 고 찰

세계방사선사 회의 방사선사의 역할의 내용  가장 

요한 것은 환자간호와 환자자세이다. 이  환자 자세

는 기본 인 치 잡이와 응용자세, 치 잡이에 사용되

는 도구의 활용, 촬 보조기구의 활용, 방사선 피폭을 막

을 수 있는 블록제작, 균등한 선량을 조사시키기 한 쇄

기형 보정기구  각종 보정기 등의 제작  활용능력을 

키우기 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환자자세를 취

함에 있어 보조기구 활용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런 의미에서 방사선사에게는 보조기구의 확보와 환자자

세에 따른 한 보조기구를 용하는 것은 촬 성패의 

건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보

조기구가 촬 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건이 될 수 있

다[13].



The Solution to the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Digital X-ray System and Its Feasibility Te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77

본 연구에서도 단순움직임형검출기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에서 발견된 한계 검사를 해결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효

과 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한계 검사 용실험의 

유용성 평가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 단순움직임형검출

기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의 한계 검사는 주로 입식 

검출기 용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외

에는 스트 스 검사와 환자의 각도나 입사각도의 변화, 

체 길이를 검출기에 담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손

상 과 김성규(2010)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보조기구는 

디자인, 편리성, 아이디어 등 모든 조건에서 기존의 보조

기구 보다 유용성이 높아야 하고 수검자와 검사자 모두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질 높은 상을 구 할 수 있다고 

했다[14].

본 연구에서 보여  임상요구와 유용성평가 결과는 

향후 한계검사 극복을 한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

의 보조테이블 설계 시 본 연구 결과를 반 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최근에는 무선검출기형 검출기와 다양한 사용자 편의

사항을 고려한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 시스템이 연

구 개발되어 매되고 있지만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 

소형 의료기 에서의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

분 , 소형 의료기 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순움직임형 

DR장치는 구조  특성으로 인해 한계 검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  치료에 지장을 래할 수 있는 요인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임상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보조테이블은 정확한 촬 , 안정 인 자세유지, 

환자의 안 이 매우 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의 평가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유용하다는 결

과를 확인하 다.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면 향후 DR시스

템의 한계 검사 극복을 해 본 연구의 결과를 반 하여 

DR 시스템 용 보조테이블을 설계하여 이용한다면, 단

순움직임형검출기 디지털방사선촬 (DR)장치의 한계검

사를 극복하여 활용도를 극 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환자의 편의성도 매우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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