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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radiographic devices for patellar imaging. On the previous

X-ray examination of patella and patellofemoral joint, it analyzed the problems which could affect the results: unstable

patients’ pose, radiation exposure, and deterioration of image qual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pose a

future use of a developed device with an explanation of the process, function, and advantage of the device including

the methods. The device is developed to focus on the diagnosis of the longitudinal and longitudinal fractures of the

patella and patella/femoral joint, displacement such as dislocation, bone formation, stenosis of the patella/femorla

joint, and cartilage wear. Due to the patient's anxious posture, it caused a shaking image, overlapping structures, and

etcs, these factors challenge to diagnose accurately. In addition, the existing Settegast method and Hughston method,

which are most frequently performed in the hospital field, are not suitable f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atures

or dislocation due to the heavy load on the patella of the patient. The developed device requires patients in a lying

position and placing only their leg on the device, it increases the conveniences of the examination and decreases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of the patient except the patellar examination area. Moreover, one of the systems

in the device fixes the detector, where the patients no longer need to hold the detector nor be in unstable posture,

but describes the structure of the patella/femoral joint more clearly. Hoping the device will apply to more patients.

Keywords: Patella, Patellofemoral joint, X-ray supporting device, Laurin’s method, Settegast method,

Hughston method, Merchant method

I. 서 론

현대 의학은 의료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환자의 질병을 진

단하고 치료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엑스선(X-ray)을 활용한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여 빠른 시간

안에 질병의 원인을 진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검사 기술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환자의 숫자

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슬관절 내측부의 협착

(stenosis of the knee joint)과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 다

양한 퇴행성 질환(degenerative disease)으로 병원을 방문

하는 환자의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1]. 슬개골(patella)에 관한 검사는 이학적 검

사, 엑스선 촬영,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영 그리고 관절경(arthroscopy) 검사까지 아주 다양하다. 슬

개골 병변의 진단을 위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는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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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보는 진찰과 함께 엑스선 촬영을 가장 먼저 시행하

는데 주로 슬개골의 골절(fracture), 탈구(dislocation), 아

탈구(subluxation)와 같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 슬개골은 슬개·대퇴관절(patellofemoral joint) 전면에

위치한 밤 모양의 편평한 뼈로 대퇴사두근(quadriceps

femoris muscle)의 건(tendon)내에 존재하는 큰 종자골

(sesamoid)이다[2]. 슬개골은 4방향의 구조물로 균형 있게

고정되어 안정화하고 있으며[3](Fig. 1), 아래에는 슬개건

(patella tendon), 위에는 대퇴사두건(quadriceps tendon), 내

측에는 내측슬개지대(medial patella retinaculum) 및 내

측광근(vastus medialis), 외측에는 외측슬개지대(lateral

patella retinaculum) 및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및

장경인대(lliotibial tract)가 안정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

굴곡과 신전 시 슬개골 주행을 안정화(passive stabilizer)

시키고 있으며, 마치 배가 4방향의 닻에 의해 고정되어 떠

있는 모양으로[4] 지평선에 해가 떠있는 형상과 같다라고 하

여 Skyline view 또는 Sunrise view라고 불린다. 그리고

슬개골 모양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주로 4가지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슬개골 후면에는 내측과 외측의 양측면을 가진 관

절면(Joint surface)이 있고 대퇴골 슬개면(patellofemoral

surface)에 맞닿아 무릎(knee)을 보호하고 있다. 하퇴에는

경골과 비골(tibia and fibula)이 있으며 이것들은 서로 나

열되어서 상부와 하부의 경비관절(tibiofibular articulations)로

이어진다. 경골은 비골보다 굵고 강도가 높으며 경골은 내측, 비

골은 외측으로 위치하고 있다[2]. 슬관절(knee joint)과 슬

개골 골절 및 변위 유무를 찾기 위한 엑스선 촬영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후면(anterior-posterior, AP) 촬영, 측면

(lateral, LAT) 촬영, 사위면(oblique, OBL) 촬영, 그리고

접선축 방향(tangential axial view) 촬영이 일반적으로 이

루어진다. 다양한 엑스선 촬영 방법 중 특히, 슬개골의 반측

면상과 탈구 및 아탈구의 변위 정도를 진단하고 골절 여부

와 슬개·대퇴관절면의 뚜렷한 형태가 가장 잘 관찰 가능한

접선축 방향 촬영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5]. 슬개골의

접선축 방향 촬영은 앉아서(sit) 촬영하는 방법, 엎드려서

(prone) 촬영하는 방법, 누워서(supine) 촬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Laurin’s method, Settegast method,

Hughston method, Merchant method가 있다. 이 중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촬영은 Settegast method와

Hughston method 인데 이 두 촬영 방법은 슬개골에 하중

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골절 여부나 탈구 유무를 보는 검

사에는 적합하지 않다[6]. 그 이유는 슬개골 검사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로

임하는 이 두가지 촬영 방법은 슬개골과 그 주위 인접한 다

리 부위에 불필요한 통증을 유발 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기

존의 방법처럼 불안한 자세에서 진행되는 촬영은 검사 부위

의 흔들림이나 움직임 등을 발생시켜 영상 구조물들이 겹치

거나 영상 화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퇴 활차구(femoral trochlear groove)와 경

골 조면(tibial tuberosity)과의 겹침, 불명확한 대퇴골 내

측과와 외측과(medial & lateral condyle of femur)의 묘사, 슬

개골 첨부(apex of patella)의 겹침, 불명확한 슬개·대퇴관

절의 묘사 등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의 방법에서 받는 환자의 불편

함을 해소, 영상 화질을 향상, 슬개골의 골절, 변위, 골극 형

성, 슬개·대퇴관절의 협착, 마모 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개발(특허출원. 10-2019-0022979)하고 사용하

여 보았다.

II. 연구 방법

1. 슬개골 엑스선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Fig. 2)

1) Laurin’s method[7,8]: 환자는 앉은 자세로 검사측 슬

관절을 20° 굴곡위에서 촬영하고 대퇴골(femur) 장축과 하

퇴골(tibia and fibula) 장축이 이루는 각을 160° 정도가 되

그림 1. 슬개골은 십자형으로 네 방향의 구조물로 안정적으로 무릎

에 고정되어 있으며 슬개건은 내측, 대퇴사두건은 상측, 슬개지대는

내, 외측으로 이루어져 있다[3]

Fig. 1. The patella is anchored and stabilized to the knee by

four structures in a cruciform fashion: the patellar ten-don

inferiorly, the quadriceps tendon superiorly, and the retinaculum

medially and laterall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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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디텍터(detector)에 슬개골이 투영되도록 하고 디

텍터와 엑스선관(X-ray tube)의 각도가 직각으로 하여 엑

스선을 수직 입사한다. 영상에서 외측 슬개·대퇴각(lateral

patellofemoral angel)을 측정한고 정상적으로 외측으로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내·외측 슬개·대퇴 간격의 비율(Patellofemoral

index)은 정상적으로 1.6 이하이다(Fig. 2a).

2) Settegast method[2]: 환자는 엎드린 자세에서 슬관

절을 90°~110° 굴곡하여 엑스선관을 디텍터를 향하여 슬관

절 방향으로 15°~20° 정도 각도를 주어 엑스선을 입사한다

(Fig. 2b).

3) Hughston method[2]: 환자가 엎드린 자세로 슬관절을

45°~55° 굴곡하여 엑스선관을 디텍터를 향하여 슬관절 방

그림 2. 슬개골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2,7-9] (a) 라우린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 (b) 쎄테게스트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 (c) 휴스톤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 (d) 멀쳔트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 (e) 보조기구를 이용한 슬개골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

Fig. 2. Patella tangential axial X-ray imaging[2,7-9] (a) Laurin’s method (b) Settegast method (c) Hughston method (d)

Merchant’s method (e) Patella tangential axial projection method using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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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45° 정도 각도를 주어 엑스선을 입사한다(Fig. 2c).

4) Merchant’s method[9]: 환자는 누운 자세로 검사 측

슬관절을 45° 굴곡하고 디텍터를 환자 무릎 아래 약 30 cm

정도에 세워 놓고 엑스선관을 30° 아래로 하여 슬관절을 향

하여 엑스선을 입사한다. 구의각(sulcus angle) 및 일치각

(congruence angle)을 측정한다. 평균 구의각은 138°±6°,

평균 일치각은 -6°±11° 이다. 그리고 구의각이 150° 이상,

일치각이 16° 이상인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한다(Fig. 2d).

5) Patellar image with supporting device: 환자는 바로

누운 자세로 검사 측 슬관절을 보조기구 위에 올린 후 60°

정도로 굴곡하고 대퇴골 장축과 하퇴골 장축이 이루는 각을

120° 정도가 되게 한다(Fig. 3). 이때 디텍터 중심부를 향

하여 슬개골이 투영되도록 하고 디텍터와 엑스선관의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엑스선을 수직 입사한다[2](Fig. 2e).

2. 슬개골 엑스선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의 구조 및 조립

도(Fig. 4)

본 연구는 슬개골 및 슬개·대퇴관절의 종축방향 골절, 탈

구·아탈구와 같은 변위 여부, 골극 형성, 슬개·대퇴관절의 협

착, 연골의 마모 등을 중점으로 촬영하고 진단하기 위해 개

발된 것으로 환자의 대퇴부와 하퇴부를 고정할 수 있는 지

지대(support)와 무선 디텍터 홀더(holder), 디텍터 각도 조

절이 가능한 렌치(wrench) 장비, 환자의 대퇴부 두께에 따

라 디텍터를 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 편리하게 이

동 가능하게 설계된 바퀴와 손잡이 부위 등으로 구성되어있

다. 엑스선 촬영 시 환자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검사

자가 편리하게 엑스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왜

곡 없는 정확한 영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3. 연구 장비

본 연구에서 슬개골 엑스선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와

함께 사용된 엑스선 장비는 Digital Radiography X-ray

System(Innovision-SH 3D; DK Healthcare Co.)이다.

무선 디텍터의 화상 감지기(Image Sensor)는 TFT: a-Si

(Amorphous Silicon), 엑스선 형광체 유형(X-ray Scintillator

type)은 Csl: TI(Thallium doped Caesium Iodide)으로

이동용 평면 패널 디텍터(Model. FXRD-1417NAW(CsI))를

사용하였다. 디텍터 면적(field of view, FOV)은 “14 × 17”

그림 3. 슬개골의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2]

Fig. 3. Patella tangential axial projection method[2]

그림 4. 보조기구의 구조 및 조립도 (a) 보조기구의 측면 모습 (b) 보조기구의 정면 모습 (c) 렌치 장비

Fig. 4. Device structure and design (a) Side view of supporting device (b) Front view of supporting device (c) Wrench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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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 활성 영역(active area)은 358.4 × 430.08 mm inch,

화소 수(active array) 2,560 × 3,072 pixels이다. 디텍터

해상도(spatial resolution)는 min. 3.5 lp/mm, 화소 간격

(pixel pitch)은 140 μm(micron),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은

16bit, 무선 이미지 획득 시간은 3 sec. 정도 이다. 엑스선관의

고유여과(inherent filtration)는 0.5 mm/Al이고, 초점 크

기(focal spot size)는 0.6/1.2 mm이다.

III. 연구 결과

1. 슬개골 엑스선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를 이용한 영상

및 방법

개발된 슬개골 엑스선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의 실제

모델은 그림 5에 도시하였다.

보조기구는 좌우 양쪽 높이를 다르게 설계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의 다리는 대퇴부와 하퇴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부

위의 길이가 각기 다르고 대퇴부와 엉덩이(buttocks) 부위

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하퇴부의 길이가 더 길기 때

문에 전체 길이는 500 mm, 대퇴부 쪽 높이를 100 mm, 하

퇴부 쪽 높이를 50 mm로 설정하여 대퇴부 쪽을 지지하는 면

을 조금 더 짧게, 하퇴부를 지지하는 면을 좀 더 길게 설계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엑스선 촬영 시 슬개골이 굴곡 되

는 각도가 120°~130°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보고 대

퇴부와 하퇴부의 모양과 근육의 두께를 계산하여 본원 남녀 직

원들이 보조기구를 실제 사용해 본 데이터를 평균해서 보조기

구에 다리를 올려 놓았을 때 슬개골을 중심으로 한 대퇴부와 하

퇴부의 각도가 120°~130° 사이 내에 들어 오도록 설정하였다.

아래의 사진은 보조기구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이다(Fig. 6a).

IV. 고찰 및 결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슬개골 접선축 방향 촬영은 다양한

그림 5. 보조기구의 실제 사진 (a) 측면 (b) 정면 (c) 사면 (d) 측면 (e) 뒷면 (f) 윗면

Fig. 5. Image of developed device (a) Side view (b) Front view (c) Oblique view (d) Side view (e) Back view (f)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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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방법들이 존재한다. 모든 방법들은 조금씩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병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Settegast method와 Hughston method 촬영 방법으로 슬

개골 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게는 앞으로 지양시켜야 할 방법들로 생각된다. Merchant’s

method는 개발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방식과 같

이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가 진행되지만 디텍터를

환자의 무릎 아래 위치에 놓고 엑스선관을 위(top)에서 →

아래(bottom) 방향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엑스선관을 촬영

부위 아래 위치에 놓고 아래에서 → 위 방향으로 디텍터를

향해 엑스선을 입사하는 방식인 보조기구를 이용한 촬영 방

법과는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Fig. 2d, e

비교). 또한 Merchant’s method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Merchant용 보조기구를 사용하여야만 가능한데 슬개

골 엑스선 영상 촬영을 위한 보조기구를 사용한 촬영 방식은

두 다리를 한 번에 놓고 같이 촬영하지만 Merchant’s method

는 보조기구에 한 다리씩 넣고 각각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

에 엑스선을 재차 사용하게 되어 방사선 피폭선량 노출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Laurin’s method는 슬관절을 굴

곡하는 방식과 엑스선 입사 방향이 촬영 부위 아래에서 →

위 방향으로 촬영하는 방식이 개발된 보조기구를 이용한 촬

영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환자가 앉은 자세

를 유지해야 하고 디텍터를 환자 본인이 직접 들고 촬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그림 6. 슬개골 접선축 방향 촬영 방법의 비교 (a)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 (b) 기존 촬영 방법

Fig. 6. Comparison of patella tangential axial projection method (a) Method using device for patellar imaging (b)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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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팔, 다리의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영상에서 왜곡을 발

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앉은 자세로의 촬영 방식은 엑

스선이 슬개골 촬영 부위를 투과하여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선량 노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Fig. 2a). 또한 디텍터를 환자가 아닌 검사

자나 보호자가 대신 들어서 고정시켜 주는 보조적인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도 환자가 직접 디텍터를 들었을 때와 마찬

가지로 환자뿐만 아니라 검사자와 보호자도 방사선에 함께

노출 되는 단점이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Fig.

6b). 새롭게 개발된 보조기구를 이용한 촬영 방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Laurin’s method와 비교할 때 환

자의 자세를 누운 자세로 유지시킬 수 있고 환자의 다리만

보조기구에 올려놓으면 촬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는 보다 편한 자세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 슬개골 및 슬

개·대퇴관절 부위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엑스선을 환자의 몸

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방사선 피폭선량 측면에서도

유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2e). 기능적으로도 디텍

터를 고정해 주는 고정 장치가 있으므로 환자가 디텍터를

잡고 있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없앨 수 있고 자세의 흔들림

또한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슬개골과 슬개·대퇴관절

구조를 묘사할 수 있다(Fig. 7). 두 촬영 방법의 차이를 보

면 Laurin’s method는 슬관절의 굴곡 각도가 20°~30° 정

도이며 대퇴골 장축과 하퇴골 장축의 각이 150°~160° 정

도가 된다. 보조기구를 이용한 촬영 방법은 슬관절의 굴곡

각도가 50°~60° 정도이며 대퇴골 장축과 하퇴골 장축의 각

이 120°~130° 정도가 된다[2]. 이 두 촬영 방법의 영상 비

교와 더불어 Settegast method와 Hughston method 영

상, Merchant’s method 영상까지 앞으로 개발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촬영한 슬개골 엑스선 영상을 기준으로 모든 영상

차이를 시각적인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볼 예

정이다. 이와 같이 보조기구를 이용한 슬개골 촬영 방법은

기존의 촬영 방법에 보다 여러 측면에서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 슬개골 접선축 방향 촬

영에 있어 보조기구의 활용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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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조기구를 이용한 슬개골 및 슬개대퇴관절 엑스선 영상

Fig. 7. X-ray image of patellar and patellofemoral joints using

supporting 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