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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행역학에서는 인체가 운동하는 동안 

관절 각도의 변화 및 가동 범위를 조사하여 

관절 운동 특성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관절 각도의 측정은 대체로 광학 마커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나, 근래에 정확성이 높은 

엑스선영상을 연속으로 촬영하여 골격의 

운동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인공 슬관절 수술을 받은 관절을 한 방향에서 

엑스선영상을 연속 촬영하여 인공 관절의 운동 

특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1). 최근에는 두 

방향에서 엑스선영상을 연속 촬영하여 골격의 

정밀한 3 차원 운동을 측정하였다(2).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슬관절에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등의 

이유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전방 불안정성 

및 회전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불안정성에 대해 시행되는 대표적 

검사법이 Lachman test 및 Pivot shift test 이다. 

Pivot shift test 는 앙아위상태에서 고관절을 

30 도 굴곡, 슬관절은 신전 및 외전, 경골의 

내회전 상태에서 천천히 굴곡시키면, 30-45 도 

굴곡정도에서 순간적으로 대퇴골 (슬개골)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Pivot shift test 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ACL 수술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조영실의 

angiography 장비를 이용하여 pivot shift test 를 

하며 두 방향 연속 엑스선 영상을 촬영하였다. 

본 연구는 이 연구의 일부로 데이터 처리에서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방향 엑스선 영상에 

골격을 정합하는데 능숙한 데이터 처리자가 

수동으로 데이터 처리하였을 때, 반 자동으로 

처리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골격의 위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2. 두 방향 엑스선영상 골격 정합 

두 방향 엑스선영상의 획득 초기에 

실린더형상의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촬영 하여 

두 엑스선영상 시스템의 위치 및 영상을 

보정한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의 처리 결과로 

각 엑스선영상 시스템의 투영 행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카메라의 투영 

행렬을 얻는 방법과 동일하다.  

피험자의 슬관절 CT 데이터로부터 

대퇴골과 경골의 3 차원 표면형상 폴리곤 

모델을 추출한다. 각 프레임에 대하여 미리 

계산한 투영 행렬을 이용하여 두 엑스선 

영상과 골격 모델을 3 차원 가상 공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위치를 잡는다. 

 

 

 

 

 

 

 

 

Fig.1 Setting for bi-plane fluoroscopic images 

 

수동 정합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엑스선영상을 엑스선 튜브의 위치에서 보며 

두 방향 엑스선영상을 이용한 골격운동 데이터의 수동  

정합 방법 비교 

Accuracy of manual registration of bone shape to bi-plane 

fluoroscopic mo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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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모델을 이동하여 엣지를 맞춘다. 이 때 두 

방향의 엑스선 영상을 교대로 보며, 마우스로 

골격형상의 자세와 위치를 조정하며 정합한다. 

 

 

 

 

 

 

 

Fig2. Manual registration of bones to x-ray images 

from two directions 

 

반 자동 방법의 경우, 우선 엑스선영상에서 

골격의 경계선을 수동으로 추출한다. 3 차원 

공간에서 골격의 초기 위치를 설정하고, 투영 

행렬을 이용하여 골격 형상의 실루엣을 각 

방향 엑스선영상에 투영한다. 수동으로 추출한 

골격의 경계선과 투영된 엑스선 실루엣과의 

정합 정도를 계산한다. 이 정합 정도의 계산은 

경계선과 실루엣 사이의 가장 가까운 점의 

쌍들 중 일정 거리 이하에 들어오는 쌍들의 

숫자를 사용한다. 골격의 3 차원 위치와 방향을 

바꾸고 이 계산 과정을 반복한다. MATLAB 의 

최적화 함수를 이용하여 골격형상의 실루엣과 

엑스선영상의 골격 경계선이 일정 거리 

이하에서 일치하게 될 때의 골격의 3 차원 

위치와 방향을 찾게 된다. 

 

 

 

 

 

 

 

 

Fig. 3 Registration between model silhouettes and 

bone boundaries in two directional x-ray images 

using a MATLAB optimization routine 

 

3. 수동정합과 반 자동 정합의 비교 

피험자의 Pivot shift test 중 촬영한 두 방향 

엑스선영상에서 임의의 여섯 프레임을 

선택하여 능숙한 데이터 처리자가 수동 정합한 

결과와, 엑스선영상 엣지 추출을 통한 반 자동 

정합 결과를 비교한다. 여섯 프레임에 대하여 

각 방법의 결과로 나온 대퇴골과 경골의 

위치변환행렬 (transformation) 로부터 위치이동 

차이와 자세 회전이동 차이를 계산한다. 

 

4. 결과 

대퇴골의 경우 위치이동 차이의 평균 

(±표준편차)는 3.38(±1.16) mm 였고, 자세 

회전이동 차이는 2.39(±1.60)도 였다. 경골의 

경우 위치이동 차이는 2.00(±0.90) mm 였고, 

자세 회전이동 차이는 2.47(±1.91)도 였다. 

 

5. 결과 고찰 및 토론 

두 방향 엑스선 영상의 자동 골격 정합 

방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지만, 

엑스선영상의 품질과 골격의 복잡도에 따라 

자동 정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정합 

결과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낮더라도 임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동정합의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정합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위치오차와 회전오차의 수준 

정도에 대하여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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