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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슬관절의 진단을 위한 경골과 대퇴골의 접촉각에 대한 조사

  2001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만성 슬관절 동통과 단순 방사선 사진
상 퇴행성 관절변화를 보인 521명의 환자,800례를 대상으로 0도,15도,
30도와 45도 굴곡상태에서 후전방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또한
이 중 변연절제술이나 미세파쇄술 등을 관절경하에서 시행하였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수술 시 관절경하에서 경골과 대퇴골의 연골 병변이
최대로 접촉하는 각도(maximal kissing zone)를 각도기로 측정하여
경골과 대퇴골의 굴곡 각도를 조사하였다.촬영된 방사선 사진은 세 명의
정형외과의사에 의해 Kellgren과 Lawrence에 의한 내측 구획 등급분류를
이용하여 최소 관절 간격(minimum jointspace width)과 방사선학적
분류(radiologic grading)를 시행하였다.15도와 30도 굴곡 체중부하
후전방 방사선 사진에서 가장 좁은 관절 간격을 보였다.관절경 검사 상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 연골이 벗겨진 부위의 접촉각은 5도에서 60도를
보였으며 연골이 벗겨진 접촉 부위의 평균 경골대퇴 굴곡각은
23.4±11.12도였다.이에 저자는 골관절염의 일차적인(screening)방사선
검사로 45도 굴곡 체중부하 촬영보다 20도에서 25도의 굴곡 체중부하
촬영이 슬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을 진단하는데 더 유용한 촬영 방법이라
주장한다.

핵심되는 말:체중부하 방사선 사진,접촉각,골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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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슬관절의 진단을 위한 경골과 대퇴골의 접촉각에 대한 조사

<지도교수 김 성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류 상욱

 I.    서 론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노령의 환자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며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슬관절의 골관절염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함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진다.2,3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골관절염의 진행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슬관절의 관절연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사진,자기공명영상 검사 및 관절경 검사 등이 현재
이용되고 있다.관절경 검사는 가장 정확하게 관절연골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침습적인 검사라는 단점이 있다. 자기공명영상 검사의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이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골관절염의
진단을 위한 일차적인 검사법으로는 부적절하다.4 따라서 단순 방사선
사진이 슬관절의 관절연골 상태를 파악하는 일차적인 진단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방사선 사진의 경우 초기의
골관절염의 진단에는 병변의 위치에 따라 부정확한 소견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 방사선 사진 상 관절연골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Ahlback 등이 처음으로 체중부하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주장하였고 Rogenberg 등은 슬관절 신전 상태의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보다는 슬관절 45도 굴곡 상태의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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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5이후 Piperno등은 신전 상태에서 양측 슬관절에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과 병변이 있는 환측 슬관절에만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 그리고 슬관절 30도 굴곡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을 비교하여
30도 굴곡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슬관절 내측 관절 간격의
감소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6 그리고
Yamanaka 등은 슬관절의 0도,15도,30도,45도 굴곡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을 비교한 연구에서 15도 굴곡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내측
관절 간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15도 굴곡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촬영을 권유하였다.7

슬관절의 초기 골관절염에서 관절경적 처치 시 관절연골의 손상 부위가
관절면의 일부에만 국한된 경우가 일반적이다.따라서 경골 및 대퇴골의
굴곡 각도에 따라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의한 골관절염의 진단율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저자들에 따라 신전 상태,15도,30도,45도 슬관절
굴곡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주장하여 굴곡 각도에 대한 이견이
많다.또한 대부분의 저자들은 단순 방사선 사진 상에서 내측 관절
간격만을 측정하여 실제 병변의 위치와는 그 연관성이 불명확하다.
이에 본 저자는 슬관절의 다양한 굴곡 각도에서 체중 부하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내측 관절 간격을 측정하고 이 중 변연절제술이나
미세파쇄술 등 관절경적 처치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경하에서
관절연골의 병변이 최대로 접촉하는 경골 및 대퇴골의 접촉 각도를
확인하여 술전 방사선 사진과 비교하고자 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일반적인 관절연골의 손상 부위에서의 경골 및 대퇴골이 이루는 각도를
확인하여 방사선 촬영 시 굴곡 각도로 결정한다면 슬관절의 골관절염에
대한 단순 방사선 사진의 진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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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재료 및 방법
    

 2001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만성 슬관절 동통과 단순 방사선 사진
상 퇴행성 관절변화를 보인 521명의 환자,800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슬관절에 대해 이전에 수술이나 외상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21명중 453명은 여자,68명은 남자였다. 나이는
50세에서 87세까지였으며 평균 62.2세였다.골관절염은 115명의 환자에서
좌측 슬관절에,127명은 우측 슬관절,그리고 279명은 양측 슬관절에서
나타났다.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0도,15도,30도와 45도 굴곡상태에서
후전방 체중부하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촬영 시 고관절과 슬관절을
동시에 굴곡하여 경골 축은 지면에 대해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며 경골
근위 관절면의 후경사각을 고려하여 10도 상방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보조자가 촬영 직전에 각도기를 이용하여 슬관절의 굴곡 정도를
정하였으며 지지대를 환자가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다.(그림1-4) 촬영된 방사선 사진의 순서를 모르는 세 명의
정형외과의사에 의해 Kellgren과 Lawrence에 의한 내측 구획 등급분류를
이용하여 최소 관절 간격(minimum jointspace width)과 방사선학적
분류(radiologicgrading)를 시행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관절
간격의 협소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굴곡 각도가 있는지 측정된 내측 관절
간격을 통계 분석하였다.또한 각각의 굴곡 각도에서 방사선 촬영 시
환자들이 느끼는 동통 등 불편함이나 방사선 촬영 시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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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신전 상태 촬영법 그림2.15도 굴곡 상태 촬영법

그림3.30도 굴곡 상태 촬영법 그림4.45도 굴곡 상태 촬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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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였던 환자들 중에서 변연절제술이나
미세파쇄술 등을 관절경하에서 시행하였던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관절연골의 성상,병변의 해부학적 위치를 평가하고 Outerbridgescale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또한 수술 시 관절경하에서 경골과 대퇴골의 연골
병변이 최대로 접촉하는 각도(maximal kissing zone)를 각도기로
측정하여 경골과 대퇴골의 굴곡 각도를 조사하였다.(그림5)

그림5.관절경적 처치 시 관절 연골 병변에 대한 경골 및 대퇴골의 최대
접촉 각도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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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과

1.단순 방사선 사진 상 결과
 4가지의 슬관절 체중 부하 단순 방사선 사진에 대해 Kellgren과
Lawrence 분류에 의한 관절 간격과 방사선학적 골관절염의 등급을
측정하였다.(그림 6) 관절 간격은 완전 신전 사진에서는 3.1±1.3mm,
15도 굴곡 사진에서는 2.0±1.2mm,30도 굴곡 사진에서는 2.1±1.2mm ,
그리고 45도 굴곡 사진에서는 2.5±1.2mm를 보였다. 완전 신전 체중부하
후전방 사진에서 가장 넓은 내측 관절 간격을 보였고 15도 굴곡 체중부하
후전방 사진에서 가장 좁은 관절 간격을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Turkey‘sStudentized Rangetest상 P<0.001)를 보였다. 하지만
30도 굴곡 체중부하 사진은 15도 굴곡 체중부하 사진과 관절 간격에
있어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1)

그림 6.굴곡 각도에 따라 촬영된 체중부하 후전방 방사선 사진의 내측
관절 간격

표 1.15도 굴곡과 30도 굴곡 체중부하 후전방 방사선 사진 상 관절
간격의 측정에서 통계학적 차이(P<0.01)는 없었다.

굴곡 각도 완전 신전 15 30 45

내측 관절 간격 3.1± 1.3 2.0± 1.2 2.1± 1.2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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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적 분류는 Kellgren-Lawrence scale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4종류의 방사선 촬영 상 1개 이상에서 Kellgren-Lawrence의 3 또는
4등급을 보인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1 또는 2등급의
환자들은 관절 간격의 협소 소견이 없어 가양성이 흔하기 때문이었다.
359명(44.8%)의 증례에서 45도 굴곡 촬영이나 완전 신전 촬영에서보다
30도 또는 15도 굴곡 촬영 상에서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693증례(86.6%)에서 가장 좁은 관절 간격을 보인 것은 15도 또는 30도
굴곡 촬영 상이었다. 하나의 방사선 촬영에 소요된 시간은 25초에서
30초였으며 평균 28초였다. 108증례(20.7%)에서 15도 굴곡 촬영보다
45도 굴곡 촬영에서 슬관절의 동통을 보였다.

2.관절경적 결과
관절경 검사상 확인된 관절연골 병변의 깊이와 크기는 Outerbridge
분류를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들이 대퇴골에서 Outerbridge3기 또는
4기의 골관절염의 소견을 보였고 이들 중 36명의 환자들은 2기에서
4기까지의 경골에 골관절염의 소견을(mirrorimage)보였다. 대퇴골과
경골에서 관절연골 병변의 접촉각은 5도에서 60도를 보였다.(그림 7)
몇몇 증례에서는 관절연골의 병변이 넓어 단일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최대 접촉각은 관절연골 병변이 접촉하는 병변의
중간지점으로 결정하였다. 관절연골 병변의 평균 경골-대퇴 굴곡각은
23.4±11.12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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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관절경적 처치 시 측정한 경골과 대퇴골의 최대 접촉 각도는
5도에서 60도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나 70%에서 15도에서 30도의
굴곡 각도 내에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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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1957년 Kellgren과 Lawrence에 의해 처음으로 골관절염에 대한
표준적인 방사선 촬영방법으로 완전 신전 상태에서 체중부하 단순 방사선
촬영이 창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촬영방법은 퇴행성 골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관절연골의 병변이
관절의 일부에만 국한된 초기의 골관절염에는 진단이 어려웠다.현재는
골주사 검사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검사와 함께 다양한 슬관절
굴곡촬영이 골관절염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Blackburn은 관절경이 다른 방법에 비해 연골 이상의 평가에 유용하고
민감한 방법이라고 하였다.하지만 관절경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로
일차적인 검사(screening)방법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Rogenberg는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단순 방사선 촬영을 통한
평가방법 중 45도 굴곡 후전방 체중부하 촬영을 주장하였다. 이 촬영
방법은 수년 동안 골관절염의 일차적인 진단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Maquet등은 생역학적 연구에서 경골-대퇴 관절에서 가장 큰 접촉
스트레스는 28도 굴곡 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Piperno등은 3개의
다른 체중부하 촬영에서 슬관절 관절 간격을 조사하였는데 schuss
촬영(30도 굴곡 후전방 촬영)이 경골-대퇴 골관절염에서 관절 간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Yamanaka등은 15도
슬관절 굴곡 체중부하 후전방 촬영이 슬관절의 내측 골관절염에서 관절
간격의 협소를 정확히 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여러
각도에서 슬관절 굴곡 후전방 촬영을 시행하고 Kellgren-Lawrence
등급에 의해 분류하여 관절 간격을 평가하였다. 또한 관절경으로 경골과
대퇴골 사이의 관절연골 병변의 접촉각을 조사하였다. 관절경상에서
최대 접촉각은 5도에서 60도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각은
23.4±11.12도였다. 21%의 환자에서 45도 슬관절 굴곡 촬영 시에 전방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인한 슬개-대퇴압력
증가와 약화된 대퇴사두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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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슬관절의 15도와 30도 굴곡 체중부하 방사선 사진 상에서 가장 좁은
내측 관절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절경 검사 상에서 관절연골
병변의 최대 접촉각은 평균 23도였다. 따라서 슬관절의 퇴행성
골관절염에 대한 일차적인 방사선 촬영 방법으로 45도 굴곡 체중 부하
후전방 촬영보다는 20도에서 25도의 굴곡 체중부하 후전방 촬영이 더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Felson DT, Namimark A, Anderson J et al.: The prevalence of knee 

osteoarthritis in the elderly: The Framingham osteoarthritis. 

Arthritis Rheum 1987; 30:914‐8

2. Shannon FJ, Devitt AT, Poynton AR et al: Short‐term benefit of 

arthroscopic washout in degenerative arthritis of the knee. Int 

Orthop 2001; 25 (4):242‐5

3. Eugene K.Wal, Msc, Hans J. Kreder, Jack I. Williams: 

Arthroscopic debridement of the knee for osteoarthritis in patients 

fifty years of age or older. J Bone Joint Surg Br 2002; 84: 17‐22

4. Blackburn WD Jr, Bernrevter WK. Rominger M, Loose LL; 

Arthroscopic evaluation of knee articular cartilage: A comparison 

with plain radiographs and magnetic resonance imaging. J Rheumatol 

1994; 21: 675‐9 

5. Rosenberg T, Paulos L, Parker R et al. The forty‐five degree 

posteroanterior flexion weight‐ bearing radiograph of the knee. 

J bone Joint Surg (Am) 1988; 70‐A: 1479‐14835. 

6.Piperno M, Hellio Le Graverand MP, Conrozier T, Bochu M, 

Mathieu P, Vignon E: Quantitative evaluation of joint space width 

in femorotibial osteoarthritis: comparison of three radiographic 

views. Osteoarthritis & Cartilage. 1998 Jul; 6(4):252‐96.

7. Yamanaka N, Takahashi T, Ichikawa N, Yamamoto H: 

Posterior‐anterior weight‐bearing radiograph in 15 degrees knee 

flexion in medial osteoarthritis. Skeletal Radiol 2003 Jan; 

32(1):28‐347. 

8. Kellgren JH, Lawrence JS: Radiological assessment of 

osteoarthrosis. Ann Rheum Dis 16:494‐501, 1957

9. Hutton CW, Higgs ER, Jackson PC, Watt I, Dieppe PA: 99m Tc HMDP 

bone scanning in generalized osteoarthritis. II. The four hour bone 

scan image predicts radiographic change. Ann Rheum Dis 45:622‐626, 



1986.

10. Aisen AM, McCune WJ, MacGuire A, Carson PL, Silver TM, Jafri 

SZ, Martel W: Sonographic evaluation of the knee. Radiology 

153:781‐784, 1984

11. Adams ME, Li DKB: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joint lesions, 

Articular Cartilage Biochemistry. Edited by KE Kuettner, R 

Schleyerbach, and VC Hascall. New York, Raven Press, 1986

12. Messieh SS, Fowler PJ, Munro T: Anteroposterior radiographs of 

the osteoarthritic knee. J Bone Joint Surg (Br) 1990 Jul; 

72(4):639‐40

13. A. P. Davies, D. A. Calder, T. Marshall, M. M. S. Glasgow: 

Plain radiography in the degenerate knee. J Bone Joint Surg (Br). 

Jul 1999; 81(4):632‐5

14. Buckland‐Wright JC, Wolfe F, Ward RJ, Flowers N, Hayne C: 

Substantial superiority of semiflexed (MTP) views in knee 

osteoarthritis: a comparative radiographic study, without 

fluoroscopy, of standing extended, semiflexed (MTP), and schuss 

views. J Rheumatol. 1999 Dec; 26(12):2664‐74

15. Maquet PGJ; Biomechanics of the knee with application to the 

pathogenesis and the surgical treatment of osteoarthritis. Berlin, 

etc: Springer‐Verlag, 1976. 



Detection of Tibiofemoral Contact Angle 

of the Degenerative Knee 

Sang-Wook Ryu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Jae Kim)

Abstract

The subjects were consecutive 521 patients, 800 case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who had taken serial standing 

posteroanterior knee radiograph with knee  in 0
o

,15
o

,30
o

 and 45
o

 

flexion between February 2001 and July 2005. Also we investigated 

with arthroscopy, grade of involvement and anatomic location of the 

lesion and measured the tibiofemoral flexion angle of maximal 

kissing zone of 70 patients for the same period. The joint space 

width of the PA films of the knee were measured and compared by 

three different orthopedic physicians who had no knowledge of the 

film sequences. The PA weight bearing view in 15
o

 or 30
o

 flexion had 

significant joint space narrowing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angles of flexion. In arthroscopy, the tibiofemoral contact angle 

of denuded cartilage varied from 5
o

 to 60
o

 and the mean contact 

angle was 23.4
o

± 11.12 SD.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radiograph with same exact angle all the time.  So, we recommend 

that the tibiofemoral angle between 20
o

 and 25
o

 is appropriate 

instead of 0
o

 or 45
o

 weight bearing view as a routine screening 

radiograph in OA patients. 

Key Words: weight bearing flexion PA view, contact angle,    

osteo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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