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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유리 선량계를 이용한 진단용 X선 장치 선량  선질의 입사표면선량 값과 선질 계수에 의한 

계산 측정법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하여 의료 피폭 선량에 해 연구하 다. 실제 측정에 의한 ESDs 값이 

Mori에 의한 NDD-M 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으며, Edmonds에 의한 계산법이 가장 은 차이를 보

다. 한 정류 방식에 따른 실 측정과 선량 계산법 차이는 삼상 정류 방식, 단상 정류 방식, 인버터 방식

으로 차이가 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진단용 X-선 촬  장치의 사용에 있어 환자의 피폭 선량

을 측하고 검사 조건을 조 하여 의료 피폭 선량을 감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계산 측정법∣직접 측정∣표면선량∣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radiation dose in diagnostic X-ray radiography and 

calculated by different mathematical equation. The result of ESDs direct measurement and that 

calculated by Mori NDD-M shows the biggest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equation by 

Edmonds shows the lowest difference of ESDs. Also, Rectificat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direct dose measurement and calculation method commutated three-phase, single phase and 

inverter type, show less difference in the drive way. I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expecting radiation dose-exposure and control exposure parameters for the diagnostic x-ray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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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상의학과 시설  장치는 과학의 진보에 따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으며, 그 사용 한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촬 에서 디지털 촬  장

치로의 변화, 재  방사선 시술의 증가, Helical  다

검출기 CT의 등장은 이 보다 동일한 시간에 많은 검

사를 시행하게 되어 체 인 피폭선량 증가를 상할 

수 있다[1-4].
 보건 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

자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  리체계에 따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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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선량계에 한 리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환자의 경우 의료건강에 한 더 큰 이익으로 인

해 방사선 검사를 행함에 있어 피폭 선량 리 체계에 

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방사선의 피폭으로 인

한 의료 종사자들의 생물학  향과 해도에 따른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 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  국

제방사선방호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ICRP) 등 국외에서는 진단방

사선 역에서의 의료피폭에 한 권고선량  진단 참

고 를 제시하 다[5][6]. 국방사선 방호 원회는 

5년 주기로 환자정보와 단순 방사선 촬 , 재  시술

을 포함한 투시 방사선 촬 등 피폭선량 분포도를 수집

한 결과를 토 로 환자피폭선량을 권고하고 있다[7]. 방

사선 검사 시 같은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방사선 촬 장

비의 조건, 기기의 노후 정도, 방사선 종사자의 기술  

방법에 따라 환자가 받는 피폭 선량은 매우 다르다. 환

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열형 선량

계(Thermoluminesence dosimeter)  리조

(transmission ionization chamber)를 이용한 실측 방법

뿐만 아니라 선량계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피폭선량

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선량계를 이용한 실측 방법

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고가의 측정 장비, 측정  

분석 시간 소요 그리고 피폭 장해에 한 부정 인 측

면이 있다. 반면에 공기 에서 측정된 장치의 출력을 

이용한 입사표면선량 계산법과 촬  조건을 바탕으로 

Mori에 의해 개발된 Non Dosimeter Dosimetry 

-M(NDD-M)법등 장비  시간에 구애 없이 임상에서 

피폭 선량 평가가 가능하다[8]. 하지만 환자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 

복잡하고 실측 방법과의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는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리 선량계를 이용한 진단용 X

선 장치 선량  선질의 입사표면선량 값과 선질 계수

에 의한 계산 측정법을 바탕으로 비교 평가하여 의료 

피폭 선량에 해 연구하 다. 

Ⅱ. 실험 대상 및 방법

1. Alderson Rando Phantom 및 유리선량계
ICRU(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Units 

and Measurements)-44 표 으로 제작된 Rando Man 

Phantom(Alderson Co, Australia)은 신장 174 ㎝, 체  

73.5 kg으로 각 2.5 ㎝ 두께별로 쌓여진 팬텀이다. 인체 

연부 조직, , 폐등 등가 물질로 구성되어진 팬텀을 측

정하고자 하는 부 에 유리 소자를 부착하여 방사선 피

폭을 측정하 다. 

유리 선량계는 선량의 측정 범 가 10 uGy ∼ 10 Gy

로서 선량의존성  잠상 퇴행이 작은 GD-351을 가지

고 Annealing 과정을 거친 후 반복하여 사용하 다[10].

2. 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 및 조사선량률 
Mulit function meter NEROTM mAx(Victoreen 

Model 8000, Moedling, Austria)를 사용하여 압, 

류, 조사시간  조사선량률 측정하 다. 결과는 보건 

복지가족부령 제 349호에 의거하여 백분율 평균오차의 

값을 구하여 식(1)과 같이 평가하 다. NERO
TM mAx

의 유효 kVp는 75%, 감도는 low, 측정 지연시간은 ＋

10 ms로 정하 다. 유효 kVp는 NERO
TM mAx 디텍터

에 측정된 kVp 평균값에 설정된 % kVp 이상의 peak만

을 포함하 다.

 

 

×                (1)

PAE : percent average error,   : 압  

류 지시치,   : 측정치의 산술 평균치

압(kVp)의 백분율 평균 오차는 설정 치에 하

여 ±10 %이내, 류는(mA)는 ±15 %이내, 그리고 

류량(mAs)은 변압기장치인 경우 ±15 % 이내이

어야 한다.

3. 촬영 조건과 피폭선량 측정
진단용 X선 장치로는 인버터 방식의 Philips사 bucky 

Diagnost (Eindhoven, Netherlands), 단상 정류 X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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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Listem사의 REX-525R (Won-ju, S o u t h 

Korea) 삼상 정류 X선 장치는 Shimazdzu사의 

UD150L-30E(Mt Waverley, Australia)을 이용하여 

ESDs  DAP를 측정하 다.

피검자의 검사조건은 임상에서 노출 조건과 동일하

게 검사를 시행하 으며, 흉부와 같이 넓은 용도를 

보기 하여 튜 와 인체팬텀인 Rando Man Phantom

간의 거리를 180 ㎝ 되는 곳에 두고 고 압, 선량 

촬 을 하 으며, 그 외는 촬  거리를 동일한 근거리

(100 ㎝)로 촬  조건을 변화시키며 압, 류, 조

사시간에 따라 측정하 다[그림 1].

그림 1. 환자 선량측정을 위한 도안 제작

3.1 측정방법
환자 테이블에 에 치한 Rando Man Phantom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  등척추  6번, 허리척추  4번, 

허리척추  측면 4번에 유리 소자 3개를 부착 한 후 촬

 조건하에 선량 면 곱(Dose Area Product: DAP)  

입사표면선량(Entrance Surface Doses: ESDs)을 측정

하 다[그림 2].  

DAP의 공식은  다음 식 (2)과 같다.

∙    ×         (2)

ESD는 DAP와 계는 다음(3)과 같다. 

  
 × × 

 


       (3)

BSF : back scatter factor, AFFD : : : focus film distance 

at the DAP position, FSD : focus skin distance, FFD 

: focus film distance

(a) (b)

(c) (d)

그림 2. 인체부위 측정의 차이에 따른 Rando Man 
Phantom의 영상: (a) chest (b) abdomen 
(c) L-spine (d) L-spine lat. 

3.2 선량계산 공식을 이용한 피폭선량 산출
1984년에 Edmonds는 진단용 발생 장치의 출력된 

SSD(Source to Skin Distance), mA, (kVp)
1.74, (total 

filtration in mm Aluminum)을 이용하여 ESDs을 계산

하 다. Edmonds에 고안되어진 ESDs는 다음 (4)와 같

다[11].

 
∙ ∙ 


    (4)

 

모든 진단 X-ray 에 지에서 


는 약 

1.06, BSF는 자유 공기내의 흡수선량에 하여 팬텀이 

있을시 조직 흡수선량에 한 비의 값을 나타낸다[12]. 

한, 1999년에 Tung과 Tasi는 Edmonds가 고안한 

ESDs식에서 ESDs와 X-ray 튜  포텐셜 계  

ESDs와 Al 필터의 상 계에 해 연구하여 다음 (6)

식을 고안하 다[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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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과 Tasi는 고안되어진 출력 장치 독립 상수 

는 2.775 지만, 2006년 Akhdar에 의해 는 0.2775로 

수정되어 ESD을 산출하고 있지만 둘 다 사용되어지고 

있다[13].

일본에서는 촬 조건을 바탕으로 Mori에 의해 개발

된 NDD-M(Non Dosimeter Dosimerty-M)는 다음 (7)

식에 의해 ESDs가 계산되었다[8].

 ××
 



 (6)

NDD-M factor는 필터의 두께  압에 해 정

류방식이 단상, 삼상, 인버터 방식에 따라 값이 정해져 

구해진다. 

Ⅲ. 결 과

1. 관전압, 관전류, 조사시간 및 조사선량률 재현
성 시험 

피사체 조도와 사진농도를 좌우하고 환자의 피폭

선량 경감에 요한 역할을 하는 압과 촬 시간  

X선량을 좌우하는 류는 77 kVp, 40 mAs (103 ms, 

388 mA) 기  값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 77.3 kVp, 유효 

평균값 76.9 kVp, Peak는 78.1 kVp, 평균 조사시간은 

103.4 ms 으며, 출력선량은 5.84 mR/mAs 다. 

2. 진단용 X선 장치의 실 측정에 따른 DAP 및 
ESDs 비교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출력 장치에 따라 동일한 촬  

조건을 기 로 하여 비교하 다[표 1]. 삼상  정류 

장치가 DAP  ESDs가 가장 높았으며, 인버터방식이 

가장 낮았다. 촬  조건에 따라 ESDs는 최  1.70배, 최

소 1.09배의 차이를 보 으며, 허리척추  ESDs가 고

압, 류, 원거리로 촬 하는 흉부 ESDs보다 

더 큰 변화의 폭을 보 다. 

표 1. 정류방식과 다양한 노출변수에 따른 DAP와 ESDs

type exposure
DAP

1)

(mGy·cm2)

ESDs
2)
 (mGy)

Device 1 Device 2 Device 3

Inverter

74 kVp, 20 
mAs 826.1 2.326 ± 

3×10-3
2.410 ± 
5×10-3

2.682 ± 
5×10-3

70 kVp, 25 
mAs 943.8 3.294 ± 

5×10-3
3.078 ± 
1×10-3

3.129 ± 
6×10-3

77 kVp, 40 
mAs 1347.6 6.686 ± 

10×10-3
6.962 ± 
10×10-3

6.398 ± 
5×10-3

117 kVp, 3.2 
mAs 449.8 0.387 ± 

2×10-3
0.331 ± 
2×10-3

0.458 ± 
2×10-3

single 
phase

74 kVp, 20 
mAs 2231.6 1.956 ± 

4×10-3 
2.094 ± 
4×10-3

2.252 ± 
6×10-3

70 kVp, 25 
mAs 2855.2 2.541 ± 

6×10-3
2.535 ± 
6×10-3

 2.520 ± 
4×10-3

77 kVp, 40 
mAs 3626.6 6.528 

±5×10-3
7.092 ± 
9×10-3

7.366 ± 
7×10-3 

117 kVp, 3.2 
mAs 843.3 0.325 ± 

1×10-3
0.320 ± 
1×10-3

0.353 ± 
1×10-3

three 
phase

74 kVp, 20 
mAs 1913.5 2.402 ± 

2×10-3  
2.480 ± 
4×10-3

2.429 ± 
7×10-3

70 kVp, 25 
mAs 2366.9 3.468 ± 

4×10-3
3.274 ± 
5×10-3

3.487 ± 
3×10-3

77 kVp, 40 
mAs 3870.2 9.219 

±13×10-3 
8.825 ± 
13×10-3

10.930 ± 
36×10-3

117 kVp, 3.2 
mAs 915.3 0.433 ± 

2×10-3
0.429 ± 
1×10-3

0.422 ± 
2×10-3

1)DAP: Dose Area Product, 2)ESDs: Entrance Surface  Doses
  

3. 실측 선량과 계산법에 따른 ESDs 비교
각 촬 조건에 따른 피부입사선량을 출력선량에 따

라 계산하 다. 계산에 의한 출력 선량과 실측 선량에 

따른 선량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측

정에 의한 ESDs 값이 Mori에 의한 NDD-M 법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보 으며, Edmonds에 의한 계산법이 가

장 은 차이를 보 다. 선량 계산 공식을 통해 서로 비

교해 본 결과, Edmonds와 Tung에 의한 계산식이 1.11

배에서 ∼ 1.46배의 차이를 보 다. 한 Edmonds와 

Mori에 의한 NDD-M한 계산식은 1.27배에서 ∼ 2.98배

의 차이를 보 다. 정류 방식에 따른 실 측정과 선량 계

산 법 차이는 삼상 정류 방식, 단상 정류 방식, 인버터 

방식으로 차이가 게 나타났다[표 2][표 3][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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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버터 방식에서 실측 선량과 계산법에 따른 ESDs 비
교(T: 2.5 ㎜ Al)

exposure
Edmonds
(mGy)

Tung
(mGy)

NDD
(mGy)

 direct
measurement
(mGy) 

74 kVp, 20 mAs 1.539 1.215 70 kVp 80 kVp 2.472
1.040 1.388

70 kVp, 25 mAs 1.746 1.359 3.16770 kVp 80 kVp
1.300 1.73577 kVp, 40 mAs 3.298 2.632 6.68270 kVp 80 kVp
2.080 2.776

117 kVp, 3.2 mAs 0.168 0.150 0.392110 kVp 120 kVp
0.123 0.141

표 3. 단상 정류 방식에서 실측 선량과 계산법에 따른 ESDs 
비교(T: 2.5 ㎜ Al)

exposure
Edmonds
(mGy)

Tung
(mGy)

NDD
(mGy)

 direct  
measurement
(mGy) 

82 kVp, 
25 mAs 2.374 1.934

80 kVp  90 kVp
3.082.0 1.155 1.447

2.5 0.957 1.222
85 kVp, 
20 mAs 2.022 1.670

80 kVp 90  kVp
3.662.0 0.924 1.158

2.5 0.766 0.978
94 kVp, 
30 mAs 3.613 3.064

90kVp 100 kVp
7.492.0 1.737 2.115

2.5 1.467 1.812
100 kVp, 
15 mAs 0.621 0.535

100 kVp ·
1.042.0 0.326 ·

2.5 0.279 ·

표 4. 삼상 정류 방식에서 실측 선량과 계산법에 따른 ESDs 
비교(T: 2.5 ㎜ Al)

exposure
Edmonds
(mGy)

Tung
(mGy)

NDD
(mGy)

 direct
 measurement
(mGy) 

72 kVp, 
12 mAs 0.880 0.690 70 kVp 80 kVp 1.280.607 0.554
80 kVp, 
20 mAs 1.762 1.420 70 kVp 80 kVp 2.071.354 ·
84 kVp,
63 mAs 6.044 4.934 80 kVp 90 kVp 8.274.265 5.348
120 kVp, 
3 mAs 0.165 0.148 120 kVp · 0.440.129 ·

Ⅳ. 고 찰
인공 방사선의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방사선은 

병원 외래  입원 환자에게 가장 기본 으로 시행되고 

있는 흉부 X선 촬 에서부터 CT(Computed 

Tomography)와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까지 방사선 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질병

의 진단, 치료, 방 등에 필수 인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의 장해를 최소화하기 한 노

력이 필요하다. 방사선 종사자가 피검자에게 조사되는 

피폭선량을 정확히 알고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면 환

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폭선량 경감에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15]. IAEA에서는 방사선 검사시 최 화

된 상을 얻기 한 안  기 아래 촬  조건 기 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AEA의 모범등

(guidance levels)은 유럽 성인을 기 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16-18]. 한국인의 체형, DR(Digital Radiography) 

 AEC(Auto Exposure control)등에 따른 기술 발 에 

따라 모법 등 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임상에서 

피폭 선량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극소수에 불

과할 뿐만 아니라, 피검자에 피폭되는 선량을 정확한 

값을 알려 주기 해서는 측정  분석 시간이 많이 소

요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계산에 의한 

환자 선량을 알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dmonds의 표면 선량 계산은 압, 류, 반가층, 

SSD 측정이 되면 환자 표면선량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피부 선량에 한 공기커마의 상호 계  후방

산란이 발생할 때 에 지 흡수선량의 상호계수를 고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1998년에 연구한 Tung은 FAE

와 후방산란을 고려한 피부에 한 평균 에 지 흡수 

계수 비율을 계산하여 ESDs을 계산하 다. Mori에 의

해 개발된 NDD-M법은 후방산란선을 고려하며 단 를 

mGy로 사용하고, X선의 출력선량을 알지 못하더라도 

X선 장치의 정류 방식별로 단상 정류, 3상 정

류, 인버터장치로 구분하여 각 압  총여과별, 계

수별로 측정하여 그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한 방법

이다. 하지만 장치의 정도 리가 정확하지 않은 장치에

서는 오차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9]. 한 압은 

10 kVp, 총 여과별  0.5 mm Al 두께로 나타내어 크게 

세분화되지 못하 기 때문에 피검자가 검사하여 피폭

되는 선량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Mori에 의해 

개발된 NDD-M법은 실측정한 선량과 가장 큰 오차가 

있었다. 본 연구는 유리 선량계에 의한 실측정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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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X선 출력선량에 의한 입사 표면 선량 계산보다 

ESDs가 체 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단용 X선 촬  

장치의 노후, 외부 력의 불안정성, 촬 실 내부의 온

도와 습도에 한 변화로 인한 촬  장치의 성능 하

로 출력의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압, 

류, 조사시간에 한 재 성 차이로 인하여 상의 

질  ESDs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한

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력 선량의 측정 시 가장 큰 

향을  수 있는 총 여과값을 좀 더 세분화하지 못했

다. 정 여과 을 사용할 경우 평균에 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과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자 피폭 선량

을 감소시킬 수 있다[19]. 둘째,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는 네 가지 검사 방법 외에 추가 으로 사지 

촬   두부 촬 에 한 ESDs를 측정하지 않았다. 방

사선 피폭조건인 촬 조건의 류량과 압에 차

이를 두고 측정하면 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실제 검사를 촬  할 때 환자의 체격, 

연령  건강 상태에 따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 결과로는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단용 X선 발생 장치에 한 실측 선

량과 계산에 의한 입사 표면 선량 차이를 알 수 가 있었

고 정류 방식에 따른 실 측정과 선량 계산법 차이는 삼

상 정류 방식, 단상 정류 방식, 인버터 방식으로 차이가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피폭 선량에 

해서 촬  장비의 형태, 장비 설정조건, 노후화  피폭 

선량 감소 방안 용여부, 그리드의 사용비율, 방사선사

의 인식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을 고려하

여 실측 선량과 계산에 의한 입사 표면 측정법을 계산

한다면 환자 피폭 선량 리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선

량 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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