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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모신테시스의 유방촬영에서의 활용
Utilization of Mammogram in the Tom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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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Mammogram와 Tomosynthesis를 비교하여 진단  가치를 평가하고 피검자의 유선

선량을 비교하여 Tomosynthesis의 활용에 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 다. 2015년 1월 한 달 동안 본원을 

내원한 환자 62명을 상으로 선행 검사를 시행한 후 어떤 병변이 있을 때 추가 으로 Tomosynthesis를 

시행하 는지 분석하 다. 유방촬 용 ACR phantom을 이용하 으며 자동 노출이 되도록 설정된 상태에

서 촬 한 kVp와 mAs를 기 으로 하여 kVp는 고정하고 mAs를 단계 으로 변화를 주어 유선선량을 분

석하 다. 그 결과 Tomosynthesis가 유방 병변 구별에 우수하 으며 2D Mammogram과 비교할 때 확연

한 조도 차이를 보 다. 한 두 검사의 평균유선선량에서는 Mammogram(1.15 mGy)보다 

Tomosynthesis(1.48 mGy)가 0.33 mGy정도 높았으나 추가검사의 불필요함으로 인해 장기 으로는 피폭

선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 다. 그러므로 Tomosynthesis는 유방의 진단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피폭선

량을 일 수 있는 검사이며 향후 유방질환의 검사에 합하게 용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유방∣토모신테시스∣평균유선선량∣유방촬영∣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diagnostic value and compares the Mammogram Tomosynthesis, and 

as compared to the AGD, was studied with respect to utilization of Tomosynthesis. During 

January 2015 one month were enrolled patients admitted to 62 people present. The ACR phantom 

was used. AEC was set to be. kVp is fixed and given a step-by-step changing the mAs 

analyzed AGD. Tomosynthesis was superior to the distinction of breast lesions when compared 

with Mammogram showed a noticeable difference in contrast. AGD(Average Glandular Dose) 

was higher 0.33 mGy. However, in the long run, the dose was reduced. Tomosynthesis is 

therefore increase the diagnostic value of the breast, a examination that can reduce th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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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여성의 암발생률 1 인 유방암은 1996～2010년 

사이에 진단받은 환자가 4배 이상이 증가하 고 재

에도 꾸 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 50～60  폐경 후 

여성에게서 유방암 진단이 증하고 있으므로 정기

인 유방암 검진이 필요하다. 특히 유방암을 조기에 진

단 받을 경우 치료 후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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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다양한 유방 검진  유방 촬 술(Mammography)은 

X-ray를 이용해 유방의 병변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

인 검사이다. 유방을 세게 압박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압박의 정도가 강할수록 X-ray가 잘 투과되어 지방 조

직과 실질 조직의 구별이 용이한 우수한 화질의 상을 

얻을 수 있다[3]. 그러나 압박으로 인한 조직의 겹침으

로 병변이 보이지 않거나 정상 조직이 병변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다른 방식의 유방 촬 이나 유방 음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1938년 Ziedses des Plantes에 의하여 원리가 발표된 

토모신테시스(Tomosynthesis)는 1971년 Miller등에 의

해 상증배 (Image intensifier)장착 시스템으로 X선 

분야에서 임상의학에 용되어 리 이용되었다[4][5].

유방 X-ray선 분야에서의 Tomosynthesis는 2008년 

첫 출시되어, 2011년 FDA승인을 받은 뒤 재  세계

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6]. Tomosynthesis는 기존

의 Mo tube와 Mo 는 Rh Filter의 조합에서 

Tungsten tube와  Rh과 Al Filter의 조합으로 기존 유

방촬  상보다 조도가 더 높은 선명한 Image를 얻

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선량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Digital Tomosynthesis 유방촬  장비는 Tube가 좌우

7.5° 씩 총 15°로 회 하면서 Detector와 평행한 방향으

로 Slice 상들을 얻을 수 있다. 한 한 번의 압박으로 

Tomosynthesis와 기존 기본 유방촬 이 동시에 이루

어지며 X, Y, Z 값을 얻어 공간 인 치 인식이 가능

하여 3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방 조직이 겹쳐 

보이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2D 유방촬 방식과 

Tomosynthesis 유방촬 을 비교하여 진단  가치에 

해 평가해 보고 피검사의 평균유선선량을 비교함으

로써 Tomosynthesis 유방 촬 의 활용에 해서 알아

보고자 하 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5년 01월 05일부터 01월 30일까지 본원을 내원해 

유방암 진료와 검진을 주기 으로 받고 있는 여성 환자 

총 62명을 상으로 하 다. 이들은 상의학과 문의

의 단 하에 음  검사나 일반 유방촬 검사 후 

Tomosynthesis 상이 추가 으로 필요해 검사를 시행

하 다. 연구 상의 평균연령은 48.9±11.1세 으며, 추

검사(Follow-up)를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평균기간

은 5.7±2.2년이었다. 

2. 장비 
사용된 유방촬 용장치는 Hologic selenia dimensions 

(USA)이며, 유방촬 용 ACR팬텀을 이용하 다.

3. 연구 방법 
3.1 Mammogram과의 비교를 통한 Tomosynthesis

의 진단적 가치
2015년 01월 5일부터 내원한 환자들  Tomosynthesis 

유방 촬  장비를 이용해 Tomosynthesis와 기존의 일

반 유방촬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환자들의 상을 수

집하여 조사하 다. 이 때 Tomosynthesis 상을 얻는 

검사만 한 환자의 경우, 기존에 시행했던 일반 유방촬

 상을 비교 상으로 활용하 다. 상의학과 독 

문의의 단 하에 음 , 일반 유방촬  후 추가 검

사, 는 조직검사 시술  등 상이 추가 으로 필요

한 환자들을 상으로 검사를 진행하 다. 검사를 모두 

진행한 후, 어떤 병변일 경우에 추가 으로 

Tomosynthesis 상이 필요했는지 알아보았다. 한 

두 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 다. 

Tomosynthesis와 일반유방검사는 AEC (Automatic 

exposure control)에 의하여 자동 노출이 되도록 하

다[그림 1].

3.2 ACR phantom을 이용한 Tomosynthesis의 
평균유선선량 분석

유방촬 장비용 4.3cm의 ACR phantom을 이용하여 

일반 유방촬 방식으로 기존의 2D 상을 획득하고, 

Tomosynthesis가 용된 유방 촬 방식으로 3D 상을 

획득하 다. 조건은 AEC에 의하여 자동 노출이 되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촬 한 kVp와 mAs를 각각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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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 유방은 연부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론

으로 일반  검사보다 kVp를 낮게 하고 mAs를 상

으로 높여서 검사한다. 즉, 기  kVp와 mAs에서 

kVp는 고정한 상태에서 mAs를 -10, -20, -30, +10, 

+20, +30으로 변화시켜 선량 변화를 알아보았다. 압박

력은 힘의 단  N을 기 으로 유방 촬  시 평균 으로 

이용하는 압박력 130으로 고정한다[그림 2]. 얻어진 

Image들을 바탕으로 검사 후 장치에서 측정되어 선량 

정보로 표기된 평균유선선량(AGD-Average Glandular 

Dose)을 조사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 청의 유방

촬 용장치 시험방법[7-9]에 의해 얻어진 AGD는 

DICOM header information을 통하여 확인하 다.

 A                            B
그림 1. Breast X-ray image

(A: Mammogram  B: Tomosynthesis)

 A                            B
그림 2. Analysis of 3D Tomosynthesis AGD (mGy) 
(A: Compression of ACR phanthom
 B: Compression force and thickness of ACR
phanthom)

3.3 Tomosynthesis의 피검자 평균유선선량 분석
Tomosynthesis와 기존의 일반 유방촬  검사를 동

시에 시행한 환자 30명의 상을 수집하여 평균유선선

량을 분석하 다. 한 검사당 4번의 자세(R-CC, L-CC, 

R-MLO, L-MLO)를 취하 으며, 과거에 본원에서 일

반 유방촬  검사를 시행한 후 추 검사로 내방하 을 

시 2D mammogram 신 Tomosynthesis를 시행함으

로 이 의 피폭을 방지하 다. 2개의 방법에 따른 4번

의 자세 당 평균유선선량을 각각 비교하고 평균치를 얻

어 일반 유방 상과 Tomosynthesis 상에서 피검자

의 유선선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4. 통계적 분석 방법
Tomosynthesis와 기존의 일반 유방촬  검사에 

한 평균유선선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통계 로그

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21.0, Chicago, USA)를 이용하여 응 t검정(paired 

t-test)을 시행하 다. 통계  분석은 95% 신뢰수 에

서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는 것으로 단하 다.

 

Ⅲ. 결 과 

일반 유방검사와 Tomosynthesis 검사를 동시에 진

행한 환자들의 경우 부분 일반 유방 검사나 음  

검사가 선행 으로 진행된 후에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

되거나 이상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진행되었다.

연구 상 62명  Malignant mass로 Breast cancer 

로 확진을 받은 환자가 19명(30.6%)으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나타내었다. 선행 검사로 이루어진 일반 유방촬

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 Tomosynthesis 검사를 진

행했지만 이상소견으로 확진 받지 않은 환자도 1명 있

었다[표 1].

일반 유방검사와 Tomosynthesis 검사 상을 비교

한 결과 Mass margin이 확실하게 구별되어 시각 인 

노출을 높 다[그림 3]. Microcalcification도 추가 인 

유방검사인 Magnification view를 보지 않아도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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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 선명하게 구별이 가능하 다[그림 4]. 한 3차

원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뭉쳐져 보이는 Mass도 공

간 으로 떨어진 Multiple한 mass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상소견이나 다양한 병변들에서 

Tomosynthesis 검사를 추가로 함으로 좀 더 확실한 병

변을 확인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나 특이 으로 

Dense breast인 경우 병변 발견이 일반 유방검사에서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진단  가치도 높았다[그림 5].

Asymmetry의 경우 일반 유방 검사 후 Mammo spot 

compression view를 추가 으로 검사를 더 시행하는데 

Tomosynthesis를 이용하면 이러한 추가검사를 일 

수 있었다[그림 6]. 

표 1. The number of patients and the rate 
according to the diagnosis after routine 
breast examination

Diagnosis 
Number of 
Patients (N)

Rate (%)

Malignant mass (cancer) 19 30.6
Benign (nodule,lesion,mass) 17 27.4
Calcification 10 16.1
Cyst 5 8.1
Dense breast 4 6.5
Distortion 1 1.6
Asymmetry 3 4.8
Abnormal finding of mammograph 1 1.6
Post OP 2 3.2

Total 62 100

  

 A                            B
그림 3. Malignant mass margin 

(A: Mammogram   B: Tomosynthesis)

 A                            B
그림 4. microcalcification

(A: Mammogram   B: Tomosynthesis)

 A                            B
그림 5. Dense breast

(A: Mammogram   B: Tomosynthesis)

 A                            B
그림 6. Asymmetry

(A: Mammogram   B: Tom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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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방검사와 Digital Tomosynthesis 검사의 흡

수선량을 ACR phantom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일반 유

방 상은 기 으로부터 0.81～1.74 mGy의 분포를 보

다. 반면 Tomosynthesis 유방 상은 기 으로 설정

된 조건을 심으로 0.75～2.26 mGy의 분포를 보 다. 

평균 흡수선량은 일반 유방 상에서 1.15 mGy, 

Tomosynthesis 유방 상에서는 1.45 mGy로 두 검사의 

흡수선량 차이는 0.30 mGy 이었다[표 2]. 

표 2. Examination condition and exposure level 
of 2D Mammogram and 3D Tomosynthesis 
mammogram by using ACR phantom

Rutine 
2D mammogram 

Tomosynthesis 
3D mammogram 

kVp, mAs AGD(mGy) kVp, mAs AGD(mGy)
28, 98

(Standard) 1.07 29, 59
(Standard) 1.48

28, 85 (-10) 0.92 29, 50 (-10) 1.2
28, 75 (-20) 0.81 29, 40 (-20) 0.98
28, 65 (-30) 0.7 29, 30 (-30) 0.75
28, 110 (+10) 1.3 29, 70 (+10) 1.73
28, 120 (+20) 1.52 29, 80 (+20) 1.96
28, 130 (+30) 1.74 29, 90 (+30) 2.26
Average AGD 1.15 Average AGD 1.45

  

Tomosynthesis와 기존의 일반 유방촬  검사에 

한 30명의 평균유선선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R-CC

에서 mammogram는 1.69, tomosynthesis는 1.81, 

L-CC에서  mammogram는 1.75, tomosynthesis는 

1.76, R-MLO에서 mammogram는 1.76, tomosynthesis

는 1.83, L-MLO에서 mammogram는 1.71, 

tomosynthesis는 1.79 다. 각 자세 모두에서 

tomosynthesis가 약간씩 높았으나 p-value가 0.05 이상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A comparison of 2D Mammogram and 3D 
Tomosynthesis mammogram in study of 
breast cancer patients’AGD(mGy) 

Rutine 2D 
mammogram(n=30)

Tomosynthesis 3D 
mammogram(n=30) p-value*

Average±SD(mGy) Average±SD(mGy)

R-CC 1.69±0.73 1.81±0.57 0.143
L-CC 1.75±0.75 1.76±0.45 0.861
R-MLO 1.76±0.78 1.83±0.58 0.472
L-MLO 1.71±0.61 1.79±0.49 0.314
*by paired t-test

Ⅳ. 고 찰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의료피폭

이 연간 방사선 피폭 총량의 20%라고 발표하 으며 이

는 인공방사선 피폭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한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에서도 의료용 방사

선 피폭에 하여 확률  향에 한 문턱 값에 한 

유해성 보다 환자의 진단에 필요한 선량임을 인정하고 

있다[10].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의료  보건에 

한 의식수 이 높아지면서 의료피폭에 한 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방사선 방어 련 국제기구  각 국

가별로 진단용 방사선 검사에 하여 환자 피폭선량 권

고치를 확립하여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다[11].

유방촬 은 유방암에 하여 진단효율이 높고 검진

에 유용한 기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사용빈

도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 해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고 유방촬 에서의 발암 험성은 지속 으로 제기

되고 있다. 유방 상시스템에서는 평균유선선량 측정

이 화질 평가를 하는 요한 항목으로 되어있고, ICRP

와 식약청에서는 3mGy이하로 규정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개념의 Tomosynthesis

가 용된 유방촬  상을 기존의 유방촬  상과 비

교함으로서 일반 유방검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단  가치를 평가하 으며, 피폭선량 권고치에 따라 

선량 인 부분 한 보완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 다. 

Digital 방식의 일반 유방촬  검사는 Film 방식보다 

조도가 더 좋고 유방의 지방 조직과 실질 조직의 구

별이 용이하다. 그러나 유방 조직들의 겹침으로 인해 

병변이 안 보일 수 있거나 조직이 병변처럼 보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일반 유방검사는 주기 으로 추 검사를 

하거나 음  검사 는 추가 인 유방촬 을 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Tomosynthesis 유방검사는 Tube가 회 하면서 각

기 다른 형태의 이미지들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Blurring이 제거된 3D 이미지 상을 획득하고 투 각

도마다 보정단계의 주 수 역을 제한함으로써 상의 

재구성이 실 된다. 이 게 얻어진 Tomosynthesi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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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Dense breast 에서의 Cancer 발견률을 높일 수 

있으며 Mass margin과 Microcalcification의 확인이 용

이하다. 한 3차원 으로 치추 이 가능하므로 일반 

유방촬  2D 상보다 독이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Breast Tomosynthesis가 

Mammogram보다 유방암을 감지하는 민감도가 높다는 

Ingvar Andersson(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13].

최근에는 환자의 방사선 피폭 선량을 감소시키기 

하여 AEC 자동노출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의 피폭선량

을 알아보기 한 일반 유방촬 과 Tomosynthesis 

상 검사의 선량 차이에서 Tomosynthesis 검사 상이 

일반 유방촬  검사보다 평균 흡수선량이 높지만 추가

인 유방촬  검사나 재촬 을 감소시킴으로서 장기

이고 체 인 피폭으로 봤을 때는 선량이 히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omosynthesis 유방 검사는 선량의 보완과 동시에 

병변이 있는 유방검사에서 진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

므로 유용한 검사인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유방검사의 진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Tomosynthesis 

검사의 활용을 알아보기 하여 일반 유방검사와 

Tomosynthesis 검사를 동일한 상에게 실시하여 평

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Tomosynthesis는 유방 병변 구별에 우수하며 

일반 2D 유방 상과 비교해도 확연한 조도 차이를 

보 다. 

둘째, 두 검사의 평균유선선량 조사에서는 일반 유방 

검사보다 Tomosynthesis 검사에서 더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재촬 이나 

추가촬 을 자제할 수 있어 장기 으로는 피폭선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Tomosynthesis 유방촬  검사는 유방의 

진단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피폭선량을 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되며 향후 유방질환의 검사에 합하게 

용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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