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 이르러 사람들의 생명 연장, 건강한 삶과 건강

한 노후를 지속하려는 욕구 증 에 따라 건강에 심을

가지고 의료 기 을 방문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1].

방사선을 이용한 최신의 의료장비들이 경쟁 으로 개발

됨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그 이용이 더욱 확 되고 있으

며[2], 그 산화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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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복부 산화단층촬 검사에서 X-축 방향의 회 에 따른 선량, 상의 화질을 평가하여 피폭선량의 감소

방안을 평가 하 다. 인체 모형 팬텀을 이용해 0도, 5도, 10도, 15도로 5도씩 X-축 방향으로 회 하여 scan을 하 다. 각각의

회 에서 CTDIvol 값, HU, 노이즈, 그리고 신호 잡음비를 측정하 다. SPSSWIN(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NOVA

분석을 하 다. 회 에 따른 선량은 0도, 5도, 10도, 15도 회 에서 각각 5.44mGy, 5.70mGy, 5.98mGy, 6.38mGy 측정되었다.

회 에 따른 HU, 노이즈, 그리고 신호 잡음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화단층촬 검사에서 환자가

gantry aperture의 isocenter에 치함과 동시에 X-축 방향으로 회 이 없다면 피폭 선량이 감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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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ose and image quality according to the rotation of the 

X-axis direction in the abdominal CT scan, and to find ways to reduce the exposure dose. The phantom was scanned 

by rotating in the X-axis direction at 0, 5, 10, and 15 degrees, respectively. The CTDIvol value, HU, noise, and 

signal-to-noise ratio were measured at each rotation.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ver 19.0) 

program. The radiation exposure dose was 5.44mGy, 5.70mGy, 5.98mGy and 6.38mGy at 0, 5, 10 and 15 degrees, 

respectively. HU, noise, and signal-to-noise ratio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T scan, if the patient is 

located in the isocenter of the gantry aperture and there is no rotation in the X-axis direction, the exposure dose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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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장비의 비 과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3,4].

2016년 기 국내 의료기 이 보유한 산화단층촬

장치는 1923 로 연평균(‘11년~’16년) 1.6%씩 증가했고,

2016년 산화단층촬 은 총 900만 건이 실시되었다[5].

산화단층촬 의 임상 유용성이 이 보다 확장되어

검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환자의 피폭

선량 한 증가하게 되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산

화단층촬 검사의 피폭에 한 보도 한 자주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재는 산화단층촬 검사의 요성과

함께 이에 따른 부정 인 면도 같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

이며, 국가 의료기 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해

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질병 리본부는 인공방사선인 의

료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 시환자들에게 불가피하게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낮추기 해 ‘08년도 식약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 을 다시 설정하여 산화단층촬

장치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13개 부 에 한 진단참고수

(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을 마련하 고, 의

료 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산화

단층촬 검사의 일반원칙, 진단참고수 , 산화단층촬

검사를 한 조건 등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 의료기 에 보 할 정이다[6]. 의료기 에서도 이를

수하기 해 재촬 감소, 검사 변수 변경, 검사 부

이외의 부 에 한노출 방지를 한 방어등의노력

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진단에 향을주지 않는 범

내에서 한 선량 조 [7]과 함께 화질에 향을 주지

않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 까지 산화단층촬 촬 시 검사 변수 변경, 불

필요한 부 의 차폐, 피사체와 Isocenter의 불일치 시 피

폭선량과 화질에 한 연구 등을 통해 피폭선량을 이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임상에서 실제로 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자동노출제어 장치(Automatic Exposure Control,

AEC)를 용한 복부 산화단층촬 검사에서 인체 모

형 팬텀(Phantom)을 이용해 X-축 방향의 회 에 따른

선량을 측정하고, 획득한 상의 화질을 평가하여 산

화단층촬 촬 시 환자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감소

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 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텀을이용해X-축 방향의 회 에 따른 선량을

측정한다.

둘째, 획득된 상의 HU(Hounsfield unit), 노이즈

(Noise), 신호 잡읍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측

정한다.

셋째, X-축 방향의 회 에 따른 선량을 비교하고, 화

질 변화를 측정한다.

2. 연      

2.1 실험 비  

2.1.1 Equipment

   : 128MDCT DEFINISTION EDGE(SIEMENS, 

GERMANY)

2.1.2 Phantom

   : Female Alderson Radiation Therapy  

phantom(CNMC Company. USA)

Fig. 1. (A) The guideline to phantom for laser 

alignment in CT setup, (B) The laser 

alignment for Phantom's isocenter setup

2.2 실험

2.2.1 체  팬텀  용한 량 정

복부 산화단층촬 검사방법(Protocol)으로 인체

모형 팬텀을 이용해 <Figure 2> 과 같이 0도, 5도, 10도,

15도로 5도씩 Phantom의 심을 기 으로 X-축 방향으

로 회 하여 각각 5회 scan을 하 다. 선량보고서(Dose

report)를 이용하여 각각의 회 에서 CTDIvol 값의 평

균값을 비교하 고, 각도별 선량 변화를 비교하기 해

CTDIvol 값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CARE Dose 4D와

CARE kVp를 용하 고, Table 1과 같은 검사 변수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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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is image show the topogram that were 

rotated in the X-axis direction at 0 degree 

(A), 5 degrees (B), 10 degrees (C), and 15 

degrees (D) respectively.

Parameter
Angle of phantom

0° 5° 10° 15°

kVp 100 100 100 100

Ref.mAs 200 200 200 200

SFOV(cm) 45 45 45 45

thickness 1mm 1mm 1mm 1mm

Pitch 0.7 0.7 0.7 0.7

Rotation time 0.5 0.5 0.5 0.5

Algorithm
I30f medium
smooth

I30f medium
smooth

I30f medium
smooth

I30f medium
smooth

Table 1. The scan parameter for abdomen CT

2.2.2 정된 상  질 평가

회 에 따라 scan한 상에서 동일한 치의 10개의

단면(slice)을 지정한 후 각 단면 상을 Somaris/5

syngo CT 2014A syngo CT Workplace VB42B 에서 동

일 지 의 3구역(Bone, Organ, Soft Tissue)에 심 역

(ROI)을 지정해 HU(Mean), 노이즈의 평균값을 측정하

고[8], 신호 잡음비 값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

하 다(식 1). 각 회 별로 동일한 치의 단면에서 획득

된 값을 Fig. 3과 같이 비교하여 화질 평가를 하 다. 화

질 측정은 산화단층촬 정도 리에서 측정하는 방법

과 동일하게 3개 지 을 정하는 것으로 하 다.

 


(식 1)

Fig. 3. The measurement of HU and NOISE 

according to angle of X-axis.

2.2.3 료처리 

회 에 따라 측정된 상의 화질 평가는 평균비교를

해 HU, 노이즈 그리고 신호 잡음비를 각각 ANOVA

분석을 하 다.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통계는 SPSSWIN(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 하 다.

3. 연  결과

3.1 전에 따  량 비  

팬텀의 X-축 방향으로 회 에 따른 CTDIvol 값은

Table 2와 같이측정되었다. 0도에서 CTDIvol 값의 평균

은 5.44mGy, 5도에서 CTDIvol 값의 평균은 5.70mGy, 10

도에서 CTDIvol 값의 평균은 5.98mGy, 15도에서

CTDIvol값의 평균은 6.38mGy 이었다. 0도에서의

CTDIvol 값 비 5도에서의 CTDIvol 값은 약 4.77%, 10

도에서의 CTDIvol 값은 약 9.92%, 15도에서의 CTDIvol

값은 약 17.2%의 증가율을 보 다. 이는 X-축 방향으로

회 됨에 따라 CTDIvol 값이 증가되었다.



한 합학 논문지 제9  제12110

Scan No
Angle of phantom

0° 5° 10° 15°

scan 1 5.4 5.7 5.9 6.4

scan 2 5.4 5.7 6.0 6.3

scan 3 5.4 5.7 6.0 6.4

scan 4 5.5 5.7 6.0 6.4

scan 5 5.5 5.7 6.0 6.4

average 5.44 5.70 5.98 6.38

rate(%) 100 104.77 109.92 117.2

Table 2. The CTDIvol value according to angle of 

phantom                      (Unit : mGy)

3.2 전에 따  상 평가

3.2.1 HU

각 회 별 동일한 치에서 단면의 3구역에 ROI를 설

정한 후 그 값을 평균 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Table

3 0도에서는 171.51±92.43 HU, 5도에서는 182.61±94.42

HU, 10도에서는 170.41±76.77 HU 그리고 15도에서는

175.60±95.82 HU 로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Angle of phantom HU±SD P-value

0° 171.51±92.43

5° 182.61±94.42 .990

10° 170.41±76.77

15° 175.60±95.82

Table 3. The HU according to angle of phantom

3.2.2 노

노이즈 값도 HU 값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 값을 평균하여 통계 분석을 하 다. Table 4 0도에서

는 122.46±67.40, 5도에서는 134.11±61.23, 10도에서는

123.00±66.31 그리고 15도에서는 122.34±63.61로 나타났

다. 이는 HU값과동일하게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없

었다.

Angle of phantom NOISE±SD P-value

0° 122.46±67.40

5° 134.11±61.23 .971

10° 123.00±66.31

15° 122.34±63.61

Table 4. The NOISE according to angle of phantom

3.2.3 신 대 비

신호 잡음비는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통계 분석

을 하 다. 0도에서는 -.899±.835, 5도에서는 -1.047±.890,

10도에서는 -1.032±.864 그리고 15도에서는–1.025±.822

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ngle of phantom Mean±SD P-value

0° -.899±.835

5° -1.047±.890 .978

10° -1.032±.864

15° -1.025±.822

Table 5. The SNR according to angle of phantom

4. 고찰

최근 들어 산화단층촬 검사로 인한 암 발생 험

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피폭에 한 생각이 많이 바뀌

고 있다. 1990년부터 9년간 시행된 미국의 한 연구 조사

에 의하면 산화단층촬 검사에 의한 의료방사선 피폭

이 체 상의학검사에 의한 의료방사선 피폭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처럼 의료방사선피폭이

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이후 도입되기 시작한 다

검출기 CT (MDCT)는 의료방사선 피폭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 다.[10]

최근 산화단층촬 피폭선량이 높아 류를 이

면서 화질을 높이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기계

인 방법으로는 자동노출제어 장치, 갑상선, 유방 등에 직

X-선이 조사 되지 않고 후방에서 X-선이 조사되게

하는X-care System등이있으며, Software 방식으로는

선량으로 검사한 데이터를 IR(Iterative Reconstruction)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 으로 재구성하여 화질을 좋게 하

는 것이다[11]. 자동노출제어 장치는 크게 환자의 크기에

따른 자동노출제어 장치, Z축에 따른 자동노출제어 장치,

회 에 의한 x-y 축에 따른 자동노출제어 장치로 나

수 있다. 환자크기, Z축에 따른 조 은 scout view에서

환자의 크기와 감쇠 정도를 평가하여 시행한다. 자동노

출제어 장치의 주된 목 은 환자의 감쇠정도에 따라 방

사선량을 조 함으로서 상화질의 진단 가치를 유지

하면서 환자 선량을 감소하는 것이다. 장비회사별로 다

양한 방식의 자동노출제어 장치가 용 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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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13]의 Gantry Aperture의 Isocenter와 피사

체 심의 불일치 시 선량과 화질에 한 논문에서 피사

체 심이 gantry aperture의 isocenter로 부터 Y-축 방

향으로 아래에 치할 때 선량은 감소되고 화질은 하

된다고 보고하 다. 이동희 등[14]의 X-축 방향의

Miscenterring이 선량과 화질에 미치는 향에 한 논

문에서 피사체 심이 isocenter로부터 X-축 방향으로

이동시 선량과 화질에 향을 다고 하 다. 한 강선

등[15]의 논문에서도 피사체가 isocenter로 부터 X-

축, Y-축방향으로 이동시 선량은 감소되고 화질은 하

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피사체가 Gantry

Aperture의 Isocenter에 일치한 상태에서 피사체의 심

을 기 으로 X-축 방향으로 회 되어짐에 따라 선량과

화질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팬텀을 Gantry Aperture의 Isocenter에 일치 시킨 다

음(0도), 팬텀을X-축 방향으로 회 하여 실험을 한결과

회 이 커짐에 따라 CTDIvol 값은 증가하 다. 이

는 같은 환자가 산화단층촬 검사를 할 경우 자세

에 따라 선량이 증가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리고

HU, 노이즈, 신호 잡음비 값은 통계 으로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회 에 따른 화질의변화가 없음을 보여

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환자의 선량을 이

기 해 사용 하는 자동노출제어장치는 scout view에서

환자의 크기와 감쇠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회 에 따라

Phantom의 감쇠 정도와 cross section의 크기를 크게 인

식 하여 선량이 증가 한 것으로 사료 된다. 즉 팬텀 회

에 따라 일정한 화질을 유지하기 해 선량을 증가 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실제로 팬텀의 회 에따라 팬텀의

심부 cross section의 길이가 0도에서는 24.1cm, 5도에서

는 24.64cm, 10도에서는 25.12cm, 15도에서는 26.06cm으

로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동노출제어 장치를

용한 산화단층촬 검사에서 환자를 gantry

aperture의 isocenter에 치함과 동시에 환자의 자세를

정확하게 치해야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이면서 정

확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 으로는 S사의 산화단층촬 장비

에서만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 했듯이 장비 회

사마다 자동노출제어 장치를 용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S사 이외의 장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

다. 따라서 자동노출제어 장치를 다르게 용 하는 산

화단층촬 장비에서의연구가더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5. 결

오늘날 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 상검사에서 산화

단층촬 은 추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화단층촬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이므로 의

료방사선 피폭에 한 문제 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피폭을 이기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자동노출제어 장치를 용

한 산화단층촬 검사에서 부정확한 환자 자세 때문에

불필요한 선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화

단층촬 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정확한 환자 자세로

검사를 시행함해 환자가 받게 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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