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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Digital radiography system; DR 

system)은 동적 범위(Dynamic Range)가 넓고, 영상의 후

처리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어, 현대 영상의학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1,2]. 하지만, 넓은 동적 범위로 인하여 과도한 

선량이 입사되었다 하더라도 영상 후처리를 거쳐 적정 영상

의 질을 유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입사 선량으로 인

하여 잡음이 적어져서 오히려 영상의 질이 향상되어 보이기

도 한다. 이 때문에 DR system은 평균 입사선량이 증가한

다는 보고도 있다[3,4].

DR system의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제전기표준회의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진

단을 위한 X선 검사를 실시할 때, X선 장치에 조사된 방사

선량이 표시되도록 권고하고 있다[5]. 

DR system은 입사된 선량을 평가할 수 있는 노출 지표

(exposure indicator)를 제공한다. 하지만, 제조사마다 노

출지표의 정의와 표시 방법이 다르기에 노출지표를 이용하

여 영상 수용체에 입사된 방사선량을 표시하는데 제한점이 

있다[6-9]. 

이에 IEC에서는 DR system에서 동일한 검사 조건을 적

용하여 영상 수용체에 입사된 방사선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출지수(Exposure Index: EI)를 정의하였고, 기 기준을 

제시하였다[10]. 이 기준에서 EI는 영상 수용체에 입사된 방

<원저>

디지털 방사선 영상의 편차지수를 이용한 의료영상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정회원1)
･민정환2)

1)백석문화대학교 방사선과･

2)신구대학교 방사선과

A Study on Quality Control for Medical Image by Using Deviation Index of 

Digital Radiology

Hoi-Woun Jeong1)
･Jung-Whan Min2)

1)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2)
Depart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y, Shingu University

Abstract  In a digital radiation system using a Flat Panel Detector, we attempted to the quality control of digital radiog-

raphy system using the Exposure Index and Deviation Index. Calibration was performed with the radiation quality sug-

gested by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nd through an experiment using a phantom, appropriate in-

spection radiation conditions applicable to medical institutions were selecte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selected 

radiation conditions. Through those chest posterior anterior image, information such as examination conditions and ex-

posure index was obtained. The deviation index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osure index based on the target ex-

posure index calculated by the phantom study. As for the analyzed exposure index, 97.1% was distributed within the 

range of ± 2.0 based on the deviation index. Quality control of medical image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manage-

ment of inspection conditions through exposure index and deviation index and management of medical images.

Key Words : Digital radiography system, Flat Panel Detector, Exposure Index, Deviation Inedx, Target Exposure Index 

중심 단어 :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 평판형 검출기, 노출지수, 편차지수, 목표노출지수

Corresponding author: Hoi-Woun Jeong,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1, Baekseokdaehak-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65, Republic of Korea / Tel: +82-41-550-2266 / E-mail: hwjeong@bscu.ac.kr

Received 22 January 2020; Revised 17 April 2020; Accepted 24 April 2020

Copyright ⓒ2020 by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정회원･민정환

116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43(2), 2020

사선량이 사용자가 정의한 목표 값의 화질과 선량을 유지관

리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위한 참고 값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컴퓨터 방사선 촬영장치(Computed 

radiography; CR)와 인체 흉부팬텀을 이용하여 EI의 적용

사례를 연구하여 IEC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 EI와 제조

회사에서 제시한 EI를 비교하여 보고하였다[11].

DR system에 EI를 적용하여 의료영상의 관리를 하려면 

목표노출지수(Target Exposure Index; EIT)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편차지수(Deviation Index; DI)값을 도출하여 영

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 저자들은 평판형 검출기

(Flat Panel Detector; FPD)를 사용하는 의료영상 품질관

리를 하고자 EI와 EIT를 산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DI를 평

가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노출지수의 정의

IEC는 EI를 DR system에서 획득된 영상을 통해 산출된 

입사 선량에 대한 상대적인 측정치라 하였으며 식(1)과 같이 

정의하였다[10].

  ∙ (1)



는 상수로 100 

 이고, 는 관심값(Value of 

Interest, VOI)으로 영상수용체(Image Receptor: IR) 표면

에 입사되는 선량(air kerma : K)을 교정하여 나타낸 값이다. 

EI를 교정하기 위한 조건은 IEC에서 제시한 선질(RQA5)을 

사용하며, 피사체가 없이 공기커마를 측정한다. VOI는 균일

하고 평평하게 노출된 영상 영역 중 가운데 10%에서의 평균

값을 사용한다[Table 1][10].

Table 1. DR exposure Indicator Calibration Condition[10]

Radiation 

Condition

X-ray Tube 

Voltage 

(kVp)

Half Value 

Layer

(mmAl)

Additional 

Filtration

RQA 5 70 6.8

21mmAl or

0.5 mmCu+2 

mmAl

2. 편차지수의 정의

DI는 DR system의 EIT와 영상에서 획득된 EI의 편차를 

정량화한 것이다. DR system에서 EIT 값이 제공되는 경우, 

DI는 식(2)와 같이 계산된다.

 ∙ log


  (2)

EI는 획득된 영상에서 구한 값, EIT는 DR system에서 검

사 유형에 맞는 설정 값이다. 만약 EI와 EIT가 동일하다면 

DI는 0이 된다. 

3. 실험도구 및 대상

실험에 사용된 DR system은 영상 수용체로 FPD를 사용

하는 방사선 발생장치(Fluorospot Compact FD, Siemens, 

German)를 사용하였고, 전리조형선량계(Ionization chamber 

50cc, Capintec, USA)를 사용하여 공기 커마를 측정하였

다. 선량계는 정확한 실험을 위하여 6개월 이내에 공인기관

으로 검 교정을 실시한 장비와 조사선량계를 사용하였다. 

영상 평가를 위해 인체모형 팬텀(Whole Body Phantom 

PBU-60, Kyoto Kagaku, Japan)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검사 조건의 검증을 위해 A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흉부 후전방향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연령, 성

별 등의 정보와 검사된 영상에서 추출된 관전압(kVp), 관전

류(mA), 조사시간(sec), EI 등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해 실험 조사된 결과가 아닌, 이미 검사된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분석하는 연구이고,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보를 취급하기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실험

에 적용된 기기를 통해 검사된 흉부 후전방향촬영 영상 중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독이 나온 성인(남자 72명, 여자 66

명) 138명의 정보이다[Table 2]. 

Table 2.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Sex number
Age

Ran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Male 72 22~88 62.4 ± 2.90

Female 66 22~96 65.7 ±16.65

All 138 22~96 64.0 ±15.75

4. 분석방법

1) 최적의 프로세싱과 특성곡선 작성 

IEC에 제시된 선질을 맞추기 위해 관전압 70kVp, 부가 

필터 0.5mm Cu+2mm Al을 사용하여 반가층 6.8 mmAl

를 맞추어 특성곡선을 작성하였다[Table 1][10]. 조사된 선

량 범위는 최저 11 μGy부터 최대 902 μGy까지 이다. F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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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그리드(10:1)가 장착되어있는 상태로 검사가 이루어지

기에 특성곡선 검사도 그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였다.

2) EIT 설정

적정 선량의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PBU 60 Phantom을 

사용하여 Chest PA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때 검사조건은 관

전압 110 kVp, 조사선량은 자동노출제어장치(Automatic 

exposure control; AEC)를 사용하여 투과 후 선량이 0.9 μ

Gy부터 7.1 μGy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을 폐야, 종격, 심장중복, 횡경막하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 

Contrast 및 EI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검사조건과 EIT을 선

택하였다.

3) EI, DI 분석 및 환류

위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 검사조건을 기관의 승인을 얻어 

장비에 적용하였다. 검사 조건이 적용된 이후 1개월간 실시

된 흉부 후전방향검사를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DI의 산출을 위해 EIT와 EI를 식(2)에 적용하였다. DI가 

적정 범위 이외의 값을 나타낸 영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영상 품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Fig. 1. Task sequence to find optimized radiation condition

Ⅲ. 결  과 

1. 특성곡선(System Response)

조사된 선량, FPD의 흡수선량과 EI 값과의 관계는 각각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FPD 표면에 22 μGy가 입력되었을 때 

6.4 μGy가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EI 는 182를 나타내

었다.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EI의 값은 비례하여 증가하였

으며 상관도가 (R2=0.999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2].

  

Fig. 2. System Response(Air kerma and EI)

2. Phantom Study 영상 분석

인체모형을 이용한 실험에서 FPD에 입사된 선량이 0.9 μGy

일 때 횡경막하(sub-diaphragm)의 SNR은 33.3, 척추(spine)

의 SNR은 27.5, 심장(heart)의 SNR은 12.5, 폐(lung)의 

SNR은 2.3을 각각 나타내었다. FPD에 입사된 선량이 2.5 

μGy일 때 횡경막하의 SNR은 26.8, 척추의 SNR은 22.8, 심

장의 SNR은 10.8, 폐의 SNR은 2.2를 각각 나타내었고, 

FPD에 입사된 선량이 5.0 μGy일 때 횡경막하의 SNR은 

20.4, 척추의 SNR은 17.7, 심장의 SNR은 9.6, 폐의 SNR

은 2.1을 각각 나타내었다. FPD에 흡수된 선량이 증가되면

서 SNR은 점차 감소하지만, 그 감소의 폭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대조도(Contrast)는 FPD에 입사된 선량이 0.9 μGy일 때 

척추와 폐의 비(spine/lung)는 3.4. 횡경막하와 폐의 비(sub 

diaphragm/lung)는 3.4, 심장과 폐의 비(heart/lung)는 

2.5를 나타내었다. 입사된 선량이 2.5 μGy일 때 척추와 폐

의 비는 4.2. 횡경막하와 폐의 비는 4.2, 심장과 폐의 비는 

2.49 나타내었고, 입사된 선량이 5.0 μGy일 때 척추와 폐의 

비는 4.8. 횡경막하와 폐의 비는 4.9, 심장과 폐의 비는 3.4

을 나타내었다. FPD에 흡수된 선량이 증가되면서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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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차 증가하고, 그 증가폭은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FPD에 입사된 선량이 0.9 μGy일 때 EI는 85를 나타내었

다. 입사된 선량이 2.5 μGy일 때 EI는 165, 입사된 선량이 

5.0 μGy일 때 E.I.는 298을 나타내었다. FPD 입사된 선량

과 EI는 매우 높은 상관도(R2=0.9988)를 가지는 비례관계

를 나타내었다[Fig. 5]. 

3. 임상검사 적용분석

팬텀 검사를 통해 분석된 SNR, Contrast 및 환자에게 입

사되는 피폭선량을 고려하여 검사조건을 설정하였다. 흉부 

후전방향촬영(Chest Posterior Anterior; Chest PA) 영상

을 획득하기 위한 검사조건은 관전압 110kVp, FPD의 흡수 

선량을 5 μGy가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때 팬텀 검사를 통

한 EI는 230이다. 이렇게 산출된 EI를 EIt로 설정한 다음 

임상 영상 검사를 통한 DI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검사는 총 138건이다. 이때 남자의 EI 평균

은 228.7, 표준편차는 40.01, 여자의 EI 평균은 226.5, 표준

편차는 36.93, 전체 EI 평균은 227.6, 표준편차는 38.44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Average EI Values

Average EI Standard Deviation

Male 227.5 ±40.01

Female 227.8 ±36.93

All 227.6 ±38.44

4. DI 분석

EIT를 기준으로 DI를 분석한 결과 평균 DI는 남자 –0.11, 

표준편차 0.73, 여자 –0.10, 표준편차 0.78, 전체 평균 –

0.10, 표준편차 0.69로 나타났다[Table 4]. 전체 대상 검사 

중 2건은 AEC 이상으로 잘못된 DI를 나타내었기에 분석에

서 제외하여 총 136건의 검사를 분석하였다. DI의 분포는 

0.5미만 –0.5 초과에서 전체 데이터의 42.0%(58건)가 분포

하고, 1.0 미만 –1.0 초과 사이에는 76.1%(105건)가 분포한

다. DI의 값 2.0미만부터 –2.0초과 사이에 97.1%(134건)가 

분포한다[Fig. 6].

Table 4. DI Values of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verage EI Standard Deviation

Male -0.11 ±0.73

Female -0.11 ±0.78

All -0.10 ±0.69

Ⅳ. 고  찰

EI와 DI는 각각의 검사에 대한 표준화된 노출 정보를 제

공한다. EI는 각각의 디지털 방사선 영상 시스템에 대한 선

량에 대한 상대적 측정치이다. 동일한 검사조건 [kV, 여과

Fig. 3. Relationship of SNR and Air Kerma

Fig. 4. Relationship of Contrast and Air Kerma

Fig. 5. Relationship of Exposure Index and Air K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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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ation), SID(Source Image receptor Distance), 격자

(Anti-scatter grid)]을 사용한다면 EI는 노출조건(Kerma)

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mAs를 두 배로 늘리면 EI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검사조건이 다르다면 EI를 동

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사조건

이 EIT에 적합하게 노출이 이루어진 경우 DI는 0에 가깝게 

나타나게 된다. 각각의 검사의 EI가 EIT과 비교하여 노출과

다는 양(+)로 노출 부족은 음(-)로 DI를 나타나게 된다. DI

가 ± 0.5이라면 선량은 +12%(112%)부터 –10%(90%)이내의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0,12,13].

AAPM REPORT NO.116(이하 AAPM)에서는 EI와 유사

한 개념으로 노출지표를 통한 영상품질관리를 제안하고 있

다[7]. AAPM에서는 DI의 최적의 목표범위(Target)를 ±0.5 

이내로 하였으며, DI가 3.0을 초과하거나 –3.0 미만이면 재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APM에서 최

적의 목표 범위로 정한 ±0.5 이내에는 42.0%(58건)가 분포

하였다[Fig. 6].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피검자

의 신체 조건이 모두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건, 즉 팬텀 검사

로는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피검자는 모두 다른 신체적 조

건을 가지고 있기에 AAPM의 최적의 목표 범위를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정 DI의 범위를 신체 조건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 2.0 이내의 범위로 정하였다. 이는 AAPM

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재촬영 조건보다 좁은 범위이고, 

영상에 성별에 따른 신체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DI 최적의 목표 범위 ±0.5 이내는 42.0%(58건)가 분포

하였고, 신체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한 범위 ±2.0 이내에는 

97.1%(134건)가 분포하였다. DI(DI값이 6이상)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검사는 2건이 있었고, 검사 조건을 분석한 결

과 AEC 이상으로 잘못된 조건이 적용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DI가 –2.0 이하이거나 2.0이상으로 나타난 검사는 조사

야가 부적절하거나, 환자의 신체에 금속 등의 이물질이 삽

입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검사에 따라 DI가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부적절한 

검사조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13-16].

본 연구에서 DI의 최적의 목표범위 ±2.0 이내로 선정하

였을 경우 전체의 97.1%(134건)가 포함되는 등 매우 폭넓은 

분포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사에 숙련이 이루

어진다면 최적의 목표 범위 ±1.0 이내로 낮추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폭선량은 일정하게 관리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검사자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I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영상의 관리가 필

요하다. 하지만 동일한 EI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

일한 영상 품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EI와 DI의 관리를 

통하여 일정 검사 조건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올바른 

작업의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7]. 

FPD는 CR을 사용하는 DR system과 비교하여 높은 검출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신호응답 특성(System Response)과 

          Fig. 6. DI plot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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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력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17]. EI값의 표현도 

CR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노후장비를 제외하고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8]. 이러한 특성을 정확

히 파악하고, CR, FPD를 사용하는 DR system에서 EI와 DI

를 통한 검사조건의 관리와 의료영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인 의료영상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19,20].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DR system을 RQA5 선질로 교정해야 한다. 이

후 각 의료기관 장비와 검사부위 영상 특성에 맞는 적정 EIT

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각 검사장비의 실정에 맞

는 DI 범위를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I와 DI를 적용한 검사조건의 관리와 의료영상을 분

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상 품질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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