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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은 1970년

대 초반에 도입된 이래 1차 진단 영상 방식으로 현재 임상적

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나선형 스

캔 기술이 적용되고, 1990년대 후반에 다중 검출 기술이 개

발된 이후 CT의 임상 적용 수와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1]. CT는 비교적 신속한 스캔 속도와 높은 공간 분

해능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인체의 내부 장기를 비롯하여 

뼈, 연부조직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2],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혈관의 정보를 상세하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대표적인 영상기법으로 임상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3]. 

또한, CT 스캔으로 생성된 단층 영상은 다양한 재구성 과정

을 통해 여러 평면을 시각화하여 병변을 입체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므로, 인체 내부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4]. 특히 종양의 경우 존재를 확인하고 크기와 위치를 결정

하는데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암의 병기 

결정, 치료 계획 및 추수 관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5-7]. 이와 같은 CT는 고선량의 전리방사

선을 이용하여 일반 방사선검사나 초음파검사에 비해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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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현대 의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진단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다른 방사선 진단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은 증가하여 악성 종양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8]. 이와 같은 추정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CT의 정확한 진

단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인체에 대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9]. 이와 관련하여 영상의 질 저하를 최

소화하면서 인체의 표면선량을 감소시키는 bismuth가 유방

이나 안구의 방사선 차폐제품으로 보급되어 있다. 관련 연

구에 따르면 bismuth 차폐체 사용으로 수정체에서 37mGy

에서 19mGy로 47%의 선량 감소효과를 보고하였고[10], 

Siemens의 선량감소 도구인 X-care 모드를 적용한 CT검

사에서 전방 120° 부분의 고정된 영역의 방사선 발생을 감

소시키고 240° 부분에서 보완하여 출력을 발생함으로서 표

면부 선량의 방사선량을 경감하는 방법도 소개되었다[11]. 

저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인체에서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대

표적 장기인 눈의 수정체 보호를 위해 안와 CT검사 시 선량

감소 도구와 차폐체를 통한 선량감소와 영상의 질을 분석하

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는 팬텀을 대상으로 CT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Germany) 스캔을 시행한 후 선량 측정과 영상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표면선량은 CT scanner 

dosimetry 팬텀과 이온챔버(IBA dosimetry,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영상평가는 Radiosurgery head 

팬텀 (CIRS, model no. 605, USA)을 대상으로 CT 영상을 

획득하여 평가하였다[12-14]. 선량감소 도구로는 X-care 

(Siemens, Germany)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유방과 갑상

선 또는 눈의 수정체 등 방사선량에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

에 대한 광자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X선관의 전류를 저하

시켜 X선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영상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 X선관 전류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

다. 또한, 차폐체로는 bismuth (0.06㎜Pb equivalent, F&L 

medical products, USA)를 이용하였다(Fig. 1)[15-18].

2. 실험방법

실험은 팬텀을 대상으로 CT 스캔을 시행한 후 선량 측정

과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Topography

에 맞추어 care kV, care dose 4D를 적용하여 CT 스캔을 

시행하는데, 표면선량 측정의 경우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환경을 배재하여 오직 선량감소 도구와 차폐체

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care kV, care dose 4D와 같은 선

량 자동조절 기능은 적용하지 않았다. 영상의 질 평가를 위

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최대한 근접한 조건

으로 비교하기 위해 care kV, care dose 4D를 본원 조건으

로 설정하였다(Table 1)[19, 20]. 

1) 표면선량 측정

CT scanner dosimetry 팬텀의 단면을 시계방향으로 12h, 

3h, 6h, 9h부위와 중심부위를 설정된 CTDIvol (39.49mGy)

으로 스캔하고 리더기를 통해 계측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T 스캐너는 CTDIvol의 25% 정도의 정상적인 출력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향을 반영하여 실험

하였다[21]. 선량이 변하는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어떠한 조

건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X-care를 적용한 경우, bismuth 

차폐체만 이용한 경우 (팬텀표면으로부터 차폐체의 높이; 

0㎝, 1㎝, 2㎝), X-care와 bismuth 차폐체를 모두 이용

한 경우 (팬텀표면으로부터 차폐체의 높이; 0㎝, 1㎝, 2㎝)

의 총 8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표면선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의 정확성과 재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조

   

                  (a)                                           (b)                                  (c)

 Fig. 1. CT scans (a) were performed on the phantom to evaluate the surface dose (b) and image qualit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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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표면선량을 3회 측정하였으며 획득한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선량감소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Fig. 2). 

       

          (a)                           (b)         

Fig. 2. Subdivided into a total of 8 conditions, the surface 

dose was measured three times, and the correlation of the 

dose reduction effect was analyzed through the collected 

values. CT scanner dosimetry phantom scan (a), Dosimetry 

direction of phantom hole (b).

2) 영상의 질 평가

영상의 질 평가를 위해 사용한 Radiosurgery Head 팬텀

은 방사선 수술에서 치료계획 검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팬텀으로 에폭시 재료로 제조되며 내부에 뇌, 

뼈, 척수, 척추디스크 및 연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팬텀이다. 

따라서 인체와 유사한 선흡수계수를 통해 모사할 수 있는 

팬텀을 대상으로 영상의 질 평가 실험을 하였으며 어떠한 조

건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X-care를 적용한 경우, bismuth 

차폐체를 이용한 경우 (팬텀표면으로부터 차폐체의 높이; 

0㎝, 1㎝, 2㎝), X-care와 bismuth 차폐체를 모두 이용

한 경우 (팬텀표면으로부터 차폐체의 높이; 0㎝, 1㎝, 2㎝)

의 총 8가지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CT 영상평가를 위해 2회 

스캔하였다[22-24]. 획득한 영상의 전반적인 진단적 가치 

평가를 위해 본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맹검법

(blind test)을 통해 2회 시행하였으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향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평가의 신뢰도와 

정확도 확보를 위해 5가지 등급 (none : 1점, unacceptable : 

2점, suboptimal : 3점, average : 4점, superior : 5점)으

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수치화하였다. 또한 ,객관적 평

가를 위해 양측 안와 중간에 관심영역 (10㎜)을 설정하여 

HU (hounsfield unit)의 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이때 본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T 프로토콜인 X-care와 bismuth 

차폐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기준으로 7가지 조

건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Fig. 3).

  

          (a)                (b)               (c)

Fig. 3. When no conditions are set, when X-care is applied, 

when a bismuth shield is used (height of the shield from the 

phantom surface; 0 cm, 1 cm, 2 cm), when both X-care and 

bismuth shields are used (height of the shield from the 

phantom surface; 0 cm, 1 cm, 2 cm) was subdivided into 8 

conditions and scanned twice for CT image evaluation. 

bismuth : 0 ㎝ (a), bismuth : 1 ㎝ (b), bismuth : 2 ㎝ (c)

Table 1. Parameter of CT　scan for 2 type experiment

Parameter
CT scan

Surface dose Image quality

Tube voltage 120 kV 120 kV

Tube current 270 mAs 100 mAs

Rotation time 1 sec 1 sec

Beam collimation 128 × 0.6 mm 128 × 0.6 mm

Slice thickness 3 mm 2 mm 

Care kV* none apply (semi)

Care dose 4D** none apply

* Care kV offers an automated dose-optimized selection of the X-ray tube voltage (kV) depending on the selected type of examination. It 

is the industry’s first tool that automatically determines the appropriate kV and scan parameter settings to help deliver the right dose for 

a particular scan and the user defined image quality.
** Care dose 4D achieves significant dose reductions with automated dose modulation for individual patient size and shape while producing optimal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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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방법

측정된 결과에 대한 유의성 분석을 위해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적용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SPSS, 

ver. 22, IBM)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유의수준 95%를 기준으

로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표면선량 측정

CT scanner dosimetry 팬텀의 12h, 3 h, 6 h, 9 h 시계

방향과 중심부위 실험 결과의 각 평균은 어떠한 조건을 설

Table 2. Results of dosimetry value by 8 type experiment [unit: mGy]

Scan Direction 1st 2nd 3rd Mean SD P

None

12 h 10.55 10.99 10.61 10.72 0.24

>0.05

3 h 10.44 10.75 10.56 10.58 0.16

6 h 10.56 10.35 10.40 10.44 0.11

9 h 10.69 10.79 10.46 10.65 0.17

Center 10.34 10.16 10.20 10.23 0.09

X-care

12 h 6.96 6.91 6.91 6.93 0.03

>0.05

3 h 10.19 10.00 9.34 9.84 0.45

6 h 11.37 10.74 10.88 11.00 0.33

9 h 9.75 9.58 9.68 9.67 0.09

Center 8.99 9.00 8.93 8.97 0.04

bisthmus

(0 cm)

12 h 9.51 9.02 9.39 9.31 0.26

>0.05

3 h 10.68 10.59 10.47 10.58 0.11

6 h 10.38 10.34 10.26 10.33 0.06

9 h 10.79 10.49 10.27 10.52 0.26

Center 9.96 9.68 9.75 9.80 0.15

bisthmus

(1 cm)

12 h 9.13 9.58 9.61 9.44 0.27

>0.05

3 h 10.68 10.53 10.51 10.57 0.09

6 h 10.41 10.07 10.39 10.29 0.19

9 h 10.80 10.65 10.63 10.69 0.09

Center 9.95 9.83 9.85 9.88 0.06

bisthmus

(2 cm)

12 h 9.29 9.60 9.78 9.56 0.25

>0.05

3 h 10.74 10.64 10.35 10.58 0.20

6 h 10.49 10.37 10.35 10.40 0.08

9 h 10.57 10.12 10.45 10.38 0.23

Center 10.00 9.84 9.88 9.91 0.08

X-care

+

bisthmus

(0 cm)

12 h 5.91 5.62 5.92 5.82 0.17

>0.05

3 h 9.44 9.25 9.28 9.32 0.10

6 h 10.74 10.69 10.83 10.75 0.07

9 h 9.68 9.58 9.75 9.67 0.09

Center 8.90 8.85 8.65 8.80 0.13

X-care

+

bisthmus

(1 cm)

12 h 6.30 5.93 6.20 6.14 0.19

>0.05

3 h 10.10 9.36 9.61 9.69 0.38

6 h 11.37 11.29 11.05 11.24 0.17

9 h 10.32 9.53 9.76 9.87 0.41

Center 8.97 8.81 8.91 8.90 0.08

X-care

+

bisthmus

(2 cm)

12 h 6.42 6.35 6.44 6.40 0.05

>0.05

3 h 9.47 9.53 10.01 9.67 0.30

6 h 11.13 11.08 10.76 10.99 0.20

9 h 9.70 9.56 9.65 9.64 0.07

Center 9.06 8.69 8.95 8.90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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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경우 10.23±09mGy에서 10.72±24mGy까

지, X-care를 적용한 경우 6.93±03mGy에서 11.00±33

mGy까지, bisthmus (0 ㎝)의 경우 9.31±26 mGy에서 

10.58±16mGy까지, bisthmus (1㎝)의 경우 9.44±27mGy

에서 10.69±09mGy까지, bisthmus (2㎝)의 경우 9.56± 

25mGy에서 10.58±20mGy까지, X-care와 bisthmus 

(0 ㎝)를 함께 이용한 경우 5.82±17mGy에서 10.75±07

mGy까지, X-care와 bisthmus (1 ㎝)를 함께 이용한 경우 

6.14±19mGy에서 11.24±17mGy까지, X-care와 bisthmus 

(2㎝)를 함께 이용한 경우 6.40±05mGy에서 10.99±20

mGy까지 측정되었다. 특히 CT scanner dosimetry 팬텀의 

여러 부위 중 인체의 안와 부위에 해당하는 12h 방향의 표

면선량은 어떠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상

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X-care를 적용한 경우 35.35%, 

bisthmus (0㎝)의 경우 13.15%, bisthmus (1㎝)의 경우 

11.94%, bisthmus (2㎝)의 경우 10.82%, X-care와 bisthmus 

(0㎝)를 함께 이용한 경우 45.70%, X-care와 bisthmus (1㎝)

를 함께 이용한 경우 42.72%, X-care와 bisthmus (2㎝)를 

함께 이용한 경우 40.29% 감소하였다(Table 2).

2. 영상의 질 평가

실험을 통해 획득한 영상은 bismuth 차폐체를 구성하는 

원자들과 광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란선의 증가로 인한 잡

음의 증가가 영상의 질을 저하시켜 임상 판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의를 통한 육안

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영상은 진단적 가치를 포함하여 수

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CT 스캔 조건의 조합에 

따라 16회의 영상 중 3회는 영상의 질이 임상적으로 판독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4). 

한편 전문의에 의한 영상의 질 평가 결과 bisthmus (0㎝)

의 경우 2회 모두 3점, X-care와 bisthmus (0㎝)를 함께 

이용한 경우 1회 3점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 4점 이상으로 나

타났다. 특히 X-care를 단독 적용한 경우 1회 5점으로 나

타났다. bismuth 차폐체를 구성하는 원자들과 광자의 상

호작용에 의한 산란선의 증가로 인한 잡음의 증가가 영상

의 질을 저하시켜 임상 판독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5-27]. 또한, HU SD를 이용한 객

관적 평가의 경우 본원에서 임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CT 

프로토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X-care와 bisthmus 

(1 ㎝)를 함께 이용한 경우가 가장 근접하게 분석되었다

(Table 3, 4). 

       

       (a)             (b)             (c)            (d)             (e)             (f)             (g)             (h)

Fig. 4. As a result of visual evaluation by specialists, most of the images were found to be acceptable, including diagnostic

value. None (a), X-care (b), bismuth (c), bismuth : 1 ㎝ (d), bismuth : 2 ㎝ (e), X-care + bismuth (f), X-care + bismuth : 1 ㎝ (g), 

X-care + bismuth : 2 ㎝ (h) 

Table 3. Results of subjective grade [unit: score]

Scan
Subjective grade

1st 2nd P

None 4 4

>0.05

X-care 5 4

bisthmus (0 cm) 3 3

bisthmus (1 cm) 4 4

bisthmus (2 cm) 4 4

X-care + bisthmus (0 cm) 3 4

X-care + bisthmus (1 cm) 4 4

X-care + bisthmus (2 cm)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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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2019년 기준 안와검사, 부비동검사, 안면부 검

사 등 약 2,000여 건 이상 CT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본원에

서 영상의 질 저하 없이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수정체의 노

출선량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이미 여러차례 보고되었으며[28], 

실제 많은 임상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

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방사선 노출에 의한 암 발생

률은 높지 않지만, 두부 CT검사, 부비동 CT검사, 안와 CT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정체의 선량은 각 3mGy, 7mGy, 

13mGy 정도로 다른 방사선검사에 비해 매우 높다[29]. 특

히 2011년에는 수정체의 방사선 노출 한계선량을 0.5Gy로 

발표하였다[30]. 이후 수정체의 연간 허용선량을 20mSv로 

하향 조정하였다[30]. 이에 따라 미국방사선방어측정심의회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NCRP)를 포함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도 기준을 낮추고 있

다[31]. 방사선 노출에 의한 수정체의 혼탁 혹은 백내장에 

매우 흔하게 발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환은 방사선에 의

한 결정론적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방

사선에 노출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안과 질환 등의 부

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면서 확률적 영향에 의해 발

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32]. 확률적 영

향의 심각성은 흡수선량과 무관하게 소량의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NCRP에서 발

생한 Commentary No. 26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수정체

의 혼탁이 본질적으로 확률적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

만, 역학적으로 명확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결정론인지 확률론인지 명확하지는 않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최신의 연구를 살펴볼 때 안

와 CT검사에서 수정체의 방사선 노출은 방사선에 의한 인

체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선량감소 도구 중 하나

인 care kV와 bismuth 차폐체를 함께 이용하였을 때 약 

31%의 선량감소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산란선 및 노이즈의 

증가로 인한 진단적 가치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영상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매우 유의미하게 임상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34]. 한편, 본 연구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배재하여 오직 선량감소 도구

와 차폐체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care kV, care dose 4D

와 같은 선량 자동조절 기능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영상의 

질 평가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최대한 근접한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care kV, care dose 4D를 본원 조

건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저자는 본 연구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Temporal CT를 추가하여 연구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려하였으나 Temporal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고분해능(ultra high resolution; UHR) 모드는 

X-care 병합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되어 한계

점으로 남는다[35]. 고분해능 모드는 최적의 영상 재구성을 

위해 이론적으로 완벽한 높은 품질의 광자량이 요구되지만, 

X-care를 사용하면 신호가 한 방향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고분해능 모드가 일정한 영상 재구성 품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와는 다르게 표준 모드에서는 

충분한 신호의 광자를 얻기 위해 피치를 감소시킬 때 보상

으로 오버샘플링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분해능 모드

와 X-care의 조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19, 

20]. 

Table 4. Results of Objective analysis [unit: HU SD]

Scan

Objective analysis

1st 2nd Mean (SD)
% Difference

(by None)
P

None 12.4 11.0 11.7±0.98 -

<0.05

X-care 10.2 9.0  9.6±0.84 -17.94

bisthmus (0 cm) 19.0 14.2 16.6±3.39 41.88

bisthmus (1 cm) 16.5 14.0 15.3±1.76 30.34

bisthmus (2 cm) 16.3 13.9 15.1±1.69 29.05

X-care + bisthmus (0 cm) 17.8 12.9 15.4±3.46 31.19

X-care + bisthmus (1 cm) 13.6 12.0 12.8±1.13  9.40

X-care + bisthmus (2 cm) 13.5 14.1 13.8±0.42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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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선량감소 도구인 X-care와 방사선 차폐물질로

서 bismuth를 통해 표면선량과 영상의 질을 평가하였다. 

안와 CT검사 시 수정체의 방사선 노출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선량 저감의 방법과 최고 수준의 

차폐 기술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적의 방사선량을 조사하면서 선량감소 도구와 함께 차폐

체를 적합한 위치에서 사용하면 진단적 가치가 높은 영상의 

질을 유지하면서 방사선에 민감한 수정체의 노출선량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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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서지숙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공동저자 김영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공동저자 곽완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공동저자 이성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