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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영상검사에서 환자가 받는 선량

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1]. 그래서 환자가 받

는 선량을 줄이기 위해 고관전압과 부가필터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 대

부분이 흉부, 골반 그리고 무릎과 같은 부위에 관해서 집

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장기들이 많

이 포함되는 복부에서의 연구는 인체모형을 이용한 것 

이외의 부족한 실정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복부 방사

선 촬영검사에서 고관전압과 부가필터의 사용이 영상품

질과 환자가 받는 유효선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연구대상은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복부방사선검사

를 받은 16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82명은 구리

필터 없이 80 kVp 조건으로 검사실1에서, 나머지82명은 

92 kVp with 0,1 mm 구리필터 조건으로 검사실2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유효선량은 몬테카를로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영상품질은 5점척도, 신호

대 잡음비, 그리고 대조도대 잡음비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계산된 값과 측정된 값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와 

R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였으며, 유의확률이 0.05 이하일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결과

  복부방사선촬영에서 92 kVp + 0.1 mm 구리필터를 적

용했을때, 기존 촬영조건에서의 유효선량보다 누운자세

와 선자세에서 각각 25.8%, 25.7% 감소하였다. 두 검사

실 모두에서 복부방사선촬영을 받은 환자20명의 5점 척

도는 요근윤곽과 콩팥윤곽에 대해 검사실1에서 높게 평

가되었다. 그러나, 검사실1 또는2에서 한번씩만 복부방

사선 검사를 받은 환자124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시

각적인 점수차이가 없었다(p > 0.05). 또 한, 신호대 잡

음비와 대조도대 잡음비는 두 검사실 모두에서 복부검사

를 받은 환자들과 검사실1 또는 2에서 한번씩만 검사를 

받은 환자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4. 고찰 및 결론

  우리의 연구결과는 의료기관 한 곳에서 오직 한 종류

의 디지털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건을 변경

하여 연구하지 못한 후향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모든 디지털 복부방사선검사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여 복부방사선촬영 검사에서 고관전압과 

부가필터의 사용의 유용성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복부 

방사선 촬영 검사에서 고관전압과 부가필터(92 kVp with 

0,1 mm Cu filter)의 사용이 적절한 진단학적 영상품질과 

상당한 선량감소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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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복부 방사선검사에서 고관전압과 부가필터를 이용한 선량감소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부 방사선

검사에서, 기존 방법(80 kVp without filter)과는 다른 고관전압(92 kVp)과 부가필터(0.1 mm Cu-filter)를 사용하여 적절한 진단

학적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환자 선량을 감소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 방법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진단학적 영상품질

을 유지하며 환자선량도 감소하는데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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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80 kVp (a, 누운자세; c, 선자세), 92 kVp 

with 0.1 mm Cu filter (b, 누운자세; d, 선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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