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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선량계를 이용한 128-MDCT 검사시 생식선 차폐 

선량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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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128채널 MDCT의 복부 및 골반부 촬영 시 생식선 차폐 선량관리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하여 생식선의 피폭선량과 생식선 차폐 시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획득영상을 평가하였다. 평가한 결과 복부 
MDCT 검사시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16.5±0.5 mGy를 나타냈으며, 대(650 m

2
)크기의 차폐체

를 사용하였을 경우 7.5±0.3 mGy로 측정되어 54%의 생식선 피폭선량 감소효과를 보였다. 골반부 MDCT 검사시 생
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9.5±0.3 mGy, 대(650 m

2
)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2.8±0.2 mGy

로 나타나 70% 의 생식선 피폭선량 감소효과를 보였다. MDCT를 이용한 검사 시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 유, 무에 
따라 영상을 획득하여 Likert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복부 영상에서는 4.1점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골반
부 검사에서는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하였을 때 1.2점,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하지 않았을 때 4.1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복부 128-MDCT 검사 시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여 영상의 질 저하 없이 영상을 획득하고 피폭
선량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MDCT, 피폭선량, 생식선 차폐, 유리선량계, 영상평가
Abstract  When abdomen and pelvic were scanned with 128 channel MDCT, the gonadal exposure dose was 
measured with and without gonadal shield and the obtained images were evaluated. As a result, during 
abdominal MDCT scan, the gonadal exposure dose was measured 16.5±0.5 mGy when the gonad shield was 
not used, and it was 7.5±0.3 mGy when the large gonad shield(650 m2) was used, which showed the effect of 
reduction in the gonadal exposure dose by 54%. During pelvic MDCT scan, the gonadal exposure dose was 
9.5±0.3 mGy when the gonad shield was not used, and it was 2.8±0.2 mGy when the large gonard shield(650 
m2) was used, which showed the effect of reduction in the gonadal exposure dose by 70%. The images were 
obtained when using the gonad shield and when not using it during MDCT scan,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m with 5-point Likert scale, in the abdominal image, it was 4.1 points irrespective of whether using the 
gonad shield or not. And also, in pelvic scan, it was 1.2 points when the gonad shield was used, and 4.1 
points when it was not used. 
With the results above, it is considered that during the abdominal 128-MDCT scan, by using the gonad shield, 
the images should be obtained without being degraded and the exposure dose must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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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산화 단층촬 (CT: Computed 

Tomography)검사는 1972년 상의학에 도입된 이후 기

술  성능과 임상  사용 모두에서 비약 인 발 을 이

루었다. CT검사로 인한 환자의 이익이 의심할 여지가 없

고, 의료기술과 컴퓨터의 발 과 더불어 3차원 상과 시

간해상도의 단축이 가능하여 CT 검사의 빈도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1].

IC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보고에 의하면 CT검사의 건수는 체 상

의학 검사의 11%비 을 차지하고 있지만 방사선 피폭은 

상의학 검사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1990년  후반의  MDCT(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의 출 과 2000년  들어서 사용의 보편화

는 검사시간의 단축과 고해상능의 얇은 단면을 이용한 

재구성 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  때문에 CT 검사의 

정 성을 높이기는 하 지만 over-radiation의 발생과 

3D 재구성의 일반화에 의해 시행되는 얇은 단면의 겹침 

스캔은 환자선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3, 4]. 

우리나라에서의 CT 검사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 2,833천 건, 2007년 3,439천 건, 

2008년 4,112천 건, 2009년 4,785천 건, 2010년 상반기 

2,619천 건으로 해마다 검사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

으며[2] 2006년에 비하면 2010년에는 약2배의 검사 건수

가 증가하 다. 이런 검사 건수의 증가는 방사선량의 

유율 뿐  아니라 체 환자선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CT검사를 시행하는 건수  방사선 감수성에 민감한 

연령인 0세에서 15세까지의 비 이 체 검사건수의 약

11% 비 을 차지하고 있어서 CT검사 시 방사선 감수성

이 높은 생식선에 있어서의 피폭선량 리는 매우 요

하다고 인식되어 생식선의 피폭선량 감소를 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5-8].

이러한 연구들은 방사선 피폭시 선량을 측정하기 해 

물리  인체 조직 등가팬텀과 열형  선량계를 활용하여 

흡수선량을 측정하고 유효선량을 평가하 다. 그러나 한

번의 독만을 할 수밖에 없는 단 을 가지고 있어서 최

근에는 유리선량계를 사용하여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추

세에 있다[9-11].

유리선량계는 유리 소자의 은활성 인산염에 리방사

선이 조사되면 자와 정공PO4가 생성되고 생성된 자

는 유리소자 내의 Ag+에 포획되어 Ago가되며 정공은 

PO4
+
에 포획되거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Ag+로 이행

되어 Ag
++를 형성한다. 이들 Ago와 Ag++는 보다 안정한 

상태인 RPL(Radio Photo Luminescence) 심을 형성하

고, 이 RPL 심에 자외선을 조사하면 에 지를 받아 여

기상태가 되었다가 안정상태로 돌아오면서 주황색의 형

을 방출하게 된다. 이 때 형 을 방출하는 RPL 심의 

수는 일정하며 주 환경과 독과정에서 소멸되지 않으

므로 반복 재생 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12, 

13]

한 유리선량계에서 방출되는 형 량의 정도는 조사

된 방사선량과 비례하며 400
oC에서 1 시간 간단한 열처

리과정을 통해 축 된 선량이 리셋(RESET)되어 재사용

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조직등가 팬텀과 유리선량계

를 활용하여 최근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 128채  

MDCT의 복부 촬 시 생식선의 피폭선량과 생식선 차폐 

시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타 연구와의 피폭선량감소를 비

교하여 피폭선량 리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재료 및 장비

본 연구는 CT장치는 한번 회 으로 128슬라이스 

상 획득이 가능한 CT Aquilion - CX(Thoshiba Medical 

system, Japan)을 이용하여 스캔 조건은 [Table. 1]과 같

이 사용하 다. 피검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기 하여 인

체등가물질로 구성된 신용 인체팬텀(Model PBU-31,  

Kyoto Kagaku, Japan)과 유리선량계인 Dose Ace(Model 

GD-352M and FGD-1000, Asahi Techno Glass 

Cooperation, Shizuoka, Japan)를 사용 하 다 [Fig. 1].

생식선 차폐효과를 실험하기 하여 한국에서 제작 

시 하고 있는 1 mm납으로 제작하여 고무 재질로 피복

을 한 제품으로 크기별로 (650 m2), (420 m2), 소(180 

m2), 3가지 크기로 구별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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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28- MDCT scan parameter

Parameter  Value

Technique Adult-Helical

kVp 120

mA Auto

Time per rotation(sec) 0.6

mAseff 109

Scan Field of View 400(Large)

exposure time(sec) 10.9

Table speed(mm/rot) 26.5

Pitch 0.828

Reconstructed Scan Width(mm) 5

[Fig. 1] Humanoid whole body phantom

[Fig. 2] 1mm lead wrap-around gonad shields in 
three sizes

2.2 유리선량계 선량 측정

유리선량계의 calibration은 일본 방사선 표 원에서 
137Cs 표 선원을 이용하여 6 mGy 가 조사된 유리소자로 

calibration을 시행하여 측정하 다. 

소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량 조사 에 Aannealing 

과정을 400oC에서 1 시간 가열 후 냉각을 거친 후 

background값을 측정하여 10-20 μGy를 측정하 으며 

노라마 스캔을 시행 한 후 열과정(pre-heating)을 

70oC에서 1 시간 가열 후 냉각을 거친 후 소자에 조사된 

선량 값을 리더기를 통하여 선량 산 값을 10 회 반복하

여 독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산출된 

값에서 background값을 감산하여 피폭선량 값을 도출하

다.

생식선 피폭선량 분포의 측정은 생식선 심을 기

으로 하여 오른쪽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각각 2 개의 소자

를 배치하여 부 별 피폭선량 분포를  측정하 다[Fig. 

3]. 한 측정의 오차를 이기 하여 MDCT 스캔을 5 

회 반복 측정 실험 하 다[4].

[Fig. 3] CT image of Humanoid phantom showing 
the location of the Glass Rod Detector at 
the level of the pelvis.

2.3 영상 평가 방법 

상을 획득, 임상의 실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정성

 분석을 하 다. 정성  분석으로는 상별로 상의

조도(Contrast), 병변 발견율, 경계의 명확성, 에 하

여 다섯 그룹( 1: 매우불량, 2: 불량, 3: 보통, 4: 우수, 5: 

아주우수)으로 나 어 방사선과과 문의 2 명, 10년 이

상 경력을 가진 방사선사 3 명으로 구성하여 평가 하 다. 

2.4 통계 처리 및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WIN(Ver 13.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고, 조군과 실험군의 피폭선량 측정치의 평균

값에 한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ANOVA를 실시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3. 결과 및 고찰

신용 인체 조직등가팬텀을 이용하여 복부 MDCT 

검사시 생식선 피폭선량 측정을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와 생식선 차폐 기구 크기에 따라 , 

, 소의 경우를 측정하 다.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5 회 반

복 촬 하여 산출한 값이 16.5±0.5 mGy를 나타 냈으며,  

(650 m2)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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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y, (420 m2)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8.0 

mGy, 소(180 m2)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9.3 

mGy 선량 값이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복부 MDCT 검사시 생식선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크기에 따라서 생식선 피폭선량이 감소

됨을 보여주는 결과 이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01). 한 Lawrence등[9]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 다.

신용 인체 조직등가팬텀을 이용하여 골반부 MDCT 

검사시 생식선 피폭선량 측정을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와 생식선 차폐 기구 크기에 따라 , 

, 소의 경우를 측정하 는데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5 회 반복 촬 하여 산출한 값이 

9.5±0.3 mGy를 나타났으며,  (650 m2)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2.8±0.2 mGy, (420 m2)크기의 차폐체

를 사용하 을 경우 3.4 mGy, 소(180 m2)크기의 차폐체

를 사용하 을 경우 4.5 mGy 선량 값이 나타났다[Table 3].

<Table 2> Measured Glass Rod detector readings 
(mGy) representing gonadal exposure 
from an abdominal CT scan

Scan no.
No

Shield

Large

shield

Medium

shield

Small

shield

1 16.9 7.1 8.0 9.3

2 16.3 7.2

3 16.4 6.9

4 16.8 7.8

5 15.9 7.6

Average 16.5±0.5 7.5±0.3

% Reduction 54% 51% 43%

Reduction 

Factor
2.2 2.1 1.8

<Table 3> Measured Glass Rod detector readings 
(mGy) representing gonadal exposure 
from a pelvic CT scan

Scan no.
No

Shield

Large

shield

Medium

shield

Small

shield

1 9.2 2.6 3.4 4.5

2 9.6 3.1

3 8.9 2.9

4 9.9 2.7

5 9.4 2.8

Average 9.5±0.3 2.8±0.2

% Reduction 70% 64% 52%

Reduction 

Factor
3.4 2.8 2.1

이러한 결과는 골반 MDCT 검사시 생식선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크기에 따라서 생시건 피폭선량이 감소

됨을 보여주는 결과 이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0.001).

한 Lawrence등[9]의 연구결과와 약간 상이한 결과

를 보 는데 골반 MDCT 검사시 스캔 Parameter 가 상

이한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생식선 차폐체

의 크기에 따라서 피폭선량 감소 찰되는 것은 일치하

는 결과를 보 다.

128채  MDCT를 이용한 복부 검사에서 생식선 차폐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과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

여 상을 획득한 결과는 [Fig. 4]와 같았다. 획득한 상

을 Likert 5  척도로 분석한 결과 생식선 착용유무와 

계없이 동일하게 4.10 의 결과를 보 다.

  

      

               (A)                           (B)

(A) Humanoid phantom both with the gonard shield in place.

(B) Humanoid phantom both without the gonard shield in place.

[Fig. 4] Comparison of abdominal CT images.

이러한 결과는 복부 MDCT 검사 시 생식선 차폐기구

를 착용하고 CT 스캔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 주

는 결과 이므로 임상에서 복부 CT 검사 시 반드시 생식

선 차폐를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입

증하는 증례라 할 수 있다.

128채  MDCT를 이용한 골반부 검사에서 생식선 차

폐기구를  사용하여 상을 획득한 결과는 [Fig. 5]와 같

았다. 획득한 상을 Likert 5  척도로 분석한 결과 생식

선 차폐기구를 착용 하자 않았을 경우가 4.10 의 결과를 

보 으며, 착용하 을 경우는 차폐체에 의한 빔 경화에 

따른 상의 Artifact가 발생하여 1.20 의 결과를 보

다. 이것은 획득한 상이 Artifact의 발생에 의해 병변 

부 를 가리거나 독하기 어려워  진단 역에 활용하는

데 문제 이 있을 것으로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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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tudy type Scaning Protocol

Testicular 

Dose (mGy) % 

Reduct

ionWithout

 Shield

With

 Shield

Hohl et al. patient 1mm capsule
16-MDCT, 1.6×1.5mm collimation

150mAseff , 120kV
2.40 0.32 87

Lawrence et al.
phantom 1mm

 wrap-around canvas

16-MDCT, 1.6×1.25mm collimation

194mAseff , 120kV
0.62 0.26 58

Present study
phantom 1mm wrap-

 around lead rubber

128-MDCT, 1.6×1.25mm collimation

109mAseff , 120kV
16.5 7.5 54

<Table 4> Comparison of literature reports and present study for scattered dose reduction with the 
use of gonadal shields during abdominal CT scans.

므로 골반부 MDCT 검사 시에는 생식선 차폐유무는 병

변의 치를 고려하여 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Fig. 5] Pelvic CT image with gonad shield in 
place and directly situated in the beam.

복부 MDCT 검사시 생식선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

우 생식선 피폭선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보인 타 문헌들

과 비교해보면 Hohl등[6]의 연구에서는 87%의 감소 효

과를 보 는데 이 결과는 인체를 이용하여 얻은 실험 결

과라는 과 16-MDCT 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므로 

장치의 특성 ,장치의 스캔 parameter의 상이함으로  나타

난 상으로 생각되어진다.

Lawrence 등[9]의 연구에서는 16-MDCT를 사용하여 

인체 조직등가팬텀을 이용하여 실험 하 으며 58%의 피

폭선량 감소효과를 보여 128-MDCT를 사용하여 생식선 

차폐체를 사용에 따른 폭선량 감소효과 본 연구의 

5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Table. 4].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할때는 반

드시 생식선 차폐체를 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한 

장비의 발 과 더불어서 CT 스캔 시간이 어들고 있다.

CT 스캔 시간의 감소가 피폭선량의 감소와 인체에 미

치는 향이 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방

사선 감수성이 민감한 생식선이 포함되는 CT 검사를 시

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착용이 간편하고 임상에서 용하기 편리한 생

식선 차폐체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이 진행될 것을 기

한다. 

4. 결 론

128채  MDCT의 복부  골반부 촬  시 생식선의 

피폭선량과 생식선 차폐 시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획득

상을 평가한 결과, 복부 MDCT 검사시생식선 차폐기구

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16.5±0.5 mGy를 나타냈으

며, (650 m2)크기의 차폐체를 사용하 을 경우 7.5±0.3 

mGy로 측정되어  54%의 생식선 피폭선량 감소효과를 

보 다. 

골반부 MDCT 검사시 생식선 차폐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9.5±0.3 mGy,  (650 m2)크기의 차폐

체를 사용하 을 경우 2.8±0.2 mGy로 나타나 70% 의 생

식선 피폭선량 감소효과를 보 다. 

MDCT를 이용한 검사 시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 유, 

무에 따라 상을 획득하여 Likert 5  척도로 분석한 

결과 복부 상에서는 4.1 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 다. 

한 골반부 검사에서는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하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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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생식선 차폐기구 사용하지 않았을 때 4.1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복부 128-MDCT 검사 시 생식선 차

폐기구를 사용하여 상의 질 하 없이 상을 획득하

고 피폭선량을 감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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