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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지 동맥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시 생리식염수 희석을 통한 조영제 사용량 감소의 효용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조영제 125 cc 주입한 48명과 같은 양을 조영제와 생리 식염수를 7:3으로 주입한 3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각각의 영상에서 복부대동맥, 넙다리동맥, 오금동맥, 뒤정강동맥의 감쇄계수(HU)의 평균값과 신호 대 잡음비
(SNR)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 방사선사 4명이 5점 척도로 4가지 평가항
목을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에서 HU와 SNR 모두 희석 전 평균값이 높게 나왔으나  독립표본 T검정에서 유의확률
이 모두 p>0.05이므로 희석 전, 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평균점수가 원액이 4.86~4.77, 희석액
이 4.83~4.67로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확률이 모두 p>0.05이므로 희석 전, 후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CT 하지
동맥 조영 검사 시 일정 비율 희석한 조영제를 사용하여 기존 영상의 질을 유지 할 수 있고, 조영제의 총량을 줄여 
단위 분자 당 요오드 함량이 낮아지므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융복합, 하지 동맥, 생리식염수, 조영제, 희석

Abstract  This convergence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contrast agent reduction by normal saline 
solution dilution in the computed tomography of arteries of lower limb. 48 patients of 125 cc contrast agent 
and 30 patients of the same amount divided at a ratio of 7:3 for the contrast agent and normal saline solution 
were studied. The average attenuation coefficient(HU) and signal to noise ratio(SNR) of abdominal aorta, 
femoral artery, popliteal artery and posterior tibial artery at each image were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the 
four criteria in the five point scale was conducted qualitatively by two radiologists and fou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both HU and SNR had high average score before dilation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y independent t-test(p>0.05). In the qualitative evaluation,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average scores between 4.86~4.77 of original contrast agent and 4.83~4.67 of dilated contrast 
agent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p>0.05). In the computed tomography of arteries of lower limb, 
the dilated contrast agent doesn’t influence image quality and reduces overall contrast agent and lowers iodine 
content per unit of molecular therefore will contribute to decrease side effect of contras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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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화단층촬 (CT) 검사는 이상병변의 여부 악, 정

확한 치 악, 병변 감별진단, 치료방법 결정, 치료효과 

정 등에 리 사용되면서, CT 검사는 격하게 증가되

고 있다[1]. 한 1991년 검출기가 두 개의 열로 나뉘어 

있던 최 의 MDCT(Multi Detector Computer Tomography)

를 시작으로 재는 320개의 검출기 열을 갖추어 0.35  

한번 갠트리(Gantry)회 으로 160 mm의 촬 범 가 가

능하여 테이블 이동 없이 한 번에 촬 이 가능할 정도로 

기계  발 을 이루어왔다[2]. 우리나라에서 CT 검사건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2006년 2,833천 

건에서 2009년 상반기 4,785천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 다[3].

CT에서 사용되는 조 제는 검사하고자 하는 부 의 

조도와 농도차에 따라 병소의 윤곽이나 형태를 정확하

게 알 수 있어 부분의 검사에서 필수 으로 사용하며 

체 CT 검사  70∼80%에서 조 제가 이용되고 있으

며, 각종 성인병  만성질환의 증가로 조 제의 사용 

한 증가하고 있다[4]. 하지만 조 제는 두드러기, 구토, 

오심, 떨림 등의 경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쇽(Shok) 증

상까지 나타난다. 2013년 식약처 자료를 살펴보면 2009

년 1,700건에 불과했던 건이 2012년 12,000건으로 부작용

이 증가하 고,  2011년 5명(700만건 검사 기 )이 사망

하 다[5]. 과거의 이온성 조 제에 비해 재 사용 인 

비이온성 조 제의 부작용 발생률은 상당히 낮아졌으나, 

아직도 완 하게 부작용을 측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6].

하지의 동맥경화성 질환은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며, 다른 동맥의 동맥 경화 와 흔히 동반되는 질환

이다. 동맥경화는 동맥벽의 경도를 표 하는 용어이며, 

이러한 동맥경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탄성섬유

의 퇴화변성에 의하여 증가하며, 압이 증가하게 되면 

동맥벽의 탄력성이 없는 교원질 섬유가 증가하고 동맥의 

신 성이 감소하게 된다. 한, 동맥경화는 고령, 고 압, 

말기 신장질환이 주요한 험인자이다[7. 8]. 일반 으로 

하지의 CT 조 검사 범 는 가로막 높이에서 발가

락 끝까지로 CT 검사에서 검사부 가 가장 넓은 검사  

하나이다[9]. 

하지동맥  조  검사는 범 가 큰 특성상  단  

분자당 요오드 함량이 높은 조 제와 가장 많은 양의 조

제를 사용하는 CT 검사  하나이다. 일반 인 CT 검

사 시 조 제 주입은 보통 2∼3 cc/sec 속도와 몸무게 × 

1.5 cc의 조 제량을 주입한다[10]. 그러나 하지동맥 조  

검사는 3∼4 cc/sec 속도로 몸무게 × 2 cc 총 120∼150 

cc를 주입 검사한다. 그 이유는 넓은 검사 부 와  

내 석회화 감별이 목 으로 한 조 제 주입 

(Pre-contrast) 상, 을 찰하기 한 동맥충만기

(Artery phase), 마지막으로 지연기(Delay phase) 상의 

검사 방법을 갖기 때문이다[9]. 조 제 부작용은 용량 의

존 일 경우 용량과 농도에 의존 이어서, 용량이나 농

도를 임에 따라 부작용 발생을 어 들 수 있다[11]. 

흉부 산화단층촬 에서 9:1, 8:2로 조 제를 희석한 

선행연구에서도 빗장   정맥에서는 9:1 희석에서는 

원액과 같은 조 증강을 보 다[12].

이에 하지동맥 CT 조  검사 시 생리 식염수와  

일정 비율 희석한 조 제를 사용하여, 일반  CT 검사 

시 조 제량으로 감소시켜 사용하여, 기존의 많은 양을 

사용한 상과 화질을 비교 분석하 다. 조 제량이 

게 되면 요오드 농도와 총량을 여 환자에 신체  부담

을 여서 부작용에 한 확률을 낮추어 환자 안 을 도

모하고자 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본원에 내원하여 CT 

하지 조  검사를 받은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성인 

 체 이 60 kg에서 75 kg의 환자 78명(남자 : 여자 = 

42 : 36명, 평균연령 68세, 평균체  68 kg)을 상으로 

하 다.

원액 조 제(이오메론400 주사액, Bracco Imaging 

Italia S.R.L, Milano, Italy) 125 cc을 주입한 환자48명, 총

량 125 cc를 7 : 3(조 제 87.5 cc +식염수 37 cc)로 생리 

식염수(0.9% Normal Saline inj, 외제약, 한민국)와 

희석한 조 제 125 cc를 주입한 30명을 상으로 하 다.

2.2 검사장비

산화단층촬  장비((Somatom sensation AS, Siemens 

Healthcare, Germany)는 16채  다 검출기 산화단층

촬 장비(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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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으며, 조 제 주입은 Dual flow auto 

injector(Stellant, Medrad, USA)를 이용하 다.

2.3 스캔 파라메터

자동조 제주입기를 통해 요오드함유량 400 mg/ml 

인 조 제를 상지의 정맥에 4 cc/sec의 속도와 125 cc 용

량을 사용하 고, 희석액 125 cc로 속도를 동일하게 하

다. 100 kVp와 150 Eff. mAs, 1 mm의 편두께와 간격, 

1.2 pitch, 알고리즘은 B30f medium smooth, 회 시간은 

0.5 sec, 조 제 주입 수 180  이내에 체를 촬 하 다. 

2.4 분석 방법

2.4.1 정량적 방법

원액 조 제 주입한 환자 군과 희석한 조 제를 주입

한 환자 군에서 얻어진 각각의 상에서 5 mm2의 원형 

심 역을 정하여, 네 부  즉 좌우 갈비가로막각

(Costophrenic angle) 부 의 복부 동맥(Abdominal 

aorta), 넙다리동맥(Femoral artery), 오 동맥( Popliteal 

artery), 뒤정강동맥(Posterior tibial artery)의 감쇄계수

(Houns field Unit: 이하 HU), 평균(mean)과 표 편차

(Standard Deviation :이하 SD)와 신호  잡음비(Signal 

To Noise :이하 SNR)를 측정했다. 모든 데이터는 PACS 

장비(M-view 5.4, Infinitt PACS, Korea)에서  각각 측정

하 다[Fig. 1]. 

A                               B

C                                D

[Fig. 1] Enhancement measurement
(A: Abdominal aorta, B: Femoral artery, 

C: Popliteal artery,  D: Posterior tibial artery)

2.4.1 정성적 방법

CT검사 후 얻어진 단면 상에 체  더링 상[Fig. 

2],  3차원 하지  조 상[Fig. 3] 까지 제공하여 리커

트 5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 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내 조 증강 정도, 말단부 동맥 내 조 증강 정도, 

복강내 장기로 유입되는 동맥의 조 증강 정도, 과 

주변 조직과 구분 정도로 본원의 상의학과 심  

독 문의 2명, CT 3-D 상 재구성을 문으로 하는 방

사선사 4명이 평가 하 다.

A                            B

[Fig. 2] Volume rendering images
(A: Original contrast agent, B: Dilution contrast agent) 

A                            B

[Fig. 3] Three-dimensional images
(A: Original contrast agent, B: Dilution contras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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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적 분석

자료처리는 SPSS(ver 18.0 for IBM)를 이용하여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실시하여 등분산가정을 만족하

는지를 확인하 으며, 기술통계량 평균을 표시하 고, 유

의성검정은 독립표본검정 (Independent T-test)을 이용

하 다. 모든 통계의 유의수 은 5%로 하 다.

3. 결과

3.1 정량적 분석

감쇄계수의 측정 부 별 평균값은 넙다리동맥에서 각

각 539.23, 500.35로 가장 높고, 뒤정강동맥에서 168.79, 

179.93로 가장 낮았다. 뒤정강동맥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

액의 감쇄계수 수치가 더 높았다. 유의확률이 p>0.05로 

원액과 희석액의 평균값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1>.

ROI
Contrast 

agent

HU

t p-value1)mean

±SD

Abdominal   

aorta

Original
452.3

±76.62
1.228 0.223

Dilution
430.16

±78.69

Femoral 

artery

Original
539.23

±93.11
1.812 0.074

Dilution
500.35

±90.7

Popliteal 

artery

Original
531.54

±131.1
1.626 0.108

Dilution
482.54

±126.7

Posterior

Tibial  

artery

Original
168.79

±67.6
-0.695 0.489

Dilution
179.93

±70.9
1) Statistically significant <0.05, by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Table 1> Original and dilution contrast agent 
enhancement measurement

SNR의 측정 부 별 평균값은 넙다리동맥에서 각각 

36.71, 33.68로 가장 높고, 뒤정강동맥에서 3.71, 2.32로 가

장 낮았다. 모든 측정 부 에서 원액의 SNR 수치가 더 

높았다. 유의확률이 p>0.05로 원액과 희석액의 평균값은 

통계 으로 유의성이 없었다<Table 2>.

ROI
Contrast 

agent

SNR

t p-value
1)

mean

±SD

Abdominal  

 

aorta

Original
26.45

±15.02
0.645 0.522

Dilution
24.25

±14.13

Femoral 

artery

Original
36.71

±21.70
0.653 0.516

Dilution
33.68

±16.71

Popliteal 

artery

Original
33.69

±28.33
0.544 0.588

Dilution
29.71

±31

Posterior

Tibial  

artery

Original
3.71

±5.72
1.310 0.194

Dilution
2.32

±1.28
1)
 Statistically significant <0.05, by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Table 2> Original and dilution contrast agent 
SNR measurement

정성  평가에서 내 조 증강 정도가 4.86, 4.83으

로 가장 높고, 과 주변 조직과 구분 정도가 4.7, 4.67

으로 가장 낮았다. 원액은 4.86∼4.7, 희석액은 4.83∼

4.67  이었다. 

Item

  mean

±SD t
p-

value
Original Dilution

Intravascular 

contrast enhancement

4.86

±0.34

4.83

±0.37
0.35 0.36

Distal 

arterial enhancement 

4.83

±0.37

4.76

±0.43
0.63 0.26

Enhancement of 

arteries flowing into organ

4.77

±0.43

4.7

±0.46
0.57 0.28

Distinction  

blood and tissues

4.7

±0.43

4.67

±0.47
0.85 0.20

1) Statistically significant <0.05, by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s among groups

<Table 3> Qualitative images analysis

4. 고찰

최근 CT의 기술 인 발 과 보 으로 요오드 조 제

를 사용한, CT 검사는 고식 인 조  상만큼 정확

한 병소를 발견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사용률이 증가하

고 있으며, 더불어 요오드 조 제의 사용빈도 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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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재까지 조

제의 부작용을 측 할 수 있는 인자는 명확하지 않은 상

태이다[14]. 조 제로 인한 부작용은 상체열감, 오심, 어

지러움, 두통, 발한 등의 가벼운 증상부터 구토, 심 계 

허탈, 발작, 폐부종, 기 지 경련,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15]. 

조 제 부작용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천식, 알

르기, 심장질환자, 고연령이 조 제 부작용이 높게 나타

나는 결과를 보 다[5]. 한 고연령과 조 제 양이 130 

cc이상 일 때 주입속도가 2.5 cc/sec이상 일 때 부작용 빈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조 제 종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6]. 요오드 조 제 과민반응은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투여 후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즉시형과 이

후에 나타나는 지속형으로 나 어지며, 과거 조 제를 

투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처음 조 제를 투여했던 

사람에 비해 조 제에 한 이상반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17]. 

조 제가 성 신부 을 일으키는 것은 알려진 사실

이며, 성 신부 의 10%에서 조 제가 그 원인이 되며, 

입원을 요하는 성신부 의 원인  세 번째로 흔하다

고 알려져 있다. 한 신기능이 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져 4∼50%에 이른다. 일반 으로 조

제에 의한 성 신부 은 경미하고, 가역 이며, 핍뇨가 

없는 단기간의 형태로 청 크 아틴닌치가 24시간 이내

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2∼4일 후에 최고치를 보이고, 7∼

10일 후에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핍뇨가 동반되면 

신부 은 비가역 이 될 수 있다. 이들 환자의 부분은 

죽상 색 , 폐 증, 압 등의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가 많다[18].

용량 의존성 부작용의 경우 요오드 농도와 삼투압이 

높을수록, 주사량이 많을수록, 주사속도가 빠를수록 부작

용의 험도가 높아졌다[19].

결과에서 뒤정강동맥의 HU을 제외하고 모든 값에서 

원액의 HU, SNR 수치가 더 컸으나, 유의성 검정에서

p>0.05로 원액과 희석액은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뒤 정강동맥에서 희석 후 평균값이 높게 나온 것은 도

가 낮아짐에 따라 집 도가 빨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

되며 추후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사람을 상으로 

한 몸무게에 따른 요오드 농도 300, 320, 350, 370의  HU 

측정 선행연구에서 300을 제외한 나머지 농도에서는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20]. 한 본연구의 결과와 같

이 검사별 특성을 정확히 악하고 임상연구를 통해  환

자에게 용한다면 재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조 제

의 양을 상당부분 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조 제의 총 량과 단  분자당 요오드 함량이 높은 조

제가 신기능이상 장애와 신장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

로, 다른 검사 부 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용하여 최소

한의 조 제를 주입 하여 최 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결과값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체질량지수, 압, 조군과 시험군의 환

자가 동일 경우 등의 연구의 제한 이 있으며. 한 상 

환자  2명이 발진이 발생하 는데, 차후에 지속형 부작

용과 신장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에 조사에 해서도 연

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하지동맥 산화단층촬  검사 시 생리식염수 희석을 

통한 조 제 사용량 감소의 효용성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조 제 원액과 희석액의 HU는 원액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둘째, 조 제 원액과 희석액의 SNR는 원액이 높았으

나 통계 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셋째, 조 제 원액과 희석액의 정성  평가는 원액이 

높았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정 비율 희석된 조 제가 하지동

맥 CT 검사 시 상의 질  하 없이 정한 조 제의 

양을 설정할 수 있어, 조 제량을 30% 정도 임으로 조

제 부작용을 경험했던 환자, 신장기능이 하된 환자, 

조 제 주입시 이 약한 환자에게 기존 조 제의 

70% 정도를 사용하여, 하지동맥 CT 검사가 가능한 효과

인 검사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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