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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성기 허 성 뇌졸  환자의 뇌 류 CT검사 시 피폭선량을 알아보고자 하 다. 특히,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장기들의 장기선량(Organ dose)을 팬텀과 유리선량계를 이용하여 실측해보고, 제조사가 제

시한 기존 로토콜(고정시간기법)과 새로 제시한 융합 로토콜(조 제 추 기법)을 용하여 선량을 측정하여 보

고, 피폭선량 감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 기존 로토콜과 비교하여 새로 제시한 융합 로토콜에

서 최고 39.8 %, 최  5.8 % 장기선량이 감소하 고, 검사 피폭선량인 CDTIvol과 DLP 값은 각각 25 % 감소하 으

며, 권고 선량 이하로 측정되었다.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로토콜을 검해보고, 새로 제시한 

융합 로토콜을 용하여 피폭선량을 감소시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며, 다른 검사에서도 최 의 

로토콜을 찾기 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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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Let's examine the exposure dose at the time of cerebral blood 

flow CT scan of acute ischemic stroke patients. In particular, long-term high doses of radiation sensitive 

organs and we Measured using phantom and a glass dosimeter. Apply the existing protocol suggested by 

the manufacturer (fixed time delay technique) and the proposed new convergence protocol (bolus tracking 

technique), reporting to measure the dose, dose reduction was to prepare the way. Results up to 39.8% as 

compared to the existing protocols in a new suggested convergence protocol, a minimum of 5.8% was 

long-term dose is reduced. Test dose of CDTIvol and DLP values decreased 25%, respectively, were 

measured at less than recommended dose. Try checking the protocol set out in the exist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above, by applying the proposed new convergence protocol by reducing the dose 

would have to contribute to improved public health. It is believed to be research continues to find the 

optimum protocol in the oth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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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95년 뢴트겐 선생이 X선을 발견하 다. 이후에 X선

의 이용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학분야, 물류 유통분야, 

보안 검색분야를 비롯한 의료분야 등의 많은 부분에 걸

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이용은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

다[1,2]. 특히 의료용 X선의 사용은 수명연장과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 다. 그 결과치과 검사용 방사선 

장치를 포함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국내 각종 

병·의원에 7만2626 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최  7%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 건수도 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

의료 상장비들의 발달로 진단 검사가 많아지고, 반복

되어지면서 방사선 피폭선량은 인체에 암 발생 증가의 

원인이 되는 수 에 근하거나 과 할 수 있다 [4]. 인

공 방사선 피폭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 

피폭이며[5], 방사선은 DNA의 손상, 세포의 변형, 질병 

는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출기 에 

따라서는 많은 양의 피폭이 아닌 방사선 검사에 의해서

도 효과에 의해 종양유발에 향을  수 있다고 한

다[6].

의학 기술의 발달과 조기치료에 한 일반인의 의식

변화와 건강 리에도 불구하고, 뇌  질환은 악성종양, 

심  질환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  하나이

다. 한국의 경우 뇌  질환은 악성신생물에 이어 두 번

째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다. 성 뇌졸 의 경우 허

성과 출 성 2가지로 나뉜다. 허 성 뇌졸 은 막힌 

을 재 류 시키는 용해제 투여와 재  시술이 효

과를 보이며, 출 성 뇌졸 은 기에 뇌압조   수술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

한 치료방법이다[7]. 성 뇌졸 의 경우 사망  장기간

의 불구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  치료가 무엇

보다 요하다[8]. 허 성 뇌경색 조기 진단방법으로는 

단 자 방출 산화단층촬 , 양 자 방출 단층촬 , 자

기공명 분 법, 확산강조 자기공명 상, 산화 단층촬  

등이 있다 [9,10]. 이  류 CT는 컴퓨터의 소 트웨어

의 발 과 더불어 뇌 용 , 뇌 류량, 평균 조 제 통과

시간  조 제 최고 도달시간 지도를 얻을 수 있어 뇌

류 역학 계를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11]. 류 CT의 

모든 지도에서 병변부 를 인지 할 수 있었다. 고식  

CT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류 CT에서는 이상을 

조기에 인지 할 수 있어 뇌경색의 조기진단 도구로서 충

분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은 뇌졸 의 

진단과 치료를 돕기 한 뇌 류 CT검사 도  과도한 

방사선 피폭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하

다[12]. 한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13]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다 검출기 CT(MDCT)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CT검사 건수가 격히 증가되었다. 미국은 1980년 연간 

CT 촬  건수는 3백만 건 이었으나, 2006년 촬  건수는 

6천만 건으로 해마다 약 10%의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 보면 2003년 1백 7

십만 여건의 CT 청구건수가 지속 으로 격히 상승하

여 2009년에는 4백 8십여 만 건으로 증가하 고, 2005년 

이후 매년 20%정도의 증가추세를 보 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기 허 성 뇌졸  환자의 뇌 

류 CT검사 시 주요 선속 내외에 있는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장기들이 장기선량(Organ dose)을 측정, 평가하고

자 하 다. 한, 제조사가 제공한 protocol( 고정시간기

법)과 새로 용한 융합 protocol(조 제 추 기법)을 비

교 평가하여 선량을 이고자 하 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Phantom을 이용한 뇌 류 CT의 피폭선량 측정은 장

기선량 측정용 인체 모형의 Rando athropomophic 

phantom(ART-200X, Fluke biomedical, USA) [Fig. 1] 

과 학유리선량계 [Fig. 2]를 사용하 다. Rando 

Phantom은 , 폐, 기도 그리고 조직 등가물질의 성분으

로 이루어져 있는 인체와 동일 구조이다. Phantom은 36

개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면의 두께는 2.5 cm

이며, 175 cm의 길이와 75 kg의 체 을 갖는 성인에 비

교된다. 각 단면은 5 mm의 직경을 가진 구멍이 3 cm 간

격으로 배열되어 있어 열형 소자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있다. 유리선량계는 GD-300 series를 사용하

으며, 교정 차에 따라 방사선을 표  조사하고 교정하

여 사용하 다. 유리선량계는 인산유리에 Ag를 입힌 것

으로 그 원리는 방사선에 조사되면 방사선의 흡수량에 

비례하여 발 심이 형성되고 이것에 자외선을 비추면 

장 장의 형 이 방출되는 상(RPL ; Radio Photo 

Luminescence)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16][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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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ndo athropomophic phantom 

[Fig. 2] Glass dosimeter

[Fig. 3] Glass dosimeter measurement principle 

  

 

[Fig. 4] The glass dosimeter inserted into orbit  

2.2 연구방법

2.2.1 사용기기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64 Slice dual soure scanner 

(SOMATOM Definition, SIEMENS, Erlangen, 

Genmany)와 Syngo MMWP VE30A Multi-workplays 

(SIEMENS, Germany)를 사용하 습니다. 선량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선량계 소자(GD-300 series, Asahi Glass 

co. LTD, Japan)와 선량계 Reader(FGD-1000, Asahi 

Glass co. LTD, Japan), 항온기(DKN 302, yamato co. 

LTD, Japan), 기로(NEW-1C, HAYASHI DENK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습니다.

2.2.2 실험방법
뇌 류 CT검사 시 제조사가 제시한 로토콜인 고정

시간기법(Fixed time scan delay ; FTSD)과 조 제 추

기법(Bolus tracking ; BT)을 이용한 로토콜로 나 어 

시행하 으며, 치료결정에 결정  역할을 하는 고식  

CT(Non Contrast CT; NCECT)와 Penumbra 역과 

Infaction size 측을 한 류 CT(Perfusion CT; PCT)

를 시행한 후 5분이 지난 후 Occlusion vessels을 확인할 

수 있는 조  CT(CT Angiography; CTA) 3 series

의 조건을 용하 다. 각 장기가 받는 Organ dose인 흡

수선량 측정을 해 유리선량계 소자를 Rando phantom

내의 홀에 삽입하여 측정하 다[9][Fig 4]. 

장기의 치선정은 검사 주요선속내외의 장기인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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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감수성이 민한 장기로 기 핵(basal ganglia), 안와

(orbit), 타액선(salivary gland), 갑상선(thyroid gland), 

유방(breast), 생식선(genital grand) 6곳을 선정하 으며, 

오른쪽, 왼쪽에 각각 1개씩의 소자를 삽입한 후 측정하

고, 측정값의 오차를 이기 해 3회 반복 측정을 시행

해 평균값을 얻었다. 한 유리선량계의 장기 치를 측

정하기 하여 뇌 류 CT 검사를 시행한 50  남성의 

Scanogram과 축상면(axial) 이미지를 이용하여 폐를 제

외한 Rando Phantom에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 핵, 안

와, 타액선, 갑상선, 유방, 생식선의 치  부피를 팬텀

내의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유리선량계를 삽입할 

홀의 치를 선정하기 해 팬텀과 인체의 상 장기를 

일치시키고자 실제 환자의 축상면 이미지와 Phantom의 

축상면 이미지의 면 과 일치시키기 해 확 율을 용

시켜 Phantom내부에 장기모형을 그렸다[17]. 자료처리

는 SPSS 18.0 ver.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표

편차로 표시하 다. Organ dose의 평가는 Paired Sample 

T-test로 분석하 으며, 통계학  유의성은 p<0.05의 범

로 하 다.

3. 연구 결과
3.1 고정시간기법에서의 흡수선량

실험결과 주요선속내의 뇌 역의 기 핵에서 평

균흡수선량이 오른쪽 266.4 mGy, 왼쪽에서 260.2 mGy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안와에서 256.6 mGy (Rt.), 

240.5 mGy (Lt.)로 측정되었다. 주요선속과 인 한 장기

인 타액선에서 135.2 mGy (Rt.), 133.1 mGy (Lt.)로 100 

mGy가 넘는 선량이 측정되었으며, 갑상선에서 76.8 

mGy (Rt.), 77.4 mGy (Lt.)로 나타났다. 주요선속에서 비

교  멀리 떨어진 유방과 생식선에서는 1.4 mGy (Rt.), 

1.1 mGy (Lt.)와 0.1 mGy (Rt.), 0.1 mGy (Lt.)로 선량이 

측정되었다.

3.2 조영제 추적기법에서의 흡수선량

고정시간기법과 마찬가지로 기 핵에서 오른쪽 

213.4 mGy, 왼쪽 200.9 mGy로 가장 높았으며, 안와에서 

180.7 mGy (Rt.), 169.1 mGy (Lt.)로 높게 측정되었다. 

고정시간기법과 비교하여 기 핵은 19.9 % (Rt.), 22.8 

% (Lt.) 었으며, 안와는 29.6 % (Rt.), 29.7 % (Lt.) 었

다. 주요선속과 인 한 장기인 타액선은 125.5 mGy 

(Rt.), 125.4 mGy (Lt.) 측정되어 7.2 % (Rt.), 5.8 % (Lt.) 

감소하 고, 갑상선은 46.2 mGy (Rt.), 60.3 mGy (Lt.)

로 측정되어 각 39.8 % (Rt.), 22.2 % (Lt.)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주요선속에서 벗어난 유방과 생식선

은 각각 1.1  mGy (Rt.), 1.0 mGy (Lt.)와 0.08 mGy 

(Rt.), 0.07 mGy (Lt.)로 나타나 19.5 % (Rt.), 9.2 % (Lt.) 

그리고 26 % (Rt.), 25 % (Lt.)로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organ doses and protocols.

             (unit : mGy)

Organ Site FTSD BT Reduction 
rate(%)

Basal ganglia
Rt. 266.4±10.8 213.4±3.1 19.9

Lt. 260.2±11.1 200.9±2.9 22.8

Orbit
Rt. 256.6±8.0 180.7±4.2 29.6

Lt. 240.5±8.6 169.1±2.4 29.7

Salivary gland
Rt. 135.2±2.4 125.5±1.9 7.2

Lt. 133.1±1.8 125.4±9.4 5.8

Thyroid gland
Rt. 76.8±3.2 46.25±14.8 39.8

Lt. 77.4±5.9 60.31±1.8 22.2

Breast
Rt. 1.4±0.08 1.13±0.07 19.5

Lt. 1.17±0.05 1.06±0.11 9.2

Genito gland
Rt. 0.11±0.01 0.08±0.01 26.0

Lt. 0.1±0.01 0.07±0.01 25.0

FTSD : Fixed time scan delay, BT : Bolus              

Tracking, Rt : right, Lt : left

3.3 Phantom실험에서의 CTDIVOL과 DLP

CTDIvol과 DLP의 결과값은 장비에서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 다. Perfusion CT에서 CTDIvol과 DLP값은 고정

시간기법에서 431.48 mGy, 1243 mGy로 측정되었고, 조

제 추 기법에서 323.61 mGy, 932 mGy로 측정되었다. 

한 총 DLP값도 3148 mGy·cm에서 2824.67 mGy·cm로 

10.3 % 감소하 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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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TSD BT p-value

NCECT(CTDIvol) 56.18±0.00 56.18±0.00 _a

NCECT(DLP) 961.00±0.00 961.00±0.00 _a

PCT(CTDIvol) 431.48±0.00 323.61±0.00 0.001

PCT(DLP) 1243.00±0.00 932.00±0.00 0.001

CTA(CTDIvol) 41.13±0.00 41.01±0.10 0.184

CTA(DLP) 934.67±2.31 932.67±35.80 0.648

<Table 2> Results of CTDIvol and DLP value in phantom.

(unit : mGy·cm)

_a : No change

FTSD : Fixed time scan delay, BT : Bolus Tracking, NCECT 

: Non-contrast enhance computed tomography, PCT : Perfusion 

computed tomography, CTA :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4. 고찰
상의학의 일반 인 경향과는 조 으로 1999년 

MDCT(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가 개발

되어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날로 그 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방사선 노출에 한 험이 

증가하고 있다[18]. 이제 CT는 거의 모든 질병을 진단하

고 치료하는데 아주 기본 인 검사로 없어서는 안 될 

요한 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T의 이용률이 증가하

면서 새롭게 두되는 것은 검사를 받는 사람의 피폭선

량이다. 장비 성능의 발 과 더불어 검사 시 많은 양의 

정보를 얻다보니 자연스럽게 피폭선량이 늘어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에서 검사에 한 피폭선량의 

평가는 매우 요하며, 국민 방사선 보건의 에서 진

단 방사선  평균 방사선의 기여도가 높은 CT에서 피검

자의 선량평가는 의미가 크다.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원

자력기구(IAEA) 등 6개 공동기 이 1996년에 Basic 

Safety Standards(BSS) No. 115에 권고하고 있으며, 국

제방사선방어 원회는 각 국가가 자국 실정에 맞게 의료

피폭 감을 하여 환자선량 권고량(Diagnostic 

Reference Level)를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0 

ICRP 권고에 따른 방사선방어의 주목 은 방사선 피폭

을 발생시키는 유익한 행 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한 한 방어기 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의료피폭은 환자에게는 손해보다는 직 인 

이익을 가져오는 진료에 한해 허가되는 정당성을 확보한 

행 로서 “진단 상의 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범

에서 방사선량을 최소한으로 최 화해야 하며 각각의 

진료행 에 한 선량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라고 권고

하고 있다. ICRP에서는 의료에서의 방사선방어와 안

에 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의료피폭 감을 한 

DRL 용을 각 국에 권고한 바 있다[19]. 본 연구에서 나

온 팬텀실험 결과에서의 CTDIVOL값은 NCECT와 CTA 

Series에서 각각 56.18mGy, 41.01mGy로 우리나라

(60mGy), 미국(60mGy), 독일(60mGy), 국(100mGy)을 

비롯한 부분 나라의 권고량[19]보다 작았다. 더불어, 

PCT에서는 431.48mGy로 3∼4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CT특성상 좁은 선속으로 검사부 를 집  스캔하

기 때문이다. 이런 에서 PCT에서 CTDIVOL값을 

431.48mGy에서 323.61mGy로 25%정도 감소시킨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 PCT에서 DLP값은 기존 

로토콜로 측정한 결과 1243.48mGy·cm로 우리나라

(1,000mGy·cm), 국(930mGy·cm), 독일(1100mGy·cm) 

등 부분 나라의 권고량[19]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하지만 융합 로토콜(Bolus tracking기법)을 용

하여 PCT를 시행한 결과 932.00mGy·cm로 25% 감소시

켜 다른 나라의 권고량 이하임을 알 수 있다. ICRP 60은 

확률  험의 지표로서 유효선량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이를 산출하기 해서는 인체 내 장기  조직의 

흡수선량 분포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 시 체내 장기의 선량을 직  측정하기는 불가능하

다. 부분의 연구는 몬테카를로 계산방식에 근거한 장

기의 흡수선량  유효선량 평가 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 Shrimpton 등[20]은 자국 내 CT이용 황과 련된 

DB를 구축하고 MIRD형 모의 피폭체와 몬테카를로 계산

코드를 이용해 장기별 흡수선량을 평가하 고, Zankl 등

[21]은 남녀 성인 팬텀과 소아 복셀 팬텀을 이용하여 이

와 유사한 선량평가를 수행하 다. 모의 피폭체를 이용

한 시뮬 이션기법이 유효선량 평가에 주로 응용되어 왔

지만, 이 값  한 인 것이 아니며 통계를 이용한 

추정방법으로 회의 이다. 하지만 물리  실측 팬텀과 

학 유리 선량계측 시스템의 발달로 흡수선량을 측정할 

때 실측 팬텀내에 체내 장기의 치정보를 반 한다면 

장기별 피폭선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Fung 

등[22]은 Alderson Rando팬텀을 이용한 진단 방사선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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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유효선량을 평가한 바 있으며, 이는 CT선량 

평가에도 활용된 바 있다. 장기선량 평가에 있어 선량 

방사선이 암을 비롯한 이외 질환에 의한 사망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UN 원회(UNSCEAR)

등 방사선 계 국제 기 에서 연구가 진행 이다. 암 

이외의 질환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방사

선에 의한 염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UNSCEAR은 1982년의 보고서에서 선량 방사선에서

는 암 이외의 다른 사망 험 요인은 없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후의 일련의 동물실험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방사선과 련된 수명 손실을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일본 원폭 생존자의 수명연구(LSS ; Life Span 

Study)에서 얻은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는 이러한 가능

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의 인체 향에 한 

창기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1200mGy 정도가 향을 

유발하는 문턱값이라고 생각했다. 수치는 조사가 진행되

면서 300∼500 mGy로 떨어졌으며, 가장 최근의 LSS 추

조사에서는 150∼200 mGy가 가장 최선의 추정치인 것 

같다. 더욱이 피폭 향 계의 기울기는  가 르게 

다. 따라서 문턱값은 통계 으로 선형가설과 구별되지 

않으며, 이는 피폭 향 계에서 문턱값은 없다는 기존

의 가설을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장기들은 더욱이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에서 보듯 주요선속내의 장기들은 200 mGy가 넘는 피

폭을 받았고, 인 장기에서도 100 mGy가 넘는 선량이 

조사되어 선량으로 인한 피폭이 우려되며, 지 않은 

선량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미국 식품의약품(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뇌졸 의 진단과 치료를 

돕기 한 뇌 류 상검사 도  과도한 방사선 피폭이 

있었음을 확인하 고 과도한 방사선 피폭은 과 피폭 

상해에 한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백내장을 포함한 심

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발표하 다. 한 ICRP 

1990과 2007 권고안을 비교해보면 뇌 조직에 한 가

치가 증가되었고, 타액선부가 하나의 조직으로 분류되었

으며, 처음으로 구강 막과 외흉부 기도조직이 조직 가

치의 항목에 포함되었다[23]. 특히 신권고안 기 에 따

라 경부의 타액선, 갑상선 등이 포함되는 검사에서 30 

mGy 이상의 선량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를 면 히 찰

하여야한다[24]고 하여 팬텀을 이용한 뇌 류 CT검사의 

로토콜을 검토해 보고 장기선량을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팬텀실험 횟수가 었다는 

과 한 장비로만 실험한  그리고 NCECT와 CTA에서

는 선량감소방법을 용하지 못했다는 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기 허 성 뇌 류 CT검사 시 주

요선속 내외의 장기  조직의 흡수선량(Organ dose)을 

측정하고, 제조사가 제공한 고정시간기법(fixed time 

scan delay) 로토콜과 조 제 추 기법(bolus 

tracking) 로토콜을 용하여 측정한 결론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첫째, 팬텀과 유리선량계를 이용하여 장기 흡수선량을 

측정한 결과 장기 흡수선량은 기 핵(basal ganglia), 안와

(orbit), 타액선(salivary gland), 갑상선(thyroid gland), 유

방(breast), 생식선(genital grand)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둘째, 고정시간기법 로토콜을 용했을 때 266.43 

mGy ∼ 0.1 mGy로 측정되었으며, 조 제 추 기법 로

토콜을 용하 을 때 213.47 mGy ∼ 0.07 mGy로 측정

되었다. 

셋째, 선량값 CTDIvol과 DLP를 비교 평가한 결과, 

CTDIvol값은 고정시간기법에서 431.48 mGy, 조 제 추

기법에서 323.61 mGy로 25 %선량이 감소하 고, DLP

값은 고정시간기법에서 1243 mGy, 조 제 추 기법에서 

932 mGy로 25 %선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넷째,  로토콜의 총 DLP선량에서도 고정시간기법에

서 3147 mGy에서 조 제 추 기법 2824.67 mGy로 10.3 

% 선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선량 감소는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본 연구를 통해 뇌 류 CT검사 시 주요선속 내의 장

기 흡수선량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주변장기에

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 조 제 추 기법을 

이용하여 선량을 일 수 있음도 확인하 다. 이에 임상 

상의학검사에서 표  촬 기법을 수하고, 선량측정

을 통해 로토콜을 검함으로서 선량과 상의 최 화

를 한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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