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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 의료 분야에서 X선을 이용한 의료영상검사는 환자

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검사

이다. 검사된 X선 영상의 체계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영

상검사를 통한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의료영상검사의 적합한 수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X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향

상시키고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의 

영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방사선 영상검사 중 흉부

(Chest) 검사는 다양한 임상 진료 시 진단, 치료의 후속 절

차 수립 시 추가단계 결정을 위한 검사이다[1]. 짧은 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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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흉부방사선 영상의 평가는 시각에 의한 사진평가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방

사선 안전국 규정 평가표(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BRH)는 흉부방사선 영상의 해부학적 평가와 물리적 평

가를 합하여 평가하는 효율적인 영상 평가방법이다. 본 연구는 여성 351명의 흉부방사선 영상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와 허리둘레, 관전류량(mAs)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 평가표를 사용하여 

흉부 방사선 영상품질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17±4.73세이고, 허리둘레는 평균 66.91±4.67 cm이었다. 체질량지수 값의 평균은 

20.21±2.2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관전류량 평균값은 3.04±0.78이고,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 평균값은 

79.83±8.45이었다. 허리둘레가 커질수록 관전류량 값이 증가함으로 나타났으며, 체질량지수가 커질수록 mAs값도 

증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허리둘레, 관전류량,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 값은 체질량지수 값이 커지면 허리둘레와 

관전류량 평균값이 증가하였고,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 값은 체질량지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흉부검사 시 피검자의 신체두께나 체질량지수에 따라 자동노출제어 장치의 노출제어가 적절히 잘 이루어진 것

으로 생각되며,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신체두께가 커지고 또한 여성의 유방 두께도 증가하여 자동노출제어 장

치에 의한 노출량이 변화되어 영상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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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단한 검사과정, 적은 피폭선량으로 흉부의 질환을 한 

장의 평면영상에 나타낼 수 있다[2]. 그래서 외래 및 병동 환

자를 아울러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건강검진 시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다[3]. 진단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체 X선 검사의 30~40%가 흉부 방사선 검사로 보고되고 

있다[4-6]. 

흉부 검사방법은 뢴트겐이 X선을 발견한 1900년대 초에

는 형광판을 통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름과 증감지의 개발로 1980년대 후반까

지 필름-증감지 방식을 사용하였고, 1990년대 초 영상판

(Image plate, IP)을 이용하는 컴퓨터 영상방식(Computed 

radiography system, CR system)으로 발전하였고, 현재

는 디지털 영상방식(Digital radiography system, DR 

system)으로 점차 교체되고 있다[7].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영상 촬영 장치는 이온 전리조(Ion 

chamber)를 이용하여 영상의 농도에 필요한 적정한 방사선

량이 자동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노출 제어장치

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노출제어 기능은 X선 검사 중 

흉부검사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능이며, 1회 검사 시 노출

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0.1~0.2 mSv로 연간 피폭 허용량인 

1 mSv보다 매우 적다. Berrington 등의 연구 결과 흉부 방

사선 검사에 의한 암의 발생 빈도는 100만례의 검사 중 1례

로 복부나 골반검사의 30례, 요추검사의 40례 등 다른 X선 

검사에 비하여 그 빈도가 월등히 낮다고 보고된다[8].

최근에는 진단검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증가로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해

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방사선의 피폭선량만 

줄인다면 잡음(noise)의 증가로 영상의 질이 저하되므로 영

상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피폭선량의 조절이 

필요하다[7].

흉부는 해부학적으로 방사선 투과성이 매우 높은 폐와 낮

은 종격동 및 골성 흉곽조직이 함께 있어 적절한 단순흉부

사진을 얻는 것이 어렵고 또한 발생하는 병이 다양하여 세

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의료영상시스템 중 가장 먼저 

흉부방사선 영상의 품질관리가 시행되어 선진국에서 흉부 

방사선 사진에 대해서 결핵검진과 폐암검진에서 정도관리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용되는 X선 장치의 성능관리와, 

영상에 대한 품질관리와 선량평가에 대하여 많이 보고되었

다.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BRH),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일본결핵예방회, 일본산업의학종합연구소, 교토대학 흉부

질환연구소의 평가표에서 제시한 Guide line과 지침을 토대

로 영상품질관리와 평가가 시행되어 왔다. 이 중 BRH 평가

표는 생체의 흉부 방사선 영상 평가를 목적으로 미국의 

George Washington 대학병원의 영상의학전문의, 의학물

리학자,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품질관리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이다. 임상에서 환자의 영상은 환자 고유의 복잡

한 피사체 조건이나 생리적 움직임 등 환자요소가 포함되고 

있어 이 방법은 진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시각”에 

두고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X선 영상에 대한 정도관리에

는 여러 가지 조사 평가표가 있으나 각 평가법에는 장·단점

이 있어 영상에 맞는 적합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며, 흉부 방

사선영상의 평가에는 독영과 똑같이 시각에 의한 사진평가

가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시 흉부방사선 검사 중 여

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각적 검사를 통한 BRH 평가법을 

이용해 해부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으로 평가하여[10-11] 체

질량지수(BMI), 관전류량(mAs)과의 비교를 통해 영상의 품

질평가를 시행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장비 

본 연구는 부산소재 종합병원에서 2015년 건강검진 대상

자 중 1개월간 여성 361명의 디지털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 

임신 등의 이유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질환 유소견

을 보인 대상자 10명을 제외한 351명의 디지털 흉부 방사선 

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BMI 지수와 mAs에 의한 영

상품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영상검사에 사용된 장비는 

흉부전용 디지털 X선 장비(Innovison, Dong Kang, Korea)

를 사용하였으며, 검사조건은 125 kVp, 320 mA, 검사거리 

180 cm로 고정하였다. mAs는 흉부 양측 상단 2개 이온 전

리조에 의하여 자동노출제어 되어 환자 체형에 따라 변화된 

조사시간(Exposure time)에 관전류 320 mA의 곱으로 계

산하였다. 

2. 영상품질 평가 

검사된 영상의 품질평가는 BRH 평가법을 사용하였다[12]. 

BRH 평가는 Fig. 1의 흉부의 해부학적 도식을 기준으로 

Table 1과 식 1을 이용하여 해부학적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

으로 평가하여 산출하였으며, 흉부방사선 검사 경력 15년 

이상인 방사선사 2명에 의해 평가된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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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각 평가자의 품질평가 값은 급내상관계수를 도출하

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허리둘레, 키, 몸무게 값

을 수집하였고 키, 몸무게에 따른 BMI값을 계산하였다. 

BMI 지수는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18.5 미만(저체중), 

18.5~22.9(정상), 23~24.9(과체중), 25~29.9(경도비만), 

30~34.9(중등도비만), 35이상(고도비만)으로 구분하였으

며[12], 본 연구에서는 중등도비만 및 고도비만인 대상자가 

없어 저체중~경도비만 대상자를 BMI 1~4 그룹으로 구분하

여 전체 대상의 BMI, 허리둘레, mAs, BRH 값의 변화를 비

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 Medcalc (Ver 16.4.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NOVA test (Analysis of Variance) 

및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17±4.73세(23~47세)

이고 허리둘레의 평균은 66.91±4.67 cm(56~99 cm)이었

다. BMI값의 전체 평균은 20.21±2.23(15.20~28.10)으로 

나타났으며, BMI 그룹 1(저체중) 71명, 그룹 2(정상) 241명, 

그룹 3(과체중) 25명, 그룹 4(경도비만) 14명으로 나타났

다. 전체 대상자의 mAs 평균값은 3.04±0.78(1.28~8.64)

이고, BRH 평가를 위한 해부학적 점수는 84.07±8.83 

(56.5~100), 물리적 점수는 76.03±11.80(46~100)으로 나

타났으며, 평가자의 BRH 평균값은 79.83±8.45(58.75~100)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BRH값은 2명의 평가자에 의하

여 측정되었으며 평가자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급내상관

계수는 0.859로 나타나 각 평가자의 영상평가값은 일치하

였다(p<0.001). 

Table 2 Mean valu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mean±Sd ]

Age (year) 30.17±4.73

Waist circumference (㎝) 66.91±4.67

BMI 20.21±2.23

mAs 3.04±0.78

BRH 79.83±8.45

2. 체질량지수, 허리둘레에 따른 관전류량과 미국 

방사선 안전국 규정에 의한 평가표 분포도

Fig. 2는 자동노출제어 흉부 검사조건에 의한 mAs값의 

분포를 허리둘레와 BMI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허리둘레가 커질수록 mAs값이 선형으로 증가함으로 나타

났으며, b에서 BMI가 커질수록 mAs값도 증가하였다. 

Fig. 3은 BMI 변화에 따른 BRH 값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BRH 값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60~100점 사이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I 증가에 따라 약간 선형으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BMI 그룹에　따른 허리둘레, mAs, BRH 평균값과 통계 

처리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BMI 값이 커지면 허리

둘레와 mAs 평균값이 증가하며, BMI 1~4 그룹 서로 간에 

Fig. 1 Diagram of anatomical BRH analysis

Table 1 BRH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Chart

Anatomical Method (100)
Physical Method 

(100)

Bony thorax 

(10)

 ① Cortical margin
Contrast (35)

 ② Trabeculae

Graininess (20)Retrocardiac 

area (30)

 ③ Left diaphragm

 ④ Spine

Density (15)Trachea (15)  ⑤ Trachea visible to

Diaphragm (15)  ⑥ Diaphragm outline 

Detail (30)Pulmonary 

vasculature (30)

 ⑦ Maximum measurable 

to

Total score



    
×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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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BRH 평균값은 BMI 그룹 

1에 비하여 BMI 그룹 2가 증가한 값을 나타내었고, BMI 그

룹 3, 4는 BMI 그룹 1, 2에 비하여 대상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평균값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 BMI 그룹 4는 BMI 그

룹 1, 2에 비해 mAs값이 높고 BRH 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Fig. 4의 a에서 BMI 그룹 1, 2, 3은 각각 mAs값이 BMI 

증가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며, 평균값에 대한 변화 폭이 

적고 비교적 균등한 BRH 값을 나타내었다. 그룹 4는 그룹 

1, 2, 3에 비해 상대적으로 mAs 평균값이 높고 최저치와 최

대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4의 b에서 BMI 증가에 

따라 BRH 평균값이 낮아짐을 나타내고 1, 2 그룹에 비하여 

4그룹의 BRH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mAs값의 허리둘레, BMI와의 상관관계는 허리둘레에 비

하여 BMI가 높은 상관계수(0.7347)을 나타내었으며 허리둘

a

b

Fig. 2 Illustration of the mAs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waist circumference(a) and BMI(b) 

Fig. 3 Illustration of BRH distribution with increasing BMI

Table 3 Comparison of mean values of waist circumference, 

mAs, and BRH accordiog to BMI group    [mean±Sd ]

BMI Group (n) Waist circumference (㎝) mAs BRH

1 (79) 62.59±3.47* 2.50±0.29* 80.12±8.24*

2 (241) 67.12±3.23* 2.99±0.48* 80.49±8.30*

3 (25) 71.36±3.61* 3.89±0.75* 77.81±8.69

4 (14) 77.29±6.97* 5.17±1.66* 70.57±5.96*

* significant (p<0.05) (ANOVA)

a

b

Fig. 4 Comparison of mAs, BRH mean values according 

to BMI group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mAs, waist circumference

and BMI 

mAs Waist circumference BMI

mAs 1

Waist circumference 0.5342* 1

BMI 0.7347* 0.7338* 1

* significa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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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와 BMI와의 상관계수(0.7338) 또한 높게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Table 4).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내 검진센터에서 검사 되어진 

여성 건강검진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검자의 BMI에 

따른 허리둘레와 mAs와의 비교를 통해 영상품질 평가의 시

각적 평가방법인 BRH 평가법을 사용하여, 흉부 방사선 영

상의 품질에 대하여 해부학적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하여 영상품질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영상 검사 시 팬텀을 이용하여 체중과 신장

을 고려해 인체 두께에 대한 X선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와[13], 

환자 피폭선량과 영상품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되었

다[14].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BMI와 허리둘레, mAs와의 비

교를 통한 BRH 평가표를 이용한 영상품질 평가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BMI값의 전체 평균은 20.21±2.23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대상자의 mAs 평균값은 3.04±0.78이고, 

BRH 평균값은 79.83±8.45이었다. 허리둘레와 BMI가 커질

수록 mAs값이 증가함으로 나타났고, Tung 등[15]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이것은 흉부 검사 시 피검자의 신체두께나 

BMI에 따라 자동노출제어 장치의 노출제어가 적절히 잘 이

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BMI 변화에 따른 BRH 값의 분포

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BMI 지수의 증가에 따

라 약간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허리둘레와 mAs 평균값은 

BMI 값이 커지면 증가하였고, BRH 평균값은 BMI 값 증가

에 따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BMI가 증가할수

록 신체두께가 커지고 또한 여성의 유방 두께도 증가할 것

으로 생각되어지며, 이에 따라 자동노출제어 장치에 의한 

노출량이 변화되어 영상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이러한 자동노출제어장치에 의한 매개변수인 관

전압(kVp)과 관전류(mA), 조사시간(sec)에 의한 mAs는 오

차범위 내에서 조사 된다고 하지만 최적의 영상을 얻기 위

해서 BMI 지수가 높은 즉, 과체중, 경등도 비만 이상의 대

상자를 검사할 때는 자동노출 보다는 수동으로 매개변수를 

조절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수가 BMI 그룹 별로 균등하지 않고 정상체중 대상자

에 비하여 과체중, 경도 비만의 수가 적고, 중등도 비만 이

상인 대상자가 없으므로 추후 좀 더 많은 비만 대상자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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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Image Quality According to BMI of Digital Chest Radiography: 

Focusing on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Evaluation

Seong-jin Jin1)
･In-Chul Im2)

･Ji-Hwan Cho3)

1)
Gammaknife center,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2)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3)
Department of Health Care Clinic, Inje University Busan Paik Hospital

Visual evaluation of chest radiograph images is the most practical and effective method. This study 

compared the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and mAs with chest radiographs of 351 women. The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image quality of chest X-ray images by 

anatomical and physical methods.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30.17±4.73 and the average waist circumference was 66.91±4.67 

cm. The mean Body Mass Index value was 20.21±2.23, the mean value of mAs was 3.04±0.78, and the 

mean value of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 was 79.83±8.45. When the Body Mass Index value in-

creased, waist circumference and mAs mean value increased. The mean value of Body Mass Index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in Group 4 compared to Groups 1 and 2, with increasing Body Mass Index. 

Exposure control of the automatic exposure control system is considered to be well performed accord-

ing to body thickness or Body Mass Index at the time of chest radiography. As the Body Mass Index in-

creases, the thickness of the body increases and the breast thickness of the woman also increas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exposure amount is changed by the automatic exposure control device 

to affect the image quality. 

Key Words : Chest radiography, Body Mass Index(BMI), mAs, Bureau of Radiological Health(BRH), 

Image qu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