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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BMI application to Urography CT by applying 
different tube voltages in accordance with body mass index. Group A (n = 38) with body mass index of lower 
than 25 was examined with tube voltage of 100 kVp while Group B (n = 45) with a BMI of 25 and higher was 
examined with tube voltage of 120 kVp. C group (n = 37) with body mass index (BMI) of lower than 25 was 
examined with tube voltage of 120kVp. Although the difference in average dose between group A (100 kVp) and 
group C (120 kVp) with low body mass index (BMI) of lower than 25 was 214.8 mGy · c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qualitative evaluation and, compared with patient group with body mass index of 25 and 
higher, results obtained were rather good.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tube voltage of lower than 100 
kVp does not have adverse effect on the quality of image for patients with body mass index (BMI) of lower tha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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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급성 측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일반
적으로 요로결석을 가장먼저 의심하게 된다. 요로
결석은 측복부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전체 응급실 내
원 환자의 1%와 병원 입원환자의 1%를 차지한
다.[1,2] 요로결석의 진단을 위해서 고식적인 방법으
로 경정맥 요로조영술(Intravenous urography, IVU)
이 이용되었으나 검사 소요시간이 길고 조영제 주
입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나 신장 독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며 진단 시 민감도 52%, 
특이도 94%로 결석의 평가에 제한점을 갖고 있
다.[3] 또한 경정맥 요로조영술의 검사결과에서 정
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급성 측복부 통증의 다른 원
인을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컴퓨터단층촬영

(CT)은 비뇨기계의 횡단면을 나타내므로 요관 내에 
위치한 결석을 나타낼 수 있으며 결석의 정확한 위
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김봉수 등의 연구결과 컴
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요로결석의 진단 시 민감
도 98%, 특이도 95%로 경정맥 요로조영술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4] 그러나 컴퓨터단
층촬영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된다는 단점을 
지닌다. 특히 비교적 젊은 환자의 경우 고유방사선 
피폭증상이 발생하므로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진단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5,6]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량의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 선량 저감화를 위하여 관전압을 낮추어 검사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관전압은 낮출수록 영상 잡
음이 증가하며 특히 비만 환자에서 이러한 현상은 
크게 증가한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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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검사를 시행 시 환자의 체질량 지수와 
CT선량지표(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 
CTDI), 방사선량×길이(dose length product, DLP) 값
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여 선량의 감소에 대한 유용
성을 평가하며 최적의 검사조건을 임상에 적용, 제
시함으로써 피상의 질환을 감별하는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가장 낮게 피폭방사선량을 유지(ALARA)하여 
방사선 방호의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II. MATERIAL AND METHODS

1. 연구 대상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 일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비뇨기계 CT 검사를 시행한 환자 120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120명 중 여성은 42명 남성
은 78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8세에서 75세로 평균연
령은 50.2세였다. CT 검사 시 측정한 신장과 체중을 바
탕으로 체질량 지수(BMI)를 계산하였으며 체질량 지수
가 25 이하인 환자는 75명(62.5%), 체질량 지수가 25 이
상인 환자는 45명(37.5%) 이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CT 장비는 GE(USA)사의 

Optima 660 CT 이며 체질량 지수에 따라 세 그룹
으로 구분하고 관전압을 변화시켜 검사하였다. 기
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의 분류는 대한비만학회의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 체중군으로 구분되는 체질
량 지수인 25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었다. A그룹
(n=38)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며 관전압 100 
kVp로 검사하였고 B그룹(n=45)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며 관전압 120kVp로 검사하였다. C그룹
(n=37)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며 관전압 
120kVp로 검사하였다. 검사 시 이용된 프로토콜은 
Table 1과 같다. 영상의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신장의 횡단면(axial image)과 관상면(coronal 
image)에서 일정크기의 관심영역(region of image, 
ROI)을 설정하고 해당 관심영역내의 잡음(noise), 
신호 대 잡음 비(signal-tonoise ratio, SNR), 조영 증
강 대 잡음 비(contrast-to-noise ratio, CNR)를 측정하
였다(Figure 1). 잡음은 관심영역의 CT 음영(density)

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정의하였다.

Table 1. Urography CT scan parameters in this study
parameters Conditions

Tube voltage(kVp) 100 to 120
Tube current(mA) 400

Slice thickness(mm) 1.25 
Pitch&Speed(mm/rot) 0.984:1
Rotation time(msec) 0.8

SFOV(mm) Large body

  

(a) Axial image (b) coronal image
Fig. 1. Setting up the ROI for quantitative analysis in 

axial, coronal images. 

3.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SPSS ver. 20.0 

(Chicago, Illinois, USA)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나이, 체질량 지수, 잡음, 신호 대 잡음 비, 방사선 
피폭 량, 영상의 질에 대한 평가 점수를 비교분석 
하고자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각 그룹 간의 환자 
수가 진단에 적합한 영상을 얻는데 알맞은지 확인
하고자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체질량 지수와 
혈관 조영 증강 정도 및 잡음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영상의 질의 평
가방법은 두 명의 영상의학과 의사와 10년 이상 
CT실에서 근무한 방사선사가 협의로 분석 하였으
며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Table 2). 세 환자군 간
의 방사선 피폭량은 PACS로 전송되어진 선량보고
서의 DLP 값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Table 2. The clinical image evaluation table Urogrpahy CT
임상 영상 평가표 (복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준점수
1 2 3 4 5

인공물
1.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없다.
2. Beam-hardening artifact가 없다.
3. Ring artifact가 없다.
4. 그 외의 인공물이 없다.

해상도 및 대조도

신장의 윤곽이 나타난다.
2. 요로의 결석이 구분된다.
3. 결석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4. 결석의 경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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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

Table 3은 세 그룹간의 환자특성을 나타낸 것이
다. 그룹 간에 연령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그

룹과 C그룹 간에 체질량 지수도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각 그룹의 평균 체중은 A 그룹 62.0 kg(45-79 
kg), B그룹 76.5 kg(62-110 kg), C그룹 64.3 kg(52-80 
kg)이었다.  

Table 3. Patient Characteristics for the Tree Groups

Characteristics
Group A(n=38)

BMI<25
100 kVp

Group B(n=45)
BMI>25
100 kVp

Group C(n=37)
BMI<25
120 kVp

P Value

A vs B A vs C B vs C

No. of female/male patients 11/27 13/32 9/28

Age(year) 51.5 ± 10.5 53.4 ± 9.7 50.1 ± 11.6 .666 .494 .225

BMI 22.3 ± 1.6 28.2 ± 3.3 22.4 ± 1.4 <.001 .216 <.001

Table 4는 신장과 요관 에서의 A, B, C 세 그룹 
간의 잡음, 신호 대 잡음비, 대조도 대 잡음비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신장 내의 영상 잡
음은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Group A; 25.21 ± 6.08 HU, Group B; 24.03 
± 4.98 HU, p=0.80), 그룹 A와 그룹 C 사이(Group 
A; 25.21 ± 6.08 HU, Group C; 18.11 ± 3.02 HU, 
p=<0.001), 그룹 B와 그룹 C 사이(Group B; 24.03 ± 
4.98 HU, Group C; 18.11 ± 3.02 HU, p=<0.001)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룹 A에서 그룹 C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25.21 ± 6.08 HU 와 
18.11 ± 3.01 HU, p < 0.001). 신장내의 신호 대 잡
음비는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Group A; 24.00 ± 5.98 HU, Group B; 
19.01 ± 4.21 HU, p=<0.001), 그룹 A와 그룹 C 사이
(Group A; 24.00 ± 5.98 HU, Group C; 26.00 ± 5.00 
HU, p=0.015), 그룹 B와 그룹 C 사이(Group B; 
19.01 ± 4.21 HU, Group C;  26.00 ± 5.00 HU, 
p=<0.0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룹 A 
보다 그룹 C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Group A; 
24.00 ± 5.98 HU, Group C;  26.00 ± 5.00 HU, p < 
0.001). 신장 내에의 대조도 대 잡음비는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Group A; 18.14 ± 4.99 HU, Group B; 14.02 ± 
2.98 HU, p=<0.001), 그룹 A와 그룹 C 사이(Group 
A; 18.14 ± 4.99 HU, Group C; 20.00 ± 3.97 HU, 

p=<0.001). 그룹 B와 그룹 C 사이(Group B; 14.02 ± 
2.98 HU, Group C; 20.00 ± 3.97 HU, p=<0.001)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룹 A에서 그룹 C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Group A; 18.14 ± 
4.99 HU, Group C; 20.00 ± 3.97 HU, p < 0.001). 요
관 내의 영상 잡음은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Group A; 23.63±10.9 HU, 
Group B; 22.01±11.0 HU, p=0.525), 그룹 A와 그룹 
C 사이(Group A; 23.63±10.9 HU, Group C; 17.12 ± 
7.96 HU, p=0.525), 그룹 B와 그룹 C 사이(Group B; 
22.01±11.0 HU, Group C; 17.12 ± 7.96 HU, 
p=0.004)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룹 A
에서 그룹 C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25.21 ± 
6.08 HU 와 17.12 ± 7.96 HU, p=0.013). 요관 내의 
신호 대 잡음비는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Group A; 24.01 ± 6.00 HU, 
Group B; 19.65 ± 4.01 HU, p=<0.001), 그룹 A와 그
룹 C 사이(Group A; 24.01 ± 6.00 HU, Group C; 
26.03 ± 5.02 HU, p=0.012), 그룹 B와 그룹 C 사이
(Group B; 19.65 ± 4.01 HU, Group C;  26.03 ± 5.02  
HU, p=<0.001)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
룹 A 보다 그룹 C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Group A; 24.01 ± 6.00 HU, Group C;  26.03 ± 5.02 
HU, p < 0.001). 요관 내에의 대조도 대 잡음비는 
그룹 A와 그룹 B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Group A; 18.20 ± 5.01 HU,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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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2.99 HU, p=<0.001), 그룹 A와 그룹 C 사이
(Group A; 18.20 ± 5.01 HU, Group C; 20.07 ± 4.01 
HU, p=<0.001). 그룹 B와 그룹 C 사이(Group B; 
14.13 ± 2.99 HU, Group C; 20.07 ± 4.01 HU, 
p=<0.001)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룹 
A에서 그룹 C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Group 
A; 18.20 ± 5.01 HU, Group C; 20.07 ± 4.01 HU, 
p=0.037). 

Table 4. Objective Image Quality Parameters in Three 
Groups

Parame
ter

Group A 
(n=37)

Group B 
(n=45)

Group C 
(n=38) P value

BMI<25,
 100kVp

BMI>25,
120kVp

BMI<25, 
120kVp A vs B A vs C B vs C

Noise

Kidney 25.21 ± 
6.08

24.03 ± 
4.98

18.11 ± 
3.02 0.80 <0.001 <0.001

Ureter 23.63 ± 
10.9

22.01 ± 
11.0

17.12 ± 
7.96 0.525 0.013 0.004

SNR

Kidney 24.00 ± 
5.98

19.01 ± 
4.21

26.00 ± 
5.00 <0.001 0.015 <0.001

Ureter 24.01 ± 
6.00

19.65 ± 
4.01

26.03 ± 
5.02 <0.001 0.012 <0.001

CNR

Kidney 18.14 ± 
4.99

14.02 ± 
2.98

20.00 ± 
3.97 <0.001 0.013 <0.001

Ureter 18.20 ± 
5.01

14.13 ± 
2.99

20.07 ± 
4.01 <0.001 0.037 <0.001

BMI=body mass index, SNR=signal to noist ratio, CNR=contrast to noise ratio

Table 5는 그룹별 DLP값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
다. A그룹은 DLP값이 309.7±40.6으로 나타났고 B
그룹은 685.1±71.7, C그룹은 524.5±45.8로 나타났
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B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전압 120 kVp를 사용한 C 그룹, 관전
압 100 kVp를 사용한 A그룹의 순으로 선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 그룹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은 영상의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횡
단면상과 관상면상에서 영상의 인공물과 해상도 
및 대조도와 관련된 항목만을 평가 한 것이다.  각 
문항당 5점 척도를 기준으로 4개 문항에 대한 각 
항목의 총점을 20점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룹 A의 인공물에 대한 4명의 관찰자 평균값
은 18.90±0.35, 그룹 B의 인공물에 대한 4명의 관
찰자 평균값은 17.96±0.51, 그룹 C의 인공물에 대
한 4명의 관찰자 평균값은 18.97±0.44로 B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룹 A의 해상력 및 대조도에 
대한 4명의 관찰자 평균값은 19.37±0.70, 그룹 B의 
해상력 및 대조도에 대한 4명의 관찰자 평균값은 
17.76±0.60, 그룹 C의 해상력 및 대조도에 대한 4
명의 관찰자 평균값은 19.83±0.75로 C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 DLP value comparison results by group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P-value

A 38 309.7 40.6 0.000

B 45 685.1 71.7 0.000

C 37 524.5 45.8 0.000

Table 6. Results of evaluation by the clinical image 
evaluation table

Item
Observer*

Avg. SD P
1 2 3 4

Group A

Artifact 19.25 18.80 19.14 19.11 18.90 0.35 0.034

Res.& Cont. 19.07 19.18 19.45 19.76 19.37 0.70 0.041

Group B

Artifact 17.70 18.17 18.03 17.95 17.96 0.51 0.025

Res.& Cont. 17.15 16.90 18.62 18.35 17.76 0.60 0.042

Group C

Artifact 19.06 18.30 19.00 19.50 18.97 0.44 0.035

Res.& Cont. 19.11 19.52 20.63 20.06 19.83 0.75 0.037

*The average of clinical image evaluation values with 120 patients. Res. & cont.; 
resolution and contrast, Avg.;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less than 

0.05.

IV. DISCUSSION

컴퓨터단층촬영을 이용한 요로결석 진단의 유용
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져 왔다.[8,9] 
매우 짧은 검사시간으로 환자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었으며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므로 
신장기능이 저하되어진 환자에서도 검사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석회화를 포함한 결석뿐만 아니라 
경정맥 요로조영술에서 보여주기 힘든 요산결석, 
시스틴결석 등과 같은 방사선 투과성이 높은 결석
들도 주위 연부조직보다 현저히 높은 음영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컴퓨터단층촬영은 방사선량이 매우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방면에서 
선량의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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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도 그 중 하나이다.  체질량 지수는 CT 검
사 시 영상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체질량 지수가 높아질수록 영상 잡음이 증
가되고 이로 인하여 영상의 질적 저하가 수반된다. 
또한 선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영상 잡음의 증
가가 발생하여 영상의 질은 저하되어진다.[10,11] 무
조건적인 조사 조건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영상의 
질적 저하를 동반한다. 임상에서 실제 CT 검사를 
하는 방사선사들은 프로토콜의 적용 시 영상의 화
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량을 증가시
켜 검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환
자에 따라 불필요한 피폭선량의 증가를 초래하기
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로 낮은 환자 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
룹은 관전압을 100 kVp로 낮추어 CT 검사를 시행
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통상적인 120 kVp로 촬영
하여 비교하였는데 두 그룹간 평균 선량의 차이는 
214.8 mGy·cm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정성적 평가
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질
량 지수가 25이상인 환자군과 비교하여서는 오히
려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로 낮은 환자는 관전압을 100 kVp 
로 낮추어 촬영하여도 영상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
로는 Scan 길이에 따른 선량의 차이를 적용하지 않
았으며, 체질량 지수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G社 장비 한 대만으로 측정하였으며 인체복부팬텀
을 이용한 연구의 부재와 표본추출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
며 향후 체질량 지수를 좀 더 다양하게 나누어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V. CONCLUSION

모든 방사선 검사는 검사 과정에서 정당화
(Justific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당화만
을 강조하면 불필요한 피폭으로 인하여 환자를 위
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
적의 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피폭선량과 영상의 화질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 체질량 지수가 25이하인 
환자군 에서는 100 kVp의 관전압으로 검사하여도 
충분히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환자의 피
폭선량은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
로 환자의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하여 요로결석 진
단을 목적으로 하는 CT 촬영에서는 반드시 체질량 
지수에 따른 프로토콜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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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계 CT 검사 시 체질량 지수 적용의 유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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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전압을 적용하여 비뇨기계 CT 검사 시 체질량 지수 적
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A그룹(n=38)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며 관전압 100 kVp로 검사하였
고 B그룹(n=45)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며 관전압 120kVp로 검사하였다. C그룹(n=37)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이며 관전압 120kVp로 검사하였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로 낮은 A그룹(100 kVp)과 C그룹(120kV
p)의 두 그룹간 평균 선량의 차이는 214.8 mGy·cm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정성적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인 환자군과 비교하여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체질량 지수가 25 이하로 낮은 환자는 관전압을 100 kVp 로 낮추어 촬영하여도 영상의 
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심단어: 체질량지수, 선량길이곱, 관전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