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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developed air mattress for reducing the 

deterioration of image quality due to the scattered radiation generated on the computed tomography equipment 

table. 5 cm and 10 cm thick air mattresses were developed and the image quality was measured by scanning the 

AAPM phantom according to thickness and thicknes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onfirmed by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Compared with the AAPM phantom scanned in the standard method, the image 

with the air mattres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ut when the air mattress was not applied, the CT number and 

uniformity were low and the noise was high, and the spatial resolution Respectively. The developed air mattress 

has no harmful effect on the diagnostic image, it is very effective in improving the image quality and can 

increase the CT image quality by simply applying Air Mattress to existing equipment without using the 

technology applied to the latest and high-co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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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전산화단층촬영은 일정한 속도로 환자를 이동시

키면서 검사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이 조사되는 부위에 테이블이 존재

하게 되면 테이블로부터 산란된 산란선이 발생하

게 되지만,[1] 현재 임상에서는 테이블로 인한 화질 

저하에 대해서 현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산화단층촬영장비 테이블에 주로 사용되

고 있는 재질은 아크릴이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과 물질의 가공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아크릴을 테이블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0 m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2] 카본의 

경우에는 기계적 강도와 방사성 투과성이 높고, 밀

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3,4] 여러 의료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다.[5] 그러나 카본에서도 작지

만 산란선은 여전히 발생하여 화질의 저하가 발생

하고 카본 테이블은 제작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경

제적인 부담이 있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크릴 

테이블에서 카본 테이블로의 도입은 어려운 현실

이므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Air gap Technique은 방사선촬영과 유방촬영

(Mammography) 분야에서 환자와 영상 검출기 사이

에 Air gap을 적용함으로써 Detector에 도달하는 산

란선을 줄여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는 화질 향상 기

술 중의 하나이다.[6-8] 이를 응용하여 전산화단층촬

영장비 테이블과 환자 사이에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를 개발하여 Air gap을 형성시킨다면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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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될 것이다.

이에 에어 매트리스를 개발하여 AAPM 팬텀의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유무와 두께에 따른 

CT(Computed Tomography) 영상을 비교 분석하여 

에어 매트리스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것에 그 목적

이 있으며, 개발한 에어 매트리스를 향후 임상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연구 장비

DECT(Dual Energy Computed Tomography; DECT, 

SOMATOM Definition Flash CT, Siemens Healthcare, 

Forchheim,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Fig. 1-A에 

나타내었다.

또한 AAPM CT Performance Phantom(Model 

CIRS-610 : nuclear associates, Carle Place. NY, USA)

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Fig. 1-B에 나타내었다.

A : CT equipment B : AAPM Phantom

Fig. 1. Image of Experimental equipment.
 

2. 영상 획득 방법

Standard 방식과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 cm, 10 cm의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 

했을 경우 AAPM Phantom의 모습은 Fig. 2에 나타

내었다. 각 방식에 따라 CT number calibration 블록, 

슬라이스 두께 측정 블록, 공간 분해능 측정용 블

록, 대조도 분해능 측정용 블록을 120 kVp, 250 

mA, 10 mm Collimation, 250 mm FOV, Standard 

Reconstruction Algorithm의 촬영조건으로 CT 스캔

하여 DICOM 영상으로 저장하였다.[9]

A: Standard B: None

C: 5 cm D: 10 cm

Fig. 2. AAPM Phantom applied Image.

3. 영상 평가

CT 근무경력 5년 이상의 방사선사 5인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AAPM 팬텀의 CT 스캔 영상을 평

가하였다.

3.1 CT number와 Noise

CT number calibration 블록을 스캔한 영상의 중

앙부에서 6시 방향, 1/4지점에 40 mm × 40 mm의 

사각 형태의 ROI(A)를 설정하여 신호강도(CT 

number)와 표준편차(Noise)를 구하였으며, Fig. 3-A

에 나타내었다.

3.2 균일도(Uniformity)

ROI(A)와 동일한 크기의 ROI를 중앙에서 주변부

로 2/3지점에 3시[ROI(B)], 9시[ROI(C)], 12시

[ROI(D)] 방향에 설정하고 각각의 신호강도를 측정

하여 얻어진 측정값을 Eq. (1)에 대입하여 얻은 값

을 균일도로 사용하였으며, Fig. 3-B에 나타내었다.



 (1)

3.3 공간 분해능

공간 분해능 측정용 블록을 스캔한 팬텀 영상의 

Window width와 Window level을 각각 300∼ 400,  

- 200∼ - 100 HU 사이로 조절하여 모니터로부터 

50 cm 이상 떨어져서 0점에서 100점으로 정성적으

로 평가하였으며, Fig. 3-C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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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조도 분해능

대조도 분해능 측정용 블록을 스캔한 팬텀 영상

의 Window width와 Window level을 각각 300과 0

∼ 100 HU 사이로 조절하여 모니터로부터 50 cm 

이상 떨어져서 0점에서 100점으로 정성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Fig. 3-D에 나타내었다.

3.5 절편 두께

Slice thickness 블록을 스캔한 영상의 직사각형 

알루미늄 판의 긴 변에 수직으로 두께를 CT 장비

의 Measurement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Fig. 3-E에 나타내었다.

(A) CT number, noise (B) Uniformity

(C) Spatial resolution (D) Contrast resolution

(E) 5mm Slice thickness

Fig. 3. Measurement of AAPM Phantom Scan image.

4. 통계학적 분석

SPSS Ver. 23.0 (IBM Co, Chicago, USA)을 이용

하여 영상품질관리 항목의 변화에 대한 정규성 검

정을 시행한 결과 정규분포가 성립하여 모수적 통

계 분석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뢰구간을 95%로 정하

여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Tukey 사후검정을 이

용하여 각 그룹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RESULT

표준 스캔 방식과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

은 경우와 5 cm, 10 cm의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 했

을 경우 AAPM 팬텀의 영상은 CT Number와 노이

즈, 균일도, 공간분해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p < 0.05), 대조도 분해능

과 절편두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 > 0.05).

Tukey 사후 분석 결과 표준 스캔한 영상과 비교

했을 때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했을 때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았

을 때 CT Number와 균일도가 낮아지고 노이즈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분해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Evaluation of AAPM Phantom CT image

Metrics Division
Air mattress(cm)

S
a

0
b

5
c

10
d

CT
Number

N 50 50 50 50

Mean 1.29 0.80 1.30 1.31

±SD 0.16 0.10 0.08 0.09

F 262.424

p 0.000
*

Tukey b<a,c,d

Noise

N 50 50 50 50

Mean 4.17 4.32 4.20 4.20

±SD 0.10 0.07 0.10 0.09

F 29.213

p 0.000
*

Tukey b<a,c,d

Uniformity

N 50 50 50 50

Mean 0.15 0.46 0.13 0.12

±SD 0.05 0.15 0.06 0.07

F 158.358

p 0.000
*

Tukey b<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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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검사와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CT 테이블은 진

단 영상에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환자를 일

정하게 이동시키는 목적을 가진다.[2] 이러한 화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CT 테이블과 팬텀의 사이

에 Air Gap을 두기 위한 5 cm, 10 cm의 에어 매트

리스를 개발하여 AAPM 팬텀의 영상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방사선 치료 장비의 테이블은 처방 및 치료선량

(Treatment dose)의 정확성을 위하여 카본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지만,[3,4] 약 2∼5%의 전형적인 선량감

쇠(Dose attenuation)가 나타나며,[10,11] 이러한 선량감

쇠는 빔의 각도에 따라서 4배까지도 증가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12-14] 그러나 이러한 카본보다 낮

은 방사성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아크릴을 테이블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0 mm 이상의 두께가 필요

하며, 이러한 아크릴 테이블이 현재 임상에서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영상의 질이 저하되고 있

다.[2] 

Kalra et al은 차폐체로 인한 화질저하를 개선하

기 위하여 차폐체와 팬텀 표면 사이에 두께가 다른 

폼 패드 (1, 2, 6 cm)를 삽입하여 팬텀과 차폐체 사

이의 거리를 증가시켜 화질을 개선하였다.[15] 본 연

구 결과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적용했을 때 표준스캔 영상과 근접한 영상이 나타

났으며, 개발된 에어 매트리스는 2 mm의 폴리우레

탄을 제외하면 공기가 주된 물질이며 공기는 CT 

Number에 이상을 미치지 않으며 에너지 변화에 따

른 CT Number의 영향이 거의 없어 영상에도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16]

의료시장에서 병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의료 신기술과 다양한 경영전략 그리고 고객 지향

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17] 이러

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

한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다.[18,19] 현재 환자

에게 편안함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CT나 SPECT

와 같은 단층촬영의 경우 왜곡의 영향이 덜 하여 

테이블 위에 평평하고 딱딱한 테이블 위에 환자 보

호용 패드를 덧대어 주고 있지만, 환자로 하여금 

딱딱한 곳에 누워있는 느낌은 여전히 주게 되며, 

환자의 둔부나 몸의 혈관이 압박되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등이 굽은 환자의 

경우 고통까지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 매트

리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단일 CT 기종만을 실험하

였으며, 임상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산화단층촬영장비의 에어 매트리스의 적

용은 최신 고가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테이블에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함

으로써 화질을 매우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어

느 의료기관에서나 즉시 시행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Ⅴ. CONCLUSION

전산화단층촬영장비의 테이블로 인하여 발생하

는 산란선으로 인한 화질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

여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유무와 두께에 따른 

AAPM 팬텀 영상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에어 매트

리스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에어 매트

리스를 적용했을 때 표준 스캔한 AAPM 영상과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

Spatial
resolution 

N 50 50 50 50

Mean 93.10 90.80 93.00 93.20

±SD 2.84 3.40 2.47 2.81

F 7.892

p 0.000
*

Tukey b<a,c,d

Contrast 
resolution

N 50 50 50 50

Mean 93.20 92.20 93.10 93.10

±SD 2.99 3.22 2.65 2.65

F 1.319

p 0.176

Tukey

Thickness

N 50 50 50 50

Mean 6.02 6.01 6.00 6.00

±SD 0.13 0.12 0.12 0.11

F 0.315

p 0.815

Tukey

Index:one way ANOVA, Tukey test, S : Standard Sca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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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때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신, 고

가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존

의 장비에 단순히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함으로써 

화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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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단층촬 장비 테이블의 에어 매트리스 용에 따른 화질평가

전상원,1,2,3 박재윤,4 서태석1,2,*

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체의공학연구소

3
동국대학교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4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요  약

전산화단층촬영장비 테이블로 인한 화질 저하의 경감을 위하여 개발한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의 유

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5, 10 cm 두께의 에어 매트리스(Air mattress)를 개발하여 적용 유무와 두께에 따

른 AAPM 팬텀을 스캔한 영상을 통하여 화질을 측정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

인하였다. AAPM 팬텀을 표준 방식으로 스캔한 영상과 비교했을 때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한 영상은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영상은 CT Number와 균일도가 낮아지고 노

이즈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분해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에어 매트리스는 진단 영상에 아

무런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질을 높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며 최신, 고가 장비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

용하지 않고도 기존의 장비에 단순히 에어 매트리스를 적용함으로써 화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중심단어: 전산화단층촬영장비, 에어 매트리스, 산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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