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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총 5대를 대상으로 한 진단용X선발생장치(DR)는 IEC 60601-2-54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현성 
시험에서 4대가 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1대의 X선 장치에서 C Group의 시험 설정인 진단용X선장치의 최고 관
전압의 50%와 관전류 시간 곱(mAs)이 1μGy에서 5μGy 사이의 인가출력량의 조합으로 측정한 항목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사선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표준으로 IEC 60601-2-54 표준규격에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현
성이 진단용 X선 영상장치 성능관리에 중요한 평가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 IEC 60601-2-54 표준규격, 진단용X선발생장치, 방사선 출력, 재현성

Abstract  For five diagnostic X-ray generators (DR), four units turned out to be appropriate in tests on the 
reproducibility of radiation output suggested in the IEC 60601-2-54 standard, but in one unit of the X-ray 
equipment, an item measured in a combination of 50% of the highest tube voltage of the diagnostic X-ray 
equipment, the test setting of Group C with authorized output doses between 1 μGy and 5 μGy of mAs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 As a result, the radiation dose to the IEC 60601-2-54 standard for quantification 
standards proposed by the radiation output from diagnostic X-ray imaging device reproduci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aware that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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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방사선 진단 부문의 활성화로 인해 각종 X선 장

치의 용과 련하여 의료 장에서 평상시의 작업 품질 

유지 문제가 두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에서는 그와 

같은 장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효과 으로 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X선 장치와 그 장치를 사

용하여 얻는 결과물에 하여 장 사용자에 의한 기능 

 성능 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 기기 자체의 

품질 유지에 도움을 주며, 사용자 는 환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 는 험을 경감하고자 IEC 61223 시리즈

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 다[1].

우리나라의 진단용X선발생장치에 한 품질 리는 

제조품질 리와 사용자품질 리로 나 어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품질 리 규격에 의해 안 하게 제조된 진단

용 X선발생장치는 병원에 설치된 후에도 제조 당시의 품

질이 그 로 유지되기 하여 인수시험에 이어 상태시험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어서 사용자품질 리에 해당하는 

일 성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2]. 그  일 성시험은 사

용자가 간단한 시험 기구를 이용하여 련기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방사선사의 입장에서 X선 장

치로 만들어지는 상의 품질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요한 시험이다.

일 성시험은 IEC 61223－2－11 표 규격에 상 진

단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의 성능을 묘사하거나 그것

에 향을 미치는 기능  라미터와 환자에게 불필요한 

조사(照 )를 방지하면서 한 상 표 을 유지하기 

해서 그런 라미터에 한 측정량의 변화가 허용 한

계 이내에 있는지를 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 성시험은 기기의 성능이 설정기 에 쉽게 재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일 성 시험 결과가 조사 인 

라미터의 변화에만 향을 받도록 고안 되어있고, 시

험도구와 시험장비의 범 는 최소한으로 유지되며 가능

한 경우 수동 이거나 본질 으로 단순하거나 상당히 안

정된 장치로 제한하여 임상 진단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부하조건으로 일 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직  촬  시스템에서 상 성능평가의 시

험조건으로 기능  라미터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시험

조건이 있다.

－X선원 장치의 방사선 출력

－수상 구역의 방사선 입력

－기하학  특성

－고 비 세부 묘사의 해상도

－X선 상 체에 걸친 학 농도 변화[3].

이  X선원 장치의 방사선출력은 X선에 의한 화질을 

결정하는 요한 평가 요소이다. 화질은 X선 장치의 출

력과 선질, 재 성(reproducibility)  직선성(liearity) 등

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러한 요소는 장시간 사용 시에도 

연속 으로 그 특성이 재 될 수 있어야 한다[4]. 특히, X

선의 재 성은 출력량의 일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압, 류, 조사시간, 거리 등 촬 에 계되는 모든 

기술인자들을 동일하게 하여 같은 조건에서 매번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 재 성은 재 IEC 

개별규격  IEC 60601－2－54 표 규격의 촬   투시

용 X선 장치의 기본 안 과 필수 성능에 한 개별 요구

사항에서 방사선출력의 재 성을 검증하기 한 시험방

법과 차가 명시되어 있다[5].

이는 상용부하조건에서 시험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으

며 시험항목 한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시

험 차에 따라 방사선출력의 재 성 합성을 평가하여 

X선 장치의 성능평가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한다.

2. 실험 및 방법

2.1 실험기기

진단용X선발생장치[Fig. 1] 5 와 Ion Chamber 60cc 

(Model 2026C)[Fig. 2]를 비롯한 자, 테이  등을 이용

하여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규정을 근거

로 부하조건에서 방사선출력의 재 성을 측정하 다.

[Fig. 1] Digital Radiograph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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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on Chamber

2.2 실험방법

기존의 실험방법은 동일한 압, 류, 조사시간

의 설정치에서 연속 으로 10회 측정한 결과치를 기록하

여, 그 값의 평균치와 표 편차, 변동계수를 구하여 장비

의 성능을 평가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규정을 근거로 부하 조

건에서 방사선출력의 재 성 합성의 평가 방법은 4 

Group으로 나 어 시험 차를 설정하 다. A Group은 

진단용 X선 장치의 압 최 치와 류 최 치의 조

합으로 공기커마를 측정하고, B Group은 진단용X선 장

치의 압 최고치와 류 최소치의 조합으로 공기커

마를 측정한다. C Group은 진단용 X선 장치의 최고 

압의 50%와 류 시간 곱(mAs)이 1μGy에서 5μGy 사

이의 인가출력량의 조합으로 공기커마를 측정하고, D 

Group은 진단용 X선 장치의 최고 압의 80%와 

류 시간 곱(mAs)이 1μGy에서 5μGy 사이의 인가출력량

의 조합으로 공기커마를 측정한다. 부하시간은 모든 설

정에 하여 0.01 와 0.032  사이 역에서 변화하여 

10회 측정한다. 최고 압이 150kVp인 진단용 X선발

생장치 4 와 최고 압이 125kVp인 진단용 X선발생

장치 1 , 총 5 를 이용하여 FFD를 100cm로 하고, 조사

야 크기를 15×15cm로 조정한다[Fig. 3]. 공기커마의 평균

값을 계산하고,

 

 ∙∙∙
⑴

여기서 는 공기커마 측정값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a

는 공기커마 측정값이다. 평균값에 한 표 편차를 계

산한 아래의 공식에 의해 합한가를 검증한다.

  








∙∙∙



⑵

여기서 SD는 표 편차이며, D는 공기커마의 측정값

에서 평균값을 뺀 값을 의미한다.

 두식에서 재 성의 변동계수를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며,

  


 









 






 

 









 


⑶

공기커마의 측정값의 변동계수는 부하조건의 어떠한 

조합에도 0.05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Fig. 3] Reproducibility Test

3. 실험결과

최고 압 150kVp인 4 와 최고 압 125kVp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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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 5 의 진단용 X선발생장치를 이용하여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재 성을 평가한 결과 

1 의 C Group에서 시험 설정인 진단용 X선 장치의 최

고 압의 50%와 류 시간 곱(mAs)이 1μGy에서 5

μGy 사이의 인가출력량의 조합으로 측정하여 부 합으

로 나타났고, 나머지 4 에서는 모든 Group에서 합으

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Reproducibility of the proposed IEC 
60601-2-54

Equipment Group  SD CV valuation

Ⅰ

A 58.16 0.054772 0.000942 ○

B 19.148 0.399462 0.020862 ○

C 40.76 0.378153 0.009278 ○

D 33.4 0.070711 0.002117 ○

Ⅱ

A 305.2 0.441588 0.001447 ○

B 97.3 2.595188 0.026672 ○

C 34.94 0.114018 0.003263 ○

D 55.72 0.109545 0.001966 ○

Ⅲ

A 189.3 0.223607 0.001181 ○

B 41.1 1.315295 0.032002 ○

C 16.546 0.070922 0.004286 ○

D 45.82 0.109545 0.002391 ○

Ⅳ

A 177.54 0.841427 0.004739 ○

B 22.914 0.685733 0.029926 ○

C 40.7 1.086278 0.02669 ○

D 49.98 0.506952 0.010143 ○

Ⅴ

A 122.4 0.452769 0.003699 ○

B 17.808 0.482566 0.027098 ○

C 43.94 13.66283 0.310943 ×

D 46.58 0.258844 0.005557 ○

4. 고찰

국제 기기술 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 발간되는 규격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규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재 산업표 인 KS 형태와 더불어 강제성

을 갖는 식품의약품안 청의 고시로서 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청의 고시  공동규격을 포함하여 개별 

기 규격 한 공동규격 3 이 용된 규격으로 개정될 

것으로 상하고, 제조  수출입을 해야 하는 업체나 그

에 따라 시험 검사를 행하는 검사기 에서는 IEC규격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IEC의 자의료기기 

기 규격이 2 에서 3 으로 변화하는 시 에서 3 이 

용되는 규격에 한 비가 필요하다. 진단용X선발생

장치의 경우, IEC 60601-2-32 표 규격에 존재하 으나 

이는 3  규격과 부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폐기 되

면서 IEC 60601-1 3 을 용하여 제정된 IEC 

60601-2-54 표 규격으로 체 되었다.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는 기계  안 에 한 항목의 강화, 선량 

표시 항목의 강화 등 3  용 개별규격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203.6.3.1 항목에서 방사선량  방사선질

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203.6.3.2.101 항목은 촬 에서 방

사선출력의 재 성에 한 평가를 규정함으로써 장치의 

성능에 한 신뢰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6].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 시험방법은 출력선량 값을 1μGy에서 5μGy 사이

에 나타나게 유지하고 압(kVp)을 최고치과 최 치 

 최고 압의 50%와 최고 압의 80% 값으로 다

양하게 설정하여 평가하는 시험으로 검증하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사용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 

평가 방식과 비교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제한 이 있다.

기존의 방사선출력의 재 성 시험 평가는 압

(kVp), 류(mA), 조사시간(sec), 촬 거리 등 임의로 

일정한 발생조건에서 조사하 을 때 항상 같은 출력선량

이 나타나도록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조건에 제한을 두

지 않았다. 그러나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는 4 

Group으로 나 어 시험 차를 설정하 고 각각 압

과 류, 조사시간에 제한을 두어 시험하도록 하 다. 

기존의 방식으로 시험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 평가를 연

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황춘성의 X-선 발생장치의 출력

특성에 한 연구에서 촬 시 출력조건을 100kVp, 

100mA, 0.1sec로 고정하 을 때 단상 정류장치에서 

변동계수는 0.04로 가장 크며, 삼상 정류장치는 0.03

이고 인버터장치에서는 0.019로 가장 안정하게 나타났다

[7]. 한 나길주의 의료용 X선발생장치의 차폐체에 따

른 반가층  조사선량 재 성에 한 연구[8]와 권덕문

의 X선 장치의 출력특성 분석  콜리메이터 성능개선의 

논문에서도 인버터방식이 더 다른 방식보다 더 우수한 

재 성의 결과를 얻었다[9]. 강병삼 외의 수도권지역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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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촬  장비의 정도 리 분석에서 총 22 의 X선발생장

치를 평가한 결과 의원  교육기 의 경우 100mA에서 

1 의 장치에서 부 합으로 나왔고 시험조건 200mA에

서 역시 1 의 장치에서 부 합으로 나타났다. 한 종합

병원의 경우 총 28 의 X선발생장치를 평가한 결과 

100mA와 200mA에서 각각 1 의 장치에서 부 합으로 

나타났다[10]. 동경래 외 1차 의료기 의 엑스선 발생장

치 정도 리에 한 황조사( 주 역시 지역을 심으

로) 논문에서도 압 60, 80, 100kVp, 류 100, 

200mA, 조사시간 0.1, 0.2sec의 시험조건으로 설정하여 

재 성을 평가하 다[11]. 이는 여러 가지 시험조건을 다

양하게 설정하지 않은 역에서 측정 평가한 것으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조건과 DR장비를 

상으로 한 논문이 없어 객  지표로 비교 분석하기

에 부족한 면이 있고 조사시간이 0.01 와 0.032  사이 

역에서 변화하여 출력선량이 1μGy에서 5μGy 사이에 

나타나는 장비가 흔치 않았다는 에서 제약이 따랐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IEC 60601-2-54 표 규격의 촬

  투시용 X선 장치의 기본 안 과 필수 성능에 한 

개별 요구사항이 용될 것에 비하여 의료기기 시험검

사 항목을 악하여 용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단용X선 장치 5 에서 IEC 

60601-2-54 표 규격을 용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시

험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4 의 진단용X선발생장치(DR)에서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이 합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1 의 X선 장치 C Group의 시험 설정

에서 부 합으로 나타났다. IEC 60601-2-54 표 규격에

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 시험과 일반 인 방사선

출력의 재 성의 평가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는 

그동안 IEC 60601 Serises의 공동규격인 IEC 60601-1의 

2 을 용하 고, 본 논문은 IEC 60601-2-54 표 규격

에서 제공된 방사선출력의 재 성 평가 방법이 출력선량 

값을 1μGy에서 5μGy 사이에 나타나게 하여 낮게 유지하

고 압(kVp)을 최고치과 최 치  최고 압의 

50%와 최고 압의 80% 값으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평

가하는 시험방법으로 용하 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기

술의 발달함께 방사선의 사용이 세계 으로 큰 심이 

두되는 만큼, 방사선량에 한 연구  련 규격의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선진국

에서는 IEC의 최신 이 발행됨과 동시에 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성을 가지는 식품의약품안 청 고

시로 용되기까지는 상당한 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사선량을 정량화하기 한 표 으로 

IEC 60601-2-54 표 규격에서 제시한 방사선출력의 재

성이 진단용 X선 상장치 성능 리에 요한 평가 요

소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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