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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산화 단층검사 시 방사선 투과 물질로 방사선량을 흡수하여 피폭 선량을 감소시키는 물

질로 알려진 차폐용 Bismuth(비스무스)와 CARE kV(Automated Dose-Optimized Selection of X-ray 

Tube Voltage)을 사용하여 유용성을 평가하 다.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기 인 수정체(안와), 갑상선, 가슴

(유방), 생식기의 선량 감소 효과와 각 기 의 심부선량 차폐 효과를 평가하기 해  Rando Phantom과 

유리 선량계를 이용하여 Bismuth 사용 ·후와, CARE kV의 용에 따른 선량 감소 효과를 비교해 보았

다. 그 결과, 뇌  검사 시 CARE kV을 단독 설정한 검사 방법의 선량이 가장 었으며, CARE kV 사용 

여부에 따라 63%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경동맥 검사 시 CARE kV+Bismuth의 설정 방법에서 선량

이 13% 증가하 다. 심  검사 시 CARE kV+Bismuth의 설정 방법이 31%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하지  검사 시 Bismuth 체의 설정 방법이 가장 선량이 게 측정되었지만, 상 평가 기 에 부 합

하 다. CARE kV을 설정한 검사 방법과는 약 9%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 중심어 :∣관전압 자동 시스템∣비스무스∣선량 저감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duction of the dose radioactivity by CARE kV 
with that of the Bismuth shielding.
First, CT was performed with transparent materials, including a Bismuth shielder which is a 

well-known material for decreasing the dose of radiation. Moreover, we have estimated and 
compared the affects of the reduction of dose on eye lens, thyroid, breast and genitals.
These steps aim to compare reactions with and without the application of the Rando phantom 

with PLD as well as with CARE kV or not. 
As a result, during the Brain angio scan, the dose of CARE kV set inspection test methods 

showed the least dose. Depending on whether we use CARE kV, which showed the effect of dose 
reduction by 63%. During the Carotid angio scan, the dose was increased by 13% by how to set 
CARE kV+Bismuth. During the Cardiac angio scan, which showed the effect of dose reduction 
by 31% by how to set CARE kV+Bismuth. During the Lower extremity angio scan, the dose was 
measured least by how to set up the whole Bismuth. Compared with CARE kV set of test 
methods, which showed the effect of dose reduction by 9%.
 

■ keyword :∣CARE kV∣Bismuth∣Dos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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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895년 Roentgen에 의해서 발견된 X-선은 의학의 

발 과 방사선 장비의 발달로 이용도가 증가되어 왔으

며[1], 사용 분야 한 매우 다양해져 방사선이  의

학기술의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X-선

과 같은 의료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인 으로 만들어

낸 방사선 피폭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률  향에 한 험에 문턱 선량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일반 이 받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도

가 증가한다[2]. CT 장비의 발 은 진단의 속도와 정확

성  유용성 향상으로 검사 범 의 확 , 반복 검사의 

용이성  여러 가지 이로운 을 들 수 있으나, 고 선

량의 검사, 검사 횟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자의 피

폭선량이 증가하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되었다[3]. 국제 

방사선 방어 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권고에 의하면 수정체

(안와), 갑상선, 림   유선조직, 생식기 등은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조직으로서 쉽게 장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4]. 그러나 최소한의 선량을 이용하여 검사

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진단  가치가 뛰어

난 상 획득을 해 최소한의 피폭이 이루어 지지 못

하는 게 실이다. 본 논문에서 실험 상  수정체는 

가장 감수성이 큰 부 이며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

장(cataract)의 발생이 방사선에 의한 향 에서 가장 

요하다. 수 Gy 정도의 방사선 조사에서 수정체가 완

히 혼탁해지고 의 다른 부 에 구 인 손상을 주

기 해서는 2000 Gy 정도의 방사선량이 필요하지만 

백내장 유발 최소 선량은 1회 조사로 2 Gy 정도이며 잠

복기는 20년이다. 갑상선 한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결정 장기이며 림  에서 만들어지는 림 구는 방사

선에 조사되면 수가 격히 감소하는데 이 상은 방사

선에 피폭된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민감한 지표가 된

다. 림 구는 방사선 조사 후 그 수가 히 감소되어 

수 시간 내에 최소 수로 되었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 서

서히 증가하지만 방사선 조사 후 3～4주 지나야 정상 

수 으로 회복될 수 있다. 림 구 수가 감소하는 이유

는 방사선에 의한 직 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회복 속도가 느린 이유는 림 구의 생성과정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식선은 남성에게는 

고환(testis), 여성에게는 난소(ovary)가 된다. Bergonie

와 Tribondeau(1906)의 보고에 의해 생식선의 방사선 

감수성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남성의 경우 고

환의 일시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 조사량은 1~3 

Gy 정도이며 구 불임은 15 Gy 정도이다. CT를 이용

한 검사에서 환자에게 피폭되는 방사선 선량은 안구  

두부 50 mGy로 측정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기에서 측

정되는 선량은 폐  복부 5～15 mGy 생식선 10 mGy

로 측정되고 있다[5-10].

본 논문은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장기의 선량 감소 

효과를 해 검사 조건은  조  CT 검사 시 사용하

는 조건을 사용하 고, 연선에 의한 선량을 흡수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Bismuth 사용 ·후와, 최신의 CT 

기술인 SAFIRE(Sinogram Affirmed Iterative 

Reconstruction) 방법과 AEC(Automatic Exposure 

Control) 방법, 그리고 CARE kV(Automated 

Dose-Optimized Selection of X-ray Tube Voltage) 방

법의 사용 유무에 따라 유리 선량계(PLD: 

Photoluminescent dosimeter)로 각각의 장기의 심부의 

선량을 측정하여 Bismuth의 차폐 효과와 선량 감소 효

과를 평가하는데 목 이 있다. 그러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CT 기술의 발 과 기존의 일반 X-선 검사보다 

월등히 좋은 진단 상의 형성이 가능하고 보험의 용

으로 그 활용도가 차 증가하여 CT 검사에 의한 방사

선 피폭이 일반인이 받는 총 방사선 피폭에 약 67%를 

차지하여 환자가 피폭되는 선량 한 증가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피폭되는 선량에 한 심도가 매

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11][12].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장비 및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는 SOMATOM Definition 

AS

(Siemens, Germany) CT scanner와 Rando 

phantom (Anderson, research Laboratories, Inc, 

Stanford, USA), AAPM phantom(Model 7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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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Associates LTD)이며, 차폐재인Bismuth는 주

기율표 15족의 질소족에 속하는 원소로 지각에 흔하게 

존재하지 않는 원소이다.  Bismuth는 화학 원소로 기호

는 Bi 원자번호는 Z=83이고, 원자량은 208.980이다. 녹

는 은 Tm=271.3 〫C이고, 끓는 은 T=1560(±5) 〫C이

다. 도는 실온에서 D=9.747 g/㎠이다. 무겁고 깨지기 

쉬우며 흰색 결정질의 이 후 속으로, 분홍색 색조

를 띠며, 속 에서 반자성이 제일 강하며, 수은 다음

으로 열 도성이 작다. 납을 포함하지 않는 Bismuth 

화합물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에서도 가치가 높다[14]. 

한 여러 겹의 엷은 층 구조를 하고 있고 X-선이 

Bismuth를 통과할 때 Compton 산란과 자 회 각 

sampling, 원자 이완 효과와 같은  에 지 방사선을 

흡수한다.

CT에서 사용되는 차폐재 비스무스는 방사선 투과 물

질로 선속 경화에 의한 장애 음 을 유발한다. 그러나 

방사선량을 흡수하여 피폭선량을 감소시킨다[15]. 한 

피폭선량을 감소시킬 목  장기에 알맞게 제작이 용이

한 장 도 있다[그림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품은 

F&L Medical product Co, USA에서 제작하여 매하

는 Bismuth(0.060mmPb equivalent) 의료용 제품으로 

3.4 g·cm⁻²의 Bismuth를 함유하고 있는 부드러운 재질

로 되어있다. 수정체용 Bismuth는 14×3.5 ㎠크기이고, 

갑상선은 15×8.5 ㎠, 가슴(유방)은 20×25 ㎠의 크기로 

신체에 맞게 상용화되어 생산되고 있다[그림 2].

그림 1. 의료용 Bismuth와 차폐 모습

 그림 2. 의료용 Bismuth을 CT 검사 시 적용후 획득한 
         영상

1) 자동선량 조절장치(Automatic exposure control)  
CT에서 자동 선량 조 장치의 주된 목 은 환자을 

투과한 X-선의 감쇠 정도에 따라 방사선량을 조 함으

로써 진단이 가능한 상화질을 유지하면서 체 인 

환자 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5].

2) SAFIRE(Sinogram Affirmed Iterative 
   Reconstruction)
SAFIRE 방법은 상이 만들어진 후의 data만이 아

니라 상을 만들기 의 data에서 먼  반복 으로 

상을 재구성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상의 Noise는 최

 70%,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은 최  60%까지 감소시

킬 수 있다. 통 인 IR(Iterative Reconstruction) 기법

과 유사한 방법으로 상 획득 기에 FBP(Filtered 

Back Projection) 방법을 가 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로세스가 Raw data의 결함과 왜곡을 제거하게 된다. 

다시 획득한 상을 검증하여 FBP 방법을 사용, 

상을 재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CARE kV(Automated Dose-Optimized Selection  
of X-ray Tube Voltage)

CARE kV는 완  자동화된 기능으로 각각의 환자에 

맞게 압을 조정하는 System이며, AEC 는 Care 

Dose 4D와 함께 환자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다. CARE kV는 70 kV, 80 kV, 100 kV, 120 kV, 

140 kV, 총 5가지로 kV을 설정 할 수 있다. 표 이 되는 

환자 체  75kg에 따라 압을 자동 조정하여 스캔 

할 수 있으며, Topogram 검사 시 환자의 체 을 컴퓨

터가 자동으로 계산하여 kV 값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120 kV 압으로 검사하 을 때보다 환자의 

선량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2. 선량 측정 및 방법
선량 측정은 개인피폭 선량이나 선량 측정에 감도

가 높으며  선량측정이 가능한 형  유리 소자 

(GD-352M;Chiyoda Technol Japan)를 이용하 다. 선

량 독은 선량 독기 (FGD-1000;AGC, Tech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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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Shizuoka, Japan)를 이용하여 선량을 독하

다[그림 4][그림 5]. CTDI와 DLP의 측정치는 각각의 

검사 부 의 검사 조건에 따라 검사 후 그 측정치를 기

록하 다. 선량 측정을 한 인체 Phantom은 Rando 

Phantom(Anderson, research Laboratories, Inc, 

Stanford, USA)을 사용하 다[그림 3]. 상을 획득하

기 한 검사 조건은 실제 심부선량을 측정하는 기 마

다 검사가 이루어지는 검사 조건으로 감산 상

(subtraction)을 해 조 과 조 후 두 번 검사하

고, Bismuth는 선량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AEC을 사용 

시에 선량에 향을  수 있으므로 Topogram 검사 후 

사용하 다. 심 검사는 기본 으로 조 제 주입  

Ca sequence로 calcium을 scoring 한 후 심  검사가 

이루어졌다 [표 1]. 선량 측정 방법은 5가지로 모든 검

사 조건에 최신의 선량 감소 소 트웨어인 AEC 기법

과 SAFIRE 기법을 용하 으며, 본 논문에서 

SAFIRE 기법의 표기는 생략하 다. 첫 번째 선량 측정 

방법은 AEC 용, 두 번째 AEC+Bismuth phantom 

면, 세 번째 AEC+Bismuth phantom 체, 네 번째 

CARE kV+AEC+Bismuth Phantom 면, 다섯 번째 

CARE kV+AEC 방법으로 측정값의 오차를 이기 

해 5회 반복하여 선량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얻었다. 각 

기 의 심부 선량을 측정하기 해 유리 소자의 치는 

뇌  검사 시 수정체가 치하고 있는 Rando 

Phantom의 Slice 면에 7개의 PLD 소자를 치시켰고, 

Phantom의 면을 기 으로 가장 면 쪽의 깊이는 

6.3 cm, 가장 심에 있는 PLD 소자의 깊이는 9.7 cm이

었으며, Phantom의 면에서부터 측정한 뒷면의 PLD 

소자가 치한 깊이는 12.5 cm, 각각의 치에 따른 

PLD 소자의 간격은 약 3 cm이었다. 경동맥 검사 시 

PLD 소자의 치는 Rando Phantom의 갑상선이 치

해 있는 Slice 면에 Phantom의 면을 기 으로 면에 

가까운 곳의 PLD 소자의 깊이는 7 cm, Phantom의 

면에서부터 측정한 뒷면의 PLD 소자가 치한 깊이는 

10.5 cm로 총 4개의 PLD 소자를 치시켰다. 심  

검사 시 가슴(유방)이 치해 있는 Slice 면에 총 7개의 

PLD 소자를 치시켰고, Phantom의 면 쪽에 치한 

PLD 소자의 깊이는 5.5 cm, 가장 심의 PLD 소자의 

깊이는 9 cm, Phantom의 면에서부터 측정한 뒷면의 

PLD 소자가 치한 깊이는 11.8 cm이었다. 하지  

검사 시 생식기가 치해 있는 Slice 면에 총 5개의 

PLD 소자를 치 시켰고, Phantom의 면 쪽에 치

한 PLD 소자의 깊이는 4.7 cm, 가장 심에 치한 

PLD 소자의 깊이는 8.3 cm, Phantom의 면에서부터 

측정한 뒷면의 PLD 소자가 치한 깊이는 11.2 cm이었

다[그림 7-10].

표 1. Phantom대상 전산화 단층 실험 조건
     부       

 
 조 건

뇌
경동맥

심
CTA

심
Casq

하지

관전압
(kVp) 120 120 120 120 120
관전압

(kVp)CARE 
kV적용

80 120 100 . 100

Quality ref.
관전류
(mAs)

200 200 130 40 120

Pitch 0.8 0.8 0.22 . 0.7
Rotation 
Time(sec) 0.3 0.3 0.3 0.3 0.5
Increment 0.7 0.7 0.7 0.7 0.7

Slice 
thickness

(mm)
4 4 3 3 3

3. 화질 평가
화질의 평가는 AAPM Phantom(Model 76-410, 

Nuclear Associates LTD)을 사용하여 검사 조건과 동

일하게 설정 후 상을 획득하 고, 상의 3, 6, 9, 12시 

부 에서 어느 정도로 CT number가 균일한가를 알아

보기 한 균일도와 CT number(감약 계수)  Noise

을 측정하 다[그림 6]. 측정은 CT 장비에서 ROI을 그

려 측정하 다. 한 Bismuth는 연선에 의한 선량의 차

폐가 효율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논문에서 

표재성 장기의 표면 선량의 감소를 증명하는 논문들은 

발표되어왔다[16].

통계분석은 로그램 SPSS(version 18.0; SPSS 

Incorporated, Chicago, IL, USA)을 사용해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분석 방법인 F-검정(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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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분석 하 으며 P〈0.05일때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단하 다. 

그림 3. CT 장비와 인체 Phantom

그림 4. 형광 유리 소자 (GD-352M;Chiyoda Technol 
Japan)

그림 5. 선량 판독기 (FGD-1000;AGC, Techno Glass, 
Shizuoka, Japan)

그림 6. 영상 평가 측정 방법

    

그림 7. 뇌혈관 검사 화면

그림 8. 경동맥 검사 화면

그림 9. 심혈관 검사 화면

그림 10. 하지 혈관 검사 화면

Ⅲ. 결과 및 고찰

1. Rando Phantom 대상 선량 측정 결과
1) 뇌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CARE kV 단독 설정 시 검사한 선량은 12.8 mGy으

로 선량이 가장 게 측정되었으며, Bismuth 면 설정 

후 검사한 선량보다 63%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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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uth 면 설정 후 검사한 선량보다 Bismuth 체 

설정 후 검사한 선량이 16%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가장 많은 선량이 측정된 방법은 AEC만 설정하여 사

용한 방법으로 선량은 36.3 mGy이었다[그림 11].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p=0.000), F=657.7이며, 

Tukey을 통한 사후검정 결과 평균간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뇌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2) 경동맥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Bismuth 체 설정 후 검사한 선량이 가장 게 측정

되었으며, 선량은 49.03 mGy이었다. 선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설정 방법은 CARE kV+Bismuth 설정 방법이

었으며 가장 게 측정된 설정 방법 보다 선량이 13% 

증가하 다. CARE kV를 동일하게 설정 후 Bismuth의 

사용 유무에 따른 선량 차이는 0.3%로 크지 않았다. 

CARE kV+Bismuth의 설정 방법의 선량이 증가한 원

인을 분석하여 보면 CARE kV 방법이 Auto scan으로 

선량이 자동으로  Exposure 되기 때문에 머리와 어깨

의 두께 차이로 인한 선량의 Over Exposure로 생각된

다[그림 12]. 

그림 12. 경동맥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평균의 차이간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고 사후검정에

서도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p=0.335).

3) 심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심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CARE kV+Bismuth

의 설정 방법의 선량이 29.4 mGy로 가장 게 측정되

었으며, AEC만 설정 후 측정한 선량보다 31%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한 CARE kV만 설정 후 측정한 

선량보다 Bismuth을 설정 후 측정한 선량이 21% 감소

하 다. 마찬가지로 CARE kV는 설정하지 않고 

Bismuth만 면에 설정한 방법이 Bismuth을 설정하지 

않은 방법보다 17%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그림 

13].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p=0.000), F=18.15이

며, Tukey을 통한 사후검정 결과 평균간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심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4) 하지 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가장 선량이 게 측정된 설정 방법은 Bismuth 체

를 둘러싼 방법으로 선량은 13.3 mGy이었다. 이는 가장 

선량이 많이 측정된 설정 방법인 AEC만 설정 후 측정

한 방법보다 39%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CARE kV만 설정한 검사 방법과는 9%의 선량 감소 효

과만 있었다. 한 CARE kV 설정 후 Bismuth 사용 유

무에 따른 선량 차이는 0.5%로 미미하 다. AEC 설정 

후 Bismuth 사용 유무에 따른 선량 차이는 15%로 

Bismuth을 면에 치하 을 때 감소하 다[그림 14]. 

일원 배치 분산 분석, 결과 통계 으로 유의 하 고 

(p=0.000), F=90.7이며, Tukey을 통한 사후검정 결과 평

균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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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하지 혈관 검사 시 선량 측정 결과

2. AAPM phantom 대상 화질평가 결과
1) 뇌혈관 검사 시 AAPM phantom 화질평가 결과
CT 장비의 화질평가는 총 7가지로 측정한다. 각각의 

기 은 CT number가 ±7 HU(Hounsfield Unit)이어야 

하고 Noise는 6 HU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도는 심부

와 주변부간 5 HU 이하이어야 한다. 공간분해능, 조

도 분해능은 각각 1.0 mm 이하, 6.4 mm 이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편 두께는 5 mm 는 10 mm에서 ±1 

mm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물은 없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T number, Noise, 균일도에 해 측

정하 다. 뇌  검사 시 AEC만 설정한 화질평가에서

는 CT number  Noise, 균일도가 모두 합하 다. 

Bismuth을 사용하 을 때  CT number가 확연히 증가

하 고 12시 방향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Bismuth 체 

설정을 제외하고 CT number가 기 에 만족하 으며, 

균일도는 모든 설정 방법에서 합하 다[표 2][표 6].

2) 심혈관 Ca Sequence AAPM phantom 화질평가 결과
AEC만 설정한 화질평가에서 CT number는 ±1.0 HU

로 합하 으나 Noise에서는 26.4 HU로 부 합하

다. 한, 12시 방향에서 CT number 값이 확연히 증가

하 다. 이는 화질평가시 선행되어야 할 선행조건을 충

족시키지 못해 나온 값으로 여겨지며 선행조건은 

압 120 kVp, 류 250 mAs, Collimation 10 mm, 

Scan Fov 25 cm 이상, Display Fov 25 cm 알고리즘 

standard Reconstruction Algorithm이다. 그러나 모든 

설정 방법에서 균일도는 합하 다[표 3][표 4][표 6]. 

Bismuth 사용 시 CARE kV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

유는 제시한 결과처럼 Noise의 증가로 인한 화질의 

하로 생각된다.

3) 하지혈관 검사 시 AAPM phantom 화질평가 결과
AEC만 설정한 화질평가 방법에서 3시 방향이 5.8 

HU로 기 인 ±5 HU에 만족하지 못해 합하지 않았

지만 CARE kV을 설정한 화질평가 방법에서는 12시 

방향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합하 다. Bismuth 체

를 설정하고 화질평가 한 CT number와 Noise는 모두 

부 합하 다. 상의 균일도는 모든 화질평가 방법에

서 합하 다[표 5][표 6].

3. 검사별 선량 보고 결과
기 별 선량 보고는[표 7]에서와 같이 뇌  검사 

시 AEC만 설정한 검사 방법에서 DLP 값이 가장 높은 

773 mGy․cm 로 표시되었고, 유효선량으로 변환하면 

1.78 mSv이었다. 가장 게 측정된 검사 방법은 CARE 

kV을 설정한 방법으로 DLP 값은 CARE kV+Bismuth

을 때 315 mGy․cm, 유효선량은 0.7 mSv, CARE 

kV만 설정한 검사 방법은 DLP 값이 302 mGy․cm, 유

효선량은 0.7 mSv이었다. Bismuth 사용 여부에 따른 

선량 차이는 없었다. 경동맥 검사 시 가장 높게 측정된 

선량은 Bismuth 체 설정 방법으로 DLP 값은 1555 

mGy․cm 으며, 유효선량은 8.4 mSv이었다. 선량이 

가장 게 측정된 검사 방법은 CARE kV+Bismuth 설

정 방법으로 DLP 값은 1434 mGy․cm이었으며, 유효

선량은 7.7 mSv이었다. 심  검사 시 선량이 가장 높

게 측정된 검사 방법은 AEC만 설정한 검사 방법으로 

DLP 값은 461 mGy․cm, 유효선량은 7.8 mSv이었다. 

가장 게 측정된 검사 방법은 CARE kV+Bismuth 설

정 방법으로 DLP 값은 369 mGy․cm이며, 유효선량은 

6.3 mSv이었다. 하지  검사 시 선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검사 방법은 AEC만 설정한 검사 방법으로 DLP 

값은 800 mGy․cm이었고, 유효선량은 15.2 mSv이었

다. 선량이 가장 게 측정된 검사방법은 Bismuth 체 

설정 방법으로 DLP값은 706 mGy․cm이었고, 유효선

량은 13.4 mSv이었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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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뇌혈관 검사 시 화질평가 CT No./Noise
                                  단위 : HU  
방 향

방 법 
12 

o′clock
3 

o′clock
6 

o′clock
9 

o′clock

AEC 0.5/3.8 2.5/3.7 1.5/3.8 1.4/3.7
AEC Bismuth 

전면 8.1/5.6 1.9/3.7 1.9/4.0 2.3/4.2

AEC Bismuth 
전체 34.8/10.9 26.6/6.5 29.4/7.1 27.0/6.6

CARE kV, AEC, 
Bismuth 17.2/11.1 2.8/7.6 1.6/7.8 1.4/7.9

CARE kV, AEC 1.6/6.8 0.1/6.5 0.9/6.7 0.2/7.0

표 3. 심혈관 CaSq 화질평가 CT No./Noise
      방 향    

방 법 
12

o′clock
3

o′clock
6

o′clock
9

o′clock

AEC 1.0/26.4 0.7/25.0 0.6/27.1 1.0/28.6
AEC Bismuth 

전면 22.3/36.0 17.4/34.3 9.3/30.9 16.0/36.0

AEC Bismuth 
전체 27.7/41.4 21.3/39.7 25.0/38.8 21.0/38.4

CARE kv, AEC, 
Bismuth 18.5/33.5 5.6/29.6 1.3/30.0 0.6/33.1

CARE kv, AEC -1.1/28.6 1.0/26.7 -0.1/28.8 -2.4/30.3

표 4. 심혈관 검사 시 화질평가 CT No./Noise 
      방향     

방법
12

o′clock
3

o′clock
6

o′clock
9

o′clock

AEC 1.7/9.6 1.5/9.0 0.9/9.2 0.8/10.0
AEC Bismuth 

전면 25.0/11.6 16.0/10.6 9.2/9.5 16.8/12.7

AEC Bismuth 
전체 25.4/15.9 21.7/15.2 23.0/16.0 20.1/16.6

CARE kV, 
AEC, Bismuth 19.4/17.7 5.5/13.7 1.5/13.5 1.7/14.2

CARE kV, AEC 0.1/13.4 -0.9/12.8 -0.3/13.8 -0.4/15.0

표 5. 하지 혈관 검사 시 화질평가 CT No./Noise
   방 향   

방 법 
12

o′clock
3

o′clock
6

o′clock
9 

o′clock

AEC 3.7/8.0 5.8/7.5 3.1/8.0 2.0/8.2
AEC Bismuth 

전면 17.0/11.6 2.3/8.0 1.1/8.1 2.1/9.0

AEC Bismuth 
전체 25.7/11.3 22.5/10.4 24.2/11.9 21.2/11.2

CARE kV, 
AEC, Bismuth 19.4/17.7 5.5/13.7 1.5/13.5 1.7/14.2

CARE kV, AEC 0.2/10.0 1.0/9.6 1.1/9.5 0.9/10.0

표 6. 화질평가-균일도(Uniformity)  
CT No./Noise   단위 : HU          

    부       
방  법   

뇌
심
CaSq 

심 CTA 하지 

AEC 0.1 3.6 1.0 0.7
AEC, Bismuth 

전면 1.9 5.0 3.2 3.6
AEC, Bismuth 

전체 4.4 3.0 1.4 1.5
CARE kV, 

AEC, Bismuth 3.5 3.9 4.2 4.0
CARE kV, AEC 0.5 3.6 2.2 0.5

표 7. 기관별 선량 보고
단위  DLP: mGy․cm 

                                 CTDIvol: mGy    

      부
방법  

뇌 경동맥 심 하지

DLP
CTDI
vol

DLP
CTDI
vol

DLP
CTDI
vol

DLP
CTDI
vol

AEC 773 23.7 1491 29.6 461 23.5 800 8.41
AEC, Bismuth 

전면 770 23.7 1524 30.3 439 26 731 8.34
AEC, Bismuth 

전체 768 23.6 1555 30.9 423 25.4 706 7.48
CARE kV, 

AEC, Bismuth 315 9.64 1434 29.5 369 17.8 728 6.97
CARE kV, AEC 302 9.69 1457 29.4 372 17.5 729 6.9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CT 검사의  조  검사 시 환자가 

받는 심부 선량을 가늠해보고, 환자가 받는 심부 선량

을 감소시키기 해 다양한 차폐 방법을 연구해 보았

다. CT 검사의  조  검사는 일반 인 CT 검사보

다 조 과 조 후의 상을 획득하므로 환자에게 많

은 선량이 피폭되어진다. 그러므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

한 심부 선량을 감소시켜주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투과 물질로서 방사선량을 흡

수하여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물질인 Bismuth를 활용

하여 기존에 논문들에서 보여주었던 표면 선량이 아닌 

심부선량을 측정하여 그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하 으

며, 최 의 압을 선택하여 방사선 노출을 이는 

방법인 CARE kV는 선택 으로 사용하여, Bismuth 사

용 여부와 함께 선량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

아보고자 하 다. 그 결과, 뇌 검사 시 CARE kV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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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부에 따라 63%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경동

맥 검사 시 CARE kV을 용하여 검사한 결과의 선량

이 오히려 13% 증가하 다. 심  검사 시 가장 게 

선량이 측정된 방법은 CARE kV+Bismuth 설정 방법

으로 31%의 선량 감소 효과가 있었다. 하지  검사 

시 Bismuth 체의 설정 방법이 가장 선량이 게 측정

지만, 심  검사와 하지  검사 시 Bismuth의 사용

은 권고사항이 아닌, 장애 음 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진단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

서 Noise의 증가를 히 유지하고 화질평가를 개선

하여 간다면 Bismuth의 사용은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 CT 장비에서의 선량 감소 System를 극 

활용하며 특성에 해 이해하고 사용여부을 단 후 

용한다면 환자의 심부 선량 감소에 도움을 주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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