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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ye of human is a radiation sensitive organ and this organ should be shielded from radiation 

exposure during brain CT procedures. In the brain CT procedures, bismuth protector using to reduce 

the radiation exposure dose for eye. But protecting the bismuth always accompanies problem of the 

image quality reduction including artifact. This study aim is the eye radiation exposure dose and 

image quality evaluation of the new tube current modulation such as new organ based-tube current 

modulation, longitudinal-TCM, angular-TCM between shielding scan technique using bismuth and 

lead glasses. As a result, radiation dose of eye is reduced 25.88% in new OB TCM technique then 

reference scan technique and SNR new OB TCM is 6.05 higher than bismuth shielding scan 

technique and lower than reference scan technique. In clinical brain CT, new OB TCM technique will 

contribute to reduction of radiation dose for eye without decrease of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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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부 CT 검사에서 의 수정체는 높은 방사선 감수성으로 보호되어야 할 장기 에 하나이다. 두부 CT 검사에서 

의 피폭선량감소 목 으로 사용되는 비스무스 차폐체는 한 선량 감소 효과가 있지만 화질 하의 문제 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체팬텀을 이용한 두부 CT 검사에서 피폭 선량을 이기 해 사용되는 류변조기법인 new organ 

based-tube current modulation, longitudinal-TCM, angular-TCM과 차폐기법인 비스무스, 납 안경을 사용하여 의 

선량과 화질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 다. 연구결과, new OB-TCM에서 의 선량은 25.88% 감소되었으며 비스무스를 

사용한 검사와 비교하여 CT number, 노이즈, SNR의 변화가 작은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new OB-TCM을 임상의 

두부 CT 검사에 용할 경우, 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면서 상의 화질 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http://dx.doi.org/10.7742/jksr.2015.9.5.279

Corresponding Author: Jungsu Kim E-mail: rtkjs@wu.ac.kr Tel: +82-63-840-1238
Addr. No. Dept of Radiologic-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14, Iksandaero, Iksan, Jeonbuk-do, Korea    
Received : June 02, 2015 Revised : August 04, 2015 Accepted : August 25, 2015



"The Evaluation of Eye Dose and Image Quality According to The New Tube Current Modulation and Shielding Techniques in Brain CT"

280

심단어: 류변조기법, 방사선량, 차폐물질, 수정체, 산화단층촬   

Ⅰ. INTRODUCTION

CT 검사에서 방사선량은 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이며 한 방사선량 사용의 결과

물로 진단능이 높은 우수한 상을 제공한다[1]. 일반

으로, 상의 물리  품질은 방사선량에 비례하므로 

CT 검사에서 고품질 상은 방사선량의 증가를 수반

하게 된다[2],[3]. 최근, CT 방사선이 환자에게 미치는 

잠재 인 암 발생 험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4],[5]. 두부 CT 검사를 하는 동안 은 략 50 mGy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에

서 수정체혼탁, 백내장에 한 한계선량은 한 번의 노

출에 해 0.5∼2.0 Sv이며 반복된 노출에 해서는 

0.15 Sv/년으로 보고되고 있다[7],[8]. 방사선 민감 장기

인 에 한 방사선 노출을 제어하는 것은 시각장애

나 백내장, 소아 환자, 민감한 을 가진 환자, 반복

인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서 특히 요하다[9].

 CT 검사의 방사선에 한 잠재  험의 증가와 

함께 CT의 방사선량을 이기 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한 최 화된 CT 

상기술은 험 비 이익의 비율을 극 화할 수 있

다[10],[11]. CT 검사의 피폭선량 감소를 한 기술은 X-

선 빔의 여과와 선속의 제한, 류변조 (tube 

current modulation : TCM), 자동노출제어장치, 최  

압의 최 화, 검출기의 효율개선, 노이즈 감소 알

고리즘 등이 있다. TCM 기법에는 angular-TCM, 

longitudinal-TCM, organ-based TCM이 있다[12]. 

Organ based tube current modulation (OB-TCM)은 

유방, 갑상샘, 의 수정체와 같이 방사선에 민감한 표

재성 장기 바로 앞에서 실시간으로 X선  출력을 감

소시키는 기술로 상의 화질 하 없이 선량감소 목

을 달성하기 해 개발되었다[13],[14]. 기존의 

OB-TCM에서는 X선 tube의 회 반경 360°에 해 

체 선량을 유지하기 해 민감 장기가 치한 면

에서 선량을 감소시키고 후면에서는 선량을 증가시켰

다[15]. 그러나 최근 개발된 new OB-TCM은 미리 정

해진 면 치에서 90° 회 반경에 걸쳐 30%의 

류를 감소시키고 나머지 회 반경에서는 류의 증

가가 없도록 설계 되었다[16]. CT 검사에서 비스무스 

차폐체는 유방이나 의 수정체와 같이 환자의 표면

에 치한 장기의  선량을 감소시킬 목 으로 사용되

었다[17]. 비스무스 차폐체는 간편하게 선량을 감소시키

는 반면 상의 질을 하시킬 수 있고 자동노출제어

장치와 같이 사용될 경우 환자선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18-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TCM기법과 

차폐기법을 사용한 두부 CT 검사에서 피폭선량과 

상평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MATERIALS AND METHOD

본 연구에서는 64-slice MDCT (Optima660; GE 

Healthcare)를 이용하여 인체 두부 팬텀 (PBU-60; 

Kyoto Kagaku)의 경추 고리 의 척추 고리 에서 머

리  끝까지 스캔하 다. 기  스캔에서는 자동노출제

어장치를 용하지 않았으며 미국의학물리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에서 권고하는 성인 두부 CT 검사법을 사용

하 다. 스캔 조건은 Table 1과 같다. 

Acquisition mode Axial 

Tube voltage 120 kVp

Tube current-exposure time product 300 mAs

Rotation time 0.5 sec

Pitch 0.531:1

Table feed 10.62 (mm/rot)

Detector configuration 32×0.625 mm

Slice thickness 5 mm

Interval 5 mm

Scan length 140 mm 

Reconstruction algorithm Standard

Noise index 8.4

Table 1. Reference scanning protocol parameters

비교군의 스캔에서 CT 장치의 갠트리에 각도를 주

어 을 스캔 범 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스캔에서는 

갠트리 각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기 스캔

(reference scan)과 동일하게 용하 다. 차폐기법을

사용한 스캔은 갠트리 각도가 지면과 수직인 상태에

서 비스무스 차폐체 (14×3.5 cm2, 0.06 mm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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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ce, 3.4 g/cm2 of bismuth per layer; 

AttenuRad, F&L Medical Products, US)와 납 안경 

(0.07 mmPb equivalence, XR-700, Toray Medical 

Co., Ltd.)을 팬텀의  에 치시키고 스캔하 다. 

Longitudinal-TCM, angular-TCM, new OB-TCM

을 용한 TCM기법은 기 스캔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캔하 다. New OB-TCM에서는 의 수정체를 포

함한 면 72.3±7.1° 범 에서 류변조기법을 용

하 고 그때 선량분포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Fig. 1. A; Illustration of a new organ-based tube current 

modulation. B; Histogram of eye lens range.

의 선량 측정은 ±5% 재 성을 가지는 10×10 

mm 자극형 선량계 (nanoDotTM, Landauer Inc. 

US)를 사용하 으며 선량의 독은 동일사의 독기 

(microstar inlight system, Landauer Inc)를 사용하

다. 각 소자에 한 감도와 에 지 보정은 120 kVp에

서 보정계수, k 값은 1.12 이다. 각 스캔에서 자극형

선량계는 각각의  앙에 치시켜 스캔하 으며 

특히, 차폐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차폐체에 의해 과 

선량계가 완 히 가려지도록 하 다[Fig. 2]. 의 선

량 측정을 한 스캔은 각 스캔에 해 2회씩 실시하

여 측정치의 평균값을 용하 다.

Fig. 2. A; Lead glasses and bismuth shield are used in this 

study.  B; nanoDotTM dosimeter is placed the eye-lens surface 

of ananthropomorphic head phantom. C; Bismuth shield is 

placed over the eyes of an anthropomorphic head phantom. 

상 평가는 스캔 후 재구성된 상에서 CT 

number, 노이즈, 신호  잡음비 (SNR)로 정량 인 

상평가를 실시하 다. 의 심부와 z축을 따라 인

한 아래,  상을 선택하여 상 평가를 시행하

다. 선택된 상에 400 pixels (20×20 pixels)의 사각형 

심 역 (ROI)을 설정하고 Image J (1.46r,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를 사용하여 pixel 값을 획득

하 다. ROI는 ① anterior region (temporal lobe), ② 

mid-central region (pons), ③ posterior region 

(occipital lobe)에 설정하 다[Fig. 3]. 상에서 설정

된 각 ROI의 CT number는 signal이고 standard 

deviations (SD)은 노이즈이며, 그 비로 SNR을 계산

하 다. 스캔 범 에서 을 제한 angle scan의 경우, 

동일 치에 ROI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상평가에서 

제외하 다.

Fig. 3. A; Image illustrates the three ROIs used to measure CT 

numbers and image noise. B; Image from brain CT scan 

acquired using lead glasses. C; Image from brain CT scan 

acquired using bismuth shield. 

Ⅲ. RESULT

1. 선량평가

CTDIVOL의 경우, 기 스캔과 차폐기법을 사용한 

스캔에서 57.59 mGy, 스캔 범 에서 을 제외한 스

캔에서 52.20 mGy를 나타내었다. Longitudinal-TCM, 

angular-TCM, OB-TCM은 각각 50.40 mGy, 50.26 

mGy, 48.20 mGy로 기 스캔과 비교하여 CTDIVOL이 

12.48%, 12.73%, 16.31% 감소되었다.

자극형 선량계를 이용한 의 선량 측정결과, 

기 스캔 45.41 mGy를 기 으로 longitudinal-TCM, 

angular-TCM, new OB-TCM에서 43.11 mGy, 43.51 

mGy, 33.66 mGy로 각각 5.06%, 4.18%, 25.88%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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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감소되었다. 비스무스 차폐체와 납 안경을 사용

한 스캔에서는 28.65 mGy, 25.19 mGy로 각각 

36.91%, 44.53% 감소하여 TCM보다 큰 선량 감소가 

찰되었다. 스캔 범 에서 을 제외한 스캔의 경우 

의 선량이 4.61 mGy로 기 스캔과 비교하여 

89.85%의 매우 큰 선량감소가 확인되었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Scan

techniques

CTDIVOL 

[mGy]

Eye dose

[mGy] 

Eye dose 

reduction(%)

Reference scan 57.59 45.41 ± 1.93 -

Longitudinal-TCM
50.40 43.11 ± 1.34 5.06

Angular-TCM
50.26 43.51 ± 0.11 4.18

 New OB-TCM
48.20 33.66 ± 1.21 25.88

Lead glasses 
57.59 25.19 ± 1.12 44.53

Bismuth
57.59 28.65 ± 1.08 36.91

Angle scan
52.20 4.61 ± 0.23 89.85

Table 2. Dose to the eye with difference scan techniques

  

2. 상평가

기 스캔 상을 기 으로 new OB-TCM을 용

한 경우, anterior region, mid-central region, 

posterior region에서 CT number가 –29.69, -34.71, 

-26.33으로 3.66%, 3.95%, 1.23%의 증가가 찰되었

다. Longitudinal-TCM, angular-TCM에서는 이보다 

작은 증가를 보 다. 비스무스 차폐를 사용한 상에

서는 기 스캔과 비교하여 3지 에서 18.81%, 11.31%, 

7.65%의 증가를 보 고 납 안경을 사용한 상에서는 

37.31%, 19.51%, 15.07%의 증가를 보 다. TCM기법

에 비해 차폐기법을 이용한 상에서 CT number의 

증가가 크고 anterior region에서 가장 큰 증가, 

posterior region에서 가장 작은 증가를 보 다. 

 상의 노이즈를 나타내는 표 편자의 변화에서는 

기 스캔 상을 기 으로 new OB-TCM의 anterior 

region, mid-central region, posterior region에서 각

각 4.50, 5.86, 4.64로 9.22%, 3.71%, 12.07%의 증가를 

보 고 longitudinal-TCM, angular-TCM에서는 이

보다 작은 증가를 보 다. 비스무스 차폐 상에서는 

기 스캔과 비교하여 3지 의 ROI에서 12.62%, 

1.41%, 8.45%의 노이즈 증가를 보 고 납 안경 상

에서는 16.26%, 4.24%, 15.45%의 증가를 보 다. 모든 

상에서 mid-central region이 가장 작은 증가를 보

으며 anterior region과 posterior region은 이보다 

큰 증가를 보 다. CT number와 노이즈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Scan techniques
Anterior 

region

Mid-central 

region

Posterior 

region

Reference scan
30.82 ± 

4.12

36.14 ± 

5.65

26.66 ± 

4.14

Longitudinal-TCM 30.11 ± 

4.16

35.95 ± 

5.77

26.33 ± 

4.32

Angular-TCM 30.25 ± 

4.28

35.46 ± 

5.82

25.73 ± 

4.25

New OB-TCM 29.69 ± 

4.50

34.71 ± 

5.86

26.33 ± 

4.64

Lead glasses 19.32 ± 

4.79

29.09 ± 

5.89

22.64 ± 

4.78

Bismuth 25.02 ± 

4.64

32.05 ± 

5.57

24.62 ± 

4.49

Table 3. CT number and noise in brain regions with difference 

scan techniques      Data are averages of CT number ± SD

상의 SNR을 측정한 결과, 기 스캔 3지 의 ROI

에서 평균 SNR인 6.77을 기 으로 longitudinal 

-TCM, angular-TCM, new OB-TCM에서 3.69%, 

5.47%, 10.64%의 감소가 찰되었다[Table 4]. TCM

기법을 용한 경우에는 mid-central region이 가장 

작은 감소를 보 으며 anterior region과 posterior 

region은 비슷한 정도의 감소를 보 다. 비스무스 차

폐 상과 납 안경 상에서는 평균 SNR이 5.54, 4.56

으로 TCM보다 큰 18.16%, 32.64%의 감소를 보 다. 

특히, anterior region에 큰 감소를 보 으며 

mid-central region과 posterior region은 비슷한 정도

의 작은 감소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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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techniques

Anterior

 region

Mid-central 

region

Posterior 

region

Mean

SNR

Reference 

scan
7.48 6.39 6.44 6.77 

Longitudinal

-TCM 7.23 6.23 6.09 6.52

 

Angular-TCM
7.06 6.09 6.05 6.40 

New OB-TCM
6.59 5.92 5.63 6.05 

Lead glasses 
4.03 4.93 4.73 4.56 

Bismuth
5.39 5.75 5.48 5.54 

Table. 4. SNR in brain regions with difference scan techniques

Ⅳ. DISCUSSION

의 수정체는 0.5∼2 Gy 보다 작은 선량에서도 수

정체 혼탁이 발생하며 4 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백내

장과 이차 인 시각장애를 유발한다[7],[8].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수정체의 방사선 감수성은 이 의 추정치보

다 실질 으로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22]. Wang 등

의 연구 따르면 기존의 OB-TCM은 두부 CT에서 인

공음 의 발생 없이 에서의 선량이 30.4% 감소되었

다고 보고하 다[24]. Reimann 등의 연구에서도 

OB-TCM은 두부 CT에서 체 인 선량감소 뿐 아

니라 면에서 46%∼59%의 선량감소 효과를 가지는 

상을 제공한다고 하 다[25].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CT scanne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TCM기법과 차폐

기법을 용하여 선량의 감소정도, 화질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여 방사선사들의 기법 용 시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결과, CTDIvol의 경우, 기 스캔 (57.59 

mGy)보다 모든 선량감소 방법에서 CTDIvol이 감소

하 으며 특히, new OB-TCM에서는 48.20 mGy로 

16.31%의 가장 큰 감소가 찰되었다. 자극형 선

량계를 사용한 의 선량 측정결과, new OB-TCM에

서 25.88%의 선량 감소가 찰되었다. 차폐기법은 CT 

scan을 하는 동안, 장기 표면에 차폐체를 치시켜 

primary X-ray beam이 환자에 도달하기 에 30∼

50% 정도를 감약 시킨다[24],[26]. 본 연구의 비스무스 차

폐체를 사용한 스캔에서도 다른 연구와 유사한 

36.91% 감소를 보여 new OB-TCM보다 큰 선량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개인방어용구로 사용되고 있는 납 

안경을 사용한 스캔에서는 비스무스 차폐체 보다 높

은 44.53%의 선량 감소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갠트리

에 각도를 부여하여 을 스캔 범 에서 제외시킨 경

우 의 선량이 4.61 mGy로 기 스캔과 비교하여 

89.85%의 매우 큰 선량 차이를 확인하 다. Hwang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27] 의 

선량 감소기법으로 스캔 범 에서 을 제외하는 것

이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단된다. 한 TCM기법 

보다는 비스무스 차폐체나 납 안경을 사용하는 방법

이 의 선량감소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상의 물리  화질은 일반 으로 방사선

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선량의 감소는 상의 화질 

하를 최소화하고 진단  가치를 유지하는 범  내에

서 행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new OB-TCM을 

용한 결과, CT number의 변화는 기 스캔 상과 비

교하여 anterior region, mid-central region, posterior 

region에서 각각 3.66%, 3.95%, 1.23%의 증가로 ROI 

치에 따른 차이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

스무스 차폐체와 납 안경을 사용한 상에서는 모든 

TCM기법 보다 CT number 차이가 크고 특히, 선량

감소가 큰 면에서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이즈의 경우, 기 스캔 상과 비교하여 각 ROI에

서 new OB-TCM은 9.22%, 3.71%, 12.07%의 증가를 

보 다. OB-TCM에서 선량과 상을 평가한 다른 연

구에서 노이즈는 OB-TCM 용 여부와 상 없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p=0.85)고 하여[28] 본 연

구와는 차이를 보 다. 이는 기존의 OB-TCM과 달리 

new OB-TCM은 후면에서 선량을 증가시키지 않으

므로 체 선량의 감소에 따른 노이즈 증가로 단된

다. 노이즈는 비스무스 차폐 상에서 12.62%, 1.41%, 

8.45%의 증가, 납 안경 상에서는 16.26%, 4.24%, 

15.45%의 증가를 보 다. CT number에 한 노이즈

의 비를 나타낸 SNR을 비교한 경우, 기 스캔 상에

서 각 ROI의 평균 SNR 6.77을 기 으로 했을 때, 

new OB-TCM에서 10.59%의 감소를 보 고 다른 

TCM에서는 이보다 작은 감소를 보 다. 비스무스 차

폐체와 납 안경을 사용한 경우, TCM보다 큰 18.17%, 

32.59%의 SNR 감소를 보 다. 기존의 OB-TCM 연

구에서도 의 선량 감소가 30% 정도로 비스무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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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유사하지만 뇌의  역에서 선량이 감소되었

고 CT number의 정확도가 유지되어 더 우수한 화질

을 제공한다고 하 다[26]. 다른 두부 CT 연구결과, 뇌 

역에서 상의 노이즈는 모든 선량감소 방법에서 

증가하 으나 CT number는 비스무스 차폐체를 사용

하 을 때 더 많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24]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통해 

두부 CT에서 기 스캔을 기 으로 의 선량은 비스

무스 차폐체와 납 안경을 사용한 상이 모든 TCM보

다 우수한 선량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납 

안경의 경우 화질 하가 커 임상에 용할 경우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특정 CT scanner에 한정되었

고 CT number, 노이즈, SNR 측정의 경우 ROI의 설

정 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한 인체가 아

닌 인체팬텀을 상으로 하 으므로 실제 의 수정

체가 받는 선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인체에 용하

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Ⅴ. CONCLUSION

인체팬텀을 이용한 두부 CT에서 기 스캔과 비교

하여 다양한 류변조기법과 차폐기법을 사용한 

의 피폭선량과 상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new 

OB-TCM은 다른 TCM에 비해 의 선량 감소가 크

고 차폐기법에 비해 CT number, 노이즈, SNR의 

상평가에서 화질 하가 은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new OB-TCM을 임상의 두부 CT에 용할 경우, 화

질 하를 최소화하고 표재성의 방사선 민감 장기인 

수정체에 한 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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