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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mmography using X-rays is currently the most used for early diagnosis of breast cancer. As the frequency 

of use of X-ray devices increases, interest in radiation hazards caused by mammography is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measure the exposure dose of the mammary gland in X-ray mammography that requires 

high contrast and high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tipulate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presented by IEC 62220-1-2: 2015. Based on the beam quality criteria of the recommendation, we tried 

to present a guideline for evaluating the average mammary gland dose. As a result, the average streamline dose 

value of the 4.5 cm PMMA phantom was 2.3 mGy at the maximum within the 30 kV range, and was evaluated 

to be 1.19 mGy based on 28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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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895년 뢴트겐이 X선을 발견한 이후 현대 임상 

의학에서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장

비의 사용이 필수화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

에 의하면 유방암의 경우 2019년 2만 5천명 이상으

로 여성의 암 발병률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러한 암 발병률의 증가함에 따라 X선 유방 

촬영에 사용되는 장치 또한 2017년 3,207대에서 

2019년 3,431대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유방암의 조기진단 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X선 

유방촬영을 시행하게 되며, 이외에 추가적인 검사

로 유방 초음파 검사 및 유방 MRI, 유방 CT 검사

를 시행하게 된다. X선 유방촬영 검사는 연부 조직

에 대한 높은 대조도와 해상력을 필요로 하는 검사

이므로 수검자의 방사선에 대한 피폭 선량이 많아

질 수 있다. 유방 조직에서의 피폭선량은 주로 유

선에 집중되게 되는데, 유선은 방사선에 대해 감수

성이 높은 조직으로 X선 촬영 시 암 발병에 확률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X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 식약처 

고시에서는 유방 촬영 시 평균 유선 선량(Average 

Glandular Dose, AGD)을 지방조직 50 %와 유선조직 

50 %의 유방 실질 양상을 갖는 유방 두께 4.2 cm에

서 3 mGy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국제

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미국, 영국 등 각 국가

에서 X선 유방 촬영 검사 등에서 환자선량을 측정하

여 평가한 유선 선량에 대하여 진단에 참고할 수 있

는 환자 선량 권고량(Diagnostic Reference Level)을 마

련하여 발표하였고 각 국가가 적용할 수 있도록 권

고한 바 있다[3,4]. 이렇듯 국내에서도 환자 선량 저

감화를 위해 환자 선량 및 표준 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X선에 대한 피폭 선량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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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하지만 ICRP에서 제시하는 평균 유선 

선량의 선량 구속치는 국내 평균 유선선량 기준에 

비해 1 mGy가 낮은 2 mGy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

므로 환자의 피폭 선량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약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하여 Digital X선 유

방 촬영 장치의 유방 조직의 두께별 평균 유선 선

량 및 X선 장치 내의 Filter 변화에 따른 유선 조직 

피폭 선량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앞서 유방 촬

영 장치의 정확성을 위해 International Electronical 

Commission (IEC) 62220-1-2: 2015 Digital X-ray 

Imaging Device에서 제시하는 RQA-M2 Radiation 

Beam Quality 규정에 따라 Beam Quality set up을 

수행하였다[5,6]. 본 연구에서는 평균 유선 선량 측정 

시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에서 규정한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7].

Ⅱ. MATERIAL AND METHODS

1. mAs 설정 및 incident air kerma (Ki) 측정

1.1. 자동노출제어 장치(AEC, Automatic Exposure 

Control) mode mAs 설정

본 연구에서 유방촬영장치의 표준 모드로 설정

을 위해 20 kV ~ 35 kV의 관전압 범위를 갖는 

Planmed Filand사의 디지털유방촬영장치 Plamed 

Nounce를 사용하여 IEC 61223-1-2 : 2015 Digital 

X-ray Imaging Device에서 제시하는 RQA-M2 

Radiation Beam Quality 규정을 적용 하였다. 

RQA-M2 규정의 경우 측정 시 Target/filter 조합은 

Mo/Mo, 부가필터 2 mmAl 조건에서 최초 관전압 

28 kV를 기준으로 0.60 mmAl 필터가 반가층이 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mAs 값 평가를 위해 교정이 

완료된 Ion chamber (XR-sensor, IBA Co., Germany) 

계측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팬텀은 대조도 및 분해

능을 측정하는 표준 유방 팬텀인 Nuclear Associates 

H-500 Accreditation Phanto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유방용 팬톰 및 실험 set-up을 그림1과 2에 나

타내었다. 조사 선량률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 유

방 팬텀을 지지대의 흉벽 측에 위치시키고 AEC 

mode에서 3회 조사한 후 측정된 mAs 값 평균치

( )를 산출하였다.

Fig. 1. Nuclear Associates H-500 Accreditation 

phantom.

Fig. 2. Experimental set-up.

1.2. incident air kerma 

이온 챔버에 흡수되는 후방 산란선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AEC mode와 동일한 방법으로 팬

텀을 유방 지지대에서 제거한 후 이온 챔버를 지지

대면에서 4 cm 띄워 측정하였다. AEC mode에서 

측정된 평균 mAs 값과 유사한 mAs 값으로 설정 

(PI)하여 이온 챔버에 조사한 후 흡수된 선량 

(Mmean)을 기록하였다. Manual mode에서 기록된 

mAs 값과 흡수선량 (Mmean)을 사용하여 AEC mode 

에서의 이온 챔버의 흡수선량 (MAuto)을 계산하였

다. Eq. (1)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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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을 통하여 계산된 MAuto 값으로 Eq. (2)와 

같이 incident air kerma (Ki) 값을 구하였다.

   ∙  ∙  ∙ (2)

  : Ion Chamber Calibration Factor

  : quality Calibration Factor

  : pressure, temperature correction factor
  

2. 반가층 (HVL, Half Value Layer) 측정

반가층 측정은 IEC 62220-1-2: 2015 의 권고안에

서 제시하는 반가층 측정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으

며, 알루미늄(Al, Aluminium)의 순도는 99.5 %를 사

용 하였다. X선 조사야는 이온 챔버를 충분히 포함

할 수 있는 면적만큼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면적은 

산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으로 차폐하

였다. 측정 시 장비의 압박대는 그대로 유지한 상

태에서 시행하며, 조사 조건은 manual mode 상태로 

설정하였다. 측정 시 Al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선

량을 3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3. 팬톰의 AGD 계산

팬톰의 AGD를 계산하기 위하여 측정된 incident 

air kerma를 IAEA dosimetry in diagnostic radiology: 

An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에서 규정하는 Eq. 

(3)에 대입하여 평균 유선 선량 값을 구하였다. 

Table. 1과 2는 다음 Eq. (3)에 대입할 변환 계수이

다. Eq. (3)의 s는 spectral 보정계수로 Target/Filter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45 mm standard PMMA 팬텀

의 incident air kerma로부터 50 %의 유선을 갖는 50 

mm 두께의 유방의 AGD를 구하기 위한 변환계수

이다. 변환계수는 HVL를 이용하여 결정된다[8,9].

Table 1. Conversion factor at 4.5 cm thickness of 

PMMA

HVL
(mmAl)

4.5cm PMMA 팬톰 두께

c g (mGy/mGy) s-factor

0.30 1.10 0.183

 Mo/Mo: 1.0

 Mo/Rh: 1.017

0.35 1.10 0.208

0.40 1.09 0.232

0.45 1.09 0.258

0.50 1.09 0.285

Table 2. Conversion Factors g 

Breast Thickness

(cm)

HVL (mmAl)

0.30 0.35 0.40 0.45 0.50

4 0.207 0.235 0.261 0.289 0.318

5 0.164 0.187 0.209 0.232 0.258

6 0.135 0.154 0.172 0.192 0.214

  

 

  (3)







 : Breast thickness and HVL correction actor

s : spectral correction factor

  : 
Incident air kerma at PMMA 45mm phantom 

thickness

Ⅲ. RESULT

1. mAs 설정 및 incident air kerma 측정 결과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선량을 측정하는 이

온 챔버 보정 값은 1.098이며, X선 에너지 28 kV를 

기준으로 Target/Filter의 조합은 AEC mode와 Manual 

mode 모두 Mo/Mo였다. 이를 바탕으로 45 mm 

PMMA 팬톰의 incident air kerma 측정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한 기준 전압이 28 kV일 때 관전류량은 

AEC mode에서 50 mAs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

구에 사용된 유방 촬영 장치는 AEC mode에서 방

출되는 조사선량과 동일하게 셋팅하는 것이 불가

능하여 이와 가장 유사한 조사선량 조건인 60 mAs

를 Manual mode의 기준 선량으로 설정한 후 

incident air kerma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온 챔버의 

보정 값을 고려하여 팬톰에 흡수된 평균 흡수선량 

값은 0.65 R이었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Eq. (1)과 

(2)를 이용하여 incident air kerma를 도출한 결과 

3.9 mGy로 나타났다. 이 때 Eq. (2)의 ion chamber의 

교정 상수는 1.04 quality 보정 계수는 28 kV를 기준

으로 1.03, 압력 및 온도 보정 계수는 실험 시 기압 

102 kPa, 온도 25를 기준으로 측정 되었으므로 보

정 값은 1.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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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VL 측정 결과 및 팬톰의 평균 유선 선량 

측정 결과

IEC 62220-1-2: 2015의 권고안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제 1 HVL은 0.35 mmAl

으로 나타났으며 선량이 1/5로 줄어드는 Al의 두께

는 0.75 mmAl으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Table 1에 

의해서 변환 계수 c와 g, s의 값은 Al 0.35 mmAl일 

때 각각 1.10, 0.208, 1.0이며 Eq. (3)에 대입하여 

AGD를 구한 결과 45 mm 유방 팬톰 두께를 기준으

로 하여 Beam quality set-up 후 측정된 유선 선량은 

1.19 mGy로 측정 되었다.

Ⅳ. DISCUSSION

 평균 유선선량 평가에서는 반가층 측정 결과에 

따라 보정 계수가 결정되므로  IEC 62220-1-2: 2015 

에서 권고하는 Beam quality set-up이 필요하다. 이 

때 Beam quality set-up은 반가층 결과 값을 도출하

기 위해 유방 촬영 장치의 선질에 대한 평가 결과

가 RQA-M2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이러한 국제 규격에 적합하도록 Beam quality를 

수행한 후 평균 유선 선량을 도출하는 연구는 반드

시 필요하며 타 논문들과 비교하여 평가 결과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평균 유선 선량 값이 1.19 mGy로 

국내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 mGy와 비교하

여 약 2.5배 이하로 분석되었으며 ICRP에서 권고하

는 선량 구속치인 2 mGy와 비교한 결과 또한 1.68

배 이하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로 보

아 IEC 62220-1-2: 2015 의 권고안에서 제시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Beam quality set-up 후 평균 유선

선량을 평가한 연구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

출하였다.

Ⅴ. CONCLUSION

현재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유방 촬영 시 평균 유

선 선량의 한도 기준인 3 mGy를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선량 구속치인 2 mGy에 적합

하도록 선량 한도 값을 낮추어 수검자의 피폭선량

을 저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실험 조건을 

IEC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으

나 평균 유선 선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는 관전압 변화에 따른 장치의 필터 변화를 고려

한 평균 유선 선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후 

이에 상응하는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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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방암의 조기 진단에는 X선을 이용한 유방 촬영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X선 장치의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방 X선 촬영에서 기인하는 방사선의 위해해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 대조도 및 고해상력을 요구하는 X선 유방촬영에서 유선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기 위

하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 규정한 검사 기준에 대해 IEC 62220-1-2에서 제시하는 

국제 권고안의 beam quality 기준을 바탕으로 평균 유선 선량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4.5 cm PMMA 팬톰의 평균 유선선량 값은 30 kV 범위 이내에서 최대 2.3 mGy였으며, 28 kV를 

기준으로 1.19 mGy로 평가되었다.

중심단어: 평균 유선 선량, IEC 62220-1-2, 유방 촬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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