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Dysphagia Society 2015;5:18-23

비디오투시연하검사의 방사선 노출과 위험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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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Exposure & Risk Management for Videofluoroscop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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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VFSS) is a gold standard tool for assessing swallowing disorders and oropharyngeal aspiration (OPA) in adult & also children. Nowadays, computer tomography (CT), scintigraphy, angiography, and also fluoroscopic radiologic examinations are widely used to diagnose and assess certain pathologic
conditions. It means patients and examiners have more exposure chance to radiation, especially to children.
Children are more sensitive to radiation-induced problems and are also vulnerable to the mal-adaptation of radiation
on development.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justification of use of radiation in medicine and also about
the radiation protection to patients and examiners. Therefore, for all time use of the ALARA principle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we reviewed radiation hazard developed by VFSS, other radiologic diagnostic tools and
how to protect it. (JKDS 2015;5: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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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 방사선 검사들과 비교하여 비디오투시연하검
사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이 노출되며, 이런 방사선 노출
에서 환자나 검사자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그 동안의 연구들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서론
비디오투시연하검사(Videofluoroscopic swallowing
studies, 이하 VFSS)는 연하장애와 인두기의 흡인을 평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
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방법이다. 그러
나 형광검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각종 혈관 조영검사
등과 함께 비교적 많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검사 방법으로
1
알려져 있다 .
이에 저자는 방사선 검사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 방사
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량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본론
1.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은 주로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결정론적 효과(deterministic
effects)로 세포를 괴사시키는 변화를 말하며, 둘째는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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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stochastic effects) 혹은 비 결정론적 효과(nondeterministic effects)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방사선이
DNA 부호화(encoding)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지
칭한다. 결정론적 효과라는 것은 방사선에 일정량이상 노
출되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여, 주로 피부 발적이
나 백내장 등의 발생으로 설명되며, 확률적 효과는 일정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암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식
이 기형아로 출생할 수 있는 확률(all or none results)로
2
설명되는 현상을 말한다 .(Fig. 1)
이렇게 방사선이 인체 내에서 비정상적인 생물학적인 반
응을 일으키는 기전은 이온화된 방사선(ionizing radiation)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X선이나 감마선에서 방출된 방사선
은 신체 내에서 물 분자를 이온화시켜 수소 라디칼을 만들고
이것이 DNA와 상호작용하면서 DNA 가닥을 끊거나 염기를
파괴시킨다고 한다,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DNA는 대개는
재조합을 통해 회복되지만, 일부는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 염색체 전좌(chromosome translation), 유전자 융
합(gene fusion), 세포 괴사(cell death) 등을 일으킨다.
방사선의 결정론적 효과(deterministic effects)의 대표
적인 사례들로는 방사선에 노출된 안구에 백내장이 발생한
다거나 피부에 발적, 탈모, 혹은 피부괴사 등을 일으키는
반응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은 진단적 방사선
검사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치료목적으로 극히 높
은 선량의 방사선이 전신에 가해지면 골수손상 및 이로 인
한 조혈기능장애, 소화기장기의 점막손상, 불임, 그리고 중
1
추신경계 조직 손상 등이 보고된 바 있다 .(Table 1)
방사선의 확률적 효과(Stochastic effects)로는 암을 유
발하거나 기형아 출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사선과
발암과의 관계는 과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사례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적 치료에 사용된 방사선에 노출
된 사람들,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업장의 사람
들, 그리고 환경적으로 대기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의 연구
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
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100
mSv 이상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3
알려져 있다 . 그러나 방사선 노출과 이에 연관된 암이 발
병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 길게는 10-20년 이상 걸리는 등
방사선과 발암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과 이에 대한 보호에 더욱
4
관심을 가져야 한다 .

Table 1. Dose threshold for deterministic effects.
Tissue
Lens of eye
Detectable opacities
Cataract formation
Skin
Skin reddening
Temporary hair loss
Skin death and scarring
Testes
Temporary sterility
Permanent sterility
Ovaries
Permanent sterility
Gastrointestinal
Mucosa lining loss
Bone Marrow
Reduction of blood cell
production

Total acute dose Time to develop
threshold (Gy)
effect

0.5-2
5.0

＞1 year
＞1 year

3-6
4
5-10

1-4 weeks
2-3 weeks
1-4 weeks

0.15
3.5-6

3-9 weeks
3 weeks

2.5-6

＜1 week

6

6-9 days

0.5

1-2 months

Fig. 1. Review of radiation biology:
deterministic and stochast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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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선량 측정과 표현 방법
방사선의 선량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방사선에 대한 노출 정도는 어떤 장기나 조직에 흡수된
평균 선량(DT)을 말하며, 그 단위로는 그레이(gray, Gy)로
표기한다. 둘째, 방사선 치료 등 의료행위 자체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는 흡수선량의 단위로 rad를 사용하며 표준단
위인 Gy와의 관계는 1 Gy=100 rad이다. 셋째, 방사선은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이 장
기나 조직의 평균 흡수 량에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등가선량(HT)이고 하며, 단위는 시
버트(Sievert, Sv)로 부른다. 의료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방
사선의 가중치는 1이어서 흡수선량과 등가선량이 일치하지
만, 알파입자나 중성자의 경우는 5-20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유효선량(E)으로서 이것도 시버트
(Sv)로 표기하며, 이는 피폭된 방사선은 체내의 여러 장기나
조직에 서로 다른 상해의 확률과 심각도를 초래하는 ‘위해’
정도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위해’의 심각도는 각
장기나 조직의 등가선량에 조직가중치를 곱한 후, 그 결과를
5
전신에 대해 합쳐서 유효선량으로 표기한다 . 형광투시법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dose area product (DAP)
2
를 사용하기도 하며 단위는 Gycm 를 사용한다.
3. 방사선과 인체의 생물학적 이상반응에 관계되는 요인들
같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들 수 있다, 즉, 방사선에 노출된 기
간, 방사선에 노출될 때의 나이, 방사선의 종류, 성별 및
방사선에 노출된 장기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7
있다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매일 매일 태양광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자연
광에 의한 방사선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광에 의한

방사선량은 대략 2-4 mSv정도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
치지 않는 정도이다.(Table 2)
다면적 컴퓨터단층촬영(multi-phasic CT)처럼, 같은 조
직에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
우는 한 번 컴퓨터단층촬영에 의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
보다 단기간 내에 훨씬 많은 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
다. 단순 가슴 방사선 검사와 비교할 때, 심장관상동맥조영
술은 이보다 250배, PET검사는 1,000배의 방사선에 노출
6
된다고 한다 .(Table 3)

Table 3. Comparative effective dose of common medical
imaging procedures using ionizing radiation.
Test

Effective dose (mSv)

X-ray
Extremity
Due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
Chest (AP and Lateral)
Lumbar spine
Intravenous pyelogram (IVP)
Barium enema
Computed tomography
Brain
Lumbar spine
Abdomen and pelvis
Pulmonary angiogram
Liver 3-phase
Colonography
Nuclear medicine
VQ lung scan
Bone
Thyroid (99mTc-Pertechnetate)
Myocardial perfusion (99mTc-Sestamibi)
Fluoroscopy
Barium swallow
Coronary angiography

0.001
0.001
0.1
1.5
3.0
8.0
2.0
6.0
10.0-14.0
10.0-15.0
15.0-30.0
10.0
2.0-2.2
4.2-6.0
5.0
9.0-12.5
1.5
5.0-15.0

Table 2. Representative doses.
Radiation source
U.S. – 1 year
Chest x-ray
Mammogram (1 View)
CT-head
Upper GI fluoro
CT-abdomen
Nuc Med-FDG
Occupational limit
JKDS Vol. 5, No. 1, 2015

Effective dose (E)
3
0.02
0.09
2
3
10
∼10
50

mSv
mSv
mSv
mSv
mSv
mSv
mSv
mSv

Equivalent to # of
chest x-rays
150
1.0
4.5
100
150
500
500
2,500

Equivalent time from natural
background radiation
1
2.4
11
8
1
3.3
3.3
16.7

year
days
days
months
year
year
ye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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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는 세포 연령(cell age) 및 분열주
기(mitotic cycle)에 기초하여 변화한다. 성장기이면서 세
포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방사선 1,000
mSv의 같인 선량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0-20세의 영, 유아
및 청소년기 아동은 일생 동안 10-15%의 발암 유발 위험이
있는 반면, 성인에서는 4.1-4.8%, 6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8
는 발암의 위험성이 매우 적거나 없다고도 할 수 있다 .
(Fig. 2)
이와 같이 12세 이하의 여성 어린이에게 방사선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들은 어리고, 상대적으로 위
험이 높은 분열중의 세포들 및 유방조직 때문이다. 예를 들
어 64 조각(slice) 관상동맥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
의 발암 위험율은 노인은 1,500당 1명, 성인남자는 750명

당 1명, 성인 여성은 500명 당 1명, 1세 미만의 남자어린이
는 200명당 1명이며, 1세 미만의 여성어린이는 100명 당
6
1명으로 그 위험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한다 .(Fig. 3)
4. 개인 방사선 허용 피폭 선량한도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에 의해 개인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평균 약 2-3 mSv (200-300
mrems)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제 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면
직업상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속된 5년간
어떤 한 해에 50 mSv를 넘지 않는다면 연간 평균 20 mSv
이다. 또한 눈의 수정체에 대해서는 연간 150 mSv, 피부
및 손, 발에 대해서는 500 mSv의 추가 한도를 두고 있다.
공중의 피폭에 대한 선량한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5년간 평
균이 가능하다는 조건아래 연간 1 mSv이다. 그러나 개인의
선량이 단순히 선량한계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제한이 적
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량에 따라 검사자에
게 벌칙을 부과하기보다는 규제기관에 의해서 해당 기관의
설계와 운영 특성을 철저히 검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7
이야기하고 있다 .(Table 4) 임신 여성의 경우는 복부에 가
해지는 방사선량이 매월 0.5 mSv 이상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의 한 보고에 의하면 의학적인 방사선 검사 중
20-50%는 불필요하거나 다른 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방사선 노출에 대한 책임이 의료인에게 있는 것이라
기보다는 최적의 장비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불필요한 방사
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
7
이 제안되고 있다 .

Fig. 2. The estimated lifetime risk that radiation will produce
cancer (carcinogenesis). ERR: excess relative risk.

Fig. 3. The best orientation of
C-arms. The position of X-ray
tube should be downward and
image intensifier should be located
close to the patient. This is the
safe method to reduce backscatter
radiation exposure to the head
and upper body of an operator.
JKDS Vol. 5, No. 1, 2015

22

Han-Young Jung, et al.：Radiation Exposure & Risk Management for Videofluoroscopic Study

Table 4. Recommended dose limits in planned exposure situations (New ICRP recommendations).
Type of limit
Effective dose

Occupational, mSv in a year

Public, mSv in a year

20, averaged over 5 years with no more
than 50 mSv in any one year

1 (exceptionally, a higher value of effective
dose could be allowed in a year
provided that the average over 5 years
does not exceed 1 mSv in year)
15
50
-

Equivalent dose to lens of the eye
Equivalent dose to skin
Equivalent dose to hands and feet

150
500
500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5. 비디오투시연하검사와 기타 방사선 장비의 피폭량 비교
일반적으로 방사선 피폭량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
검자의 체표면적에 비례한다. 보통 성인에서 사용하는 비
디오투시연하검사(VFSS)에서는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
량은 최 등의 보고에 의하면 성인에서는 1.27±0.63 mSv이
며, 소아에서는 0.48±0.26 mSv라고 보고하였고9, 외국의
보고에서는 성인의 경우 평균 0.76-1.3 mSv, 0.2-0.85
mSv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10,11.
최 등의 보고에 의하면 비디오투시연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인의 경우는 평균 3.37±1.32분이었고,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환자의 검사 시에는 3.62±1.44분, 두경부 종양
환자의 경우는 3.07±1.12분으로 중추신경계 환자의 경우
가 다소 더 오랜 검사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외국
의 보고에서는 경험이 많은 검사자는 비디오투시연하검사
를 수행하는데 평균 2.7-2.9분, 경험이 부족한 검사자는
2.9-3.2분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시간이 의미있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11.
6. 소아의 비디오투시연하검사와 방사선량
소아에서도 비디오투시연하검사는 연하장애나 구강인두
기 흡인의 양상이나 병리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
고 있다. 과도한 방사선량에 의한 부작용은 성인보다 소아
에서 더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소아에서 백혈
병, 유방암, 그리고 발달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비디오투시연하검사에서 총 방사선량과 검사시간은 검사기
기, 검사과정 그리고 소아환자의 기능상태 등에 따라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검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검사과정에서 얼
마나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시행하는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총 방사선 조사량에 미치는 요소들로는 검사
시간, 성별, 특히 여아에서 더 많은 조사량이 요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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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조사량은 서로 역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13.
그 밖의 요소로서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 환자의 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Logemann은 소아의 경우는 어떤 식이를 사용하건, 몇
번을 검사하건 관계없이 최대 2분내로 검사를 마칠 것을
권하고 있으며14, 다른 연구자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
는 경우는 최대 약 8분이 소요된다는 보고도 있으나15, 보통
2.5-3.5분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 듯하다16. 그밖에 검사 시
간에 대한 연구에서 최 등은 평균 2.42분으로 보고하였고9,
Weir 등은 소아에서 평균 2.5분이 소요되며, 1세 이하의
아동은 0.80-4.60 (2.52)분, 1-3세 아동은 1.00-4.10 (평균
2.57)분, 3세 이상에서는 0.80-3.80 (평균 2.32)분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12.
7. 비디오투시연하검사 중 피폭량을 줄이는 방법
비디오투시연하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국제방사선규
준협회의 기준, 각 검사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자
자신 및 환자에게 방사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숙
지하여야 한다. 첫째, 환자의 키와 몸무게, 인지기능 상태,
그리고 스스로 삼킴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 갑상선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납 보호대를 착용하여
야 하며, 셋째 활동중인 비디오투시연하검사에 환자가 직접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넷째 자신이 어느 위치
에 서있는지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피폭량은 거리를 제곱
에 반비례하여 줄어들며, 검사자는 최소한 환자로부터 1 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C-arms을 사용하여 연하장애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C-arm을 어떤 위치로 검사하는 것이 검사자의 머리 및 상
체에 방사선 조사가 적게 노출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시행
하여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방사선 발생기(X-ray tube)
를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영상확대기(image intensifier)를

23

정한영 외：비디오투시연하검사의 방사선 노출과 위험도 관리

가능하면 환자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Fig. 3) 또
한 방사선 발생기 쪽에 환자가 위치하고 검사자는 환자 옆
이나 뒤쪽에 서있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방사선 발생기에
서 생성된 방사선은 환자의 신체를 지나면서 대부분 흡수되
고, 약 1-5%의 방사선만이 주변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검사
자는 그만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 보호장구의 두께는 최소한 0.25 mm의 납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며 보통 0.5 mm두께(5-15파운드)의 납
18
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 갑상선 보호장구와 더불
어 검사 시 손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자주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납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나, 비디오투시연하검사의 경우에 납 안
경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납 보호장구를 사용한 후에는
구겨지지 않도록 접에서 바닥에 놓지 말고 반드시 옷걸이에
걸어둔다.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납 보호장구에 상처가 있
거나 금이 있는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한다. 이동이 가능
한 투명한 납 유리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검사장소의 크기나
17
검사자의 이동 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결론
지구상의 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방사선 진단이
나 치료를 받지 않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일년에
1.5-7.5 mSv (평균 4 mSv)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한
다. 반면, 한번 비디오형광연하장애검사에서 노출되는 방사
선량은 0.2-1.4 mSv라고 하여 비교적 적고 안전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디오투시연하검사는 여러 번에
걸쳐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비디오투시연
하검사를 받는 환자들은 뇌졸중, 두경부 종양 등 중증의 환
자들이 많아서 이들은 상당히 높은 방사선이 노출되는 컴퓨
터 단층촬영이나 혈관 조영검사 등에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중증 뇌성마비, 발달자연을 갖고 있는 장애
아동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아동인 경우는 특히 방사성
노출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하장애환자의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비디오투시연하검사가 실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
전에는 환자의 병력과 나이, 성별, 그리고 과거력 상 방사선
노출 정도를 면밀히 살핀 후에 검사를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 검사 기관은 과
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 및 검사자를 동시에 같이 보
호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한 후에 이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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