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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피적 척추 성형술 중 의료진에 미치는 방사선 노출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소방안을 제시 하고자 서울시 소재 한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척추파트에서 2010 년 7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약 6 개월 동안 

골다공증에 의한 단순척추 압박골절(Benign compression fracture) 또는 

종양 등에 의한 병리적 척추골절(Pathologic compression fracture)로 

진단된 환자 중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진은 납 가운 과 목 보호대를 항상 착용하였으며 환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는 환자의 오른쪽 

옆에 위치하였으며 이미지를 확인 할 때 시술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 바로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 간호사가 서 있었다. 영상증폭기 조작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를 조작 하였다. 시술의 편의를 위해 시술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에 항상 가까이 서 있었다. 

총 16 명의 환자 (남자 2 명, 여자 14 명, 나이 45~85)에게 17 회에 걸쳐 

척추체에 이동성 영상증폭기 이용하여 골 시멘트를 주입하였다. 결과에서 

납 가운 안쪽에 위치한 TLD 뱃지와 바깥쪽에 위치한 TLD 뱃지의 노출량이 

차이를 보였으며 시술자, 영상증폭기 조작자, 간호사, 환자 각각의 

노출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동성 영상증폭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시술을 

하는 시술자 이 의료진 중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1m 정도 거리의 

간호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1.5m 정도 거리의 영상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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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자는 가장 낮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환자에 대한 

노출량은 알 수 없었으며 누적 노출량은 시술부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머리부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성 영상증폭기의 source 에서 떨어진 거리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보통 간호사는 1m, 영상증폭기 조작자는 1.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자의 시술부위는 이동성 영상증폭기 source 에 거의 

붙어 있고 머리에 위치한 TLD 뱃지도 약 50cm 정도에 위치하였다. 

환자의 시술부위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를 이용하였고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통해 흉추와 요추부의 방사선 노출량과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술부위에 따른 방사선 노출에서 통계적으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 요인에서 흉추 부위가 수술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뚜렷한 경향을 띄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방사선 노출을 예방하는데 첫째 이동성 

영상증폭기와 의료진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하는 것, 둘째 

방사선 노출시간을 감소 하는 것, 셋째 방사선에 취약한 부위 특히, 생식 

샘, 갑상 샘, 눈 등을 납 가운 및 목 보호대, 안경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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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골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 성형술은(Galibert, 1990; Deramond H emd, 

1998)  1984 년 Galibert 등 에 의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적응증으로는 골다공증에 의한 급성 척추체 압박골절(benign 

compression fracture) 중 약물투여나 기타 고식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수술할 상태가 아니거나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전이성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Pathologic compression fracture)이나 통증, 

원발성 척추종양에 의한 압박골절이나 통증 등이다. 최근 경피적 척추 

성형술은 주로 고령의 척추체 압박골절 환자에게 주로 시술되고 있고,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으며 그 효과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this, 1998).  

그러나 척추성형술은 수술 중에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된다. 특히 의료인들은 

진료과정에서 저 선량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피폭을 

피할 수는 없다. 가임 여성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들은 이동성 

영상증폭기에 노출된다.  

1895 년 뢴트겐(Wilhelm Conrad Rontgen)에 의해 X 선이 발견되고, 

1913 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음 X 선 장치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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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삼, 1976).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질병의 진단과 

예방에 방사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방사선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공헌 하고 있지만 방사선과 관련하여 의료진과 환자의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이 생체조직에 조사되면 생물학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방사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장해로는 혈액 세포 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즉, 백혈구 감소증 및 형태변화, 빈혈, 골수기능 장애 그리고 

재생불량성빈혈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고 그 밖에도 만성피부염, 피부암, 

탈모, 궤양, 불임 등의 장해가 일어날수 있다(이문호, 1989; 허준, 1986). 

미국 FDA 에 1992 년과 1995 년 사이에 26 건의 화상 합병증이 

보고되었다(Shope, 1996). 

저 선량의 방사선 피폭이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유전적인 

영향이나 백혈병 등의 발생확률이 높아지므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에서 권장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인 피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은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 시키는 

원칙이 요구된다. 이에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허용량을 정하고 이 제한된 허용 범위 

내에서의 노출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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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방사선방호 체계의 실용을 위해 피폭을 

직업상 피폭, 공중의 피폭, 그리고 의료상 피폭으로 분류하고, 직업상 

피폭과 공중의 피폭에 대해서 개인 방사선노출한도를 설정하여 피폭관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상 피폭은 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피폭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종종 환자의 이로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적절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는 직업상의 피폭이나 공중피폭에 대하여 

정해져 있는 피폭의 상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허준, 1986). 직업상 

피폭을 연간 50mSv 에서 5 년간 100mSv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20mSv 로 선량한도를 하향 조종하여 공고하고 있다(ICRP Report 

60, 1990).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의료진은 방사선에 대한 보호나 노출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Hororio, 2005). 의료진은 방사선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골 시멘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 성형술로 치료한 

예에서 각 의료진에 대한 방사선 노출 정도를 관찰 비교하고 연간 최대 

허용된 방사선량과 비교하여 의료진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정성을 

확보 하는 지침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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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의료진과 이동성 

영상증폭기의 거리, 방사선 노출시간, 방사선노출에 의해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 특히, 생식샘, 갑상샘, 눈 등의 노출이다(Zhou, 2005; 

ICRP, 1977). 

위 위험인자와 전체 방사선 노출량과 비교 분석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고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른 지침으로는 이동성 영상증폭기와 

의료진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하는 것과 방사선 노출시간을 

감소하기 위하여 수술 술기의 향상 및 의료진간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암 발생에 취약한 부위 특히, 생식샘, 갑상샘, 눈 등의 보호이다(American 

Society of Interventional Pain Physician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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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도 

 

이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경피적 척추 성형술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척추 성형술의 정의 및 관련요인을 

고찰하고 또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의료진에 대한 방사선 

노출 정도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연구대상병원의 척추 압박골절 및 병리적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척추성형술 중 이동성 영상증폭기 사용에 

대한 방사선 노출량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노출량을 통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 제시한 연간방사선 허용량을 바탕으로 각 

기관(Organ)별 연간허용횟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비모수 방법인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통해 흉추와 요추사이의 방사선 

노출량과 노출시간을 비교 분석 하였다. 

연간방사선허용횟수 = 연간방사선허용량 / 회당방사선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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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문헌고찰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방사선 노출에 관련된 

문헌고찰 

방사선허용횟수계산 

연간방사선허용량을 바탕으로 연간허용횟수 

계산 

통계분석 

흉추와 요추사이 방사선노출량과 노출시간 

비교, 시술자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과 

노출시간 비교

결과고찰 

안정성확보 지침제시 및 제한점 고찰 

데이터 수집 

연구대상병원의 경피적 척추성형술 중 방사선 

노출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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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의 설정 

 

2010 년 7 월부터 2010 년 12 월까지 골다공증에 의한 단순척추 

압박골절(Benign compression fracture) 또는 종양 등에 의한 병리적 

척추골절(Pathologic compression fracture)로 진단된 환자 중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환자들은 모두 골절부위 통증을 호소 하였다. 압박골절 환자들은 

2 주간 보전적 치료 후에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총 1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6 명의 환자 (남자 2 명, 여자 

14 명, 나이 45~85)에게 17 회에 걸쳐 척추체에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 를 이용하여 골 시멘트를 주입하였다. 

 

3. 경피적 척추 성형술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가. 경피적 척추 성형술 정의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란 부러져서 주저앉은 척추 뼈에 주사바늘을 접근 

시 켜 골 시멘트를 주입해 뼈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시술이다.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압박골절이 있는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 주에서 4 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완화가 별로 없거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은 노인 환자들, 악성 종양에 의한 골 파괴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시행된다. 이 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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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하에 이루어지므로 전신 마취 시 위험성이 높은 노인 환자들에게서도 

시술이가능하다. 경피적 척추 성형술은 시술 도중 또는 시술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합병증 발생률은 낮다(Deramond, 1998).  

합병증의 대다수는 감염, 척추강내 혹은 척추 주위 혈관을 따라 골 

시멘트가 유출되는 경우이다. 척추 성형술 후 골 시멘트 유출은 11%에서 

73%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대다수는 무증상이나 폐기능 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Valentin, 2000; Manchikanti, 2002). 

 

나. 수술방법 

  ① 환자가 방사선이 투과되는 수술대로 이동하여 복와위(Prone 

position)로 엎드린다. 시술부위를 노출시키고 피부를 베타딘을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이후 소독된 천과 일회용 소독포로 시술부위만 

노출시킨다.  

②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를 소독포로 감싼 후 환자의 

오른쪽에서 이동하여 환자의 앞뒤 영상을 확인한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극돌기와  척추체를 기준으로 영상을 맞춘다. 

③ 이동성 영상증폭기를 이용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국소마취 후 

생검침(“J” Type Bone Marrow Needle, 미국)을 사용하여 pedicle 의 

바깥쪽 부위에 위치시킨다. 이후 pedicle 을 통해 척추체로 바늘을 

삽입한다. 

④ 생검침 삽입 후 옴니파큐 300 주(GE Healthcare AS, 아일랜드)를 

주입하여 척추체에 흘러 들어가 양상을 확인하고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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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인 후 골 시멘트를 이용하여 척추체를 채운다. 보통 3~4cc 정도 

채운다. 

⑥ 주입이 끝나면 1~2 분간 골 시멘트가 굳기를 기다린 후 바늘을 

제거한다. 

⑦ 바늘 제거 후 피부 절개부위를 봉합하고 정리한다 

.  

그림 2. 경피적 척추성형술 

4. TLD (Thermo Luminescent Dosimeter: 열형광선량계) 

 

가.  TLD뱃지 

  자연에 존재하는 lif, LiBO,CaSO4 나 li2B4O7 등과 같은 물질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방사선의 에너지를 즉시 방출 하지 않고 물질내부에 저장한다. 

그리고 해당 물질은 가열하였을 때 저장했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이런 과정을 열 형광과정(Thermo Luminescent process) 이라 하며 열 

형광 특성을 가진 물질을 열 형광물질(Thermoluminescence material)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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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열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개인 방사선 외부피폭선량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기기를 열형광선량계((Thermo Luminescent Dosimeter :TLD)라 

한다.  

 

나.  TLD 뱃지 위치  

 

 

 목 보호대 바깥 쪽                      납 가운 안쪽  

 

          환자 머리부위                      환자 시술부위 

 

그림 3. TLD 뱃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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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진의 위치 

 

 

 

 

 

 

 

 

 

       

 

그림 4. 의료진 위치 

 

TLD 뱃지는 의료진의 납 가운 안쪽 가슴부위와 목 보호대 바깥 쪽에 

착용하였으며 환자는 시술부위와 머리부위에 위치하였다. 목 보호대 

바깥쪽에 위치한 TLD 뱃지 와 환자의 시술부위와 머리에 위치한 뱃지는 

납 가운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다. 

 

nurse 
assist 

surgeon 

monito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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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방사선 단위의 개념  

시버트(Sievert, 기호: Sv)는 선량당량을 나타내는 SI 단위계의 단위이다. 

그레이로 표현되는 방사선의 흡수량인 흡수당량에 대해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의미이다. 시버트라는 단위는 방사능 노출 측정 및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및 물리학자인 롤프 막시 리안 

시버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레이(Gy)와 시버트(Sv)는 같은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I 단위계는 리시버트(1mSv = 10-3Sv) 와 

마이크로 시버트(1μSv = 10-6Sv)이다. 

과거에 사용되던 선량당량의 단위는 인체 뢴트겐 당량(렘)이며 1 시버트는 

100 렘과 같다. 일부 분야에서는 렘/ 리렘이 시버트/ 리시버트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혼란을 야기한다. 즉, 1 시버트는 100 렘, 10 

리시버트는 1 렘이다(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나. 분석방법 

환자의 시술부위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를 이용하였고 윌콕슨 순위합검정(Wilcoxon 

rank sum test)을 통해 흉추와 요추부의 방사선 노출량과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술부위에 따른 방사선 노출에서 통계적으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 요인에서 흉추 부위가 수술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뚜렷한 경향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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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식별번호를 가진 TLD 뱃지는 같은 위치에 있었으며 방사선 노출에 

대한 각 데이터가 기록 되었다. 연구 진행 후에 TLD 뱃지의 방사선 

노출량이 핵 의학과를 통해 케이엔디티앤아이(주)(서울, 한국)에서 분석되었다. 

의료진은 납가운 과 목보호대를 항상 착용하였으며 환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는 환자의 오른쪽 

옆에 위치하였으며 이미지를 확인 할 때 시술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 바로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에 간호사가 서 있었다. 영상증폭기 조작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를 조작 하였다. 시술의 편의를 위해 시술자는 이동성 

영상증폭기에 항상 가까이 서 있었다. 

각 시술마다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에서 발생한 방사선량과 

노출시간이 기록되었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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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연구 기간 동안 총 17 례의 척추성형술이 이동성 영상증폭기(c-arm 

fluoroscopy)를 사용하여 시행되었다. 환자의 평균나이는 72.9 세 였으며 

오직 경피적 척추성형술만 시행하였다. 총 누적시간은 5504 초 였고 평균 

방사선 노출 시간은 323.77 초 였다(Table 1). 누적 방사선량은 854.50mGy 

(14.84mGym2)였고 누적 방사선량의 표준편차는 17.95mGy 였다. 각 시술의 

평균 시간은 4 분 57 초였다.   

 

Table 1. Patient population 

  Value 

Number of patients (male:female) (2:14) 

Mean Age (y),(min-max) 72.9(45-85) 

Total exposure time(sec.),(min-max) 5504(207-547) 

Mean exposure time ± S.D. (sec.)  323.77± 98.8 

Vertebroplasty  level   

thoracic 10 

lumbar 7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흉추 부위가 요추 부위보다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흉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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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시술할 때 방사선량이 요추부위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에서 1 번 부터 10 번까지가 흉추 부위를 시술한 것이고 11 번부터 17 번 

까지가 요추 부위를 시술한 것이다(그림 5).  

방사선의 노출은 환자의 시술부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술자의 

외부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6). 또한 시술자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과 

수술시간의 차이에서도 시술자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의료진의 방사선노출은 TLD 뱃지를 이용하여 mSv 로 계산되었으며  

기준이 되는 컨트롤 TLD 뱃지는 핵 의학과에서 방사선이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그림 5. 조사된 방사선량 

 

Patient profile of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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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방사선 노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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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료진 및 환자의 방사선 노출량 

 

검정 통계량에서 흉추와 요추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차이가 없었다. 

흉추와 요추의 수술시간은 P-value 0.097 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흉추의 평균 수술시간은 355 초였고  요추의 평균 수술시간은 279 초로 

흉추가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린다는 경향은 보이고 있었다(Table 2). 

 

Table 2. Relevance of operating time and radiation exposure according to 

the level (n=17) 

 

변수  Thoracic (10) Lumbar (7) P-value 

Cumulative 

dose(±SD) 
51.18(±19) 48.96(±18) 0.922 

Time(±SD) 355.2(±106.32) 278.86(±71.29) 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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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술자에 따른 방사선 노출량과 수술시간의 차이에서도 누적 

방사선 노출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시간에서 P-value 0.07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A-시술자가 256 초 B-시술자가 361 초로 

시술자에 따른 경향은 보이고 있었다(Table 3).  

 

Table 3. Relevance of operating time and radiation exposure of each 

surgeon (n=17) 

 

변수  A-surgeon (6) B-surgoon (11) P-value 

Cumulative 

dose(±SD) 
45.55(±18.95) 52.84(±17.75) 0.533 

Time(±SD) 256(±96.32) 361(±82.15) 0.073 

 

납 가운 안쪽에 위치한 뱃지와 바깥쪽에 위치한 뱃지의 노출량이 차이를 

보였으며 시술자, 영상증폭기 조작자, 간호사, 환자 각각의 노출량에도 차이를 

보였다. 이동성 영상증폭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시술을 하는 시술자 이 의료진 

중에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 1m 거리의 간호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1.5m 거리의 영상증폭기 조작자는 가장 낮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환자에 대한 노출량은 알 수 없었으며 누적 노출량은 

시술부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머리부위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동성 영상증폭기의 source 에서 떨어진 거리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보통 간호사는 1m, 영상증폭기 조작자는 1.5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자의 시술부위는 이동성 영상증폭기 source 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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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 있고 머리에 위치한 TLD 뱃지도 약 50cm 정도에 위치하였다. 

노출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리가 2 배이면 노출량은 

4 배로 감소한다(허준, 1986). 또한 국제방사선 보호 위원회에서 제시한 각 

부위별 연간 방사선 허용량과 비교 하여 부위별 방사선 노출 허용 횟수를 

계산 하였다(Table 4, Table 5). 

 

Table 4. Radiation exposure of location and Annual permitted number 

이름 
방사선 

노출량 

부위별 연간 방사선 노출 허용 횟수 

전신 눈 사지 피부 생식샘 

시술자 
외부 2.97 286.2 858.6 2862 2862 2862 

내부 0.2 4250 12750 42500 42500 42500 

영상증

폭기 

조작자 

외부 0.04 21250 63750 212500 212500 212500 

내부 0.01 85000 255000 850000 850000 850000 

간호사 
외부 0.11 7727.3 23182 77272.7 77272.7 77272.7 

내부 0.04 21250 63750 212500 212500 212500 

환자 

수술

부위 
3.97 214.1 642.3 2141.1 2141.1 2141.1 

머리 0.44 1931.8 5795.5 19318.2 19318.2 19318.2 

 

Table 5. Annual Maximum Target/Organ permissible Radiation Dose.(mSv)  

Thyroid 500 

Extremities 500 

Lens of the eye 150 

Gonads 500 

Whole body 50 

Pregnant women 5 

Modified from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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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척추 압박골절 및 병리적 골절에서의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시행되고 있다(임경준, 2004; 

박희곤, 2007).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국소 마취로 시술이 가능하고 수술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전신마취에 

부담이 되거나 또는 이미 골다공성 변화가 있어서 고정기구를 삽입 

고정하기 쉽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Mathis, 1998).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척추체를 유지하고 통증감소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시술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함으로 의료진이 방사선에 

노출된다. 병원 내 근무하는 의료진은 일반인들 보다 많은 양의 피폭을 

받고 있고, 특히 직종을 불문하고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장치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피폭선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이용할 때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고 방사선 관계종사자 자신이 방사선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어의 기본적인 대책을 이해하고 또한 피폭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임봉식, 2006). 

Miller 의 보고에 의하면 임신 동안 0.2Gy-0.4Gy 의 저선량의 방사선을 

받고 태어난 아이에서 정신장애(Mental retardation)가 심했다고 한다(Miller, 

1990). 그 외의 영향에 대해서도 피해를 취할 수 있는 최소의 방사선 

피폭량은 정할 수 없다고 했다(Hdendee, 1983). 업종별로 분석한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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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피폭선량을 분석해 본 결과 병원, 의원, 기타(연구소, 보건소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병원의 특성상 의원이나 기타에서 보다 

촬영건수가 상당히 많았고 중재적 시술이나 보다 폭 넓게 환자를 검사하는 

과정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타 보다 의원이 피폭선량이 상당히 높은 

것은 차폐시설 미비 등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의 소홀함에 따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임봉식, 2006). 의료진에 대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은 국제방사선 보호위원회에서 최대 방사선허용량으로 제한되고 

권고하고 있다(ICRP Report 60, 1990). 직업과 관련하여 방사선노출 

권고안은 Table 5 와 같다( Kenneth, 2001). 

신체부분에 대한 방사선노출의 위험성의 현재 추정치는 개인의 

피부조직이나 기관을 몸무게에 의해 전환된 생물학적 영향이다. 이 개념은 

1977 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만들었고 1991 년 수정하였다. 

또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에서 암의 유발과 관련된 방사선 노출량이 

계산되어져 있다. 1 Sv 로 계산하였을 때 가슴과 갑상선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10000 명당 약 50-200 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부록 2). 

우리의 연구에서 보면 규정된 방사선량에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Table 4(연간 방사선노출 허용 횟수)에서의 횟수보다 많은 수의 

척추성형술을 시행한다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 그러나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은 개인의 시술 성향에 많이 좌우된다. 매우 가깝게 서서 

시행하는 경우와 술기의 능력에 따라 방사선의 노출되는 시간의 차이로 

방사선량의 차이를 보인다. 방사선의 노출은 전 생애 동안 누적되며 이를 

계산해야만 한다. 또한 이동성 영상증폭기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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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성형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피적 척추 나사못 고정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진이 방사선 노출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인식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된다(Hororio, 2005).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 방사선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횟수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 기기를 다루지 않더라도 

방사선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간 노출 

정도를 제한해야 하며 보호책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중∙소 병원 등의 소규모 병원 또는 의원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법적으로 정한다면 조금이나마 방사선 노출에서 

보호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비용을 사용해서라도 보호장구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 및 환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 옷, 안경, 목 보호대, 납 

유리, 납 장갑 등의 보호장구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에서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는 환자의 시술부위이며 그리고 의료진의 

목으로 눈, 다리 등 보호되는 않는 부분이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선 보호를 위한 원칙은 첫 째, 이동성 영상증폭기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 두 번째,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도구의 사용. 세 번째, 

노출시간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이동성 영상증폭기 사용의 

기술적인 면에서 환자나 의료진에게 방사선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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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으로 펄스투시 사용은 방사선을 약 20% 에서 75%정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Kenneth, Botwin, 2001). 최근, 투시장치에서는 

펄스투시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펄스투시를 이용하면 피폭선량이 약 

절반이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정 한 투시영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펄스투시를 이용하여 방사선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시술 

중 긴 투시시간은 많은 방사선을 발생시켜 의료진들에게 피폭선량을 

증가시키므로 시술자는 충분한 시술 기술을 습득하여 투시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방사선을 이용한 수술 중 병리적 골절 및 

압박골절 환자 중 경피적 척추성형술만을 시행한 집단으로 한정하여 진행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기간이 짧아 

지속적 노출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의 방사선 

노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의료진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다른 

수술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전체 방사선 노출량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노출을 예방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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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방사선 안정성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숙지하면 경피적 척추성형술에서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첫째 이동성 영상증폭기와 의료진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둘째 충분한 시술 기술의 습득으로 

노출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셋째 암 발생에 취약한  부위(생식샘, 갑상선, 

눈 등)를 납 가운 및 목 보호대 그리고 안경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되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에서 의료진에게 노출되는 

방사선 노출은 수치적으로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의료인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 더 

철저히 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안전관리 수칙의 준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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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Patient profile of Radiation Exposure  

식별번호 
Cumulative 

dose(mGy) 
time(sec) level 

1 33.9 429 T11 

2 54.2 396 T12 

3 34.6 286 T12 

4 69.1 394 T12 

5 79 547 T12 

6 42.5 287 T12 

7 51 319 T10 

8 80 452 T10 

9 38.8 211 T11 

10 28.7 231 T11 

11 61.5 373 L2 

12 29.9 260 L2 

13 45.4 309 L1 

14 45.3 207 L1 

15 29.7 222 L1 

16 50.8 214 L5 

17 80.1 367 L1 



28 

 
 

(부록 2). Specific organ cancer risks of radiation 

(per 10000 per Sv or per 1,000,000 per REM) 

Radiation organ or cancer Probability of induced cancer 

Breast 50-200 

Thyroid 50-150 

Lung 50 

Leukemia 15-25 

Stomach 10-20 

Brain 5-20 

Colon 10-15 

Liver 10-15 

Lymphoma 4-12 

Uterus 7-10 

Salivary Glands 5-10 

Ovary 8 

Bladder 4-7 

Bone 2-5 

Esphagus 2-5 

Pancreas 2-5 

Paranasal sinuses 2-5 

From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ation Protections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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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diation exposure and the guideline of reducing radiation 

during Percutaneous Vertebroplasty  

 

Samsun-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ea , Dr.Ph)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radiation exposure to the medical 

team during percutaneous vertebroplasty. The purpose of thesis is to alert 

medical team to the dangers of radiation exposure and present a guideline 

for safety rules. 

A prospective study on the medical team who performed 17 

percutaneous vertebroplasty level for 16 consecutive patients with back 

pain was done.  

Radiation exposure was monitored with the surgeon , assistant, nurse 

and patient who allocated per two TLD badges. The members of medcial 

team wore two TLD badges on the inside of the lead apron and outside of 



30 

neck collar. And another two badges were placed on the patient’s 

forehead and near the area of the surgical procedure, respectively. 

The mean fluoroscopy time per procedure was 297 seconds. The mean 

cumulative exposure total procedure was 50.26(28.70_80.10) mSv, 2.97 mSv 

at the outside of the “surgeon`s neck collar” TLD badge and 0.20 mSv at 

the inside of the “surgeon`s apron”, 0.04 mSv at the outside of the 

“assistant`s neck collar” and 0.01 mSv at the inside of the “assistant`s 

apron”, 0.11 mSv at the outside of the “scrub nurse`s neck collar” and 0.04 

mSv at the inside of the “scrub nurse’s prone”, 3.97 mSv at the near area 

of the surgical lesion and 0.44 mSv at the patient’s forehead. The 

difference of radiation exposure between the thoracic procedures and 

lumbar procedu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radiation exposure to the medical team during 

percutaneous vertebroplasty is well within safety limits. But the authors 

propose to make the safety rules and educational program for the 

reduction of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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