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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MOS를 이용한 Dental Digital Radiography 개발 및 상 특성 평가

  최근 연세의료원에서는 full PACS 시스템을 구축, 운 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배경으로, Dental Digital Radiography (DDR) 시스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 상 센서인 Complimentary Mental Oxide 

Semiconductor (CMOS)를 이용하여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치 

(DDR 시스템)를 개발하고, 완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상으로 제품

의 물리적 특성 및 상 특성을 파악하고, 임상 환경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CMOS 센서의 timing diagram을 분석하여 하드웨어를 설계, 제작하

고, MS Visual C++ language를 이용하여 임상의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user interface software를 만들었다. 완성된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대조도 (contrast), signal to noise ratio (SNR),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을 측정하 다. 대조도를 알기 위해 두께 1.02, 

1.57, 2.06, 2.58, 3.10 mm 의 5단계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step-wedge를 이

용하여 상을 얻었다. 필름과의 대조도 비교를 위해 Kodak Insight F 필

름으로도 상을 얻었다. 얻어진 상으로 DR 시스템의 특성곡선과 필름

의 특성곡선을 그려 비교하 다. SNR은 각 dose별로 얻은 step-wedge 

상에서 ROI를 설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background 상에서 얻은 dark 

current의 분산값으로 나누어 구하 다. MTF를 얻기 위하여 평평한 금속 

박편으로 edge 상을 얻었다. 얻은 상의 edge profile을 구하여 edge 

spread function (ESF)을 얻고, 이를 미분하여 line spread function (LSF)



- 2 -

를 얻고, 다시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거쳐 MTF 곡선을 얻었다.

  완성된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획득한 상의 

이미지 분석 결과, 대조도는 완성된 DDR 시스템이 Kodak Insight F 필름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NR은 최대 14:1 로 양호한 값을 보여주었

다. MTF로 얻은 DDR 시스템의 해상도는 약 6.2 linepair/mm 다.

  상신호의 처리를 위해 사용한 89052 CPU는 처리속도에서 다소 느린 

특성을 보 고, 대면적의 CMOS 센서의 크기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엔 다소 

컸다. 연구 결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반을 개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향후 상 처리 속도와 해상도의 향상, DDR 센서의 

크기를 보완한다면 임상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말: Dental Digital Radiography, DDR, Development, CMOS, DR, 

대조도, SNR, MTF, characteristic curve, 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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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OS를 이용한 Dental Digital Radiography 개발 및 상 특성 평가

<지도교수 김희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홍 순 일

Ⅰ. 서  론

  뢴트겐의 X-선 발견 이후 초기 film screen만을 이용했던 진단 분야는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Digital Radiography (DR)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은 모두 X-선 발생장치와 투과된 X-선을 검출하는 검

출기 (Detector), 최종적으로 획득된 상을 표시해주기 위한 표시장치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서 서로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다른 방법적 특성을 가지며, 디지털 X-선 시스템은 film screen X-선 

시스템 보다 매우 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DR을 이용한 진단 분야는 

최근 디지털 상 기술, 진단용 상기기의 발전과 진단용 상기기의 디

지털화로 급격히 발전되었다. 이는 현재 거대산업으로 각광받는 IT 산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측면으로써도 부합되는 것으로, 의료분야에서의 디

지털 환경의 구축은 의료계에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는 디지털 의료 상표준(DICOM) 및 의료 상 전달 시스템(PACS)의 등장

으로 더욱 가시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치는 1987년 프랑스에서 Charge-Coupled 

Device (CCD)를 이용한 RadioVisioGraphy system이 최초의 디지털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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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 기기로 소개되었으며
1
, 이후 Flash Dent (Villa Sistemi 

Medicali, Italy), Sens-A-Ray (Regam, Sweden), Visualix (Gendex, Italy), 

CDR(Schick Technologies, U.S.A.), Sidexis (siemens AG, German), 

Orthophos DS(Siemens AG, Germany), DigiPan (Trophy Radiologie, 

France), DXIS (Signet, France), DIMAX (Planmeca, Finland), Digital 

AZ3000 (Asahi, Japan) 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

다.
2
 

  현재 전 세계 20여 곳의 회사에서 이러한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

치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지만, 연구와 제품화가 초기 단계에 있어 국제 경쟁력에서 매우 취약한 실

정이다.

  최근 연세의료원에서는 full PACS 시스템을 구축, 운 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배경으로,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

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저가 상 센서로 각광받고 있는 Complimentary 

Mental Oxide Semiconductor (CMOS)를 이용하여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치를 개발하고, 완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상으로 제품의 물

리적 특성 및 상 특성을 파악하고, 임상 환경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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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CMOS 센서를 이용한 치과용 직접 디지털 상 획득 시스템

의 상 획득 부분인 A/D 컨버터의 CRU (CMOS Readout Unit)을 개발하

고, 이러한 디지털 상 검출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를 PC

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고, 디지털 상처리 기능을 포함하며, 

치과 임상의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효율적인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

치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물질의 X-선 흡수도 차이에 의해 상정보를 가진 X-선은 섬광 스크린 

(scintillator)에 의해 가시광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가시광 상정보는 

CMOS 센서에 의해 gray scale의 상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얻은 

미약한 아날로그 신호 (AC)를 증폭하여 디지털 신호 (DC)로 변환한 후 버

퍼를 거쳐 DPU(Data Processing Unit)로 전송한다. 상정보는 일정시간 

동안 메모리에 저장되고, 컴퓨터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 USB 1.1 port를 통

해 상정보를 컴퓨터로 전송한다. 전송된 상 정보는 헤더를 포함하지 

않는 raw format 이미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windows에서 일반적으로 지

원하는 상 format인 bmp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상을 보여주게 되며, 

동시에 상정보는 해당 환자의 저장 폴더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저장되게 

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상은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진료에 적합하도록 조절 가능하다.

1. 하드웨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센서는 RadEye1 CMOS 센서 (Rad-icon Imaging 

Corp., Santa Clara, CA, USA) standard grade로서 3개의 dead pixel을 포

함한다. CMOS를 기반으로 한 센서는 높은 선량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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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량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점과 정형화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의학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정 함이 요구되기는 하지

만 내부회로의 집적화로 인한 디자인의 간결화, 저전력 소모, 낮은 가격 등

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X-선 검출을 위한 섬광 스크린은 X-선에 민감하고 광 변환률이 우수하

며 CMOS 센서의 주 반응 파장과 유사하게 일치하는 Gd2O2S (Tb) 섬광 

스크린을 이용하 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섬광 스크린 물질들의 물리적 

특성을 표 1에 열거하 다.

  CMOS 상 센서와 섬광 스크린을 두께 25 μm, 광 투과율 99%의 광

학용 투명 테이프(굴절률 1.47)를 이용하여 접합하 다. CMOS와 섬광 스

크린을 포함하여 제작된 X-선 검출 센서의 물리적인 특성은 두께 (4 mm)

가 얇고, 대면적 유효시야 (25 × 50 mm
2
)와 25만 화소의 고 분해능을 가

졌다. 외부 하우징으로는 인체에 무해하고, 광 센서가 충격에 약하다는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충격을 최대한 흡수 할 수 있는 ABS 수지를 이

용하 다.

  CMOS 상 센서의 동작을 위하여 CMOS 입․출력 신호를 분석하 고, 

이에 맞추어 상 신호 증폭기 및 read-out 회로와 AD Converter를 통한 

PC 인터페이스 부를 제작하 다.

  PC와의 USB 통신을 위해 FTDI 칩 (Future Technology Devices 

International Ltd., U.K.)을 사용하여 USB 보드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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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존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섬광 스크린의 물리적 특성

Type Z
K-edge

(keV)

도

(g/cm3)

파장

(nm)
굴절율

W 

(eV)

Γ

(lights/keV)

 CaWO4 74 69.5 6.06 480±100 2.25 33 30 

 Gd2O2S(Tb) 64 50.2 7.34 550±20 2.3 17 60

 CsI(Na) 55/35 36/33 4.51 415±50 1.84 25 40

 CsI(Tl) 55/35 36/33 4.51 560±80 1.79 18 55

그림 1. RadEye1 CMOS센서 

(Rad-icon Imaging Corp., Santa 

Clara, CA, USA) standar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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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운 체제로 Microsoft 사의 Windows 2000을 사용하는 Pentium Ⅲ PC

에서 프로그래밍 하 다. 개발 언어로는 이식성이 뛰어나고 재사용이 편리

한 C++을 사용하 다. 툴로는 Microsoft Visual C++ 6.0을 사용하 다. 이

는 1998년 9월 5.0에서 6.0으로 version up 되면서 개발 툴 간의 높은 통합

성을 제공하며 MFC를 기반으로 하는 C++ 프로그래밍과 Win32 API를 기

반으로 한 C 프로그래밍으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두 

개의 개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
3
.

  이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의 이미지 획득, 이미지의 밝기 및 대조도 조

절, 회전, 반사, 확대, 축소, 필터와 같은 프로세싱 기능, 환자 데이터 베이

스 구축 등의 기능을 구현하 고, 직관적인 user interface 구현으로 편리

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3. 이미지 분석

  일반적으로 이미지 평가는 해상도 (resolution), 노이즈 (noise), 대조도 

(contrast), 왜곡 (distortion)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된다
4
. 본 연구에서는 완

성된 시스템의 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상도, 대조도, 노이즈를 측정

하 다. DR 시스템에서의 왜곡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 다
5
. 

  디지털 이미지에 있어서 해상도는 센서의 픽셀 개수에 의해 제한된다. 

해상도 (resolution)는 작은 물체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상도의 결정에는 gray level의 개수와 

(contrast resolution) 픽셀 개수(spatial resolution)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 이 실험에서는 25만 화소를 가진 CMOS 센서를 사용하 다. gray 

level은 8 bit, 즉 256개의 gray scale로 구성하 다. 구성된 시스템의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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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상도를 알기 위해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을 구하

다. MTF는 이미지 공간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MTF를 통해 각 주파

수에 해당하는 역의 주파수 기록 능력에 대해 알 수 있다
6∼8
. 

  MTF를 구하기 위해 line pattern이나 가는 슬릿을 이용하여 line spread 

function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edge spread 

function (ESF)을 얻어 MTF를 측정하 다
9
. 먼저 한 면이 날카롭고 평평

한 금속 박편을 준비한 후 이를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으로 각각 배치한 

후 X-선을 조사시켜 센서로 이미지를 얻는다. 얻어진 금속 박편 이미지에

서 평평한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가상의 라인을 그리고 이 라인의 픽셀 

profile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ESF를 얻을 수 있다. 상의 노이즈와 불

규칙한 픽셀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여러 번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한

다. 이렇게 얻은 곡선을 한번 미분하여 line spread function (LSF)을 얻는

다. 이러한 LSF 값을 다시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거쳐 최대 

intensity 값을 1로 normalize 하면 MTF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얻어진 

MTF 곡선으로부터 시스템의 해상도 값을 결정하기 위해 intensity 값의 

10% 되는 부분을 해상도 값으로 읽었다. edge 상으로부터 라인 profile 

값을 읽고,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Image-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와 Origin 6.0 (Microcal Software, USA)을 software로 각각 사용하

다.

  Signal-to-noise ratio (SNR)를 구하기 위한 상획득조건은 다음과 같

다. X-선 tube voltage 60 kVp, 7 mA, exposure time은 0.01∼0.32sec 범

위에서 사용하 다. X-선 tube와 시료까지의 거리는 20∼25cm 이었으며,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Dose Meter, Model 6001 (UNFORS Instrument, 

Uggledalsvagen, Billdal, Sweden)을 사용하 다. 시료로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5단계의 step-wedge를 사용하 다. 각 단계의 두께는 1.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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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58, 3.10 mm 이다. 각 5단계의 이미지에서 region of interest (ROI)

를 dose별로 각각 설정하고, 선택된 역의 픽셀 평균값을 구한다. 

Step-wedge의 3.10 mm 부분의 픽셀 평균값과 1.02 mm 부분의 픽셀 평균

값과의 차를 구하고, 그 값을 background로 얻은 상의 분산값으로 나누

어 SNR값을 구하 다
6,7,10∼11

. 이미지의 픽셀값을 읽기 위해 Image-Pro 

plus (Media Cybernetics, USA) software 를 사용하 다.

  대조도 비교를 위해 임상에서 사용하는 Kodak Insight F (Eastman 

Kodak, Rochester, N.Y.) film 과 완성된 시스템으로부터 특성곡선

(characteristic curve)을 구하 다
6,7,12,13

. 선량은 Dose Meter, Model 6001 

(UNFORS Instrument, Uggledalsvagen, Billdal, Sweden)을 이용하여 얻었

다. 시료는 위에서 언급한 알루미늄 step-wedge를 사용하 다. 노출시간을 

조절하여 16.6 μGy 에서 814.8 μGy 까지 dose를 변화시키면서 필름과 

센서 각각에 대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그 밖의 조건은 60 kVp, 7 mA로 고

정하 다. 필름의 경우는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특성곡선을 얻었고, 

DR 시스템은 얻은 상으로부터 읽은 픽셀값으로 특성곡선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optical density와 gray level (8bit)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

다. 이에 가시적인 비교를 위해 필름을 필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gray pixel 값으로 변환하여 특성곡선을 비교하 다. 사용한 스캐너는 

UMAX Powerlook 2100 XL (UMAX, Taiwan)이었으며, 스캔 조건은 600 

dpi 8 bit grayscale 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미지를 얻기 위한 X-ray generator로 siemens 

Heliodent MD (Siemens AG, Germany)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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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하드웨어 개발

 가. 상센서

  기존 치과용 디지털 상 센서는 30만 화소의 저분해능 CCD 센서를 사

용하며, 센서의 유용 유효시야가 구내 치근단 필름에 비해 크기가 작아 촬

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위

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센서 사양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 다. 개발 

센서의 유용 유효시야를 대면적으로 설계하 고, 공간분해능은 10 lp/m, 

Dynamic Range는 256으로 목표 설정하 다. Scintillator로는 X-선에 민감

하고 광 변환율이 우수하며 CMOS 광센서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550 nm)과 거의 일치하는 Gd2O2S (Tb) 섬광 스크린을 선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센서는 RadEye1 CMOS 센서 (Rad-icon Imaging 

Corp., Santa Clara, CA, USA) standard grade로서 3개의 dead pixel을 포

함하고, 두께 (4 mm)가 얇으며 대면적 유용유효시야 (25 × 50 mm
2
), 52만 

화소의 고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나. X-선 Readout 회로의 설계 및 제작 

  RadEye1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미세 상 신호 Readout 회로를 설계하

다. 본 회로는 sensor array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를 증폭하는 high 

speed video 증폭기와 AD converter, CPU를 이용한 Readout 회로처리 장

치를 포함한다. 그림 2는 readout 회로의 간단한 block diagram 이다.



- 12 -

그림 2. Readout 회로의 block diagram

  (1) sensor와의 interface 회로 설계

그림 3. RadEye1 Imaging Sensor의 Timing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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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설계 및 구성은 Rad-icon Imaging Corp.에서 제공하는 

Timing diagram (그림 3)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 다. 

  (2) AD converting 회로의 설계

그림 4. AD  converter converting timing diagram

  회로에 사용한 converter의 converting timing (그림 4)이다. conversion 

time tc는 15∼35 μsec정도의 값을 갖는다. 선택한 AD converter는 11 bit

의 no missing code를 가지고 있다. 

  (3) 상 저장 및 전송 회로의 설계

  AD converter를 통해서 들어온 8 bit 상 DATA를 89052 CPU에서 처

리한 후 512 k × 8 CMOS S-RAM에 저장하는 회로이다. 89052의 부족한 

ADDRESS bus 수 때문에 저장 역을 16개의 bank로 나누어 select하는 

방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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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완성된 test board의 전체 SCHEMATIC

그림 5. 완성된 test board의 전체 SCHEMATIC

   (5) test board의 specification

  완성된 하드웨어의 제원(諸元)은 표 2에서와 같다. 

  그림 6에서는 detector에서 나오는 analog signal amplifier의 Bode Plot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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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하드웨어의 제원(諸元)

active area  25 X 50 ㎜

pixel numbers 524,288

resolution 10 l/p

1 pixel size 0.0024 ㎟

Avg. dark current(at 23°C) 4000 electrons.sec

read noise(rms at 1fps) 150 electrons

saturation 2,800,000 electrons

dynamic range 256

conversion gain 0.5μV/electron

baud rate 15200bps

3㏈ bandwidth 43㎒

SNR ( signal-to-noise ratio) 70

harmonic distortion 0.003%

그림 6. Detector에서 나오는 analog signal amplifier의 Bod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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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 개발

 가. S/W 관련

  소프트웨어는 해부학적 진단, 상학적 특성에서 볼 때 상이한 치아, 치

골, 잇몸 등 얼굴과 두개골 부분의 세포학적 특성을 포함한 상을 다루고, 

치과 임상의의 요구에 맞도록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센서로부터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로 들어온 상정보는 8 bit의 gray 

scale 정보이다. 이렇게 얻어진 raw format의 상정보는 제작된 소프트웨

어에 의해 DIB (device independent bitmap)헤더가 추가되어 비트맵 이미

지로 자동 변환이 되고, 이렇게 변환된 bmp 이미지는 환자 정보가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에 그 경로가 입력된다.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Access 

97을 사용하 으며 MS Visual C++을 이용하여 완성한 프로그램과 연동된

다. 획득된 상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검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데이터베이스는 각 환자 상에 대한 위치정보만 가지고 있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임상에서 쓰이는 필름 보관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의 

환자 정보창 일정한 위치에 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상의 실제 저

장은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해당 폴더에 따로 저장이 된

다. 상에 대한 프로세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정보창에 보여지는 

환자 상을 더블클릭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 창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성화 된 창에서 각종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된다. 

  data base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흐름도는 그림 7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구현된 프로그램의 메뉴 구성과 각 메뉴의 기능을 설명하 다. 그림 8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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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tabase에 관련된 Software 흐름도

그림 8. 프로그램 실행 후 초기화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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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데이터베이스와 환자 정보 및 이미지 저장 창의 모습

  

그림 10.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환자 이미지의 활성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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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파일 메뉴

  (가) 데이터베이스 : 초기 화면에서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여는 기능 

  (나) 클립보드 내용열기 : 클립보드 안의 내용을 연다. 

  (다) 열기 : DB와 연동하지 않고 직접 그림 파일을 여는 기능 

  (라) 닫기 : 활성화된 창을 닫는 기능 

  (마) 저장 : 현재의 그림 상태를 저장하는 기능

  (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활성화된 창을 다른 이름이나 속성으로 저장

하는 기능

그림 11. 파일의 하부메뉴

(2) 편집 메뉴

  (가) 실행취소 : 직전에 실행한 모든 수행을 취소하는 기능 

  (나) 클립보드에 복사 : 활성화되었거나 일부 역을 메모리에 올려놓는 

기능 

  (다) 클립보드로부터 붙여 넣기 : 메모리에 올려져있는 내용을 불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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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기능 

  (라) 역선택 : 역선택

  (마) 잘라내기: 선택된 역을 잘라내는 기능

  (바) 복사본 만들기 : 메모리에 저장하고 새로운 창에 이미지를 띄운다.

그림 12. 편집의 하부메뉴

(3) 보기 메뉴

  (가) 도구모음 : 위의 큰 아이콘을 나타내 주는 곳을 숨기거나 보이게 함

  (나) 상태표시줄 : 프로그램의 맨 아랫부분을 숨기거나 보이게 함.

  (다) 원래 크기로 보기 : 불러온 이미지를 원래 이미지의 크기대로 볼 수 

있다. 

  (라) 확대 : 이미지를 각각 2배, 3배, 4배 확대해서 볼 수 있다. 

  (마) 축소 :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각 2배, 3배, 4배 축소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 

 
그림 13. 보기의 하부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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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 메뉴

  (가) 다음 창 : 다른 창을 활성화함

  (나) 계단식 : 보조창을 계단식으로 정렬

  (다) 바둑판식 : 보조창을 바둑판식으로 정렬.

  (라) 도구모음 : 위의 큰 아이콘을 나타내 주는 곳을 숨기거나 보이게 함

그림 14. 창의 

   하부메뉴

(5) 레코드 메뉴

  (가) 첫째 레코드 : 가장 첫 번째 저장된 환자의 DB를 화면에 나타낼 때

  (나) 이전 레코드 : 현재 선택된 환자의 DB에서 한 단계 이전의 레코드

값을 화면에 나타낼 때 

  (다) 다음 레코드 : 현재 선택된 환자의 DB에서 한 단계 이후의 레코드

값을 화면에 나타낼 때

  (라) 마지막 레코드 : 가장 마지막에 저장된 환자의 DB를 화면에 나타낼 

때. 

  (마) 신규 : 새로운 환자를 입력할 때 

  (바) 수정 : 환자 정보를 수정할 때 

  (사) 삭제 : 입력된 환자를 삭제할 때 

  (아) 검색 : 환자 검색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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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레코드의 

하부메뉴

(6) 도구모음

  (가) 밝기조절 : ▷ 반전 : 이미지의 명암을 반전시킨다. ▷ 밝게하기 : 

이미지 전체를 밝게 만든다. ▷ 어둡게 하기 : 이미지 전체를 어둡

게 한다. ▷ 콘트라스트 증가 : 대조도를 증가시킨다. ▷ 콘트라스

트 감소 : 대조도를 감소 시킨다. 

  (나) 필터링 : ▷ 부드럽게 하기 : 이미지를 블러링 시킨다. ▷날카롭게 

하기 : 이미지를 날카롭게 만든다. ▷ 경계선 추출 : 이미지의 경계

선만 추출한다. ▷ 엠보싱 효과 : 이미지가 도드라져 보임 

  (다) 회전 : 이미지를 좌우상하, 플립 등 각도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림 16. 도구모음의 

하부메뉴 그림 17. 도구모음의 하부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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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분석

  완성된 시스템의 모습은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완성된 DDR 시스템의 사진

그림 19. 완성된 제품의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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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와 같이 구성된 시스템의 동작 유무를 확인해 보기 위해 라인 

phantom의 이미지와 아랫턱 앞니, 그리고 반도체 칩의 상을 얻어 보았

다. 

그림 20. (a) X-선 시험 패턴, (b) 하악, (c) 반도체 칩의 사진

그림 21. 완성된 시스템으로 얻은 상 (a) 라인팬텀 (b) Mandible의 

아랫니 (c)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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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최적 이미지를 얻기 위한 거리를 알기 위해 10 cm 씩 거리를 

조절하며 거리에 따른 이미지를 얻었다. X-선 source와 떨어진 거리에 대

해 그림 22와 같은 상 차이를 보 다.  최적화된 거리는 20 cm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22. 거리에 따른 상의 선명도 비교.

20 cm 에서 상이 가장 또렷함을 알 수 있음

  방법에서 언급한 MTF 측정 과정처럼 그림 23은 금속 박막의 수직인 면

으로부터 20개의 샘플을 얻어 평균하여 얻은 ESF 곡선이다. 그림 24는 이

를 미분한 LSF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는 그림 24에 FFT를 거쳐 

얻은 MTF 곡선이다. 시스템의 분해능은 MTF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Intensity의 10%에 해당하는 MTF 곡선의 frequency가 가로, 세

로 방향 모두 6.2 linepair/mm의 분해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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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dge spread function

그림 24. Line sprea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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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TF 곡선. 10%에 해당하는 값이 가로, 세로 

모두 6.2 linepair/mm 이다.

그림 26. CMOS 센서로 얻은 step-wedge 상. 

획득조건 60 kVp, 7 mA, 0.0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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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도 평가를 위한 필름의 특성곡선은 그림 26과 같이 얻은 

step-wedge 상을 분석하여 그림 27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세

로축은 필름의 optical density를 나타내며 가로축은 조사된 선량을 의미한

다. Dose는 16.62 μGy에서 814.8 μGy까지 얻었으며 사용한 필름은 

Kodak Insight F 제품이었다. step wedge 필름 상을 dose 별로 Optical 

density를 얻어 그래프를 얻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dose 역에서 

Optical density는 0.41 에서 3.5 까지의 분포를 보 다.

그림 27. Kodak Insight F film의 characteristic 

curve

  그림 28은 완성된 DDR 시스템의 특성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센서에 대

한 대조도는 필름과 같은 방법으로 각 dose별로 step wedge 상의 픽셀

값을 읽어 나타내었다. 편의상 세로축의 gray scale은 200부터 0까지 거꾸

로 나타내었다. 위의 필름 특성곡선과 비교할 때 DR 시스템의 특성곡선은 

매우 가파른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반응하는 

선량이 필름에 비해 매우 적은 부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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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완성된 DDR system의 characteristic curve. 

편의상 세로축의 픽셀값 분포를 거꾸로 하 다.

그림 29. DDR system의 characteristic curve와 스캔 

후의 film characteristic curve의 비교. DDR system이 

선량에 더 민감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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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과 DDR 시스템의 보다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필름을 스캔하여 

gray level의 픽셀값으로 변환한 결과를 그림 29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필름보다 센서로 얻은 대조도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름을 알 

수 있다.

  SNR은 그림 30과 같이 나타났다. 0.03 이하의 dose에서는 step-wedge 

두께 변화에 따른 상의 구별이 불가능하 다. 0.08 이상의 dose 에서는 

검은 상만 얻어져 상 판독이 불가능하 다. 

그림 30. signal-to-noise ratio 곡선. 0.03 이하의 dose와 

0.08 이상의 dose 에서는 step-wedge 두께 변화에 따른 

상의 구별이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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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일반적으로 DR은 실시간으로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며, 필름보다 적은 

dose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필름 현상이라는 화학적 처리 과정이 불

필요하고, 저장 공간의 절약, 정보의 전송 및 공유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14
. 최근 연세의료원에서는 full PACS system을 도입하여 운 하

기 시작하 다. 이로써 상정보의 전송, 공유, 저장이라는 인프라가 구축 

되었고, 이에 치과분야에서도 DR 시스템의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

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MOS 센서를 이용하여 치과용 디

지털 방사선 상장치를 설계․제작하 으며, 전용 user interface software

를 구성하고, 초기 상을 획득하 다.

  얻어진 상은 환자 정보와 함께 MS Access DB에 자동 저장이 된다. 

이는 신규, 수정, 검색 등이 가능하며, 일괄적이고 통합된 환자 정보 제공

에 편의를 제공하며, 기존 필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장 공간 확보

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DB에 저장된 환자를 검색

했을 때 기존에 저장된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로 보여준다. 이때 상이 배

열되는 것은 기존 치과에서 사용하는 필름 케이스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임상적 진단에 편의를 도모하 다.

  실험에서 사용한 CMOS 센서의 이론적인 최대 해상도는 detector pixel 

사이즈에 크게 의존하며, CMOS 센서의 한 픽셀의 크기는 45 × 45 μm
2 

이므로 Nyquist frequency에 의해 최대 11 linepair/mm 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상도는 MTF 분석 결과 6.2 linepair/mm 로 

나타났다.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필름을 이용한 진단 장비는 ≥12 

lp/mm 정도의 해상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1/2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상도는 X-ray source, 이미지 획득 조건,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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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특성, 이미지 처리에 크게 의존한다. 또한 결과에서 제시한, DDR 

시스템으로 얻은 이미지를 보면 하단 양측에 있는 검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scintillator 와 CMOS 센서의 접합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

낸다. 이러한 요인들이 역시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

단된다. 

  DDR 시스템의 대조도를 알아보기 위해 필름과 비교하 다. 필름의 특성

곡선은 매우 넓은 dose 역에 걸쳐 있으며, 상대적으로 DDR 시스템의 특

성곡선은 필름보다 낮은 dose 역에 걸쳐 있으며 필름의 곡선에 비해 기

울기가 더 가파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필름과 비교할 때 DDR 시스템이 

더 나은 대조도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 

더하여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contrast 및 brightness 조절 기능은 필름과 

비교할 때 다양한 세포학적 특성의 구별을 손쉽게 하여 병변 및 caries 판

독에 편의를 도모할 것이다
14
. 주의할 점은 필름의 optical density와 DDR 

시스템의 gray level은 서로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며, 정확한 비교

를 위해서는 사용한 스케너에서 optical density와 gray level의 정량적인 

reference를 구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UMAX 스캐너로 필름을 scanner를 이용하여 픽셀값으로 변환

한 후 비교를 하 다. 

  비슷한 dose의 필름에서의 이미지와 완성된 시스템에서 얻은 이미지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DDR 시스템이 적은 dose로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낮은 dose 상에서 평가 되어야할 중요

한 항목으로는 SNR(signal-to-noise ratio)이 있다. 이는 상 정보 

(signal)의 분산과 아무런 상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상 (noise)의 분산

과의 비로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는 필름에서 보다 DR 시스템에서 더 중

요하게 작용하는데 DR 시스템은 얻어진 상을 모니터로 확대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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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SNR은 DR 시스템의 상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본 실험에서는  step-wedge를 이용하여 SNR 측정하 다. 최대 수치는 약 

14:1 정도 으며, 센서에 조사된 dose 범위 중 가장 낮은 dose인 69.85 μ

Gy 에서는 노이즈가 너무 심해 상을 알아보기 힘들었으며 가장 높은 

dose인 198.7 μGy 에서는 상이 모두 검게 나와 step-wedge 두께별 픽

셀값의 구분이 불가능했다. 

  Prototype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처리 회로는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며, 이미지 데이터는 그 특성상 High Frequency 역에서 다뤄지므로 

노이즈나 회로의 미세한 특성에 민감하므로 회로의 구성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 용량의 상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8 bit CPU인 

89052 CPU로 처리하 다. 또한 89052의 부족한 ADDRESS bus 수 때문에 

저장 역을 16개의 bank로 나누어 select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식

으로 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

로 적은 Address bus와 데이터의 느린 처리로 인해 이미지를 얻는데 걸리

는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 

  임상에서 쓰이는 필름은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은 22 × 35 

mm
2
이고 중간 것은 24 × 40 mm

2
, 가장 큰 것은 31 × 41 mm

2
 로 치과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31 × 41 mm
2
 이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prototype CMOS 상센서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큰 면적 유효시야 (25 

× 50 mm
2
)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기존 필름과 다

르다는 점, 큰 면적으로 인해 환자의 구강에 삽입이 어렵다는 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된다.

  소프트웨어는 현재 JPG, BMP, TIFF의 상 format 형식을 지원한다. 

하지만 환자 정보로 저장되는 이미지는 BMP로 한정되어 있으며, PACS 

연동을 위한 DICOM format 지원 또한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



- 34 -

다.

  완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이러

한 상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상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상의 질에 있

어서 대조도는 일반적인 DDR 시스템이 가진 장점을 잘 보여주었고, 해상

도는 다소 부족한 점을 보 다. SNR 역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

후 본 연구를 토대로 치과용 디지털 래디오그래피 시스템의 국산화와 임상

에서의 효율적 적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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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기존의 필름 방식에 비해 많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DDR 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CMOS를 이용한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상장치를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샘플 이미지

를 얻을 수 있었다. 시스템의 해상도는 MTF 분석 결과 6.2 linepair/mm 

로 CMOS 상센서의 최대 해상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를 보여주

었으며, 대조도는 필름과 비교했을 때 적은 선량으로 더 나은 대조도를 보

여 주었다. 노이즈 특성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연구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의 노하우 축적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하 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8 bit CPU를 이용하여 그 효율에 있어서는 매우 좋

으나, 부족한 ADDRESS 수와 상대적으로 느린 연산으로 인해 고용량의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다소 느린 경향을 보 다. 소프트웨어는 각종 

측정 및 PACS시스템 연동을 위한 DICOM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상 처리 속도 향상 및 이미지의 보정 기술을 더 보완하고, 

센서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임상에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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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Dental Digital Radiographic system using CMOS 

and Evaluation of Imaging Properties

Soon Il Ho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oung Kim)

  As the filmless full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installation in dental hospital has recently been incresed, the 

demand for DDR system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dental radiological 

fiel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uch a DDR system 

using a CMOS sensor, and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hen evaluate 

its physical properties from clinical point of view.

  The electronic circuit was designed to analyze timing diagram of a 

CMOS sensor. The user interface software was coded using MS Visual  

C++ language.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signal-to-noise ratio and 

characteristic curves were measured for the imaging characteristics of 

the DDR system. To evaluate the image contrast according to 

variations in dose, step-wedge images were acquired. Thicknesses of 

the step-wedge were 1.02, 1.57, 2.06, 2.58, and 3.10 mm. Film sensitivity 

was determined by exposing a series of identical Kodak Insight F films.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imaging system was determined using the 



- 39 -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which was obtained from sharp edge 

images. The line spread function was calculated from the derivative of 

the ESF, the MTF was calculated from the fast Fourier transform of 

LSF. To obtain the SNR, ROIs were set on each step-wedge image. 

The SNR was calculated as the ratio between the average pixel value 

and the background standard deviation.

  We have successfully developed a DDR system using a CMOS sensor 

and evaluated the imaging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e CMOS 

detector was more sensitive than conventinal dental films and the 

results obtained for the MTF showed that the resolution of the DDR 

system was approximately 6.2 line pair per mm. The result of max 

SNR value was 14:1.

  There was some defects in DDR system that 89052 processor used as 

CPU had a long processing time and the size of a CMOS was not 

suitable for clinical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high performance dental digital radiography system. The fully developed 

DDR system could be used for clinical diagnosis after improvement of 

the acquisition time, spatial resolution and the size of a CMOS sens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Dental Digital Radiography, DDR, Development, CMOS, DR, 

SNR, MTF, characteristi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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