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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디지털 X-선 상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몬테칼로 

모의실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CsI(Tl) 섬광체 및 광센서 픽셀 어레이(pixel array)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X-선 상시스템의 최적화 설계를 도출하고 상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몬테칼로 컴퓨터 모의실험 코드를 C
++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

성하 다. 컴퓨터 모의실험 코드에 사용된 X-선 상시스템의 구조는 인체를 대

표하기 위한 팬텀으로 2.5 cm  2.5 cm  5.0 cm  크기의 물(연부조직) 내부에 칼슘

(뼈)으로 된 물체가 있는 것으로 단순화시켰으며, 팬텀에서 산란된 X-선을 제거하

기 위한 그리드(grid), X-선을 가시광으로 전환시켜 주는 CsI(Tl) 섬광체, 가시광

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픽셀화된 광센서 어레이로 구성되었다. 입사 X-선

과 피사체와의 상호작용은 광전흡수(photoelectric absorption)와 컴프턴산란

(Compton scattering)으로 제한하 으며, 상획득에 사용된 X-선의 에너지 범위

는 10∼150  keV, 광센서의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은 70%로 가정하 다. 

또한 광센서 픽셀 어레이에 도달한 가시광의 수는 128 128 , 256 256 , 

512 512  픽셀크기로 표본화한 후 8 bit 그레이스케일(gray scale)로 양자화하

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설계조건에서 몬테칼로 컴퓨터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X-선 상을 획득한 후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를 계산하여 그 화질

을 평가하 다.

                                                                           

핵심 되는 말 : Monte Carlo simulation, X-ray imag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resolution, digital rad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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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필름/스크린 방식의 아날로그 X-선 상촬 법은 우수한 공간해상도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전체 의료 및 산업용 X-선 상기기의 약 70%를 차지 

할 만큼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필름/스크린 방식에 의한 X-선 상 

촬 은 필름의 법정 보관연수(5년)에 따른 필름 보관 장소, 현상과정으로 인한 환

경오염, 환자 진료시간의 지연, 상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기존 상자료의 활용 

등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1].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80

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아날로그 X-선 상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X-선 

상검출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의료 상분야

에서 많은 양의 필름 상을 DB화함으로써 데이터의 관리, 검색 및 전송의 편리함

을 도모하고자 하는 병원 정보화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 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등과 같은 의

  

그림 1.1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X-선 영상 촬영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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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과 맞물려 의료용 디지털 X-선 상시스템 개발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1.1에서와 같이 기존의 필름/스크린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대신하

여 X-선에 의한 상신호를 직접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상을 구성하는 기술

을 DR(digital radiography)이라 하며, 이러한 DR 기술은 디지털 상시스템의 X-

선 검출방식에 따라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으로 구분된다. 직접방식은 광전도물질

(a-Se, HgI2 등)을 사용하여 직접 입사 X-선으로부터 생성된 전기적 신호를 검출

하여 X-선 상을 획득하는 방식이며, 간접방식은 형광물질(CsI:Tl, NaI:Tl, 

CdWO4 등)을 사용해 X-선을 가시광으로 전환시킨 후 수광소자(CCD, CMOS, 

photodiode array 등)를 사용하여 X-선 상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림 1.2).

그림 1.2 DR X-선 영상시스템의 영상획득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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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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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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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단 상의 디지털화는 상자료를 전산화⋅정보화하는데 유용하고 여러 

가지 상처리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용도에 부합되는 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

며, 기존의 필름/스크린 방식에 비해 더 적은 X-선 선량으로도 필름/스크린 방식

과 비교해 볼 때 대등한 화질의 상을 획득할 수 있어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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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sI(Tl) 섬광체 및 광센서 픽셀 어레이(pixel array)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X-선 상시스템의 최적화 설계를 도출하고 상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몬테칼로 컴퓨터 모의실험 코드를 C
++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작

성하 으며 다양한 설계조건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획득 상의 화질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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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의실험코드 알고리즘

2.1 X-선과 피사체와의 주요 상호작용

   입사 X-선과 피사체와의 상호작용 발생빈도는 X-선 에너지와 피사체의 원자

번호(Z)에 의해 좌우되며 광전흡수, 컴프턴산란, 쌍생성으로 구분된다. 

① 광전흡수(photoelectric absorption): 피사체에 조사된 X-선이 피사체를 구성하

는 원자의 궤도전자(주로 K-각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자신은 사라지고 대신 궤

도전자를 이온화하는 현상

 

② 컴프턴산란(Compton scattering): 피사체에 조사된 X-선이 피사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궤도전자(주로 최외각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궤도전자를 이온화하고 자신

은 입사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는 현상

③ 쌍생성(pair production): 피사체에 조사된 1.022 MeV 이상의 고에너지 광자가 

피사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핵 근처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대신 전자(electron)

와 양전자(positron)로 변환되는 현상

   본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X-선은 단일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에너지 범

위는 진단 역인 10∼150  keV 로 가정하 으며, 피사체와의 상호작용은 광전흡

수와 컴프턴산란으로 제한하 다; 고전산란(coherent scattering), 쌍생성, 광핵붕괴

(photo-disintegration) 등과 같은 기타 상호작용은 무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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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팬텀 내 X-선의 반응거리 계산

   입사 X-선이나 팬텀 내에서 산란된 X-선은 피사체 내에서 상호작용하거나 또

는 팬텀 외부로 투과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현재 X-선의 지점에서 

다음 반응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 X-선이 현 위치에서 거리 s만큼 

이동하 다면 거리 s와 s+ds 사이에서 반응이 발생할 확률, p (s )ds는 다음과 같

이 계산된다:

∑ ∑= −

t

sE dseEdssp t
)()()(  (식 2.1)

여기서 ∑t
E)( 는 에너지 E를 가진 X-선의 총 선형감약계수(total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이다. s = 0에서 ∞까지 p (s )의 적분값은 1이므로 p (s )

는 확률 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가 되며, 이 함수의 누적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S sE
tesdspsP

0

)(1)()(
(식 2.2)

X-선의 현 지점에서 다음 반응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s는 역변환 방법(inverse 

transformation method)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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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ξ ln
)(

1)(1
∑

−== −

t
E

Ps
 (식 2.3)

여기서 ξ는 0과 1사이에서 균일한 값을 갖는 난수(random number)값이다. 거리 s

를 구한 후 다음 반응위치를 계산한다. 반응위치 r1 (x1,      y1,      z1 )에서  

w (wx,      wy,      wz )  방향으로 X-선이 산란될 때 다음 반응위치 r2 (x2,      y2,      z2 )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z

y

x

szz

syy

sxx

ω

ω

ω

+=

+=

+=

12

12

12

(식 2.4)

여기서 wx,      wy,      wz  는 방향 단위벡터 w의 x,      y,      z  성분이다. 만약 다음 위치 r2가 

팬텀의 외부에 있다면 계산은 종료된다.

2.3 상호작용 유형 선택

   X-선의 상호작용 위치가 팬텀 내에 있을 때 상호작용 유형을 다음과 같이 결

정된다: 0과 1사이에서 균일한 값을 갖는 난수 ξ를 생성한 다음 난수 ξ가 
Σp (E )

Σt (E )
 

보다 작거나 같으면 X-선은 그 지점에서 광전흡수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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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지점에서 컴프턴산란 반응을 일으켰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 p
E )( 는 에너

지 E를 가진 X-선의 광전흡수 반응에 대한 선형감약계수를 나타낸다.

2.4 산란 X-선의 방향 계산

   X-선이 팬텀 내에서 광전흡수 반응을 일으키면 그 X-선은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지는 반면, 컴프턴산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에너지 중 일부를 잃고 입사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산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란된 X-선의 새로운 방향과 에너지를 

계산해야 된다. 본 논문에서는 X-선의 산란각 θ를 구하기 위하여 Kahn의 거절법

을 사용하 으며 산란방향의 단위벡터 w     (wx,      wy,      wz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 1 < wz < 1  인 경우,

wx =

√
1 − µ2

1 − w2
z

[wycosϕ + wxwzsinϕ ] + wxµ 

wy =

√
1 − µ2

1 − w2
z

[−wxcosϕ + wywzsinϕ ] + wyµ

wz =−
√

(1 − w 2
z )(1 − µ2 )sinϕ + wzµ

 (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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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wxi + wyi + wzk

w  =  wxi + wyi + wzk

             = w1u 1 + w2u2 + w3u3

                     

w1 = sinθcosϕ

w2 = sinθsinϕ

w1 = cosθ

  

그림 2.1 X-선의 입사방향과 산란방향과의 관계

  

wz = 1  인 경우,

wx =
√

(1 − µ2 )cosϕ  

wy =
√

(1 − µ2 )sinϕ  

wz = wzµ

 (식 2.6)

여기서 µ는 cos     θ  이고 ϕ는 방위각(azimuthal angle)이다. 산란 X-선의 분포는 방

위각 ϕ에 대해서 균일하기 때문에 ϕ = 2πξ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ξ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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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값이다. 그림 2.2는 위 식을 사용하여 3 가지 다른 X-선 에너지(10 keV, 140 

keV, 1 MeV)에 대해서 계산한 컴프턴산란 X-선의 각도분포를 보여준다. X-선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산란방향은 전방(forward direction)을 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입사 X-선 에너지에 따른 컴프턴 산란된 X-선의 각도분포 

산란 X-선의 에너지 E'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 =
m0c

2

1 − µ+ 1/α
 (식 2.7)

여기서 m0c
2은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0.511 MeV)이며, α는 전자의 정지질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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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 = xp − zp

wx

wz
,                               yg = y p − zp

wy

wz
 (식 2.8)

그리고 파라미터 rc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rc =
√

(xg − xp )2 + (yg − yp )2  (식 2.9)

이 값이 
f (zp )

2  보다 적은 경우에는 산란 X-선이 그리드를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드에서 제거된다고 가정하 다[14]. 

그림 2.4 모의실험 코드에 사용된 그리드의 특성곡선

여기서 f (zp )는 모의실험에 사용한 그리드(연박의 간격 = 1.4 mm, 연박의 두께 = 

0.254 mm, 연박의 높이 =  25.2 mm)의 공간해상도 데이터이다(그림 2.4)[4]. 



- 12 -

2.6 CsI(Tl) 섬광체에서의 가시광 생성

   CsI(Tl) 섬광체는 다른 섬광체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섬광특성을 갖는다(1 MeV 

흡수당 약 52,000 가시광 생성)[5]. 그림 2.5 (a)는 평판형(flat) 구조의 CsI(Tl) 섬

광체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이 구조는 생성 가시광이 등방향(isotropic)으

로 확산되기 때문에 상의 선예도(sharpness)를 저하시키는 반면, 그림 2.5 (b)는 

침단형(columnar) 구조로서 이 경우 column에서 발생된 가시광이 column 사이에

서 반사되어 광센서 픽셀 어레이에 수집되므로 상의 선예도는 향상된다. 

(a)                                         (b)

그림 2.5 CsI(Tl) 섬광체의 구조: (a) 평판형 CsI(Tl), (b) 침단형 CsI(Tl)

   본 모의실험에서는 5 µm column 간격의 침단형 CsI(Tl) 섬광체를 사용하여 

X-선 상을 획득하고 그 화질을 평판형 CsI(Tl) 섬광체에 의한 것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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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의실험에 사용된 상시스템의 구조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디지털 X-선 상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6 모의실험에 사용한 디지털 X-선 상시스템의 구조

X-ray 발생

인체모형 
phantom

Grid

Scintillator

Pixelized 
Detector

산란선 제거

엑스선을 가시광으로 
전환

가시광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

     

2.7.1 입사 X-선

   팬텀에 입사되는 X-선은 단일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에너지 범위는 진

단 역인 10 ̴150 keV로 제한하 으며 팬텀에 수직으로 입사한다고 가정하 다. 

이 때 입사되는 X-선의 강도는  1.65 107
 개/cm2로 설정하 다.  

2.7.2 모형팬텀

   모의실험에 사용한 팬텀은 인체를 대표하기 위해 2.5 cm  2.5 cm  5.0 cm  크

기의 물(연부조직)로 채워진 육면체 내부에 외경 1 cm, 내경 0.5 cm, 높이 0.5 cm

크기의 원통모양의 칼슘(뼈) 또는 테스트 패턴(스트립)으로 단순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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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그리드(grid)

   그리드는 입사된 X-선이 팬텀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산란선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본 모의실험에 사용한 그리드의 구조는 수직평형이고 연박의 간격이 

1.4 mm, 연박의 두께가 0.254 mm  그리고 연박의 높이는 25.2 mm  로 가정하 다. 

실제 모의실험에서는 X-선이 그리드에 입사했을 때 그 궤적을 찾아 계산하는 것

이 복잡하므로 계산과정을 간단히 하고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그리드의 공간해상도 데이터를 사용하 다. 물 팬텀 위의 한 점에서 수직으로 X-

선이 입사되었을 때 그림 2.7 (a)는 그리드가 없는 경우에 획득한 X-선 상이고 

그림 2.7 (b)는 그리드를 설치한 경우 획득한 X-선 상으로서 산란 X-선이 효율

적으로 제거됨을 보여준다. 

                    (a)                                       (b) 

그림 2.7 그리드 유무에 따른 획득 상: (a) 그리드가 없는 경우 획득한 X-선 상, (b) 그

리드를 설치한 경우 획득한 X-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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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CsI(Tl) 섬광체

   본 모의실험에서는 X-선이 CsI(Tl) 섬광체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마다 등방향

으로 가시광이 생성되고 이 때 생성되는 가시광의 평균 갯수는 5.2 104   Ex  로 

가정하 다. 여기서 Ex는 CsI(Tl) 섬광체에 흡수된 X-선의 MeV 단위로 표시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2.7.5 광센서 픽셀 어레이

  픽셀화된 광센서 어레이는 CsI(Tl) 섬광체에서 발생한 가시광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CsI(Tl) 섬광체에 착시켰다. 본 모의실험에 사용된 광센서의 크기는  

2.5    cm  2.5    cm  이며 픽셀의 수를 128  128 , 256  256 , 512  512  개로 변

경시켜 가며 X-선 상을 획득하 다. 이 때 광센서의 양자효율(quantum 

efficiency)은 70%로 가정하 다. 

2.8 모의실험 코드의 흐름도

   그림 2.8은 상기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모의실험 코드의 흐름도를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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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모의실험 및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몬테칼로 모의실험 코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X-선 상을 획득한 후 그 화질을 평가하 다. 첫째, 작

성된 모의실험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입사 X-선의 에너지 변화에 따

른 팬텀과의 상호작용 빈도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 다. 둘째, 다양한 모의실험 

조건(픽셀의 크기, CsI(Tl) 섬광체의 두께 및 구조, 입사 X-선의 에너지 등)에서 

X-선 상을 획득하 다. 셋째, 변조전달함수를 측정하여 획득 상의 화질을 평가

하 다.

3.1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MTF란 상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표시하는 것으로 피사체대조도(subject 

contrast)에 대한 획득된 상대조도(image contrast)의 비로 최대 1(즉, 100% 

상정보 전달)에서 최소 0(즉, 100% 상정보 손실)의 값을 갖는다. MTF의 측정방

법은 그림 3.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한쪽이 두꺼운 납으로 된 팬텀에 X-선

을 조사하여 획득된 상으로부터 ESF(edge spread function)를 구하고, 이 함수

를 미분하여 LSF(line spread function)를 계산한 후 FFT(fast fourier transform)

를 취하여 정규화한다. 그림 3.2는 주어진 모의실험 조건(pixel size: 48 µm, 

X-ray energy: 60 keV, CsI(Tl) thickness: 50 µm)에서 획득된 상으로부터 측정

한 LSF 곡선을 나타내며, 그림 3.3은 이 때의 MTF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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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이렇게 신뢰성이 검증된 모의실험 코드를 사용하여 원통모양의 칼슘 

팬텀에 대해 획득한 상으로 실험조건은 입사 X-선 에너지를 60 keV, 광센서 어

레이의 픽셀 수를 512 512 , CsI(Tl) 섬광체의 두께를 평판형 및 침단형 각각 

100 µm으로 한 것이다.

                  (a)                                         (b)

그림 3.6 원통모양의 칼슘 팬텀에 대한 획득 상: (a)평판형 섬광체, (b) 침단형 섬광체

 

3.3 상시스템의 설계조건에 따른 모의실험 및 화질평가

   CsI(Tl) 섬광체를 기반으로 하는 상시스템의 설계조건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며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모의실험의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리드의 사용유무에 따른 모의실험

② CsI(Tl) 섬광체의 기하학적인 구조 및 두께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③ 광센서 픽셀 어레이의 픽셀크기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④ 입사 X-선 에너지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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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그리드 유무에 따른 모의실험

   피사체 내에서 발생된 산란선을 제거시켜 주는 그리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서 60 keV의 에너지로 입사되는 X-선에 원통형 팬텀을 조사시켜 그리드 사용

유무 시의 피사체 대조도(subject contrast)를 비교하 다.

                  (a)                                           (b) 

그림 3.7 그리드 사용유무에 따른 X-선 강도분포: (a) 그리드 사용전, (b) 그리드 사용후

   

 그림 3.7은 CsI(Tl) 섬광체에 입사되기 전의 위치에서 (a) 그리드 사용전과 (b) 

그리드 사용후에 모사된 X-선의 강도분포를 나타낸다. 그리드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림 3.7에서 중앙 수평선을 따라 X-선의 강도분포를 측정하여 피

사체 대조도를 측정해 보았다(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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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sI(Tl) 섬광체의 구조에 따른 모의실험

    CsI(Tl) 섬광체는 두께와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서 상의 화질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판형과 침단형의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섬광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가며 모의실험을 수행하 다.

(a)                                          (b)

 

 그리드 제거시 그리드 사용시

D1  평균 1049 275

D2  평균 12001 11507

대조도 10.44 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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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3.9 CsI(Tl) 섬광체의 두께변화에 따른 상 비교: 

(a) 평판형 섬광체(100 µm thickness)  (b) 평판형 섬광체(300 µm thickness)
(c) 침단형 섬광체(100 µm thickness)  (d) 침단형 섬광체(300 µm thickness)

그림 3.9는 입사 X-선 에너지를 60 keV로 고정하고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 수를 

512 512로 하 을 때 평판형 CsI(Tl) 섬광체와 침단형 CsI(Tl) 섬광체의 두께를 

각각 100 µm 과 300 µm으로 변화시켰을 때 획득한 상을 나타낸다. 그림 3.10은 

평판형 CsI(Tl) 섬광체의 두께가 50∼400  µm으로 변경될 때 측정한 X-선 상

의 MTF 곡선을 나타낸다. 이 때 10% MTF 값에 해당되는 공간주파수는 각각 

4.9, 2.6, 1.7, 1.3, 0.9, 0.7 lp/mm 로 계산되었으며 CsI(Tl) 섬광체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상의 해상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은 침단형 CsI(Tl) 섬광체

의 두께에 따른 MTF 곡선을 나타내며 10% MTF 값에 해당되는 공간주파수는 

각각 8.3, 6.6, 5.3, 4.0, 2.7, 2.1 lp/mm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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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3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크기 변화에 따른 상 비교: 

(a) 픽셀크기(96 µm), 평판형 섬광체    (b) 픽셀크기(192 µm), 평판형 섬광체
(c) 픽셀크기(96 µm), 침단형 섬광체    (d) 픽셀크기(192 µm), 침단형 섬광체

   

그림 3.13는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크기가 96 µm 및 192 µm 일때 측정한 X-선 

상이며, 이 때 사용된 X-선 에너지는 60 keV, CsI(Tl) 섬광체의 두께는 100 µ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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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입사 X-선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입사 X-선의 에너지가 작은 경우 컴프턴산란보다는 광전흡수가 주를 이루게 

되는 반면 X-선의 에너지가 큰 경우 컴프턴산란이 주를 이루게 된다. 또한 X-선 

에너지가 큰 경우 산란된 X-선의 산란각이 주로 전방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X-선의 에너지 또한 상의 해상도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모의실험에서는 입사 X-선의 에너지를 30 keV, 60 keV, 90 keV로 변화시

켜 가면서 MTF 곡선을 측정하 다(그림 3.17). 이 때 섬광체의 두께는 100 µm 

이고, 픽셀의 크기는 48 µ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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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7 입사 X-선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상 비교: 

(a) 30 keV, 평판형 섬광체 (b) 120 keV, 평판형 섬광체

(c) 30 keV, 침단형 섬광체 (d) 120 keV, 침단형 섬광체

   

   그림 3.18과 그림 3.19는 평판형 CsI(Tl) 섬광체와 침단형 CsI(Tl) 섬광체에 대

해서 입사한 X-선 에너지의 크기를 30∼120  keV로 변화시켜가며 측정한 MTF 

곡선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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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 MTF 값에 해당되는 공간주파수는 X-선 에너지

가 증가할 때 매우 둔감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13].

표 3.2 입사 X-선 에너지에 따른 10% MTF 값의 공간주파수 변화

입사 에너지 크기  [keV] 30 60 90 120

평판형 CsI(Tl) 공간주파수 [lp/mm] 2.6 2.7 2.7 2.8

침단형 CsI(Tl) 공간주파수 [lp/mm] 7.2 7.4 7.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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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상의 통계적 노이즈에 관한 모의실험

   입사 X-선 양의 통계적 변동은 섬광체의 입력면에서 X-선을 흡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게 되며, 또한 섬광체에서 흡수한 X-선 양의 통계적 변동(statistical 

fluctuation)으로 인하여 상에 얼룩 또는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상 노이즈를 

양자반점(quantum mottle)이라 한다. 

(a)                                        (b)

그림 3.20 입사 X-선 광자의 서로 다른 양에 대해 획득된 상:

       (a) X-선 입사량: 4.0 104
 [개/cm2]     (b) X-선 입사량: 4.0 106

 [개/cm2]

           X-선 에너지: 150 [keV]                X-선 에너지: 60 [keV]

   그림 3.20 (a)는 입사 X-선의 에너지를 150 keV로, X-선 양을 4.0 104
 개

/cm2 로 설정하여 획득된 상이고 그림 3.20 (b)는 X-선의 에너지가 60 keV일 

때 X-선의 양을 4.0 106  개/cm2 로 설정하여 획득된 상을 나타낸다. 양자반점

의 발생빈도는 X-선 상을 구성하는 광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X-선 

광자수가 적을수록, X-선 에너지가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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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 CsI(Tl) 섬광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X-선 상장치의 특성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코드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CsI(Tl) 섬광체의 구조에 따라(평판형 또는 침단형), 

섬광체의 두께에 따라,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수에 따라, 입사한 X-선 에너지에 따

라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상을 획득한 후 그 화질을 평가하 다. 이러한 모의실

험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CsI(Tl) 섬광체를 기반으로 하는 X-선 상장치에서의 상화질은 CsI(Tl) 섬

광체의 두께와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 수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반면, 입사한 에너

지에 대해서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2. X-선 상에 발생하는 양자반점은 입사 X-선 광자량을 증가시켜 흡수광자량을 

높여주거나 입사 X-선의 에너지를 낮게 하여 입사광자 중 많은 양을 반응하게 하

면 통계적 변동이 작아져 사라진다.

3. 평판형 CsI(Tl) 섬광체 보다 침단형 CsI(Tl) 섬광체의 경우가 침단형 섬광체의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우수한 상의 화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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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onte Carlo Simulation for the Design 

of a Digital X-ray Imaging System

                          Hong, Dae Ki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a Monte Carlo simulation code was developed by using the 

C++ programming language in order to design a digital X-ray imaging system 

based on a CsI(Tl) scintillator and a photodiode array. The system 

configuration used for this simulation consists of a simplified human phantom, 

a parallel-hole grid, a CsI(Tl) scintillator and a photodiode array. The 

parallel-hole grid was placed between the phantom and the CsI(Tl) scintillator 

to reject scattered X-rays generated inside the phantom. CsI(Tl) scintillators 

with thickness of 50-400 µm convert an incident X-ray beam to visible lights, 

and are followed by a photodiode arrays of 128×128, 256×256 or 512×512 pixel 

size for sampling X-ray signal. Interaction between incident X-rays and the 

phantom was limited to photoelectric absorption and Compton scattering. The 

X-ray energy used in this simulation was in the range of 10-150 keV, and the 

quantum efficiency of the image system was assumed to 70%. We estimated 

the image quality of the system in terms of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with various simulation conditions.

Key words : Monte Carlo simulation, X-ray imag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image resolution


	차례
	그림 차례
	표 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 2 장 모의실험코드 알고리즘
	2.1 X-선과 피사체와의 주요 상호작용
	2.2 팬텀 내 X-선의 반응거리 계산
	2.3 상호작용 유형 선택
	2.4 산란 X-선의 방향 계산
	2.5 그리드(grid)에서의 산란선 제거
	2.6 CsI(Tl) 섬광체에서의 가시광 생성
	2.7 모의실험에 사용된 영상시스템의 구조
	2.7.1 입사 X-선
	2.7.2 모형팬텀
	2.7.3 그리드(grid)
	2.7.4 CsI(Tl) 섬광체
	2.7.5 광센서 픽셀 어레이

	2.8 모의실험 코드의 흐름도

	제 3 장 모의실험 및 결과 고찰
	3.1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3.2 모의실험 코드의 신뢰성 검증
	3.3 영상시스템의 설계조건에 따른 모의실험 및 화질평가
	3.3.1 그리드 유무에 따른 모의실험
	3.3.2 CsI(Tl) 섬광체의 구조에 따른 모의실험
	3.3.3 광센서 어레이의 픽셀크기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3.3.4 입사 X-선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모의실험
	3.3.5 영상의 통계적 노이즈에 관한 모의실험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