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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PPPuuulllssseeedddfffllluuuooorrrooossscccooopppyyy를를를 사사사용용용한한한 환환환자자자
피피피폭폭폭량량량 감감감소소소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논문은 X-Ray를 사용한 수술시 환자와 의사가 받는 기준치 이상의 피폭량
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Continuousfluoroscopy조사 방식을 변형한 Pulsed
fluoroscopy방식을 사용하여 피폭량을 최소화 하면서 영상의 화질은 최대화 시키
기위한 연구이다.
Continuousfluoroscopy방식의 시술은 연속적인 X-Ray조사로 조사시간에 대

한 피폭량이 누적되어 쌓이게 된다.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량
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연속적인 조사의 경우 고압 발생 부와 X-Ray발
생 부인 Tube단의 부하에 열로 변환되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또한 전자의
Target인 텅스텐을 가열하여 녹임으로써 수명의 단축을 가져온다.연속적인 조사
로 발생된 열은 장비의 사용가능 시간을 단축시켜 시술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Pulsed fluoroscopy방식은 Continuousfluoroscopy방식의 연속조사를 끊어

짧은 시간동안 조사를 여러 번 하는 방식이다.Pulsedfluoroscopy방식의 경우
Pulse의 RisingTime과 FallingTime이 Pulse의 개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고압 발생장치의 주파수와 고압 배압단의 형태로 결정된다.고압 발생장치의
고주파 화는 반도체 기술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으며 100kHz이상이 사용되고 있
다.고주파로 RisingTime과 FallingTime을 빠르게 함으로써 필요 없는 피폭량
의 감소를 가져오는 성능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같은 조사조건의 경우 Continuous와 Pulsedfluoroscopy각 방식의 선질과

선량을 교정된 kV meter와 ionizationchamber장비로 측정하여 Pulse의 개수와
Width에 따른 선량의 현격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선량의 감소에 따른 영상의 화질 변화는 Continues와 Pulsedfluoroscopy각

조사 시 CCD 카메라를 통해 얻은 Chest사진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해 동일함
을 확인하였다.동일 조사조건의 경우 Pulsedfluoroscopy조사 방식이 환자와 시
술자 모두 피폭량을 감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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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와 Pulsedfluoroscopy방식의 조사 조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피폭
량으로 영상 화질 향상 실험을 통하여 Pulse방식의 경우 확연한 영상 화질 향상
을 확인 하였다.실험은 Continuousfluoroscopy방식의 피폭량을 넘지 않는 조사
조건으로 Pulsedfluoroscopy방식으로 조사 후 영상을 비교하였다.
동일 조사조건의 피폭량 감소 실험과 동일 피폭량의 영상 화질의 향상 실험에

서 모두 Pulsedfluoroscopy를 사용한 X-Ray시술이 뛰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도체 기술과 영상 획득 기술,물질 가공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더 적은 피폭
량으로 더 좋은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Continuousfluoroscopy,Pulsedfluoroscopy,피폭량,
kVmeter,ionization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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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질병의 진단을 위해 인체의 내부를 비 침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가져왔다.이는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W.Roentgen에 의하여 X선
이 발견된 이후로 임상에서 인체 내 정보를 영상으로 획득하기 위한 방사선 영상
장치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오고 있다.방사선 영상 장치는 단순한 영상 획득 방
법,고 해상도의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임상의 영상진단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방사선과 함께 살고 있으면

자연방사선에는 우주선과 지각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물질에서의 방사선이외에
인체내에 섭취된 방사선물질이 체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체에 피폭되는
선량은 연간 약 2.40mSv(240mR)가 된다.전문가들은 연간 피폭량이 미국의 경우
20mSv(2R),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6mSv(600mR)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하지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분자 레벨에서 DNA 손상으로 세포의 사멸
또는 기능마비와 돌연변이의 발생으로 이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해 나간다면 인
체 조직 내 비정상 세포의 무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해당 조직이나
장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도 있고 이러한 증식이나 생존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면 소위 종양세포가 될 수 있다.또한 처음 비정상적으로 된 세포가
체세포가 아닌 난소나 정소의 생식세포라면 그 세포에서 생산되는 난자나 정자는
비정상적인 유전정보를 갖게 되고,이러한 난자는 정자가 수정하게 되어 태어나는
새 생명체는 유전결함을 발현할 수 있다.이러한 결정적 영향의 방사선 문턱치는
조직과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 0.5Sv(50R)이상으로 볼 수 있다 [1].방
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연간 허용되는 한도가 20mSv(2R)인 점에 감안
하면 연간 선량 한도의 25배 이상을 수 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피폭하는 것에 해
당하므로 정상적으로 방사선 안전관리가 수행되는 상황 하에서는 종사자들의 피
폭선량이 결코 문턱치에 이를 수 없다.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가 작용하는 체제
아래에서는 결정적 영향은 근본적으로 방지된다고 볼 수 있다 [2].
시술시 사용되는 투시 촬영 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4호(의료기

기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입사 조사선량율의 제한에 따라
자동 노출제어기가 설비되어 있는 투시 촬영 장치는 피검자에 입사하는 이용선의
중심점에서 조사선량율이 10R/min이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관전압과 관전류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초과되지 않아야 하고,자동노출 제어기가 설비되어 있지 않은
투시 촬영 장치는 5R/min이상으로 초래할 수 없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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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이 피폭량 또한 시술시간이 연속으로 쌓이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세포의 손
상 또는 변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3][4][5][6].
본 논문에서는 X-Ray시술 중 발생하는 환자와 시술자의 피폭량을 줄이기 위

해 조사 방법 변경을 위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Pulse조사 방식의 사용을 위해
영상 획득 부의 동기화 작업을 하여 피폭량을 감소시키면서 영상의 화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7][8][9][10].
X-Ray조사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X-Ray조사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Continuous방식이다.이는 과거 반도체 기술의 미비로 X-Ray조사시 조
사조건을 만족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영상 획득부인
II(ImageIntensifier)및 카메라의 영상획득 기술이 부족하여 Continuous방식의
조사방식을 사용했다.Continuous방식의 조사시 높은 영상의 화질을 얻기 위해서
는 조사조건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이는 환자의 피폭량을 증가 시키는 것으
로 식약청에서 권고한 기준을 만족 할 수 없다 [11][12].
근래에 반도체 기술의 발전으로 고주파수를 이용한 고전압 발생장치가 가능함

에 따라 X-Ray조사 방식에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고,II및 카메라 기능의 발전
과 함께 영상 획득 기술의 방식을 통하여 화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13][14].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주파수 발생장치와 고전압 발생장치의 모델을 Pspice를

통해 주파수와 고전압 발생부 회로의 변화에 따른 출력 모양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설계를 하였다.X-Ray조사 방식을 Pulse로 하기
위해 펌웨어의 수정과 영상획득부의 CCD 카메라를 컨트롤 하여 정확히 X-Ray가
조사되는 시점에서 카메라가 노출이 가능하도록 동기화 작업을 하고 획득된 영상
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폭량 감소에 따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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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입자(particle)나 파(wave)가 공간(진공상태)를 진행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며 입자방사선,전자파 방사선,전리 방사선으로 나뉜다.입자방사선은 α,β,
η,ρ,e로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어떤 물질을 통과 시 입자성을 지닌다.또한 에
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E= 

 (1)

전자파 방사선은 X,γ,uv,vis,IR로 질량이 없고 광속과 같으며 파동성을 지
닌다.또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고 같은 식이 성립한다.

E=  (2)
(  × ∙  , 진동수)

전리 방사선은 전하(중성자를 제외한 입자방사선)를 가진 직접 전리 방사선과
X,γ,중성자를 가진 간접 전리 방사선으로 나뉜다.

X선의 물리적 성질은 단파장(0.01~10Ǻ)으로 직선성,속도,반사,산란,굴절,
간섭 등 빛과 성질이 같고 전하가 없어 전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X선은 형광체
에 부딪치게 되면 냉광이 발생하는 형광작용을 일으키고,감광물질(,  ,
,)에 X선을 조사하면 잠상을 이루며 현상 처리하여 사진상으로 된다.또한 X
선을 화학용액에 조사하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고,기체는 음양이온쌍을 생
성하고 고체는 전자,정공쌍을 생성하는 전리작용하며 생물체에 방사선이 조사되
어 방사선장해를 일으키는 경우와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에 사용된다.

방사선의 광자와 물질과의 상호작용에서 광자는 물질 중을 통과할 때 흡수와
산란이 동시에 일어나며 선감약계수(1cm의 흡수체에 의해 감약(흡수)되는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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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광전효과와 콤프턴효과 및 전자쌍 생성이 일어난다.
광전효과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광자(X,γ)가 물질내의 내각전자와 충돌하여

궤도전자를 축출하고 광자 자신의 일부에너지는 잃고,나머지 에너지는 출출된 전
자에 주는 현상을 말하며,이 때 축출된 전자를 광전자라 한다.

입사광자의 에너지 :
전자의 결합에너지 :E
광자의 운동 에너지 :T

광전효과의 조건 : >E
광전효과가 일어날 확률(Ɵ)
Ɵ=  ∼  

그림 2.1 광전효과

콤프턴 효과(Scattering)는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광전효과는 감소하고,콤
프턴 효과가 일어난다.즉,광자의 에너지가 비교적 큰 경우(0.5~5.0MeV)물질 속
을 통과할 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궤도(외각)전자와 충돌하여 전자를 축
출하고,일부에너지는 약화한 상태로 방향을 바뀌어 진행한다.이때 축출된 전자
를 반조전자 또는 콤프턴 전자라 한다.

파장의 신장(Δλ)
= λ‘-λ

=0.0242(1-cosΦ)[Ǻ]

산란광자의 에너지(‘)

‘=   


반조전자의 에너지(E)

E=   
 

그림 2.2 콤프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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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쌍 생성(pairproduction)은 압사광자의 에너지가 아주 큰 경우 원자핵 가
까이 접근하여 양전자 1개와,음전자 1개를 생성하고 동시에 광자의 에너지는 소
실된다.즉,입사광자의 에너지는 전자쌍 생성에 소비되고,나머지 에너지는 음 ·양
전자의 운동에너지로 바뀐다.

전자쌍 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의 입사광자 에너지

 ≥ 


 = 
 

전자쌍 생성이 일어날 확률(Ɵ)

Ɵ=  

※TripletProduction(3전자쌍 생성)
광자의 에너지가 

필요
음전자 2개와 양전자 1개를생성

그림 2.3 전자쌍 생성과 triplet 생성

X선의 발생은 고속전자가 target물질의 궤도전자와 충돌하여 전자를 원자밖으
로 축출(전리)하여 다음 궤도에서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파(특성X선)가 발생한다.
고유 X선의 파장은 가속전압과는 관계없으며 target의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르

다.그러나,고유 X선의 강도는 관전압의 영향을 받으며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고유 X선의 강도 =  
 (3)

Moseley'slaw





   (4)
(:상수 ,:원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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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선 :K각의 전자가 빈자리로 되어 L각에서 채워줄 때 발생
특성선 :K각의 공이를 M각의 전자가 채워줄 때 발생
특성선 :K각의 공이를 N각의 전자가 채워줄 때 발생

그림 2.4 특성 X선 발생

X선의 계측 방법으로는 조사선량,흡수선량,선량당량,방사능으로 나뉘는데,

조사선량은 단위 R로 X,γ선의 조사에 의해 생긴 공기 1kg중에서 발생한 2
차 전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온쌍이 정(+)․부(-)의 기호를 갖는 전기량으로 다음
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R=2.58x  
 (5)

위의 식은 X,γ에만 적용되고,기체중에서 air에만 적용되며 수 KeV이상 ~
3MeV이하이다.

흡수선량은 단위 rad로 흡수물질 1g중에 100erg의 에너지가 흡수되었을 때
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rad=    
    (6)

위의 식은 모든 방사선과 모든 물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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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당량은 방사선 방어 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의 객관적인 평가척도로
흡수선량뿐만 아니라,방사선의 선질,흡수선량률,피폭장기의 생물학적 감수성 등
의 인자를 보정한 양이 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7)
(D:흡수선량,Q:선질계수,N:보정인자)

방사능은 순수한 Ra1g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1Ci=  ×     (8)

- - - -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기본단위 기본단위 기본단위 기본단위 정리 정리 정리 정리 ----

조사선량 흡수선량 선량당량 방사능

X[c/kg] D[j/kg] H[J/kg] A[S
-1

]

dQ
       ──

dm

dE
       ──
        dm

DQN
         dN  
      -1──
         dt

R rad rem Ci

SI단위 → Gy Sv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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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
지 방식들이 시도되어왔다. 크게 나누어 CCD(Charge Coupled Device),
PID(Photo-InducedDischarge),XerographicDischarge,그리고 TFTActiveMatrix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CCD는 c-Si(CrystallineSilicon)을 사용하여 가시광선을 전기적으로 변환한다.
광증배관(Photomultiplier)과 함께 간접변환방식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검출소자이
다.최초의 형태는 그림 2.5에서처럼 phosphor에서 발생한 가시광선을 렌즈를 사
용하여 CCD 위로 집속하여 신호를 얻었다 [15][16].주로 이동촬영기용 X-선 기기
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검출시스템의 DQE(DetectiveQuantum Efficiency ;이하
DQE)가 너무 낮아서 환자의 X-선 피폭량이 너무 많은 단점이 있었다.이러한 낮
은 DQE는 발생하는 가시광선 중 일부만이 CCD위로 집속되는데 기인한 것이었
다.따라서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광섬유(opticalfiber)를 형광판과 CCD에 연결하
여 검출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임상적용을 위해서 일반 chest
사진의 경우 14×17인치의 크기가 필요하지만 CCD는 불과 수 인치제곱 크기의 구
현만이 가능하다.경우에 따라서 여러 CCD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전히 검출기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아울러 각 화소간의 높은 전
자전달특성효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라인 당 1000개 정도의 화소(pixel)만을 가
질 수 있다.

그림 2.5 Phosphor Scree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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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가 phosphor를 변환물질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PID 방식은 stimulable
phosphors를 사용한다 [17].그림 2.6을 보면 일반적인 screen-film 방식에서는 X-
선의 조사와 동시에 형광이 발생하지만 stimulablephosphors의 특징은 X-선 조사
가 있은 뒤 레이저와 같은 2차적인 에너지를 가했을 때 비로소 신호를 내는 것이
다.즉 X-선 에너지가 trap에 저장되어 있으면서 외부의 빛을 쪼여야만 비로소 빛
을 내며 이를 광증배관(photomultipliertube)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식이다. 서
로 파장이 다른 빛들이므로 외부의 자극빛과 발생하는 빛의 간섭에 의한 영상의
저하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2.6 Storage Phosphor Type

Xerographicdischarge방식은 1956년 개발된 xeroradiography기술에 그 근원을
둔다 [18][19].xeroradiogpaphy는 비정질 셀레니움을 의학영상에 이용한 최초의
예로서 Imageplate위에 고르게 정전기를 방전한 상태에서 X-선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표면전하의 변화를 toner를 뿌려서 고착시켜 영상을 얻었다.동일한 개념에
서 표면전하의 정전기적 변화를 toner현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전기를 읽
어 들이는 방식이다.그림 2.7에 나타난 작업순서 즉,X-선 에너지의 흡수,흡수된
에너지에 의한 전자-홀의 생성,생성된 전자가 양전위로 대전된 표면까지 이동에
의한 정전기의 변화를 읽어 들이지만 scan시간이 길며 따라서 영상획득시간이 길
어지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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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Xeroradiographic discharge and electrostatic readout

최근에는 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차원적으로 배열된 스위칭 소자로 이
루어진 ActiveMatrix가 스위칭소자로서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a-Si:H
TFT)가 사용되어 실시간영상까지도 획득할 수 있으며 대면적 생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a-Si:H TFT는 DR분야에서도 가장 유망한 기술로 부각되고
있으며,이를 이용한 detector의 시작품(試作品)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20][21].
TFT를 이용한 detector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그림 2.8나타내었다.
첫째는 X-선을 흡수하여 바로 생성된 전자-정공쌍을 수집하기 위해서 pixel내에
전극이 포함되어 있는 Direct방식(그림 2.8a)과 각 pixel마다 X-선을 쪼인 형광체
스크린이 방출하는 가시광선으로부터 광전하를 생성하는 광전소자가 포함된
In-Direct방식(그림 2.8b)이 있다.In-Direct방식은 TFT를 제작한 후에는 광다이
오드 형성을 위한 공정을 추가해야하므로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다.Direcrt방식은
TFT공정에 있어 기존의 LiquidCrystalDisplay와 유사하여 덜 복잡하고 기존의
설비(TFT-LCD Fab.)에서 큰 공정 변화없이 제작이 가능하다.X선의 흡수를 충분
히 하기 위해서 두꺼운 광도전막(photoconductivelayer)두께가 필요하며 충분한
전하 수집율(carriercollectionefficiency)을 위해서 고전압인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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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 method

(b) Indirect method

그림 2.8 TFT arra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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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공간상에서 밝기나 색의 변화이므로 영상도 신호의 일종이다.빛의 세
기 또는 색깔의 변화를 평면에 기록한 것이므로 x방향과 y방향에 따라 바뀌는
2차원 신호로 정의할 수 있다.영상에 있어서 화질(ImageQuality)이란 영상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인 농도,대조도,선예도,해상력,입상성 등이 있
고,X선 영상의 화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관전압,관전류,촬영시간이 있다.

․농도(Density)

X선 영상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며,영상을 형성하는 기본 요건으로 영상
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조도,선예도,입상성 등과 적절한 농도의 조화가
요구된다.

사진농도는 현상으로 흑과 된 필름농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입사광량에 대한
투과광량의 비를 대수로 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사진농도 (D)= 

 (9)

 :입사광의 강도
 :투과 또는 반사광의 강도

․대조도(Contrast)

관심영역과 그 주변부와의 농도비로 물체를 나타내는 광자수와 배경을 나타내
는 광자수의 비율로 표현 가능하나 대조도가 낮은 물체를 검출하기 n이해서는 높
은 SNR이 요구되며,많은 광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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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 대조도

피사체를 투과한 X선은 피사체의 조성이나 두께 차이에 따라 그 흡수율이 달
라져 투과 X선의 강도가 달라진다.이 강도의 차이는 피사체에 의한 것으로 피사
체 대조도라 한다.피사체 대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피사체의 두께,밀도,
원자번호,조영제(Contrastmedia),X선질,감약계수가 있다.

피사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균등하고,두께가 다를 경우 피사체 대조도는 다음
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피사체 대조도 = 






    


 

(9)

피사체를 조직의 밀도가 높을수록 X선 흡수가 크고,X선 촬영 영역에서 광전
효과(Phoroelectricdffect)에 의한 X선 흡수는 원자번호의 3승에 비례하고,조영제
는 피사체 대조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X선 Energy의 높고 낮음에 따라 피사체를 투과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저 관전압일 경우가 더 높은 피사체 대조도를 나타낸다.높은 대조도를 가지기 위
해서는 주위조직과의 농도차가 커야 한다.즉,그 흡수 정도의 차이가 커야하나
고 관전압 촬영의 경우는 높은 투과율로 인해 흡수차가 적어지므로 대조도는 저
하된다.

-저 관전압 촬영에서는 대조도는 높고,진단 가능영역은 좁아진다.
-고 관전압 촬영에서는 대조도는 저하되고,진단 가능 영역은 넓어진다.

X선 촬영시 조직간의 대조도가 발생하는 것은 X선 감약의 차이 때문이며,이
는 각 조직에 따른 감약계수의 차이 때문이다.Energy가 낮을수록 감약계수의 차
는 크고,Energy가 높을수록 그차이는 작아진다.이것은 Energy가 높아질수록 투
과율이 높아지므로,각 조직간의 흡수정도의 차이는 작아진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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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예도

농도가 다른 두 부분의 경계선을 어느 정도까지 구별할 수 있느냐 능력의 정
도로 그 흐려져 있는 정도를 개관적․정량적으로 해석하고 표시한 것 즉,공간주
파수의 특성(ResponseFunction)으로 평가된다.선예도뿐만 아니라 대조도 및 해
상력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다.일반적으로 선예도가 좋으면 해상력은 우수하
다 평가할 수 있으나 해상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선예도가 좋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영상 잡음

영상을 작은 영역으로 세분화해가면,최소요소는 on-off특성을 갖는다.dB단위
로 나타낸 신호전력 대 잡음전력의 비율인 신호 대 잡음비 SNR로 주로 표현된다.

․해상력

근접해 있는 작은 물체의 영상을 얼마나 식별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의미
하는 말로 아날로그 단위로는 lp's(Linepairs),디지털 단위로는 화소(Pixels)로 나
타낸다.원 아날로그 영상의 화질 저하 없이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원 영상의 가장 높은 공간 주파수의 두 배 이상으로 표본화하여야 한다는
Nyquist이론을 따르며 화소수와 화소 당 표시가능 한 레벨수의 곱으로 영상에서
의 전체 정보량을 나타낸다.



---111555---

222...444XXX---RRRaaayyy발발발생생생 장장장치치치

222...444...111TTTuuubbbeee

X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유전자,고전압,Target,전자 진행을 원활하게 하
는 진공상태의 Tube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Tube는 크게 그림 2.9와 같은 고정양극 X선관과 그림 2.10과 같은 회전 양극
X선관이 있다.

그림 2.9 고정양극 X선관

그림 2.10 회전양극 X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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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od단은 filament로 직경이 0.1~1.5mm의 tungstenwire를 나선형으로 감아
선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폭과 길이는 초점형성의 결정 요인이다.Anode단은
Target으로 구리로 된 양극 끝부분에 tungstendisc가 투입되어 있으며 전자충돌
에 의해 X선이 발생한다.Rotor는 회전자계에 의해 Target을 회전 시킨다.
Rotorsms고진공,고온에서 효율이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회전 속도의 식은 다음
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회전속도 (n)=   (9)

X선관은 절연내역이 크고,고진공을 유지할 수 있고,가공이 용이하고,X선 흡
수가 적고,화학적 내성과 기계적 강도가 크고,열팽창 계수가 적어야 한다.
Target은 원자번호가 크고,용융점이 높고,증기압과 괴산성이 적고,열․전기 전
도가 커야 한다.회전양극 X선관의 장점은 실효 초점을 작게 할수 있고,대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으며 냉각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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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탱크는 고주파 발생 장치로부터 나온 신호를 증폭하여 고전압을 최종 부
하인 X선관에 공급하는 장치이다.고압 탱크는 크게 고압 변압기와 배전압회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HighVoltageTransformer

변압기는 전자유도 작용에 의해서 한 형태의 전기적 에너지를 주파수가 같은
다른 형태의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철심에 1․2차 코일을 감고,1차에
교류를 통하며,철심에 자속이 생겨 2차에 유도전류가 흐른다.이때 1차와 2차의
전압비는 권선비에 비례하고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권선비 (a)= 









 (10)

출력전압 ()= 


 [V] (11)

X-Ray에 사용되는 전압은 매우 큰 전압으로 변압기의 크기도 커지게 된다.

변압기 1차에 전압이 가해질 때 인가전압 E와 주파수 ,권회수  및 자속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E=   (12)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자속밀도는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철손도 감소한다.
철손이 감소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손은

  
  (13)

인데 여기서 n은 1.6~2.0정도의 값이고 와류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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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식에서 는 전압의 파형율이다.따라서 둘다 최대자속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고 볼 수 있는데 자속은 (12)식에서 주파수에 반비례한다.식 (13)과 (14)에서 가
있으므로 주파수에 비례함과 동시에 자속밀도 의 제곱 즉 주파수의 제곱에 반
비례하므로

철손 ∙∙





 ∙



 

 (15)

로 되어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변압기를 설계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에 사용하는 것은 철손이 증가
즉,온도상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설계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에 사용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므로 주파
수가 높을수록 커지고,앞의 (12)식에서 자속밀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므
로 고주파를 사용하면 상용주파에 사용하는 것보다 변압기 철심단면적이 작아도
되고,코일의 인덕턴스  도 작아도 되기 때문에 리액터나 변압기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배전압회로

배전압회로를 이용하면 변압기의 출력전압은 비교적 낮은 최대값을 유지하면
서 정류된 출력전압은 2배,3배,4배로 높일 수 있다.

그림 2.11는 2배의 전압을 얻기 위한 반파정류회로이다.변압기의 2차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양의 반주기 동안이면 은 도통되고 (는 차단)

을 정류파형의 최대값 까지 충전한다.이 반주기 동안 다이오드 은 이상적
으로 단락되고 입력전압은 커패시터 을 그림 2.12(a)에 표시한 극성을 가진 

까지 충전한다.2차 전압의 음의 반주기 동안에는 이 차단되고,가 도통되면
이동 안에 가 충전된다.음의 반주기동안 다이오드 는 단락(은 개방)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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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 충전되는 전압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 2.12(b)와 같이 폐회로 방정식으
로 구하면,

-VC2+VC1+Vm=0 (16)

-VC2+Vm+Vm=0 (17)

여기서 VC2=2Vm 을 얻을 수 있다.그 다음 양의 반주기 동안에는 D2는 차
단상태가 되고,C2는 부하를 통하여 방전하게 될 것이다.만일 이 회로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으면 C1은 Vm을 유지하고,C2는 2Vm을 유지할 것이다.실제회로
에서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C2는 양의 반주기 동안부하를 통하여 방전하
므로 전압이 낮아지고,음의 반주기 동안에 다시 2Vm으로 충전된다.C2의 전압
파형은 반파정류기와 커패시터 필터가 연결된 회로의 출력파형과 같은 모양이다.
배전압 정류회로의 각 다이오드에 나타나는 역방향전압의 최대값은 2Vm이 된다.

(a) 양의 반주기에 대한 동작        (b) 음의 반주기에 대한 동작

그림 2.11 반파정류 배전압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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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의 X선을 만들기 위해 앞서 설명한 고압 트랜스의 입력으로 고주파의 전
압이 사용된다.고주파의 전압을 만들기 위해 IGBT란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
IGBT(InsulatedGatebipolarTransistor)란 전기 흐름을 막거나 통하게 하는 스위
칭 기능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고전력 스위칭용 반도체를 말한다.

FET는 입력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쉽고,간단하며 또한 소수캐리
어 축적이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다만 고압이 되면 Gate의 절연
층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Ron저항을 낮추는 것이 힘들다.반면에 TR의 경우는 고
압,대전류라도 쉽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고속 스위칭이 힘들고,Base전
류가 높기 때문에 드라이브단의 구성이 힘들어진다.이 두 가지 소자의 장점을 꺼
내 만든 것이 IGBT이다.즉,입력쪽(Gate)은 FET처럼 만들고 출력측은 TR처럼
만들어 고압,대전류에서는 높은 효율과 빠른 스피드,간단한 드라이브가 가능하
게 만든 것이다.

GateDriver설계시 주의 사항으로는

-IGBT의 단락 내량과 전력 손실의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 게이트 전압은 

=15V±10%,- =-5V~-10V로 정한다.

-입력 Gate용량은 IGBT의 전류정격에 비례하기 때문에,대용량 IGBT에서 충
방전 전류의 피크값은 수 A가 필요하다.

-게이트 저항 는 서지전압[di/di(전류변화율)]과 스위칭 손실의 트레이드 오
프로 최대값을 선택한다.는 (sat)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토 커플러는 고 CMRR,고 dv/dt(전압변화율)내량의 것을 사용한다.또한
1차,2차간의 패턴 배선에 의한 부유용량을 없앤다.

-게이트 회로의 폐회로 면적은 유도 노이즈를 받지 않도록 가능한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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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방식은 X-Ray투시 방법 중 하나로 단어 그대로 연속적인 조사 방
식이다.판독용 X-Ray촬영이 아닌,시술용 X-Ray촬영 기술은 X-Ray영상을 보면
서 여러 가지의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X-Ray를 인체에 조사하게 된다.
이 투시과정 중 판독 시와 같은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피폭량을 받
게 된다.따라서 투시 중에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 할 수 없다.따라서 인체
의 투과정도인 관전압은 시술 부위에 따라 판독용 영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지
만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전류는 시술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선량만을 발
생시킨다.이 선량의 기준은 앞서 설명되었지만 식약청에서 명시한 노출제어기가
설비되어 있는 투시 촬영 장치는 피검자에 입사하는 이용선의 중심점에서 조사선
량율이 10R/min이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관전압과 관전류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초과되지 않아야 하고,자동노출 제어기가 설비되어 있지 않은 투시 촬영 장치는
5R/min이상으로 초래할 수 없어야 한다.

Continuous방식은 위의 조사 조건을 만족하기위하여 X-Ray를 연속적으로 조
사한다.이때의 X-Ray컨트롤은 영상을 회득하는 CCD 카메라와 별다른 신호 처
리 없이 가능하다.그림 2.12와 같이 Tube로부터 나온 X-Ray는 ImageIntensifier
를 통하여 X-Ray를 형광체와 포토캐소드에 입사하여 전자를 발생시키고,이 전자
는 가속된 후 집속하여 다시 형광체와 충돌시켜 영상을 만든다.CCD는 자체
Sync신호를 사용하여 초당 30frame의 영상을 획득하여 Display장치에 표시한다.

그림 2.12 X-Ray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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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dfluoroscopy는 연속적인 조사방식에서 향상된 조사방식으로 최근 모든
X-Ray투시 장비에 적용이 되어 가고 있다.Pulse방식은 비연속적인 조사방식으
로 CCD 카메라의 한 frame에 영상을 담아 연속적인 frame을 Display장치에 표
시한다.

그림 2.13와 같이 Continuous의 경우 X-Ray조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 t
로 영상을 카메라로부터 읽어 드린다.이는 카메라의 노출시간이 일정하므로 카메
라가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X-Ray가 조사되므로 불필요한 피폭량을 받게 된
다.과거 고주파 발생장치의 기술이 부족하여 Pulse형태의 조사방식을 사용하지
못 하였으나 현재는 구현 가능 하다.그림 2.14와 같이 X-Ray자체가 펄스 형태로
조사가 되어 X-Ray의 조사 신호를 카메라로 보내게 된다.이때,카메라는 조사된
양 만큼만 노출을 하여 영상을 획득한다.이는 불필요한 피폭량을 줄이는 것이 가
능하게 만든다.

그림 2.13 Continuous fluoroscopy Timing chart

그림 2.14 Pulsed fluoroscopy Timing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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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실제 X-Ray조사와 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Listem 사의 SM-25HF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이 시스템은 투시
전용장비로 Continuous fluoroscopy 장비였으나 본 실험을 위하여 Pulsed
fluoroscopy장비로 변형하여 본 실험에 맞게 제작 되었다.

그림 3.1 Listem사의 SM-25HF

위의 장비는 최대 3kW까지 출력 가능 하고 최대 스위칭 100kHz의 고주파 장
비로 C-Arm 의 표준 규격을 따르고 있다.관전압은 최대 110kV 이고 관 전류는
20mA 까지 출력 가능 하다.이는 장비에 사용 하고 있는 Tube의 스펙으로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OSHIBA사의 DF-151Tube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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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TOSHIBA DF-151

본 실험에 사용한 ImageIntensifier는 그림 3.3(a)와 같이 TOSHIBA 사의
E5830SD-P3A로 9“이며 최대 52Lp/cm 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CCD 카메라는
그림 3.3(b)와 같이 KAPA사의 HiRes2-XR로 1kx1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Continuous와 Pulse모두 지원하는 FreeRunning모드와 FrameonDemand모
드를 가지고 있다.

       (a) E5830SD-P3A  (b) HiRes2-XR

그림 3.3 Image Intensifier, CCD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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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 220V를 사용하여 최대 110kV의 출력을 내기 위해 안정적인 회로의
설계가 필요하다.회로의 구성은 인버터식 고전압 장치로 일반적으로 그림 4.1과
같다.최대 3kW까지 사용하는 장비로 일반적인 소자와는 달리 내전압이 높은 소
자들을 사용하여 회로를 설계하였다.

그림 4.1 고압발생장치 흐름도

먼저 상용전원 220V/60Hz를 사용하여 고압 AC/DC 컨버터를 거친 후 평활
콘덴서를 거쳐 DC310V 로 정류된다.특히 고압을 다루는 장비에서는 회로를 연
결하는 전선과 단자대 등도 전압과 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함으로써 회로 자체의
안정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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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된 전압은 그림 4.2에서 보는 것과 같이 FAIRCHILD사의 FMG2G75US60
IGBTC1과 E2에 인가된다.이 IGBT는 시스템 Control보드에서 만들어진 100kHz
의 신호를 GateG1,E1에,역상의 파형을 G2,E2에 인가받아 고속으로 스위칭 된다.
IGBT는 Gate2개짜리를 사용하여 2개의 IGBT로 총 4개의 Gate를 가지는 브릿지
형태를 이루도록 설계하였다.즉 풀 브릿지 형태로 +와 -극을 오가면 스위칭 하게
된다.고주파수인 100kHz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
을 억제하기위해 그림 4.3과 같은 스너버 회로가 추가 된다.

그림 4.2 IGBT (FAIRCHILD - FMG2G75U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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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GBT Snubber Circuit

이 스위칭 된 전압은 고압 Transformer를 거쳐 첫 번째로 승압 되게 된다.본
논문에 사용된 고압 Trans는 고압탱크 내부에 절연유라는 기름 속에 잠겨 있다.
절연유는 자연 공기 상태보다 절연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름으로 일
정 거리에 대한 절연효과가 뛰어나다.고압 Trans는 기존의 규소강판코어 사용 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와전류손실 때문에 고주파 구현이 불가 했다.이번 실험
에서는 코어를 페라이트로 사용함으로써 고주파의 실현이 가능하고 사이즈 또한
줄이는 것이 가능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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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압 탱크 내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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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Trans2차 측에서 승압된 출력 전압은 그림 4.4와 같이 배전압 회로에 인
가된다.여기서는 각 극에서 8배전압을 하여 총 16배전압하여 최대 출력을 발생
시킨다.배전압회로는 고압 다이오드와 고압 콘덴서를 사용하여 설계된다.배전압
회로는 고압 콘덴서의 역할과 각 배압단의 파형을 비교해 보기 위해 그림 4.5와
같이 PSpice를 이용하여 배압단의 파형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4.5 배압단 PSpice 시뮬레이션 회로도 및 출력 파형

파형에서 보여 지듯이 배압의 처음 단은 Trans2차측에서 바로바로 충전이 되
기 때문에 콘덴서에 완충 되는 시간이 빠르게 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배압단의 마지막 쪽으로 총 전압은 배압배수 만큼 늘어나지만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배압 배수만큼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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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111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X-Ray를 컨트롤 및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로 Atmel사의 Atmega128프
로세서를 사용 하였다.전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시스템 블록도

MCU는 kV,mAs,FocalSize(Small,Large)와 같은 조사조건을 결정하고 II컨
트롤 및 CCD 카메라 제어와 콜리메이터를 조절한다.또한 Continuous,Pulse와
같은 조사 방법과 Tube제어 및 각종 메모리저장과 같은 기능을 제어한다.
먼저 X-Ray를 조사하기 위해 컨트롤 보드를 제작 하였다.컨트롤 보드는 MCU

로부터 조사조건에 맞는 kV와 mA의 디지털 값을 DA컨버터(그림 4.7)를 통하여
일정 레벨의 값으로 바뀌게 되어 고주파 발생 IC(TL594)로 들어가게 된다.TL594
(그림 4.8)는 1~300kHz까지 출력이 가능한 IC로 입력 레벨 값에 따라 해당 주파수
의 Width를 조절하여 정상신호와 위상이 뒤집힌 신호 두 가지를 내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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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Digital to Analog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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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00kHz Puls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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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호는 직접 IGBT에 인가되기에는 전류가 적고 절연이 되어 있지 않아 직
접 인가될 수는 없는 신호이다.IGBT에서부터 고압 Trans의 1차측 까지는 별도의
전원으로 구성 되어 고압의 고주파 노이즈로부터 절연 시켜야 한다.절연을 시키
기 위해 IGBT의 GateDriver(그림 4.9)을 구성하여 절연과 동시에 100kHz로 Gate
를 충분히 ON/OFF할 수 있는 회로를 설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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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Gate Driver 회로

이 GateDriver를 통해 나온 전압은 IGBT의 Gate로 직접 들어가 스위칭 하게
된다.이 Gate전압이 낮거나 전류가 부족하면 IGBT는 동작을 하지 못 하게 된다.
또한 100kHz의 고속 스위칭이기 때문에 IGBT의 Gate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Gate저항을 선정하여 IGBT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ITBT는 풀 브릿지 형태로 구성되므로 극성에 주의하여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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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30kHz회로에서 100kHz로 주파수를 올리면서 GateDriver의 Gate저항
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림 4.10에서 보는바와 같이 Ringing과 Overshoot현상이 발
생 하였다.이를 줄이기 위하여 게이트 저항을 변형하여 그림 4.11과 같이 안정
적인 파형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10 Gate Driver 구동 파형 (Gate 저항 20 Ω)

그림 4.11 Gate Driver 구동 파형 (Gate 저항 5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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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같이 제작된 X-Ray제어 및 출력 회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
다.회로는 MainControl보드,kV Control보드,FilamentControl보드,IGBT
Driver보드로 구성된다.

그림 4.12 X-Ray 전체 구성회로

먼저 실험은 장비의 부하단 출력으로 kV와 mA를 측정하여 정확한 조사조건에
대하여 Calibration한다.본 실험의 출력을 검증할 장비로는 Radcal사의 Radcal
4082(그림 4.13)로 kV를 측정하고 Radcal2026C(그림 4.14)로 선량을 측정한다.

그림 4.13 Radcal 사의 Radcal 4082 kV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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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Radcal 사의 Radcal 2026C 선량 측정기

Radcal4082kV 측정기는 장비의 X-Ray출력 분석에 매우 용이한 장비로서
Continuous와 Pulsedfluoroscopy등을 모두 측정할 수 있고,Radcal2026C 또
한 일반 선량 및 분당 누적선량을 측정할 수 있어 본 논문의 실험에 알 맞는 장
비이다.두 장비 모두 교정기관 이에 교정을 마친 장비로 본 실험의 출력에 대한
레퍼런스 장비로 측정된 값을 신뢰할 수 있다.

장비의 X-Ray 출력 선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Continuous 모드와 Pulse 모드에

서 관전압을 110kV로 설정하여 테스트한다. Continuous 모드에서는 1mA에서 

4mA 까지 0.5mA씩 증가하면서 R/min 을 측정한다. Pulse 모드 또한 8mA에서 

5,10,15,20pps 까지 증가하면서 R/min을 측정한다. Continuous 모드와 Pulse 모

드에서의 컨트롤 신호는 그림 4.15와 같이 출력된다.

표 4.1Continuousfluoroscopy선형성 TEST

설정 mA Radcal 4082(kV) Radcal 2026C(R/min) 측정전류(mA)

1.0

110kV

0.66 098

1.5 1.04 1.50

2.0 1.38 1.99

2.5 1.71 2.48

3.0 2.05 3.02

3.5 2.43 3.51

4.0 2.77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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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모드로 X-Ray조사 시 위의 표 4.1처럼 설정한 mA에 따라 선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의 최고 출력인 관
전압 110kV,관전류 4mA에서 2.77R/min의 선량이 측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5에서는 Continues와 PulseMode에서의 입 출력 파형을 볼 수 있다.

그림 4.15 Continuous & Pulse Mode 컨트롤 신호

Pulse모드 X-Ray조사의 경우 관전압은 Continuous모드와 동일하고 관전류
는 8mA로 2배로 증가 시켰다.관전류가 2배로 증가됐지만 Pulse모드에서 선량이
얼마나 감소하는 지에 대한 실험결과가 표 4.2에 나타나 있다.본 시스템의 최대
PPS인 20pps로 설정하여 조사 시 약 1.1R/min이 출력되었다.한 Pulse의 Width
는 25ms로 RisingTime과 FallingTime을 뺀 실제 X-Ray조사 시간은 약 10ms
가된다.10ms가 초당 20번 조사되었으므로 초당 조사시간은 200ms가 된다.이
는 Continuous모드에서 4mA로 조사할 경우 2.7R/min로 선형성을 가지므로
8mA로 조사했을 경우 약 5.4R/min이 넘는 값을 가진다.Pulse모드에서 4mA 의
두 배인 8mA로 초당 200ms로 계산할 경우 8mA Continuous모드의 1/5값으로
두 가지 모드다 선량에 대해 선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4.2Pulsedfluoroscopy선형성 TEST

설정 mA Radcal 4082(kV) Radcal 2026C(mR/min) 측정전류(mA)

8(20pps)

110kV

1107 8.01

8(20pps) 1106 8.01

8(20pps) 1107 8.01

8(20pps) 1107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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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은 실제 Pulsefluoroscopy의 최종 부하 단에서의 출력 파형이다.위
에보이는 Channel2의 파형이 관전압 파형이고,아래에 보이는 Channel1의 파형
이 관전류 파형이다.관전류는 초기 과도응답으로 인하여 피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 피크 다음부터 나타나는 직선의 파형이 실제 X-Ray조사 되는 시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6 Pulsed fluoroscopy 출력 파형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파형의 RisingTime과 FallingTime이 파형의 절반
이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본 시스템의 단점으로 고압 탱크의 사이즈
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압 Transformer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배전압을 8배
압 방식으로 하여 고압 Transformer의 부담을 최소화 시켰다.8배압 방식으로 인
해 RisingTime과 FallingTime이 8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에너지의 손실을 가
져올 뿐만 아니라 최대 20pps까지 출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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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교 방법으로 Continuous와 Pulse모드에서 여러 가지 조사 조건에 대
하여 각 영상을 비교한다.

․첫번째 실험

-Continuousfluoroscopy110kV4mA 조사
-Pulsedfluoroscopy110kV4mA 20pps25msWidth조사

두 가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피폭량 차이와 영상이 같음 증명

․두번째 실험

-Pulsefluoroscopy110kV8mA 5,10,15,20pps25msWidth조사
-Pulsefluoroscopy110kV10mA 5,10,15,20pps25msWidth조사

pps차이에 따라 영상 같음 증명

․세번째 실험

-Pulsefluoroscopy110kV8mA 20pps25,30msWidth조사
-Pulsefluoroscopy110kV10mA 20pps25,30msWidth조사

mA와 ms값의 변화에 따라 영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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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상 비교 방법으로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하여 평가한다.
히스토그램 분석의 레퍼런스를 가지기 위해 동일 kV조건에서 가장 작은 mAs값
과 가장 큰 mAs값의 영상을 비교한다.이 두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레
퍼런스 값을 얻은 후,각 조건에 맞는 실험을 통하여 영상을 평가 한다.그림 5.1
을 보면 레퍼런스 영상과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다.히스토그램은 왼쪽으로 갈수
록 검은색 영역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흰색 영역이다.

(a)Low Quality (b)HighQuality

그림 5.1 레퍼런스 영상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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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실험으로 동일 관전압 110kV와 동일 관전류 4mA로 조사 조건을 설정
하고 Continuous모드와 Pulse모드에서 피폭량의 감소와 이에 따라 영상은 같음
을 증명하는 것이다.Pulse의 Width는 25ms로 한다.

표 6.1Continuous& Pulse모드 피폭량 TEST

설정 mA Radcal 4082(kV) Radcal 2026C(mR/min) 측정전류(mA)

4.0

110kV

2770 4.03

4.0 2780 4.02

4.0 2780 4.03

4.0 2770 4.03

4.0 2770 4.03

4.0(20pps)

110kV

552 4.01

4.0(20pps) 553 4.01

4.0(20pps) 553 4.01

4.0(20pps) 553 4.02

4.0(20pps) 552 4.02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lse모드 (20pps,25ms)조건에서의 피폭량이
Continuous모드에서 보다 1/5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이는 그림 6.1에서와 같
이 계산된 값과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1 Pulse 파형 및 계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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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영상을 그림 6.2에서 보면 (a)의 Continuous영상과 (b)의 Pulse영
상의 차이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으며 히스토그램에서도 일치함을 볼 수 있
다.동일한 양의 X-Ray를 조사 하더라도 Continuous투시 방법 보다는 Pulse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와 시술자 모두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
어야 한다.히스토그램에서도 Continuous와 Pulse모드의 영상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Continuous (b)Pulse

그림 6.2 동일 kV & mA에서 Continuous와 Pulse 영상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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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실험으로 관전압 110kV와 관전류 8,10mA조사 조건을 설정하고
Pulse모드에서 pps의 변화에 따른 피폭량 감소와 이에 따라 영상은 같음을 증명
하는 것이다.Pulse의 Width는 25ms로 한다.

표 6.2Pulse모드 PPS의 변화에 따른 피폭량 TEST

설정 mA Radcal 4082(kV) Radcal 2026C(mR/min) 측정전류(mA)

8.0( 5pps)

110kV

276 8.01

8.0(10pps) 555 8.01

8.0(15pps) 831 8.02

8.0(20pps) 1107 8.01

10.0( 5pps)

110kV

347 10.04

10.0(10pps) 693 10.04

10.0(15pps) 1041 10.04

10.0(20pps) 1386 10.05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lse모드에서의 피폭량은 PPS수에 따라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작동 시켰기 때문에 Pulse
의 파형은 동일함으로 피폭량은 Pulse의 수로 정해진다.또한 Pulse모드에서도
mA의 증가에 따른 피폭량은 증가하지만 영상이 밝아진 것 아래그림 6.3을 통해서
볼 수 있다.

5pps 10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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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ps 20pps

5pps 10pps

15pps 20pps

(a)8mA 5,10,15,20pps에서의 영상과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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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ps 10pps

15pps 20pps



---444666---

5pps 10pps

15pps 20pps

(b)10mA 5,10,15,20pps에서의 영상과 히스토그램

그림 6.3 PPS와 mA에 따른 획득 영상 및 히스토그램 분석

그림 6.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mA 에서는 그림 6.3(a)8mA에서 보다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나 영상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10mA에서 폐와 같은 부
분은 영상이 다 타버린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가운데 척추를 위한 수술이라면
위의 8mA 영상보다는 아래 10mA 영상이 더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선량이 많이 조사되어 척추를 통과한 X-Ray가 CCD 카메라에 더 많이 들어온 것
이라 할 수 있다.8mA 와 10mA에서 모두 5,10,15,20pps에서의 영상은 히스토그
램으로 볼 때 동일한 화질의 영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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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실험으로 관전압 110kV와 관전류 8,10mA로 조사 조건을 설정하고
Pulse모드에서 Width의 변화에 따른 피폭량과 이에 따라 영상의 변화를 관찰하
는 것이다.Pulse의 PPS는 20pps로 한다.

표 6.3Pulse모드 Width의 변화에 따른 피폭량 TEST(20pps)

설정 mA Radcal 4082(kV) Radcal 2026C(mR/min) 측정전류(mA)

8.0(25ms)
110kV

1107 8.01

8.0(30ms) 1663 8.01

10.0(25ms)
110kV

1386 10.02

10.0(30ms) 2077 10.01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ulse모드에서의 피폭량은 Width에 따라서도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Width는 5ms증가하였지만 피폭량은 절반가량의 값이 증
가하였다.이것은 RisingTime과 FallingTime을 뺀 실질적인 조사시간이 10ms에
서 15ms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그림 6.4에서 피폭량이 증가한 만큼
8mA와 10mA 모두 영상이 밝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mA 25Width 8mA 30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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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A 25Width 10mA 30Width

8mA 25Width 8mA 30Width

10mA 25Width 10mA 30Width

그림 6.4 mA와 Width에 따른 획득 영상 및 히스토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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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A에서 30Width의 그림을 보면 가장 밝은 영상으로 척추뼈가 가장 잘 보인
다.하지만 폐가 있는 부분은 영상이 더욱 많이 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8mA로 30ms동안 조사한 영상과 10mA로 25ms
동안 조사한 영상은 비슷하다.왜냐하면 한 Frame에서 0.12mAs와 0.10mAs로 피
폭량이 0.02mAs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분당 평균 피폭량을 보면 8mA
로 30ms동안 조사한 실험이 피폭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초당 20
번 조사되는 실험에서 조사되는 시간의 양이 20번 곱해져 영상은 같지만 피폭량
은 더욱 많이 발생 하게 된다.Tube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mA를
높이면서 ms를 짧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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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777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X-Ray를 사용한 수술시 피폭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Continuousfluoroscopy조사 방식을 변형하여 피폭량을 최소화 하면서 영상의
화질은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Pulsedfluoroscopy방식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Pulsedfluoroscopy방식은 단순히 출력을 펄스 형태로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

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 및 카메라 기술과 함께 접목되어야 하는 것으로,펄스 형
태의 출력이 가능 한 고주파 인버터 방식의 하드웨어 설계와 고압 출력회로를 제
작하였다.고주파 방식은 Transformer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출력 Rising타임
을 줄이고 리플을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C-Arm이라는 3kW 장비로 탱크 속에 Tube가 포함된 모

노탱크의 형태로 탱크 내부 크기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형태로 배 전압 단을 8
배압으로 구성하여 Transformer의 용량을 작게 하였다.8배압을 사용함으로써
RisingTime을 비교적 길게 하여 20pps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일반적으로
동영상의 경우 초당 30Frame을 만족해야 하지만 장비자체의 시스템 설계 부족으
로 이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또한 카메라 스펙에서 ReadoutTime이 길어 Pulse모
드에 20Frame이상 영상을 획득하기 힘들었다.하드웨어 설계에서 2배압방식을
사용하고,카메라의 ReadoutTime을 단축시켜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초당 30
Frame을 만족할 수 있다.
피폭량은 Pulse모드로 하여 조사할 경우 Continuous모드보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대 조사 시 피폭량에 대한 실험을 한 것으로
실제 110kV로 할 경우 영상이 다 타버리게 된다.이에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를
조절하여 영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한 후 실험하였다.실험으로부터 같은 조사
조건으로 조사하는 Continuous모드에서 보다 Pulse모드의 경우 최대 PPS에서
1/5의 피폭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같은 영상이라도 ms를 늘리는 것보
다 mA를 높이는 것이 피폭량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용하는
Tube의 스펙 안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는 최대 mA와 최소 ms로 조사하는 것이
피폭량을 가장 많이 줄이면서 가장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튜브의 FocusSize역시 영상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점으로 작용된다.소스,하드웨어,펌웨어 이 3가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된다면 최고의 X-Ray영상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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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A A A A study study study study for for for for reduction reduction reduction reduction of of of of radiation radiation radiation radiation exposure exposure exposure exposure for for for for patient patient patient patient 

using using using using Pulsed Pulsed Pulsed Pulsed fluoroscopyfluoroscopyfluoroscopyfluoroscopy

                                            Park, Sin Woo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Pulsed fluoroscopy method(PFM) is suggested. PFM is the 

modified system of the Continuous fluoroscopy radiation method. PFM 

optimizes the quality of result and reduces the amount of radiation to 

patient and doctors in operation. 

   In the case of using continues fluoroscopy method, the amount of 

radiation is only up to radiation time as it radiates continuously. For better 

quality of result, more continuous radiation is needed.

   In the case of continuous radiation, Heat is accumulated in the tube 

part where High voltage and X-Ray is generated. And it also causes lose 

of durability of tungsten that is the target of electron.

   PFM scatters the continues fluoroscopy method so it radiates several 

times in the very short period. In the case of PFM, the rising time and 

falling time of pulse is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the amount of unit 

pulse. It determined by the frequency of High voltage generator and the 

High voltage distributer.

   Technology of making high frequency pulse of high voltage generator is 

proceeding with semiconductor technology, now more than 100kHz i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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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In this study, by using high frequency scattering system, the method 

to enhance of system durability and to reduce the amount of radiation to 

patient and doctor. The amount of pulse and radiation is measured from 

the studying system and control system using revised kV meter and 

ionization chamber.

   The variation of the result quality caused by reducing radiation amount 

is studied with Histogram spectrum analysis of Chest Phantom film that is 

obtained from CCD camera. The effect of reducing radiation amount is 

presented.

   Inthe case of same radiation amount, the result quality of PFM is better 

than controlled group. Experiment is performed under the safe radiation 

level that is lower than continuous fluoroscopy method.

KeyWord:Continuousfluoroscopy,Pulsedfluoroscopy,kVmeter,ionization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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