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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 선질은 X선관의 target에 따라 결정된다. 유방검사의 경우 Molybdenum target을 사용하는데 22∼28 kV 범

위에서 평균 17.9∼19.5 keV의 Mo 특성에너지를 얻어 유방의 high contrast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최근 대부분의 유방 검사장치에 이용되는 Mo/Mo 조합 유방장치의 미세병변 탐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ALVIM 

TRM 팬텀을 이용하여 그 기초적인 실험으로 획득한 영상을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통해 분석

하였다. 유방의 평균 피사체 두께가 40 mm로 가정하고 kV와 mAs, 그리고 두께변화에 따른 질환 검출능력을 실험한 

결과, kV 변화에서는 Speck과 Fiber의 병소 검출능력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As와 피사체 

두께 변화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방의 피사체 평균두께인 약 40 mm에서는 관전압 변화가 

병소의 검출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평균 두께의 피사체에서는 관전압을 높여서는 안된다.

중심어: Breast, Molybdenum target, ALVIM TRM model, ROC curve

1. 서론1)

방사선의 선질은 사용 X선관의 target에 따라 결정된

다. 유방검사의 경우 molybdenum target을 사용하는데 

24∼28 kV 범위에서 평균 17.9∼19.5 keV의 Mo 특성에

너지를 얻어 유방의 high subject contrast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0.03 mm의 molybdenum filter를 사용

하면 에너지 스펙트럼은 molybdenum의 K-흡수단인 20 

keV와 거의 일치해져 단일 에너지화 된다[1,2]. 이러한 

유방검사의 에너지는 subject contrast를 결정하게 되므

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3]. 임상적으로 유방의 평균 두께

인 4.5 cm인 경우 저에너지일지라도 투과력이 충분하지

만 두꺼운 경우에는 유방 자체가 여과작용을 하기 때문

에 선질이 경화되어 구조물간 X-ray 흡수차가 낮아지면

서 film contrast가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조직이 

풍부한 유방이라도 평균 두께에 포함되면 관전압을 높게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텅스텐 target은 22∼26 kV

의 낮은 kV를 선택하더라도 고에너지 점유율이 높아 피

폭선량은 감소하지만 subject contrast가 낮아져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텅스텐 target을 이용하는 일반촬영

용 X선관으로 유방검사를 시행하면 최하의 영상을 얻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유방검사는 무모한 검사일 수밖

에 없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부분의 유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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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치에 이용되는 molybdenum target / molybdenum 

filter(Mo/Mo)로 조합된 유방검사장치의 미세병소 탐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방영상 미세병변 검출 평가용 

polyvinyl chloride 소재의 ALVIM TRM 팬텀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영상평가는 영상관찰자의 시각적 평가의 대

표적인 방법인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로 분석하여 Mo/Mo 조합의 유방검사장치의 X선 

에너지와 피사체 두께 변화가 영상의 질에 미치는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유방촬영용 X선 발생장치 및 영상처리 기구

실험용 X선 발생장치는 모델명 MXR-200M(Medison 

X-ray, Korea) 고주파 inverter 방식 장치를 사용하였다. 

X선관은 베릴륨창 molybdenum 회전양극 X선관 타입으

로 초점은 0.3 mm, Target 각도는 16˚ 이며, 부가필터는 

0.3 ㎛ molybdenum filter의 Mo/Mo 조합 X선관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screen과 film은 Kodak MIN-R 

series(Kodak, USA)를 사용하였으며, 자동현상기는 

Doosan DSP 5000(Doosan, Korea)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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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LVIM TRM phantom

ALVIM 통계 팬텀은 최대의 진단적 정확성과 함께 최

소의 환자피폭을 얻기 위한 의학영상의 질을 실험하기 

위해 고안되어진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정도관리에 주

로 사용되는 ALVIM radiographic phantom(TRM)은 숫

자가 매겨진 column이 있는 플라스틱 판이다. 인체 조

직 등가물질이나 알루미늄 디스크는 column안에 삽입되

어 있다. 디스크의 반은 구멍을 갖고 있는데, 이 구멍은 

병리학적 시뮬레이터이다. 이것들은 각 column에는 동

일하지만 다른 column과는 두께가 다른 구조로 되어있

다. 각 column의 모든 디스크는 같은 색이지만 또 다른 

특별한 사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팬텀내 디스크들의 위

치는 임의로 바꿀 수 있다[5,6]. 

본 연구에 사용된 TRM 팬텀은 mammography 장치의 

정도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팬텀으로 가로 135 mm, 세로 

142 mm, 두께 15 mm, 무게는 약 500 g의 구조물이다. 

디스크는 1∼10열 까지이며, 한 열의 디스크에는 10개의 

column들이 있다. 1∼5열까지의 실험요소는 aluminium 

oxide(Al2O3) specks을 각 디스크마다 0.2 mm∼0.55 

mm 두께차이로 구분되었으며, 6∼10열까지의 실험요소

는 나일론섬유를 각 디스크마다 0.45 mm∼1.25 mm 두

께차이로 구분되어져 있다(Fig. 1).

2.3 실험 방법

실험을 위해 X선 발생장치의 직선성과 재현성을 체크

한 후 TRM 팬텀내 각 디스크의 column들을 무작위로 

배열시킨 후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하였다

(Fig. 2). FFD가 60 cm로 고정되어진 유방 X선 발생장

치를 조정하고, cassette 고정대 내에 cassette를 삽입한 

였다. Cassette 고정대 위에 TRM 팬텀을 설치하고, 아크

릴을 10 mm 단위의 두께변화를 주면서 30∼50 mm까

지, X선 노출조건 설정에서의 kVp는 2 kV씩의 변화로 

22∼26 kV까지, mAs는 50, 64, 80 mAs의 조건으로 변

화시키면서 촬영하였다. 즉, 아크릴 두께 30 mm, 22 kV 

50 mAs의 X선 노출 설정부터 아크릴 두께 50 mm, 26 

kV 80 mAs 까지 아크릴 두께와 kV, mAs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촬영 하여 자동현상기를 통해 영상을 

획득하였다.

Fig. 1. Illustration of TRM phantom & image. 

Fig. 2. Set-up of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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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상평가 및 분석

획득된 영상의 시각적 평가는 30명의 일반인 관찰자

를 대상으로 실내조도 50 Lux 이하의 조건에서 view 

box 조도 700∼800 Lux, 관찰거리는 가능한 30 cm을 유

지한 가운데 관찰하도록 하였다. 이 때 ROC 해석을 위

하여 각 관찰자들에게 디스크별 column내 병리학적 시

뮬레이터 물질에 대한 존재 확률을 다음의 판정 요령에 

따라 5단계로 분류 응답하도록 하였다[7,8].

Ⅰ. 신호는 절대 없다.

Ⅱ. 신호는 아마 없을 것이다.

Ⅲ. 알 수 없다.

Ⅳ. 신호는 아마 있을 것이다.

Ⅴ. 신호는 절대로 있다.

이 응답에 따라 각 단계의 응답수로 집계한 다음, 누

적수를 전체의 응답수로 나누어 조건에 대한 확률 P(S/s)

와 P(S/n)을 구하였다. 그 후 종축에 P(S/s), 횡축에 

P(S/n)을 표시하여 ROC 곡선을 작성하였다. 또한 신호

를 신호로써 바르게 검출하는 능력인 감도(sensitivity)와 

신호가 전혀 없고 잡음만 있는 것을 바르게 잡음만으로 

검출하는 능력인 특이도(specificity)를 다음과 같이 구하

여 분석하였다.

감도(%) =
참의 양성수(TP)

× 100
관찰한 신호의 총수(TP + FN)

특이도(%) =
참의 음성수(TN)

× 100
관찰한 잡음의 총수(TN + FP)

3. 결과 및 논의
  

유방검사의 피사체 두께를 가정하여 아크릴을 30∼50 

mm 두께범위에서 22∼26 kV, 50∼80 mAs 노출 조건으

로 TRM 팬텀의 신호와 잡음을 관찰한 판정결과는 표 1

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ROC 곡선은 그림 3과 같다.

Table 1. Values of P(S/s) and P(S/n) for Judgements.

Exposure
Material for 
experiments

Probability Ⅰ Ⅱ Ⅲ Ⅳ Ⅴ

kVp

22 kV
64 mAs

4 cm

Speck
P(s/s) 1.000 0.673 0.580 0.460 0.240
P(s/n) 1.000 0.180 0.013 0.007 0.000

Fiber
P(s/s) 1.000 0.607 0.393 0.127 0.060
P(s/n) 1.000 0.193 0.040 0.007 0.000

24 kV
64 mAs

4 cm

Speck
P(s/s) 1.000 0.667 0.553 0.440 0.240
P(s/n) 1.000 0.273 0.047 0.013 0.000

Fiber
P(s/s) 1.000 0.613 0.527 0.353 0.240
P(s/n) 1.000 0.167 0.020 0.007 0.000

26 kV
64 mAs

4 cm

Speck
P(s/s) 1.000 0.700 0.607 0.487 0.273
P(s/n) 1.000 0.253 0.080 0.020 0.000

Fiber
P(s/s) 1.000 0.680 0.480 0.327 0.167
P(s/n) 1.000 0.207 0.047 0.000 0.000

mAs

24 kV
50 mAs

4 cm

Speck
P(s/s) 1.000 0.667 0.587 0.493 0.327
P(s/n) 1.000 0.213 0.033 0.013 0.000

Fiber
P(s/s) 1.000 0.520 0.413 0.280 0.113
P(s/n) 1.000 0.160 0.020 0.007 0.000

24 kV
64 mAs

4 cm

Speck
P(s/s) 1.000 0.667 0.553 0.440 0.240
P(s/n) 1.000 0.273 0.047 0.013 0.000

Fiber
P(s/s) 1.000 0.613 0.527 0.353 0.240
P(s/n) 1.000 0.167 0.020 0.007 0.000

24 kV
80 mAs

4 cm

Speck
P(s/s) 1.000 0.660 0.513 0.100 0.040
P(s/n) 1.000 0.627 0.447 0.087 0.000

Fiber
P(s/s) 1.000 0.540 0.193 0.020 0.000
P(s/n) 1.000 0.540 0.320 0.013 0.000

Thickness

24 kV
64 mAs

3 cm

Speck
P(s/s) 1.000 0.320 0.167 0.047 0.007
P(s/n) 1.000 0.173 0.053 0.000 0.000

Fiber
P(s/s) 1.000 0.107 0.000 0.000 0.000
P(s/n) 1.000 0.113 0.000 0.000 0.000

24 kV
64 mAs

4 cm

Speck
P(s/s) 1.000 0.667 0.553 0.440 0.240
P(s/n) 1.000 0.273 0.047 0.013 0.000

Fiber
P(s/s) 1.000 0.613 0.527 0.353 0.240
P(s/n) 1.000 0.167 0.020 0.007 0.000

24 kV
64 mAs

5 cm

Speck
P(s/s) 1.000 0.593 0.440 0.320 0.173
P(s/n) 1.000 0.213 0.040 0.000 0.000

Fiber
P(s/s) 1.000 0.340 0.113 0.027 0.007
P(s/n) 1.000 0.02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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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OC curves in various conditions of the breast imaging.

신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speck과 fiber로 구

분하여 무작위로 관찰한 결과, 아크릴의 동일 두께에서

의 관전압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관전류

와 피사체 두께변화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speck

의 경우 40 mm의 피사체 두께에서 24 kV 50∼64 mAs 

노출조건일 때 TP(S/s)=1.0, FP(S/n)=1.0에(좌상방) 가

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ber의 경우는 24 kV 64 

mAs의 노출조건일때 좌상방의 그래프가 형성되었다.  

또한 두께의 변화에서도 24 kV 64 mAs, 40 mm의 조건

일때 최적의 좌상방의 ROC 곡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3).

신호를 신호로써 바르게 검출하는 능력인 감도와 잡

음을 잡음으로써 바르게 검출하는 능력인 특이도를 산출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관전압 변화에서는 감도와 특이

도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전류 변화의 경우 감도에서

는 24 kV 80 mAs에서 특이도에서는 24 kV 64 mAs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께 변화에서는 30 mm에서 감도

와 특이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X선 저지극 원자의 원자번호가 높을수록 X선의 발생

효율은 커진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중 일반촬영에 

사용되는 X선 저지극으로는 대부분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다. 고원자번호의 텅스텐에서 발생한 X선속은 대부분 

저지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 특성방사선의 분포율은 

관전압에 따라 변화하지만 총 X선속에서의 분포율은 낮

다. 따라서 저원자번호인 양극은 저지선 발생율이 낮아

진다. 저지선 발생율은 관전압을 감소시키면 역시 낮아

진다. 따라서 저지극으로 저원자번호인 금속을 이용하면

서 저관전압을 선택하면 저지선의 발생효율은 감소하고 

특성방사선은 증가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유

방촬영용 X선관의 양극을 molybdenum으로 한다. 유방 

촬영시 최대 관전압도 약 40 kV로 낮추면 molybdenum

의 K특성방사선의 에너지대인 17.9 keV와 19.5 keV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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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e Molybdenum  Target for the Detection of the Minute Lesions in the Breast.

Exposure Material for experiments Sensitivity(%) Specificity(%)

kVp

22 kV 64 mAs
Speck 51.2 98.7

Fiber 70.4 94.1

24 kV 64 mAs
Speck 52.5 91.6

Fiber 56.8 95.1

26 kV 64 mAs
Speck 48.3 91.1

Fiber 58.7 93.6

mAs

24 kV 50 mAs
Speck 48.2 84.5

Fiber 66.9 95.3

24 kV 64 mAs
Speck 52.5 91.6

Fiber 56.8 95.1

24 kV 80 mAs
Speck 64.2 70.9

Fiber 81.3 78.1

Thickness

24 kV 3 cm
Speck 86.5 96.3

Fiber 97.4 99.7

24 kV 4 cm
Speck 52.5 91.6

Fiber 56.8 95.1

24 kV 5 cm
Speck 61.9 93.7

Fiber 87.9 99.5

이에 포함되므로 적정 유방촬영을 할 수 있다. 유방 피

사체의 경우 에너지가 subject contrast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므로 유방피사체 평균 두께인 경우 유방 자체가 

여과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두께 이내의 피사체라면 관

전압을 높게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Mo 저지극에서의 관전압의 변화가 영상에 어떤 영

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둔 연구였다. 

영상 평가를 위해 ALVIM TRM을 사용하였는데 이 팬

텀의 특징은 디스크의 위치를 랜덤으로 변경 가능하므로 

관찰자의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번의 실험에 많은 시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잡한 시료 수집이 단시간

에 가능하고 진양성뿐만 아니라 위양성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적 모의병변 물질이 2가

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영상분석은 ROC curve를 이용하였다. ROC 곡선은 영

상분석 방법 중 시각적 평가방법으로는 가장 우수한 방

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물리

적 측정법에 피사체 스펙트럼을 도입하여 검출기의 전달

함수와 부가된 잡음까지 포함된 종합 영상 평가법으로 

이 체계만이 수광계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질적인 이중

성을 설명해준다[10]. 그러나 ROC 곡선은 관찰자의 경

험, 관찰환경, 영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곡선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ROC 분석방법에는 곡선

의 형상, 감도와 특이도, 최대정보량 등을 분석할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ROC 곡선의 형상과 감도와 특이도

만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Mo/Mo 조합의 유방촬

영 장치에서의 질환 검출능력을 보다 세밀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상 모의병변을 추가하여 최대정보량을 포함

한 보다 종합적인 ROC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Mo/Mo 조합 유방촬영장치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평균

두께를 검사하여 ROC 곡선에 의해 영상을 평가한 결과, 

관전압 변화가 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유방의 평균두께

인 경우 저에너지라도 투과력이 충분하지만 두꺼운 경우

에는 유방 자체가 여과작용을 하는 까닭에 선질이 경화

되어 구조물간 X선 흡수차가 낮아져 contrast가 감소하

게 되므로 평균 두께라면 관전압을 높여서는 안된다 라

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또한 mAs의 변화와 두께변화

를 ROC 곡선에서 비교해 본 결과 Mo/Mo 조합의 유방촬

영 장치에서의 적정 노출조건으로 24 kV, 64 mAs에 유

방의 평균 피사체 두께인 40 mm에서 최적의 질환검출 

능력의 영상이 획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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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ction Ability of Minute Lesions in X-ray Using the 
Molybdenum Target

Da-Rae Yang*, Kyung-Rae Dong*,†, Yong-Soon Park*, Youn-Sang Ji*, Young-Keun Kim * and Chang-Bok Kim*

*Depart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y,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Abstract - Beam qua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Xray tube's target material. In a range of between 22 kVp and 28 kVp, molybdenum 
target generates the characteristics energy  between the average 17.9 kVp and 19.5 kVp, which produces the high contrast image of the 
breast. In this study, we used the Mo/Mo combination breast device and ALVIM TRM phantom and measured the detection ability of 
the minute lesion in the breast imaging throughout analyzing ROC curves. Assuming that an average subject thickness of the breast is 
40 mm,  the detection ability  was not dependent on the kVp changes in a while dependent on both the mAs and thickness change. We 
can assure that it is not needed to increase the kVp for the imaging of breast which thickness is within the mean range of 40 mm.

Keywords : Breast, Molybdenum target, ALVIM TRM model, ROC cu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