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r Paper                                                                                           36

J. KIEEME

Vol. 24, No. 1, pp. 36-41, January 2011

DOI: 10.4313/JKEM.2011.24.1.36

인버터방식의 고 압 발생장치를 이용한 의료용 

X선 기기의 특성평가

김 표1, 천민우2, 박용필2,a

1 동신 학교 기 자공학과
2 동신 학교 병원의료공학과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Medical X-Ray 

Using High-Voltage Generator with Inverter System 

Young-Pyo Kim
1
, Min-Woo Cheon

2
, and Yong-Pil Park

2

1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Graduate School, 

Dongshin University, Naju 520-714, Korea.
2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Dongshin University, Naju 520-714, Korea.

(Received October 15, 2010; Revised November 25, 2010; Accepted December 5, 2010) 

Abstract:  Medical X-ray has been brought many changes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Especially, for high-voltage generato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X-ray generation the 

traditional way is to use high-voltage electric transformers primarily. However, since it is large and 

heavy and the ripple rate of DC high-voltage applied to X-ray tube is too big, it has a disadvantage of 

low X-ray production efficiency.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ies about high-voltage power supply 

are now proceeding. At present, the high-voltage generator that generates high-voltage by making high 

frequency using inverter control circuit consisting of semiconductor device is mainly used. High-voltage 

generator using inverter has advantages in the diagnosis using X-ray including high performance with 

short-term use, miniaturization of power supply and ripple reduction. In this study, the X-ray 

high-voltage device with inverter type using pulse width modulation scheme to the control of tube 

voltage and tube current was designed and produced.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produced device, the 

control signal analysis, irradiation dose change and beam quality depending on the load variation of tube 

voltage and tube current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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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X선 시스템은 비 침습 인 방법으로 인체 내부를 

조 할 수 있어 의료 련 기 에서 진단과 진료에 

a. Corresponding author; yppark@dsu.ac.kr

보편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 첨단기술의 발 에 

힘입어 더욱 편리하고 정 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

발되어 왔다 [2-4]. 특히 X선 발생에 사용되는 X선

은 음극에서 방출된 열 자를 양극 타깃에 고속으로 

충돌시켜 제동복사에 의해 X선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고성능의 고 압 발생장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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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X-ray system.
Fig. 2. Configuration of CPU board.

X선 에 인가되는 직류 고 압을 얻기 해서는 

변압기 형태의 고 압 발생장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

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우며, X선 에 공 되는 

압의 리 율이 크기 때문에 X선 발생 효율이 낮고 

출력 제어장치들의 동작이 정 하지 못한 단 이 있

다[5-6].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 고 압 원공

 장치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재 인버터를 사용하여 원 주 수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고주 화하여 고 압을 발생시키는 인버터 

방식의 고 압 발생장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인버

터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비해 촬 의 고성능화, 

원 장치의 소형화  안정 인 출력발생이 가능하다

는 장 이 있어 이의 개발과 보완이 이 지고 있다

[7-9]. 본 연구에서는 펄스폭 변조 방식 (PWM: pulse 

width modulation)을 이용한 인버터 방식의 X선 고

압 장치를 설계ㆍ제작하 으며, X선 시스템을 구성하

여 PWM 동작, 압과 류의 부하변동에 따른 

조사선량의 변화  선질 등 그 특성을 분석하 다. 

2. X선 기기의 설계  제작

제작된 X선 시스템은 동작에 한 신호를 발생시

키는 콘솔, 구성된 시스템의 각부에 필요한 제어  

연산을 담당하는CPU(central processing unit) 보드, 

압  류의 정 한 출력 제어를 한 PWM 

제어  보상회로, 상용 원을 입력받아 안정 인 

고압을 발생시키는 충ㆍ방  회로 등으로 구성된 

control unit, X선 에 인가되는 직류 고 압을 생성

하는 고압 발생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 발생 장치에 의해 생성된 직류 고 압은 고압 

이블을 통해 X선 에 인가되어 X선을 발생시키며, 

조사야(照 野) 조 기구를 거쳐 인체에 조사된다. 그

림 1에 제작된 X선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냈다. 

2.1 콘솔

콘솔은 구성된 X선 시스템의 on/off, 압, 

류  조사시간 등 기기 동작에 한 제어신호를 발

생한다. 이 제어신호는 시스템 제어를 담당하는 

control unit의 CPU board에 시리얼 통신방식(RS232 

: recommended standard 232)으로 달되며 시스템

의 동작 조건 표시  각종 보호회로, 감지회로에서 

송된 피드백 신호를 바탕으로 에러 상태가 표시되

도록 구성되어 있다. 

2.2 Control Unit

Control unit는 콘솔에서 입력 받은 조사조건에 

한 제어신호를 바탕으로 system 반을 제어하는 역

할을 하며 CPU 보드, PWM 제어보드, 충‧방  보드

로 구성되어 있다.

1) CPU 보드

CPU 보드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모듈과 

연동하여 장치의 반 인 제어신호를 생성하고 분배

하는 역할을 한다. 제작된 CPU 보드는 시스템 제어 

 연산을 해 구성된 DSP 모듈, bucky  rotor 

등 외부기기의 추가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AUX 

interface, 압  류의 발생을 해 DSP에서 

생성된 PWM 제어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공 하는 D/A conver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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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CPU 보드의 구성도를 나타냈다.

X선 발생을 해 사용되는 고 압 발생장치를 의

료용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발생되는 압, 

류, 조사시간의 정 한 제어가 필수 이다. 따라서 구

성된 시스템에는 DSP TMS320를 사용했다. TMS320

은 처리속도 150 Mbps, 고속 입출력이 가능한 I/O 

port, 고속 sampling, 주변장치의 요청에 한 고속 

인터럽트 등이 가능하며 신속한 응답특성을 가진다. 

한 DSP의 동작을 한 원공 은 TP767, 콘솔  

제어신호와 DSP통신을 한 RS323, 알고리즘 장을 

해 EEPROM을 모듈로 제작하 다. DSP 모듈에서 

발생하는 PWM 신호는 0000∼4,095까지 4,096 단계로 

펄스폭의 변화가 가능하며, X선 발생장치의 압과 

류의 정 한 출력제어를 담당한다. 

2) 제어보드

제어보드는 압 제어회로, 류 제어회로, 검

출회로로 구성되어 압  류의 출력을 PWM 

방식을 사용하여 정  제어한다. 제어콘솔에서 설정

된 압과 류 값에 따라 DSP에서는 4,096단계

로 분할된 PWM 신호를 발생시키며, CPU 보드 내의 

D/A converter 회로를 거처 analog 신호로 변환되게 

된다. 이 게 발생한 analog 신호는 압과 류

의 생성에 사용되는 기 압이 된다. 각각의 압

과 류 제어회로에 사용된 KA3525에서 기 압 

신호와 검출회로를 통해 실시간으로 feedback 된 실

제 압과 류 값을 비교한 후 항상 균일한 값

이 발생할 수 있도록 PWM 신호를 제어한다. 압 

제어회로에서 발생한 PWM 신호는 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스 칭회로를 통해 고주 로 

변환된 후, 충․방 보드를 거쳐 충 된 콘덴서 압

을 고 압 트랜스포머 1차 코일에 공 하여 X선 에 

인가되는 고 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류 

제어회로에서 발생된 PWM 신호 한 IGBT 스 칭 

회로를 거쳐 X선 의 음극 필라멘트 가열 류를 생

성하는 역할을 한다.

3) 충․방  보드

본 연구에서는 고 압을 안정 으로 발생시키기 

해 18,800 uF의 용량 평활용 콘덴서를 사용하 다. 

평활용 콘덴서는 제작된 X선 발생장치의 보조 원 

역할을 하며 사용 기 상태에서 X선 기기에 원을 

인가하면 A/D converter회로를 통해 평활용 콘덴서

에 직류 원이 공 되어 충 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한, 충  시 콘덴서에 직류 원을 바로 인가하

면 순간 으로 류가 발생하여 주변회로  부품

에 손상을 입히므로 회로에 별도의 항을 연결하여 

약 20 A 정도의 류로 서서히 충 이 진행되도록 

precharge 기능을 채용해 보호회로를 구성하 다.

2.3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X선 에 직류 고 압을 인가시키기 

한 고 압 트랜스포머와 X선 내의 필라멘트를 구

동시키기 한 필라멘트 트랜스포머로 구성되어 있

다. 고 압 트랜스포머는 유리 자에 고속의 운동에

지의 생성을 해 고 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본 

연구에서는 20 kHz LC 공진형 인버터 방식을 사용하

여 IGBT 스 칭 소자로부터 공 받은 압을 1차와 

2차 권선비에 따라 승압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 압

은 PWM 제어회로에서 발생한 펄스폭에 따라 트랜스

포머 1차 측에 공 되는 압이 조 되어 변성되며, 

인가 가능한 최  압은 DC 320 V이다. 고 압 트

랜스포머는 권선비에 따라 교류 150 kV까지 승압되

며  정류회로를 거쳐 직류로 변환된 후 고압 

이블을 통해 X선 에 달된다. 한 X선 의 필라

멘트 트랜스포머는 류 제어회로에서 발생한 

PWM 신호에 의해 결정된 압을 필라멘트 트랜스포

머의 1차 코일에 인가시키며 권선비에 따라 약 10∼

30 V가 출력된다. 출력된 압은 X선 의 음극에 공

되며 2극 진공 인 X선  내의 필라멘트를 구동하

여 열 자가 방출하게 된다.

 

2.4 X선

본 연구에 사용된 X선 은 Toshiba社의 E7239로 

자를 방출하는 음극(cathode)과 방출된 자와 충

돌해 X선을 발생시키는 양극(anode)으로 구성되어 있

다. 사용된 X 선 은 양극 타깃의 손상을 이고 열

을 분산시켜 효과 으로 X선이 발생할 수 있도록 회

 양극을 사용하 으며 베어링, 축, 텅스텐 타깃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극 회 자는 고정자 코일에 

원이 공 되면 회 자계에 의해 약 3,200 rpm의 고

속으로 회 하게 된다. 음극 filament는 원이 공

되어 가열되면 열 자를 방출하며, 방출 자는 X선

의 양극과 음극사이에 20 kV이상의 고압을 공 할 

경우 빠른 속도로 양극 타깃에 충돌하여 X선을 발생

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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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ircuit diagram of KA3525.

Fig. 4. PWM control signal.

Fig. 5. Change of reference voltage according to PWM 

control signal.

2.5 조사야(照 野) 조 기구

조사야 조 기구는 진단 역 이외의 불필요한 

역으로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

며, 납으로 구성된 조리개  조사범 를 알려주는 

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은 X축과 Y축 두 

방향으로 구성된 조리개를 사용하여 환자의 촬  부

에 따라 하게 X선이 방사되도록 조사면 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피폭을 이는 역할을 한다. 

3. 결과  고찰

3.1 DSP 제어신호의 평가

X선은 강한 이온화능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노출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방사선방호 원회

(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방사선방호체계를 세분화 시켜 방사선 

피폭에 해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10]. 한 인체의 

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용 X선 장비는 정확한 상 획

득을 해 균질의 X선 공 이 필수 이며 이를 해

서는 류와 압의 정 한 제어가 요구되어 본 

연구에서는 압과 류의 제어에 PWM 제어방

식을 채택하 다. 압과 류 각각의 제어회로

에는 PWM 제어 용 IC(integrated circuir)인 

KA3525를 사용하 으며 EA+ 단에 입력되는 analog 

신호와 EA- 단에 인가되는 feedback 신호를 비교하

여 PWM 출력을 제어하 다. 그림 3에 PWM 제어에 

사용된 KA3525의 회로도를 나타냈다. 

KA3525의 EA- 단으로 인가되는 신호는 실제 발

생된 압과 류 신호를 감압한 후 보호 회로를 

거쳐 feedback 된 신호이며, 기 이 되는 analog 신호

보다 비율이 높은 경우 KA3525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on이 되는 비율을 낮추고, 낮은 경우 on이 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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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rradiation dose change according to test 

conditions.

Fig. 7. The evaluation of half value layer test 

according to test conditions.

을 높여 항상 일정한 압과 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사용된 KA3525의 구동 주 수는 시정수에 의해 결

정되며 본 장치는 20 kHz로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DSP에서 4,096 단계로 분류된 신호의 동작을 

확인하기 해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펄스폭에 따른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냈으

며, D/A converter를 거친 기  압의 변화를 그림 

5에 나타냈다. 입력값에 의해 발생한 DATA가 1,000

일 경우 DSP에서 발생하는 PWM 신호의 duty rate

는 24.41%, 2,000일 경우 48.83%, 3,000일 경우 

73.29%, 4,000일 경우 97.66%로 DATA증가에 따라 

PWM 신호의 duty rate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발생된 PWM 신호를 받아 압  류 제

어회로의 기 압을 생성하는 analog 신호를 측정한 

결과 설정 DATA 값에 의해 선형 인 증가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3.2 조사선량 평가

제작된 의료용 X선 시스템의 조사선량을 확인하기 

해 조사시간을 0.1 로 고정하고 압과 류 

값을 변화시키면서 조사선량을 측정하 다. 실시간으

로 변화하는 압과 조사선량을 측정하기 해 

FLUKE社의 VICTOREEN NERO 6000M을 사용하

으며, 안 을 해 납으로 구성된 공간을 구축하여 

측정을 진행하 다. 조사선량의 측정을 해 FDD 

(focus detector distance)를 100 cm로 설정하고 조사

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하 다. 

압은 40∼100 kV까지 20 kV 단 로 실험조건

을 변화하 으며, 류는 각각의 압 실험조건

에서 50∼300 mA까지 50 mA 단 로 변화시키며 각

각 3회 측정하여 평균 조사선량을 조사한 후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냈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조사선량의 

재 성이 식품의약품안 청 기 인 0.05 CV 

(coefficient variation) 미만이 되어 재 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기의 압과 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사선량은 선형 으로 증가

하 다.

3.3 선질의 평가

X선  장치의 에서 발생하는 X선은 불균등한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며 이  에 지가 낮고 장이 

긴 자들은 감 재료  디텍터(detector)에 도달하

기  부분 피사체에 흡수되어 방사선 피폭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피폭을 감소시키고 양질

의 상을 얻기 해서는 X선 장치에서 발생하는 X

선 자의 투과력 즉 선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선질 

분석을 해 반가층(HVL : helf value layer) 실험을 

하 다. 

반가층은 X선 자의 수를 50%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흡수 물질의 두께를 의미하며 흡수물질로는 

순수한 알루미늄(Al : aluminium)을 사용하 다. 반가

층 실험은 조사선량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

으며 X선이 발생하는 으로부터 FDD(focus 

detector distance) 사이의 간 치인 50 cm에 Al 

필터 지지 를 설치하고 1∼4 mm까지 1 mm 단 로 

Al 필터를 증가시켜 측정하 다. 실험은 조사선량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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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필터의 변화에 따라 각각 

3회씩 디텍터에 도달하는 조사선량을 측정하 다. 반

가층 실험은 Al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고유여과상태

의 X선 평균선량을 100%로 하고 각각의 Al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된 선량값을 바탕으로 투과율(%)을 측

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냈다.

X선 장치는 필라멘트의 열 자 방출효과에 의해 

자가 발생하며 발생된 자는 차에 의해 양극으

로 고속 이동하여 양극 타깃에 충돌하게 된다. 이 충

돌된 자의 운동에 지가 감소하게 되며 이때 일어

나는 제동복사에 의해 X선이 발생한다. 류  

압 변화에 따라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발생하는 조

사선량은 차이가 발생하지만 반가층 투과율은 자의 

가속 압인 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다. 한 

의료용 X선 장치의 X선 여과에 한 식품의약품안

청 기 은 40 kV는 0.4 mmAl, 60 kV는 1.8 mmAl, 

80 kV는 2.3 mmAl, 100 kV는 2.7 mmAl 이상에서 

투과율이 50% 이상일 경우 인체에 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시스템의 반가

층은 40 kV의 경우 1.85 mmAl, 60 kV의 경우 2.8 

mmAl, 80 kV의 경우 3.55 mmAl에서 투과율 50%를 

확인하 다. 한 100 kV의 경우 실험에 사용된 최  

Al 두께인 4 mmAl에서 약 54%의 투과율을 보여 기

치에 비해 선질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 kHz의 구동주 수를 사용한 인

버터 방식의 의료용 X선 시스템을 펄스폭 제어 방식

을 사용하여 설계‧제작하 다. 제작된 X선 기기는 

압과 류의 정  제어를 해 기 압신호와 

검출회로를 통해 feedback 된 신호를 비교하여 균일

한 출력이 유지되도록 하 다. 한 X 선 에 안정된 

직류 고 압을 인가하기 해 정류 방식을 채용

하 다. 제어신호의 경우 콘솔에서 설정된 압과 

류 값에 따라 DSP에서 4,096단계로 분할된 

PWM 신호를 발생하도록 구성하 다. 오실로스코

를 사용하여 제어신호를 측정한 결과 제어신호의 증

화에 따라 발생한 기 압을 측정한 결과 선형 인 

증가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조사선량 평가

는 압을 40∼100 kV까지 20 kV 단 로 실험조

건을 설정하고, 류를 각각의 압 실험조건에

서 50∼300 mA까지 50 mA단 로 변화시켜 조사선

량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압과 류의 증가에 

따라 조사선량이 거의 선형 인 형태로 증가하여, 출

력되는 조사선량의 제어가 용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 발생하는 X선의 선질을 조사선량 평가와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1∼4 mm까지 1 mm 단 로 Al 

필터를 교체하면서 반가층 측정을 한 결과, 각각의 

실험조건에서 국내 식품의약품안 청의 시험기  이

상의 투과율을 나타내 선질이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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