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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방사선영상에서 X-선 초점 크기와 디지털영상후처리에 따른 공간분해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초점의 크기는 소초점(0.6 mm)와 대초점(1.2 mm)을 이용하였다. 공간분해능의 정량적 분석
은 엣지 측정법의 변조전달함수(MTF)를 이용하였다. 디지털영상후처리는 다단계 이미지 대비 증폭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경계면 증강과 대조도 증강에 따른 50%와 10%의 MTF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초점에서 MTF 50%의 공
간분해능이 대조도 증강보다 경계면 증강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초점에서 획득된 영상은 디지털영상처리를 
통해 공간분해능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 방사선영상에서 골격계 및 흉부영상과 같은 고 공
간분해능 임상영상을 얻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컴퓨터 방사선영상, 공간분해능, 경계면 증강, 대조도 증강, 초점 크기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arry out quantitative analysis of  spatial resolution for the 
influence of the focus size and digital image post-processing on the Computed Radiography (CR).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s of an edge measuring method (MTF) was used for the evaluation of the spatial resolution. The 
focus size of X-ray tube was used the small focus (0.6 mm) and the large focus (1.2 mm). We evaluated the 
50% and 10% of MTF for the enhancement of edge and contrast by using multi-scale image contrast 
amplification (MUSICA) in digital image post-processing. As a results, the edge enhancement than the contrast 
enhance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e spatial resolution of MTF 50% in all focus. Also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obtained images in a large focus were improved by digital image processing.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serve as a basic data for obtain the high resolution clinical images, such as skeletal and chest 
images on the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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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 상은 인체를 직  해부하지 

않고 육안으로 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진단방법이다. 

최근에는 X-선 발생장치의 발 과 컴퓨터과학의 진보로 

인해 은 X-선량으로도 고 품질의 상을 획득할 수 있

는 방사선과학기술은 상의학 발 에 큰 기여를 하 다

[1]. 특히 골격계의 골 선이나 폐실질 조직과 같은 부

는 공간분해능이 우수해야 상의학  진단 폭이 넓어진

다. 이러한 공간분해능은 X-선  내에 있는 의 크기

에 좌우되는 요인  하나이다. 일반 으로 진단용 일반 

X-선 발생장치에서 의 크기는 소 과 으로 

나 어 이용하고 있다. 소 은 고해상력을 구 할 수 

있는지만 용량의 선량을 요구하는 검사에서는 X-선

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반면 은 

용량의 선량을 이용하는 검사에 합하지만 소 보

다는 상 으로 낮은 해상력을 보인다[2]. 기존의 필름/

증감지 방식에서 공간분해능은 X-선 의 의 크기, 

피사체의 산란선, 증감지의 사용유무와 착도, 그리고 

상액의 조성과 온도 등에 향을 받았다[3]. 하지만 디

지털방식에서는 반도체 디텍터(detector)를 기반으로 다

양한 상후처리 기능이 탑재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진

단에 합한 임상 상을 획득할 수 있다[4]. 그  가장 

리 사용되는 A사의 다단계 이미지 비 증폭

(multi-scale image contrast amplification, MUSICA) 알

고리즘은 상의 조도, 해상력, 노이즈, 용도, 밝기 

등을 미세하게 조 할 수 있다[5]. 이와 련하여 김창수 

이외[6]의 연구에서는 의료 상 화질의 주  평가로 

상후처리 설정값이 정해지거나 제조업체 기술자에 의

하여 임의로 용하고 있다고 지 하 다. 한 공간분

해능에 향을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한 상후처

리 설정 값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재의 방사선 상 평가기술은 방사선 검출체의 발

과 디지털 상처리기술의 진보로 성장하여 정량 으

로 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7]. 그  상의 공간

분해능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조 달

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가 있다[8]. 이 

방법은 입력신호가 시스템을 통과하여 출력신호로 변환

될 때 입력신호를 충실히 표 할 수 있는 해상력과 선

도를 측정하는 주 수 달 함수이다. 즉 X-선의 입력 

강도 신호 값 ‘1’ 이 X-선 상의 출력 신호에 그 로 표

이 된다면 피사체의 상정보 손실은 제로가 된다. 이

러한 특성 때문에 MTF를 이용하여 방사선 상을 평가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방사선 상(computed 

radiography, CR) 시스템에서 X-선  크기와 디지

털 상후처리에 따른 공간분해능을 정량 으로 분석하

여 임상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실험에서는 의료법 제 37 조 제 3 항에 근거한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 리에 한 규칙’의 검사

기 을 통과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XHF-1500R, 

MIS, Korea)를 사용하 다. X-선 의 타깃각도는 12°, 

0.9 mmAl의 고유여과와 2.4 mm Al의 부가여과가 더해

져 총 여과는 3.3 mm Al이며 압은 40 kVp ∼ 150 

kVp, 류는 10 mA ∼ 630 mA까지 사용할 수 있다. 

MTF 측정을 한 실험기구는 100 × 75 × 1.0 mm 크기

의 순도 90% 이상의 텅스텐을 이용하 다. 컴퓨터 방사

선 상 시스템의 상 독기(CR 85-X, Agfa, Germany)

와 14˝× 17˝ 상 (image plate, IP)을 이용하여 150 ㎛ 

픽셀(pixel)의 디지털 방사선 상을 획득하 다. 상은 

디지털표 의료 상(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일로 획득하

다. 최종 획득된 상들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서 공인된 상분석 로그

램인 image J와 Originpro ver. 8.0 software (OriginLab 

Corp, Northampton,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2 실효초점 측정

X-선 에는 열 자를 발생시키는 음극의 필라멘트와 

열 자의 고속운동에 지를 지시켜 X-선을 발생시키

는 양극의 지물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음극의 필라멘

트가 0.6 mm, 1.2 mm가 장착된 X-선 을 이용하 으며 

양극의 지물은 텅스텐 재질로 되어 있다. [Fig. 1]과 같

이 X-선 의 은 음극의 필라멘트에서 발생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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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타겟에 충돌하는 면 으로 나타내는 실 과 상 

형성에 여하는 실효 으로 구분된다[2]. 

[Fig. 1] The actual focal spot and the effective 
focal spot in X-ray tube

본 실험에서는 star test pattern 해상력 차트를 이용하

여 실효 을 측정하 다. 이 해상력 차트의 직경은 45 

mm이고 두께는 0.05 mm의 납살(lead spoke)을 2 〫 간격

으로 360 〫 배열한 것이다. 실효 을 측정하기 해 star 

test pattern이 2.0 ∼ 1.5 배 정도 확 가 되도록 X-선  

과 star test pattern간의 거리를 설정하 다. 조사조

건과 상후처리 조건은 MTF 상 획득 조건과 동일하

게 시행하 다. 획득된 상은 image J 로그램을 이용

하여 확 도를 구하 다. 그리고 획득된 상의 심부

에서 납살이 없어지는 부분의 길이와 폭의 직경을 3 인이 

교차로 측정한 평균값으로 공식 (1)에 입하여 최종 실

효  크기를 구하 다[11].  

)1(3.57 −×
×

=
M
Df θ

(1)

f : 실효초점 크기 (mm)
D : 해상력을 잃어 흐려진 직경 (mm)
Ɵ : star test pattern의 각도 
M : 확대율(영상의 직경/피사체의 직경 (45 mm)) 

2.3 MTF 영상획득 방법

[Fig. 2]와 같이 X-선원과 IP간의 거리는 100 cm로 하

고 방사선 조사조건은 압 70 kVp, 류량 1 mAs

로 설정하 다. 본 실험에서는 edge 방법을 이용하 으

며 산란선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해 텅스텐  양

측에 납차폐체를 설치하 다. X-선 조사 의 상 은 

잠상되어있을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상  독기에

서 백색램 를 이용하여 기화한 이후에 사용하 다.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edge method of 
MTF 

2.4 영상후처리 조건

상후처리부에서는 Agfa CR 시스템의 상후처리 

MUSICA 알고리즘을 통해 경계면 증강과 조도 증강을 

조 하 다. MUSICA 알고리즘은 다단계로 상의 비

를 향상시키는 보편 인 상 기법이다. 상기법내용은 

원 상을 low-pass 필터링한 후 상 g1을 얻는다. 상 

g1은 원 상과 다시 보간(interpolation) 처리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단계까지 다운샘 링

하여 상을 분해한다. 이 게 분해된 상들은 

Laplacian pyramid 형태의 집합체로 만들 수 있다[12]. 

이후 상을 복원할 때 목 하고자하는 상의 후처리 

알고리즘을 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MUSICA는 조도를 증강시킬 

수 있는 MUSI contrast, 경계면을 증강시킬 수 있는 

edge contrast, 상의 잡음을 제거시키는 noise 

reduction 그리고 용도를 조 할 수 있는 latitude 

reduction 기능이 있다. 이  공간분해능에 향을  수 

있는 MUSI contrast와 edge contrast를 선택하여 0 단계

에서 6 단계까지를 조 하 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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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화하 으며 상의 감 도 변환은 선형(linear) 특성을 

용하 다[13]. 한 상 을 독할 때 민감도를 조

하는 exposure class는 200으로 최 화하 다[9].  

2.5 공간분해능 측정

공간분해능은 edge 방법을 사용한 MTF로 측정하

다[14]. 기 edge spread function(ESF)을 측정하기 

해 상분석 로그램 image J를 이용하여 텡스텐 edge 

부분에 측정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하

다. 측정된 ESF는 Originpro ver. 8.0을 사용하여 미분

하고 합성하여 line spread function(LSF)을 만들었다. 도

출된 LSF는 고속 퓨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FFT)하여 MTF를 얻은 후 정규화

(normalization) 과정과 평활화(smoothing)과정을 거쳐 

최종 MTF 곡선을 도출하 다. 최종 측정된 MTF 곡선

에서 선 도를 나타내는 MTF 50%와 해상력을 나타내

는 MTF 10%의 값을 측정하여 인자들의 공간분해능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2.6 통계적 분석

결과데이터는 SPSS software (SPSS 15.0 for 

Windows, SPSS, USA)로 통계학  분석을 실행하 다. 

의 크기와 MUSI contrast 그리고 edge contrast 단

계에 따른 MTF 곡선의 공간분해능 값들의 분산 분석은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시행하여 집단 간의 분산검정을 시행하 다. 

한 도출된 MTF 곡선의 50%와 10%에 해당하는 값들

을 비교하기 하여 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시행하 다. 이 때, 통계 인 유의성은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면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고 분석하 다.

 

3. 결과 

3.1 실효초점의 측정 결과

실효 을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소 에

서는 필라멘트 길이와 련이 있는 길이는 0.75 ± 0.05 

mm, 필라멘트 집속통(focusing cup)과 련이 있는 폭은 

0.64 ± 0.03 mm이었으며 에서의 길이는 1.23 ± 

0.03 mm, 폭은 0.80 ± 0.02 mm로 측정되어 미국 기공업

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에서 허용한 오차범  안에 실효  크기가 측

정되었다.  

<Table 1> Result for effective focus measurement 
in 1.60 of magnification factors   

filament

(mm) 

Diameter of the blur 

zone (mm)

Effective 

focus 

(mm)

Acceptance 

limits (%)

0.6 
length 35.73 ± 2.23 0.75 ± 0.05 

0∼+50
width 30.31 ± 1.35 0.64 ± 0.03

1.2 
length 58.57 ± 1.30 1.23 ± 0.03

0∼+40
width 38.21 ± 1.20 0.80 ± 0.02

[Fig. 3]은 컴퓨터 방사선 상으로 획득된 star test 

pattern의 상이며 육안 으로도 상의 심부 납살 부

분의 흐려진 직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The star test pattern for the small focus 
(a) and the large focus (b) on the 
computed radiography  

3.2 MTF 곡선 평가

[Fig. 4]는 획득된 MTF 곡선의 결과이다. 경계면을 제

로화하고 조도를 단계 으로 증강했을 때 소

(p=0.210)과 (p=0.628)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는 범  내에서 공간주 수(lp/mm)는 증가하 다. 반

면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강했을 

때 소 (p=0.001)과 (p=0.001)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로 공간주 수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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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MTF evaluation for the influence of edge 
and contrast Enhancement and focus 
size; (a) large focus with MUSI contrast 
levels (b) small focus with edge contrast 
levels (c) small focus with MUSI contrast 
levels (d) large focus with edge contrast 
levels  

3.3 MTF 50%와 10%의 정량적 결과

MTF는 공간주 수의 함수로서 입력신호에 한 출

력함수의 비율을 주 수 역에서 산술 으로 처리한 함

수이다. MTF 곡선의 Y축은 이 비율의 크기를 정규화한 

값으로 MTF의 50% 크기는 선 도를 측정하는데 이용

되며 10% 크기는 해상력을 측정하는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Fig. 5]와 같이 MTF 50%와 10% 값을 측

정하 다. 그 결과 첫째로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

을 단계 으로 증강했을 때 MTF 50%에서 소 과 

의 공간주 수는 각각 0.918 ± 0.330 lp/mm,  0.814 

± 0.254 lp/mm로 소 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p=0.013). 한 MTF 10%에서도 소 과 의 공

간주 수는 각각 1.834 ± 0.399 lp/mm,  1.699 ± 0.410 

lp/mm로 소 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0.001). 두 

번째로 경계면을 제로화하고 조도를 단계 으로 증강

했을 때 MTF 50%에서 소 과 의 공간주 수

는 각각 0.667 ± 0.084 lp/mm,  0.579 ± 0.042 lp/mm로 소

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0.002). 한 MTF 10%

에서도 소 과 의 공간주 수는 각각 1.679 ± 

0.174 lp/mm,  1.448 ± 0.128 lp/mm로 소 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0.001). 세 번째로 MTF 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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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강했

을 경우와 경계면을 제로화하고 조도를 단계 으로 증

강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강했을 

경우의 공간주 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0.030). 

한 MTF 50%의 소 에서도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

강했을 경우의 공간주 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p=0.039). 네 번째로 MTF 10%의 에서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강했을 경우와 경계

면을 제로화하고 조도를 단계 으로 증강했을 경우를 

비교하면 공간주 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61). 

한 MTF 10%의 소 에서도 공간주 수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46).

(a)

(b)

[Fig. 5] Graph showing the MTF 50% and 10% 
for changing the edge contrast levels 
(a) and the MUSI contrast levels (b)

4. 고찰 

일반 으로 조도, 공간분해능, 노이즈가 디지털 상

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들이다. 그  분해능은 디지털

상에서 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필름방식에

서는 할로겐화은(silver halide) 입자가 1 ㎛ 이내로 작았

기 때문에 높은 분해능을 보 지만 재 디지털 방사선

상기술에서는 픽셀 피치 (pixel pitch)가 100 ∼ 200 ㎛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름방식보다 낮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한 필름방식과 디지털방식 모

두 공통 으로 분해능에 향을 받는 요인은 X-선 의 

의 크기이다. X-선에서 의 크기는 검사하고자 

하는 부 나 검사방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소

과 으로 나 어져 있다.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는 원데이터를 후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의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후처리는 조도 증강, 경계면 

증강, 노이즈 감소, 용도 조  등 상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디지털 상처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방사선량

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15]. 그러나 임상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처음 제조사에

서 설치하는 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한 정

량 인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사선 상  기존의 X-선 시스템과 융합하여 

사용되는 CR을 기반으로 X-선 의  크기와 

MUSICA라는 상후처리 알고리즘에 따른 공간분해능

의 정량  분석을 하고자 하 다. 공간분해능의 정량

인 분석은 MTF 곡선을 이용하 다. MTF 50%에서 

의 표면과 같은 날카로운 경계면을 표 하는 선 도를 

측정하 고 MTF 10%에서 거의 보기 힘들고 작은 공간

 거리를 평가하는 해상력을 측정하 다. 한 

MUSICA 알고리즘  조도 증강과 경계면 증강을 각

각 단계 으로 변화를 주어 공간분해능의 정량 인 분석

을 실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 크기를 X-선

의 사양에 기록된 크기를 기 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

라 실효 을 구하여 소 과 을 확인한 것은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 있는 실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후처리에서 경계면을 제로화하고 조도

를 단계 으로 증강했을 때 소 과  모두 MTF 

곡선의 간격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조도를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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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강했을 때에는 소 과 

 모두 MTF 곡선의 간격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이는 으로 인해 래할 수 있는 상의 

불선 도를 경계면 증강처리로 보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Fig. 6]의 (a)부분은 으로 획득한 원 상이고 

(b)부분은 경계면을 증강처리한 상이다. 에 의

해서 생성된 빗살무늬의 선 도가 향상되었고 심부 납

살 부분의 흐려진 상이 상 으로 뚜렷해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6] The computed radiography of the star 
test pattern on the large focus. (a) raw 
image and (b) changing the edge 
contrast 6 levels

한 MTF 50%와 10% 값으로 분석하여 보면 MTF 

50%에서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을 단계 으로 증

강했을 때 유의한 차이로 공간분해능이 커졌지만 MTF 

10%에서는 공간분해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경

계면 증강 처리를 하면  크기에 계없이 선 도가 

향상될 수 있지만 미세한 공간  거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인은 고주 수 성분의 노이

즈들도 증가되어 향을 미친 것으로 노이즈 감소처리도 

병행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16]. 

한  크기에서는 조도 증강과 경계면 증강에 

계없이 MTF 50%와 10% 모두 소 의 공간분해능

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 슬 이외[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소 이 보다 공간분

해능이 우수한 이유는 피사체에 의하여 생기는 반음 이 

작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그러나 용량의 선량이 요

구되는 두께운 부 에 소 을 사용한다면 조사시간의 

증가로 장비에 무리를  수 있으며 흉부 검사에서 X-선

의 긴 조사시간은 심장운동에 의한 불선 도를 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분해능을 하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R 시스템에서 획득된 상만으로 디

지털 상처리를 한 제한 이 있다. 디지털방사선 상

(digital radiography, DR) 시스템의 상 검출기 방식과 

CR 시스템의 상 검출기 방식은 픽셀 피치 는 샘 링 

방식 등의 서로 상이한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기 로 향후 DR 시스템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방사선 상에서 의 크기와 

디지털 상후처리기법에 따라 공간분해능을 정량 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도출하 다. 

1. 경계면을 제로화하고 조도를 단계 으로 증강했

을 때 소 과  모두 공간주 수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조도를 제로화하고 경계면을 단

계 으로 증강했을 때 소 과  모두 유의

한 차이로 공간주 수가 증가하 다.

2. 을 이용하여 획득한 상에서 경계면을 증강

하면 반음 에 의한 불선 도가 감소하고 공간분해

능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인체의 복부나 흉부 그

리고 형동물의 X-선 검사에 을 이용하면

서 상후처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 한 방사선

상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단된다. 

따라서 공간분해능에 향을  수 있는 의 크기

와 상후처리기법을 히 병용한다면 CR 시스템에서 

우수한 임상 상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CR(Computed Radiography)에서 초점 크기와 디지털영상후처리에 따른 공간분해능의 정량적 분석

41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Nov; 12(11): 407-414

REFERENCES

[1] K. Doi, Diagnostic imaging over the last 50 year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edical imaging 

science and technology, Phys Med Biol, Vol. 5, pp. 

R5-R27, 2006.

[2] A. B. Wolbarst, Physics of Radiology, Medical 

Physics Publishing, 2005.

[3] Z. F. Lu, E. L. Nickoloff, J. C. So, A. K. Dutta, 

Comparison of computed radiography and 

film/screen combination using a contrast-detail 

phantom, J Appl Clin Med Phys, Vol. 4, No. 1, pp. 

91-98, 2003.

[4] K. S. Park, J. M. Park, Y. S. Yoon, B. W. Kim, J. 

Y. Kang, Semiconductor Detectors for Radiation 

Imaging Application, ETRI, Vol. 22, No. 5, pp. 

95-107, 2007. 

[5] P. Vuylsteke, E. Schoeters, Multiscale Image 

Contrast Amplification (MUSICATM), Proc. SPIE, 

Vol. 2167 pp. 551-560, 1994.

[6] C. S. Kim, S. S. Kang, S. J. Ko, Image Quality 

Evaluation of Medical Image Enhancement 

Parameters in the Digital Radiography System, J.  

of Korean Contents, Vol. 10, No. 6, pp. 329-335, 

2010.

[7] J. Y. Jung, H. S. Park, H. M. Cho, C. L. Lee, S. R. 

Nam, Y. J. Lee, H. J. Kim, Imaging Characteristics 

of Computed Radiography Systems, Korean J Med 

Phys, Vol. 19, No. 1, pp. 63-72, 2008.

[8] E. Samei, N. T. Ranger, J. T. Dobbins III, Y. Chen, 

Intercomparison of methods for image quality 

characterization. I.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ed Phys, Vol. 33, No. 5, pp. 1454-1465, 2006.

[9] Y. H. Seoung, Evaluation of the Spatial Resolution 

for Exposure Class in Computed Radiography by 

Using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J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273-279, 

2013.

[10] J. M. Boone, Determination of the presampled 

MTF in computed tomography, Med Phys, Vol. 28, 

No. 3, pp. 356-360, 2001.

[11] J. Papp, Quality Management in the Imaging 

Sciences, MOSBY, 2011.

[12] P. J. Burt, E. H. Adelson, The Laplacian pyramid 

as a compact image code, IEEE Trans. on 

Communications, Vol. 31, No. 4, pp. 532-540, 1983.

[13] B. Y. Lim, H. S. Park, J. H. Kim, K. H. Park, H. 

J. Kim, Evaluation of Unexposed Images after 

Erasure of Image Plate from CR System, Korean J 

Med Phys, Vol. 20, No. 4, pp. 199-207, 2009. 

[14] E. Samei, M. J. Flynn, D. A. Reimann, A method 

for measuring the presampled MTF of digital 

radiographic system using an edge test device, Med 

Phys, Vol. 25, No. 1, pp. 102-113, 1998.

[15] J. A. Seibert, Tradeoffs between image quality and 

dose, Pediatr Radiol Vol. 34, No. 3, pp. S183-S195, 

2004.

[16] H. S. Park, H. J. Kim, H. M. Cho, C. L. Lee, S. W. 

Lee, Y. N. Choi, Effects of Image Processing on th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J Korean Phys Soc, 

Vol. 56, No. 2, pp. 653-658, 2010. 

[17] Y. S. Kim, H. S. Park, S. J. Park, H. J. Kim, 

Effectiv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eDQE) 

Evaluation for the Influence of Focal Spot Size and 

Magnification on the Digital Radiography System, 

Korean J Med Phys, Vol. 23, No. 1, pp. 26-32, 2012. 

성 열 훈(Seoung, Youl-Hun) 
․2002년 2월 : 가톨릭 학교 정보통신

공학 (공학사)

․2005년 8월 : 가톨릭 학교 일반 학

원 컴퓨터공학 (공학석사)

․2010년 8월 : 가톨릭 학교 일반 학

원 의물리공학 (이학박사)

․2011년 3월 ～ 재 : 청주 학교 방

사선학과 조교수

․ 심분야 : 디지털방사선 상학, 디지털 3 차원 의료 상, 디

지털의료 상 송 장시스템.

․E-Mail : radimage@c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