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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X-ray examinations in the DR system, the scattered X-rays physically generated by the patient cause 

image blurring in poor quality. Although X-rays to increase the contrast of images, this increases the patient’s 

exposure dose and is likely to result in grid induced artifa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btain 

images similar to those of real-grid with non-grid level conditions using a VGR (Virtual Grid Role) algorithm that 

serves as a virtual grid. Comparing MTF, SNR and CNR of non-grid and VGR algorithm images obtained with 

70% exposure conditions of real-grid images showed that the MTF0.5 differed from 0.265 to 0.350 and the 

MTF0.1 from 0.412 to 0.467 and the SNR, CNR we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comparing MTF, SNR and 

CNR of VGR algorithm and real-grid  images showed that the MTF0.5 differed from 0.350 to 0.367 and the 

MTF0.1 from 0.467 to 0.483 and the SNR, CNR by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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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1895년 뢴트겐 박사에 의해 X선이 발견된 이후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연구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학 발전에 지대한 역할

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선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며 임상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특히, X선을 사용하는 진단 방사선 영역에서는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질 좋은 영상

을 구현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1-4]. 

방사선이 인체에 조사되면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되는데 이때 콤프턴효과에 의해 산란선

(Scattered Ray)이 발생된다. 산란선은 영상의 질 저

하를 초래하여 이에 따라 환자에게 불필요한 선량

을 주게 된다[5-9]. 이러한, 환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생한 산란선을 제거하고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

는 목적으로 임상에서는 보편적으로 격자(Grid)를 

사용하게 되지만 이에 따라 촬영조건이 증가하게 

되어 피폭선량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격자에 의한 

Artifact가 생길 수도 있다[1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 System에서 격자를 사용

하지 않고 Virtual Grid 역할을 하는 VGR (virtual 

grid rol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격자를 사용하지 않

았을 때 (Non-grid)의 선량으로 격자를 사용했을 때 

(Real-grid)와 유사한 질의 영상을 얻어내어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MATERIAL AND METHODS

1. VGR 알고리즘의 이론적 배경

인체에 X선이 입사하게 되면 그 두께에 따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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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달라지고 이후 감쇠 효과가 나타나며 콤프턴

효과에 의해 발생된 산란선은 수식 (1)과 같이 입

사된 X선의 강도와 물질 두께에 따른 흡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Virtual Grid 

역할을 하는 VGR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1)

I0 : incident photon intensity

μ : water attenuation factor

산란선으로 인해 질이 저하된 영상에 대해 Fig. 1

과 같이 VGR 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해서 산란선의 

영향을 감소시켜 격자를 사용한 영상과 유사한 질

이 향상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Fig. 1. VGR algorithm diagram.

VGR 알고리즘은 Fig. 2와 같이 처음 획득한 영

상에 대조도 향상 과정(Elevation of Contrast)과 입

상성 향상 과정(Elevation of Granularity)을 거쳐 질

이 향상된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대조도 향상 과정은 피사체의 두께에 따른 산란

선을 추정(Scatter Estimation) 한 후 격자 효과 계산

(Grid Effect Calculation)을 거쳐 피사체를 투과한 직

후에 1차선과 산란선을 적절하게 추정하게 된다.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감쇠와 인체의 두께

에 따라 산란선을 추정할 수 있으며 물의 감쇠 계

수 μ는 에너지 영역에 따라 변하며 감쇠 정도는 광

자 에너지에 반비례하고 물의 감쇠 계산은 kVp에 

따라 다색 X선을 단색 X선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

는데 이때 평균 에너지로 수식 (2, 3)을 이용, 물의 

감쇠를 계산하게 된다. 




 ×  ×  (2)

    × 
 (3)

이후 입상성 향상 과정을 통해 영상에서의 잡음

을 제거(Noise Reduction) 하여 향상된 질의 영상을 

얻게 된다. 

Fig. 2. VGR algorithm process.

X선 영상의 감쇠 또는 산란에 의해 디텍터에 도

달하는 광자에 대한 수식은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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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I0 : incident photon intensity

Ip : primary photon intensity

hp : primary ray component

hs : scatter ray component

VGR 알고리즘에 적용된 수식은 (5)과 같다. 

  × 

   



× ln






   





  ′   ′ 
    





  ′   ′ 


(5)

c : amplitude

g : gaussian function

α : weighted scatter ray

β : weighted primary ray

σ1, σ2 : noise

환자의 두께에 따른 격자 효과 계산에 쓰인 고정

된 파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Parameters according to patient thickness(P.T.).

P. T.
(cm)

A B α β σ1 σ2

0≤T<9 9.47×10
-5

2.20
-0.13

1
1.020 19.5 3.23

9≤T<27 1.10×10
-4

1.35
-0.17

3
0.978 21.3 2.95

27≤T 2.05×10
-4

0.67
-0.27

0
0.421 21.2 2.52

2. 실험 방법

2.1 실험재료

2.1.1 X선 발생장치 및 흉부 Phantom

본 연구에 사용된 X선 발생장치는 비정질 실리

콘(CsI:Tl) 기반의 직접 방식 디텍터(Rayence, 

Korea)를 장착하고 있으며 Detector의 한 Pixel은 

127 ㎛, 획득되는 영상은 3328×3328 pixel로 422.7  

mm×422.7 mm의 영역에 대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

으며 격자의 비율은 12:1, 230l ines/inch, 크기는 460 

mm× 460 mm이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흉부 Phantom은 202SPL 

(U.S.A) 모델이다. 

2.2 화질 측정 방법

2.2.1 MTF

공간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에 대한 진폭의 전

달 특성을 변조전달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라 한다. MTF는 화질의 선명도를 측

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MTF 

0.5(50%)는 선예도를 나타낼 때, MTF 0.1(10%)은 

공간분해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2.2.2 SNR

영상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잡음의 비를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라 한다. SNR이 

클수록 신호가 잡음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을 의미하며, 작을수록 신호와 잡음의 구별이 어려

워 잡음으로 인한 영상의 질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2.2.3 CNR

영상에서 발생하는 대조도와 잡음의 비를 대조

도 대 잡음비 (Contrast to Noise Ratio ,CNR)이라 한

다. CNR이 클수록 인체 내 조직이 선명하게 구분

되어 조직 간 구분과 질병을 분리하는데 용이하며 

화질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2.3 화질의 정량적 평가

Non-grid 적용 영상,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Real-grid 적용 영상의 차이남과 유사함을 알아보기 

위해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

상은 Real-grid 적용 영상(SID 100cm, 2 mAs, 100 

kVp)의 약 70%의 촬영조건(SID 100 cm, 2 mAs, 70 

kVp)으로 설정하여 각각 30회씩 조사하여 영상을 

획득한 후 Fig. 3, Fig. 4와 같이 Image J 프로그램으

로 5군데의 ROI를 설정(① Apex, ② Middle Lobe, 

③ C.P. Angle, ④ Mediastinum, ⑤ Heart)하여 SNR

과 CNR를 계산하였고, Origin Pro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MTF를 측정하였다.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Real-grid 적용 영상의 촬영조건을 SID 100cm, 2 

mAs, 100 kVp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여 각각 30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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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영상을 획득한 후 Apex, Middle Lobe, C. 

P. Angle, Mediastinum, Heart의 SI를 측정한 후 SNR

과 CNR을 계산하였고, Origin Pro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MTF를 측정하였다. 

Fig. 3. ROI image of chest phantom.

Fig. 4. MTF measurement process.

2.4 통계분석 

Non-grid 적용 영상,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Real-grid 적용 영상의 차이와 유사함을 알아보기 

위해 SPSS Version 22.0으로 독립 표본 t 검정

(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여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 RESULT

1. 화질의 정량적 평가

1.1 Real-grid 대비 감소한 촬영조건의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Real- 

grid 적용 영상의 MTF, SNR, CNR의 비교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의 

MTF0.5는 0.265과 0.367, MTF0.1은 0.412과 0.470으

로 나타나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

용 영상의 MTF는 Fig. 5와 같이 차이가 난다. 

Fig. 5. MTF of non-grid and VGR algorithm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SNR은 Table 2와 같

이 Apex 25.84와 28.94, Middle lobe 23.98과 27.79, 

C. P. Angle 22.35와 27.44, Mediastinum 34.27와 

41.78, Heart 33.70과 39.41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

다 작으므로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의 평균 S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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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NRaverage of the non-grid and VGR algorithm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SNRaverage non-grid
VGR 

algorithm
p

apex 25.84±1.56 28.94±1.55 0.0001

middle lobe 23.98±1.16 27.79±1.43 0.0001

C.P. angle 22.35±1.97 27.44±1.53 0.0001

media-stinum 34.27±1.31 41.78±2.43 0.0001

heart 33.70±1.39 39.41±2.07 0.0001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CNR은 Table 3과 

같이 Apex 21.05과 25.48, Middle lobe 20.98과 

24.87, C.P. Angle 20.49와 24.26, Mediastinum 29.67

과 33.64, Heart 29.37과 32.49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다 작으므로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

리즘 적용 영상의 평균 C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CNRaverage of the non-grid and VGR algorithm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CNRaverage non-grid
VGR 

algorithm
p

apex 21.05±1.15 25.48±2.29 0.0001

middle lobe 20.98±1.47 24.87±1.27 0.0001

C.P. angle 20.49±1.95 24.26±1.38 0.0001

media-stinum 29.67±1.19 33.64±1.13 0.0001

heart 29.37±2.45 32.49±1.72 0.0001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MTF0.5는 0.367과 0.370, MTF0.1은 0.470과 

0.483으로 나타나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의 MTF는 Fig. 6과 같이 유사하

다. (Real-grid가 약간 높음) 

Fig. 6. MTF of VGR algorithm and real-grid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SNR은 Table 4와 같

이 Apex 28.94와 29.62, Middle lobe 27.79과 28.48, 

C.P. Angle 27.44와 27.59, Mediastinum 41.78와 

42.27, Heart 39.41과 40.09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

다 크므로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

용 영상의 평균 S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SNRaverage of the VGR algorithm and real-grid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SNRaverage　
VGR 

algorithm
real-grid p

apex 28.94±1.33 29.62±1.05 0.421

middle lobe 27.79±0.97 28.48±1.43 0.258

C.P. angle 27.44±1.26 27.59±2.46 0.172

media-stinum 41.78±1.14 42.27±2.17 0.393

heart 39.41±2.55 40.09±1.09 0.815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CNR은 Table 5와 

같이 Apex 25.48와 26.01, Middle lobe 24.87과 

25.31, C.P. Angle 24.26와 24.58, Mediastinum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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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3.81, Heart 32.49과 32.77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다 크므로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의 평균 CNR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CNRaverage of the VGR algorithm and 
real-grid under reduced conditions compared to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CNRaverage　
VGR 

algorithm
real-grid p

apex 25.48±1.31 26.01±2.11 0.135

middle lobe 24.87±1.89 25.31±2.91 0.289

C.P. angle 24.26±1.21 24.58±2.12 0.414

media-
stinum

33.64±1.98 33.81±3.01 0.439

heart 32.49±1.11 32.77±2.81 0.312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1.2 Real-grid와 동일한 촬영조건의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real-grid 적

용 영상의 MTF, SNR, CNR의 비교

Non-grid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적용 영상의 

MTF 0.5는 0.300과 0.383, MTF0.1은 0.433과 0.490

으로 나타나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의 MTF는 Fig. 7과 같이 차이가 난다. 

Fig. 7. MTF of non-grid and VGR algorithm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SNR은 Table 6과 같

이 Apex 27.12와 30.01, Middle lobe 26.01과 29.15, 

C.P. Angle 24.12와 29.15, Mediastinum 36.14와 

42.98, Heart 34.13과 41.03으로 나타났고 p값은 0.05

보다 작으므로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

즘 적용 영상의 평균 S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SNRaverage of the non-grid and VGR algorithm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SNRaverage non-grid
VGR 

algorithm
p

apex 27.12±1.92 30.01±1.25 0.0001

middle lobe 26.01±1.62 29.15±0.71 0.0001

C.P. angle 24.12±1.63 29.15±1.17 0.0001

media-stinum 36.14±1.14 42.98±1.06 0.0001

heart 34.13±1.34 41.03±2.03 0.0001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CNR은 Table 7과 

같이 Apex 22.03과 27.25, Middle lobe 21.93과 

26.72, C.P. Angle 21.34와 26.27, Mediastinum 30.36

과 35.98, Heart 30.78과 34.16으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다 작으므로 Non-grid 적용 영상과 VGR 알고

리즘 적용 영상의 평균 C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CNRaverage of the non-grid and VGR algorithm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CNRaverage non-grid
VGR 

algorithm
p

apex 22.03±1.55 27.25±1.29 0.0001

middle lobe 21.93±2.17 26.72±1.57 0.0001

C.P. angle 21.34±2.15 26.27±1.32 0.0001

media-stinum 30.36±1.09 35.98±1.88 0.0001

heart 30.78±2.15 34.16±1.57 0.0001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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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MTF0.5는 0.383과 0.370, MTF0.1은 0.490과 

0.483으로 나타나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의 MTF는 Fig. 8과 같이 유사하

다. (VGR 알고리즘이 약간 높음) 

Fig. 8. MTF of VGR algorithm and real-grid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SNR은 Table 8과 같

이 Apex 30.01와 29.62, Middle lobe 29.15과 28.48, 

C.P. Angle 29.15와 27.59, Mediastinum 42.98와 

42.27, Heart 41.03과 40.09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

다 크므로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

용 영상의 평균 SNR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SNRaverage of the VGR algorithm and real-grid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SNRaverage
VGR 

algorithm
real-grid p

apex 30.01±1.25 29.62±1.13 0.128

middle lobe 29.15±0.71 28.48±1.60 0.638

C.P. angle 29.15±1.17 27.59±1.23 0.141

media-stinum 42.98±1.07 42.27±1.32 0.393

heart 41.03±2.02 40.09±1.76 0.865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Table 9. CNRaverage of the VGR algorithm and real-grid 
the same conditions as real-grid by thoracic phantom 
region 

CNRaverage
VGR 

algorithm
real-grid p

apex 27.25±1.29 26.01±2.33 0.065

middle lobe 26.72±1.57 25.31±2.48 0.099

C.P. angle 26.27±1.32 24.58±2.43 0.134

media-stinum 35.98±1.88 33.81±3.18 0.132

heart 34.16±1.57 32.77±2.35 0.472

* p-value by independent t-test (<0.05)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

의 흉부팬텀의 각 부위별 평균 CNR은 Table 9와 

같이 Apex 27.25와 26.01, Middle lobe 26.72과 

25.31, C.P. Angle 26.27와 24.58, Mediastinum 35.98

와 33.81, Heart 34.16과 32.77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다 크므로 VGR 알고리즘 적용 영상과 

Real-grid 적용 영상의 평균 CNR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DISCUSSION

방사선은 인체에 조사되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되며 입사된 에너지에 따라 광전효과, 콤프턴효과, 

전자쌍생성 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 중 콤프턴효과

에 의해 산란선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영상의 흐림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환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

생된 산란선으로 인해 촬영조건이 증가되어 환자

의 피폭선량이 증가하게 되며 산란선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격자를 사용하

게 된다. 하지만 격자로 인해 Artifact가 발생하는 

등 단점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 

시스템에서 격자를 사용하지 않고 VGR 알고리즘

을 사용함으로써 Non-grid 수준의 촬영조건으로 

Real-grid와 유사한 질의 영상을 얻어냄과 동시에 

환자의 피폭선량 또한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영상의 화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Real-grid 대비 약 70% 감소한 촬영조건으

로 Non-grid와 VGR 알고리즘 영상을 획득하여 

Real-grid 영상과 MTF, SNR, CNR을 비교하였다. 

Non-grid와 VGR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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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0.5, MTF0.1, SNR, CNR 모두 VGR 알고리즘이 

Non-grid보다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고 VGR 

알고리즘과 Real-grid는 모두 유사하게 나왔으며 그 

값은 VGR 알고리즘 Real-grid보다 조금 더 높게 나

왔다. 두번째로 Real-grid 촬영조건을 Non-grid와 

VGR 알고리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상을 획득, 

MTF, SNR, CNR을 비교하였다. Non-grid와 VGR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에서 MTF0.5, MTF0.1, SNR, 

CNR 모두 VGR 알고리즘이 Non-grid보다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고 VGR 알고리즘과 Real-grid는 

모두 유사하게 나왔다. 

S. H. Choi의 연구[10]에 따르면 DR 시스템에서 

모든 부위에 격자를 사용함으로 불필요한 피폭을 

야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S. H. Jeong의 연구[20]에 

따르면 소아 흉부 X선 검사에서는 그리드를 사용

하지 않고 촬영조건을 줄여 피폭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에 VGR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화질이 개선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H. I. Lee의 연구[21]에 따르면 격자를 대신하여 

Metal Sheet를 이용하여 산란선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선량 감소효과를 제시하였으나 Metal에 

의한 Artifact가 고려되지는 못했다. 또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사용한 MTF는 W. T. Lim의 연구[22]에 

따르면 공간분해능과 선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MTF50, MTF10을 활용하여 제시하도록 연구하였다. 

그리고 J. W. Lee의 연구[23-24]에 따르면 Sim-grid 알

고리즘을 적용시킨 Mobile X-ray 촬영 시 획득한 

영상의 SNR, CNR, MTF를 비교한 결과 격자를 사

용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격자 효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임상에서 격자를 사용하지 않고 검사하는 

촬영은 Mobile로 한정되어 있지만 VGR 알고리즘

을 임상에 적용하여 모든 부위에 적용한다면 촬영

조건을 줄이더라도 질이 향상된 영상을 얻을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흉부팬텀에만 적용하였기에 

추후 연구를 통해 모든 부위에 적용 가능한지를 알

아보아야 할 것이다.  

Ⅴ. CONCLUSION

뢴트겐 박사에 의해 방사선 발견된 이후 질병의 

진단, 치료 등 의학 발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였

지만 진단을 할 때 환자가 받는 피폭의 문제점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방사선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두께로 인한 산란선의 발생은 필수적이며 산란

선은 영상의 흐림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격자를 

통해 제거하고 있지만 격자의 사용으로 촬영조건

이 증가되며 환자의 피폭선량 또한 증가된다. 따라

서, 환자가 받는 선량은 줄이면서 영상의 질을 유

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격자를 사용

하지 않는 검사는 Mobile X-ray에 한정되어 있으며 

격자 대신 필터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지만 

또 다른 Artifact가 발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 격자 역할을 하는 VGR 알

고리즘을 통해 격자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VGR 알고리즘을 통해 Non-grid의 촬영조

건을 가지고 Real-grid와 유사한 질의 영상을 획득

함으로써 환자의 피폭선량을 줄임과 동시에 격자

의 Artifact 발생도 줄일 수가 있었다. 따라서 VGR 

알고리즘을 임상에서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면 환자가 받는 선량을 줄임과 동시에 질이 좋은 

영상을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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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시스템에서 화질 개선을 한 VGR 알고리즘의

유용성에 한 연구

양현진1, 한동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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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DR 시스템에서 일반X선 검사 시 환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발생되는 산란X선으로 인하여 영상의 흐림 현

상으로 인해 질 저하를 초래한다. 현재 임상에서는 격자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발생한 산란X선을 제거하

여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지만, 이로 인해 촬영조건이 증가되기 때문에 환자의 피폭선량이 증가되고 격자에 

의한 아티팩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격자 역할을 하는 VGR (virtual grid rol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Non-grid 수준의 촬영조건을 가지고 Real-grid를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영상을 얻어내

는데 목적이 있다. Real-grid 영상의 70%의 촬영조건을 가지고 획득한 Non-grid와 VGR 알고리즘 영상의 M

TF, SNR, CNR을 비교한 결과 Non-grid와 GLE 알고리즘은 MTF0.5는 0.265와 0.350, MTF0.1은 0.412와 0.467

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SNR과 CNR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VGR 알고리즘과 Real-grid 영상의 MT

F, SNR, CNR을 비교한 결과 VGR 알고리즘과 Real-grid는 MTF0.5는 0.350과 0.367, MTF0.1은 0.467와 0.483으

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SNR과 CNR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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