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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내 치근단 촬영을 위한 수 많은 영상 장치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X 선 장치는 강내형 센서 기반의 촬영

장치를 사용함으로서 환자의 고통, 피폭선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개념의 치근단 촬영장치인 강내형 X-선 튜브를 사용한 치과용

영상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 신개념 치근단 X 선 촬영 시스템은 초소형 열전자 또는 냉전자 기반의 초소형 X-선 튜브, CMOS

기반의 검출기 및 이에 상응하는 자동 위치제어 및 시스템 제어장치를 포함한 몸체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신개념 촬영장

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OFT사의 초소형 X-선 튜브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

를 콜리메이터 유무에 따라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 신개념 영상장치를 모두 이용하여 동일 치아 영상을 획득한 후

비교 분석 함으로서 제안된 시스템이 보다 우수한 영상 획득 및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치근단 X 선

촬영장치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Various kinds of medical imaging devices have been studied to develop periapical radiography.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high x-ray exposure rate and pains for patients because of the problems caused by intra-oral sensor

based radiography system. In this study, a new concept of periapical radiography, intra oral X-ray tube and detector

system, is introduce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ystem is made up of miniature X-ray tube based on subminiature

thermal electron or cold electron, CMOS based detector, and a body including automatic position and system control

devices.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proposed new concept to periapical radiography, miniature x-ray tube from

XOFT corporation is used to develop new x-ray system,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is system is performed

according to collimator. Also, dental images are compared after acquiring both images from existing system versus new

concept of system. As a result, new concept of system showed excellent image. Thus, it is considered that new concept

of system wi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edical imaging technology.

Keywords : periapical radiography, intra oral x-ray tube, detector, MTF

Ⅰ. 서  론

1987년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치과 방사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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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치가 시장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1]. 이러한 디지

털 치과 방사선 영상 장치는 필름 저장을 위한 공간 문

제 해결, PACS 연동, 현상액 미사용으로 인한 환경오

염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특히 기존 필름 방식의 영상

과 비교하여 우수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급격히 발전해왔다.
[2～7]

이러한 디지털 치과용 방

사선 장치는 현재 치근단 촬영 장치, 파노라마, 세팔로

마, 콘빔형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등 다양한 기술로 발전되어왔으며, 이 중

치근단 촬영 장치는 기존의 필름 대신에 디지털 센서를

도입함으로서 현재 많은 장비가 개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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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Product Name Pixel Size (㎛) Technology Measured spatial 
resolution (lp/mm)

Schick Technologies
CDR 40 × 40 CMOS 9

CDR Wireless 40 × 40 CMOS 9

Cygnus
Technologies

CygnusRay MPS 22 × 22 CCD 8

Provision Dental supplies Dexis 40 × 40 CCD 11
Planmeca Dixi 2 v3 19 × 19 CCD 11

Owandy/Julie RadioVision
DSX 730 - USB 21 × 21 CCD 13

DSX 730 - Evolution 21 × 21 CCD 9
GE/Instrumentarium Imaging Sigma 39 × 39 CCD 11

(Sirona Sidexis 39 × 39 CCD 10

Eastman Kodak
RVG-ui 19.5 × 19.5 CCD 12

RVG 6000 18.5 × 18.5 CMOS 20
RVG 5000 18.5 × 18.5 CMOS 14

Integra Medical ViperRay 22.5 × 22.5 CCD 7
Gendex Visualix HDI 22 × 22 CCD 11

Visiodent Visiodent RSV 22 × 22 CCD 6
Gendex DenOptix Scan Pitch PIP 11

Air Techniques Inc ScanX Scan Pitch PIP 9

표 1. 상용화된 치과용 강내형 센서

Table 1. Commericialized dental intra oral sensor.

그림 1. 강내형 X-선 시스템

Fig. 1. Intra oral X-ray system.

표 1은 상용화된 치과용 강내형 센서(Intra-oral sensor)

의 규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근단 촬영장치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CCD 또는 CMOS 형태의 X-선 센서를 입안에 삽입

하고 외부에서 X-선 튜브를 영상을 얻고자 하는 곳에

위치하여 촬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내형 센서 방식은 외부에서 X-선을 조사하고 입안에

X-선 센서를 삽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

재한다.

첫째, X-선의 투과성으로 인해 원치 않는 부위가 조

사될 뿐 아니라 실제 촬영부위보다 더 큰 부위를 조사

그림 2. 구내치근단촬영의 센서와 조사부위

Fig. 2. The Intra oral sensor and exposure region of

periapical radiography.

함에 따라 환자의 피폭선량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는 실제 치아 영상 촬영시 IP(Image Plate)를

이용하여 치근단 촬영시 환자의 목 뒤에 위치한 IP에서

획득한 영상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강

내형 센서보다 더 큰 부위를 조사함에 따라 병변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도 방사선이 피폭될 뿐 아니라 X-선

의 투과성으로 인해 두개골, 갑상선 등 원치 않는 부위

에도 X-선이 조사된다. 또한 치근단 촬영의 경우 최근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보고

서에 따르면 치근단 촬영조건이 병원마다 매우 다양하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촬영조건하에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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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mGy) DAP(mGy-cm
2
)

최소값 0.21 5.5

최대값 10.98 304.2

평균값 2.11 59.4

환자선량 권고량 3.07 87.4

표 2. 치근단 촬영시 측정된 환자선량

Table 2. The measured patient dose of periapical

radiography.

피폭선량은 0.2mGy～10mGy로 환자선량 권고량인

3.07mGy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수 많은 병원에서 사용

되고 있는 등 환자의 피폭선량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를 지니고 있다.
[9]
표 2는 전국 126개의 의료기관에서

치근단 촬영시 측정된 환자선량을 보여준다.
[9]

둘째, X-선 센서를 입안에 직접 삽입함에 따라 일정

한 시간을 요구하는 X-선 촬영시 환자가 이를 이겨내

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영상촬영 그 자체에 많은 문

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의 고통은 특히 대

구치 촬영 시 목젖과 X-선 센서가 매우 근접해지는 관

계로 더욱 심하게 나타나 촬영 시 많은 제약이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이런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

한편, 1895년 뢴트겐에 의해 X-선이 발견된 이후 다

양한 X-선 튜브가 개발, 판매되고 있다.
[10～11]

. 이러한

X-선 튜브는 대형의 고용량 X-선 튜브 개발로 이루어

지다 최근에는 portable 방식의 다양한 X-선 튜브가 개

발되고 있으며
[12,13]

, 몇 년전 부터는 초소형 X-선 튜브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4～15] 이러한

초소형 X-선 튜브는 다양한 응용분야에 걸쳐 여러 가

지 형태로 제작되고 있으며, 기존의 열전자 기반의 방

식에서 냉음극 방식으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5～1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치근단 촬영장치에서 나타난 문

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그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초소형의 X-선 튜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강내형 X-선 튜브 시스템에 대한 소개

를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신개념 치근단 촬영장치

그림 3은 앞서 언급한 치근단 촬영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치근단 촬영장치인 강내형 X-

그림 3. 신개념 치근단 촬영장치의 개략도

Fig. 3. Schematic diagram of periapical radiography with

new concept.

그림 4. 신개념 치근단 촬영장치의 X-선 콜리메이터

Fig. 4. X-ray collimator of periapical radiography with

new concept.

선 튜브 시스템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초

소형 X-선 튜브, CMOS 또는 CCD 기반의 검출기, X-

선 튜브와 검출기의 위치제어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

제어장치를 포함한 몸체 부분으로 구성된다. X-선 튜브

는 열전자 또는 CNT(Carbon Nano Tube) 기반의 초소

형 X-선 튜브로 제작가능하며 튜브의 직경은 2㎝ 미만

으로 입안에 삽입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초소형

X-선 튜브이다. X-선 검출기는 CMOS 기반의 검출기

로서 픽셀 크기는 대략 50㎛ 이내이며 10 × 10㎝ 정도

의 크기를 가짐으로 한 번에 여러개의 치아 촬영이 가

능한 검출기로 구성된다.

치근단 촬영시 먼저 초소형의 X-선 튜브가 입안으로

삽입되며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그림 4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X-선 튜브 외부의 콜리메이터가 회전

하여 X-선 출력방향을 제어하며 이때 콜리메이터 회전

에 따른 움직임을 CMOS 검출기가 감지하여 X-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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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방향과 직각이 되는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X-

선를 조사하여 원하는 부위의 치아 영상 획득이 가능하

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몇 개의 원하는 특정 치아의

촬영 뿐 아니라 X-선 튜브 외부의 콜리메이터가 순차

적으로 회전함에 따라 검출기도 이에 동기를 맞추어 연

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안면부 전체 촬영

도 가능 하게 됨으로서, 파노라마 영상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Ⅲ. 실  험

제안된 X-선 촬영장치의 구현 검증 및 Feasibility 검

증을 위해서 현재까지 진단용 초소형 X-선 튜브가 개

발되지 않은 관계로 XOFT 社의 방사선 치료용 장비인

Axxent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XOFT 社의

Axxent는 IORT (Intra-operative radiation therapy)를

비롯하여 근접치료(Brachytherapy), 피부암 치료를 위

해 새롭게 제작된 장비로 2009년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

청의 승인을 얻어 현재 미국에서는 수 많은 병원에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현재 이화여자대학

교 목동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장비이다[그림 5].

XOFT 社의 Axxent 장비는 몸체, X-선 튜브, Well

chamber, controller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초소형의 X-선 튜브를 이용한 intra-oral x-선 튜

브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소형의 X-선 튜브를

그림 5. Axxent 장비 및 초소형 X-선 튜브

Fig. 5. Axxent controller and miniature x-ray tube.

이용하여 치아 영상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XOFT 社의 Axxent 장비는 방사선 치료용으로 설계,

제작됨으로서 X-선 튜브의 선질(beam quality)에 대한

QA(Quality Assurance) 부분을 매번 거쳐야 하는 불편

함이 있지만 향후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

상용 X-선 튜브 및 컨트롤러, 고전압 인가장치를 따로

설계 제작할 것이다. 그림 6은 Axxent에서 방출되는

X-선 튜브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신개념 삽입형 치과용 X-선 영상 획득을 위해 그림

7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XOFT 社의 초소

형 X-선 튜브, CMOS 검출기를 이용하여 신개념 삽입

형 촬영장치 검증을 위한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콜

리메이터 유무에 따른 영상을 획득하여 평가하였다. 사

용된 콜리메이터 구멍의 크기는 2.1mm이며, 검출기는

Rad-icon사의 CMOS(shad-o-snap)를 이용하였으며

X-선 튜브와 CMOS와의 거리는 50mm로 설정하였다.

CMOS의 Pixel pitch는 50㎛, Integration time은 500

㎳로 조절하였으며 치아 및 Test pattern 에 대한

그림 6. Axxent 장비의 X-ray spectrum

Fig. 6. The X-ray spectrum of Axxent controller.

그림 7. 실험 장치도

Fig. 7. The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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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획득하였다. 현재 치근단 촬영을 위해 사용되는

X-선 에너지는 60-70Kvp, 1-8mA, 0.02-0.5s로 병원마

다 장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

실험에서 에너지는 Axxent에서 최대로 출력될 수 있는

50KvP, 0.3㎃로 고정하고 검출기 Integration time을

500ms로 하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건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획득한 Test pattern 영상에

대한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값을 평가

하기 위하여 Test pattern 각 라인의 신호파형을 분석

한 후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MTF 값을 도출하였다.

maxmin
maxmin

(1)

Lmax : line pair에서 최대 signal 값

Lmin : line pair에서 최소 signal 값

또한 이렇게 획득한 영상된 신개념 삽입형 촬영장치와

의 비교를 위해 기존 치근단 촬영장치(Trophy 社 CCX)

와 검출기(Kodak 社 RVG 6500)를 이용하여 70Kvp,

8mA, 0.02s의 조사조건에서 치아 영상을 획득하여 비교

하였다.

Ⅳ. 결과 및 분석 

그림 8은 기존 치과용 강내형 센서와 X-선 튜브를

이용한 치아 획득 영상과 신개념 삽입형 촬영장치 구축

을 통해 획득한 치아 영상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치과용 장치에서 획득한 사진에 비해 신개념

삽입형 촬영장치의 경우 치아 중간에 gray scale 저하,

background에서 노이즈 증가로 인해 영상의 질이 기존

X-선 촬영장치보다 좋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현 시

스템에서 사용한 CMOS(Rad icon 社)의 픽셀 크기는

50㎛, 강내형 센서(Kodak 社) X-선 촬영장치의 경우

18.5㎛로 물리적 픽셀 크기의 차이로 영상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실험에 사용한 CMOS 검출기의 신호 레벨이

최적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치과용 X-선 튜브의 경우 60, 70 Kvp의

높은 양극 전압과 타켓물질로 텅스텐을 사용한 반면 현

시스템에서 X-선 튜브는 방사선 치료용으로 제작된 초

소형 X-선 튜브로 양극 전압은 50Kvp, 타켓물질은

그림 8. 신개념 삽입형 촬영장치와 치과용 X-선을 이용

하여 획득한 치아 영상

Fig. 8. The dental image using insertional X-ray system

with new concept and conventional dental

X-ray.

(a) 콜리메이터 없이 촬영한 Test pattern

(b) 2.1mm 콜리메이터 사용한 Test pattern

그림 9. 콜리메이터에 따른 테스트 패턴 영상

Fig. 9. The test pattern image according to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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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콜리메이터에 따른 signal profile

(b) 콜리메이터에 따른 MTF 그래프

그림 10. Collimator에 따른 signal profile & MTF

Fig. 10. The signal profile and MTF according to

collimator

AlN, Yittrium 등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X-선 스펙트

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튜브에 비해 특성 X-선이

낮은 영역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발생된 X-선 스펙트

럼 중 20KeV 아래 영역이 전체 광자의 30%이상을 차

지하는 등 저에너지 영역의 광자가 많음으로 X-선 투

과성 저하 및 산란선으로 인해 영상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 시스템의 X-선 튜브는 투과형 타켓

으로 기존 치과용 X-선 튜브의 경우 0.4～1mm 이내로

매우 작은 focal spot을 가지지만 투과형 타켓의 경우

focal spot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서 콜리메이터에 따른

X-선 beam의 penumbra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영상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림 9 (a)는 Rad-icon 社의 CMOS 검출기와

Axxent X-선 튜브를 이용하여 콜리메이터 없이 획득

한 Test pattern의 사진이며 (b)의 경우 2.1mm 콜리메

이터를 이용하여 획득한 Test pattern 사진이다. 영상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5 lp/mm이상에서 콜리메이터 유무

에 따른 Test pattern의 구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을 알 수가 있으며 전체적인 영상이 콜리메이터를 사용

했을 때 더욱 좋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0(a)는

이러한 Test pattern 영상에 대한 signal profile을 2.5

lp/mm와 3 lp.mm에서 분석한 그래프이며, 그림 10(b)

는 콜리메이터 유무에 따른 MTF 그래프이다. 그림

10(b)에 나타나듯이 저해상도에서는 콜리메이터 유무에

상관없이 높은 MTF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1.5 lp/mm

이상에서는 콜리메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급격한

MTF의 저하를 보여준다.

이는 XOFT 튜브의 경우 방사선 치료용으로 튜브의

focal sopt이 존재하지 않은 투과형 타켓으로 X-선

beam의 방향성이 치과용 튜브보다 떨어지게 되며, 이

러한 방사형 분포는 영상에서 penumbra를 크게 만들어

영상에서 blurring이 나타나게 되어 전체적인 영상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콜리메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빔의 방사형 분포를 콜리메이터가 일정한 방향

성을 만들어 줌으로서 해상도에서서 급격한 저하를 방

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시스템 모두 투과

형 타켓으로 인한 빔의 penumbra가 크게 나타남으로

향후 이러한 문제는 X-선 beam path에 대한 연구, 산

란선에 대한 연구, 검출기의 최적화 및 그리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강내형 센서 기반의 촬영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환자의 고통, 피폭선량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치근단 촬영장치인 강내형 X-

선 튜브 및 검출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기초연구를 수

행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가능성 검증을 위해 치아

영상을 획득하여 기존 치과촬영용 시스템과 비교하였

다. 또한 실험 시스템에서의 영상 화질 개선을 확인하

기 위해 콜리메이터 사용을 통해 X-선 Beam 의 방향

성을 모사함으로서 영상 화질의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화질개선은 고주파수

로 갈수록 그 결과가 뚜렷이 나남을 확인 하였다. 또한

획득한 치아 영상은 기존 시스템보다 영상의 질이 다소

저하된 영상이 획득되었지만 향후 검출기 및 콜리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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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최적화등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영상 개선이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신개념 치과용 촬영장치

는 향후 치과 촬영장치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음과 동

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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