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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chanical property of a phosphore layer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resolution (LP/mm)

and by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 and SEM. Image plate samples containing the phosphore layer were

irradiated by X-rays in a hospital numerous times over a course of several years. The LP/mm values of a

(Ba,Sr)FBr : Eu image plate irradiated by X-rays varied between 2.2 and 2.0 over a period of four years.

Coincidence Doppler Broadening (CDB) positron annihilation spectroscopy was used to analyze defect

structures. The S parameters of the samples from hospital use varied from 0.6219 to 0.6232.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of exposure to the X-rays and the S parameters. Most of the defects

were found to have been generated by X-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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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증감지로 불리는 방

사선 영상 형광체인 CaWO4나 Gd2O2S : Tb 시료는 의료

영상을 얻을 때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1) 일반적으로 X선은 물체를 투과하는

힘이 강하므로, X선이 필름 감광막에 흡수되는 양이 1%

로 미비하여 거의 대부분 통과하게 되므로, 의료 영상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CaWO4나 희토류 Gd2O2S : Tb

증감지를 사용하여 그 통과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필름에 감광시키는 역할을 하며, 다량의 X선을 흡수하여

형광을 발광시켜 이것을 필름에 밀착시키면 필름 감광막

에 강한 사진작용을 준다. 즉 X선 자체의 사진 작용과

증감지의 형광에 의한 감광 작용이 서로 협력하여 사진

작용이 한층 선명해진다. 희토류 증감지 시료는 방사선

특히 X선과 상호 작용하여 발광을 통한 영상을 얻게 되

는데 발광효율에 따라서 인체 방사선 피폭선량, 영상획

득 시간이 결정된다. 그러나 증감지의 열화에 의한 필름

의 감광 효과 저하 및 필름 현상으로 인한 시간 소모로

인하여 최근에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1980년대에 후지

사가 처음 발표한2) 고분자 재료의 지지체 위에 형광물

질인 다결정체 층의 영상판(image plate)3)을 사용하여 신

속한 영상 데이터를 얻고 있다. 영상판은 X선 흡수율이

증감지보다 더 작아서 사용 횟수가 많아질 수 있으며 영

상판의 X선 저장 형광 물질은 디지털화된 X선의 이미

지를 발생할 수 있고, X선이 조사되면 주사 결함이라는

것에 의하여 X선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 복원을 위하여 영상판에 레이저로 Photo-

stimulable Luminescence (PSL)를 이용한 영상4)을 컴퓨

터로 직접 얻을 수 있어서, 증감지를 사용하여 필름을 현

상하는 것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의료산업에서 기존의 증감지

효율 저하에 관한 연구5,6,7)보다 가격이 비싼 영상판 수

명에 관한 연구8,9)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다결정체 층 물질의 발광효율은 사용 빈도에 따라 저하

되는데 현재까지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으

며, 병원에서는 영상판의 수명을 어림짐작하여 해상도 값

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결정체 층 영상판 내부의 형광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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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r)FBr : Eu의 결함을 측정하여 영상판 수명과의 관

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X선 주사에 의한 Film 농도 대

비 상대 노광량으로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화질치(IQ), 해상력 기준 표를 이용한 해

상력 값(LP), SEM을 통한 결함 크기의 분석, 그리고 동

시계수 도플러 넓어짐 양전자 소멸법(CDBPAS)에 의한

결함의 양에 대한 분석을 사용하여 상업적인 형광 증감

물질 제조 및 수명 연구에 대한 실험을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특히, X선을 피사체에 노출 시켰을 때 에너지

세기에 따른 영상판의 형광물질 결함의 특성을 분석함으

로서 형광 물질 제조 및 정량적 수명 연구를 위한 실

험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방사선 영상판의 다결정체 층은 AGFA사의 ADCC

MD 4.0 (Ba,Sr)FBr : Eu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300

× 250 × 0.8 mm3인 것을 실험 편의상 15 × 15 × 0.8 mm3

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비닐로 코팅된 보호막의 두께는

10 µm이며 형광 물질의 두께가 250 µm인 것을 사용하

였다. 임상에서 사용된 (Ba,Sr)FBr : Eu 시료는 대전의 K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영상판으로 X-선을 주사

하여 사용된 것이며 1년 간격으로 시료를 측정하였고, 그

구조는 Fig. 1(a)와 같다. Computer Radiography (CR)

의 경우에는 AGFA사의 ADC Compact Plus CR 시스

템으로 대전의 K 대학병원에서 Fig. 1(b)와 같이 영상

판, 판독기 그리고 처리기와 의료영상 저장 전달 장치 즉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를

사용하였다. INFINITT사의 marosis m-view ROI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PACS를 통해 화질치(IQ)를 측정하였고,

해상력 값(LP)은 Cardinal Health사의 고 정밀도 줄무늬

시험 판독기인 모델 07-541-2와 07-533을 이용하여 영상

의학 전문의사와 방사선사의 도움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CDBPAS는 C. Y. Lee7)등에 의하여 발표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는 K 병원에서 사용한 진단용 영상판으로서

X선 조사로 사용된 (Ba,Sr)FBr : Eu의 영상판에 대한 사용

연도별 화질치(IQ)를 측정한 값이며, 촬영된 영상은 PACS

를 통해 판독용 모니터로 영상을 관찰했으며, marosis m-

view RO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을 읽어서 측정했다.

Fig. 2(b)는 연도별로 X-선 관 전압이 80-100 kV에서 사

용된 영상판의 해상도 값(LP/mm)을 나타낸 것이며 표준

편차는 0.01이다. 이것은 선예도(sharpness)를 측정한 값

으로서 X선 영상을 관찰하는 경우에 농도 차에 따른 경

계의 명료도이고 선예도가 높을수록 영상의 흐림이 적은

것에 대하여 평행선 선 수의 1 mm당 숫자를 해상력 차

트(LP)로 사용하여 측정한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초기

에 발표된 BaFBr:Eu의 형광 물질이 아닌 (Ba,Sr)FBr:Eu인

형광 물질을 채용한 영상판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Ba,Sr)FBr : Eu이 디지털 방사선 그래프의 X선 흡수 영역

은 30-120 kV이며, 병원에서 피사체의 진단용으로 사용에

적절하고 기 발표8)에 의하면 BaFBr : Eu보다 (Ba,Sr)

FBr : Eu가 조사된 X선량에 따른 에너지 전환효율(CE)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the image plate and (b) C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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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며, PSL의 세기가 1/e의 비율로 감소하는 에너지

를 표시하는 stimulation energy (SE)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BaFBr : Eu의 발광 스펙트럼이 파랑 영역에 나타

나는데 반하여 (Ba,Sr)FBr : Eu의 PSL 발광 스펙트럼의

경우는 녹색 영역에서 주로 발광하므로 필름 노광에서 녹

색 광으로 현상이 되는 측정 필름을 사용하였다. 화질치

(IQ)의 경우에도 연도별 값이 계속하여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보다 2년이 지나면 값이 감소하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화질치의 측정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화질치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영상판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화질치는 영상

의학과 전문의나 방사선사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영상을 측정하여 수치를 읽는 것으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의와 방사선사의 도

움으로 수치를 정했으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연도가 오래되면 영상의 구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2년 이상 사용된 영상판의 경우에는 해

상도 값이 보다 정확한 값으로 생각된다. 해상도 값의 경

우에는 사용 후 초기 2년 동안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4년부터는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선예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4년부터는 매 2년

마다 초기 값보다 10%씩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영상

의 선예도 값이 떨어지면 피사체의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영상판을 교체하여야 한다. 4

년 사용된 영상판은 해상도가 초기 값에 대해 10%가 작

아졌으므로 진단용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6년의 경우 해상도의 값이 10% 더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K 대학병원에서 4년의 교체 주

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횟수의 대폭 증

가보다는 보관을 잘못하여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영상

판의 (Ba,Sr)FBr : Eu 형광 물질의 경우는 형광 물질의

성취도가 해상도 기준 시료보다 10% 이하로 진단용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병원에서 진단용 영상판으로써 X-선 조사로

사용된 (Ba,Sr)FBr : Eu을 연도 별로 이미 C. Y. Lee에

의해 발표7)된 동시계수 도플러 넓어짐 양전자 소멸 분광

으로 측정한 S-변수 값이며, Fig. 4는 X선에 의한 연도

별 형광 물질의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한

SEM 사진이다. Fig. 3에서 나타난 S-변수 값은 0년과 2

년 사이에서 결함의 정도가 선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 ppm의 결함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시계수 도플러 넓어짐 양전자 소멸 분

광을 통하여 영상판의 수명이 보다 세밀하게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2년 이내에도 영상판의

S-변수 크기의 정도가 점점 커지는데 그 이유는 이미 결

함의 양이 충분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Fig. 2. (a) Image Quality(IQ) and (b) Resolution(LP/mm) in (Ba,Sr)FBr:Eu image plate vs. various years.

Fig. 3. S-parameters with DBPAS in Gd2O2S：Tb intensifying
screen vs. various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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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사용하지 않은 것(a) 보다 4년 경과된 시료(b)의 경

우 알갱이 계면 사이의 공공 크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X선 조사에 의해 (Ba,Sr)FBr : Eu 형광 물질은 처음

에는 적은 X선 에너지 조사로 인하여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사용 시간이 많아질수록 (Ba,Sr)FBr : Eu 시료의

알갱이에 공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된 X-선

조사에 의하여 시료 내에 결함이 증가하여 해상도가 낮

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영상판의 (Ba,Sr)

FBr : Eu 시료는 F 중심을 이용한 형광물질10)로써 BaFBr :

Eu 시료보다 F(Br, Sr) 중심11)이 많아서 시료 내의 정공

에 전자 혹은 홀이 포획되어 X선의 정보를 더 많이 유

지하며 흡수율이 낮아서 어느 정도는 F 중심 결함을 유

지하지만 작은 X선 조사 에너지라도 계속하여 노출되면

피로도의 증가로 인하여 시료의 공공이 커지고 그 결과

수십 나노 크기 이상의 결함으로 생기게 되어 Fig.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알갱이가 작게 부수어지거나 알갱이의

계면 사이 결함이 증가하므로 디지털 방사선 사진 기술

에서 중요한 고 분해능 및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것은 Fig. 2(b)의 결과처럼 2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4년에서 차이가 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본 실험 결

과로 부터 병원에서 형광물질인 다결정체 층 영상판은 진

단용의 경우에는 X선의 에너지를 인체에 위험하지 않는

크기인 70에서 80 kV 정도로 조사 에너지를 낮추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수년 동안 조사로 인하여 누적된 X

선의 조사 에너지 영향으로 화질치와 해상도 값이 변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상판의 (Ba,Sr)

FBr : Eu 형광 물질 교체시기에 필요한 X선 조사에 대한

결함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Ba,Sr)FBr : Eu 형광 물질

을 S-변수의 정량적인 방법 및 해상도 값과 화질치로 표

현되는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원 상태

대비 해상도 값이 10% 이상 감소하면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Ba,Sr)FBr : Eu 형광 물질에 피사체

진단용의 작은 에너지인 X선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 조사하면 조사선량 및 에너지에 따라 S-변수 값이

커지며, 해상도 값은 감소함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Ba,Sr)FBr : Eu 형광 물질 입자 알갱이의 파괴에 의하여

시료 내에 결함이 많이 생기는 결과로써 값이 큰 폭으

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형광 물질

의 영상 효율을 떨어뜨림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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