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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56 다  검출기 산화단층촬  (multi detector computed tomography, MDCT)에서 두개부 용 팬

톰을 이용하여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의 상 품질을 평가하고자 하 다. 사용한 장비는 256 

MDCT 을 사용하 으며 philips system head phantom을 이용하여 Extended Brilliance Workspace에서 

상의 질 평가를 측정하 다. 장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가 화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검사조건을 512 × 512 matrix, 128 × 0.625 mm beam collimation, 120 kVp, 

250 mAs, 0.5 sec, 250 mm field of view (FOV), 편 두께와 편 간격은 5 mm, 1.0 pitch로 동일하게 

용하 다. 분해능 라메터은 ‘Standard’, ‘High’, ‘Ultrahigh’로 구분하여 용하 으며, 재구성 필터는 

'A', 'B', 'C', 'D', 'UA', 'UB', 'UC' 등으로 바꿔가면서 상을 재구성하여 노이즈, 균일도, 직선성, 변조

달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의 50%와 10%를 측정하 다. 그 결과 ‘High’ 분해능은 

균일도, 직선성, MTF 50%와 10%에서 우수하 다. 'UA', 'UB' 재구성 필터는 균일도와 노이즈 평가에서 

양호했으며 ‘C'재구성 필터는 직선성과 MTF 50%와 10%에서 양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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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of resolution parameter and reconstitution filter in 

the 256 multi detector computed tomography(MDCT) by using the head phantom. We used 256 

MDCT, and head phantom of philips system. We evaluated to image quality by using Extended 

Brilliance Workspace. The protocol were axial scan method with 120 kVp, 0.5 sec of rotation 

time, 5 mm of slice thickness and increment, 250 mm of field of view(FOV), 512 × 512 of matrix 

size, 1.0 of pitch, 128 × 0.625 mm of collimations. The resolution parameter was applied for 

'Standard', 'High' and 'Ultrahigh'. The reconstitution filters were changed to seven type of 'A', 

'B', 'C', 'D', 'UA', 'UB', 'UC'. The assesment factors of image quality were the uniformity, 

the noise, the linearity and 50% and 10% of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MTF). Finally The 

good image quality in 'High' resolution parameter showed at the uniformity, the linearity and 

50% and 10% of MTF. The 'UA', 'UB' reconstitution filter showed at the good image quality 

of the uniformity and the noise and 'C' reconstitution filter showed at the same result of the 

linearity and 50% and 10% of 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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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2년 Godfrey Newbol Hounsfield와 Alan MacLeod 

Cormack에 의해 피사체의 횡단면을 찰할 수 있는 

산화단층촬 장치(computed tomography, CT)가 개발

되었다. 이 후 컴퓨터기술과 검출기의 발 으로 X선

의 1회 회 으로 한번에 4장의 상을 얻을 수 있는 다

 검출기 산화 단층촬 장치(multi-detector CT, 

MDCT)가 1990년  후반에 등장하 다[1]. 이러한 

MDCT는 검사시간을 에 비하여 폭 단축시키고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을 감소시켰으며, Z축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장 이 있었다[2]. 그래서 8, 16, 32, 

64, 그리고 최근에는 256 열의 검출기가 장착한 CT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3]. 특히, 가로 단면 상만을 

가지고 난해한 상 독하던 과거와 달리 Z축의 해상

력 향상으로 등방성 복셀을 기 한 3 차원 입체 상은 

상의학의 명 인 발 을 가져왔다[4]. 최근에는 두

개부의 CT 검사가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와 치과에서의 

구강 구조물 찰을 한 CT 3 차원 상 구 이 증가

하고 있다[5]. 이러한 3 차원 상은 압(kVp), 

류량(mAs), 콜리메이션(collimation), 편 두께, 스캔 

체 , 피치(pitch) 등과 같은 검사 조건을 조 하여 최

상의 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6]. 이를 해서 우

리나라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 에 한 규

칙”이 제정 공표되어 CT의 정기 인 정도 리가 유지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7]. 한 CT의 상 품질을 평

가하기 해 공인된 AAPM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CT 성능 평가용 팬톰을 이용하

여 측정한다[8].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256 MDCT인 경

우에는 검사 부 와 목 에 따라 검사 조건의 구성도 

다양하고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련된 연구

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검사조건  의 크기와 자

료 검출율이 달라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분해능 라

메터(resolution parameter, RP)와 스캔 데이터를 이미

지 데이터로 변화시키는 재구성 필터(reconstitution 

filter, RF)는 상의 질에 큰 향을 미친다[9, 10]. 그러

나 이들 사이에는 차이 이 있다. 분해능 라메터는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는 원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반면 재구성 필터는 변화시켜  다른 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목 에 따라 이들을 조

하여 상 데이터를 얻는다. 를 들면 Philips 사의 

경우, 높은 분해능을 요구하는 골조직은 ‘Ultrahigh’ 형

태의 분해능 라메터를 검사조건으로 선택해야 하고 

연부조직인 뇌는 ‘Standard’ 형태의 분해능 라메터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도입된 256 다  검출

기 산화단층촬  장치에서 두개부 용 팬톰을 이용

하여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의 상 품질을 평

가하고자 하 다.

Ⅱ. 실험장비 및 방법 

1. 실험장비
[그림 1]처럼 사용된 팬톰(phantom)은 CT 제조사에

서 제공하는 두개부 용 정도 리용 팬톰을 사용하

으며 3개의 부 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 는 직경이 225 mm이며, 변조 달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를 측정하기 한 

0.2 mm의 철사가 있고 공기로 채워져 있다. 두 번째 부

는 물로 채워져 있으며, CT 선감약계수와 노이즈, 균

일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 부 는 직선성을 평

가하기 한 4 개의 핀들과 공간 분해능을 평가하기 

한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두개부 CT 전용 정도관리용 팬톰  

상획득을 한 CT 장비는 256 MDCT (Brilliance 

iCT, Philips health care, Cleveland, OH, USA)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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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상의 품질 평가는 Extended Brilliance 

Workspace (Version 4.0, Philips Medical Systems, 

Netherlands)를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2.1 CT 영상 획득방법
X-선 주사방식은 두개부 용 모드를 이용하여, 

압은 120 kVp, 류량은 250 mAs, X-선  회  시

간은 0.5 sec, 시야범 (field of view, FOV)는 250 mm, 

검출기 콜리메이션은 128 × 0.625 mm, 편 두께는 5 

mm, 편 간격은 5 mm, 피치는 1.0, 매트릭스(matrix) 

크기는 512 × 512로 모두 동일하게 용하 다. 분해능 

라메터는 장비에서 제공하는 'Standard', 'High', 

'Ultrahigh' 형태로 구분하여 팬톰을 스캔하 다. 이때 

획득된 원 데이터는 선 도가 증가하는 정도에 따라 

‘A’, ‘B’, ‘C’, ‘D’, ‘UA’, ‘UB’, ‘UC’의 7 가지 재구성 필터 

형태로 나 어 상을 재구성하 다. 하지만 

'Ultrahigh' 분해능 라메터는 ‘UA’, ‘UB’, ‘UC’의 재구

성 필터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제외하 다.

2.2 영상품질 측정방법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의 종류별로 재구성

하여 얻은 상에서 균일도, 노이즈, 직선성, 그리고 

상의 선 도를 결정할 수 있는 50%의 MTF와 해상력

을 나타낼 수 있는 10%의 MTF를 측정하여 상의 품

질을 평가하 다. 

그림 2. 두개부 CT 전용 정도관리용 팬톰을 이용한 균일도
와 노이즈 평가

① 균일도(Uniformity)

[그림 2]처럼 두개부 용 정도 리용 팬톰에서 동일

한 크기 4 × 4 cm
2의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

을 앙부와 북쪽 방향, 동쪽 방향, 서쪽 방향 그리고 남

쪽 방향으로 앙에서 주변부로 략 2/3 지 에 치

시킨 후 각각의 CT Number (hounsfield unit, HU)를 

측정하 다. CT Number는 물체의 감약계수와 련이 

있으며 공식은 (1)과 같다.

       

 
×         (1)

여기에서 μt는 측정된 조직의 선감약계수, μw물의 선

감약계수이다. 이때 심부와 주변부의 CT 값의 차이

는 5 HU이내 이어야 한다[11].

② 노이즈(Noise) 

X-선을 이용한 의료 상에서의 노이즈는 X-선이 사

물을 투과한 후 감약된 X-선 자 도의 통계  변동

으로 나타나는 양자 잡음(quantum noise)을 뜻한다. 

상의 평가 부 는 정 앙을 심 역으로 선정한 후 

상의 노이즈를 구하 다. 이때 [그림 2]에서처럼 ROI의 

크기는 균일성(homogeneity)을 해치지 않는 범  내에

서 약 4 × 4 cm
2 의 정사각형의 크기를 설정하 다. 그

리고 노이즈 측정을 실행하기 해서, 획득된 상 f(i, 

j)의 ROI 내 표 편차(δ)가 (2)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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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와 j는 2 차원 상의 지표이고, N은 ROI 안

에 있는 픽셀의 총 수, f는 CT 선감약계수로 평균 픽셀 

강도를 뜻하며, (3)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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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부 용 정도 리용 팬톰의 앙부에서 3 가지 

분해능 라메터와 7 가지 재구성 필터를 교차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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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이즈 값이 작은 조건을 찾았다.

   

③ 직선성(Linearity) 

직선성은 선흡수계수에 의해 좌우되는 서로 다른 조

직에 한 CT Number의 계를 나타낸다. [그림 3]처

럼 서로 다른 물질은 두개부 용 정도 리용 팬톰의 

두 번째 부  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산), 아크릴, 테

론, 폴리에틸 , 물로 이루어져 있다. 폴리카보네이트

( 산)에서 측정될 수 있는 정상 CT Number는 116±15 

HU, 아크릴은 140±15 HU, 테 론은 1016±50 HU, 폴리

에틸 은 -75±15 HU, 그리고 물은 0±4 HU이다. 이들 

조직 에 심 역을 최 한으로 크게 설정하여 평균 

CT 선감약계수를 측정하 다[12].

    

그림 3. 두개부 CT 전용 정도관리용 팬톰을 이용한 직선성 
평가

④ 정보 달능(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MTF는 선 도와 해상력을 같이 측정하는 상 평가 

도구로 정보 달신호의 진폭 는 강도 양의 변화를 

찰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공학분야의 시스템 평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러 가지 주 수의 정 를 입력하고 

출력 정 와 입력 정 의 진폭에 해서 어떻게 변

하는가를 입력과 출력 정 의 진폭비로 평가하며 CT 

상 평가를 한 공식은 (4)과 같다[13].

 


∙ 

 
       (4)

여기서 M(g)는 ROI의 표 편차이고, CTplexi과 

CTwater는 plexiglass와 water에 포함되는 ROI 평균 픽

셀 값이고 Nq은 상의 노이즈이다. 이때 정보량(g)은 

단  길이 당 선의 수(line pair/mm or cm)로 표 하는

데 해상력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단  길이 당 선의 수

가 많아지므로 정보량도 많아진다[14][15]. 

그림 4. 두개부 CT 전용 정도관리용 팬톰을 이용한 정보전
달능 평가

측정방법은 텅스텐 철사  0.2 mm가 있는 팬톰 부

를 스캔 한 후 철사 의 단면 상을 확 한 후 확

산함수(point spread function, PSF)을 통해 그래 를 

얻은 후 퓨리에 변환을 통해 [그림 4]처럼 50%와 10%

의 MTF 곡선을 평가하 다[8].

Ⅲ. 결 과 

1. 균일도 평가
[표 1]에 의하면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의 

종류 변화에 따른 CT Number를 앙부와 북쪽 방향, 

동쪽 방향, 남쪽 방향, 서쪽 방향으로 측정하 다. 그  

‘Standard’ 분해능 라메터에서 ‘A’, ‘B’, ‘C’ 재구성 필

터를 제외하고 심부와 주변부간의 모든 측정값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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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이내로 평가되었다. 한 ‘Standard’ 분해능 라메

터의 ‘UA’, ‘UB’, ‘UC’ 재구성 필터의 조합과 ‘High’ 분

해능 라메터의 ‘UA’, ‘UB’, ‘UC’ 재구성 필터의 조합

이 가장 유사하게 일치한 균일도로 나타났다.

표 1. 분해능 파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에 의한 균일도 측정값

2. 노이즈 평가
[그림 5]에서 ‘Standard’ 분해능 라메터의 ‘UB’ 재

구성 필터에서 얻은 노이즈 값은 4.0 이었다. 한 

'High' 분해능 라메터의 ‘UA’ 재구성 필터로 획득한 

상의 노이즈 값은 4.5, 그리고 ‘UB’ 재구성 필터로 획

득한 상의 노이즈 값은 5.0으로 가장 유사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5. 분해능 파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에 의한 노이즈 측정
값

3. 직선성 평가
[표 2]는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 조합에 따

라 측정된 CT 값이다. 테 론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의 직선성은 오차범  안에 속하고 있었다. 그  

'High' 분해능 라메터의 ‘C’, ‘D’ 재구성 필터와 

'Ultrahigh' 분해능  라메터의 ‘C’ 재구성 필터에서 

가장 표  평균값에 근사하게 측정되어 직성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 분해능 파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에 의한 직선성 측정값

4. 정보전달능 평가
[그림 6]에서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의 종류 

변화에 따른 MTF 50%와 10%를 각각 평가하 다. 

MTF 50%는 상의 선 도를 결정하고 MTF 10%는 

해상력을 나타낸다. MTF 50%에서는 'High' 분해능 

라메터의 ‘C’ 재구성 필터에서 해상력 간격이 5.4 

lp/cm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MTF 10%에서도  

'High' 분해능 라메터의 ‘C’ 재구성 필터에서 9.4 

lp/cm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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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분해능 파라메터와 재구성 필터에 의한 50% 정보
전달능 결과값(a)과 10% 정보전달능 결과값(b) 

Ⅳ. 고 찰 

CT 상 품질의 련인자에는 장치 고정요소와 장치 

사용자에 의한 가변  요소들이 있다. 장치 고정요소에

는 의 크기, 자료 검출율, 검출기 사이의 폭, 과 

검출기간 거리 등이 있고, 장치 사용자에 의한 가변  

요소는 재구성 알고리즘, 매트릭스 크기, 편두께, 노

출조건, 심 역 등이 있다[11]. 이 에서 의 크기

와 자료 검출율 그리고 재구성 알고리즘이 화질의 분해

능에 가장 큰 향을 주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도 다

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스캔하는 과정에서 노출 조건에 

따라 의 크기가 선택되는 GE사와는 다르게 Philips

사는 CT에서 사용되는 검사조건  분해능 라메터의 

설정에 따라 X-선  의 크기와 자료 검출율이 달

라지도록 디자인되었다. 즉 'Standard' 분해능 라메

터은  그리고 'High'와 'Ultrahigh' 분해능 라

메터은 소 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CT 검사 시 분해

능 라메터를 'Standard'에서 'High'로 변환 시에는 

X-선 의  크기가 에서 소 으로 바 고, 

'High'분해능 라메터에서 'Ultrahigh' 분해능 라메

터으로 변환 시에는 의 크기는 소 은 동일하지

만, 자 검출율이 2,320번에서 4,640번으로 증가되어, 

분해능을 12 lp/cm에서 24 lp/cm까지 향상시킨다[12]. 

그러나 본 연구의 동일 재구성 필터에서 'High' 분해능 

라메터가 'Ultrahigh' 분해능 라메터보다 정보 달

능이 높게 나온 이유는 상 으로 많은 노이즈를 검출

한 'Ultrahigh' 분해능 라메터에서 PSF을 거친 노이

즈 데이터들이 기존의 상 데이트를 간섭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Ⅴ. 결 과 

본 연구에서는 먼  분해능 라메터의 종류에 따른 

상의 질을 평가하 을 때 'Standard'에서 'Ultrahigh' 

분해능 라메터으로 의 크기가 작아지고 데이터 

검출율이 증가할수록 노이즈는 증가하 지만, 균일도

는 작아졌다. 그리고 직선성은 테 론을 제외한 모든 

물질에서 균일하게 양호하 으며 MTF 50%와 10%의 

값은 모두 향상되었다. 장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

만 재구성 필터 선택에 따라 일반 으로 데이터 처리시

간의 차이는 나지 않으며, 원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여

러 가지 재구성 필터를 용시킨 상으로 다시 얻을 

수 있다[10]. 각각의 분해능 라메터에서 재구성 필터

의 변화에 따라 상을 재구성하여 얻은 모든 상의 

질을 평가하 을 때, 각각의 동일한 분해능 라메터에

서 재구성 필터의 변화에 따른 상의 평가는 필터의 

성질을 고선 도로 바꿀수록 ‘UA’ 재구성 필터에서 노

이즈가 가장 작았다. 한 균일도 평가에서는 ‘UA’, 

‘UB’, ‘UC’ 재구성 필터에서 가장 균일한 것으로 측정되

었고, 직선성 평가에서는 ‘C’, ‘D’ 재구성 필터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MTF 평가에서

는 ‘C’ 재구성 필터에서 높은 분해능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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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의 실험 결과 'High' 분해능 라메터는 균

일도, 직선성, MTF 50%와 10%에서 우수하 다. 그리

고 'UA', 'UB' 재구성 필터는 균일도와 노이즈 평가에

서 공통 으로 양호했으며 ‘C'재구성 필터는 직선성과 

MTF 50%와 10%에서 양호하 다. 

재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 에 

한 규칙”에는 표 팬텀 상을 바탕으로 물의 CT 감약

계수, 노이즈, 균일도, 공간분해능, 조도분해능, 단면 

두께, 인공물 유무, 심선 정렬 등의 하드웨어 항목만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상 품질에 향을  

수 있는 분해능 라메터와 재구성 필터가 향후 정도

리에 추가항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개부 용 팬톰에서만 

용하여 실험하 기 때문에, 몸통 용 팬톰을 이용한 

분해능과 재구성 필터의 변화에 따른 상의 질을 평가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 Philips사 장비로만 

연구를 했다는 제한 이 있어서, 각 제조사별 최신장비

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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