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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시스템에서 IP 잠상의 소거 후 Unexposed Image의 평가

*연세 학교 보건과학 학 방사선학과, †연세 학교 보건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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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d Radiography (CR) 시스템에서 상의 신뢰성과 재 성을 높이기 해서는 상 획득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나트륨램 의 소거에 의한 Image Plate (IP)의 완 한 기화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R (Agfa CR 

25; Agfa, BELGIUM)을 이용하여 잠상의 소거 후 지연시간에 따른 노이즈의 평가, 소거량에 따른 잠상의 소거 후 노이즈

의 평가, 그리고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 in Medicine (AAPM) Report 93 (2006)의 CR acceptance test  erasure 

thoroughness 평가를 시행하 다. 임상에서 주로 쓰이는 Chest postero-anterior (PA), Hand PA, L-spine lateral을 촬  후 

스캔하 다. Chest PA와 L-spine lateral은 Chest phantom (3D-torso; CIRS, USA)을 이용하여 촬 했고 Hand PA는 피검자

를 통해 촬 되었다. 실험 결과 Hand PA를 제외한 나머지 unexposed image에서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반 으로 

ghost image를 비롯한 noise가 증가하 으며, overexposure된 부분을 따라 ghost image가 나타났다. 지연시간에 의해 야

기된 noise에 의한 향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픽셀 값의 standard deviation (SD)은 overexposure 된 부분이 상

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잠상의 소거 정도에 따른 상의 noise평가 결과 Hand PA, Chest PA는 소거 정도 값이 높아져

도 noise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 으로 조사선량이 큰 L-spine lateral은 기  소거 정도보다 낮을 경우 noise가 

발생하 다. Erasure thoroughness 평가 결과 학과 내 CR 장비의 잠상소거능력은 기 치에 부합함을 확인하 다. 본 연

구가 IP 기화에 기 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상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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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R (Computed Radiography, CR)이 등장한 이후로 지난 

몇 년 동안 CR 시스템은 빠른 발 을 하 다. 1970년  효

율 인 집  시스템을 한 연구가 오늘날 CR 발 의 시

작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 인 CR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1981년 Fuji사의 CR 시스템 도입이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휘진성 형 (Photostimulable luminescence, PSL) 효과는 의료

상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CR은 screen/ 

film 형식에 비해 용도(exposure latitude)가 크며,1,2) 의료

상 장  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

cation System, PACS)의 도입과 더불어 상의 후처리 기능

이 가능하고 데이터처리가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3,4) 

한 필름은 1회용인 반면에 CR 시스템의 Image Plate (IP)는 

획득된 상을 소거하고 기화하여 반 구 으로 사용할 

수 있다.5,6) 디지털 처리기술로 인해 screen/film 방식이 

상의 획득  표시기능을 모두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디지

털 엑스선 상 진단기기는 상의 획득과 표시기능이 분

리되고 획득된 상데이터는 디지털화 되어 장된다.1,7) 

디지털 상을 얻기 해서 기존의 screen/film 시스템과 동

일한 엑스선 조사 장치 사용이 가능하다는 에서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 도 있다.8,9) Cassette 기반의 시스템이라는 

에서(이동촬  등), CR은 앞으로도 발  가능성이 크다.10,11)

  CR 시스템의 상획득 원리는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IP에 엑스선을 조사하고, 이  빔으로 조사된 잠상을 읽

어내고, 소거와 동시에 IP를 기화 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IP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CR 시스템에서 신뢰성 있는 상

의 획득을 해서는 잠상의 소거에 의한 IP의 기화가 선

행되어야 하며, 상 후 지연시간에 의한 noise를 최소화해

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P 스캔의 마지막에서 행해지

는 소거의 정도가 noise에 향을 주는지 평가하고, 상 

후 지연시간과 noise와의 연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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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image reader & image plate.

Imaging

system

(image reader)

Phosphor Image size Digital Pixel size

screen (inch) matrix (μm)

Agfa AD CR 25 Agfa MD 4.0 14×17 2,320×2,828 150

 8×10 1,950×2,460 100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x-ray tube.

X-ray tube E7239; TOSHIBA

Focus size       1.2/0.6 mm

Inherent filtration        2.7 mmAl

Additional filtration        21 mmAl

Target material/angle Rhenium-Tungsten-faced

 Molybdeneum/12
o

Fig. 1.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set-up for noise evaluation of 

CR images respect to delay time after erasure of latent image 

and its effect.

Table 3. Experimental setup for Chest PA, Hand PA, 

L-spine lateral projection.

Projection kVp mA Sec Distance

Chest PA 120 320 0.01 180

Hand PA  45 100 0.05 100

L-spine lateral  80 200 0.16 100

한 상 후 지연에 의한 잠상이 다음 엑스선 촬  후 상

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이와 함께 AAPM Report 93 

(2006)12)의 CR acceptance test  erasure thoroughness를 측

정하여 CR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다.

재료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엑스선 상 획득을 해서 엑스선 발생

장치(TE-E7252X; Toshiba, JAPAN)와 CR 시스템(Agfa CR 

25; Agfa, BELGIUM), 그리고 IP (Agfa MD 4.0; Agfa, 

BELGIUM)와 Chest phantom (3D-torso; CIRS, USA)을 사용

하 다(Table 1, 2).

1. 잠상의 소거 후 지연시간에 따른 노이즈의 평가

  임상에서 주로 쓰이는 Chest postero-anterior (PA), Hand 

PA, L-spine lateral을 촬  후 스캔하 다. Chest PA와 L- 

spine lateral은 3D-torso phantom을 이용하 으며 Hand PA는 

피검자를 통해 촬 되었다. 촬 된 IP는 스캔 후 0, 1, 3, 6, 

9, 12시간의 지연시간을 가진 후 동일한 IP의 unexposed im-

age를 획득하 다. 각 상들은 재 성을 높이기 해 4장

씩 획득하 다. Chest PA, Hand PA, L-spine lateral의 촬 조

건은 Table 3과 같다.

  Ghost image가 존재할 경우, 다음 촬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해 Fig. 1과 같은 상을 획득하 다. Chest 

phantom을 이용하여 각 부 를 촬  후 스캔하 다. 스캔

된 IP는 스캔 후 0, 1, 3, 6, 9, 12시간의 지연시간을 갖은 후 

55 kVp, 100 mA, 0.05 sec의 조건으로 선속 조  없이 개조

사야(open field)에 조사되었다. IP 에 5 mm 두께의 알루

미늄 3개를 Fig. 1과 같이 배치하 다.

  촬  후 tibia AP 후처리를 용한 후 raw 데이터를 획득

하 다. 후처리는 필요에 따라 표  상의 특정부 를 강

조 는 억제하여 원하고자 하는 상으로 변환시키는 처

리를 말한다. Agfa CR 시스템은 Multi-Scale Image Contrast 

Amplification (MUSICA) 알고리즘을 통해 raw data를 자동

으로 촬 별로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것이다. 각 촬 별로 후

처리를 용시킨다. MUSICA의 상처리는 multi scale 

근방식을 이용함으로써 하나의 상에서 다양한 주 수 

역이 생기게 한다. 상은 라 라스 변환에 의해 분해 혹은 

재조합된다. MUSICA parameter에는 MUSI 비(MUSI-con-

trast), 가장자리 비(edge enhancement), 용도 감소(lati-

tude reduction), 잡음감소(noise reduction)가 있다. MUSI 

비는 세부 인 조도를 정하는데 이는 강조하는 부 의 

농도 역을 조 한다. 가장자리 비는 상의 선 도를 

증가시고 용도 감소는 세기가 큰 부분을 감쇠시켜 간

이하의 농도 부 를 강조시킨다. 잡음감소는 노이즈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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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set-up for erasure thoroughness eva-

luation: overexposure on lead block 

(a), underexposure without lead blo-

ck (b).

Table 4. Criteria for erasure thoroughness.

Qualitative criteria

(underexposure image)

Absence of a ghost image of

the lead block

Quantitative criteria

 (unexposed image)

Log Median Exposure (lgM)=0.28

Scan Average Level (SAL)＜130

Pixel Value (PV)＜630

Pixel Value Standard Deviation

 (PVSD)＜5

소시킨다. 상이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서버에 보내지기 에, 상각각의 MU-

SICA parameter는 0에서 6까지 바꿀 수 있다.13) Tibia AP의 

MUSICA 알고리즘 값은 MUSI 비(MUSI-contrast)=3.50, 

가장자리 비(edge enhancement)=2.50, 용도 감소(latitude 

reduction)=2.10, 잡음감소(noise reduction)=1.30으로 설정되

어 있다. 획득된 상에서 각각의 알루미늄의 심에 300× 

300 matrix 크기의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

하여 평균 픽셀 값, standard deviation (SD), profile을 평가하

다.

2. 잠상의 소거 정도에 따른 상의 noise 평가

  Table 2와 동일 조건하 Chest PA, Hand PA, L-spine lateral

을 3D-torso phantom을 이용하여 촬 하 다. 스캔  MU-

SICA 알고리즘에서 소거 정도를 100, 300, 500, 750 mili 

Rembert (mR)으로 나트륨램 의 세기를 임의 조 하여 각 

상에 용시켰다. 최 의 소거 정도는 Chest PA의 경우 

100, Hand PA는 100, L-spine lateral은 300 mR으로 설정되

어 있었다.

3. Erasure thoroughness 평가

  IP에서 잠상의 소거가 올바로 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되

지 않으면 소거하기  상의 잔상이 보이는 artifact가 생

길 수 있다.12,14) 본 연구에 사용된 CR 시스템의 잠상소거능

력을 입증하기 해 AAPM Report 93 (2006)의 CR accept-

ance test의 평가  erasure thoroughness 평가를 시행하 다. 

IP의 심에 2 mm 두께의 납 블록을 놓고 open fiel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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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st PA image (a), undelayed unexposed image (b), delayed unexposed image after1 hour (c), 3 hours (d), 6 hours (e), 9 

hours (f), 12 hours (g).

100 mR의 선량으로 overexposure 한 후 스캔하여 첫 번째 

상을 획득하 다. 동일한 IP를 이용하여 납 블록을 없애

고, 150×200 mm 크기의 조사야에 1 mR의 선량으로 under-

exposure 한 후 스캔하여 두 번째 상을 획득하 다. 동일

한 IP의 unexposed image (dark noise image)를 획득하여 평

가하 으며 촬  거리는 180 cm를 유지하 다(Fig. 2). 조

사선량을 측정하기 하여 ion chamber (Radical 9095; 

Radical, USA)를 사용하 다. 획득된 상은 MUSICA 라

미터를 모두 0으로 하여 후처리를 용시키고, sensitometry

는 linear를 용하 다.
7)

  AAPM Report 93 (2006)의 CR acceptance test의 erasure 

thoroughness평가 항목  기 은 Table 4와 같다. Quantita-

tive criteria의 경우 획득된 모든 상의 80%내에서 평가하

도록 한다. Log median exposure (lgM)은 Agfa 장비 고유의 

엑스선 조사 지표로써, 상 인 엑스선 조사 값을 나타낸

다. 이는 된 엑스선 조사가 향을 미친다. Agfa CR 시

스템은 조사 지표로써 lgM을 사용한다. lgM은 raw 히스토

그램의 조사량의 로그 값이다. LgM 값은 IP에 실제로 조사

된 선량을 나타내는데 이는 SAL과 수식으로 연 되어있으

며 이는 식 2와 같다.
12)

               (1)

  SAL은 gray scale의 평균값이다. CR과 같은 디지털 장비

에서는 조사량이 거나 과다조사 되었을 경우에도 상이 

밝거나 어둡게 나오지 않는데, 이는 exposure index (EI)와 

련이 있다. 부분의 CR 시스템은 EI를 detector에 얻어

지는 신호의 양이나 조사량으로 단한다. Agfa의 CR 시스

템의 경우 EI는 lgM에 기반을 둔다. LgM은 상의 ex-

posure level을 기본으로 설정된 exposure value와 비교한다. 

EI는 10을 진수로 하는 로그의 지표이다. 지수함수 방식은 

CR 시스템의 조사 범 가 클 경우 이를 처리 가능한 범

로 압축할 수 있게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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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and PA image (a), undelayed unexposed image (b), delayed unexposed image after 1 hour (c), 3 hours (d), 6 hours (e), 

9 hours (f), 12 hours (g).

결    과

1. 잠상의 소거 후 지연시간에 따른 노이즈의 평가

  1) Chest PA, Hand PA: 상 소거 후 획득된 un-

exposed image는 지연시간 0, 1시간일 때 상 내 픽셀 값

은 모두 같은 값이며, noise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연시간 3 

시간 후부터 ghost image가 찰되었다. 지연시간이 길수록 

뚜렷한 ghost image가 확인되었다(Fig. 3).

  Hand PA의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상의 ghost image는 

찰되지 않았다(Fig. 4).

  2) L-spine lateral: 3D-torso phantom을 이용하여 L-spi-

ne lateral 촬  후 스캔하 다. Fig. 5는 잠상의 소거 후 0, 

1, 3, 6, 9, 12의 지연시간을 두고 획득한 L-spine lateral의 

unexposed image이다.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ghost image

가 뚜렷해짐을 보 다. 특히 overexposure된 부분의 ghost 

image가 뚜렷하게 찰되었다.

  Ghost image의 발생에 따라 생기는 픽셀 값의 변화를 

상의 profile를 통해 평가하 다. Fig. 6에서 지연시간이 길

어질수록 unexposed image에서의 체 변동(fluctuation)은 

증가하 다. 팬텀이 있는 역에 비해 overexposure된 역

의 픽셀 값의 fluctuation이 더 증가하 다.

  Chest PA, Hand PA, L-spine lateral 상들의 평균 픽셀 

값을 비교한 결과 지연시간에 따라 증가하 다. 특히 고 선

량으로 촬 을 하는 L-spine lateral의 경우 상 으로 두드

러진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7).

  Chest PA, L-spine lateral의 경우 ghost image를 나타내었

다. 다음 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해 5 mm 두께

의 알루미늄을 3개 놓고, 55 kVp, 100 mA, 5 mAs와 같은 

조건으로 underexposure하여 평가하 다. Chest PA의 경우 

각 알루미늄에 설정된 ROI의 픽셀 값  SD 변화는 미약

하 다. L-spine lateral의 경우 underexposed image의 over-

exposure된 부분 에 놓인 알루미늄 ROI의 평균 픽셀 값

과 SD가 증가하 다. 이는 지연시간이 길수록 SD도 높게 

측정되었다. 알루미늄 상을 육안 찰했을 경우 큰 향

은 없었지만, underexposure한 촬 을 할 경우 문제가 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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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spine lateral image (a), undelayed unexposed image (b), delayed unexposed L-spine lateral image after 1 hour (c), 3 hours 

(d), 6 hours (e), 9 hours (f), 12 hours (g).

능성이 보 다.

  촬 부 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연시간이 길수

록 unexposed image에서 noise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IP는 엑스선 뿐만 아니라 자외선, 감마선 등의 자 , 알

선, 베타선, 자선등의 입자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감도의 센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 방사성 동 원소

와 지구 에 내리는 우주선 등의 향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소거한 IP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은 양의 방

사선이 IP에 기록되게 된다.

2. 잠상의 소거 정도에 따른 노이즈의 평가

  Chest PA와 hand PA의 unexposed image는 소거 정도의 

증감에 따른 변화가 없었다. L-spine lateral의 경우 설정된 

소거 정도 300 mR보다 작은 100 mR에서 overexposed 부분

에 ghost image가 발생하 다. 설정된 잠상의 소거 정도 

300 mR  설정된 소거 정도보다 높은 500 mR과 750 mR

의 경우 ghost image는 찰되지 않았다(Fig. 8).

  선량이 상 으로 많은 L-spine lateral의 경우 선량의 

향이 더 컸으며, ghost image도 뚜렷하게 찰되었다. 이는 

선량이 ghost image 생성에 큰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P의 잠상을 제거하는 나트륨램 의 세기가 촬 부

마다 정치가 있으며 부족한 소거 정도는 ghost image를 

유발할 수 있다.

3. Erasure thoroughness 평가

  획득된 3장의 상 80%내에서 quantitative criteria를 측정

하 다. 본교 CR 장비의 acceptance test  erasure thorough-

ness 결과 lgM=0.28, 50＜SAL＜90, PV=255, PVSD=0으로 

측정되었다. Table 3과 비교해본 결과 평가 기 에 부합하

다.

  납 블록을 놓고 overexposure한 첫 번째 상을 획득한 

후 납 블록을 제거한 후 underexposure 하여 두 번째 상을 

획득하 다. Fig. 9(a, b)에서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상에서 납 블록의 ghost image 유무를 확인하 다. 

Fig. 9(c)은 두 번째 상의 profile이며, ghost image가 존재

하지 않음을 평가하 다. 실험 상의 CR장비는 AAPM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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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pixel value of delayed unexposed L-spine lateral 

image after 1 hour, (b) 3 hours, (c) 12 hours.

Fig. 7. Average pixel values of unexposed images (Chest PA, 

Hand PA, L-spine lateral) according to delay time after erasure 

of latent image.

port No. 93 (2006)의 CR acceptance test 평가 기 에 부합하

다.

고찰  결론

  CR 시스템에서 신뢰성 있는 상의 재 성을 높이기 

해서는 상 획득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나

트륨램 의 소거에 의한 IP의 완 한 기화가 매우 요

하다. 잠상이 100% 소거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남아있는 

잠상은 다음에 조사될 양에 비해 작은 것이 사실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IP의 사용횟수가 증가할

수록 IP 기화의 재 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IP에 

남아있는 잠상뿐만 아니라 자연 방사선 한 IP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IP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잠

상의 소거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통해 촬 조건이 unexposed image인 경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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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age of overexposed lead block image (a), under-

exposed image for qualitative criteria of erasure thoroughness 

(b), profile of underexposed image (c).

Fig. 8. L-spine lateral image (a), unexposed image of erasure level at 100 mR (b), 300 mR (c), 

500 mR (d), 750 mR (e).

이즈에 미치는 향을 알 수 있었다. 촬 조건  선량이 

높을수록, 상 으로 overexposure된 부분을 따라 ghost 

image가 나타났다. 이는 지연시간이 길어질수록 뚜렷해지

는 결과를 보 다. 지연시간이 길어진 overexposed image는 

이후 촬 한 상에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under-

exposure하는 인체부 를 촬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한 erasure thoroughness 평가는 본 실험에 이

용한 CR 장비가 AAPM report No. 93 (2006)의 CR accept-

ance test의 평가 기  범  내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IP 기화의 최 화에 기 인 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상을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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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Unexposed Images after Erasure of Image 
Plate from C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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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initialize Image Plate (IP) completely for removing residual latent image by sodium lamp for 

reliability and repeatability of computed radiography (CR)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latent 

images of computed radiography (CR) images respect to delay time after erasure of foregone latent image and 

its effect, and erasure level. Erasure thoroughness for CR acceptance test from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 

in Medicine (AAPM) Report 93 (2006) was also evaluated. Measurements were made on a CR (Agfa CR 25; 

Agfa, BELGIUM) system. Chest postero-anterior (PA), Hand PA, L-spine lateral radiographs were chosen for 

evaluation. Chest phantom (3D-torso; CIRS, USA) was used for Chest PA and L-spine lateral radiography. For 

Hand PA radiography, projections was done without phantom. Except Hand PA radiographs, noise was increased 

with delay time, and ghost image was appeared on overexposed area. Effect of delay after erasure on latent 

image was not seen on naked eye, but standard deviation (SD) of pixel value on overexposed area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areas. On Hand PA and Chest PA radiographs, noise were not occurred by adjustment 

of erasure level. On L-spine lateral images at lower erasure level than standard level, noise including ghost image 

were occurred because of high tube current. Erasure thoroughness of CR system in our department was to be 

proved by these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eline for IP initialization and reliability 

of CR images.

Key Words: Image Plate, Erasure level, Erasure tho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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