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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a commercial TFT-kV detector to megavolt (MV) photon
beams to obtain optimized images and to evaluate their feasibility for was an LINAC imaging
devices. MV-QA phantom images were acquired by using a kV detector at various doses, dose
rates, detection times, and source-imager distances to optimize the kV detector for 6 MV X-rays.
The spatial resolution, contrast, uniformity and noise of the MV-QA phantom image were analyzed
to obtain the optimization conditions for the kV detector. The optimized conditions were 1 MU, 300
MU/min, 2 s, and 150 cm SID. The kV detector images acquired under the optimized conditions
were compared with the MV-EPID images. The images obtained by using both imaging detectors
showed similar spatial resolutions, contrasts, and uniformities. On the other hand, the noise of the
kV detector image was nine times lower than that of MV-EPID image, resulting in better image
qua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TFT-kV detector might be applicable as an imaging device for
LINAC.
PACS numbers: 87.56.Da, 87.57.−s
Keywords: TFT-kV detector, EPID, Portal image,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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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용화된 TFT-kV 검출기를 MV 광자빔에 적용하여 최적화된 영상을 획득하고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영상장치로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kV 검출기를 6 MV 엑스선에 최적화하기
위해 선량, 선량률, 검출시간, 그리고 선원-검출기 간 거리에 따라 MV-QA 팬톰 영상 (phantom image)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MV-QA 팬톰 영상의 공간분해능, 대조도, 균일도, 잡음도를 분석하여 kV 검출기의
최적화 조건을 획득하였다. 최적화된 조건으로 획득한 kV 검출기 영상은 MV-EPID 영상과 비교 평가하였
다. MV-EPID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공간분해능, 대조도, 균일도는 비슷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잡음도의 경우 kV 검출기가 MV-EPID보다 9배 정도 낮아 영상품질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영상장치에 상용화된 TFT-kV 검출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CS numbers: 87.56.Da, 87.57.−s
Keywords: 킬로볼트 영상검출기, 전자포탈영상장치, 포탈영상, 영상품질

I. 서 론
치료용 선형가속기 (linear accelerator, LINAC)는 메가
볼트 (megavolt, MV) 에너지의 전자빔이나 광자빔을 발생
시켜 암환자의 환부에 조사하는 의료장비이다. LINAC은
전자를 생성하는 전자총 (electron gun)과 고주파 전자기파
를 사용하여 생성된 전자를 가속시키는 가속관 (accelerator
tube), 그리고 가속된 전자를 치료용 방사선의 형태로 변환
시키는 갠트리 헤드 (gantry head) 및 환자해부 영상장치로
구성된다. 그 중 환자해부 영상장치는 방사선치료가 정확하
게 수행될 수 있도록 환자의 자세재현 유지 및 정확한 표적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상장치는 치료용 MV 광자빔을
선원으로 사용하는 전자포탈영상장치 (electronic portal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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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device, EPID) 와 진단용 킬로볼트 (kilovolt, kV)
엑스선 발생장치를 추가로 장착하여 kV 광자빔을 선원으
로 사용하는 온보드 영상장치 (on-board imager, OBI) 가
있다. MV-EPID의 주된 영상획득 매커니즘은 컴프턴 효과
(Compton effect) 이며 이는 전자밀도에 비례한다. 그러므
로 뼈, 근육, 지방과 같이 전자밀도 차이가 적은 인체 조직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영상의 품질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컴프턴 효과는 원자번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체 내에 임플란트, 인공고관절 등 높은 원자번호
를 가진 물질이 존재하더라도 허상 (artifact) 이 거의 발생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4]. 반면, kV-OBI는 주된
영상획득 메커니즘이 광전효과 (photoelectric effect) 이며
원자번호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에너지의 세제곱에 반비례
한다. 그러므로 뼈, 근육, 지방 등 인체 조직 간 대조도가
컴프턴 효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인체에 높은
원자번호를 가진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허상이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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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단점이 있다 [5].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LINAC 영
상장치는 품질향상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6, 7]. 한편, 국내에서는 2011년
도부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한국형 LINAC의 개발 및
주요 장치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영상장치 개발팀은 연구 개발비용과 시간소
모를 줄이고자 상용화된 TFT-kV 영상장치 (kV 검출기)
를 MV 광자빔에 접목시켜 영상을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개발팀은 kV 검출기의 영상획득조건들을 변경해가며 MV
광자빔용 해상도 팬톰 (phantom)과 인체모형 팬톰의 영상
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각각의 영상을 획득하는데 성공
하였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품질의 영
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LINAC의 선량과 선량률, 그리고
kV 검출기의 MV 광자빔에 대한 영상획득조건의 최적화
도출 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V 광자빔을
선원으로 하는 kV 검출기의 영상품질에 영향을 주는 선량,

Fig. 1. (Color online) Commercial TFT-kV detector.

선량률, 검출기 위치, 검출시간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또한 최적화된 영상을 획득하여 공간분해능, 대조도,
균일도, 잡음도를 분석하고 기존의 MV-EPID 영상과 비교
평가하였다.

II. 물질 및 방법
1. kV 검출기의 영상획득 최적화
1) kV 검출기
본 연구에 사용된 kV 검출기는 Rayence 사의 1717 SCC
모델이다. 이 영상장치는 비정질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
(amorphous silicon with TFT)를 센서로 하고 탈륨이 도핑
된 아이오딘화세슘 (CsI:Tl) 을 섬광 (scintillation) 물질로
사용한다. 픽셀 수는 3328 × 3328 이고, 픽셀 크기 (pixel

Fig. 2. (Color online) SNC MV-QA phantom and region
of interest (ROI).

pitch) 는 127 µm이다. 전체 픽셀영역은 422.7 × 422.7
mm2 이며 명목상 검출 에너지 영역은 40-150 kVp이다 [8].
Figure 1은 상용 kV 검출기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MV 선원과 kV 검출기의 최적화된 영상획득조건
도출
MV 선원과 kV 검출기의 최적화를 위한 영상획득조건
항목은 크게 영상획득선량, 선량률, 검출시간 (detecting
time), 그리고 선원-검출기 간 거리 (source to imager distance, SID)로 구분하였다. 영상의 선원은 포탈영상획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6 MV 엑스선 (Varian CLINAC
iX) 을 영상획득에 적용하였다. 영상특성분석에 사용된 팬
톰은 Sun Nuclear 사의 MV-QA 팬톰이며, Figure 2에서
보듯이 여덟 개의 분석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9]. 라인쌍
(line pair, lp/mm)으로 구성된 네 개의 영역 (2,4,6,8)은 공
간분해능 (spatial resolution) 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조도 (contrast) 및 균일도 (uniformity) 는 철판 (steel)
의 두께에 따라 나누어진 네 개의 영역 (1,3,5,7) 을 이용하
여 평가된다. 잡음도 (noise) 는 획득한 영상의 백그라운
드 (background) 픽셀값을 이용하여 평가된다. Table 1은
MV-QA 팬톰의 영역별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Figure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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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for region of interest (ROI) of
MV-QA phantom.
Region Line Pair per (mm) Region Transmission Rate (6 MV)
2
0.1 ± 0.01
5
50%
8
0.2 ± 0.01
7
58%
6
0.5 ± 0.02
1
75%
4
1.0 ± 0.03
3
98%

kV 검출기를 통해 획득한 팬톰 영상은 Sun Nuclear 사의
SNC machi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덟 개의 관심영역
과 백그라운드 영역을 설정하고 공간분해능, 대조도, 균일
도, 잡음도를 분석하였다 [10]. 공간분해능은 변조전달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MTF는 영상장치의 미세한 영역의 구현 능력, 즉
공간분해능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해당
팬톰에서는 라인쌍으로 구성된 네 영역을 영상화하여 수치
화된 MTF 값으로 공간분해능을 평가한다. 각각의 영역은
0.1 ± 0.01 lp/mm, 0.2 ± 0.01 lp/mm, 0.5 ± 0.02 lp/mm,
1.0 ± 0.03 lp/mm의 공간주파수를 가지며, 다음 식으로
MTF 값을 구한다.
√
MTF (f ) =

Fig. 3. (Color online) Setup of image acquisition for
TFT-kV detector.

2π

M (f )
4M0

(1)

여기서 M0 와 M (f )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M (f ) = σf2 − min (σf2 )
M0 =

(2)

X̄Bright − X̄Dark
2

(3)

σf2 는 공간주파수의 변화를 나타내며, min (σf2 )는 관심영역
(공간주파수, 대조도, 백그라운드) 의 최소변화 (minimum
variance), X̄Bright 는 밝은 영역의 평균 픽셀값, X̄Dark 는
어두운 영역의 평균 픽셀값을 나타낸다. 영상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공간 분해능은 MTF가 50%일 때의 공간주파수
Fig. 4. (Color online) Setup of image acquisition for MVEPID.

값 f (50) 으로 결정되었다. 영상의 대조도는 밝은 대조도
영역의 평균 픽셀값과 어두운 대조도 영역의 평균 픽셀값,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영상획득을 위한 LINAC과 MV-QA 팬톰 그리고 kV 검출
기의 설치를 보여준다. LINAC의 갠트리 헤드를 270도로
회전하고 6 MV 엑스선 선속과 수직하게 MV-QA 팬톰과
kV 검출기를 위치시켰다. 방사선 조사면은 20 × 20 cm2 로
설정하고 6 MV 엑스선의 선량을 1 – 4 모니터 유닛 (monitor unit, MU) 까지 1 MU (약 1 cGy) 씩 증가시켜가며
영상을 획득하였다. 선량률은 100-600 MU/min까지 100
MU/min씩 증가시켜 영상을 획득하였고 SID는 150 – 180
cm까지 10 cm씩 증가시켜 영상을 획득하였다. kV 검출기
의 검출시간은 1 – 4 s 로 1 s씩 변경해가며 영상을 획득하
였다. kV 검출기의 영상획득조건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MV-EPID 영상획득조건 (1 MU, 100 MU/min,
150 cm SID) 을 기준으로 각 항목들을 변경해가며 영상을
획득하였다.

Contrast =

)
(
X̄Bright − X̄Background − (X̄Dark − X̄Background )
(X̄Bright − X̄Background )
(4)

영상의 균일도는 투과율이 다른 네 영역을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픽셀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
Uniformity = 100 ×

Xmax − Xmin
Xmax + Xmin

)
(5)

또한 영상의 잡음도는 획득한 영상의 백그라운드 영역에서
픽셀값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2. kV 검출기의 영상과 MV-EPID 영상의 비교 평가
MV 영상장치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Varian

3) 영상특성 분석방법

사의 aS1000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영상장치는 비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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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by various dose rate.

III. 결과 및 고찰
Fig. 5. (Color online)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by various monitor unit (MU).

Figure 5는 kV 검출기의 획득선량에 따른 팬톰 영상이다.

Table 2. Pixel values for various imaging dose.
Pixel palue
1 MU
2 MU
3 MU
4 MU

Max
13500
13500
13500
13500

Mean
5709
8228
9003
9456

Mean
6520
11605
12908
12934

1. kV 검출기의 영상획득조건 최적화

6 MV 엑스선 1 MU를 조사한 영상의 경우 팬톰내부의 각
Min
0
0
0
0

분석영역과 배경영역, 그리고 경계영역의 구분이 가능하
였다. 2 MU를 조사하여 획득한 영상의 경우 라인쌍과 각
분석영역의 선명도는 향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배경영역
과의 구분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3 MU 및 4 MU의 경우
영상자체가 구현되지 않았다. 이는 kV 검출기에 2 MU 이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를 센서로 하고, 터븀이 도핑된 가

상의 과도한 MV 광자빔이 조사되면서 대부분의 픽셀값이

돌리늄 옥시설파이드 (Gd2O2S:Tb)를 섬광 물질로 사용한

영상구현이 불가능한 포화상태에 가까워져 발생한 결과로

다. 픽셀 수는 1024 × 768 이며 픽셀 크기는 0.39 mm이다

사료된다. Table 2는 각 영상획득선량의 최고, 평균, 중간,

[11]. 전체 픽셀영역은 400 × 300 mm 이며 명목상 검출

최저 픽셀값을 나타낸다. MU가 높아지면서 픽셀들의 평균

에너지 영역은 4 – 25 MV이다 [12]. Figure 4는 실제 MV

및 중간값이 전체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V

영상장치와 MV-QA 팬톰의 설치를 보여준다. kV 검출기

검출기의 영상화에 적합한 선량은 1 MU로 결정되었다.

의 영상획득조건과 동일하게 LINAC 갠트리 헤드를 270도

Figure 6은 6 MV 엑스선 1 MU를 100-600 MU/min의 선

회전시키고 팬톰과 MV 영상장치가 6 MV 엑스선에 수직

량률로 획득한 팬톰 영상이다. 100 MU/min 선량률로 획득

이 되도록 설치하였다. 방사선 조사면은 20 × 20 cm 로

한 영상은 선 허상 (line artifact) 이 발생하여 영상이 균일

설정하였으며, SID는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50

하지 못하였고, 200 – 600 MU/min의 선량률로 획득한 각

cm로 설정하였다. 영상획득선량과 선량률은 각각 1 MU와

영상들은 특정한 허상없이 모두 균일한 영상을 나타내었다.

2

2

100 MU/min로 자동 설정된 수치를 적용하였다. 획득한

이는 Table 3의 각 분석값을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영상은 SNC machi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공간분해능,

100 MU/min 선량률로 획득한 영상의 공간분해능 f (50)

대조도, 균일도, 잡음도를 분석하고 kV 검출기의 영상과

수치는 0.46 lp/mm로 다른 선량률 영상의 결과와 비슷했

비교 평가하였다.

지만, 대조도는 40%가량 높았다. 그러나 균일도는 12%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잡음도는 다른 영상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kV 검출기에 최저선량 (1 MU) 을 조
사하는 경우, 최소 200 MU/min의 선량률로 조사해야 하며
최적화된 선량률은 공간분해능 결과값이 가장 우수한 300
MU/min로 결정되었다. Figure 7은 SID를 증가시켜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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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by various dose rate.
Dose rate
100
200
300
400
500
600

MU/min
MU/min
MU/min
MU/min
MU/min
MU/min

Spatial resolution
(lp/mm)
0.46
0.44
0.45
0.44
0.44
0.44

Contrast (units)

Uniformity (%)

Noise (units)

1.26
0.89
0.87
0.89
0.89
0.89

82.81
95.01
95.03
95.01
94.66
95.25

4.44
1.15
1.25
1.06
1.07
1.28

Table 4. Characteristics of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by various source to imager distance.
SID
150 cm
160 cm
170 cm
180 cm

Spatial resolution (lp/mm)
0.45
0.43
0.42
0.41

Contrast (units)
0.87
0.86
0.85
0.83

Uniformity (%)
95.03
96.85
95.90
97.53

Noise (units)
1.25
1.32
1.58
1.38

획득한 영상이다. SID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의 배율과 밝
기는 증가하지만 선명도는 다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Table 4의 영상특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데, 공간분해능 f (50) 수치와 대조도 분석값이 SID
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체와 디텍터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기
하학적 반음영 (geometric penumbra) 의 너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영상의 공간분해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최적화된 SID는 영상특성 결과값이 가장 우
수한 150 cm로 결정되었다. kV 검출기의 검출시간에 따른
영상은 각각 1 MU를 300 MU/min로 설정하고 영상을 획
득하였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품질차이는 없었지만, 1 s인
경우 kV 검출기의 검출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펄스형태로
방출되는 엑스선 선원과 검출시간이 간헐적으로 시간차가
발생하여 영상획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적화된 검출시간은 2 s로 결정되었다.
Fig. 7. (Color online)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by various source to imager distance.
2. kV 검출기 영상과 MV-EPID 영상의 영상특성
비교 평가
kV 검출기로 획득한 영상과 MV-EPID 영상의 영상특성
비교를 통해 kV 검출기가 기존의 MV-EPID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kV 검출기 영상은
6 MV 엑스선 선원에 최적화된 조건 (1 MU, 300 MU/min,
150 cm SID) 을 적용하여 팬톰 영상을 획득하였고, MVEPID는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 (1 MU, 100
MU/min, 150 cm SID)을 적용하여 팬톰 영상을 구현하였
다. Figure 8 (a), (b)는 두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실
제 팬톰 영상이며, Table 5는 각 영상의 영상특성 분석값을

나타낸다. 두 영상 모두 특별한 허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각
영역의 구별이 가능하였다. 공간분해능 f (50)의 결과도 모
두 0.45 lp/mm로 동일한 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igure
8 (c), (d) 에서 보듯이 높은 공간주파수를 가지는 영역을
확대해 보았을 때, kV 검출기 영상이 MV-EPID 영상 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라인쌍을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ure 9의 MTF 곡선을 통해서 정량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MTF값이 50%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공간주파수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kV 검출기 영상의 MTF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kV 검출기와 MVEPID의 대조도와 균일도는 각각 0.87 units과 0.90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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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V-QA phantom images characteristics of TFT-kV detector and MV-EPID.
TFT-kV detector
MV-EPID

Spatial resolution (lp/mm)
0.45
0.45

Contrast (units)
0.87
0.90

Uniformity (%)
95.11
99.23

Noise (units)
1.09
10.01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V 검출기를 6 MV 엑스선에 적용하여
포탈영상의 획득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영상획득선
량과 선량률, 검출시간, SID를 적용하여 영상획득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또한 현재 임상에서 사용중인 MV-EPID
영상과 비교 평가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kV 검출기는
6 MV 엑스선을 영상의 선원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 MVEPID 영상보다 우수한 영상품질을 가지는 포탈영상을 구
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치료용 LINAC의 영상장치에 상용화 되어있는 kV
검출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영상장치
의 연구 및 개발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MV-EPID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8. (Color online) MV-QA phantom images obtained
with (a) TFT-kV detector and (b) MV-EPID and high
spatial resolution area of (c) TFT-kV detector image and
(d) MV-EPI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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