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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콘빔전산화단층영상의

진단목적에 따른 주관적 화질 평가와

물리적 화질 요소간의 관계

목 적0−
본 연구는 콘빔전산화단층촬영영상 의 진단목적에 따른 주관적∋ΒΑΒΣ(

화질 평가 결과와 물리적인 화질 요소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1−
한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가지 촬영 조건Χηµνυ ΒΑΒΣ 13 ∋5/+ 6/+ 7/+

에서 선 두부 팬텀과8/+ 0//+ 00/ϕΥ: 3+ 5+ 7+ 0/λ≅( Ω ΡδχδµσδωΒΣ
팬텀영상을 획득하였다 다섯 명의 구강악안면방사선 전공자들이 각ΗΠ −

조건에서 촬영된 선 두부 팬텀영상의 화질이 치근단 질환의 진단과Ω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적합한 영상과 부적합



한 영상으로 분류하였다 물리적인 화질 요소 평가를 위해− ΡδχδµσδωΒΣ
팬텀영상에서 변조전달함수 대조도 대 잡음비 영상의ΗΠ ∋ΛΣΕ(+ ∋ΒΜΘ(+

균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인 화질 평가에서 적합과 부적−
합으로 분류된 영상의 물리적인 화질 요소와 노출 조건의 차이를 조사하

였으며 각 진단목적에 적합한 영상으로 분류된 영상들 간에 물리적인+
화질 요소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 과2−
모든 진단 목적에서 적합한 영상군의 와 값은 부적합한 영상ΛΣΕ ΒΜΘ
군의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ΛΣΕ+ ΒΜΘ ∋Ο;/−/4(−

영상군의 관전압이 부적합 영상군의 관전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악의 경우 치근단 질환의 진단에 적합한 영상과∋Ο;/−/4(−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적합한 영상 간에 와 값에 유의한 차이ΛΣΕ ΒΜΘ
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악의 경우 치근단 질환에 적합한 영상∋Ο=/−/4(−

의 와 값은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적합한 영상에서보다 유의하ΛΣΕ ΒΜΘ
게 높았다∋Ο;/−/4(−

결 론3−
본 연구는 영상에서 와 값이 높을수록 주관적 화질 평ΒΑΒΣ ΛΣΕ ΒΜΘ
가 결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악에서는 주관적 화질 평가에 있−

어 진단목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악의 경우 치근단 질환의
진단에는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보다 높은 물리적 화질 요소와 관전압

을 필요로 하였다 영상을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이용할 경우 최− ΒΑΒΣ
적화를 위해 높은 관전압과 낮은 관전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
주요어 콘빔전산화단층촬영영상 화질 평가 진단 목적9 + +
학 번 9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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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Η−

콘빔전산화단층촬영 장비는 년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ΒΑΒΣ( 0887

입되었으며 다중전산화단층촬영 장비에 비해 낮은 선량과 비용+ ∋ΛΧΒΣ(
상의 이점으로 널리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다−0+1 년 기준으로 국내1/00

에 설치된 전산화단층촬영장비는 대1036 2 장비는 대로+ ΒΑΒΣ 2+/05 3 보
고되어 장비가 수십 년간 이용해오던 장비에 비하여 급속도로+ ΒΑΒΣ ΒΣ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검사건수도 년 건에서 년1//7 8+/20 1//8
건 년 만에 배 이상 증가하였다18+441 0 2 −4 장비는 에 비해ΒΑΒΣ ΛΧΒΣ

선량이 낮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기존의 치과 방사선촬영 장비에 비해서+
는 여전히 높은 선량을 보이고 있어 급속히 증가하는 장비의 설치ΒΑΒΣ

와 검사건수에 맞춰 방사선 방어를 위한 최적화가 필수적이다−1

최적화란 유용한 임상적 화질을 유지하면서 선량을 낮추는 작업을 의미

한다−1 현재 많은 종류의 장비들이 보급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양ΒΑΒΣ +
한 노출조건 선량 화질을 보이고 있다+ + −0+1+5 이처럼 다양한 장비들의 최

적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화질 평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6

영상의 화질 평가방법은 관찰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팬텀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화질요소들의 계측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
법이 있다 임상에서 영상은 임플란트 매복치 외상 치근단 질환− ΒΑΒΣ + + +

의 진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된다 따라서 영상의 질을 평가할 때에−
이런 다양한 진단 목적의 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7,0/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인 화질 평가방법이 평가기준 으로 이용되고∋φνκχ ρσµχθχ(
있으나 이는 주관성으로 인해 표준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5+7+8+00 따라

서 영상의 표준화된 화질 평가를 위해서는 주관적인 평가방법과ΒΑΒΣ
물리적인 화질요소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

간해상도 대조도 영상의 잡음 수준이 화질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져+ +
있으며 영상의 정도관리에서도 이러한 화질요소들을 평가하고 있+ ΛΧΒΣ

다−01+02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팬텀이 필요하며 장비에서는+ ΛΧΒ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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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δθηβµ ≅ρρνβησηνµ νε Ογξρηβηρσρ ηµ Λδχηβηµδ∋≅≅ΟΛ( θδονθσ Μν− 0
의 을 따르는 정도관리 팬텀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에φτηχδκηµδ + ΒΑΒΣ

서는 최근 Ρεδσξ µχ ∆εεηββξ νε  Μδϖ µχ ∆λδθφηµφ Χδµσκ Ω,θξ
프로젝트를 통해 정도관리 팬텀이 개발되었다Λνχκησξ∋ΡδχδµσδωΒΣ( −6

최적화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유용한 화질과 선량은 영상의 촬영 목적에
따라 다르다−1 실제 보고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술전 계획 수립

을 위한 촬영에서는 환자에 대한 노출량을 줄일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
다−7+03+04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관적인 평가방법만을 이용하였으며 물리+

적인 화질요소들을 측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영상의 주관적 화질− ΒΑΒΣ
평가방법과 물리적인 화질 요소들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주관적인 화질 평가 결과와 물리적인 화질ΒΑΒΣ
요소 노출 조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들이 영상의 진단목적에+ +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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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ΗΗ−

이론적 배경0−

최적화0(

촬영은 다른 치과방사선영상의 촬영보다 더 높은 선량을 사용하ΒΑΒΣ

므로 환자의 피폭 감소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진단−
업무에서 동일한 품질의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영상의 진단목적에+

따라 선량을 조절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의 피폭량을 줄
일 수 있다 환자의 피폭선량은 관전압 관전류 노출시간 시준 조사범− + + + +

위 여과 투사횟수 검출기의 종류 등의 요소에∋Εηδκχ νε Υηδϖ: ΕΝΥ(+ + +
영향을 받는다 이 중 촬영실에서 쉽게 조절 가능한 요소로는 관전압− +

관전류 노출시간 를 들 수 있다 노출 조건을 조절하여 선량을 낮+ + ΕΝΥ −
추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도한 선량감축은 잡음을 증가시켜 진단정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높은 선량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많은 정보+
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05 최적화는 선량과 화질사이의 타협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상의 잡음과 공간해상도 대조도는 영상품질에서 중요한 지표이며 특+ −

히 잡음은 식별이 어려운 저대조 병변의 진단에 중요하다−05

공간해상도 측정1(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연선패턴∋κδχ

으로 제작된 선쌍 팬텀을 이용하는 방법 점확αθ,οσσδθµ( ∋κηµδ,οηθ( +
산함수 나 선확산함수∋Ονηµσ Ροθδχ Ετµβσηνµ: ΟΡΕ( ∋Κηµδ Ροθδχ

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변조전달함수Ετµβσηνµ: ΚΡΕ( ∋Λνχτκσηνµ
의 계산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Σθµρεδθ Ετµβσηνµ: ΛΣΕ( +



- 4 -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쌍 팬텀 단계별로 연선을 촘촘히 배열한 팬텀의 어느 단계까지 영상9
화하여 구분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피사체의 한 점을 영상에서 한 점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뜻하며ΟΡΕ9 +
영상의 선예도가 낮은 경우 점이 확산되어 나타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피사체에 있는 하나의 틈이나 계면을 영상에서 하나의 선으로 표ΚΡΕ9

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혹은 의 푸리에 변환 을 통해ΛΣΕ9 ΟΡΕ ΚΡΕ ∋Εντθηδθ σθµρενθλσηνµ(

얻을 수 있으며 영상 시스템의 주파수에 따른 응답을 나타낸다 공간해+ −
상도 측정 시 피사체 사이의 간격이 좁고 피사체가 작을수록 영상에서+

의 회색조 차이가 감소하여 구분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피사체간의 간격−
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를 표현한 공간해상도 개념만으로는 회색조 차

이가 감소한 정도를 반영할 수 없다 는 이를 보완하여 공간해상도− ΛΣΕ +
에 따르는 대조도를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력된피사체의대조도차이 
출력된피사체의대조도차이 

그래프 축 값 은 피사체의 대조도 차이가 영상에서 재ΛΣΕ Ξ 0 0//∃

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축을 따라서 피사체의 공간해상도가 증가할수+ Ω
록 값은 감소한다 이는 세세한 구조물을 촬영할수록 영ΛΣΕ ∋Εηφτθδ 0(−

상에서 피사체 대조도가 감소하여 구분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값이 까지 떨어지는 공간해상도를 그 영상시스템의 해ΛΣΕ /−0

상력으로 판단한다 영상의 선예도는 세세하지 않은 구조물을 촬영할−
때 즉 공간해상도가 낮은 영역에서 잘 반영되므로 값이 가 되+ + ΛΣΕ /−4

는 공간주파수를 영상의 선예도 기준으로 본다−



- 5 -

Εηφτθδ 0− ∆ωλοκδ νε ΛΣΕ βτθυδ

대조도 측정2(

대조도는 조직 간의 차이를 영상에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조물질이 들어있는 다양한 크기의 구멍 중 영상에서 육안으로 구분되
는 가장 작은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과 대조도 대 잡음비∋Βνµσθρσ σν

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장µνηρδ θσηνµ: ΒΜΘ( − ΛΧΒΣ
비의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성능팬텀을 표준팬텀으로 사용하고 있다≅≅ΟΛ ΒΣ −06 팬텀을 이≅≅ΟΛ
용한 영상의 대조도 평가에서는 아크릴 블록에 뚫린 구멍에 안쪽0/ΓΤ

으로 차이를 보이는 물질을 넣은 후 크기 이하에서 구분이 되는5−3λλ
가를 기준으로 삼는다−06

대조도 대 잡음비 는 잡음 수준에 대한 대조피사체와 배경의 대∋ΒΜΘ(
조도 차이를 의미한다 측정은 대조피사체의 평균 신호값과 배경의 평균−

신호값의 차를 계산한 후 잡음을 의미하는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어서 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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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도 측정3(

영상을 판독할 때 전체의 조사범위 내에서 피사ΒΑΒΣ ∋Εηδκχ νε Υηδϖ(
체의 흑화도가 균일하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라− ΡδχδµσδωΒΣ

인의 정도관리 항목에서도 영상의 균일도는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전체가 균일한 피사체에서 중심부

와 상하좌우 부위의 픽셀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균일도를 평가한다3 −

국내외 연구동향1−

최적화 전략0( ΒΑΒΣ

환자의 선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촬영실에서 쉽게 조절 가능한 노출 요
소로는 관전압 관전류 노출시간 를 들 수 있다+ + + ΕΝΥ −

관전압은 선 관두의 양극과 음극사이의 전위차를 말하며 선 광자의Ω + Ω
에너지 분포를 결정한다 관전압을 증가시킬 경우 선의 투과력이 증가− Ω

하고 산란선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낮은 관전압은 낮은 에너지의 선− Ω
을 발생시키며 환자의 선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등− Κνεσγφ,Γµρδµ 7은

범위에서 관전압이 높을수록 주관적 화질이 좋게 평가된다고5/}7/ϕΥ
보고한바 있다 등− ϑϖνµφ 07은 관전압의 감소가 화질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는 두 가지 조건에서0//+ 01/ϕΥ
진행된 연구이고 등Κνεσγφ,Γµρδµ 7은 간 연구이므로 관전5/}7/ϕΥ

압의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년− 1/03
등Οτϖδκρ 08은 범위에서 높은 관전압과 낮은 관전류 노출시5/}8/ϕΥ ,

간 곱으로 조건을 맞추는 것이 화질과 선량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하였
다 영상의 화질과 관전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ΒΑΒΣ

필요하다−
관전류 노출시간 곱 관전류와 노출시간은 선관에서 발생하는 광자들, 9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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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에만 영향을 미치고 에너지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전−
류 노출시간 곱을 증가시키는 경우 선량을 증가시키고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선 투과력과 피사체의 대조도에는 변화가 없다 관전류 노+ Ω − ,
출시간 곱이 증가할수록 잡음이 감소하여 화질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

나+7+07 잡음수준에 민감하지 않은 구조물의 판독에서는 관전류 노출시간,
곱을 줄여 선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플란트 술전 계획 수+

립에서 관전류 노출시간 곱을 줄일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03+04

와 시준 적절한 시준을 통해 를 조절하여 선 조사범위를 관ΕΝΥ 9 ΕΝΥ Ω

심영역으로 국한시키면 산란선을 감소시켜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환+
자의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년 등− 1/01 Οτϖδκρ 1/은 종의03

장비를 이용한 연구에서 가 작을수록 유효선량이 유의하게 낮ΒΑΒΣ ΕΝΥ
음을 보고하였다−

측정1( ΛΣΕ

팬텀에는 선쌍 팬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ΡδχδµσδωΒΣ ΗΠ + ΟΡΕ+ ΚΡΕ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간해상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각 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선쌍 팬텀의 경우 등Οτϖδκρ 10이 영상에서 공간해ΒΑΒΣ
상도 측정에 이용하였으나 의 단계 이상의 구분이/+ 0+ 1+ 2 κηµδ οηθ 2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쌍 팬텀은 정해진 단계에서 선쌍이−
구분 가능한가를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소 주관적이고 세세한

측정값을 구할 수 없으나 특별한 프로그램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판독이+
가능하여 의 정도관리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크기+ ΛΧΒΣ 0 λλ

의 구멍이 관찰가능한가 여부로 공간해상도를 평가한다−06

팬텀의 경우 이미 배열된 의 수직 방향 공간해상도밖에 측정ΚΡΕ κηµδ

할 수 없어 연구에 이용하기 부적합하다 스테인리스 스틸 강선− /−14λλ
이 식립되어있는 팬텀을 이용할 경우 여러 방향에서 를 측정ΟΡΕ ΛΣΕ

할 수 있어 영상의 측정에 적합하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 ΒΑΒΣ ΛΣ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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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다만 등− Αλα 11은 측정 시 팬텀 내 관심영역을 설ΟΡΕ
정한 후 수평 방향에서만 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연구들도 수직 수ΛΣΕ + +

평 두 방향에서의 만을 측정하였다ΛΣΕ −12+13 년 등1/02 Νψϕη 14은
영상에서 내에서 팬텀의 위치와 측정 방향에 따라 방ΒΑΒΣ ΕΝΥ ΛΣΕ

사상 방향과 방위각 방향의 값이 다르다고 보고∋θχηκ( ∋ψηλτσγκ( ΛΣΕ
하였다 영상에서 표준화된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더− ΒΑΒΣ ΛΣΕ

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측정2( ΒΜΘ

팬텀에서는 알루미늄 불소수지 폴리아세ΡδχδµσδωΒΣ ΗΠ ∋≅Κ(+ ∋ΟΣΕ∆(+
탈 폴리에틸렌 공기 종류의 물질을 각각∋ΟΝΛ(+ ∋ΚΧΟ∆(+ 4 0+ 1+ 2+ 3+ 4+

크기의 구멍에 넣은 팬텀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육안으로 관14λλ −
찰되는 가장 작은 피사체를 확인하는 방법과 측정이 모두 가능하ΒΜΘ

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개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조도를− ΒΜΘ
구하였다 년 등− 1/00 Οτϖδκρ 6은 아크릴 블록에 수산화인회석 혼합물+

알루미늄 공기를 대조물질로 을 측정하였으며 등+ ΒΜΘ + Ρτνλκηµδµ 15은
불소수지의 을 측정하여 화질을 평가하였다 등ΒΜΘ − Οτϖδκρ 08은 알루미

늄 공기 불소수지 폴리에틸렌의 값들을 측정하여 화질의 기준으+ + + ΒΜΘ +
로 이용하였으며 관전압과 관전류가 높을수록 값이 높아짐을 보고+ ΒΜΘ

하였다 등− Οτϖδκρ 16은 이후의 연구에서 여러 장비의 값을 측정하ΒΜΘ
여 장비에 따라 적절한 값이 서로 다름을 발표하였다+ ΒΜ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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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ΗΗΗ−

장비0− ΒΑΒΣ

본 연구에 한 대의 장비Χηµµνυ2 ΒΑΒΣ∋ΓΧΩϖηκκ Ηµβ−+ Ρδντκ+ ϑνθδ(

를 이용하였다 장비는 비정질 실리콘 평판검출기− Χηµµνυ2 ΒΑΒΣ
를 사용하였으며∋λνθογντρ ρηκηβνµ εκσ οµδκ χδσδβσνθ( + /−2λ ×λ

크기의 복셀을 이용하였다 관구의 회전 각도는/−2λ ×λ /−2λλ − 25 °/
였으며 단속적인 선 노출 방식으로 작동시간 초 노출시간은 초+ Ω 13 + 01

의 촬영 조건을 보였다 총 여과량은 두께의 알루미늄에 해당하− 1−7λλ
였다 는 팬텀의 전체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ΕΝΥ ΡδχδµσδωΒΣ ΗΠ

를 선택하였다 제조사에서 제공한 장비의 참고 선량1//λ ×λ 08/λλ −
은 였∋ΒΣΧΗϖ( 2−0 27 λΦξ∋01/ϕΥ+ 01/λ≅ρ+ ΕΝΥ9 1//λ ×λ 08/λλ(

다 팬텀− ΡδχδµσδωΒΣ ΗΠ ∋Κδδχρ Σδρσ Ναιδβσρ Κσχ−+ Ανθντφγαθηχφδ+
은 사람 머리 크기의 원통형 팬텀으로 직경 높이Τϑ( 05/λλ+ 051λλ

이며 아크릴 로 제작되었고 내부에+ ∋ονκξλδσγξκ,λδσγβθξκσδ: ΟΛΛ≅( +
는 개의 소형 팬텀 직경 높이 들이 삽입되어있다31 ∋ 24λλ+ 1/λλ(

다양한 화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 관전압을 단계∋Εηφτθδ 1(− ΒΑΒΣ 5 ∋5/+
관전류를 단계 로 나누어6/+ 7/+ 8/+ 0//+ 00/ϕΥ(+ 3 ∋3+ 5+ 7+ 0/λ≅(

가지 조합으로 팬텀과 선 두부 팬텀13 ΡδχδµσδωΒΣ ΗΠ Ω ∋οθνχτβσ µτλαδθ
을 촬영하였다617/+ ∆θκδθ Ψηλλδθ Βν−+ Κτε+ Φδθλµξ( ∋Εηφτθ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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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ηφτθδ 1− ∋≅( ≅ ΡδχδµσδωΒΣ ΗΠ ογµσνλ µχ ηµρδθσρ: ∋Α(

Σθµροθδµσ Ω,θξ ρϕτκκ ογµσνλ τρδχ ηµ σγηρ ρστχξ

물리적인 화질요소의 측정1−

가지 조건에서 획득한 영상은 형식으로 저장하였으며13 Χηβνλ +

프로그램 을Λ≅ΣΚ≅Α ∋Θ1/0/α+ Λσγϖνθϕρ Ηµβ−+ Λρρβγτρδσσρ+ ΤΡ≅(
이용하여 영상의 균일도를 측정하였다 각 조건에서 총ΛΣΕ+ ΒΜΘ+ − 53/

장의 체축면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각+ Λ≅ΣΚ≅Α
화질요소에 적합한 팬텀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

기 위하여 의 경우 회 과 균일도의 경우 회 반복 측정하였ΛΣΕ 0/ + ΒΜΘ 2
다−

측정0( ΛΣΕ

측정을 위하여 직경 스테인리스 스틸 강선이 식립되어있ΛΣΕ /−14λ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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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팬텀영상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푸리에 변환에 대한 수식은ΟΡΕ −
다음의 공식과 같다−

ò
¥

¥-

-
×=

=

dxPSF(x)

FT{PSF(x)}MTF(k)

e
2πikx

위 수식은 시간 영역의 함수에 지수함수단을 곱하여 적분하는 과정으
로 는 시간영역의 함수이고 변환 후 주파수 영역의 함수+ ΟΡΕ∋ω( +

로 변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이므로 이산ΛΣΕ∋ϕ( −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였다+ −

å
-

=

- -=×=
1Ν

0n

2πiκn/Ν
n 1Ν,0,κ,e)PSF(xΜΤF(κ) L

은 샘플링에서 얻은 픽셀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처럼 값의Μ ΟΡΕ − ΟΡΕ

이산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값을 측정하였다ΛΣΕ 4/+ ΛΣΕ 0/ −
우선 프로그램 상에서 팬텀부위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하Λ≅ΣΚ≅Α ΟΡΕ

여 확대한 다음 정확한 강선의 중심을 찾기 위해 영상의 대조도와 흑화+
도를 조절하였다 강선의 중심부위가 개 픽셀 이내에서 확인이 될 때까− 4

지 영상을 조절하였으며 중심 픽셀을 선택하면 수직 수평 양쪽 대각선+ + +
방향의 방향에서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평균값이 기록되었다3 ΛΣΕ

총 장의 영상에서 반복 측정하였다∋Εηφτθδ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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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ηφτθδ 2− Ρσδορ νε λνχτκσηνµ σθµρεδθ ετµβσηνµ ∋ΛΣΕ( λδρτθδλδµσ9
∋≅( ρδσσηµφ  θδφηνµ νε ηµσδθδρσ: ∋Α( λφµηεηβσηνµ νε θδφηνµ νε

ηµσδθδρσ: ∋Β( ηλφδ χιτρσλδµσ ενθ ρδσσηµφ  ϖηθδ βδµσδθ: µχ ∋Χ(
τσνλσδχ βκβτκσηνµ νε σγδ ΛΣΕ υκτδ ηµ εντθ χηθδβσηνµρ

측정1( ΒΜΘ

측정을 위해 직경 의 대조도 팬텀을 사용하였다 알루미늄ΒΜΘ 14λλ − +

불소수지 폴리아세탈 폴리에틸렌 공기 가지 물질이 아크릴 내부에 식+ + + 4
립되어있는 대조도 팬텀 중 알루미늄과 폴리아세탈을 각각 고대조 물질

과 저대조 물질로 선택하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알루미늄 폴리아세탈− + +
아크릴의 밀도는 각각 1−6/+ 0−31+ 0−1/φ.βλ2이었다 값은 피사체와− ΒΜ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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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물질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계
산하였다−


 

  
 

여기서 는 각각 대조피사체와 배경의 픽셀값의 평균을 의미하ναι+ αφμ μ

고 는 대조피사체와 배경픽셀값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영상+ ναι+ αφ −σ σ
의 관심영역은 팬텀의 중앙부로 설정하여 경계부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례 반복측정하였다∋Εηφτθδ 3(− 2 −

Εηφτθδ 3− Θδφηνµρ νε ηµσδθδρσρ ενθ ΒΜΘ λδρτθδλδµσ ∋Θδχ βηθβκδρ(

영상의 균일도2(

팬텀의 하방부 균일한 아크릴부위에서 영상의 균일도ΡδχδµσδωΒΣ Η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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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 영상의 균일도는 중앙부를 기준으로 상하좌우 주변영− 3
역 픽셀값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기록하였다 정확성을 높이∋Εηφτθδ 4(−

기 위하여 차례 반복측정하였다2 −

Εηφτθδ 4− Θδφηνµρ νε ηµσδθδρσρ ενθ ηλφδ τµηενθλησξ ∋Θδχ βηθβκδρ(

주관적 화질 평가2−

선 두부 팬텀을 물리적 화질요소 측정 시와 동일한 가지 조건에서Ω 13
촬영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셋트의 영상은 모두 형식ΒΑΒΣ − 13 Χηβνλ

으로 저장되었으며 절편두께로 재구성되었다 재구성된 체축상+ /−2λλ − +
관상 시상면 영상을 대의 판독용 모니터+ 2 ∋Λ∆204Κ+ Σνσνϕτ ∆κδβσθηβ

에서 명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공자들이 판독하Βν−+ Σνϕξν+ Ιοµ( 4
였다∋Εηφτθδ 5(−

모든 판독자들은 평가 전에 시범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는 개별적으+
로 진행되었으며 영상은 무작위순으로 배치하였다 판독자들은 영상의+ −

촬영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영상의 밝기와 대조+
도는 조절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판독자들은 상악 좌측제 대구치 근심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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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근부위를 우선 평가한 후 하악 우측제 대구치 근심치근부위를 평가+ 0
하였다 판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단 적합성을 평가하기 전에− +

가지 해부학적 구조의 가시성을 우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2 ∋Σακδ 0(−
후 모니터의 영상이 치근단 질환의 진단과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적합한

지 다음의 단계로 평가하였다 강하게 동의함 동의함 약하게5 9 ∋5(+ ∋4(+
동의함 약하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강하게 동∋3(+ ∋2(+ ∋1(+

의하지 않음 평가는 관찰자내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 간격으∋0(− 1
로 한번 더 반복하였다−

Εηφτθδ 5− ∆ωλοκδρ νε ηλφδρ χηροκξδχ ενθ ρταιδβσηυδ δυκτσηνµ νε
χηφµνρσηβ ββδοσαηκησξ9 ∋≅ Β( ωηκ+ βνθνµκ+ µχ ρφησσκ ηλφδρ νε–

σγδ ββδοσακδ πτκησξ φθντο ∋00/ϕΥ+ 7λ≅(: µχ ∋Χ Ε( ωηκ+–
βνθνµκ+ µχ ρφησσκ ηλφδρ νε σγδ τµββδοσακδ πτκησξ φθντο ∋5/ϕΥ+

7λ≅(

판독자 명의 주관적인 화질 평가 이후 모든 영상들을 적합 부적합 군4 .
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명의 판독자 모두에게서 최소 점 이상− 4 3

을 획득한 영상들만을 적합군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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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ακδ 0− ∆υκτσηνµ ρσσδλδµσ νε ρταιδβσηυδ ηλφδ πτκησξ

Maxilla

Maxillary left 1st molar

Mesio-buccal root area

Mandible

Mandibluar right 1st molar

Mesial root area
1. Clear inferior border
of maxillary sinus

1. Clear border of
mandibular canal

2. Clear lamina dura and
periodontal ligament space

2. Clear lamina dura and
periodontal ligament space

3. Clear trabecular bone pattern 3. Clear trabecular bone pattern

4. Image quality sufficient
for periapical diagnosis

4. Image quality sufficient
for periapical diagnosis

5. Image quality sufficient
for implant planning

5. Image quality sufficient
for implant planning

통계학적 분석3−

주관적 화질 평가의 관찰자 내 관찰자간 일치도는 를+ νµκηµδ βκβτκσνθ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ϖδηφγσδχ ϕοο − ∋γσσο9..υρρθρσσρ−
적합 부적합 영상군 사이에 물리적인 화질요소들의 측µδσ.ηµχδω−γσλκ(− .

정값과 노출 조건 관전압 관전류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 (
하여 샘플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경우 혹은ηµχδοδµχδµσ σ,σδρσ∋ ( Λµµ–

샘플이 정규분포를 보이지 않는 경우 를 시행하였다ςγησµδξ Τ σδρσ∋ ( −
통계프로그램은 ΗΑΛ ΡΟΡΡ Ρσσηρσηβρ υδθρηνµ 10∋ΗΑΛ Βνθο−+ ≅θλνµϕ+

을 이용하였다 적합 부적합 영상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ΜΞ+ ΤΡ≅( − .
이는 화질요소값과 노출 조건의 경우에는 적합 부적합을 구분하는 기준.

값을 구하기 위하여 를 그θδβδηυδθ νοδθσηµφ βγθβσδθηρσηβ∋ΘΝΒ( βτθυδ
려 기준값을 구한 다음 기준값의 유효함을 평가할 수 있는 곡선 하방 면

적 과 유의∋≅θδ τµχδθ θδβδηυδθ νοδθσηµφ βγθβσδθηρσηβ βτθυδ: ≅ΤΒ(
수준을 계산하였다 이후 적합 영상군 사이에서 악골과 진단 목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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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질요소값들의 차이가 있는지 로 검증하였다Λµµ ςγησµδξ Τ σδρσ −–
유의수준은 를 기준으로 하였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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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ΗΥ−

와 주관적 화질 간의 관계0− ΛΣΕ

모든 진단 목적에서 적합한 영상군의 값은 부적합한 영상군의ΛΣΕ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ΛΣΕ ∋Ο;/−/4(∋Εηφτθδ 6(−

Εηφτθδ 6− Λνχτκσηνµ σθµρεδθ ετµβσηνµ ∋ΛΣΕ( υκτδρ νε δβγ
χηφµνρσηβ σρϕ9 ∋≅( ΛΣΕ 4/ χηρσθηατσηνµ: ∋Α( ΛΣΕ 0/ χηρσθηατσηνµ−

≅β+ ββδοσακδ φθντο: Τβ+ τµββδοσακδ φθντο: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과 주관적 화질 간의 관계1− ΒΜΘ

모든 진단 목적에서 적합한 영상군의 값은 부적합한 영상군의ΒΜΘ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ΜΘ ∋Ο;/−/4(∋Εηφτθ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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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ηφτθδ 7− Βνµσθρσ,σν,µνηρδ θσην ∋ΒΜΘ( υκτδρ νε δβγ χηφµνρσηβ

σρϕ9 ∋≅( ΒΜΘ ≅Κ χηρσθηατσηνµ: ∋Α( ΒΜΘ ΟΝΛ χηρσθηατσηνµ− ≅Κ+
κτληµτλ: ΟΝΛ+ ονκξνωξλδσγξκδµδ: ≅β+ ββδοσακδ φθντο: Τβ+

τµββδοσακδ φθντο: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영상의 균일도와2− 주관적 화질 간의 관계

영상의 균일도는 주관적인 화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Εηφτθδ 8(−

Εηφτθδ 8− Τµηενθλησξ υκτδρ νε δβγ χηφµνρσηβ σρϕ− ≅β+ ββδοσακδ

φθντο: Τβ+ τµββδοσακδ φθντο: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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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관전압 관전류와 주관적 화질 간의 관계3− +

적합 영상군의 관전압이 부적합 영상군의 관전압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관전류는 상악과 하악의 치근단 질환∋Ο;/−/4(∋Σακδ 1(−
의 진단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적합 영상군에서 부적합 영상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 적합 부적합 영상군 간에 유의한+ .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Σακδ 1(−

Σακδ 1− Σγδ χηεεδθδµβδρ ηµ δωονρτθδ βνµχησηνµρ αδσϖδδµ ββδοσακδ

µχ τµββδοσακδ φθντορ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Νασηµδχ τρηµφ Λµµ,ςγησµδξ τ,σδρσ

관전압의 기준값 분석 결과4− ΛΣΕ+ ΒΜΘ+

모든 진단목적에서 적합 부적합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ΛΣΕ+
관전압에 대해 적합한 영상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값을ΒΜΘ+ ΘΝΒ

를 통해 계산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곡선 하방 면적βτθυδ ∋Σακδ 2(−
이 이상이었고 유의 수준은 모두 보다 낮게 계산되어 기∋≅ΤΒ( /−8 + /−/4

Mx PD Mx IP Mn PD Mn IP

kV 0.000a 0.000a 0.000a 0.000a

mA 0.005a 0.183a 0.002a 0.1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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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값이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하악 치근단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의 관전압이 필요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의 관전압이 적합74ϕΥ + 64ϕΥ

한 영상으로 분류되기 위한 기준값으로 계산되었다−

Σακδ 2− Βτσ,νεε υκτδ νε ΛΣΕ+ ΒΜΘ µχ σταδ υνκσφδ αδσϖδδµ
ββδοσακδ µχ τµββδοσακδ φθντο ββνθχηµφ σν χηφµνρσηβ σρϕρ

≅Κ+ κτληµτλ: ΟΝΛ+ ονκξνωξλδσγξκδµδ: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ΤΒ+ θδ τµχδθ ΘΝΒ
βτθυδ

Diagnostic

Task
MTF 50 MTF 10 CNR AL CNR POM kV

PD of

Mx

Cut-off
value 0.42 0.76 53.25 6.90 75

AUC 0.958 0.956 0.964 0.952 0.906
P 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IP of

Mx

Cut-off
value 0.37 0.67 38.77 4.77 75

AUC 0.965 0.941 0.981 0.969 0.969
P 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PD of

Mn

Cut-off
value 0.43 0.72 56.94 7.35 85

AUC 0.855 0.843 0.897 0.904 0.819
P 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IP of

Mn

Cut-off
value 0.36 0.70 38.77 4.77 75

AUC 1.000 0.964 0.981 0.988 0.981
P 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 22 -

악골과 진단목적에 따른 와 값의 분석 결과5− ΛΣΕ ΒΜΘ

적합 영상군 사이에서 악골에 따라 값에 차이가 있는지 알ΛΣΕ+ ΒΜΘ

아보았다 같은 진단목적으로 평가하여 분류한 경우 상악 하악∋Σακδ 3(− .
영상군 사이에 값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적합한 영상으ΛΣΕ+ ΒΜΘ +

로 분류되기 위해 필요한 화질 요소값은 악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여겨진다 또한 상악의 경우 치근단 질환의 진단과 임플란트 술전 평−

가에 요구되는 물리적인 화질 요소값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악의 경우에는 치근단 질환을 진단할 경우 임플란∋Σακδ 4(−

트 술전 평가에서보다 더욱 높은 와 값이 필요하였다ΛΣΕ ΒΜΘ ∋Σακδ
4(−

Σακδ 3− Σγδ χηεεδθδµβδρ ηµ ογξρηβκ εβσνθρ νε ββδοσακδ φθντορ

ββνθχηµφ σν σξοδ νε ιϖ

≅Κ+ κτληµτλ: ΟΝΛ+ ονκξνωξλδσγξκδµδ: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Νασηµδχ τρηµφ Λµµ,ςγησµδξ τ,σδρσ

Task Jaw MTF 50 MTF 10 CNR AL CNR POM

PD
Mx

0.908a 0.993a 0.494a 0.316a

Mn

IP
Mx

0.486a 0.511a 0.413a 0.469a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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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ακδ 4− Σγδ χηεεδθδµβδρ ηµ ογξρηβκ εβσνθρ νε ββδοσακδ φθντορ
ββνθχηµφ σν χηφµνρσηβ σρϕ

≅Κ+ κτληµτλ: ΟΝΛ+ ονκξνωξλδσγξκδµδ: ΟΧ+ οδθηοηβκ χηφµνρηρ: ΗΟ+
ηλοκµσ οκµµηµφ: Λω+ λωηκκ: Λµ+ λµχηακδ
Νασηµδχ τρηµφ Λµµ,ςγησµδξ τ,σδρσ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의 값은 판독자 내 신뢰도에서ϖδηφγσδχ ϕοο
판독자간 신뢰도에서 로 중등도의/−48 ∋/−37}/−67(+ /−30 ∋/−18}/−48(

신뢰도를 보였다−

Jaw Task MTF 50 MTF 10 CNR AL CNR POM

Mx
PD

0.052a 0.054a 0.053a 0.075a

IP

Mn
PD

0.024a 0.035a 0.005a 0.004a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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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Υ−

본 연구는 주관적 화질과 물리적인 화질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진단목적에 따라 물리적인 화질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였다 실험−
에는 한 대의 촬영기 선 두부 팬텀ΒΑΒΣ + ΡδχδµσδωΒΣ ΗΠ ογµσνλ+ Ω

을 이용하였다 모든 진단목적에서 적합한 영상군의 값은 부적합한− ΛΣΕ
영상군의 값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ΛΣΕ + ΛΣΕ ΒΑΒΣ

영상의 진단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확실히 유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적합 부적합 영상군을 구분하는 값이 으로 낮게 나타. ΛΣΕ 0/ /−5 ~6 /−65

나 이 값이 진단 적합성의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며 공간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는 복셀의 크기 관전류 잡음 기하학적인 정확성 등이 있다+ + + ΕΝΥ+ −6+10

팬텀 내에는 선쌍 팬텀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는 세밀ΡδχδµσδωΒΣ ΗΠ +

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다소 주관적이다+ −10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영상의 측정 시 한 방향ΒΑΒΣ ΛΣΕ 11 혹은 두 방향의12+13 값만을ΛΣΕ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방향의 값들을 모두 측정하여 평균+ 3 ΛΣΕ
값을 이용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수직 수평방향과 양쪽 대각선 방향의− +

측정값들이 서로 달랐으며 이는 영상에서 방사상 방향과 방위각+ ΒΑΒΣ
방향의 값이 서로 다름을 보고한 등ΛΣΕ Νψϕη 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표준화된 값 측정 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ΛΣΕ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방향의 평균값을 취하는+ 3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복셀의 크기에 대

한 실험은 진행하지 않았다 복셀의 크기와 진단의 정확성을 다룬 논문−
은 많이 있는데+00+17,2/ zÖ δθ00는 복셀의 크기에 따른 치근 파절의 진단

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ςδµψδκ 등2/의 연구에서
는 저해상도 영상에서보다 고해상도 영상에서 치근 파절에ΒΑΒΣ ΒΑΒΣ

대한 더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Κδηχϕδ 등17은 복셀의 크기가 치근의 외
흡수를 진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반대로 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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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흡수를 진단할 때 고해상도 영상에서 판독하는 것이 저해상ΒΑΒΣ
도 영상을 이용하는 것 이상의 진단능을 보였다는 결과도 보고된ΒΑΒΣ

바 있다−18 이처럼 복셀의 크기와 진단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지만 공간해상도는 중요한 화질 요소이므로 공간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1+17,20

화질 평가에서 은 또 다른 중요한 물리적 화질 요소이며 값은ΒΜΘ + ΒΜΘ
이전의 화질 평가에서도 주요한 요소로 이용되었다−6+08+15+16 본 연구에서

는 알루미늄을 고대조 물질로 폴리아세탈을 저대조 물질로 이용하여
을 측정하였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간행물 디지털 방사선의ΒΜΘ − 82 ‘

학에서 환자선량 관리에 따르면 저대조 해상도가 고대조 해상도보다 임’
상적 화질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01 이는 고대조 물질

은 잡음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해도 여전히 구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
과영역에서 장비는 치아나 악골 투과성 병소 같은 고대조 피사체ΒΑΒΣ +

의 감별에 이용되지만 치조백선 치주인대강 하악관처럼 해면골과 비교+ + +
하여 대조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의 감별에 이용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여러 장비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에서 치주인− ΒΑΒΣ
대강과 치조백선이 다른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관

찰이 어려운 구조물로 밝혀진 바 있다−5+16 따라서 저대조 분해능은
에서도 중요한 화질요소이며 등ΒΑΒΣ + Αλα 11은 폴리에틸렌 으∋ΚΧΟ∆(

로 제작한 저대조 팬텀이 여러 장비의 대조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함을 보
고하였다−

폴리아세탈의 평균 값은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관ΒΜΘ 6−44}8−16 +
적 화질 평가의 적합 기준치는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주관적2−81}6−24 −

화질과의 관계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며 영상의 잡음은 복셀의+
크기 관전류 검출기의 종류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 +

종간의 값의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등ΒΜΘ − Οτϖδκρ 6+16은 값이 하ΒΜΘ
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로 인해 장비마다 다름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값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혹은 프로그램을ΒΜΘ ΗλφδΙ Λ≅ΣΚ≅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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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이+
를 간편화하기 위해서는 값과 육안으로 확인하는 구멍의 가시성 검ΒΜΘ

사 결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팬텀 검사에서는 이처럼 육안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ΛΧΒΣ

다−02+06

같은 진단목적으로 영상의 주관적 화질을 평가하여 분류한 경우 악골에
따라 요구되는 공간해상도 대조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한 상악에서는 치근단 질환의 진단과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인 화질 요소에는 차이가 없었다− Κνεσγφ,Γµρδµ 등7은 진단 목

적에 따른 노출 조건을 다룬 연구에서 상악 하악 간에 그리고 치근단 질.
환의 진단과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의 화질 평가 결과가 다르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
적합한 영상을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등Κνεσγφ,Γµρδµ 7의 연구에서는 와 사이를s 결σθνµφκξ φθδδ φθδδ
정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약하게 동의함과 약하

게 동의하지 않음 즉 동의와 동의하지 않음 사이를 기준으로 적합 부적.
합 군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에서 치근단 질환의 진단과 임−

플란트 술전 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해상도 대조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7

관전압과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적합한+

영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관전압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64ϕΥ
로 나타났다 특히 하악 치근단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는 이상의− 74ϕΥ

관전압이 필요하였다 이는 하악 치근단 질환의 진단에 더욱 높은 물리−
적 화질 요소값이 필요하다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와 관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관전류의 경우에는 치근단 질환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
만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근단+ −

질환의 평가에는 미세한 구조물인 치조백선과 치주인대강의 관찰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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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관전류가 낮은 경우 잡음 수준이 증가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는 관전압보다는 관전류를 낮추어 화−

질과 선량을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03+04+08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플−

란트 평가로 얻은 최적화 방법으로 치근단 질환 진단의 최적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한 종류의 장비만을 사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한계이며 따라서ΒΑΒΣ +
본 연구의 기준값을 그대로 다른 영상의ΛΣΕ+ ΒΜΘ ΒΑΒΣ ΛΣΕ+ ΒΜΘ

값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주관적 화질 평가−
결과와 물리적 화질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상의+

최적화는 검사부위와 진단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후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장비를 다루어 장비별로 구체화− ΒΑΒΣ

하고 개별화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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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ΥΗ−

본 연구는 영상에서 와 값이 높을수록 주관적 화질 평ΒΑΒΣ ΛΣΕ ΒΜΘ

가 결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악에서는 주관적 화질 평가에 있−
어 진단목적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악의 경우 치근단 질환의

진단에는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서보다 높은 물리적 화질 요소와 관전압
을 필요로 하였다 영상을 임플란트 술전 평가에 이용할 경우 최− ΒΑΒΣ

적화를 위해 높은 관전압과 낮은 관전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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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24−
11− Αλα Ι+ ≅θϕη ϑ+ ∆µχν ≅+ Νϕµν Σ− Ηλφδ πτκησξ ρρδρρλδµσ

νε σγθδδ βνµδ αδλ ΒΣ λβγηµδρ τρηµφ σγδ Ρ∆Χ∆ΜΣ∆ΩΒΣ ΒΣ
ογµσνλ− Χδµσνλωηκκνεβ Θχηνκ− 1/02: 319 1/01/334− χνη9

0/−0148.χλεθ−1/01/334−
12− ςσµαδ Γ+ Γνµχ ∆+ ϑτθαξργη Σ− Λνχτκσηνµ σθµρεδθ

ετµβσηνµ δυκτσηνµ νε βνµδ αδλ βνλοτσδχ σνλνφθογξ ενθ χδµσκ
τρδ ϖησγ σγδ νυδθρλοκηµφ λδσγνχ− Χδµσνλωηκκνεβ Θχηνκ− 1/0/: 289

17,21−
13− Ωτ Ι+ Θδγ ΧΧ+ Βθδξ ΙΟ+ Λγδργ Λ+ Ρηδϖδθχρδµ ΙΓ− Σδβγµηβκ

ρρδρρλδµσ νε  βνµδ,αδλ ΒΣ ρβµµδθ ενθ νσνκθξµφνκνφξ ηλφηµφ9
ηλφδ πτκησξ+ χνρδ+ µχ σδβγµηπτδ οθνσνβνκρ− Λδχ Ογξρ− 1/01: 289

3821,31−
14− Νψϕη Ξ+ ςσµαδ Γ+ Μνλτθ Ξ+ Γνµχ ∆+ Ρτλη Ξ+ ϑτθαξργη

Σ− Κνβσηνµ χδοδµχδµβξ νε σγδ ροσηκ θδρνκτσηνµ νε βνµδ αδ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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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νλοτσδχ σνλνφθογξ ενθ χδµσκ τρδ− Νθκ Ρτθφ Νθκ Λδχ Νθκ
Οσγνκ Νθκ Θχηνκ− 1/02: 0059 537,44−

15− Ρτνλκηµδµ ≅+ ϑηκιτµδµ Σ+ ϑρδθ Ξ+ Οδκσνκ Ι+ ϑνθσδρµηδλη Λ−
Χνρηλδσθξ µχ ηλφδ πτκησξ νε εντθ χδµσκ βνµδ αδλ βνλοτσδχ

σνλνφθογξ ρβµµδθρ βνλοθδχ ϖησγ λτκσηρκηβδ βνλοτσδχ σνλνφθογξ
ρβµµδθρ− Χδµσνλωηκκνεβ Θχηνκ− 1//8: 279 256,267−

16− Οτϖδκρ Θ+ Ρδξµδυδ Κ+ Ανρλµρ Γ+ Ανφδθσρ Θ+ Ιβναρ Θ−
Σδβγµηβκ υδθρτρ χηφµνρσηβ ηλφδ πτκησξ ηµ χδµσκ ΒΑΒΣ ηλφηµφ−

γσσο9..ονρσδθµφ−µδσϕδξ−σ.δρθ.υηδϖηµφ.ηµχδω−ογο>λνχτκδ<υηδϖηµφ⊥ονρσδθ
%σρϕ<%οη<007085

17− Κηδχϕδ ΦΡ+ χ Ρηκυδηθ Γ∆+ χ Ρηκυδηθ ΓΚ+ Χτσθ Υ+ χδ
Εηφτδηθδχν Ι≅− Ηµεκτδµβδ νε υνωδκ ρηψδ ηµ σγδ χηφµνρσηβ αηκησξ νε

βνµδ αδλ σνλνφθογξ σν δυκτσδ ρηλτκσδχ δωσδθµκ θννσ
θδρνθοσηνµ− Ι ∆µχνχ− 1//8: 249 122,124−

18− ϑλατθνğκτ ϑ+ ϑτθρτµ Ρ− ≅ βνλοθηρνµ νε σγδ χηφµνρσηβ
ββτθβξ νε ΒΑΒΣ ηλφδρ νε χηεεδθδµσ υνωδκ θδρνκτσηνµρ τρδχ σν

χδσδβσ ρηλτκσδχ ρλκκ ηµσδθµκ θδρνθοσηνµ βυησηδρ− Ηµσ ∆µχνχ Ι−
1/0/: 329 687,7/6−

2/− ςδµψδκ ≅+ Γησδθ,Μδσν Ε+ Εθξχδµαδθφ Λ+ ϑηθϕδυµφ ΚΚ−
Υθηακδ,θδρνκτσηνµ βνµδ,αδλ βνλοτσδθηψδχ σνλνφθογξ ϖησγ

δµγµβδλδµσ εηκσθσηνµ βνλοθδχ ϖησγ ηµσθνθκ ογνσνρσηλτκακδ
ογνρογνθ θχηνφθογξ ηµ χδσδβσηνµ νε σθµρυδθρδ θννσ εθβστθδρ ηµ µ

ηµ υησθν λνχδκ− Νθκ Ρτθφ Νθκ Λδχ Νθκ Οσγνκ Νθκ Θχηνκ− 1//8:
0/79 828,834−

20− Βγνη ΧΓ+ Βγνη ΑΘ+ Βγνη Ις+ Γτγ ϑΓ+ Ξη ςΙ+ Γδν ΛΡ+ δσ κ−
Θδεδθδµβδ κηµδ,οηθ υκτδρ νε οµνθληβ θχηνφθογρ τρηµφ µ

θβγ,ενθλ ογµσνλ ρσµχ σν ρρδρρ βκηµηβκ ηλφδ πτκησξ− Ηλφηµφ
Ρβη Χδµσ− 1/02: 32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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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and Physical Image Quality of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Images

according to Diagnostic Task

Jin-Woo Choi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Sam-sun Lee, DDS, MSD, PhD)

1. Objectives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factors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CBCT) images in different diagnostic tasks.

2. Materials and methods

CBCT images of a real skull phantom and a SedentexCT IQ

phantom were acquired under different exposure conditions (one

Dinnova3 CBCT scanner, 60 110kV an  d 4 10mA). Five– –

radiologists evaluated real skull phantom images for diagno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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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of periapical diagnosis and implant planning. Based on the

subjective evaluation results on the quality, the image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namely, acceptable and unacceptable.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contrast-to-noise ratio

(CNR), and image uniformity were measured using the

SedentexCT IQ phantom. The differences in physical factors and

exposure conditions were evaluated.

3. Results

MTF and CNR value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image quality of the acceptable group and that of the

unacceptable group in all the diagnostic tasks. In the case of the

maxilla,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MTF and CNR

values between the acceptable image groups of periapical

diagnosis and implant planning. Higher MTF and CNR values were

required in the periapical diagnosis of the mandible than in the

implant planning of the mandible. There we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ube voltage between acceptable and unacceptable

groups in all diagnostic tasks.

4. Conclusion

This study proves that MTF and CNR value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image quality. In the case of the

maxilla, the diagnostic task may be of little importance in the

subjective evalu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mandible, the

periapical diagnosis required better physical image quality than

implant planning. Optimization of CBCT images should consist of

tube current reduction instead of tube voltage reduction.

-----------------------------------------------------

Keywords: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Dental, Image Quality,

Diagnostic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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