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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컴퓨터단층촬영(CT)의 반복적 재구성 기법은 환자에게 낮은 방사선량

으로 잡음은 줄이고 높은 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서 임상에서 점점 사

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 재구성 기법의 비선형적인 주파수

특성에 관하여, 정량적인 분석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

구에서는 새로 고안한 엣지 팬텀과 슬릿 팬텀을 이용하여 반복적 재구성

기법을 사용한 CT에서 잡음 레벨과 대조도에 따른 modulation transfer

function(MTF)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엣지 팬텀은 6단계로 희석시킨

CT 조영제로 구성되며, 슬릿 팬텀은 알루미늄 호일과 아크릴판의 조합

으로 9단계의 대조도를 갖게 하였다. CT 장치는 64열의 MDCT(GE

Discovery CT750HD)를 사용하였고, 5가지 선량(10, 25, 50, 100,

200mAs)으로 촬영하였으며, 고식적인 FBP과 2종류의 반복적 재구성 기

법(ASIR50과 VEO)으로 영상을 재구성하였다. 엣지확산함수(ESF)는 영

상의 각도가 기울어진 엣지의 단면선으로 얻었으며, 이를 미분연산을 통

해 선확산함수(LSF)를 계산하였다. 퓨리에 변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대

조도에 따른 presampled MTF를 측정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MTF

를 비교한 결과, 모델기반 재구성기법(VEO)은 측정 대상체의 대조도와

노출량에 따라서 비선형적인 해상도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엣지팬텀에서 높은 대조도의 대상체는 높은 노출조건(200mAs)에서

낮은 노출조건(25mAs) 보다 19% 높은 MTF50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병변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해야하는 임상적 응용에서 반복적 재

구성 기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컴퓨터단층촬영, MTF, 반복적재구성, 비선형성, 품질관리

학 번 : 201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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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Computed Tomography (CT)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은 1972년 EMI

(Electro-Musical Industries)사 Godfrey Hounsfield의 연구로 최초의 CT

스캐너가 제작된 이후, CT는 기초 연구에서 임상 연구까지 폭 넓게 활

용되는 영상의학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 하였다[1].

CT는 X선을 이용하여 몸의 2차원 단면 영상을 얻는 시스템으로, X선

튜브가 환자 주변을 빠르게 360도 회전하며 X선을 발생하고, 몸을 투과

하면서 감쇄된 방사선을 검출기로 방사선량을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

를 back-projection같은 영상 재구성기술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영상을

얻어 모니터로 나타낸다[2,3].

최초의 CT는 하나의 단면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영데이터

를 촬영하는 시간만 해도 수십분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MDCT(Multi detector computed tomography)는 한 번에 튜브 회전으로

여러 단면을 얻을 수 있다. 128채널 MDCT는 흉부 전체를 촬영하는 데

수 초 정도면 충분하고, 단면 영상을 촬영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최근에는 X선 검사에서 환자가 받는 피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CT 검사가 전체 방사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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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노출량으로 검사를 시행하고자 기술의 개발에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4,5]. 이에 따라 적은 방사선량으로도 기존과 비

슷한 영상 화질을 얻을 수 있는 잡음 감소 기술, 반복적 재구성 기술, 환

부에 따라 방사선 노출을 다르게 적용하는 기술인 Automatic Exposure

Control(AEC) 등 여러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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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복적 재구성 기법

CT의 재구성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Filtered back

projection(FBP) 같은 1회적인 재구성 방법과 algebraic reconstruction

techniques(ART) 이나 statistical image reconstruction

techniques(SIRT)와 같은 반복적인 알고리즘 기술이 있다. 이 중 반복적

인 방법은 최근에 여러 가지 장점이 각광을 받고 있다. 미리 알고 있는

시스템의 구조, 검출기의 특성, 잡음의 모델 등과 같은 사전 정보들을 복

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화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장

점이다[8-11].

반면 반복적 재구성 방법은 많은 계산 량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알고리즘이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해상도나 잡

음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파라미터를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

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에, 반복적 재구성 기술에 대한 영상의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많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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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제 1 절 Modulation transfer function(MTF)

Computed Tomography의 공간 해상도는 영상화질 평가의 중요한 요

소이다. 공간 해상도란 영상에서 작은 물체나 가까이 붙어있는 물체를

구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MTF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MTF란 영상시스템이 각각의 공간 주파수에서 입력된 신호를 얼마나 출

력으로 잘 전달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CT 장치에서 MTF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선확산 함수(LSF)를 측

정하는 슬릿방법과 LSF를 적분한 형태인 엣지확산 함수(ESF)를 측정하

는 엣지방법, 그리고 점확산 함수(PSF)를 측정하는 와이어방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먼저 아날로그 X선 검출기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

며[14,15] 그 이후 디지털 X선 영상에 적용되었다(Judy, 1976, Giger and

Doi, 1984, Fujita et al., 1992, Boone and Seibert, 1994, Samei et al.,

199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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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F는 다음 두 가지 수식으로 표현된다.

(1) 입력신호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출력신호의 주파수 성분 비

  
 

  
(1)

(2) delta function 입력에 대한 시스템 응답의 크기

  (2)

   (3)

여기서 OTF(u,v)는 Optical Transfer Function 즉, PSF의 Fourier

transform이다. MTF는 OTF의 절대값을 나타낸다[20].

즉 MTF는 각각의 공간 주파수에 대한 전달된 신호의 크기를 나타낸

다. 위의 식은 DC 신호는 시스템 전달 과정에서 신호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MTF(0) = 1을 의미한다. 또한, 이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모든

주파수에서 MTF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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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resampled MTF

디지털 영상 시스템에서는 영상장치의 물리적인 특성에 의한 공간해상

도 특성뿐 아니라, 공간 축에서의 표본화 과정으로 인한 aliasing까지 영

상 특성에 반영된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aliasing으로 왜곡

된 주파수 성분이 해상도 특성에 반영될 위험이 있다.

Preampled MTF는 디지털 영상 시스템에서 데이터 표본화로 인한

aliasing효과를 우회하는 MTF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되었다.

X선 발생원에서 검출기, 데이터 표본화 과정, 그리고 데이터 연산 시스

템까지 전체적인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MT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

 ∞

∆ ∆
· ·  (4)

여기서     는 각각 MTF의

아날로그 입력, 표본화 간격, 필터, 디스플레이 간격을 의미한다. 여기서

 · 이 presampled MTF를 나타낸다[17].

Presampled MTF 측정기법의 핵심은 디지털 시스템의 표본화 단계에

서 결정되는 LSF의 표본간격보다 더 조밀하게 표본화한 LSF를 생성하

는 과정이다.

그림 1에 조밀하게 표본화 된 ESF 생성과정을 나타내었다. 먼저 엣지

를 ESF 구하는 방향의 직각이 되도록 약간(일반적으로 1.5°-3°) 기울여

촬영한 다음 엣지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다시 조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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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화 한 ESF 그래프를 만든다. 이 데이터는 원래의 ESF보다 더 좁은

간격으로 표본화 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를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여 최

종적으로 조밀한 표본화한 LSF를 구한다. 즉 디지털 영상 시스템에서

presampled MTF는 표본화 간격으로 인한 nyquist 주파수 보다 높은 주

파수 특성까지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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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교하게 표본화된 ESF 생성과정을 표현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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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TF 측정 방법

3.1 슬릿 방법

슬릿방법은 매우 작은 슬릿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

는 것이다. 슬릿의 PSF와 컨볼루션 된 형태로 시스템의 응답이 나타나

게 되며, 그 결과 선확산 함수(LSF)를 얻을 수 있다. LSF의 퓨리에 변

환을 통해 슬릿 축에 수직한 MTF를 결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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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엣지 방법

엣지 방법에서는 엣지 팬텀을 촬영 데이터에서 엣지에 수직 방향으로

조밀하게 표본화 하여 ESF를 구한 후, 그 미분으로서 LSF를 구한다.

엣지 방법은 슬릿 방법과 비교했을 때 낮은 주파수영역에서 보다 정확

한 MTF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슬릿 방법에서는 LSF의 끝부

분 데이터를 extrapolation하게 되면 낮은 주파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엣지 방법의 단점은 LSF를 얻기 위해 ESF의 미분과정

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 성분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엣지 방법은 장치의 물리적인 결함이나 X선의 산란선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18].

  



 (6)




expi 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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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와이어 방법

CT 시스템의 경우 가는 금속선을 이용한 2D-PSF를 측정하여 MTF

를 구하는 방법이 고식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1]. 이때 금속선의 재

질로서는 텅스텐을 주로 사용하며 굵기는 100um 이하를 사용한다. 이상

적으로는 Delta 함수를 이용하여 PSF를 구하는 것이지만, 영상의 화소

크기보다 매우 작다면 금속선의 지름을 무시하고 측정해도 무방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GE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QC팬텀

인 GE performance phantom의 경우 80um의 텅스텐 선으로 구성되어있

다.

그림 2. MTF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과 측정 과정을 나타내는 그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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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대상 및 방법

제 1 절 팬텀 설계

CT 장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속선 기반의 MTF 측정법에서는

다양한 대조도에 대한 MTF 특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presampled MTF를 구하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조도에 의존적인 공간 주파수 특성 조사를 위

해 새로운 슬릿 팬텀과 엣지 팬텀을 고안하여 제작하였다.

1. 슬릿 팬텀

일반적인 CT 장치에 있어서 재구성된 CT 영상공간에 투사된 검출기

의 화소간격은 약 0.5mm이므로, 팬텀의 슬릿은 이것보다 좁은 크기로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단계의 대조도를 갖게 하기 위하

여 얇은 알루미늄 호일(foil)을 이용하여 팬텀제작을 하였다[22]. 알루미

늄 호일 한 장의 두께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0.015mm로 측정되었다. 알루미늄 호일을 아크릴 판

(20mm×20mm×10mm) 안에 1겹부터 9겹까지 다양한 두께를 갖도록 샌

드위치 형태로 넣고 단단히 고정하여 슬릿 팬텀을 제작하였다. 그림 3은

슬릿 팬텀의 구성과 촬영된 CT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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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작된 슬릿 팬텀의 구성과 CT 촬영상의 예시

2. 엣지 팬텀

다양한 대조도를 갖는 엣지 팬텀을 제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농도로

조합된 요오드 수용액과 아크릴판을 이용하였다.

팬텀의 토대가 되는 아래쪽 아크릴 판은 3cm의 두께를 갖으며, 그 위

에 3mm 아크릴 벽을 이용하여 6개의 공간을 만들었다. 3cm × 3cm ×

3cm 의 부피를 갖는 각각의 공간에 여러 농도의 요오드 수용액을 넣고

새지 않도록 위쪽을 마감 처리 하였다.

다양한 인체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CT 값을 표방하기 위해

90-1000HU 범위의 CT 값을 갖도록 요오드와 물을 혼합하였다. 6단계로

나눈 요오드 수용액 농도와 CT값은 표 1에 작성하였다.

그림 4는 제작한 엣지 팬텀의 구성과 CT 촬영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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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양한 대조도의 엣지팬텀의 Contrast 희석 농도와 CT 값

물질 희석 농도
CT attenuation value 

(HU)
Acrylic – 132.12±16.73

Contrast 1 2.0% 225.40±15.14
Contrast 2 3.6% 337.28±16.78
Contrast 3 6.3% 563.03±17.07
Contrast 4 7.8% 647.56±28.18
Contrast 5 9.8% 717.30±26.87
Contrast 6 19.0% 1128.54±35.44

그림 4. 제작된 엣지 팬텀의 구성과 CT 촬영상의 예시



- 15 -

제 2 절 영상 획득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에 설치된 MDCT

(Discovery CT750HD, GE Healthcare, Waukesha, WI)를 사용하여 영상

획득하였다. 이 장비의 특성으로 최신 반복적 재구성 기법 중 잡음의 통

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기법(ASIR)과 물리적 모델 기반 기법(VEO)이 적

용 가능하여 영상 화질은 높이면서 방사선량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모델 기반 기법의 경우 실제 검출기의 크기와 X선의 초점, 재구성

된 픽셀 크기 등 물리적 특성을 모델화 하고 재구성 과정에 적용한 알고

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작한 슬릿 팬텀과 엣지 팬텀을 여러 각도로 기울여 고정이 가능하도

록 아크릴로 된 고정 장치 위에 올려놓고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관전압은 120kVp를 사용하였고, 여러 잡음 레벨을 위해 관전류 10mAs,

25mAs, 50mAs, 100mAs, 200mAs를 사용하였다. 슬라이스 두께는 VEO

Reconstruc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0.625mm으로 동일하게 하였고, Field

of View(FOV)는 180을 사용하였다. 영상의 크기는 512×512 이며, 픽셀

간격은 0.35mm이다. 영상 재구성은 표준 filtered back projection(FBP)

기반의 기법(Standard 필터)과 adaptive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ASIR)기법, model-based iterative reconstruction(VEO)으

로 총 3개의 다른 재구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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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팬텀의 촬영 조건

촬영 parameters

관전압 (kVp) 120

관전류 (mAs) 25, 50, 100, 200

재구성 커널 Standard

재구성 알고리즘 FBP, ASIR 50%, MBIR(VEO)

슬라이스 두께 (mm) 0.625

재구성 영상 크기 512ⅹ512

Display field of view (mm)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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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MTF 측정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MTF를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림 5에 도표

로 나타내었다.

우선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관심영역(ROI)을 선택한다. 관심영역의 크

기가 크면 배경 잡음에 대한 영향이 커지므로, 배경 잡음의 영향은 최소

화 하며, 신호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크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실험에서는 11.2mm×11.2mm로 정하였다. 지정된 ROI 영상으로부

터 슬릿이나 엣지가 기울어진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Sobel

Operator를 이용하여 엣지 검출을 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엣지를 추출하

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Sobel Operator는 식8와 같이 총 2가지의 연산자를 조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추출된 엣지로 부터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차 방정

식모델을 이용하였다.

    tan × (9)

Presampled MTF의 정확성은 슬릿, 엣지의 각도의 정확성에 의존한

다. 세밀히 표본화 된 LSF간격과의 관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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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n (10)

여기서,

∆′ = presampled된 LSF의 표본화 간격

∆ = X선 검출기의 픽셀 간격

 = 슬릿, 엣지의 각도

일련의 LSF들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서로 중첩되어 조밀한

표본화 거리를 갖는 하나의 LSF로 된다. 이것을 finely sampled LSF라

고 한다. 이 세밀히 표본화 된 LSF를 퓨리에 변환을 적용한 뒤 절대 값

을 취하고 최종 presampled MTF를 구했다.

위의 알고리즘 구현에 사용된 PC의 O/S는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이며 프로그램은 MathWorks의 MATLAB R2012a버전으로

코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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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resampled MTF 측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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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험 결과

제 1 절 슬릿 방법의 결과

슬릿 팬텀을 관전류 10mAs 조건으로 촬영한 뒤 세 가지 방법으로 재

구성한 영상에서 아크릴 영역에서 CT값을 측정하였다. FBP에서 CT값

평균은 125.6HU, 표준편차는 23.5로 나타났다. ASIR50에서의 CT값 평균

은 125.4HU, 표준편차는 19.5이고, MBIR에서는 평균값 124.1HU, 표준편

차 10.6으로 나타났다. FBP 기반의 기법이 표준편차 값이 다른 재구성

기법보다 높게 측정 되어 영상에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200mAs와 10mAs로 다른 방사선량으로 촬영한 후 FBP로

재구성한 영상과 대조도와 방사선량에 따른 MTF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MTF 그래프는 FBP의 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

다. ASIR50기법을 적용한 경우 212HU 대조도 물질의 경우 MTF50 값이

200mAs로 촬영하였을 때 10mAs 보다 13.5% 높게 측정되었고, 관전류

가 200mAs의 경우 116HU 대조도를 갖는 물질이 212HU 대조도보다

8.4% 낮게 측정되었다[그림 7]. 반복적 재구성 기법 중 MBIR기술이 방

사선량에 따른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대조도를 갖는 경우 MTF50

이 10mAs일 때 200mAs 보다 32% 낮게 측정되었다[그림 8]. 관전류가

200mAs로 동일한 조건의 경우, 116HU 대조도를 갖는 물질의 MTF50은

212HU 대조도 물질보다 4.3% 감소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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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슬릿 팬텀의 방사선량에 따른 FBP 영상과 MTF 비교 그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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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슬릿 팬텀의 방사선량에 따른 ASIR50 영상과 MTF 비교 그
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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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슬릿 팬텀의 방사선량에 따른 MBIR 영상과 MTF 비교 그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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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엣지 방법의 결과

그림 9은 같은 방사선량일 때(200mAs) FBP의 경우 슬릿 방법과 동일

하게 대조도 변화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IR 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의 경우 높은 대조도를 갖는 물질이 낮은

대조도를 갖는 물질보다 공간주파수 특성이 높음을 보였다[그림 10].

MTF50에서 Contrast3 물질은 Contrast6 물질과 공간 주파수 차이는 2.1

으로 주파수 특성이 28% 감소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재구성 기법

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 중 연한 조직을 촬영할 때는

뼈와 같은 높은 감량계수를 갖는 물질보다 주파수 특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25 -

그림 9. 엣지팬텀 FBP 영상의 대조도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그림 10. 엣지팬텀 MBIR 영상의 대조도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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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일한 대조도를 갖는 물질에서 방사선량에 따른 MTF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그림 11, 12은 Contrast4, Contrast6 물질을 MBIR로 재

구성한 영상에서 측정한 MTF 그래프이다. Contrast 4의 경우 200mAs

로 촬영했을 때 MTF50 값은 25mAs로 촬영했을 때 공간 주파수는 1.4

(23%) 높게 측정되었다. Contrast 6의 경우는 위와 같은 조건일 때

19% 높게 측정되었다. 그림 13, 14는 Contrast3, Contrast5 물질일 때

ASIR50으로 재구성한 영상이 잡음의 레벨에 따른 MTF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MBIR과 유사하게 방사선량에 따른 변화 특성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적게 나타났다. ASIR50조건의 Contrast3의 경우 200mAs로

촬영하였을 때 25mAs보다 MTF50 값은 17%높게 나타났고, Contrast5의

경우 12% 높게 나타났다. 이는 FBP와 다르게 반복적 재구성 기법은 낮

은 선량을 사용하면 주파수 특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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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엣지팬텀 MBIR 영상에서 Contrast4의 방사선량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그림 12. 엣지팬텀 MBIR 영상에서 Contrast6의 방사선량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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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엣지팬텀 ASIR50 영상에서 Contrast5의 방사선량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그림 13. 엣지팬텀 ASIR50 영상에서 Contrast3의 방사선량에 따른

MTF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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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재구성 CT에서 물질의 대조도와 방사선량에 따

른 공간주파수의 영향을 새로 고안한 슬릿팬텀과 엣지팬텀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반복적 재구성 CT에서 MTF는 물질의 대조도와

선량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낮은 방사선량일 때 높은 방

사선량에 비해 공간주파수 특성이 감소함을 보였다. 특히 MBIR의 경우

대조도 변화에 따라 MTF50이 28%까지 차이를 보였다.

디지털 영상 시스템 평가에 있어서 MTF는 시스템의 공간주파수가 선

형적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 높은 대조도 물질로 구성

된 슬릿이나 엣지 팬텀을 사용하여 측정된 MTF는 신호의 모양이나 작

은 물질의 크기를 측정하고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반복적 재구성 CT 시스템에서는 이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

였다. 특정 조건에서 측정된 MTF는 시스템의 공간주파수 특성을 대

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CT 영상에서 뼈 같은 기관의 가장

자리가 선명하게 나타나면, 관찰자는 연조직 또한 선예도가 유지 될 것

으로 예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복적 재구성 CT에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작은 물체의 크기 측정 또한 물체의 대조도나 방사선량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사용된 엣지 팬텀의 요오드는 높

은 원자번호를 갖고 있어 선속경화(Beam Hardening) 효과가 ESF에 포

함된다. 즉, 이 효과가 MTF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선속경화

효과가 FBP와 반복적 재구성 기법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정확한

분석에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 제조사의 특정 재구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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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공간 주파수 특성만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본 결과를 다른 장

비의 반복적 재구성 기법에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동일한 실험 과정을

통해 다른 반복적 재구성 기법의 비선형적인 공간주파수 특성을 조사하

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조도와 선량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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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재구성 CT에서 선량과 대조도에 의존적인 공간

주파수 특성을 다양한 대조도로 제작한 슬릿, 엣지 팬텀을 사용하여 조

사하였다. FBP로 재구성 한 경우 선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량과 대조

도에 따른 공간주파수의 변화는 없었다. 슬릿 팬텀영상에 ASIR50 기법

을 적용한 경우 212HU 대조도 물질의 경우 MTF50이 10mAs로 촬영하

였을 때 200mAs 보다 13.5% 낮게 측정되었고, MBIR 경우 32% 낮게

측정되었다. 엣지 팬텀 영상에서도 공간 주파수 특성에 큰 차이를 보인

반복적 재구성 MBIR기법은 같은 대조도의 대상체는 관전류가 200mAs

에서 25mAs로 감소할 때 MTF50값이 15% 이상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관전류가 동일한 조건의 경우 대조도가 낮은 물질이 대조도가 높은 물질

보다 공간 주파수 특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반복적 재구

성 CT에서 작은 병변의 크기나 대조도를 정확히 측정해야하는 임상적

응용에서 공간 주파수가 위와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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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Nonlinear

Presampled-MTF

in Iterative Reconstruction CT

Systems

Hyeongmin J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erative reconstruction (IR) technique is growingly used in clinical

CT imaging due to improved image quality at lower patient doses.

However, the nonlinear frequency response in different noise level and

object contrast is less explored. In this paper, we evaluate noise level

and contrast dependent behavior o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in

iterative reconstruction computed tomography imaging with an

in-house phantom. We created multi-contrast edge phantom, which

consists of acrylic panel and has iodine concentration of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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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A multi-contrast slit phantom was created consisting of

acrylic panel and aluminum foils of different thickness. Images were

acquired on multi-detector CT (Discovery CT750 HD: GE) at five

dose levels (10, 25, 50, 100 and 200mAs), and were reconstructed

using FBP and two IR technique (ASIR50 and VEO). Edge spread

functions were extracted across angled edges on image, and were

differentiated to yield line spread function. LSF were Fourier

transformed to evaluate the presampled MTFs of IR and FBP

reconstruction techniques. At same dose level (200mAs), the MTFs

with higher contrast showed marginally higher response than that of

lower contrast in VEO. A MTF50 of 200mAs showed clearly higher

responses up to 19% than that of 25mAs scan with VEO

reconstruction at Contrast 6. Our study revealed that MTF of IR

technique degrades depending on noise level at low dose scan.

Therefore, we recommend that its characteristic should be considered

in quantitative analysis such as lesion size measurement.

keywords : Computed Tomography(CT), Modulation Transfer

Function(MTF), Iterative Reconstruction, Image Quality, Quality

Control

Student Number : 2011-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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