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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시스템의 종류와 I.P 크기에 따른 정량적 영상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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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영상의 발
전이 가속화 되면서,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X-선 촬영(Computed Radiography, CR)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Agfa CR system (Agfa CR 2.5; Agfa, Belgium)과 Fuji CR
system (FCR 9000C; Fuji, Japan)을 이용하여 영상의 정량적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잡음력스펙트럼(Noise Power Spectrum, NPS), 양자검출효율(Detective Quantum Efficiency, DQE)
를 통해 시스템간의 성능 비교 및 I.P (Imaging Plate) 크기별 픽셀 크기 차이 및 선량의 변화에 의한 화질영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였다. X-선 영상 획득실험을 위하여 국제표준인 IEC 61267에서 제공하는 RQA5의 선질(Additional Filter
0.7+21 Al[mm], 71[kVp])을 사용 하였다. 실험 결과 Agfa CR 시스템의 경우 10% 응답의 MTF는 8×10 inch와 14×17 inch
I.P에서 각각 3.9, 2.8 cycles/mm으로 측정되었으며, Fuji CR 시스템의 경우 각각 3.4, 3.2 cycles/mm로 측정되었다. 선량의
변화에 따른 MTF도 측정결과는, 두 시스템 모두 선량변화에 따른 MTF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MTF 10% 응답 주파수
영역도 거의 같은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선량은 영상의 해상력 및 MTF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NPS의 경우 Agfa CR 시스템의 100μm 픽셀 크기를 갖는 8×10 inch I.P와 150μm 픽셀 크기를 갖는
14×17 inch I.P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두 시스템 모두 선량이 증가할수록 NPS가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진단가능영역인 1.5 cycles/mm 주파수 영역에서 DQE의 효율 측정결과 Agfa CR 시스템의 8×10 inch I.P가 11%로 측정되
었으며, 14×17 inch I.P는 8.8%로 측정되었다. Agfa CR 시스템의 DQE 효율 차이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Fuji CR 시스템의 경우 I.P 크기별 픽셀 크기는 100μm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DQE 효율 측정결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두 시스템 모두 선량이 증가할수록 DQE 효율은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화질평가의 복합적인 요소를 담
고 있는 DQE 측정은 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고, 환자의 피폭선량을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Agfa CR 시스템과 Fuji CR 시스템의 픽셀 크기별, 선량별 DQE를 측정함으로써 CR 시스템의 임상적 응용의 최적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CR 시스템, MTF, NPS, DQE

최근 PACS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영상의 발전이 가속화

서

되면서, 기존의 필름에 의존하는 영상획득 방식을 대신하

론

여 컴퓨터 X-선 촬영(Computed Radiography, CR)시스템 및
일반 X-선 촬영 분야에 처음으로 디지털 방식이 도입된

디지털 X-선 촬영(Digital Radiography, DR)시스템의 연구

것은 1980년대에 일본 후지사가 상용화시킨 CR 시스템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디지털 장치를 통한 영

사용하면서부터다. 그 이후 드럼 방식의 셀레늄 검출기가

상의 획득은 영상의 후처리 기능, 서버를 통한 영상 저장

출현하고, 뒤를 이어 TFT (Thin Film Transistor) 방식의 평

공간의 축소, 컴퓨터를 통한 환자 영상 검색의 간편화, 필

1)

판형 검출기가 출현하면서 DR의 유망기술로 인식되었다.

름 시스템 이용 시 필요하였던 현상실의 불필요, 필름, 현



상액등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의 감소 등의 장점이 알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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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현재 거의 모든 병원에서 디지털 영상을 통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CR 시스템은 기존의 X-선 발생부
를 그대로 사용하고 카세트 위치에 I.P (Imaging Plate)를 대
치시키므로 DR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시스템 구
축비용이 저렴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 CR시스템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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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증감지 대신에 휘진성 형광체를 도포시킨 I.P를 사용
3)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I.P의 픽셀크기를 계산하였다(Fig.

한다. I.P는 리더기 내에 장착되어 있는 나트륨 램프에 노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스템과 각 시스템 I.P 크기별 픽

출시켜 기억되었던 영상정보를 지운 후에 재사용이 가능해

셀 크기는 다음 Table 1과 같다.

1,3)

진다.

소모형 필름에 비하여 I.P는 반복 횟수가 8,000∼

10,000번 정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기존 방식에 비하여

1.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시스템 유지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DR 시스템의 경우 디텍

MTF란 검출기의 입력 신호를 정확히 전달받아 정보로써

터와 워크스테이션, 방사선 발생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기록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상 시스템의

하므로 고정형 시스템이 대부분 이지만, CR 시스템의 경우

특징뿐만 아니라 MTF 측정 시의 실험 환경까지 고려한 것

응급 환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이동형 방사

이다. 어떠한 검출기가 유효 측정범위와 근접하는 MTF를

선 촬영의 경우 I.P만 가져가 촬영 후 I.P 리더기로 현상하

가졌다고 하는 것은 원래정보를 충실히 표현하는 해상력과

여 워크스테이션 및 PACS를 활용하여 판독을 하면 되기

선예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상력이란 인접해 있는

때문에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점을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구별할 수 있는

이처럼 디지털 방사선영상 시스템에서 CR 시스템은 더

능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영상시스템의 성능평가의

대중화되어 있지만 환자의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요 지표가 된다.3) 본 연구에서는 MTF측정을 위하여 폭

인 영상 화질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1) 따라서 본

10μm, 길이 5.5 mm, 두께 1.5 mm의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두 CR 시스템을

slit camera을 사용하였다(Fig. 2).

이용하여, 각 시스템의 성능을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Slit camera를 사용하는 Slit method는 식(1)을 활용하여

Transfer Function, MTF), 잡음력스펙트럼(Noise Power Spec-

LSF (Line Spread Function)의 퓨리에 변환을 통해 slit의 축

trum, NPS), 양자검출효율(Detective Quantum Efficiency,

에 수직한 MTF를 결정하게 된다. Slit camera에 약간의 각

DQE)을 활용측정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을 주어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보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I.P 크기별 픽셀크기가 영상의

다 더 미세한 sampling 간격을 가지는 composite LSF를 구

정량적 특성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 선

한다. 본 연구에서 Radon transform을 이용하여 3도의 slit

량의 변화가 영상의 정량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camera 각도와 사용할 19개의 sampling 수를 결정하였다.4.5)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CR 시스템의 임상적 응용의 최적화
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X-선 영상 획득을 위하여 IEC 61267의
RQA 5의 실험조건(Additional filtration 0.7+21 Al[mm],
71[kVp])의 선질을 사용하였다. 각 시스템 I.P의 픽셀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 크기가 10×10 cm의 정사각형의 피
사체를 촬영하였다.
촬영한 영상을 현재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에 구축되어
있는 PACS를 이용하여 1 cm당 실제 몇 개의 픽셀이 포함

Fig. 1. I.P pixel size measured by PACS viewer.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R system.
Phosphor screen
Digital matrix (Pixels)
Image size (Inchs)
Pixel pitch (μm)

FCR 9000C
2,000×2,510
8×1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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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fa 2.50
3,520×4,280
14×17
100×100

1,950×2,460
8×10
100×100

2,320×2,828
14×17
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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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lit camera (a) and Image
of a slit camera for MTF calculation (b).

실험 시 발생하는 산란선 역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결정
하는 요인이자 시스템의 고유특성으로 간주하여 slit

  
      

 

(3)

camera 촬영 시 추가적으로 납을 이용하여 slit camera 주위
여기서 I는     에서의 image intensity를 S는 512×512

를 차폐시키지 않았다.

matrix 크기의 ROI 영상의 평균 intensity를 나타낸다. M은

  

본 연구에서 획득한 영상을 나눈 ROI의 수를 의미한다.

(1)

2. 잡음력스펙트럼(Noise Power Spectrum, NPS)

3. Photon fluence

NPS란 잡음의 공간주파수 상의 분포를 나타낸다. 잡음은

DQE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에 사용한 X선의

영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불확실성과 부정확도를

photon fluence를 구하기 위하여 SRS-78 프로그램을 사용하

나타낸다.6) 본 실험에서는 NPS 측정을 위하여, IEC 61267

여 이용된 X선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한다. 식(4, 5)을 이

을 참고하여, MTF 측정 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

용해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구한 조사선

였다. NPS는 I.P위에 object 없이 X-선을 조사하여 획득한

량(X)을 곱해주었다.

white image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획득한 1,280×1,280 matrix 크기의 영상을 총 16개의 ROI로

   ∙



분할하여 설정하였다. 잡음측정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512×512 matrix 크기의 ROI 영상을 식(2, 3)을 이용
하여 NPS를 구한 후 원점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수치
1,6,7)

들을 평균함으로써 NPS의 신뢰도를 높였다.

  




 
 

∙

 

 










 
 × 



  

 ∙   


(4)

(5)

4. DQE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2

2

DQE는 입력 SNR 과 출력 SNR 비로 정의 되며 식(6)로
정의된다. DQE는 photon fluence, 영상시스템의 영상처리
능력의 지표를 나타내는 MTF, 영상 시스템의 잡음 포함
(2)

정도를 나타내는 NPS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영상 시스템
2)

의 종합적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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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크기 I.P에서 각각 11%, 8.8%로 측정되었다. Fuji CR


 ×  

   

 ×  ×  


시스템의 I.P크기별 DQE 측정결과 100μm으로 픽셀크기가

(6)

같은 8×10 inch, 14×17 inch에서 각 각 54%, 52%로 거의 같
본 실험에서는 normalized NPS를 사용함으로써 gain fac-

게 측정되었다. 측정되었으며, Agfa CR 시스템의 경우 픽

tor를 나타내는 G는 1과 같다. q값은 SRS-78 프로그램을 이

셀 크기에 따른 DQE는 픽셀 크기가 작을수록 더 좋은

5

2

용해 구한 값으로 본 실험에서는 2.5×10 photons/mm 이었

DQE효율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 시스템에서 일반 X선 촬영의 진

으며, 조사선량은 각각 0.6 mR, 1.2 mR, 2.4 mR이었다.

단주파수영역은 1.0∼3.0 cycles/mm로 공간주파수가 증가할

결

수록 그 효율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과

선량변화에 따른 DQE의 측정값으로 Agfa CR 시스템 8×10
MTF곡선상에서 10% 응답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주파수

inch I.P의 경우 0.6 mR, 1.2 mR, 2.4 mR 선량별 1.5

는 영상시스템의 정량적인 분해능을 나타내며, 측정결과

cycles/mm에서 각각 10%, 12%, 7.5%를 보였으며, 14X17

Agfa CR 시스템의 픽셀 크기 100μm의 8×10 inch I.P에서

inch I.P의 경우 0.6 mR, 1.2 mR, 2.4 mR 선량별 1.5

3.9 cycles/mm, 픽셀크기 150μm의 14×17 inch I.P에서 2.8

cycles/mm에서 각각 12%, 8.7%, 6.8%를 보였다. Fuji CR 시

cycles/mm을 나타내었다(Fig. 3). Agfa CR 시스템의 픽셀크

스템 8×10 inch I.P의 경우 0.6 mR, 1.2 mR, 2.4 mR 선량별

기는 MTF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uji CR 시스

1.5 cycles/mm에서 각각 55%, 51%, 22%를 보였으며, 14×17

템의 경우 8×10 inch, 14×17 inch I.P 모두 픽셀크기가 100

inch I.P의 경우 0.6 mR, 1.2 mR, 2.4 mR 선량별 1.5

μm 같게 측정되었는데, 각 각 10% 응답의 MTF는 0.6 mR

cycles/mm에서 각각 51%, 46%, 32%를 보였다.

의 조사선량에서 3.4, 3.2 cycles/mm로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Fig. 3).

고찰 및 결론

추가적으로 선량변화에 따른 각 시스템별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0.6, 1.2, 2.4 mR으로 선량을 변화시키면서 MTF

본 실험에서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Agfa CR

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두 시스템 모두 같은 경향을 보였

시스템과 Fuji CR 시스템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으며, 관전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선량의 변화는 MTF에

I.P의 픽셀크기와 선량의 변화가 영상의 정량적 평가에 미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Fig. 5는 획득한 white noise 영상을 2D 퓨리에 변환한 영
상으로써, 주파수 영역에서 잡음의 분포를 눈으로 확인 할

1. MTF

수 있다.8) 영상의 중심점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밝기가 줄

Fig. 3a는 Agfa CR 시스템의 MTF 곡선으로 픽셀의 크기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주파로 갈수록

에 따른 MTF곡선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픽셀의 크기는 시

NPS 값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스템의 해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DR 시스템의

Fig. 6은 Agfa CR 시스템과 Fuji CR 시스템의 NPS 측정

경우 센서의 크기가 픽셀의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결과이다. 측정결과 픽셀크기가 다른 Agfa CR 시스템에서

CR의 경우는 I.P 리더기를 통해 I.P를 스캔할 때 어떤 간격

는 14×17 inch의 I.P의 픽셀크기가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

으로 레이져가 스캔을 하는가에 따라 픽셀크기가 결정된

하고 NPS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픽셀크기가 같은

다.9) 보통 MTF 곡선을 통해서는 시스템의 해상력을 평가

Fuji CR 시스템 역시 I.P 크기와는 상관없이 거의 같은 양

하게 되는데 그 지표로 MTF 곡선의 10%응답영역을 이용

상의 NPS를 보여주었다.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시능력의 한계가 10% 응답 부분

Fig. 7을 보면 측정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CR 시

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Agfa CR 시스템의 경우 픽셀 크기

스템 모두 선량이 커질수록 NPS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

가 작은 8×10 인치의 I.P에서 더 좋은 MTF가 측정되었다

다. 이것은 선량이 커질수록 신호 대 잡음비가 좋아짐을 의

(Fig 3a). 이는 픽셀 크기가 작을수록 같은 조사 조건에서

미한다.

해상도가 더 좋음을 나타낸다. 실제 임상에서 흉부 촬영을

Fig. 8은 Agfa CR 시스템의 픽셀 크기별 DQE 측정 결과

할 경우 크기가 큰 14×17 인치의 I.P를 사용하게 되는데,

로서 1.5 cycles/mm에서 100μm의 픽셀크기 I.P, 150μm의

이 때 I.P의 픽셀크가 커 고주파수영역에서의 미세한 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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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TF curves measured with Agfa CR system (a) and Fuji CR system (b) at 0.6 mR exposure.

Fig. 4. MTF curves measured with Agfa CR system (a, b) and MTF curves measured Fuji CR system (c, d) at 0.6 mR, 1.2 mR, and
2.4 mR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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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2-D NPS of the Agfa
CR system 8×10 inch I.P (a),
14×17 inch I.P (b) at 0.6 mR
exposure, and Fuji CR system
8×10 inch I.P (c), 14×17 inch I.P
(d) at 0.6 mR exposure.

절과 같은 아주 작은 병변을 묘사하지 못한다면 질병의 조

2. NPS

기 발견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크기가 큰 I.P도 작은 픽
셀크기로 영상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Fig. 3b는 Fuji CR 시
스템의 MTF 곡선으로 두 종류의 I.P 모두 픽셀크기가 같아
곡선의 형태와 MTF 곡선의 10% 응답에서의 주파수 영역
모두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었다. 같은 픽셀크기의 조건으
로 두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Agfa CR 시스템의 경우 10%
응답의 MTF는 3.93 cycles/mm으로 Fuji CR 시스템의 각 각
3.4 cycles/mm, 3.2 cycles/mm 비해 더 높게 측정되었다. Fig.
4는 선량 변화에 따라 각 CR 시스템의 MTF 곡선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시스템 모두
최초 0.6 mR의 선량에서 획득한 MTF곡선과 거의 같은 형
태를 보였으며, 10% 응답의 MTF도 거의 같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선량은 영상의 해상력
및 MTF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두 시스템에서 각각 NPS를 측정하고, NPS와 픽셀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Fig. 6). Fig. 6a의 경우 I.P
크기별로 픽셀크기가 다른 Agfa CR 시스템이다. DR 시스
템의 경우에는 픽셀 당 광자수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픽셀크기에서 NPS가 더 좋으나 CR의 경우는 다르다.
Samei 등9)은 일차적으로 큰 I.P에서 스캔시간이 길기 때문
에 스캔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주파수영역의 노이즈가 반사
되어서 높은 주파수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경우
영상의 전체적인 노이즈가 증가하게 되고 NPS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Fig. 6a를 보면 100μm와 150 μm
의 픽셀크기에서 NPS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6b의
경우는 픽셀크기가 같은 fuji CR 시스템으로 거의 같은 경
향과 NPS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선
량변화가 각 CR 시스템의 NPS 측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나타낸 곡선이다. 선량을 높여준다는 것은 광자량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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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1-D NPS of Agfa CR system (a) and Fuji CR system (b) at 0.6 mR exposure.

Fig. 7. 1-D NPS of Agfa CR system (a, b) and Fuji CR system (c, d) at 0.6 mR, 1.2 mR, 2.4 mR.

- 69 -

정지영 외 6인：CR 시스템의 종류와 I.P 크기에 따른 정량적 영상특성평가

Fig. 8. DQE of the Agfa CR system (a) and Fuji CR system (b) at 1.2 mR.

Fig. 9. DQE of Agfa CR system (a, b) and Fuji CR system (c, d) at 0.6 mR, 1.2 mR, and 2.4 mR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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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일차선을 늘려주는

었으며, 14×17 inch I.P는 8.8%로 측정되었다. 이는 큰 픽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두 시스템 모두 정도의 차이는

크기의 높은 NPS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고주파수 영역에

있지만, 선량이 늘어날수록 NPS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

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측정되었다. Fuji CR 시스템의 경
우 I.P 크기별 픽셀 크기는 100μm로 동일하였기 때문에

였다.

DQE 효율 측정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두 시

3. DQE

스템 모두 선량이 늘어날수록 DQE 효율은 감소함을 나타

DQE는 X선관에서 발생된 X선이 영상시스템에서 SNR을

내었다.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영상장치의 능력을 정략적인 수치로

DQE는 조사선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조사선량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radiation field에 있는 noise는 조사

은 환자의 피폭선량으로 직결된다. DQE가 높은 영상시스

선량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DQE값은 CR 시스템 장

템은 적은 X선량으로도 동일한 질의 영상을 획득하고, 동

7)

치의 dose efficiency를 설명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일한 선량에서는 더욱 향상된 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의료영상 시스템에서 일반 X선 촬영의 진단주파수 영역은

된다. 따라서 화질평가의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DQE

1.0∼3.0 cycles/mm정도이다. 진단가능영역인 1.5 cycles/mm

측정은 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고, 환자의 피폭선량을 개선

에서 DQE의 효율 측정결과 선량증가에 따라 감소함을 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내었다. 이것은 Fig. 7의 선량증가에 따른 NPS 변화가

는 Agfa CR 시스템과 Fuji CR 시스템의 선량별, 픽셀 크기

DQE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가능영역인 1.0

별 DQE를 측정함으로써 CR 시스템의 임상적 응용의 최적

∼3.0 cycles/mm에서 Agfa CR 시스템의 DQE는 10% 정도

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며, Fuji CR 시스템의 DQE는 50% 정도로 큰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두 시스템 모두 CR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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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ecent advancement of the medical imaging systems and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installation of digital radiography has been accelerated over past few years. Moreover, Computed
Radiography (CR) which was well established for the foundation of digital x-ray imaging systems at low cost
was widely used for clinical ap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imaging characteristics for two systems with different
pixel sizes through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Noise Power Spectrum (NPS) and Detective Quantum
Efficiency (DQE). In addition, influence of radiation dose to the imaging characteristics was also measured by
quantitative assessment. A standard beam quality RQA5 based on an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standard was used to perform the x-ray imaging studies. For the results, the spatial resolution based
on MTF at 10% for Agfa CR system with I.P size of 8X10 inches and 14×17 inches was measured as 3.9
cycles/mm and 2.8 cycles/mm, respectively. The spatial resolution based on MTF at 10% for Fuji CR system
with I.P size of 8X10 inches and 14×17 inches was measured as 3.4 cycles/mm and 3.2 cycles/mm, respectively.
There was difference in the spatial resolution for 14×17 inches, although radiation dose does not effect to the
MTF. The NPS of the Agfa CR system shows similar results for different pixel size between 100 μm for 8×10
inch I.P and 150 μm for 14×17 inch I.P. For both systems, the results show better NPS for increased radiation
dose due to increasing number of photons. DQE of the Agfa CR system for 8X10 inch I.P and 14×17 inch I.P
resulted in 11% and 8.8% at 1.5 cycles/mm, respectively. Both systems show that the higher level of radiation
dose would lead to the worse DQE efficiency. Measuring DQE for multiple factors of imaging characteristic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efficiency of equipment and reducing radiation dose for the patient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eline to optimize imaging systems and their imaging
characteristics by measuring MTF, NPS, and DQE for different level of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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