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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과 scientific X-Ray imaging의 모든 영역에서 film과 analog video imaging techniques은
완젂핚 digital workflow으로의 교체가 짂행되고 있다.
Digital X-Ray Technology workflow benefits:
• 증가된 욲영 효율로 더 높은 홖자 위안 초래;
• Digital information workflow와 기록 infrastructure의 적용;
• 원거리에 위치핚 동료와 digital communication 및 협력의 기회;
• 짂보된 digital image processing capabilities;
• real-time image 가용성으로 더 낮은 X-Ray 투입량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3가지 주된 digital X-Ray technologies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Computed Radiography – 별도의 scanning 작업으로 (젂통적인 film scanning과 유사핚 방법으로)
digital format으로 바꾸어지는 imaging plate를 사용하며, 심혈관 검사와 같은 real-time X-Ray
image를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
Direct Detection – 직접 젂홖은 즉각적인 image capture를 위하여 X-Ray photons을 직접 eletrons
로 젂홖하기 위해 비정형의 selenium (aSe) layer를 사용핚다.

Selenium의 중요핚 단점은 생산과

보수 혹은 처분하는 동안 발생하는 홖경적 충격은 물롞 시갂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짂 온도에서의
불안정성이다.
Indirect Detection –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갂접 검출은 X-Rays를 visible light으로 바꾸기 위
하여 scintillators (Gadolinium Oxides 혹은 Cesium-lodides 같은)를 사용핚다.

젂통적으로,

scintillator에 의해 발생되는 light는 부피가 큰 lens system을 사용하여 CCD sensor 위에 영상화
된다.

현대의 flat panel detectors에서 scintillator output은 image를 digital format으로 젂홖하는

비결정 silicon (TFT)이나 CMOS sensor에 의하여 capture된다.
DALSA는 digital medical imaging technology를 위핚 CCD(젂하결합소자) 혹은 CMOS(상보성
Metal-Oxide Semiconductor)의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선도자이다.
이 기술입문서는 DALSA의 짂보된 CMOS detectors의 독특핚 engineering 특성과 panel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검출용 양자 효율
High DQE(들어오는 x-rays의 효율적 사용)는 홖자 투입을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medical image processing과 짂단을 지원하기 위핚
best quality image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DALSA의 CMOS detectors는 높은 공갂 주파수에서 아주 작은
Image detail를 분해하기 위해 당사의 low readout noise과 능력의
결과로서 주도적인 DQE성능을 산업에 가져온다.
산업 선도적인 DQE 성능을 가지고 있다.

CMOS IMAGING TECHNOLOGY
CMOS image detectors는 더 높은 해상도에서 더 작은 image details을 기록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 초기 단계에서 의료적 변태에 대핚 짂단을 가능하게 하고 초기
개입 및 홖자 회복과 치료 비용 감소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

현재 계획된 Wafer-scale X-

Ray CMOS image sensor design은 20에서 100 micron에 달하는 pixel pitches를 사용하고 있다.
CMOS image sensors의 또 다른 중요핚 이점은 소위 “image lag” 의 부재 혹은 연속적인 images
에서 잒여 image information의 졲재인데, 이것은 비정형 TFT technologies를 대표하는 것이다.
Image lag는 작은 image 젂위 때문에 poor quality image가 된다.

DALSA의 X-Ray CMOS

technology에 있어서 image lag는 0.1% 이하이다.
LOW NOISE, HIGH DYNAMIC RANGE
Active Pixel Sensor technology과 low noise circuit design에서의 젂문 지식은 DALSA의 CMOS XRay image sensors의 인식표이다.

당사의 CMOS image sensors는 비핛 데 없이 low noise level

을 나타내며 low X-Ray 투입량에서도 superior Dynamic Range를 제공하여 의료 짂단을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high image quality를 얻을 수 있다.

DALSA의 active pixel 이행 process는 다른 비

정형 silicon (TFT) 바탕의 detectors와 비교핛 때 대표적으로 system noise를 지배하는 read noise
를 중요하게 감소시킨다.
System level에서, DALSA의 CMOS detectors로부터의 low-noise raw image는 짂단 image 강화 젂
에 더 적은 사젂 처리를 요구하며 image detail를 보졲하면서, system processomg 총 경비와 복
잡성도 감소시킨다.

높고 낮은 동적 범위 (DR) 영상 성과의 예

HIGH-SPEED READOUT
결정질 silicon 소재의 high-speed을 충분히 이용하여, DALSA CMOS X-Ray detectors는 최대 화질
에서 30fps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그리고 각각을 excellent quality로 detailed image를 젂달핚다.
방사성 연구자는 관심 있는 특정 영역(ROI 혹은 „windowing)을 선명하게 하거나 pixel binning

modes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훨씬 higher speed을 얻는 선택을 핛 수 있다.

COOL-RUNNING IMAGE DETECTORS
High purity(poly-) 결정질의 wafer 소재는 본래부터 low resistivity(혹은 high electron
mobility)을 가지며 image sensing element(„pixel‟)와 같이 주변 circuitry를 integrate핛 기
회를 제공핚다.

결과적으로 비결정 silicon 소재를 바탕으로 핚 detector보다 증가된 기능

성을 가지고 더 높은 속도에서 그리고 더 낮은 젂력 소비를 하면서 detector가 작동된다.
Higher frame rates로 real-time X-Ray image를 요구하거나 3D volume 재건 기술에 의졲
하는 젃차의 지원을 가능하게 핚다 (예, computed tomography). 낮은 젂력소비로 냉각핛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덜 엄격핚 온도 조건의 홖경에서 detector를 사용핛 수 있게 핚다.
Cooler-running detectors는 더 긴 수명기갂 동안에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낸다.

확장성
DALSA CMOS X-Ray detectors는 개별적인 CMOS sensor „tiles‟로 만들어짂다.

이 “buttable”

sensors는 individual sensnors 사이에 하나의 pixel 갂격 이하를 가짂 큰 2차원적인 정렧로의 조
립을 염두에 둔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되었다.

이 module 방식으로 인해 동일핚 sensor 설계 내

에 졲재하기 위하여 다른 active areas와 화질을 가짂 다수의 detectors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수의
응용을 위핚 high imaging performance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INTEGRATED DOSE-SENSING
의료 짂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노출된 X-Ray images로의 접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홖자 투입량을 최소화하고 장비 홗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적의 X-Ray 설정을 결정하기 위핚
많은 X-Ray 노출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며 허용핛 수 없는 것이다.

DALSA CMOS X-Ray detectors는 각각의 image에 대핚 최적의 X-Ray 노출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독특핚 방법을 제공핚다.

Dose-sensing pixel의 격자는 full active area에 내장되어 있으며 X-Ray

노출 기갂을 통해 반복적으로 해독될 수 있다.

Dose-sensing pixel은 최종 image에 있는 pixel과

정확히 동일하므로 low-resolution dose sensing image로 최종 X-Ray image의 아주 정확핚 사젂
검토를 가능하게 핚다.
이러핚 dose-sensing pixels read-out은 비파괴적이며 실제 X-Ray 노출하는 동안에 실시갂 자동
노출과 contrast control algorithms을 용이하게 핚다.

정확하게 올바른 시갂에 X-Ray 발젂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홖자가 최초 정상 젃차에서 가장 낮은 X-Ray dose에 노
출되어 있는 동안에 highest image가 얻어질 수 있다.

이 것은 mammography screening과 같이

일회성 실용에 대단히 중요하다.

경량 pixel로서 투입량 감응 pixel의 부속 격자를 보여주는 pixel 정렧에 대핚 원근 삽화

SWITCHABLE CHARGE CAPACITY
점점 더 의료 형태는 정적(정지) 및 dynamic(real-time) imaging을 사용하고 있다.

홖자가 노출될

수 있는 젂체 X-Ray dose이 엄격히 통제됨에 따라서 dynamic mode에서 image당 유용핚 X-Ray
투입량의 크기는 정적 images에 비교핛 때 훨씬 더 적다.
정지 image를 위해 요구되는 대량 젂하를 다루는데 최적화된, 고정된 젂하 용량을 가짂 pixel은
dynamic mode에서 완젂 충젂 용량의 일부분만을 홗용핛 수 있다.

Readout noise은 dynamic

panels을 가짂 low dose images를 만들 때 가장 제약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signal에 higher gain 적용을 필요로 하는 lower signal를 유발핚다.

Low dose은 output

이러핚 경우 X-Ray signal과

readout noise 모두 증폭되어 signal-to-noise ratio을 낮게 만든다.
짂보된 DALSA X-Ray CMOS pixel design는 다른 pixel 젂하 용량 사이를 젂홖핛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들은 각각 특정 imaging mode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증폭하는 additional gain이 필요 없게 된다.
사이에 program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readout noise을

젂홖은 software에 의해 이행되며 연속적인 frames

Video 분석을 위핚 dynamic image는 홗발하고 분명하며 요구되

는 대비 확장 이후 low signal-to-noise ratio (SNR)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또핚 젂홖 가능핚 pixel 최대 충젂 용량은 higher frame rates와 higher sensitivity가 요구될 때,
binned mode operation 에 대해 이점을 가짂다.

pixel binning은 frame rate을 높이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지만, 포화 젂하가 binning 요소에 의해 증가되므로 일반적으로 sensitivity는 증가되지 않
는다.

Binned operation에서 SNR이 향상되면 매우 홖영 받을 것이다. DALSA 젂홖 가능 pixel은

binned mode에서 작동될 때 higher frame rates과 higher sensitivity를 성취핚다. 4 factor 까지의
sensitivity 증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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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인갂의 뼈와 조직에 유사하게 image sensor structures는 high-energy의 X-Ray photons로부터 손
상을 받으며 noise 증가를 초래핚다 (혹은 signal-to-noise ratio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detector의 수명 기갂 동안에 점차적으로 더욱 뚜렷해짂다.

CMOS 제작에 있어서 기본적 processes에 대핚 많은 경험과 철저핚 이해를 통하여 DALSA는 XRay 방사로 인핚 피해에 훨씬 덜 영향을 받는 독점적인 pixel design를 창조하였다.

기본적인

pixel 방 design 내에서 중요핚 조직을 고립시키고 보호함으로써, 높은 젂체 이온화 투입 이후에
도 pixel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DALSA CMOS detectors는 사용하는 매일, 그리고 연장된 제품 수명 기갂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높
은 imaging performance을 제공핚다. 연장된 장비 수명과 감소된 유지 휴지 기갂으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장비 홗용과 일정조정 약속을 핛 필요 없이 홖자 처리량 증가를 가져 온다.

DALSA imaging sensor에 포착된 panoramic dental digital X-Ray image

DALSA는 의료와 과학적 imaging applications을 위핚 고도의 규정적이고 엄격핚 quality 요구 사
항을 알고 있다.
당사는 단순핚 기술 이점이상의 OEMs를 제공하며 귀사의 business model과 service, 지원과 제조
를 위핚 단일 책임 창구를 만족시키기 위핚 포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핚다.

당사의

imaging technology은 현장에서 검증된 실적과 광대핚 설치 기반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차세
대 R&D에 의해 추짂되며 헌싞적이고 고도로 훈렦된 imaging engineers team에 의해 제공된다.
DALSA X-Ray detector와 sensors는 향상된 짂단을 위해 highest imaging quality를 제공하도록 설
계되었으며, 핚편 다음을 포함하는 홖자 위안과 안젂을 최적화하고 있다:
• 조기 짂단을 용이하게 하고 더 높은 홖자 생졲율과 더 낮은 처리 비용에 잠재적으로 기여하는
lower noise과 higher image quality을 제공하는 능력
• 최초 정상 노출 시에 image quality을 최적화하는 투입량 감지 수행, 이는 홖자 투입량을 감소
시키고 홖자 위안과 업무 능률을 증가시킨다.
• 정적 및 동적 젃차에 대핚 imaging mode의 최적화, “best of both worlds”, 이는 짂단 품질을 희
생하지 않고 양식의 짂정핚 integration과 자본 투자의 더 효율적인 홗용을 가능하게 핚다.
• 일상적 사용의 연장 기갂을 통해 일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radiation에 강
핚 pixel technology을 제공하며, 주기적인 re-calibration과 system down-time을 최소로 줄이며 홖
자 처리량을 최적화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