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산란엑스선제거용그리드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X선조사시 피검자의 체내로 부터 발생하는 산란X선이 X선수상면적에 입
사되는 양을 감소시켜 X선상의 대조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란X선제거용그리
드(이하 “그리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직선그리드에 대해서만 적
용한다.

2.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KS A 4021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산란X선제거용그리드
X선 수상면(이하 수상면이라 한다)에 입사되는 산란X선량을 감소시켜 X선상의 대조도
를 개선할 목적으로 수상면의 앞에 놓는 기구.
나. 입사면
그리드를 사용시 X선관에 향하는 면, 즉 X선이 입사하는 면.
다. X선관측
그리드의 입사면측.
라. 박 막
그리드를 구성하는 X선흡수가 얇은 띠모양의 물질로서(이하 박막이라 한다) 산란X선
을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마. 박막의 방향
박막의 면과 입사면에 평행인 방향으로서 통상 박막의 긴 방향을 말한다.
바. 중간물질
박막과 박막사이에 있는 X선 흡수가 적은 물질을 말하며, 표1과 같이 구분하여 그 재
료명을 표시한다. 기타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명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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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중 간물질 재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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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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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

WO

지

PL

성

미

호

늄

합

루

약

수

탄소섬유강화수지

CFRP

사. 직선그리드
X선 흡수율이 큰 박막과 X선 흡수율이 작은 중간물질과를 각각의 긴쪽이 평행되도록
구성한 그리드
마. 평행그리드
직선그리드 중 박막이 면이 서로 평행하고 입사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된 그리드 (그림1)
자. 집속그리드
박막의 면이 어떤선상 즉, 집속거리에서 집속하는 직선그리드로서 이 선상은 직선그리
드의 입사면과 평행한다. (그림2)
차. 테이퍼박키 그리드
박막의 높이가 그리드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 방향의 주변으로 향하고 동시에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감소하는 그리드(그림3)
카. 교차그리드
2개의 직선 그리드를 각각의 박막의 방향이 어떤 각도를 가지도록 만들어진 그리드
타. 직교그리드
2개의 직선 그리드를 박막의 방향이 90o의 각도로 이루어진 교차그리드 (그림4)
파. 사교그리드
2개의 직선 그리드를 각각 박막들의 방향이 90o이외의 각도로 이루어진 그리드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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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정지그리드
X선 조사시 수상면에 대해서 정지한 상태로 사용하는 그리드.
갸. 이동그리드
X선 조사시 X선상으로 부터 박막의 음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드가 수상면에 대해
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기구를 사용하는 그리드.
냐. 그리드 밀도(기호 : N, 단위 : ㎝-1)
직선그리드의 중심부에 있어서 ㎝당 박막의 수.
댜. 그리드 비(기호 : r)
직선그리드의 중심부에 있어서 흡수하는 박막의 높이(h)와 박막사이의 거리(D)에 대
한 비, 통상 박막의 간격은 1로서 표시한다.
평행 및 직속 그리드 비 :
테이퍼 박키 그리드 비 :
여기서, ho : 주면에 대한 박막의 높이
사교 그리드 비 :
여기서, 1, 2 : 사교로 겹쳐진 각각의 그리드에 대한 박막의 높이와 간격.
r=

r=

r1=

h1

D1

h

D

ho
D

r2=

h2

D2

랴. 집속거리(기호 : f0 단위 : ㎝)
집속그리드에 있어서 박막의 연장이 집속하는 선으로부터 그리드의 입사면까지 거리.
먀. 사용거리한계(기호 : f1, f2 단위 : ㎝)
X선관 초점을 그리드 중심선상에 놓았을때 전단에 유효한 X선상을 얻을 수 있는 X선
관 초점과 집속그리드의 입사면까지의 거리, 그 하한치를 f1, 상한치를 f2로 한다.
뱌. 중심선
그리드의 입사면상에 다음에 것을 표시한 직선.
평행그리드는 박막의 방향과 유효면적의 중심선.
집속그리드는 박막의 방향과 입사면에 수직인 박막의 위치.
교차그리드는 박막의 양쪽에 대해 동일한 표시.
샤. 1차 X선투과율(기호 : Tp)
6.라.(1)의 규정에 따라서 X선 선속중에 그리드를 놓았을때 측정된 선량율(Ip)과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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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X선 선속으로 부터 제거하였을 때 측정된 선량율(Ip)의 비로서 통상 소수로 나
타낸다.
Tp =

I' p
Ip

야. 전 X선투과율(기호 : Tt)
6.라.(2)의 규정에 따라서 X선 선속중에 그리드를 놓았을 때 측정된 선량율과 그리드를
그 선속으로 부터 제거하였을 때 측정된 전 X선 선량율의 비.
쟈. 산란X선 투과율(기호 : Ts)
6.라.(3) 규정에 따라서 X선 선속중에 그리드를 놓았을 때 측정된 산란X선의 선량율
(I's)과 그리드를 그 선속으로부터 제거하였을 때 측정된 산란X선의 선량율(Is)의 비로
서 통상소수로 나타낸다.
Ts =

I' s
Is

챠. 선택도(기호 : ∑)
산란 X선투과율에 대한 1차X선 투과율의 비.
산란 X선에 대한 1차X선의 비에 대한 상대적인 개선을 나타낸다.
∑=

Tp
Ts

캬. 대조도 개선도(기호 : K)
전 X선투과율에 대한 1차X선의 비에 대한 상대적인 개선을 나타낸다.
K=

Tp
Tt

탸. 노출배수(기호 : E)
전 X선 투과율의 역수
B=

3. 종류 및 치수

1
Tt

그리드의 종류 및 치수는 제조회사에서 정한 개별규격에 따르고 그리드 외형치수 및 유효
치수의 허용차는 -1.0㎜이내이어야 하며 또한 그리드 두께의 허용차는 +0.5㎜이내이어야
한다.

4. 구조 및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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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드의 유효부분은 X선흡수가 큰 박막과 X선흡수가 적은 중간물질을 서로 쌓아 놓
은 구조이어야 한다.
나. 그리드는 균일한 재료를 이용하고 적절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용이하게 변형을 일
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그리드는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보호하고, 동시에 필요한 강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유효부분을 테로 둘러 양면을 보호판으로 피복한다.
라. 사용을 함에 있어서 변형, 비틀어짐 혹은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성능

가. 기하학적 성능
(1) 평면도
그리드의 표면에는 길이 100㎜의 범위내에 0.2㎜를 초과하는 굴곡이나 요철이 없어야
한다.
(2) 평행도
그리드의 두께에는 길이 100㎜의 범위내에 0.5㎜를 초과하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직각도
각형그리드의 대각선 길이 d는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a≤d≤b
여기서, a : 각변이 모든 길이의 치수보다 1㎜ 짧은 장방형의 대각선 길이
b : 각변이 모든 기준의 치수와 같은 장방형의 대각선 길이
(4) 그리드 밀도
허용차는 표시치의 ±5% 이내이어야 한다.
(5) 그리드 비
허용차는 표시치의 ±5% 이내이어야 한다.
(6) 집속거리
지정된 접속거리에 대응한 집속선상에 X선관 초점을 놓고 그리드를 조사하였을 때
그리드 중심부에 있어서 1차 X선 투과율에 대한 주변부의 1차X선 투과율의 백분율
은 90-110%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7) 사용거리한계
X선관 초점을 중심선 직선상의 사용거리한계(f1, f2)에 놓고서 그리드를 X선 조사하였
을 때 그리드 중심부에 있어서 1차 X선의 투과율에 대한 주변부의 1차 X선 투과율
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8) 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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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8)에 규정한 위치에 X선관 초점을 놓고서 촬영한 필름상에 얼룩이나 박막에 의
한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나. 물리적 성능
6.가 및 6.나에 규정한 조건에서 1차 X선투과율, 전 X선 투과율 및 산란X선투과율을
측정하고 이들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각각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택도
허용차는 표시치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2) 대조도 선택도
허용차는 표시치의 ±5% 이내이어야 한다.
(3) 노출배수
허용차는 표시치의 ±5% 이내이어야 한다.
6. 시

험

가. 시험상태
시험상태는 온도20±15oC, 습도65±20%로 한다.
나. 시험조건
(1) 측정계
측정계는 그림6에 표시한 직경 10±1㎜의 유효면적을 각는 텅그스텐산 칼슘막(75㎜
±10㎎/㎠)으로된 형광판과 2차 전자 증배관을 사용한 검출기를 사용한다.
6.라.(2)의 규정에 따라서 측정기의 그리드를 제거한 상태에서 형광판으로부터 형광을
차폐하였을 때 측정계의 측정치는 차폐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치의 0.5%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그리드 하면과 형광판의 형광출력면과의 사이에 여과효과는 0.5±0.1㎜Al 당
량 이내로 한다.
(2) 소팬톰
1차 X선투과율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팬톰은 두께 10±2㎜의 KS M 381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에 규정하는 메타크릴 수지판을 사용하고, 직경은 50㎜, 높이 200±1
㎜의 직원추형의 밀봉 물팬톰으로 한다.(그림7)
(3) 대팬톰
산란X선 투과율 및 전X선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팬톰은 두께 10±2㎜의
KS M 381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에 규정하는 메타크릴 수지판을 사용하고 밑면적
300±1㎜×300±1㎜, 높이 200±1㎜의 직방체의 밀봉 물팬톰으로 한다. (그림8)
(4) 측정을 위한 배치
측정을 위한 기하학적 배치는 그림7. 8과 같다.
1차 X선투과율, 전 X선투과율 및 산란 X선투과율의 측정은 그리드의 1차 X선투과
율, 전 X선투과율 및 산란 X선투과율의 측정은 그리드의 지지면과의 거리를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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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행한다. 조리개판 및 차폐판은 두께 5±1㎜ 한다.
그리드를 사용한 모든 측정시는 그리드의 중심선이 X선관측과 평행하고 또한, X선
조사야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5) 선 질
측정시의 선질은 관전압 100kV, 맥동율 10%이하로 하고 총여과는 4㎜Al당량으로 한
다. 다만, 관전압을 100kV이외로 하여 측정하는 경우에는 선질을 표2에 나타난 값으
로부터 선택하고 특성의 표시에 그 관전압을 명시하여야 한다.
물리적 성능(예 : 선택도)을 측정할 때에는 X선의 선량변동(에너지 유랑율 변동)이
±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표2
관전압(맥동율10%이하)kV

총 여 과 ㎜Al Equivalent

60

2

75

2

100

4

125

4

150

4

다. 기하학적 성능의 시험방법
(1) 평면도
정밀정반에 규정하는 정반상에 그리드를 놓고 정반면을 기준면으로 하여 KS B
5206(0.01㎜눈금 다이얼게이지)에 규정한 다이얼게이지로 측정하여 5.가.(1)의 기준
에 적합한 가를 조사한다.
(2) 평행도
측정방법은 6.다.(1)에 준하여 측정하고 5.가.(2)의 기준에 적합한 가를 조사한다.
(3) 직각도
KS B 5244(표준자)에 규정하는 표준자로 대각선을 측정하고 계산해서 구한 a,b의 값
을 비교하여 5.가.(3)의 기준에 적합한 가를 조사한다.
(4) 그리드 밀도
6.다.(8)에 규정한 균일성의 측정용 필름을 사용하고 그 중심부분의 폭 3.0㎝내에 있
는 박막의 수를 3으로 나눈 값을 계산하여 5.가.(4)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5) 그리드 비
박막의 간격(그림1에 나타난 D의 값)은 6.다.(4)에서 측정한 폭으로 부터 박막의 두께
(그림1에 나타난 d의 값)에 박막의 수의 측정치를 곱한값을 감하여 그값을 박막의 간
격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중심부분의 박막의 높이(그림1에 나타난 h의 값)을 박막의 간격으로 나눈 값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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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비로 하여 5.가.(5)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6) 집속거리
그리드의 중심선을 포함하여 입사면에 수직인 평면상에 X선관축이 중심선과 평행이
되도록 X선관 초점을 집속거리에 놓는다.
X선 조사야를 그리드의 유효면적과 같도록 제한하여 6.나.(1)에 규정한 측정계를 사
용하고 6.나.(4)에 규정한 배치에 의해서 그리드의 중심부분 및 주변부분의 1차X선과
투과율을 측정한다. 다만, 이 측정에서는 대팬톰 및 차폐판을 제거한다. 조사하는 X
선의 선질은 6.나.(5)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선량율은 측정계의 지시치에 대한 오차가
가능한 적게하여 5.가.(6)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7) 사용거리한계
X선관 초점을 지정한 f1 및 f2의 거리에 놓고서 6.다.(6)의 규정에 따라 그리드의 중
심부분과 주변부분의 1차 X선의 투과율을 측정하여 5.가.(7)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
사한다.
(8) 균일성
그리드의 유효면적 이상의 유효면적을 갖는 방사선용필름카셑에 증감지를 제거한 상
태에서 필름을 넣고 그 카셀 윗면에 그리드를 밀착시킨다. X선관 초점은 접속그리드
의 경우에는 지정거리에 평행그리드의 경우는 그리드의 입사면에서 200㎝의 거리에
넣고 X선을 조사한다. 조사하는 X선 선질은 6.나.(5)에 준하고 선량은 현상한 필름
전면의 평균 농도가 1.0±0.2가 되도록 설정한다. 또한 현상은 사용하는 필름의 지정
현상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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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리적 성능의 시험방법
(1) 1차 X선투과율의 측정
그림7에 표시한 배치에 의해 소팬톰을 사용하고, 그리드를 삽입한 경우와 그리드를
제거한 경우의 투과선량율을 측정하며 이들의 측정값의 비로 부터Tp를 구한다.
또한, 그리드의 지지면에 있어서 X선 조사야는 직경20㎜의 원으로 한다.
(2) 전 X선투과율의 측정
그림8에 표시한 배치에 의하여 팬톰을 사용하고 차폐판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리드를
삽입한 경우와 그리드를 제거한 경우의 투과선량율을 측정하고 이들의 측정값의 비
로부터 Tt를 구한다.
또한, 그리드 지지면에 있어서 X선 조사하는 300㎜×300㎜로 한다.
(3) 산란 X선투과율의 측정
그림8에 표시한 배치에 의해서 대팬톰을 사용하고 직경10±0.5㎜의 차폐판을 사용해서
1차 X선이 검출기의 X선 입사창에 입사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그리드를 삽입한
경우와 그리드를 제거한 경우의 투과선량율을 측정하고 이들의 측정값의 비로부터
Ts을 구한다.(4) 선택도
1차 X선투과율(Tp)과 전 X선투과율(Ts)의 비를 구하여 5.나.(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5) 대조도 개선도
1차 X선투과율(Tp)과 전 X선투과율(Tt)의 비를 구하여 5.나.(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6) 노출배수
전 X선투과율의 역수를 구하여 5.나.(3)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한다.
7. 기재사항

1) 외형치수
2) 그리드밀도
3) 그리드비
4) 중심선
5) 집속거리
6) 중간물질 재료명 또는 그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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