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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PET의 감쇠보정 방법 및 투과스캔 시간에 따른 뇌 상의 특성 분석

    투과스캔을 이용한 측정감쇠보정은 정량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상을 

재구성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전자방출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서 최적의 방출스캔과 투과스캔의 시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팬텀을 이용하여 

실제 임상조건을 모사 하여서 적절한 방출스캔과 투과스캔 시간을 조사하고

자 하 다. 

    GE Advance PET™ 기기에서 제공하는 이차원 상획득 프로토콜과 

방사능 동위원소인 
18
F을 이용하여 실린더형,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그리고 호프만 뇌 팬텀을 PET 스캔하 다. 실

린더형 팬텀은 3.68 mCi의 18F을 채웠고 총 35장의 슬라이스들 중 23장의 

슬라이스에 관심 역을 그렸다. NEMA 팬텀은 물, 공기, 그리고 테플론이 

채워진 삽입물이 들어 있으며 이 세 삽입물 외부에는 8.34 mCi의 
18
F을 채

웠으며 총 12개의 관심 역을 그렸다. 호프만 팬텀은 약 2.99 mCi를 채우고 

대뇌피질에 관심 역을 그렸다. 방출스캔은 2, 5, 10, 15, 30 분의 총 다섯 

개의 스캔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투과스캔은 2, 3, 4, 5, 7, 10, 15, 20, 30 분

의 총 아홉 개의 스캔시간에 걸쳐서 실시하 다. 상의 감쇠보정은 측정감

쇠보정을 이용하여서 재구성되었고 모든 대상 상에 대하여 관심 역 분석

을 실시하 으며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그리고 퍼센트 오차 등을 측정하

다. 

    실린더형 팬텀 분석에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방출스캔, 투과스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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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감소되었고 변이계수는 투과스캔 시간 10분 이상에서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경향을 보 으며 방출스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하 을 때

와 15분에서 3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의 에러 감소량이 거의 동일하 다. 

NEMA 팬텀에서는 세 가지 삽입물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모든 방출스캔 

시간대에 대하여 합하 을 때 투과스캔 15분에서 가장 적은 오차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출스캔 시간은 15분이, 투과스캔 시간은 15분

이 본 연구에 사용된 상획득조건과 투여한 동위원소 량 내에서 가장 적당

함을 나타내었다.

핵심되는말: 양전자방출단층촬 , 스캔시간, 정량분석, 투과스캔, 방출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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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의 감쇠보정 방법 및 투과스캔 시간에 따른 뇌 상의 특성 분석

<지도교수 김희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정 하 규

Ⅰ. 서 론

    임상에 있어서 PET 스캔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것은 심지어 작은 종양의 구별을 위해서도 이러한 PET 스캔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향을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스

캔 시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정된 양

의 방사능 동위원소로서 환자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시키고 최선의 상

을 얻기 위한 노력들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1
. 

    그 동안 PET에서는 감쇠보정이 재구성된 상을 통한 병변검출에 실

제로 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2,3
. 뇌 상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감쇠보정들에는 계산감쇠보정과 측정감쇠보정 등이 있다. 계산감쇠

보정은 물체의 감쇠특성이 일정한 상수 값을 가지며 물체의 모양과 위치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부가적인 투과스캔이 필요 없다

는 장점이 있지만 인체의 어느 부분도 일정한 감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으며 인체 일부분의 정확한 모양을 알아내기가 힘들고 상 재구성 시에 

손으로 관심 역을 그려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오차를 지녀야 한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계산감쇠보정 자체에 의한 잡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보정방법은 높은 감쇠경로를 따라서 측정된 낮은 계수의 향을 고

양하므로 재구성된 상의 잡음특성을 변화시킨다
2,4
. 하지만 문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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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와 흉곽 이하의 가슴부위 등은 모양과 감쇠계수가 상대적으로 균일하여 

이러한 단면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감쇠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 다
4
. 

    측정감쇠보정은 투과스캔을 실시하여 얻을 수 있는 감쇠지도를 참고로 

하여 감쇠보정을 실시하므로 계산감쇠보정 보다는 더 정확한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이것은 물체의 외부 윤곽선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 감쇠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때, 또는 높은 정확도의 정량화가 필요할 

때 매질의 감쇠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측정감쇠보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출스캔과 투과스캔의 두 번에 걸친 스캔이 필요하게 

되는데 투과스캔시 발생하는 산란과 우연계수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계

수는 전체 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체내에 분포한 동위원소의 

양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된다4. 또한 투과스캔을 실시하는 동안에 발

생하는 산란과 우연계수는 PET 상에서의 노이즈 수준을 현저하게 증가

시킨다
4,5
.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터를 사용하거나 계수의 신호 

대 잡음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다 긴 시간동안의 투과스캔을 요하게 되

는데 필터를 사용하면 심각한 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긴 시간동안의 

스캔은 환자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움직임에 의한 잡음을 발생시킬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5.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본 병원에서 측정감쇠보정을 통하여 

상을 얻을 때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투과스캔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방출스캔의 최적시간 또한 분석하여 투과

스캔 및 방출스캔의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로 상에 향을 끼치는지에 대

한 정량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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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PET 상획득

    실험에서 획득한 모든 PET 상은 GE Advance PET
™
 기기를 이용하

여 이루어 졌다. 이 기기는 횡축방향 4.0 mm, 축방향 8.0 mm, 동경방향 30 

mm의 차원을 가진 36개의 Bismuth Germanate Oxide (BGO)결정들과 두 

개의 광전자 증배관으로 이루어진 검출기 블록, 6개의 검출기 블록이 모여

서 된 검출기 모듈, 그리고 56개의 검출기 모듈이 실린더의 형태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며 여기에는 총 12,096개의 BGO결정들과 각각 672개의 결정

을 가진 18개의 검출기 링들로서 기본적으로 35개의 상면을 이루고 있다. 

검출기 링의 앞면과 뒷면은 후방 산란된 감마선을 차단하기 위한 납 재질의 

두꺼운 격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검출기 링들 사이에는 두께 1 mm, 길이 

117 mm의 텅스텐 격막이 위치하여 2차원 및 3차원 스캔을 실시할 수 있다. 

스캐너의 횡축시야는 55 cm, 종축시야는 15.2 cm 이며
6,7
 연속적인 상획득

이 가능하고 초기 상 재구성 시에 4.25 mm의 슬라이스 두께를 가지는 35

장의 축방향 상을 생성한다. 상획득을 위하여 미리 준비한 팬텀은 실린

더형, NEMA, 그리고 호프만 팬텀이었고 각 팬텀은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스캐너 시야의 정 중앙에 위치시켰다. 상의 획득은 2차원 고민감도 모드

를 이용하 고 방사성동위원소로는 실린더형 팬텀에 대하여 3.68 mCi를, 

NEMA 팬텀에 대해서는 물, 공기 그리고 테플론이 채워진 삽입물 외부에 

8.34 mCi를 그리고 호프만 팬텀은 2.99 mCi의 18F를 채웠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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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각각의 팬텀에 투여한 방사성동위원소량
1

실린더형 팬텀 NEMA 팬텀 호프만 팬텀

18F 투여량 3.68 8.34 2.99

 1 
단위는 mCi 임.

    각 팬텀에 채워진 방사성동위원소는 팬텀의 부피에 비례하여 방사성동

위원소의 농도를 각각의 팬텀에 대하여 최대한 일정한 양을 포함하도록 하

다. 각 팬텀에 대하여 방출스캔 시간은 2, 5, 10, 15, 30 분에 걸쳐서 실시

하 으며 투과스캔은 2, 3, 4, 5, 7, 10, 15, 20, 30 분 등에 걸쳐서 상을 획

득하 고 투과스캔은 두 개의 10 mCi 
68
Ge 회전 핀 선원을 사용하 다. 이

렇게 하여 획득한 모든 상들은 방출스캔 시간과 투과스캔 시간을 고려하

여 각 팬텀 당 총 45개의 시간 조합을 이용하여 상이 재구성되었다. 상 

재구성 시에는 128 × 128 픽셀 행렬을 가지도록 하 으며 횡축방향 필터로 

Hanning (차단주파수 0.4 cycle/cm)을 사용하 고 이때 차단주파수는 재구

성된 상에서 가지는 픽셀크기의 약 두 배 정도로 설정된 값을 이용하

다. 감쇠보정에는 측정감쇠보정 방법을 이용하 고 여과후역투사 방법을 이

용하여 상을 재구성하 다. 

2. PET 상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값 및 표준편차

특정 관심 역내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을 투과스캔 또는 방

출스캔 시간에 따른 함수로써 분석하고 스캔 시간에 따라 상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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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 값들의 경향을 알아보았다.

나. 변이계수

관심 역내의 오차 값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만큼 가깝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다.

SD
Avg

×100

여기서 SD = 관심 역내의 표준편차, Avg = 관심 역내의 평균계수

다. 퍼센트 오차

NEMA 팬텀에는 물, 공기, 테플론과 같은 삽입물이 들어있고 이러한 삽입

물 내부와 배후의 계수를 측정하여 배후 계수당 삽입물 계수의 %를 나타내

는 퍼센트 오차를 상의 스캔 시간에 따라서 비교하 다.

Cinsert
Cbg

×100

여기서 Cinsert = 삽입물 내의 계수, Cbg = 배후의 평균계수

3. 관심 역

가. 실린더형 팬텀

실린더형 팬텀에는 총 35장의 슬라이스들 중 7번부터 29번 슬라이스까지 총 

23장의 슬라이스에 관심 역을 그렸으며 각각의 슬라이스에는 5개의 관심

역이 분포하도록 하 다(그림 1). 5개의 관심 역들 중 각 관심 역의 위치

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1번부터 5번까지의 관심 역 번호를 부여하

으며(그림 2) 동일한 번호의 관심 역은 모든 23장의 슬라이스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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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린더형 팬텀의 
18
F 2차원 고 민감도 

모드 상. 7번부터 29번까지 총 23장의 슬라

이스에 관심 역을 그렸고 각 슬라이스마다 5

개의 관심 역이 있음.   

               

그림 2. 관심 역 설정. 동일한 

번호의 관심 역은 모든 23장의 

슬라이스에서 같은 위치에 분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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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놓이도록 하 다. 이러한 관심 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표

준편차 증감의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실시하 다.

나. NEMA 팬텀

NEMA 팬텀 또한 7번부터 29번까지 총 23장의 슬라이스에 관심 역을 그

렸으며 방사능이 없는 세 개의 삽입물 내부에 하나씩, 그리고 방사능이 있

는 배후에 9개를 그렸다(그림 3).

그림 3. NEMA 팬텀의 18F 2차원 고 민감도 

모드 상. 좌 상에서 시계방향으로 물, 공기 

그리고 테플론 삽입물이 있으며 각 삽입물에 

하나씩, 배후에 9개의 관심 역이 있음. 

다. 호프만 팬텀

호프만 팬텀의 5, 8, 14, 20 그리고 23번째 MR 상 슬라이스에 관심 역을 

세 개씩 그려서(그림 4) 총 15개의 관심 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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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프만 팬텀의 T2 weighted MR 상. 슬라이스 5, 8, 14, 20, 23

번에 임의의 뇌 피질 역을 정하여 한 슬라이스 당 세 개씩의 관심 역을 

설정함. 화살표는 관심 역임.

    총 5개의 슬라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15개의 관심 역 내의 복셀값들은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이계수등에 대하여 분석되었으며 투과스캔과 방

출스캔시간에 따라 각각의 변수들이 변하는 경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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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실린더형 팬텀

    방출스캔과 투과스캔 시간대 별로 재구성한 각각의 상들에서 모든 23

개의 슬라이스에 그려진 관심 역들을 분석하여 방출스캔 시간대별로 투과

스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평균값의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5). 

그림 5. 방출스캔(Ex) 시간에 따른 관심 역의 

평균값. 방출스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값이 점차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투과스캔(Tx)시간 5분 이상에서는 평균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음.

관심 역분석의 결과로서 나타난 평균값들이 방출스캔의 시간에 따라 점차

로 감소하고 있으며 투과스캔 5분 이상에서는 평균값들이 각각의 방출스캔 

시간대 안에서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하여도 거의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림 6 에서는 각 스캔시간에서 관심 역의 표준편차 값들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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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림 6. 투과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른 표준편

차. 방출스캔시간 및 투과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라 에러가 점차로 감소하 고 모든 방출스

캔 시간대에서 투과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라 

표준편차의 감소량이 점차로 줄어들고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음.

관심 역 분석에서 나타난 표준편차 값들은 방출스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 감소하 고 모든 방출스캔 시간대에서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그리고 각각의 방출스캔 시간대에서 나타나는 표준편차의 감소

는 투과스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그 감소의 폭이 점차로 줄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 다.

    다음으로는 관심 역들 내의 값들이 평균값에 얼마만큼 가깝게 분포하

고 있으며 방출스캔과 투과스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변이계수의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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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준편차와 평균값의 비율로 나타낸 

변이계수 분포. 방출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점차로 감소하다가 방출스캔 10분 이상에서는 

감소의 폭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투과

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각 방출스캔 시간대

에서 변이계수가 감소하 으며 투과스캔 10분 

이상에서는 감소의 폭이 크게 줄어들었음.

변이계수의 변화는 방출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

다가 방출스캔 10분 이상에서는 방출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른 변이계수 감

소의 폭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각각의 방출스캔 시간대에서 투과스

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변이계수는 계속 감소하 으며 투과스캔 10분 이전에

서는 변이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10분 이상에서는 감소의 크기가 줄

어들었으며 감소의 기울기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결과를 보 다. 

    변이계수 분석의 결과와 표준편차의 감소 경향이 비슷한 형태와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평균과 표준편차가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스캔 시간에 따라 변이계수와 표준편차 감소의 폭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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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으로부터 각 투과스캔 시간에서 방출스캔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에러의 폭을 분석하 다(표 2).

 표 2. 방출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 표준편차의 크기
1

투과스캔 시간2 2분 → 5분3 5분 → 10분 10분 → 15분 15분 → 30분

2 2.2 1.52 0.96 1.28

3 2.54 1.44 0.92 1.2

4 2.76 1.5 1.04 0.98

5 2.78 1.74 0.96 1.06

7 3.02 1.6 0.96 1.02

10 3.34 1.68 0.78 1.02

15 3.26    1.82 0.9 0.88

20 3.28 1.86 0.88 1.02

30 3.34 1.82 0.86 1

 1 
감소량 ×1000배 한 크기.

 2 단위는 분.
 3
 방출스캔 시간의 증가를 나타냄.

    그림 8에서는 표 2에서 나타낸 방출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감소한 표

준편차의 폭을 나타내었다. 방출스캔 시간을 2분에서 5분으로 증가시켰을 

때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 고 5분에서 10분으로 증가시켰을 때는 감소량

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시켰을 때와 15분에서 30분으

로 증가시켰을 때의 표준편차 감소량이 투과스캔 시간 15분을 전후하여 서

로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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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방출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른 표준편

차. 방출스캔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하 을 

때와 15분에서 30분으로 증가하 을 때의 표

준편차 감소의 폭이 거의 동일한 분포를 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로부터 표준편차의 감소량이 증가시킨 방출스캔 시간에 비례하

여 커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시간대 이후에서는 감소의 폭이 일정함을 나타

내었다.

 

2. NEMA 팬텀

    NEMA 팬텀의 배후에 존재하는 계수와 물, 공기, 테플론으로 구성된 

삽입물 각각에 존재하는 계수의 비율로써 나타낸 퍼센트 오차를 분석하 다

(그림 9, 10, 11).



- 16 -

그림 9. NEMA 팬텀 물 부위와 배후 방사능 

계수의 퍼센트 오차. 투과스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차가 오르내리는 경향을 보 음.

그림 10. NEMA 팬텀 공기 부위와 배후 방사

능 계수의 퍼센트 오차. 투과스캔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오차가 커졌으며 오르내림의 폭이 점

차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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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NEMA 팬텀 테플론 부위와 배후 방

사능 계수의 퍼센트 오차. 투과스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오차가 음의 값으로 증가하 으며 

오르내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음.

그림 12. 각 방출스캔 시간에 따른 세 삽입물

에 대한 퍼센트 오차의 합. 방출스캔 2분을 제

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투과스캔 15분일 때 가

장 작은 퍼센트 오차를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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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삽입물의 계수와 배후 계수에 대한 비로써 나타낸 퍼센트 오차

는 그림 9, 10, 11에서와 같이 각각의 삽입물에 대하여 스캔시간에 따라 진

동, 양의 증가 그리고 음의 증가와 같이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물이 삽입된 부위의 계수와 배후의 계수비를 나타낸 그림 9에서는 투과스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퍼센트 오차가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투과스캔 15분까지는 방출스캔 2분과 10분의 데이터가 유사한 오차 값

을 나타내었고 모든 투과스캔 시간대에서 방출스캔 5, 15, 30분의 데이터가 

유사한 오차 값을 가지며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가 삽입된 부위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나타낸 그림 10에서는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 퍼센트 오차도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는 경향을 보 다. 테

플론 삽입물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나타낸 그림 11에서는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퍼센트 오차가 음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

을 보 다. 각 방출스캔 시간에서 세 가지 삽입물의 퍼센트 오차를 모두 합

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 12 에서는 방출스캔 2분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분석

결과에서 투과스캔 15분일 때에 가장 작은 퍼센트 오차를 보 다. 

 표 3.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삽입물의 퍼센트 오차 합.

2분1 3분 4분 5분 7분 10분 15분 20분 30분

퍼센트 오차
2
26.54 34.27 29.39 23.74 37.12 24.31 13.40 14.36 16.84

 
1
 투과스캔 시간.

 
2
 단위는 %.

    세 삽입물을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여 합하고 투과스캔 시간의 변

화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하 다(표 3).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여 합한 

결과에서는 투과스캔 15분에서 가장 작은 퍼센트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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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따른 세 삽입

물에 대한 퍼센트 오차의 합. 투과스캔 15분에

서 가장 작은 퍼센트 오차를 나타내었고 그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세 가지 삽입물에 대한 퍼센트 오차를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여 합한 

그림 13에서 투과스캔 7분까지는 퍼센트 오차가 위 아래로 변동하다가 15분

에서 가장 작은 오차를 보 고 그 이상에서는 다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3. 호프만 팬텀

    각각의 방출스캔, 투과스캔 시간에 따라 재구성된 호프만 팬텀 상 다

섯 개의 슬라이스에 그려진 총 15개의 관심 역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이계수에 대하여 분석하 다. 먼저 투과스캔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는 아래(그림 14)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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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호프만 팬텀의 15개 관심 역(ROI)

에 대한 평균값 분석. 대체로 투과스캔 시간이 

커질수록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투과스캔 15분에서는 방출시간 크기 순서대로 

평균값이 커지는 경향을 보 음.

방출스캔 시간에 따른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방출스캔 2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 다. 투과스캔 15분에서는 방출스캔 시간의 길이대로 평균값이 커지

는 경향을 보 지만 실린더형 팬텀이나 NEMA 팬텀에서 나타난 것 같이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각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여 투과스캔 시

간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표준편차의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15).



- 21 -

그림 15. 모든 관심 역들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 분석. 투과스캔 10분, 15분에서는 방

출스캔 시간의 길이 순서대로 표준편차가 커

지는 경향을 보 음.

그림 16. 관심 역 내 평균과 표준편차의 비 

인 변이계수. 투과스캔 15분에서 방출스캔 5, 

10, 15, 30분의 변이계수가 비슷한 양을 나타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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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심 역들의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은 각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여 

투과스캔 시간이 증가하면서 표준편차가 위아래로 진동하거나 감쇠 또는 일

정하게 유지되는 등 어떠한 특정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그림 15). 이러

한 평균과 표준편차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투과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른 변

이계수들의 변화를 분석하 다(그림 16). 각 방출스캔 시간대에서 변이계수

들은 대체로 투과스캔 시간의 증가에 따라 위아래로 진동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기 때문에 특정한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투과스캔 15분에

서 방출스캔 5, 10, 15, 30분의 변이계수들이 모두 12.4%∼12.6% 사이의 좁

은 범위의 값들에 분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호프만 팬텀을 이용하여 스캔한 

상을 분석하는 이러한 경우 뇌 구조에 따른 부분용적효과와 방출, 투과스

캔 시간의 변화가 상에 미치는 향을 따로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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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양전자방출단층촬 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3

차원 형태의 대상물 내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외부 검출기로써 검출하여 

대상물 내에 분포하는 동위원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4
. 방출되는 방

사선을 PET 기기에서 검출하는 방법은 검출기고리 사이에 납 또는 텅스텐 

격막을 장치하여, 한 개 또는 인접한 몇 개의 검출기고리에서 측정되는 동

시측정선만을 이용하는 2차원 데이터 획득방법과 이러한 격막을 제거하여 

획득하는 3차원 데이터 획득방법이 있다
8
. 

    2차원 데이터 획득방법은 다른 상면에서 발생하는 신호 간섭을 제거

한 단층 상을 획득할 수 있으나 제한된 상획득시간과 격막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통계적 계수 및 낮은 효율을 얻으므로 최적의 상분해능을 얻는

데 제한이 있다
8
. 반면에 3차원 데이터 획득을 실시하면 이러한 다중-검출

기 고리형 PET 시스템에서 민감도를 수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9
 

임상연구의 상획득 프로토콜에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10. 하지만 이러

한 3차원 데이터 획득방법은 상 재구성 등의 계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며 상면의 시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는 산란 방사선을 차

단하지 못하므로 산란분획이 증가하고 상대비가 저하되어 상의 정확한 

정량화에 심각한 향을 줄 수 있다
11
. 특히 뇌 상획득에 있어서 이러한 

산란분획은 3차원 상획득시  뇌 백질의 계수에 기여하여 방사능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2차원으로 획득한 상보다 상대비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

져오기도 한다
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되는 스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5개의 방출스캔 시간과 9개의 투과스캔 시간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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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방출스캔과 투과스캔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2차원 데이터 획득모드

와 2차원 상 표준 획득모드인 고 민감도 모드
9
, 그리고 투과스캔을 사용하

여 감쇠보정을 실시하는 측정감쇠보정을 이용하여 상을 획득 및 재구성하

다. 실험에 사용된 대상들은 내부 방사능동위원소의 분포가 균일한 실린

더형 팬텀과 물, 공기, 테플론 삽입물이 있는 NEMA 팬텀, 그리고 호프만 

팬텀을 이용하 다. 팬텀에 투여된 방사선동위원소량은 각각의 팬텀들이 서

로 다른 부피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입한 동위원소의 농도를 가능

한 모두 같도록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린더형 팬텀과 NEMA 팬텀을 이용한 실험 결과로부

터 방출스캔 15분과 투과스캔 10∼15분 정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과 상획득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에 스캔에 걸린 시간에 비

하여 가장 오차가 적은 균일한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 다. 반면에 

호프만 팬텀은 뇌 피질 역에 그린 15개의 관심 역들을 이용한 분석 결과

로부터 스캔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를 않았고 위 아래로 계속 

변동하는 모양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호프만 팬텀이 두께 약 1cm도 되지 

않는 실제 대뇌피질의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 및 크기를 모사하고 있으며 그

에 기인한 부분용적효과에 의하여 동위원소 분포의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스캔 시간에 따른 상의 특성 분석에서 명확한 결론을 얻

을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용적효과는 어떠한 물체가 스캔될 때 그 물체의 크기가 어느 한 차

원이라도 PET 시스템의 해상도인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2 이하의 크기를 가지면 그 물체는 검출기에 모든 크기가 검출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만 검출되어 재구성된 상에서 동위원소 분포의 평가저하를 가져

오는 현상으로써 대상체의 크기와 스캐너의 해상도에 크게 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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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3,14
. 뇌 상에서의 이러한 부분용적효과는 동위원소의 분포 량을 평가 

저하시키므로 대상체들 간의 PET 상 비교 분석시에 동위원소의 분포 위

치와 그 크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높은 연령과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PET 상의 해석에 많은 향을 끼치게 된다

15,16
. 그 동안은 PET 상에 관심 역을 그리고 그 관심 역 내부에 분포하

고 있는 동위원소 량을 CT나 MR 상에서 해당하는 조직에 그린 관심

역의 부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관심 역 

주변 조직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확한 

보정이 되지 못한다12. 

    Tom O. Videen 등
12
 은 PET 뇌 상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부분용적

효과를 2차원 상에서 보정 하 으며 이것은 뇌와 뇌 외부로 퍼진 부분에 대

해서는 보정 되었지만 뇌 회백질과 백질 사이에 대해서는 전혀 보정되지 않

았고 더욱 정확한 보정을 위해서는 3차원 적인 보정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

로 나타내었다. Meltzer 등13,17 은 뇌 조직과 뇌 척수액 역으로 나눈 2구

획 모델(two-compartment model)로 이러한 부분용적효과를 보정하고자 하

다. 이러한 2구획 모델은 뇌 척수액 역이 PET 뇌 상의 정량분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 방법의 단점은 뇌 회백질과 백질간의 부분

용적효과 보정이 불가능하므로 Alzheimer 병을 가진 대상들에서 나타나듯

이 회백질과 백질의 동위원소 분포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8,19,. 이러한 2구획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뇌 회백질, 백질 그리고 뇌 척수액 역으로 나눈 3구획 모델

(three-compartment model)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
. Meltzer 등

14 
은
 

이러한 두 가지 부분용적효과의 보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의 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MR 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 다. 부분용적효과의 

보정시 발생하는 네 가지 오차는 MR 상과 PET 상의 정합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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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실제 PET 기기 해상도와 MR 상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해상도간

의 오차, 뇌 백질에서 동위원소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 오

차 그리고 2구획 모델과 3구획 모델을 사용하기 위하여 뇌 조직과 뇌 척수

액 또는 뇌 회백질과 백질 그리고 척수액 부분 등의 상분할에서 기인하는 

오차 등이다. MR 상과 PET 상의 정합시 나타나는 오차는 PET 상의 

해상도가 좋을수록 조그마한 정합 오차에도 큰 에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ET 기기의 본래 해상도와 시뮬레이션 된 MR 상간 해상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약 2mm FWHM 정도에서는 10% 미만의 에러

를 보 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해상도가 기기의 해상도보다 높게 

평가되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에러를 보 다. 뇌 회백질의 비균일성에 의

한 오차는 부분용적효과의 보정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

으며 상분할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2구획 모델에서는 무시할만한 크기 고 

3구획 모델에서는 뇌 조직과 뇌 척수액 사이의 분할에서 오차 발생 시에는 

1.3%∼5.7%의 에러와 101.1%∼102.5% 정도로 약간 과대 평가된 보정율을 

나타냈으나 뇌 회백질과 백질간에 분할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약 4.1%∼

11.1%의 에러와 93.0%∼96.8의 보정율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3구획 모

델은 상분할시 또는 PET 상과 MR 상의 정합시 발생하는 작은 오차

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 고 반대로 2구획 모델은 작은 오차에는 그리 민

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므로 PET 상의 대상 간 분석에는 2구획 모델이,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정량분석에는 3구획 모델이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14
.

    호프만 팬텀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용적효과를 보정하지 

않고 실제 임상에서 판독에 이용되고 있는 재구성된 상에 관심 역분석을 

실시하 기 때문에 스캔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의 특성을 이끌어 낼 수 없

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앞으로 부분용적효과에 실제 임상적용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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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균일한 두 팬텀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스캔시간

에 따른 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스캔시간을 결정하 다. 이러한 실

린더형 팬텀과 NEMA 팬텀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부분용적효과를 보정한 

후에 실시하는 호프만 팬텀 또는 실제 환자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유용

한 참고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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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여러 가지 팬텀을 이용하여 최적의 투과스캔과 방출스캔 시간을 결정하

는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실린더형 팬텀을 이용한 분석결과로부터 방출스캔 시간을 15분에서 30분

으로 15분을 증가시켜서 얻은 에러의 감소효과는 10분에서 15분으로 5분 증

가시켰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거의 동일하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증

가시킨 스캔 시간에 따른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방출스캔 시간은 최대 15분

까지가 적당함을 보 다.

2. NEMA 팬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모든 방출스캔 시간에 대하

여 모든 삽입물의 퍼센트 오차를 다 합한 결과를 투과스캔 시간에 따라 나

타내었을 때 투과스캔 15분에서 가장 적은 오차가 나타났으며 그 이상의 시

간에서는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투

과스캔 시간은 15분이 가장 적당함을 보 다.

    이러한 위의 두 가지 분석결과로 볼 때 방출스캔 15분과 투과스캔 15분

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상획득조건과 투여한 동위원소 량 내에서 가장 적

당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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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PET Brain Imaging for Attenuation 

Correction and Transmission Scan Time

Ha-Kyu Jeong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oung Kim)

    The measured attenuation correction with transmission (Tx) scans 

produced quantitatively accurate images. However, it was not clear for 

optimal emission (Ex) and Tx scan time in PET imaging. This study 

was to evaluate acceptable Ex and Tx scan time by simulating clinical 

situations using various phantoms. Cylindrical, NEMA, and Hoffman 

brain phantom were used for 
18
F-PET scan using 2D protocol in GE 

Advance PET™ scanner. 

    Cylindrical phantom was filled with 3.68 mCi 
18
F, and five region of 

interests (ROI) were drawn on 23 slices. NEMA phantom had three 

inserts containing water, air and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Outside 

of these inserts were filled with 8.34 mCi of 
18
F, and total 12 ROIs were 

drawn on 23 slices. Hoffman phantom was filled with 2.99 mCi 18F, and 

three ROIs were drawn on cerebral cortex of five slices. Sca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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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out according to five Ex scan times: 2, 5, 10, 15, 30 min, and 

nine Tx scan times: 2, 3, 4, 5, 7, 10, 15, 20, 30 min. Images were 

reconstructed using measured attenuation correction, and ROI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ll images, and mean, standard deviation (SD),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percent errors were obtained. 

    For cylindrical phantom study, ROI mean and SD were decreased as 

Ex and Tx time increased. Coefficients of variation were stayed 

constant, when Tx was greater than 10 min. The amount of error 

decreased for increasing Ex time from 10 min to 15 min was almost the 

same to that from 15 min to 30 min. In NEMA phantom, Tx 15 min 

showed the lowest error level when the percent errors for three inserts 

were summed for all of the Ex times. 

    This study suggested that Ex 15 min and Tx 15 min were 

acceptable as optimum scan time for the scanning protocol and the dose 

of radiopharmaceuticals used in these phantom study. 

Key Words: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can time, quantitative 

analysis, transmission scan, emission s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