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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뼈PET/CT에서 평면영상의 생성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을 주사하고 감마카메라로 영상을 

얻는 뼈스캔이나 18F-fluoride에서 나오는 양성자소멸 반응으로 

생기는 감마선을 PET/CT로 영상화하는 뼈PET/CT는 혈류량과 

뼈형성에 따라 집적되어 뼈질환을 진단하는데 이용된다. 하지만 

뼈스캔에서 얻는 2차원 영상과 PET/CT기기에서 얻는 3차원 영상의 

진단성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검사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3차원 PET/CT 영상으로 2차원 뼈스캔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감쇠, 산란, 콜리메이터, 검출기 등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고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였다. 

PET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의 방사선원을 분포시킨 다음, 

방사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가상의 카메라 표면에 도달하여 

영상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구현하여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을 

이용하는 뼈스캔과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방사선원 

분포를 위해 비교적 나쁜 공간해상도를 갖는 PET 영상을 이용하는데 

이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실제 뼈스캔보다 낮은 공간해상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가상검출기의 고유해상도 

수치와 위치를 조정하였다. 노이즈가 매우 적은 영상은 노이즈가 

있는 실제 뼈스캔보다 병변이 보다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뼈스캔과 

비슷한 정도의 진단율을 갖도록 영상에 Poisson 노이즈를 

추가하였다. 

팬텀을 이용하여 실제 감마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시뮬레이션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환자의 뼈 PET/C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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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영상은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뼈스캔과 

유사한 병변/정상뼈 섭취 비율을 보여주어 직접적인 병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방법은 뼈PET/CT와 뼈스캔의 비교가 필요한 임상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병변에서 

99mTc-diphosphonate 화합물과 18F-flouride의 생리학적 섭취 

차이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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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뼈PET/CT에서 평면영상의 생성 

 

<지도교수 이종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태  성 

I. 서론 

1. 뼈스캔의 임상적 이용 

뼈스캔은 99mTc를 표지한 diphosphonate 화합물을 정맥주사한 

다음 뼈에 섭취된 99mTc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감마카메라로 

영상화하는 방법이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감마카메라와 99Mo/99mTc 

제네레이터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뼈스캔에서 

병변을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고 낮은 가격으로 전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핵의학 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시행되는 검사법 중 하나가 되었다.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은 국소혈류량, 뼈모세포(osteoblast) 

의 활성도, 그리고 추출효율에 비례하여 뼈무기질에 섭취된다.1 

뼈섭취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뼈표면의 수산화 

인회석결정 (hydroxyapatite crystal)에 화학적 흡수(chrmisorption)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9mTc-diphosphonate 화합물 가운데 

99mTc-methylene diphosphonate (MDP) 와 99mTc-hydroxym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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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hosphonate (HDP)가 많이 사용되는 약제들인데, 정상 뼈와 

비교하여 병변에 높은 섭취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99mTc-MDP는 

신장에 의해 1차적으로 제거되는데, 정맥주사 후 6시간까지 약 

70%가 신체에서 제거되며 약 2-4시간 사이에 영상을 얻는다. 

뼈스캔은 악성과 양성 뼈질환들의 진단에 이용된다. 이중 

뼈전이의 발견과 합병증의 진단, 추적조사 및 치료반응평가가 흔한 

적응증이며,2 원발성 뼈종양 및 염증, 외상, 관절염 등 양성질환들의 

진단에도 이용된다.3 

뼈는 폐와 간 다음으로 암의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장기인데,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환자들에서 뼈에 가장 원격전이가 많이 

나타난다.4-6 뼈전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으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뼈전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과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뼈전이의 진단이 중요하다. 

단순방사선 촬영에서는 약 30-50%의 뼈의 무기질의 감소가 생겨야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비해7 뼈스캔은 뼈모세포의 활동을 

영상화하기 때문에 병변에 의한 뼈의 변화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민감도 역시 더 높아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등 환자들의 

뼈전이 진단에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있다.8  

하지만, 뼈스캔에서 작은 전이 병변을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99mTc-diphosphonate 화합물들이 종양뿐만 아니라 외상, 수술, 

염증부위에도 비특이적으로 섭취되어 종종 위양성 소견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진단능에 제한이 있다.9 

2. 뼈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18F-fluoride를 이용한 PET/CT는 뼈를 

영상화하기에 매우 우수한 핵의학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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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에서 뼈로 확산되어 들어간 18F-fluoride는 수산화물 

이온(hydroxide ion)과 교환되어 수산화인회석결정(hydroxyapatite 

crystal)에 결합되고, 나머지는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신속히 

배설되어 정맥투여 후 2-3시간만에 높은 뼈/혈액, 뼈/연조직 비를 

나타낸다. 또한 18F-fluoride는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에 비해 

크기가 작아 99mTc-MDP보다 추출효율이 뛰어나다. 결과적으로 

영상에서 우수한 배후방사능비를 보여서 일찍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10 99mTc의 반감기가 6시간인데 비해 18F의 반감기가 2시간으로 

비교적 짧다는 것도 장점이다. 

1962년 Blau에 의해 뼈영상을 위한 용도로 처음 18F-Fluoride가 

소개되었는데,11 이 당시에는 두꺼운 NaI(Tl) 결정을 이용한 직선 

이동형스캐너(rectilinear scanner)로 영상을 얻었기 때문에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았다. 뒤이어 개발된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이 

감마카메라에서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18F-fluoride 

은 한동안 이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PET 및 PET/CT가 개발된 후에 

뼈영상을 위한 약제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12 

뼈PET에 이용되는 18F-fluoride에서 방출된 양전자는 전자를 

만나서 소멸되며 이때 두 개의 광자가 180° 반대 방향으로 방출된다. 

PET은 한 쌍의 광자의 방향과 위치를 기록하여 영상을 생성하는데 

이 원리에 의해 콜리메이터가 필요 없게 되므로 단일광자영상장치에 

비해 민감도와 해상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과영상을 

얻어 감마선의 감쇠와 컴프턴 산란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차원 단면영상으로 얻기 때문에 

병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PET/CT에서 영상의 감쇠보정을 위해 CT를 시행하는데,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국소화하는 것도 진단의 특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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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뼈PET/CT는 뼈스캔보다 작은 

병변이나 뼈용해성 병변에 대해서도 우수한 진단능을 보여준다.13-17 

3. 뼈PET과 뼈스캔의 비교 

99mTc diphosphonate 화합물과 18F-fluoride는 모두 혈류량이 

높고 뼈모세포에 의한 뼈형성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집적되기 때문에 

뼈와 전이를 포함한 병변에 유사한 섭취 소견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18 따라서 종래의 뼈스캔을 보다 우수한 진단능력을 가진 

뼈PET/CT로 대치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PET/CT 

기기가 고가이며 사이클로트론 설비가 필요한 18F-fluoride의 생성 

비용이 크기 때문에 뼈스캔보다 뼈PET/CT 영상을 얻기 위한 비용이 

비싸다. 환자의 부담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뼈PET/CT가 시행되는 

것이 현실이며, 뼈전이의 치료반응평가나 뼈병변의 추적검사를 위해 

반복적으로 뼈PET/CT를 시행하기는 더욱 쉽지 않다. 

뼈전이가 있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환자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에서 2년 이상이므로 암환자들은 뼈전이의 진단 전후로 수 차례의 

뼈스캔을 시행하게 되는데,19 고비용 때문에 반복해서 뼈PET/CT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민감도가 낮은 뼈스캔과 민감도가 높은 

뼈PET/CT를 번갈아 찍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임상적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 뼈PET/CT에서 발견된 소견이 추적검사로 시행한 뼈스캔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 이것을 치료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감마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일까? 

• 뼈PET/CT에서 발견된 소견을 추적검사하기 위해 뼈스캔을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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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시행한 뼈스캔에서 발견되지 않은 병변이 뼈PET/CT 

에서 새로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새로 생긴 병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전 뼈스캔에서 위음성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만약 뼈스캔과 뼈PET/CT 영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감마카메라 

와 PET/CT 기기의 물리특성을 보정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임상적 고민거리를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이다. 

3차원의 핵의학 체적영상인 뼈PET/CT 영상을 2차원의 

뼈스캔영상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려면 비슷한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전후면의 2차원 영상으로 이루어진 뼈스캔 영상으로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없으므로 3차원 영상을 2차원 평면으로 

투사하는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체적영상에서 평면투사영상의 생성 가.

PET 및 SPECT에서 얻어진 3차원 체적영상을 2차원평면인 

화면으로 투사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최대강도투사법 

(maximal intensity projection)이다. Wallis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 

방법에서는 투사방향에 위치한 복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치를 가진 

복셀을 평면으로 투사하여 영상을 만들어낸다(그림 1B).20 병변의 

복셀 값은 투사방향에 중첩된 구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체내 심부에 위치한 병변이라도 높은 대조도를 갖고 영상에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병변을 민감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깊이에 따른 감쇠가 일어나지 않고 병변의 두께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마스캔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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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뼈PET의 투사영상들의 비교. 

다발성뼈전이 환자의 후면 뼈스캔(A)과 비교할 때 최대강도투사법으로 만든 

투사영상(B)은 환자 전후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병변의 깊이를 알기 

어렵다. 깊이에 따른 감쇠효과를 추가한 최대강도투사법으로 만든 투사영상(C)은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전후 위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깊이에 

대한 감쇠효과가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닌 영상의 위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두개골(별표)처럼 해부학적 구조물들의 모양이 뼈스캔과 다르게 

나타난다. 감쇠지도를 이용한 투사영상(D)은 환자 앞쪽 갈비뼈의 병변(화살표)가 

감쇠효과에 의해 뼈스캔과 유사한 정도의 강도로 보인다. 하지만 산란효과와 

콜리메이터 때문에 생기는 감마카메라와 반대쪽의 병변에서 보이는 해상도 

저하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뼈스캔의 병변보다 가장자리가 또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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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사법은 최대수치를 가진 복셀만 보이기 때문에 냉소(cold spot)로 

나타나는 골용해성 병변이나 국소적 뼈의 결손부위가 영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21 

같은 저자가 소개한 다른 방법으로 깊이에 따른 감쇠효과를 

추가한 최대강도투사법 (depth-weighted maximum activity 

projection)이 있는데, 투사방향의 복셀들의 수치가 투사평면에서 

거리에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하여 영상을 만들어 낸다는 

차이가 있다.22 좌표 (𝑥, 𝑦, 𝑧)에서 복셀의 값이 𝐴 , , 이고 𝑧 방향으로 

크기가 64인 체적영상을 평면에 투사할 때 투사평면 위의 

좌표(𝑖, 𝑗)에서의 영상 𝐼 , 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𝐼 , = max (𝑒 ⋅ 𝐴 , , ) ( 1 ) 

여기에서 max 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이고 ℎ 는 감쇠효과를 위한 

상수값이다. 이 방법은 감쇠계수가 신체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상수이기 때문에 실제 뼈스캔에서 볼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들이 다른 양상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그림 

1C). 

Bailey 등은 폐환기/관류 SPECT 영상과 평면폐환기/관류스캔을 

비교하기 위해서 SPECT 영상으로 재투사평면영상 (reprojected 

planar image)을 만들었는데, 재투사영상에 감쇠효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감쇠지도( 𝜇map)를 만들어 이용하였다.23 그리고 투사방향의 

모든 복셀의 값을 더하여 투사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식적인 

스캔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으로 

재구성된 SPECT 영상으로 진단할 때 고식적인 스캔영상으로 진단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24 3차원 감쇠지도에서 (𝑥, 𝑦, 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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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감쇠계수를 𝜇 , , 라고 하고 복셀의 두께를 𝑑 라고 할 때 

투사영상 𝐼 , 를 만들기 위한 식(1)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𝐼 , = 𝑒 , ,   ⋅ × 𝐴 , ,  ( 2 ) 

감쇠계수를 이용하는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해 만든 위 투사방법 

들은 감쇠효과를 적용한 영상을 매우 빠르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사영상에는 산란효과와 콜리메이터에 의한 

공간해상도의 저하효과가 없기 때문에 고식적인 뼈스캔영상보다 

병변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게 된다(그림 1D). 따라서 뼈스캔과 

뼈PET/CT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감쇠효과만 적용한 투사영상은 산란에 의한 감마선이 영상화되는 

것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를 이용하기에도 문제가 

있다.25, 26 

뼈스캔을 포함하는 평면 신티그래피 영상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감쇠효과와 산란효과뿐만 아니라 콜리메이터에 의한 

해상도의 저하, 노이즈에 의한 영상의 질 저하효과 등이 필요하다. 

이런 효과들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묘사하는 영상을 만들어 내려면 

뼈스캔에 이용되는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나.

감쇠효과는 식(2)를 이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지만 불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신체에서 산란효과의 결과를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진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몬테카를로 방법이란 무작위 

추출을 반복하여 결과를 얻는 방법인데, 감마선의 산란효과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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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인 방법으로 풀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복잡한 물리 현상의 

결과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몬테카를로 방법은 1946년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에서 

핵무기프로젝트에서 일하던 Metropolis와 Ulam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그들은 방사선차폐를 연구하면서 물질 내에서 중성자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이를 몬테카를로 

방법이라 명명하였다.27 컴퓨터의 발달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수 있게 되면서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광자의 움직임을 처음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한 것은 1954년 Hayward와 Hubbell에 의해서였는데 

계산기를 이용하여 67개의 광자의 움직임을 만들었다.28 

 핵의학 영상연구를 위한 몬테카를로 코드 다.

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29 입자와 물질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 코드들이 개발되었는데, 

의학물리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는 범용 프로그램들로 EGS,30, 31 

MCNP,32 GEANT,33 Geant434등이 있다. 이들 범용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입자의 이동을 모델링하도록 개발되었는데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검증 및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매우 복잡하고 

수행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PET이나 SPECT 영상 등의 핵의학 기기 및 영상생성에 

특화되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SimSET,35 SIMIND,36, 37 및 GATE38, 

39 등이 있다. 

GATE는 잘 검증된 Geant4 코드에 기반하여 Open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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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에 의해 개발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기기를 유연하게 

모델링하고 배치할 수 있어 PET, SPECT 및 광학 영상기기 설계 및 

영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및 개발되고 있다.38, 39 핵의학 영상 

분야에서 GATE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영상 시뮬레이션 시간 

단축에 필수적인 분산감소기법(variace reduction method)이 

적용되지 않아 수행속도가 매우 느린 반면에 SIMIND나 SimSET의 

경우 프로그램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며 분산감소기법이 적용되어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Ljungberg에 의해 작성된 SIMIND 프로그램은 SPECT 및 

신티그래피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양한 팬텀과 콜리메이터를 

선택하고 영상의 조건들을 다양하게 바꾸어가며 손쉽게 시뮬레이션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감마영상의 감쇠 및 산란 보정 및 정량적 

평가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36, 37 Harrison등에 의해 만들어진 

SimSET 프로그램은 PET 및 SPECT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광자의 발생과 이동, 콜리메이터, 검출기 및 영상출력 부분들이 

모듈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35 

4. 신티그래피 시뮬레이터코드(SimScinti)의 개발 

SIMIND나 SimSET과 같은 기존의 코드를 이용하면 뼈PET에서 

시뮬레이션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결과영상은 비교 대상인 

뼈스캔보다 해상도가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환자의 PET 영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티그래피 영상을 만들 때 원래의 PET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40 뼈PET으로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영상과 실제 뼈스캔을 

비교하려면 이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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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PET/CT 영상으로부터 신티그래피를 생성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코드를 제작한다. 이 때 PET 영상의 공간해상도에 의한 

결과물의 열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위 방법으로 뼈PET/CT에서 만들어진 뼈스캔을 실제 뼈스캔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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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PET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의 방사선원을 

분포시킨 다음, 방사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신체를 통과한 다음 

가상의 검출기 표면에 도달하여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뼈 PET/CT 영상으로 

99mTc을 이용하는 뼈스캔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99mTc 

에서 발생되는 감마선과 같은 140keV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1. 신티그래피 시뮬레이터의 제작 

가. 난수발생기 

불규칙적인 입자의 운동을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매우 많은 수의 

난수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난수를 만들어 내려면 가이거 

카운터로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계수하는 기구가 

필요하지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난수를 만들어내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된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얻는 수치들은 

엄밀한 의미의 난수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난수 (pseudo-random 

number)라고 하는데 주어진 초기값에 따라 서로 다른 

난수열(random number sequence)를 생성할 수 있다. 의사난수 

발생기(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를 의학적으로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41 

균일성 균일하지 않은 난수에 의해 편향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난수발생기는 0과 1 사이의 균일한 분포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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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생성해낼 수 있다. 

독립된 난수열 입자의 운동의 물리적인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여러 개의 난수를 조합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 조합의 수치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결과물이 편향될 수 있다. 

매우 긴주기 이상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매우 긴 주기 

후에 수치의 반복이 일어나도 실용적일 수 있다. 많은 컴파일러 

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었던 선형 합동 생성기 (linear 

congruential generator)의 경우 232 (~4∙109) 정도의 주기를 갖는 

난수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의학영상을 만들기 위해 109개 이상의 

입자들이 시뮬레이션 되는 경우도 흔하므로 선형 합동 생성기를 

그대로 이용하면 반복되는 난수열이 나타날 수 있어 결과물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빠른 속도 매우 많은 난수를 만들어내야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재현성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난수의 발생이 

재현성이 있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서로 운영체제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생성기들의 문제점들을 피하면서 고품질의 난수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 개발된 의사난수 발생기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Mersenne Twister (MT) 난수발생기가 있다.42 219937-1의 

매우 긴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623차원에서도 동일한 분포를 갖는, 

즉 여러 개의 난수를 조합하여도 편향되지 않은 난수열들이 

생성된다는 장점이 있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다. 다수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구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Intel Math Kernel Library (Intel, Santa Clara, CA, 

USA)에서 제공하는 MT19937 함수를 이용하였다. 



16 

이 함수도 선형 합동 생성기와 마찬가지로 난수발생기를 

초기화할 때 시드값을 주게 되는데, 같은 시드값으로 초기화를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후 본 논문에서 난수발생기에서 얻어진 난수를 𝑹로 표기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0 ≤ 𝑹 ≤ 0 ( 3 ) 

나. 확률분포에 따른 샘플링 

입자의 이동거리나 산란각도 등 여러 물리 현상들의 분포들은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확률밀도에 따라 무작위로 수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난수발생기에서 

발생된 0에서 1사이의 균일한 분포를 가진 수치들을 확률밀도에 따라 

분포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산법(inversion method)과 

기각표집방법(rejection sampling method)를 사용할 수 있다. 

 역산법 (1)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𝑓(𝑥) 라고 할 때 

누적확률분포함수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𝐹(𝑥) 는 𝐹(𝑥) =   ∫ 𝑓(𝑥) 𝑑𝑥  와 같다. 누적확률분포함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난수 𝑹을 얻어 𝐹(𝑥) =   𝑹을 만족하는 𝑥 를 

구하면 𝑥는 𝑓(𝑥)의 분포를 갖게 된다(그림 2). 

이 방법은 누적확률분포함수를 구하기 위해 확률밀도함수를 

적분하는 것과 누적확률분포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간단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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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역산법을 이용한 샘플링 

0에서 1사이의 난수 𝑹 을 얻어서 누적확률밀도함수의 𝐹(𝑥) 에서 

대응하는 𝑥 값을 얻으면 𝑥 값 들은 확률밀도 함수   𝑓(𝑥)의 분포를 

갖게 된다. 

 

그림 3. 기각표집방법을 이용한 샘플링 

역산법을 이용하여 𝑔(𝑥)의 분포를 갖는 𝑥를 샘플링한다. 또 다른 

난수 𝑹 을 얻어 𝑹 ≤ 𝑓(𝑥)/𝑔(𝑥) 의 조건을 만족하면 𝑥 를 샘플링 

수치로 받아들인다(별표) 그렇지 않은 경우(점) 𝑥를 기각하고 다시 

두 난수를 얻어 계산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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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표집방법 (2)

누적확률분포함수의 역함수식을 얻을 수 없거나 역함수의 계산이 

복잡한 경우 역산법을 이용한 샘플링방법이 어려워진다. 이 때 이용 

할 수 있는 기각표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샘플링 구간(𝑎, 𝑏)에서 확률분포함수 𝑓(𝑥) ≤ 𝑔(𝑥)조건을 만족하는 

𝑔(𝑥) 를 선정한다. 역산법을 이용하여 𝑔(𝑥) 의 분포를 갖는 𝑥 를 

샘플링한다. 다시 새로운 난수 𝑹 을 얻어 𝑹 ≤ 𝑓(𝑥)/𝑔(𝑥) 의 조건을 

만족하면 𝑥 를 샘플링 수치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의 

계산을 기각하고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위의 계산을 반복한다(그림 

3). 이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면서도 𝑓(𝑦)/𝑔(𝑦)가 1에 가까운 𝑔(𝑥) 

함수의 선정이 필요한데, 𝑓(𝑦)/𝑔(𝑦) 이 1보다 작을 경우 기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샘플링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 방사선원의 분포와 매질의 설정 

본 연구의 시뮬레이터에서는 우수 직교좌표계 위에 PET/CT 

영상을 위치시킨다. PET/CT 영상의 좌-우, 발-머리, 앞-뒤, 방향을 

각각 𝑥 , 𝑦 , 𝑧축에 일치시키며, 오른쪽, 머리, 뒤쪽 방향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그림 4A). DICOM 형식으로 저장된 

단면영상의 같은 열에 위치한 픽셀들은 𝑧 축 방향으로, 같은 행에 

위치한 픽셀들은 𝑥 축 방향으로 위치시킨다(그림 4B). DICOM 

형식으로 저장된 단면영상들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발에서 

머리방향으로 정렬되어 𝑦 축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콜리메이터와 검출기는 PET/CT 영상의 뒤쪽(환자의 등쪽)에 𝑧축 

위치시키며, −𝑧축 방향으로 향하게 놓아 +𝑧  축 방향에서 날아오는 

광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 상태에서 뼈스캔의 후면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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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의 좌표계 설정 

A. PET/CT 영상의 좌-우, 발-머리, 앞-뒤, 방향을 각각 𝑥, 𝑦, 𝑧축에  

일치시킨다. B. DICOM 형식으로 저장된 단면영상에서 같은 열에 

위치한 픽셀들은 𝑧 축방향으로, 같은 행에 위치한 픽셀들은 𝑥 

축방향으로 배열하는데, 후면영상을 얻기 위해 콜리메이터와 

검출기는 환자의 등쪽 또는 +𝑧 방향에 위치시킨다.  C. 환자의 

전면영상을 얻기 위해 영상을 𝑦  축을 중심으로 180° 회전시킨 다음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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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콜리메이터 및 검출기의 위치설정 

신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내기 위해 PET영상(A)의 SUV 

0.1g/cc를 문턱값으로 하여 영상을 이진화하여(B) 신체의 윤곽을 

얻어낸다. 신체부분의 가장 전면의 𝑧 좌표에서 3cm, 후면의 𝑧 

좌표에서 5cm 떨어진 위치의 볼륨을 제거하고, 바깥으로 

콜리메이터와 검출기를 위치시킨다. CT 영상을 PET 영상과 정렬한 

다음 (D) 이를 PET 영상의 복셀과 같은 크기로 리샘플링하고 

5mm의 반차폭을 갖는 가우시안 블러링를 시행한다(E). PET 영상과 

마찬가지로 전면 후면 부분의 볼륨을 제거한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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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다음, 전면영상을 얻기 위해서 PET 볼륨을 𝑦 축을 중심으로 

180° 회전시킨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그림 4C). 

PET 영상의 voxel 수치들은 체중으로 보정한 SUV 수치로 

변환하였다. 

𝑆𝑈𝑉 =
𝑐𝑜𝑢𝑛𝑡  𝑖𝑛  𝑣𝑜𝑥𝑒𝑙

𝑖𝑛𝑗𝑒𝑐𝑡𝑒𝑑  𝑎𝑐𝑡𝑖𝑣𝑖𝑡𝑦/  𝑏𝑜𝑑𝑦  𝑤𝑒𝑖𝑔ℎ𝑡
 ( 4 ) 

PET/CT 영상의 전면과 후면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제거하면 

시뮬레이터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신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내기 위해 PET영상을 이용한다. SUV 0.1g/cc를 문턱값으로 하여 

영상을 이진화해서 신체의 윤곽을 얻어낸 다음 (그림 5A,B) 

신체부분의 가장 전면의 𝑧 좌표에서 3cm, 후면의 𝑧 좌표에서 5cm 

바깥쪽의 볼륨을 제거하고, 바깥으로 콜리메이터와 검출기를 

위치시켰다(그림 5C). 

CT 영상은 PET 영상과 위치가 일치되도록 정렬한 다음 (그림 

5D) CT 영상의 복셀이 PET 영상의 복셀크기와 같도록 샘플링하였다. 

영상을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영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Kaiser windowed sinc kernel 이용한 보간법을 사용하였다.43 

시뮬레이션 결과물에서 나올 수 있는 계단현상을 줄이기 위해 

샘플링된 CT 영상에 일반적인 PET 영상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5mm의 반차폭(FWHM; full-with half maximum)을 갖는 가우시안 

블러링을 시행한다(그림 5E). 그 다음에 PET 영상과 같은 정도로 

전면 후면 부분의 볼륨을 제거하였다(그림 5F). 

라. 광자의 위치와 방향의 설정 

PET 볼륨의 -𝑥, -𝑦, -𝑧방향의 구석의 좌표를 (0,0,0)으로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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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광자의 시작좌표 (𝑥 , 𝑦 , 𝑧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𝑥 = 𝑖 𝑠 + (1 − 𝑹 )𝑠 ;   0 ≤ 𝑖 < 𝑛  

𝑦 = 𝑖 𝑠 + (1 − 𝑹 )𝑠 ;   0 ≤ 𝑖 < 𝑛  

𝑧 = 𝑖 𝑠 + (1 − 𝑹 )𝑠 ;   0 ≤ 𝑖 < 𝑛  

( 5 ) 

𝑠 , 𝑠 , 𝑠 는 각각 PET 볼륨안에서 서로 인접한 복셀 중심의 

거리 또는 복셀의 크기를 의미하며, 𝑛 , 𝑛 , 𝑛 는 PET 볼륨의 𝑥, 𝑦, 

𝑧축 방향으로 복셀의 숫자를 의미한다. 𝑖 , 𝑖 , 𝑖 는 0 이상이고 𝑛 , 

𝑛 , 𝑛  미만인 정수로 볼륨 안에서 복셀의 위치인덱스를 뜻한다. 

광자는 3차원의 모든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으며 초기방향벡터 

(𝑢 , 𝑣 , 𝑤 )는 편각(𝜃)과 방위각(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6). 

(𝑢 , 𝑣 , 𝑤 ) = (𝑠𝑖𝑛𝜃𝑐𝑜𝑠𝜙, 𝑠𝑖𝑛𝜃𝑐𝑜𝑠𝜙, 𝑐𝑜𝑠𝜃) ( 6 )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임의의 편각(𝜃)과 방위각(𝜙)은 

두 난수 𝑹 , 𝑹 를 얻어서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𝜃 = arc cos(1 − 2𝑹 ) 

𝜙 = 2𝜋𝑹  
( 7 ) 

본 연구의 시뮬레이터의 좌표계에서 콜리메이터와 감마카메라는 

+𝑧축에 수직으로 위치하였기 때문에 편각(𝜃 )이 1에 가까운 방향을 

갖는 광자는 감마카메라에 수직으로 입사하게 된다. 

마. 광자의 신체조직의 상호작용 

신체 내에 섭취된 방사선핵종에서 발생된 감마선은 신체 조직 

또는 팬텀을 투과하면서 빛-물질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감쇠되는데, 

조직을 통과하면서 감소되는 광자의 비율 𝐼(𝑑)/𝐼 은 감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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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자의 초기 방향의 설정 

두 난수를 얻어 식(7)을 이용하면 편각(θ)과 방위각(ϕ)을 등방성 

(isotropic)으로 샘플링할 수 있다. 편각(θ)은 +z축 과 광자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도이며 방위각(ϕ)은 x-y 평면으로 투사된 

광자의 방향과 +x축이 이루는 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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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매질에서 에너지에 따른 광자의 질량감쇠계수 

뼈스캔에 이용되는 140keV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감쇠는 대부분 

컴프턴산란에 의한 것이다. 간섭성산란에 의한 감쇠는 크지 않으며 

광전자효과는 무시할만한 정도이다. 하지만 높은 원자번호를 갖는 

원소들이 포함된 뼈의 경우 여전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간섭성 

산란과 광전효과에 의한 감쇠가 일어난다. 쌍생성에 의한 감쇠는 

고에너지의 광자의 경우에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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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ion coefficient, 𝜇)와 조직의 두께(𝑑)로 나타낼 수 있다. 

𝐼(𝑑)
𝐼

= 𝑒  ( 8 )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광전효과, 간섭성산란 또는 

Rayleigh 산란, 컴프턴산란, 쌍생성효과가 있는데 총감쇠계수(μ)는 각 

효과에 의한 감쇠계수(광전효과 𝜇 , 간섭성산란 𝜇 , 컴프턴산란 𝜇 , 

쌍생성 𝜇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그림 7). 

𝜇 =   𝜇 + 𝜇 + 𝜇 + 𝜇  ( 9 ) 

신체조직 내에서 99mTc에서 나오는 140keV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 영역에서는 주로 컴프턴산란이 나타난다. 간섭성 산란은 

신체조직에서 3% 정도만 차지하지만 광자의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광전효과에 의해서 생긴 광전자의 

제동복사에 의해 X-선이 발생되지만 영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쌍생성의 경우 1,022k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컴프턴산란과 간섭성 

산란에 대해서만 구현하였다.44, 45  

 신체조직에서 광자의 이동거리 (1)

조직에서 광자가 거리 𝑥만큼 이동할 확률 𝑃(𝑑)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𝑃(𝑑) =    𝑒 𝑑𝑥 = 1 − 𝑒  ( 10 ) 

광자가 이동할 거리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역산법을 이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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𝑃(𝑑)를 난수 𝑹로 대치한 후 거리 𝑑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𝑑 =   −
log  (𝑹)
𝜇

 ( 11 ) 

즉, 𝑑 의 거리만큼 이동한 뒤에 감마선과 물질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를 평균자유경로 (MFP; mean-free path)라고 한다. 

방향 (𝑢 , 𝑣 , 𝑤 )으로 이동하기 전과 후의 광자의 좌표 (𝑥 , 𝑦 , 𝑧 )와 

(𝑥 , 𝑦 , 𝑧 )는 다음과 같다. 

(𝑥 , 𝑦 , 𝑧 ) = (𝑥 + 𝑢 𝑑, 𝑦 + 𝑣 𝑑, 𝑧 + 𝑤 𝑑) ( 12 ) 

만약 샘플링된 거리가 신체 또는 팬텀을 빠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크면 방향에 따라 콜리메이터/카메라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컴프턴산란 (2)

광자가 전자와 충돌한 후 전자를 튕겨내며 자신의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전자로 전달한 다음 각도가 바뀌어 진행한다. 원래의 

진행방향과 산란 후의 광자의 진행방향의 각도 𝜃 와 산란 전, 후의 

광자의 에너지 𝑘 , 𝑘′의 관계는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𝑘 는 𝑚 𝑐 단위 (511keV, 

전자의 무게, 𝑚 , 광속 𝑐)로 표현한 광자의 에너지이다(그림 8A). 

𝑘′ =
𝑘

1 + 𝑘(1 − cos𝜃)
 ( 13 ) 

산란각도 𝜃 의 분포는 Klein-Nishina 공식으로 얻어지는 미분 

단면적 (differential cross section)으로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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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자에 의한 광자의 컴프턴산란 

A. 전자(e-)에 의해 산란된 광자는 산란각   𝜃의 방향으로 산란될 때 

𝐸 − 𝐸′의 에너지를 소실한다. B. 매질에서 광자의 컴프턴 산란각의 

분포는 컴프턴산란의 미분단면적
( , , )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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𝑑𝜎
𝑑Ω

=
𝑟
2
  
𝑘
𝑘

𝑘
𝑘
+
𝑘
𝑘
− sin 𝜃  ( 14 ) 

𝑟  는 약 2.82×10-15m인 고전적 전자 반지름이며, Ω는 입체각 

의미한다. 산란각도 𝜃와 입체각 Ω의 관계는 

𝑑Ω = 2π sin𝜃𝑑𝜃 ( 15 ) 

와 같으며, 𝜃의 분포확률 𝑝(𝜃)는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𝑝(𝜃)𝑑𝜃 =
𝑑𝜎
𝑑Ω

2π sin𝜃𝑑𝜃 ( 16 ) 

분포확률에 따른 임의의 산란각도를 샘플링 하기 위해 위 공식을 

계산하려면 복잡한 연산과정이 필요한데 반복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에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비교연산과 사칙연산만으로 

산란각도 𝜃를 얻을 수 있는 Kahn’s algorithm이 이용된다.47 Kahn’s 

algorithm은 다음의 의사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 

:start 
R1, R2, R3 = draw three random numbers 
a = Photon’s  energy / 511keV 
if R1 < (2*a+1)/(2*a+9) then 

y = 1+2*a*R2 
if R3 < 4*(1/y + 1/y2)) 
then 

      cosθ  = 1-2*R2 
      goto :end  // accept θ 
else 
  goto :start  // repeat 

else 
y = (2*a+1)/(1+2*a*R2) 
cosθ = 1-(y-1)/a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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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3 < (cos2θ  +1/y) 
then 
  goto :end // accept θ 

else 
      goto :start // repeat 

:accept 
Scattered Photon’s Energy = a/y 

물질 속의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자유전자(free electron)와 원자에 속박된 전자(bounded atomic 

electron)에 의한 광자의 산란각의 분포는 달라지게 된다. 광자의 

에너지가 최외각전자의 속박 에너지보다 낮거나 비슷할 경우 이에 

보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란각도   𝜃 와 입사광자의 에너지 𝐸 를 

이용해 계산하는 되튐 전자 (recoil electron)의 운동량전달x과 

원자번호 𝑍 를 인자로 하는 비간섭성 산란함수 𝑆(𝑥, 𝑍) 를 이용하여 

컴프턴산란의 미분단면적
( , , )

을 구함으로써 산란각도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그림 8B).48 

𝑑𝜎 (𝐸, 𝑍, 𝜃)
𝑑𝜃

=
𝑑𝜎 (𝐸, 𝜃)

𝑑𝜃
⋅ 𝑆(𝑥, 𝑍), 

  𝑥 =
sin(𝜃/2)
𝜆(Å)

=
𝐸
ℎ𝑐

≅
𝐸(eV)

12398.520(Å/eV)
 

( 18 ) 

𝑆(𝑥, 𝑍)는 Cullen 등에 의해 계산된 EPDL97(Evaluated Photon 

Data Library, version 1997)의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구하였다.49 

식(18)의 분포를 갖는 모든 컴프턴산란에 의한 산란각 θ 을 

샘플링하기 위해 Persliden등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50 

𝑑𝜎 (𝐸, 𝑍, 𝜃)
𝑑𝜃

=
𝑑𝜎 (𝐸, 𝜃)

𝑑𝜃
⋅ 𝑆(𝑥, 𝑍)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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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𝑑𝜎 (𝐸, 𝜃)

𝑑𝜃
×

𝑆(𝑥, 𝑍)
𝑆 (𝑥, 𝑍)

× 𝑆 (𝑥, 𝑍) 

𝑆 (𝑥, 𝑍) 는 주어진 원자의 비간섭성 산란함수 𝑆(𝑥, 𝑍) 의 

최대값인데, 원자번호   𝑍 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광자의 에너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Kahn’s algorithm을 이용하여 
( , )

 의 분포를 

갖는 산란각을 샘플링한 다음, 난수 𝑹 을 생성하여 𝑹 ≤ ( , )
( , )

을 

만족하면 샘플링한 산란각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산란각을 

샘플링한다. 

위 코드에 의해 샘플링된 산란각  𝜃과 함께 0 − 2𝜋 사이의 임의의 

방위각(𝜙)을 샘플링할 때 운동방향 (𝑢 , 𝑣 , 𝑤 )인 광자가 산란된 후의 

새로운 운동방향(𝑢 , 𝑣 ,𝑤 )은 다음과 같다. 

𝑢 = 𝑢 cos 𝜃 +
sin𝜃 cos𝜙𝑤 𝑢 − sin𝜃 sin𝜙 𝑣

1 − 𝑤
 

𝑣 = 𝑣 cos𝜃 +
sin𝜃 cos𝜙𝑤 𝑣 + sin 𝜃 sin𝜙 𝑢

1 − 𝑤
 

𝑤 = 𝑤 cos 𝜃 − sin 𝜃 sin𝜙 1 − 𝑤  

( 20 ) 

산란된 광자는 식(13)에 의해 감소된 에너지를 갖고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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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성산란 (3)

간섭성산란은 원자나 분자에 의한 광자의 탄성산란이다. 산란 후 

광자는 에너지를 거의 소실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 이동하게 되는데, 

방향을 바꿀 때의 운동량의 변화는 무거운 원자 전체에 전달된다. 

물의 경우 13keV 이하의 낮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주된 산란이 

되지만, 99mTc에서 방출되는 140keV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경우 

신체조직에서 간섭성산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갖는 광자에 의한 간섭성산란이 향하는 각도는 

컴프턴산란과 달리 전면으로 몰려있으며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더 

뾰족한 분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광자의 진행방향의 작은 각도에서는 

간섭성산란이 주된 상호작용이 되기도 한다.51 

원자당 간섭성산란의 미분단면적 𝑑𝜎 (𝐸, 𝑍, 𝜃)/𝑑𝜃 은 전자의 

고전적 톰슨산란단면적 𝑑𝜎 (𝜃)/𝑑𝜃 과 원자형태인자(atomic form 

factor), 𝐹(𝑥, 𝑍)의 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𝑥와 𝑍는 

비간섭성 산란함수 𝑆(𝑥, 𝑍) 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값이며 역시 

EPDL97의 데이터표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𝑑𝜎 (𝐸, 𝑍, 𝜃)
𝑑𝜃

=
𝑑𝜎 (𝜃)
𝑑𝜃

⋅ 𝐹(𝑥, 𝑍), 

  
𝑑𝜎 (𝜃)
𝑑𝜃

=
𝑟
2
(1 + cos 𝜃)2𝜋 sin 𝜃 

( 21 ) 

광자의 간섭성산란에 의한 산란각의 분포함수 
( , , )/
( , )

 및 

누적분포확률함수의 예를 그림 9A에 나타내었다. 산란각 𝜃 를 

샘플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산법을 이용하였는데, 누적분포 

확률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식을 구하는 

대신 에너지에 따른 누적분포확률함수의 역함수를 수치해석학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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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간섭성산란에 의한 광자의 산란각의 분포 

A. 인체조직에서 50keV와 140eV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간섭성 

산란에 의한 산란각의 분포와 누적분포확률곡선   𝐹(𝑥). 높은 에너지의 

광자의 산란각의 분포는 0°에 가깝게 분포한다. B. 광자의 에너지와 

대응하는 산란각의 누적분포확률곡선의 역함수 𝐹 (𝑥) 의 테이블. 

주어진 에너지에서 0과 1사이의 난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고르면 

간섭성산란각을 샘플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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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산한 다음 테이블화하여 이용하였다(그림 9B). 이 테이블에서 

광자의 에너지와 0과 1사이의 난수에 해당하는 산란각을 고르는 

방법으로 식(13)의 분포를 가지는 간섭성산란각을 샘플링하였다. 

 감쇠계수의 설정 (4)

Hounsfield unit로 표시되는 CT 영상의 voxel 수치에서 

감쇠계수를 얻기 위해서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에서 

제작된 dosxyznrc 프로그램에서 이용된 방법을 사용하였다.52 HU 

수치에 따라 4가지의 물질(공기, 폐, 연조직, 뼈)로 나눈 다음 물질의 

밀도로 변환한다. 

물질의 질량감쇠계수는 광자의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제공하는 

XCOM photon cross-section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53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구성비율이 필요하며 이는 표 1에 나타내었다. 

바. 콜리메이터의 구현 

납으로 만들어진 콜리메이터는 카메라 앞에 위치시키며, 

카메라와 수직에 가깝게 입사하는 광자만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본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140keV 영역의 감마선은 Low-Energy 

High Resolution (LEHR) 콜리메이터의 격벽에서 대부분 

광전자효과에 의해 흡수되지만 일부 격벽을 통과하는 septal 

penetration을 일으키거나 간섭성산란을 일으켜 콜리메이터를 

통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의해 영상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이며 보통의 뼈스캔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ptal penetration 및 산란이 없다고 가정 



34 

표 1. CT number와 물질의 조성 및 밀도의 변환 

HU가 -1000에서 -950의 값을 갖는 복셀들은 공기로 가정하고 

0.001g/cm2에서 0.044 g/cm2의 값을 선형으로 비례하도록 할당 

하였다. HU 의 수치가 -950, -700 그리고 125 이상인 경우 각각 폐, 

연조직, 뼈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밀도의 값을 선형으로 할당하였다. 

Material HU Density Composition of material 

and their proportion 

Air -1000—-950 0.001—0.044 N 

O 

Ar 

0.784 

0.211 

0.005 

Lung -950—-700 0.044—0.302 H 

C 

N 

O 

Na 

S 

Cl 

0.637 

0.055 

0.014 

0.292 

0.001 

0.001 

0.001 

Soft 

tissue 

-700—125 0.302—1.101 H 

C 

N 

O 

0.631 

0.058 

0.012 

0.299 

Bone 125—2000 1.101—2.088 H 

C 

N 

O 

Mg 

P 

S 

Ca 

0.475 

0.122 

0.030 

0.283 

0.001 

0.034 

0.0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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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입사각 𝜃 에 따라 광자가 콜리메이터를 통과할 확률 𝑝(𝜃) 을 

계산하였다. cos𝜃을 1부터 0.01 간격으로 하여 확률을 계산한 다음 

룩업테이블로 만들어 저장하였다(그림 10). 광자의 방향을 (𝑢, 𝑣, 𝑤) 

라고 할 때 광자가 콜리메이터를 통과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콜리메이터의 면적과 구멍의 크기들을 이용한 의사코드로 계산할 수 

있다. 

// Calculate probability that an incident 
photon arrive in the hole 
d = diameter of collimator’s hole 
t = thickness of a collimator’s septa 
l = length of collimator’s septa 
 
D = 2*(d/2 + t)  // distance between center 

// of adjacent two hole 
A1 = Area of collimator’s hole 

A2 = Area of hexagon with side length √3*D/2 
Prob1 = A1/A2 
 
// Calculate probability that the photon go 
through the hole 
u, v, w = direction of incident photon 
θ = arccos (w) 
dx = l * tan(θ) * u 
dy = l * tan(θ) * v 
 
Hole1 = A hole shape with diameter d 
Hole2 = Spatially displacing Hole1 to (dx, dy) 
AH1 = Intersection area of Hole1 and Hole2 
AH2 = Area of Hole1 
Prob2 = AH1 / AH2 
 
// Probability that photon pass the hole 
Probability = Prob1 * Prob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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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입사각에 따른 광자의  콜리메이터 통과확률 

A. 콜리메이터의 단면. 𝜃 의 입사각로 들어온 광자가 통과할 

확률(B)는 콜리메이터의 구멍의 지름𝑑 , setpa의 두께   𝑡와 길이 𝑙에 

따라 달라진다. 높은 공간해상도의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LEUHR의 경우 LEHR이나 LEAP 콜리메이터보다 광자가 통과할 

확률이 낮다. (LEHR=Low-Energy High Resolution, LEAP=Low- 

Energy All Purpose, LEUHR=Low-Energy Ultra High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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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또는 팬텀을 빠져나온 광자의 방향을 (𝑢, 𝑣, 𝑤) 라고 하고 

카메라로 입사하는 각도   𝜃 라고 할 때 𝑤 = cos𝜃  이므로 단순히 𝑤에 

해당하는 확률은 미리 계산해놓은 룩업테이블에서 찾는 것으로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다.  

입사방향(𝑢, 𝑣, 𝑤)을 가진 광자가 두께가 𝑙인 콜리메이터의 전면에 

도달한 위치를 (𝑥, 𝑦, 𝑧)이라고 할 때 두께 𝑙의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다음의 위치(𝑥′, 𝑦′, 𝑧′)는 다음과 같다. 

𝑥 = 𝑥 + 𝑙 ⋅ u ⋅ tan(arc cos  (𝑤)) 

𝑦 = 𝑦 + 𝑙 ⋅ v ⋅ tan(arc cos  (𝑤)) 

𝑧 = 𝑧 + 𝑙 

( 23 ) 

사. 검출기의 구현 

 에너지해상도 (1)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광자는 검출기의 섬광크리스탈에서 

광전효과에 의해 광전자를 생성하고 광전자가 만드는 섬광은 검출기 

후면에 위치한 광전증배관 튜브에 의해 전기신호로 바꾸어 검출된다. 

이 전기신호는 광자가 가졌던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 

검출기에 의해 기록되는 광자들의 에너지 스펙트럼 

broadening이 나타나는데, 섬광크리스탈과 광전증배관 튜브에 의한 

에너지해상도 Δ𝐸/𝐸 는 광자의 에너지의 제곱근 1/√𝐸  에 비례한다. 

이때의 에너지 스펙트럼 broadening은 가우시안 블러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54 본 시뮬레이터의 검출기는 99mTc의 140keV에너지를 

갖는 광자의 경우 12% FWHM의 에너지 해상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광자의 에너지가 검출기에 의해 가우시안 블러링이 되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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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keV±10%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영상화되는 것으로 할 때, 

에너지 𝐸를 가진 광자가 영상화가 될 확률  𝑃(𝐸)은 다음과 같다. 

𝑃(𝐸) =
1

𝜎√2𝜋
𝑒

( )
𝑑𝑥 , 𝜎 =

140 × 10%
2.35

 ( 24 ) 

이 확률을 100-140keV 범위의 에너지에 대해 미리 계산하여 

룩업테이블을 만들고,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룩업테이블을 이용하였다. 

 고유공간해상도 (2)

섬광크리스탈, 광전증배관 튜브 그리고 전자회로의 한계에 의해 

생기는 공간해상도를 감마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라고 한다. 주로 

크리스탈의 두께와 입사광자의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는데, 

크리스탈의 두께가 얇을 수록, 입사광자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고유공간해상도는 더 좋아진다. 3/8인치 두께의 NaI 크리스탈을 가진 

검출기의 경우 FWHM으로 표시되는 공간해상도는 약 3.5mm 

정도이다. 

검출기표면에 도달한 광자의 위치 (𝑥, 𝑦) 에 고유공간해상도의 

FWHM을 갖는 가우시안 분포에 따른 난수를 더한 위치 (𝑥′, 𝑦′) 에 

영상화를 하여 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를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이를 구현하는 의사코드는 다음과 같다.55, 56 

sigma = Intrinsic Resolution in FWHM/2.35 
repeat 
Draw two random number R1, R2 
dx, dy = R1, R2 
d = dx*dx + dy*dy 

until d < 1 
fac = sqrt(-2*log(d)/d)*sigma 
x’ = x + dx*fac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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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y + dy*fac 

아. 영상의 생성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전 하나의 픽셀의 크기가 2.4x2.4mm이고 

256×1024 개의 필셀로 이루어진 행렬을 준비한다. 광자의 위치가 

카메라에 기록되면 위치에 대응하는 픽셀의 값을 증가시킨다. 결과 

영상카메라에서의 광자의 위치 (𝑥, 𝑦, 𝑧) 에서 픽셀의 위치 (𝑖, 𝑗) 를 

결정하는 의사코드는 다음과 같다.  

x, y, z = location of photon at camera surface 
spacing_x, spacing_y = distance between 
center of adjacent two pixel in row and column 
direction 
i = floor( x/spacing_x ) 
j = floor( y/spacing_y ) 
if 0 ≤ i < 256 and 0 ≤ j < 1024 then 
    increased pixel value at i, j 
else 
    ignore result 

( 26 )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모든 픽셀의 값을 DICOM 형식으로 

저장하여 다른 영상분석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분히 많은 수의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경우 노이즈가 매우 적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의 감마카메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노이즈가 적은 영상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뼈스캔과 

비슷한 영상을 얻기 위해 영상에 적절한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뼈스캔 영상은 보통 1-2백만개의 카운트로 이루어진다.57, 58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전체 픽셀 수치를 2백만개의 카운트로 보정한 

다음, 각 픽셀에 대해서 픽셀의 수치를 기대 값으로 갖는 Po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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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갖는 난수를 대입하여 임상영상과 비슷한 정도의 노이즈를 

갖는 영상을 생성하였다. 

𝜆의 기대 값을 갖는 Poisson 분포를 갖는 난수는 Knuth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59 

Function GetPoissonRandomNumber(λ) 
l = 0, L = e-λ, p = 1 
do 
    k = k+1 
    R = draw a random number between 0, 1 
    p = p * R 
while p > L 
return k-1 

( 27 ) 

시뮬레이션의 결과영상에 2백만개의 카운트로 만들어진 뼈스캔에 

해당하는 노이즈를 추가하는 의사코드는 다음과 같다. 

totalcount = Sum of all pixel values in image 
fac = 2000000 / totalcount 
for each pixel(i,j) in image 
    l = pixelvalue(i,j) * fac 
    newvalue = GetPoissonRandomNumber(l) 
    pixelvalue(i,j) = newvalue 
endf 
write image in DICOM format 

( 28 ) 

2.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코드의 성능향상 

방사선원에서 나오거나 산란된 광자는 모든 방향을 향하여 

이동할 수 있으나 이중 실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콜리메이터의 

작은 구멍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통과할 수 있는 극히 

일부만이다(<0.1%). 약 106개의 카운트로 이루어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09개 이상의 방사선원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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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감마선 시뮬레이션의 모식도. 

방사선원(흰색 별표)에서 강제검출방법으로 광자 𝑃 를 검출기 

(detector)로 이동시킨다. 이 때 광자가 가진 가중치𝑤 를 식(30)에 

따라 갱신한다. 동시에 등방성의 무작위 방향으로 발사시킨 광자를 

신체를 빠져나가기 전에 강제산란시키고 가중치를 식(34)에 따라 

갱신한다. 첫번째 상호작용지점(점)에서 식(31)에 의한 가중치𝑤 를 

가진 광자 𝑃 를 강제검출을 시행한다. 같은 위치에서 식(18)이나 

식(21)에 따르는 분포로 광자의 산란 방향을 구한 다음 다시 

강제산란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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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팬텀 내부에서 감쇠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1010~1011개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최신의 컴퓨터로도 이를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려면 수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과 하드웨어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분산감소기법 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를 분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험의 반복이 많아질수록 분산은 감소한다. 신뢰성 있는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같은 수의 실험반복으로도 낮은 분산의 결과를 얻거나, 비슷한 

정도의 분산을 얻기 위해 적은 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분산감소기법이라고 한다. 60, 61 

결과물에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입자에 대해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 반대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의 반복을 줄이거나 생략을 한다. 이 때 

통계적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야 

올바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본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한 분산감소기법으로 층화(stratification), 

강제검출(forced detection), 강제산란(forced scatter), photon energy 

cutoff를 사용하였다. 

 층화 (1)

층화란 표본추출에서 추출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광자의 이동방향을 샘플링할 때 

이용되는데 콜리메이터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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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만 샘플링하고 그 외의 방향으로는 샘플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62 

광자의 초기이동 방향을 얻는 식(7)에서 콜리메이터로 향하는 

방향과 광자의 방향의 편각 𝜃 이 작도록 샘플링하면 광자가 

콜리메이터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𝜃 이하의 편각을 갖도록 

광자의 샘플링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𝜃 = arccos(1 − 𝑹(1 − cos 𝜃 ))   ( 29 ) 

광자의 초기가중치를 𝑤 이라고 할 때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한 

가중치𝑤 는 다음과 같다. 

𝑤 = 𝑤
1 − cos𝜃

2
 ( 30 ) 

컴프턴산란이 일어난 후 광자의 방향의 분포는 광자의 

초기이동방향의 분포와 다르며, 식(14)으로 구할 수 있는 

미분산란단면적    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산란하기 전의 

광자의 가중치를 𝑤 , 산란한 다음의 광자의 가중치를 𝑤 이라 할 때 

산란에 의한 가중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𝜎 는 총산란단면적 

이며 산란단면적을 전체각도에 대해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𝑤 = 𝑤 ×
𝑑𝜎
𝑑Ω

𝜎
×
1 − cos 𝜃

2
 ( 31 ) 

 강제검출 (2)

검출기를 향해 이동하는 광자는 신체 또는 팬텀을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되거나 산란될 수 있다. 층화하여 검출기로 향하도록 

샘플링한 광자들이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강제검출법이며 층화와 함께 사용되어 매우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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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에 도달한 광자의 가중치는 광자가 이동하는 거리   𝑑  와 

매질의 감쇠계수  𝜇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한다. 

𝑤 = 𝑤 × 𝑒    ( 32 ) 

 강제산란 (3)

강제검출과는 반대로 광자가 신체를 빠져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산란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다. 광자의 위치에서 신체 또는 팬텀의 

경계면까지의 거리를 𝑑 라고 할 때 식(11)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𝑑 =   −
log  (1 − 𝑹 1 − 𝑒    )

𝜇
 ( 33 ) 

위 수식으로 광자가 이동할 때 광자의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𝑤 =  𝑤 × (1 − 𝑒   ) ( 34 ) 

 Photon energy cutoff (4)

99mTc에서 나온 140keV의 광자는 신체 내에서 주로 컴프턴 

산란을 일으키는데, 신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 수 차례의 

산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 광자가 검출기에 도달하였을 때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140keV±10%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영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가 범위 이하로 떨어진 경우 더 이상 

영상에 효과를 미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터에서는 100keV를 문턱값으로 두어 산란에 

의해 이 문턱값 아래로 떨어진 경우 해당하는 광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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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끝내는 것으로 하였다. 

 병렬처리 나.

최근 컴퓨터의 CPU는 다수의 물리적 코어를 갖고 있어 다수의 

연산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인텔 i7 CPU의 

경우 8개의 연산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감소기법을 통해 시뮬레이션 시간을 수분대로 

감소시킬 수 있더라도 병렬처리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동일한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킨 다음 결과영상을 

취합하여 더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난수발생기를 

초기화할 때 서로 다른 시드값을 주어야 서로 다른 영상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열화 보정 

감마카메라의 공간해상도는 보통 FWHM (Full-width Half- 

maximum) 으로 표시되며, 크리스탈 및 검출기에 의해 결정되는 고유 

공간해상도( 𝑅 ;intrinsic spatial resolution)와 콜리메이터에 의해 

결정되는 외부공간해상도( 𝑅 ;extrinsic spatial resolution)의 제곱 

합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광자의 

방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PET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의 공간해상도(𝑅 )는 감마카메라의 공간해상도 

에 PET 기기 영상의 공간해상도(𝑅 )가 더해지게 된다. 

  𝑅 = 𝑅 + 𝑅 + 𝑅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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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영상의 공간해상도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공간 

해상도는 실제 감마카메라의 공간해상도보다도 커져서 영상이 열화가 

된다.40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의 고유공간 

해상도와 외부공간해상도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최근의 PET 기기들은 공간해상도가 약 5mm 정도인데, 감마 

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는 약 4mm 정도이다. 따라서 감마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를 0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PET 기기 해상도에 의한 

효과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부공간해상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의 위치를 방사선원에 

가깝게 위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상도 보정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지름이 50x50x50cm3 

크기의 물로 채운 정육면체의 중심축에 따라 검출기에서 다양한 

거리의 위치에 1mm3 크기의 이상적인 99mTc 방사선을 위치시키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이어 PET 영상을 모사하는 해상도를 갖는 

방사선원을 만들기 위해 FWHM이 5.1mm인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방사선원 영상을 만들고 이에 따라 99mTc 방사선원을 분포시킨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4. 시뮬레이션과 감마카메라의 팬텀영상 비교 

PET의 방사선원 분포를 이용해서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을 실제 

감마카메라에서 얻어진 영상과 비교하기 위해 16cc, 8cc, 2cc, 1cc의 

hot sphere를 포함하는 물로 채운 실린더팬텀을 이용하였다. 

20uCi/100cc 농도의 18F-flouride를 hot sphere에 채운 후 얻은 

PET/CT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 영상을 

500uCi/100cc 농도의 99mTc으로 hot sphere를 채운 후 듀얼헤드 

감마카메라로 얻은 전후면 영상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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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스캐너 (DSTE,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 

에서 10분간 팬텀 영상을 얻었으며, 이를 4x4x4mm3 크기의 복셀로 

다시 샘플링을 시행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PET/CT 영상의 

voxel의 SUV 수치 당 1000회의 연산을 시행하였으며, 시뮬레이터의 

검출기의 위치는 팬텀의 윗면에서 3cm, 아랫면에서 5cm에 떨어진 

곳에 위치시켰으며, Low-Energy High Resolution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hole diameter = 1.11mm, septal thickness 

= 0.16mm, septal length = 24.05mm). 

99mTc을 채운 hot sphere 팬텀은 듀얼헤드 감마카메라 (Forte, 

ADAC-Philips, Holt, MO, USA)으로 10분간 영상을 얻었다. 

5.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와 뼈스캔의 비교 

2010년-2011년에 시행한 뼈 PET/CT 중 1개월 전후에 시행한 

뼈스캔이 있는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환자 당 10mCi의 

18F-flouride을 주사 후 30분에 PET/CT 스캐너로 (DSTE,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 영상을 시행하였다. 스캐너는 

5.1mm의 공간해상도를 갖고 있다. 환자에게서 얻은 뼈 PET/CT는 

PET 영상의 복셀과 같은 크기인 3.9x3.9x3.3mm3 크기의 복셀로 

다시 샘플링을 시행하였으며, 복셀의 SUV 수치당 100회의 연산을 

시행하였다. 

가상의 검출기의 위치는 환자의 전면에서 3cm, 후면에서 5cm에 

떨어진 곳으로 설정하였는데, PET 영상에서 표준섭취계수가 0.1 

이상인 부분을 환자의 신체로 가정하고 영상을 이분화하여 환자의 

표면위치를 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전후면의 위치를 자동으로 

결정하였다. Low-Energy High Resolution 콜리메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48 

뼈스캔은 환자에게 35mCi의 99mTc HDP를 주입 후 3시간 

듀얼헤드 감마카메라 (Forte, ADAC-Philips, Holt, MO, USA)를 

이용해 얻었다. 

14명에게서 얻어진 32개의 양성 혹은 악성 병변들에 대해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을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와 뼈스캔에서 구하여 

비교하였다.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병변과 

위에 관심영역을 그리고 반대측이나 인접한 정상부위에 비슷한 

크기의 관심영역을 그려 평균 픽셀수치의 비를 구하였다. 두 

방법으로 얻은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 Bland-Altman analysis를 

시행하였다.63 

6. 프로그램의 작성 

몬테카를로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은 약 4,700 줄의 C/C++ 

코드로 이루어졌으며, 영상 및 데이터의 전처리와 후처리를 위해 약 

900 줄의 Python 코드로 이루어진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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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시뮬레이션 결과 영상의 열화 보정  

검출기에서 30cm 위치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상적인 점선원을 

위치시키고 고유공간해상도가 3.8mm인 가상의 감마카메라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FWHM이 15.3mm인 점영상을 얻었다. 

PET영상을 묘사하기 위한 FWHM이 5.1mm인 점선원에 의한 결과로 

FWHM이 16.0mm인 점영상을 얻었다. 가상의 감마카메라의 

고유해상도를 0.0mm으로 설정하고 시행하였을 때의 FWHM은 

15.5mm으로 감소하였고, 검출기의 위치를 1cm 가깝게 하였을 때는 

15.2mm으로 감소하여 이상적인 점선원에 의한 결과와 근사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12). 

점선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수행하였을 때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13).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상의 

감마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는 0mm으로 설정하고 검출기의 위치는 

실제환경보다 환자 또는 팬텀 쪽으로 1cm 가깝게 이동시켜 

수행하였다. 

2. 팬텀실험 

얻어진 영상을 가장 큰 hot sphere의 픽셀수치의 합을 이용해서 

정규화시킨 다음 16cc, 8cc, 2cc, 1cc 용량의 hot sphere을 

가로지르는 선의 픽셀수치로 비교할 때 감마카메라로 얻은 영상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영상 픽셀분포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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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점선원의 공간 해상도에 따른 결과물의 공간 해상도변화 

50x50x50cm3크기의 물로 채워진 가상의 팬텀 중심에 blurring이 

없는 이상적인 점선원을 위치시키고 시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FWHM=15.3mm인 점선원이 얻어진다(A). 점선원의 해상도가 

떨어지면 (FWHM=5.1), 결과물의 해상도 역시 감소한다 (FWHM 

=16.0mm). 검출기의 고유해상도를 0으로 설정하고 (C) 검출기를 

선원에 가깝게 붙이면 (D) 시뮬레이션 결과물의 해상도가 증가하여 

이상적인 점선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근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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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점선원과 검출기의 거리에 따른 결과물의 공간 해상도의 

변화. 

검출기의 고유해상도를 0으로 설정하고 검출기를 선원에 가깝게 붙일 

때 점선원의 낮은 해상도에 의한 결과물의 열화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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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Hot sphere 팬텀을 이용한 비교 

실린더팬텀에 에 16cc, 8cc, 2cc, 1cc의 hot sphere를 위치시키고(A) 

18F을 채운 후 얻은 PET/CT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 영상(B)과 99mTc으로 hot sphere를 채운 후 듀얼헤드 

감마카메라로 얻은 전후면 영상(C)을 얻었다. 시뮬레이터와 

감마카메라에서 얻은 영상에서 hot sphere의 단면 프로파일의 

그래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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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와 뼈스캔의 비교 

SUV 당 100회의 연산을 시행하여 영상을 얻은 후 영상의 픽셀 

수치들의 합을 200만 count로 보정한 다음, Poisson 분포에 따른 

노이즈를 추가할 때 뼈스캔과 유사한 정도의 노이즈를 보여주었다. 

두개골에서 대퇴부까지 시행한 PET/CT 영상으로 신티그래피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때 전면과 후면의 영상을 얻는데 평균 4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림 15). 

듀얼헤드 감마카메라에서 얻은 뼈스캔과 신티그래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영상에서 병변들을 비교하기 위해 

Bland-Altman analysis를 시행하였을 때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은 평균 1.4%의 오차를 보였다(95%의 구간에서 -16.1%~19.0%) 

(표 2,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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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뼈전이를 가진 전립선암 환자의 영상  

뼈스캔과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영상 그리고 뼈PET의 최대강도 

투사영상을 비교할 때 뼈스캔의 전후면에서 보이는 병변들의 양상이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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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 의 Bland-Altman 분석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와 뼈스캔에서 보이는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은 평균 1.4%의 오차를 보인다(95%의 구간에서 -16.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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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뮬레이션 신티그래피와 뼈스캔의 병변 대 정상 뼈 섭취 비율 

Sex 

/Age 

Underlying 

disease 

SS 

ratio 

BS 

ratio 

(SS ratio-BS 

ratio)/BS 

ratio 

Location Result 

M/50 Benign disease 1.45 1.67 -0.13 Spine Benign 

M/65 Prostate Cancer 1.05 1.11 -0.05 Pelvis Metastasis 

M/39 Thyroid cancer 1.42 1.51 -0.06 Rib Benign 

  1.43 1.36 0.06 Scapula Benign 

  1.11 1.12 -0.01 Skull Benign 

M/68 
Laryngeal 

cancer 
1.51 1.43 0.05 Rib Benign 

M/35 Trauma 1.02 1.02 0.00 Pelvis Benign 

M/65 Prostate Cancer 2.45 2.52 -0.03 Spine Metastasis 

  2.73 2.71 0.01 Spine Metastasis 

  1.86 1.80 0.03 Spine Metastasis 

  1.33 1.28 0.04 Pelvis Metastasis 

  4.97 4.91 0.01 Rib Metastasis 

F/44 Breast cancer 1.51 1.44 0.05 Spine Metastasis 

  1.26 1.07 0.18 Pelvis Metastasis 

  1.05 1.08 -0.03 Pelvis Metastasis 

  2.24 2.15 0.04 Clavicle Metastasis 

  1.16 1.11 0.04 Spine Metastasis 

  1.70 1.65 0.03 Scapula Metastasis 

F/68 Benign disease 1.07 1.16 -0.08 Spine Benign 

M/83 Bladder cancer 1.59 1.63 -0.02 Spine Metastasis 

  1.78 1.96 -0.09 Spine Metast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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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1.39 -0.05 Spine Metastasis 

  1.36 1.59 -0.15 Pelvis Metastasis 

F/32 Thyroid cancer 1.75 2.19 -0.20 Rib Benign 

M/76 Prostate Cancer 3.07 3.30 -0.07 Spine Metastasis 

M/82 Prostate Cancer 1.64 1.58 0.04 Spine Metastasis 

  1.80 1.70 0.06 Spine Metastasis 

  1.76 1.78 -0.01 Rib Metastasis 

  2.19 2.03 0.08 Scapula Metastasis 

  1.03 1.13 -0.08 Pelvis Metastasis 

M/83 Prostate Cancer 1.15 1.39 -0.17 Spine Benign 

M/67 Prostate Cancer 1.68 1.41 0.19 Spine Metastasis 

SS ratio, 시뮬레이션 영상; BS ratio, 뼈영상에서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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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3차원 체적영상의 평면 스캔 시뮬레이션 필요성 

환자에게 시행된 검사의 영상을 진단할 때 과거 검사 영상이 

있다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뼈PET/CT에서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과거에 시행한 뼈스캔이 있었더라도 병변을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검사가 도움되기 어렵다. 가령 

PET/CT에서 발견된 작은 병변이 정말로 새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으나 우수한 기기해상도 덕택에 발견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그림 16). 비슷하게 뼈PET/CT에서 발견된 병변을 뼈스캔 

으로 추적검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상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그림 17). 본 연구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뼈PET/CT 

에서 뼈스캔과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임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높은 해상도의 3차원 영상을 낮은 질을 갖는 2차원 영상과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어 기기 간의 영상을 비교하였는데, 

이전에도 3차원의 SPECT 영상을 2차원에 투사하여 고식적인 

평면스캔과 유사한 영상을 만들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폐환기/관류 SPECT 영상에서 평면재투사영상을 만들어 

평면폐환기/관류스캔을 비교하고자 한 Bailey 등은 경험이 많은 

판독의사들이 새로운 3차원 영상진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익숙한 

평면영상을 판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고 하였다. 새로운 

영상기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두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3차원 SPECT 검사에서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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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갑상선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뼈영상 

뼈스캔(A)과 뼈PET 영상(B)에서 발견된 좌측 갈비뼈에 생긴 섭취는 

시뮬레이션 영상(C)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이 병변은 뼈스캔으로 

추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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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전립선암 환자의 뼈영상 

뼈스캔(A)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뼈PET 영상(B)에서 발견된 골반뼈의 

병변은 시뮬레이션 영상(C)에서 보이지 않으며 이 병변을 추적검사 

하는데 뼈스캔이 도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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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평면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재구성하여 임상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23, 24 

다른 예로 Nichols 등은 SPECT 전용기기에서 얻은 게이트 혈액 

풀 SPECT영상을 평면영상으로 재투사한 영상을 만들었다. 오랫동안 

평면영상을 이용하여 좌심실구혈률을 구하는 영상분석방법은 이미 

많은 임상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이다. 3차원 SPECT 영상을 분석하여 

구한 좌심실구혈률의 수치들이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차원 SPECT 영상을 평면화하여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분석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도움될 것이다.64, 65 

본 연구의 뼈PET/CT의 경우에서도 핵의학과 판독의에게 익숙한 

뼈스캔의 경험을 뼈PET/CT에 적용하는데 도움되며 기존의 뼈스캔과 

비교 분석을 하는데에도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2. PET 영상의 공간해상도에 의한 결과물의 열화 

시뮬레이션을 위한 광자의 분포를 PET 영상으로 삼아 영상을 

만들어내면 실제의 스캔영상보다 공간해상도가 떨어지게 된다.40 PET 

영상의 해상도가 감마카메라보다 훨씬 높다면 결과물의 공간해상도 

열화가 크지 않겠지만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PET 스캐너를 포함한 

일반적인 PET 스캐너의 해상도는 5mm 정도이며 감마카메라의 

고유공간해상도의 3-4mm 보다는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방사선원의 분포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다. 이는 PET 기기의 point spread function에 의한 

영향을 되돌리는 과정 또는 partial volume correction인데, 영상에 

대해 point spread function으로 deconvolution을 수행하여 복구할 수 

있다.66 하지만 이 방법은 PET의 노이즈를 증폭시키고 병변의 

경계면에서 ringing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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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point spread function이 적용될 경우 인공물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보다 나은 partial volume correction을 위한 방법으로 

해부학적인 구조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67 CT 영상의 

픽셀수치를 이용해서 뼈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경계면 

정보를 이용하면 18F-fluoride의 분포영역을 좀 더 또렷하게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CT에서 연조직의 픽셀수치를 갖는 

골흡수성 전이병변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PET 영상의 partial volume correction을 통한 공간해상도의 

복구 결과물을 시뮬레이션에 이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 

해상도의 저해 요소를 조절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였다. 

감마카메라의 해상도는 섬광크리스탈, 광전증배관 및 

전자회로장치에 의한 고유해상도와 병변과 콜리메이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외부해상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고유해상도를 0으로 하고 콜리메이터를 포함한 검출기의 위치를 

조정하여 PET의 공간해상도를 보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출기의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면 PET 영상의 공간해상도의 효과를 과다하게 

보정할 가능성이 있다(그림 19). 일반적으로 환자의 전면에서 3-5cm 

정도 떨어진 곳에 콜리메이터를 위치 시키고 스캔을 하는데 이보다 

가깝게 검출기의 위치를 설정하면 실제 스캔보다 더 높은 

공간해상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른 한 편 스캔을 시행할 때 환자가 얇은 옷을 입고 있을 때와 

체온조절을 위해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을 때 환자와 콜리메이터 

사이의 간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실제 스캔의 공간해상도 

역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T 영상에서 얻은 

신체의  윤곽선을  이용하여  검출기의  위치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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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병변의 변화. 

갈비뼈의 전이병변이 (화살표) 뼈PET (A)에서 뼈스캔 (B)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검출기와 환자 사이에 간격이 없도록 설정한 경우 

(C) 병변은 뼈PET의 병변처럼 또렷하게 보인다. 간격을 5cm으로 

만든 경우 (D) 뼈스캔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간격을 20cm으로 

설정하면 (E) 병변이 불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64 

  

 
그림 20. 노이즈에 따른 병변의 변화 

목뼈와 골반에 전이병변이 (짧은 화살표와 긴화살표) 뼈PET(A)에서 

또렷히 보인다. 뼈스캔(B)에서도 목뼈의 병변은 보이나 골반의 

병변은 불분명하다. 영상픽셀 값들의 합이 105 count가 되도록 

보정한 다음 Poisson 노이즈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영상(C)에서는 두 

병변 모두 확인이 어렵다. 2×106 count 가 되도록 하여 만들었을 

때(D) 병변들이 뼈스캔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107 count의 영상으로 

만든 경우 (E) 뼈스캔보다 병변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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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은 옷이나 덮은 이불에 의한 간격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뼈스캔과 시뮬레이션 영상의 해상도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병변의 유무 등의 임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3. 노이즈의 시뮬레이션 

핵의학 검사는 영상의 노이즈에 따라 진단율이 달라지는데, 이 

노이즈는 영상의 카운트에 반비례한다. 충분히 많은 카운트를 가진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영상보다 병변을 더 예민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감마스캔과 유사한 진단율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이즈를 갖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8 

광자의 이동을 하나 하나 시뮬레이션한다면 방사선원의 붕괴의 

시뮬레이션 횟수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노이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분산감소기법에 의해 시뮬레이션 횟수보다 분산으로 표시되는 

노이즈가 훨씬 감소되기 때문에 적절한 노이즈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이즈가 매우 적은 

영상을 얻어낸 다음 전체 픽셀의 값을 200만 카운트로 보정하고 

Poisson 노이즈를 적용하여 실제 뼈스캔과 유사한 진단율을 얻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었다(그림 20). 

전체 픽셀의 값을 고정할 때 연조직에 의한 섭취가 많을 경우 

뼈와 뼈병변에 할당되는 카운트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병변의 진단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4. 정량적 비교의 가능성과 한계 

팬텀실험을 통해 PET 영상으로 신티그래피와 근접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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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환자의 PET 영상으로 

만든 신티그래피를 환자의 뼈스캔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18F-flouride와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이 병변에 섭취되는 

양상이 동등한지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 분자량이 작은 

18F-flouride이 훨씬 빠르게 병변에 분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으나, 약물주사 후 30분-1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뼈 PET에서 

보이는 섭취소견과 4시간 이후에 시행되는 뼈스캔에서 병변과 정상 

뼈의 섭취 차이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18. 

이러한 약동학적 차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뼈PET/CT의 경우 영상을 30분 

이내에 시행하기 때문에 연조직 섭취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최대강도투사법과 달리 실제 뼈스캔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 방법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뼈조직을 덮고 있는 근육등의 연조직에 의한 섭취도 

반영된다. 따라서 연조직의 섭취가 높을 경우 병변 대 정상 뼈섭취의 

비율이 낮아진다. 

CT 영상을 기반으로 연조직 부분만 추출하여 연조직의 섭취를 

제외하거나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뼈조직과 연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계부위의 spill-over 

가 제대로 처리를 하기 쉽지 않아 인공물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골용해성 병변의 섭취도 오류에 의해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뼈PET 영상의 높은 연조직 섭취를 영상의 후처리로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뼈PET 영상을 얻는 시기를 연조직의 섭취가 

제거되는 1시간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뼈스캔과 비슷한 영상을 

얻기에 더 이상적이다. 하지만 뼈병변에 섭취되는 18F-fluoride은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찍은 뼈PE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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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스캔의 정량적인 비교는 쉽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1, 18 

5. 다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와의 차이 

본 연구에서 작성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코드는 광자와 

물질의 상호작용 중 산란에 촛점을 맞추어 만들어졌으며, 콜리메이터 

및 검출기의 반응에 대해서는 단순화하여 작성되었다. 

콜리메이터의 경우 septal penetration 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에 

의한 산란효과는 무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131I의 경우 364keV의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septal penetration을 무시하기 

어려우나 뼈스캔에서 사용하는 99mTc의 경우 140keV의 낮은 

감마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septal penetration을 무시하여도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septal penetration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강제검출기법을 위해 검출기로 향하는 매우 좁은 방위각에 

대해서만 샘플링해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분산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어 SimSET과 같은 몬테카를로 코드에서도 적용하고 있다.35 

검출기의 반응 중 pile-up 효과는 짧은 시간에 들어온 두개 

이상의 광자에 의한 신호가 중첩이 되어 더 높은 에너지의 단일 

광자로 인식이 되는 것을 뜻한다.36 산란에 의한 감마선이 영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해상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간당 

높은 카운트로 나타나는 부위로 주로 강한 방사능을 포함한 소변이 

가득찬 방광주위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병변 자체가 농축된 소변과 

비교될 정도로 매우 높은 카운트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서는 pile-up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았다. Pile-up 효과를 무시할 경우 낮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영상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photon energy cutoff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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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Deadtime effect는 시간당 높은 카운트의 광자가 검출기에 

입사될 때 섬광크리스탈 및 전자신호 처리의 한계 때문에 일부 

광자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영상의 전반적인 카운트가 소실되는 

현상이다.69 일반적인 뼈스캔에서 deadtime effect에 의한 

카운트소실은 크지 않고 뼈병변과 주위의 정상뼈와 대조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하지 않았다. 

V. 결론 

PET 영상을 이용하여 가상의 방사선원을 분포시킨 다음, 

방사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가상의 검출기 표면에 도달하여 

영상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이것으로 뼈 PET/CT 영상으로 99mTc-diphosphonate 

화합물을 이용하는 뼈스캔과 유사한 신티그래피를 만들어 냈으며 이 

영상들을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뼈스캔들과 비교할 때 유사한 

병변/정상뼈 섭취 비율을 보여주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낸 뼈스캔 영상은 뼈PET/CT와 뼈스캔의 비교가 필요한 

임상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병변에서의 

99mTc-diphosphonate 화합물과 18F-flouride의 생리학적 차이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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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mTc-diphosphonate which is used for bone scan and 

18F-fluoride which is used for bone PET are accumulated in 

bone lesion and their uptakes reflect regional bone blood flow 

and osteoblastic activity. Although they are used for diagnosis 

bone disease, diagnostic performance of bone scan and bone 

PET/CT are quite different and direct comparison with lesions 

in the images from two modalities is not feasible. 

We used Monte Carlo (MC) method to produce image 

mimicking planar scan from 3D PET/CT image, because MC 

method enables simulating complex behavior of photons in the 

human body and camera, such as attenuation, scatter, and 

response in collimator and detector. 

Bone PET and CT images were used as distribution of 

radioactive source and materials for MC simulation. 

Interactions of photons with materials from the radioactive 

source were simulated. Final coordinates of photons at the 

detector were used to build simulated images which are 

comparable with conventional bone scan. 

   Because spatial resolution of PET image degrade resultant 

simulated image when it is used for radioactive source for MC 

simulation, we adjust intrinsic resolution and distance between 

body and detector to compensate blurred results. We add 



75 

Poisson noise in the result to simulate realistic noise in the 

bone scan. 

   Simulated images from bone PET/CT with our MC 

simulation code were compared with conventional bone scan 

and they show similar lesion to normal bone uptake ratios. 

   Our method enables direct comparison of bone PET/CT 

with conventional bone scan and help solving clinical problem. 

Furthermore, it can be used to determine physiologic 

difference of 99mTc-diphosphonate and 18F-flouride by 

eliminating disparity between the mod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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