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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학 상 특성이 종양 역과 활성도 평가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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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ometrical phantom images used for the 

simulation study. (A) original image without noise or 

smoothing, (B) image with noise and 4mm gaussian 

smoothing, and (C) image with noise and 8mm 

gaussian smoothing

 서  론

  외부 방사선조사를 이용한 종양치료에서 종양의 

모양과 특성을 반 한 정확한 방사선치료계획의 

수립이 요하다. 이를 해서는 상을 이용하여 

종양 표 의 역  체 을 효과 이고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양 역의 구별

과 분할을 해 인체  종양의 해부학  정보를 

제공하는 CT 상을 이용한 방사선치료계획법이 

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기존의 종양의 해부학  

정보와 함께 종양의 사특성까지 반 한 방사선

치료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두되어, 종양의 사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는 FDG-PET 상을 방사

선치료계획에 함께 활용하려는 시도가 국내외 으

로 활발하다. PET 상은 종양의 사특성을 직

으로 반 하여 종양의 활성도  종양내부의 특

성을 보다 구체 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CT 상에 비해 상의 공간분

해능이 낮고 상의 잡음성분이 많아 종양의 모양

과 크기를 정확하게 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PET/CT를 이용한 융합 상법이 도입되어 PET

상의 한계극복을 한 방법으로 기 되고 있으나

[1], 여 히 PET 상으로부터 정확하고 재 성 있

는 종양분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2,3]. 이 연

구에서는 PET과 같은 핵의학 상의 주요 특성 변

수인 상의 공간분해능이 종양의 분할과 활성도 

평가에 미치는 향을 기하학  팬텀과 인체 팬텀

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다. 

 재료  방법

  컴퓨터 시뮬 이션에는 기하학  팬텀과 인체흉

부 팬텀을 사용하 다. 기하학  팬텀은 각기 다른 

직경크기(8, 12, 16, 20mm)를 갖는 원형 표 이 포

함된 사각 모형으로 구성하 고, 표 과 배후(back

ground)에는 각각 100과 20의 계수를 할당하 다. 

인체흉부팬텀으로는 XCAT팬텀[3]을 이용하 다. 

사용한 상팬텀은 2차원 상단면을 이용하 고, 

상의 화소크기는 4mm x 4mm이었다.

  작성된 팬텀 상에는 20%의 상잡음을 덧입힌 

후 4mm와 8mm 커 크기의 gaussian smoothing

을 용하 다. 

  원 상에서 자동경계구분 알고리즘을 이용한 

상분할 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부 의 심

역(ROI)를 얻은 후 gaussian smoothing이 용된 

상에 각각 용하여 ROI안의 평균계수를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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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hest phantom used for the simulation 

study. (A) original image without noise or 

smoothing, (B) image with noise and 4mm 

gaussian smoothing, (C) image with noise and 

8mm gaussian smoothing, (D) three ROIs placed 

on the interested area

 결과  고찰  

기하학  팬텀과 인체모형 팬텀 실험에서 상의 분

해능 변화에 따른 심 역 내 계수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4mm 8mm changes*

ROI-1(21pixel) 100.2 79.2 20%↓

ROI-2(9 pixel) 99.9 68.6 31%↓

ROI-3(1 pixel) 99.0 29.0 70%↓

BKG(13 pixel) 19.5 19.1 2%↓

Table 1. Changes of counts in target regions by 

smoothing in the geometrical phantom study

 * BKG : background

4mm 8mm changes*

ROI-1(21pixel) 5.15 4.18 19%↓

ROI-2(9 pixel) 5.13 3.59 30%↓

ROI-3(1 pixel) 5.09 1.51 10%↓

Table 2. Changes of target-to-background ratios 

by smoothing in the geometrical phantom study 

 * the value of change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both images with 4 mm and 8 mm 

smoothing.

4mm 8mm changes*

size 1(756 pixel) 62.3 61.47 1%↓

size 2(584 pixel) 74.11 69.78 5%↓

size 3(172 pixel) 22.17 33.23 33%↑

Table 3. Changes of counts in target regions by 

smoothing in the chest phantom study

 결  론

  시뮬 이션 실험에서 공간분해능이 낮아짐에 따

라 종양 경계의 조능의 하를 유발하 다. 이러

한 조능의 하는 종양의 크기  모양의 왜곡 

혹은 과소평가와 함께 종양의 활성도의 과소평가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활성도가 높은 작은 크기의 

종양의 경우 이러한 왜곡된 평가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팬텀 데이터로부터 확인하 다. 한 주변

조직에 비해 낮은 섭취율을 갖는 역(종양의 산

소 역)의 경우 상의 분해능 하에 의해 오히

려 과 평가를 유발할 수 있음도 확인하 다. 따라

서 종양 사평가를 반 한 방사선치료계획을 해

서는 한 상품질을 갖는 PET 는 핵의학

상의 활용이 요하며, PET/CT 는 SPECT/CT

와 같이 해부학  상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융

합 핵의학 상의 활용도 정확하고 효과 인 상기

반 방사선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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