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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DG PET 영상에서 MTV는 종양의 전체 대사정도를 반영하여 종양의 체적을 나타낸다. 하지만 MTV는 영상재구성
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팬텀실험을 통하여 영상재구성에 따라 SUVmax의 역치 값을 달리하여 실제 체적과 
MTV의 상관관계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NEMA IEC Body 팬텀에 18F-FDG를 구와 배후 방사능의 비율(4:1, 8:1, 10:1, 
20:1)이 되도록 주입 후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영상에 4가지 방법(OSEM3D, OSEM3D+PSF, OSEM3D+TOF, 
OSEM3D+TOF+PSF)으로 영상을 재구성한 후 다양한 SUVmax 역치 값을 적용하여 MTV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전반적
으로 SUVmax 역치 값이 증가 할수록 MTV가 감소하였으며, 구와 배후방사능 비율이 증가할수록 동일한 SUVmax 역치 
값에서 MTV가 감소하였다. PSF와 TOF+PSF재구성영상에서 40% 역치 값, OSEM3D와 TOF 재구성 영상에서는 45% 역치 
값을 적용하였을 때 팬텀의 실제체적과 MTV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영상재구성에 따라 MTV 
측정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FDG PET/CT 융합, MTV, OSEM3D, PSF, TOF, SUVmax
Abstract  Recently, MTV(metabolic tumor volume) has been used as indices of the whole tumor FDG uptake 
on FDG PET image but it is influenced by image re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actual volume and metabolic tumor volume applying different SUVmax threshold for 
different reconstruction algorithm on phantom study. Measurement were performed on a Siemens Biograph 
mCT40 using a NEMA IEC body phantom containing different size six spheres filled with F18-FDG applying 
four SBRs (4:1, 8:1, 10:1, 20:1). Images reconstructed four algorithms (OSEM3D, OSEM3D+PSF, OSEM3D 
+TOF, OSEM3D+TOF+PSF) and MTV were measured with different SUVmax threshold. Overall, the use of 
increasing thresholds result in decreasing MTV. and increasing the signal to background ratio decreased MTV 
by applying same SUVmax threshold. The 40% SUVmax threshold gave the best concordance between 
measured and actual volume in PSF and PSF+TOF reconstruction image. and the 45% threshold had the best 
correlation between the volume measured and actual volume in OSEM3D and TOF reconstruction image. we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when the measurement of MTV applying various reconstruc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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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F-18 Fluoro-deoxyglucose(FDG)를 이용한 PET/CT

검사는 양성과 악성종양의 감별, 병기설정, 종양의 치료

효과판정및종양의재발진단등에널리이용되고있는

검사법이다[1-3].

또한 FDG PET영상에서 투여한 방사능의 농도와 종

양에 섭취된 방사능의 농도를 비로 나타내어 종양의 포

도당 섭취율을 표준섭취계수(Standardized uptake value)

로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어종양평가의유용한지표

로 이용되고 있다[4].

표준섭취계수 중 SUVmax는 종양의 관심영역에서

pixel 또는 voxel의 최대방사능을나타내는값으로서측

정방법이 간단하고,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어 SUV 측정

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값이다[5].

하지만 SUVmax는 종양에 섭취된 최대 방사능의 양

을 나타내고 있지만 종양 전체의 대사 정도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6].

그러므로 종양의 전체 체적을 표현할 수 있는

MTV(Metabolic tumor volume)를 측정하여 종양 전체

의대사정도를반영하여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다[7].

MTV는종양의관심영역의 SUVmax의 역치값을기

준으로역치이상값의 voxel만을 측정하여종양의체적

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폐암이나 두경부 암에서 MTV를

이용하여 환자의 생존율 분석 및 예측지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8-10].

최근에는 PET영상의 공간분해능과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를 향상시키기위해 Time of flight

(TOF), Point spread function(PSF)의 다양한 영상재구

성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11-13].

이 연구의 목적은 PSF, TOF를 이용하여 재구성한

PET영상에서 MTV의 변화를 비교 평가하여 영상 재구

성과MTV의 관계와MTV 측정시영상재구성별최적

의 역치 값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2.1 Phantom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IEC(International Electechnical Commission) body

phantom (diameter, 194mm; volume, 9700 ㎤)의 6개의

구(volume1, 26.52 ㎤; volume2, 11.49 ㎤; volume3 5.57

㎤, volume4, 2.57 ㎤; volume5, 1.15 ㎤; volume6, 0.52

㎤)에 배후방사능의 비율이 4:1, 8:1, 10:1, 20:1이 되도록
18F-FDG를 희석하여 Phantom에 주입하였다.

2.2 영상획득
SIEMENS Biograph mCT40 PET/CT (Siemens

medical system, Germany) 기기를 이용하였으며,

phantom을 FOV에중앙에위치시킨후 1bed (216mm)당

5분씩 2bed로 10분 (overlap, 89mm) PET 영상을획득하

였으며, CT 영상은 관전압 120kV, 관전류 50mA,

0.5s/rotaion, pitch factor, 0.8을 이용하여 CT 영상을 획

득하였다.

2.3 영상재구성
18F-FDG phantom의 PET영상은 matrix size

200×200, voxel size 4.07×4.07×3.00, slice thickness 3mm

로 OSEM3D (iteration, 2; subset 24), OSEM3D+PSF

(iteration, 2; subset 24), OSEM3D+TOF (iteration, 2;

subset 21), OSEM3D+TOF+PSF (iteration, 2; subset

21) 각각영상을재구성후 Gaussian filter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5mm)를 적용하였으며, CT영

상을 이용하여 PET영상을 감쇠보정 하였다.

2.4 MTV 측정
SIEMEN사의판독용 syngo.via 소프트웨어프로그램

(Siemens medical system, Germany)을 이용하여 PET

영상과 CT영상을융합한후 CT 영상에서 6개구의크기

에맞게 volume of interest (VOI)를 설정후 PET영상에

서 SUVmax의 역치값을이용하여MTV를측정하였다.

SUVmax의 역치값은 30%, 35%, 40%, 45%, 50%, 55%,

60%를 적용하였다.

2.5 결과분석
phantom의 구와 배후방사능의 비율이 4:1, 8:1, 10:1,

20:1인 phantom 영상에 OSEM3D, PSF, TOF,

TOF+PSF로 각각영상을재구성한후 SUVmax의 역치

값을 30%, 35%, 40%, 45%, 50%, 55%, 60% 적용하여

MTV의값을실제 phantom의구의체적과비교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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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MedCalc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

통계분석프로그램을이용하여 대응표본Wilcoxon test

와 실제 체적과 측정체적의 상관도를 비교하기 위해

Concordance correlation 분석을 하였다.

p value<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Pc)는 두 값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고 bias correction factor (Cb)는 정확성을

나타낸다.

3. 결과
전반적으로 phantom영상의MTV의 SUVmax의역치

값이증가할수록MTV는낮게측정되었으며 [Fig. 1] 동

일한 역치 값에서 영상 재구성에 따른 MTV는 PSF,

TOF+PSF, OSEM3D, TOF 순으로 증가하였다. [Fig. 2]

동일한 역치 값에서 구와 배후방사능의 비율이 증가

할수록 MTV는 낮게 측정되었다. [Fig. 3]

영상 재구성별MTV의 역치값은 OSEM3D, TOF 재

구성 영상에서는 MTV의 SUVmax의 역치값 45% 측정

값에서 phantom 구의실제체적과통계적으로유의성을

나타냈으며, (OSEM3D; P=0.0946, TOF; P=0.9431) PSF,

TOF+PSF 재구성 영상에서는 SUVmax의 역치값 40%

MTV에서 실제 체적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PSF; P=0.3758, TOF+PSF; P=0.8864) <Table 1>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Pc) 값과 Bias

correction factor (Cb) 값은 OSEM3D, TOF 재구성영상

의 45% 역치 값에서 높은 상관관계계수와 정확도

(OSEM3D; Pc=0.9985, Cb=0.9995, TOF; Pc=0.9989,

Cb=1.0000)를 보였다. PSF, TOF+PSF 재구성 영상에서

는 SUVmax의 역치값 40%에서 높은 상관계수와 정확

도를 보였다.(PSF; Pc=0.9982, Cb=0.9999, TOF+PSF;

Pc=0.9985, Cb=0.9999) <Table 2> [Fig. 4]

Phantom의 실제 체적이 1.15 ㎤ 이하인 구에서는

PET 기기 검출기의 공간 해상도 제한에 의한 부분용적

효과와 spill over 효과로 인하여 실제 체적에 해당하는

최적의 SUVmax의역치값이높게측정되었다. 구와배

후방사능의비율이낮을수록배후방사능의영향에의하

여 MTV의 최적의 SUVmax 역치 값이 증가 하였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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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ne graphs show between measured volumes and actual volumes of different thresholds and 
re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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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metabolic tumor volume of 
40% threshold at SBR=10

[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optimal threshold 
and actual sphere volumes according to 
different signal to background ratio and 
reconstruction algorithm.

(a) OSEM3D

Pc = 0.9985, Cb = 0.9995

(b) PSF

Pc = 0.9982, Cb = 0.9999

(c) TOF

Pc = 0.9989, Cb = 1.0000

(d) TOF+PSF

Pc = 0.9985, Cb = 0.9999
[Fig. 4] Concordance between calculated and actual 
      volumes of different thresholds for 

reconstruction image. (Pc: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b: bias correction 
factor, a measure of accuracy) The threshold 
gives the best values (a: OSEM3D:45%, b: 
PSF:40%, c: TOF:45%, d: TOF+PS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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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ilcoxon Paired t test 
MTV(30%) MTV(35%) MTV(40%) MTV(45%) MTV(50%) MTV(55%) MTV(60%)

OSEM3D p<0.0001 p<0.0001 p=0.0033 p=0.0946 p=0.0002 p=0.0001 p<0.0001

PSF p<0.0001 p=0.0030 p=0.3758 p=0.0007 p=0.0001 p=0.0001 p<0.0001

TOF p<0.0001 p<0.0001 p<0.0001 p=0.9431 p=0.0009 p=0.0001 p<0.0001

TOF+PSF p<0.0001 p=0.0001 p=0.8864 p=0.0030 p=0.0001 p<0.0001 p<0.0001

p-values less than 0.05 were regarded as statically significant.

<Table 2> Concordance correlation 
MTV(30%) MTV(35%) MTV(40%) MTV(45%) MTV(50%) MTV(55%) MTV(60%)

OSEM3D

Pc 0.9956 0.9969 0.9981 0.9985 0.9916 0.9722 0.9400

Cb 0.9958 0.9972 0.9993 0.9995 0.9927 0.9736 0.9420

PSF

Pc 0.9963 0.9979 0.9982 0.9945 0.9802 0.9523 0.9156

Cb 0.9966 0.9988 0.9999 0.9966 0.9825 0.9550 0.9194

TOF

Pc 0.9954 0.9965 0.9980 0.9989 0.9955 0.9832 0.9581

Cb 0.9957 0.9968 0.9986 1.0000 0.9966 0.9844 0.9594

TOF+PSF

Pc 0.9963 0.9977 0.9985 0.9967 0.9981 0.9668 0.9368

Cb 0.9971 0.9983 0.9999 0.9984 0.9897 0.9685 0.9390

Pc: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 Cb: bias correction factor

4. 고찰
FDG-PET 영상에서 투여한 방사능의 농도와 종양에

섭취된 방사능 농도의 비를 나타낸 표준섭취계수(SUV)

는 정량적 분석에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4].

특히 SUVmax는 최대 섭취된 방사능의 농도의 값으

로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측정 시 재현성이 높아 정량적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값이다[5].

하지만 SUVmax는 종양전체의 대사정도를 반영하고

있지않아종양에섭취된최대방사능양의역치값이상

을측정하여종양의전체체적을표현하는MTV를지표

로 활용한다[7].

FDG PET 영상에서MTV를이용하여종양의체적을

반영함으로써방사선치료를위해실질적인종양의경계

를 결정하기에 적절한 지표로 활용되어 질 수도 있다.

최근 PET 영상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하여재구성 반

복기법을기반으로하여 TOF(Time of flight) 재구성방

법과 PSF(Point spread function) 재구성 기법이 유용하

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TOF는 양전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동시에 발생한 두

감마선의 비정시간 차이를 측정하여 감마선의 발생위치

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체에서 일부분으로 줄일 수 있어

재구성된 영상에서의 잡음을 줄일 수 있다. PSF는 PET

의 구조적 특성상 검출기가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검

출기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영상의 공간분해능이 나빠지

는 현상을 보정해 주는 재구성 방법이다[11-13].

이번 연구를통해서MTV 측정 시 SUVmax 역치 값

이 커질수록 MTV는 낮게 측정되었다. 실제 체적과 비

교하였을때 PSF의재구성영상에서 OSEM3D, TOF 재

구성영상에비해낮은최적의역치값을보였다. 영상재

구성차이에따라 FDG PET의정량적분석지표에영향

을주게되므로영상재구성변화에대한MTV의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14].

연구의 한계점은 phantom을 이용하여 종양의 크기를

안다고 가정하고영상재구성을달리하여 SUVmax의 역

치 값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환자의 실제 종양의

크기를정확히알수가없다. 또한이연구에서는종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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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구로가정하고실험하였으나실제환자의종양의

체적을측정할때 항상적용가능한구조가아니다. 그리

고 PET은공간해상도가낮아구의체적이 1.15 ㎤이하인

MTV에서는 부분용적효과와 spill over효과로 MTV의

역치 값이 높게 나타나 종양의 실제 크기를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15-17]. 이번연구결과를통하여영상재구성차

이에따라MTV 측정에기초적인자료로제공되어질수

있지만영상재구성뿐만아니라MTV 측정에영향을주

는다양한변수와MTV 측정방법에대한추가적인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NEMA IEC body phantom을 이용한 실험에서

SUVmax 역치값이증가할수록MTV는낮게측정되었

으며 동일한 SUVmax 역치 값에서는 구와 배후 방사능

의 비율이 증가 할수록 MTV가 낮게 측정되었다.

동일한구와배후방사능의비율에서는OSEM3D+PSF,

OSEM3D+TOF+PSF, OSEM3D, OSEM3D+TOF 영상

재구성순으로MTV가 증가하였다. 구와 배후방사능의

비율이 4:1, 8:1, 10:1, 20:1인 phantom의 영상재구성영상

에서OSEM3D+PSF, OSEM3D+TOF+PSF영상의SUVmax

역치 값은 40% MTV와 OSEM3D, OSEM3D+TOF 영

상의 SUVmax 역치값은 45% MTV가 실제 phantom의

구의 체적과 높은 상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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