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PET/MRI 안전성 및 성능평가

차

1. 적용 범위

1

2. PET/MRI의 개요

2

3. 용어 및 정의

4

4. 관련 규격

5

5. PET/MRI 안전성 평가

8

6. PET/MRI 성능 평가

9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2015. 02.

6.1. PET 성능 평가

10

6.2. PET/MRI의 영상 정합 시험 방법

35

7. 참고문헌

38

1

적용 범위

2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PET/MRI)는 체내 주입 된 방사성

의약품의 동태를 확인하여 암이나 그 외 질병을 진단하는 첨단진단융합 의료기기로
본 가이드라인은 PET/MRI에 대하여 적용한다.
PET/MRI에서 PET은 방사성의약품의 체내 분포 및 동태를 영상화하여 암 및 체내

이상을 진단하는 기능적 영상화에 응용되고, MRI은 기능적-구조적 영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PET의 감마선 감쇠 보정에 이용된다.
PET/MRI은 비교적 새로운 융합영상기기로 다양한 질환의 환자에 사용될 수 있어,

임상적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현재 융합영상기기 형태의
PET/MRI은 전국에 3대만이 설치되어 있으나, PET/CT의 전례를 볼 때, 급속도로 보

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PET/MRI은 PET/CT와 더불어 대표적인 융합영상기기로, 각각의 영상기기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학적 용도를 창출하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PET/MRI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융합영상기기의 이용
이 질병의 관리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지침
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PET/MRI의 MRI 부분은 국내 안전성, 성능평가지표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PET

부분은 그러하지 못하다. 진료 받는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PET/MRI의 품질관리
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PET/MRI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PET/MRI의 개요

일반적으로 PET/MRI은 기능적 영상화를 담당하는 PET과 구조적 기능적 영상화를
담당하는 MRI, 이들의 영상 정합, 영상 재구성,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workstation, 환자를 이동하는 베드 부분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PET
PET은 환자에 투여한 방사성의약품의 분포를 기능적 단면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양전자로부터 방출되는 쌍소멸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는 장치로, 감마선을
저에너지 광자로 변환시키는 섬광결정(crystal), 저에너지 광자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하여 증폭하는 광전자 증배기, 동시신호를 판별하는 coincidence circuit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PET에서 검출된 신호는 workstation으로 보내져 사이노그램 등으로 저장
된다.
2. MRI

핵자기공명 원리를 이용한 영상 장치이다. 고주파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인체 내 수
소원자핵이 공명하게 된다. 이때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고 영상을 재구성하면 자기공
명영상이 된다. 크게 주자기장에 관련된 부분, RF 펄스(radiofrequency pulse)와 경사
자계에 관련된 신호 발생과 수집 부분, 신호처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 겐트리

베드에 뉘어진 환자가 진입하여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 터널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며,
PET과 MR이 위치한다.
4. 베드

환자를 눕히고, PET과 MRI을 촬영하는 위치로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5. Work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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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ation은 PET과 MRI으로부터 얻어지는 신호들을 이용하여 기능적 단면 PET

영상, 구조적 기능적 단면 MRI영상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의 융합영상
을 보여줄 수 있고, 몇몇 기기에서는 정량적 분석도 지원한다.
6. 제시된 구성요소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그 밖에 다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융합형 PET/MRI의 모식도이다. 각각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3

용어 및 정의

3.1. PET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환자에 투여된 방사성의약품의 분포를 기능적 단면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
3.2. MRI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 체내 수소원자핵을 공명시키고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
해 영상을 얻는 장치.
3.3. 공간해상도 (spatial resolution)

영상 재구성 후 가까운 두 점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
3.4. 민감도 (sensitivity)

주어진 선원의 단위 방사능 당 PET에 검출되는 참 동시계수의 비율.

그림 1. PET-MRI 모식도

3.5. 방사능 (radioactivity)

표 1. PET-MRI의 부분명칭
표기

명칭

설명

①

PET

환자의 체내에 분포한 양전자방출 방사선의약품의 동태를 영상화한다.

②

MRI

환자의 구조적 단면영상을 획득한다.

③

겐트리

④

베드

단위 시간당 일어나는 방사성붕괴의 수.

PET과 MRI가 원형으로 위치하며 환자가 진입하여 영상을 촬영하게 되
는 구멍형태의 구조물.
환자가 촬영시 위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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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가 있으나 현재 식약처에서는 NEMA 규격으로 사용하고

관련 규격

있다.
4.2 PET/MRI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국외 규격

4.1 PET/MRI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국내 규격

국내 의료영상기기의 품목분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고시제

PET/MRI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관련 국외 규격은 다음과 같다.

2012-45호)에 별도의 항목이 아닌 기구·기계 항목에 각각 진단용 엑스선 장치부문
(CT), 비전리 진단 장치부문(MRI), 방사선 진료 장치부문(PET, PET/CT, SPECT)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표 3. PET/MRI 관련 국외 규격
구분

출처

규격

주요내용

-NEMA MS 10-2006 Determination of Local Specific

PET/MRI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관련 국내 규격 중 MRI에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Absorption Rate (SAR) in Diagnostic Magnetic

같다.

Resonance Imaging
-NEMA MS 11-2006 Determination of
Gradient-Induced Electric Fields in Diagnostic

표 2. MR 관련 국내 규격
구분

Magnetic Resonance Imaging
규격

∙식약청고시 2012-91호 (IEC60601-1
2nd). 2014년 6월부터 IEC60601-1 3rd
MR

∙식약청고시

2012-41호

(IEC60601-1-2)
∙IEC 60601-2-33:2001

-NEMA MS-1-2008 Determination of

주요 내용

Signal-to-Noise Ratio (SNR) in Diagnostic Magnetic
전기·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시험

Resonance Imaging
-IEC 60601-2-33 (2008) Medical electrical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

equipment - Part 2-3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magnetic resonance equipment for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중

medical diagnosis Consolidated Edition 2.2

51.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NEMA MS 6-2008 Determination of Signal-to-Noise

○ ‘IEC60601-1 2nd’ 규격은 현재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전기 기계적 안전
·

성 대한 시험 항목이나 방법 등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 ‘IEC60601-1-2’ 규격은 현재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기 제품의 전자파장해에 관한

시험에 대한 시험항목이나 방법 등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규격이다.

○ ‘IEC60601-2-33:2001’ 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

의약품안전청 고시) 소분류 A12010.01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
장치에 적용되는 규격이다.

MR

미국

Ratio and Image Uniformity for Single-Channel
Non-Volume Coils in Diagnostic MR Imaging
-IEC 60601-2-33 Edition 3.0 2010-03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3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magnetic resonance equipment for
medical diagnostic
-NEMA MS 5-2010 Determination of Slice Thickness
in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NEMA MS 4-2010 Acoustic Noise Measurement
Procedure for Diagno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Devices
-NEMA MS 12-2010 Quantification and Mapping of

PET/MRI 안전성 및 성능 평가 관련 국내 규격 중 PET에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 'KS C IEC 61675

－1:2012'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특성 및 시험조건－제1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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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etric Distortion for Special Applications
-Criteria for Significant Risk Investig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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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관한 항
목

구분

출처

규격

주요내용

-Magnetic Resonance Diagnostic Devices - Guidance

5

PET/MRI의 안전성 평가

for Industry and FDA Staff
-Guidance for the Submission of Premarket

PET/MRI의 안전성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Notifications for Magnetic Resonance Diagnostic
미국

Devices; Final
1. Phantom Test Guidance for the ACR MRI
Accreditation Program
2. NEMA Standards for measuring performance and
safety parameters

성능평가에 관한

1.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항목

「의료기기의

전기 ․ 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적합하여야 한다.

EN 60601-2-33-200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Part 2-3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safety of magnetic resonance
equipments for medical diagnosis
유럽
MR

2. 전자파안전에 관한 시험

EN 60601-2-33-2002/A1:2005

「의료기기의

IEC 60601-2-33-2002/A1:2005

하여야한다.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

EN 60601-2-33-2002/A1:2008
IEC 60601-2-33-2002/A1:2007
EN 60601-2-33-2002/A1:2008/AC 2008

3.「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51.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식품의약품안전처

- IEC60601-1-1:2000(의료용 전기기기 – 제1부:

고시)에 적합하여야한다.

안전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 – 제1절: 부통칙 –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안전요구사항)
- IEC 60601-1-2:2001(의료용 전기기기 – 제1부:
안전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 – 제2절: 부통칙 –
일본

전자양립성 – 요구사항 및 시험)
- IEC 60601-2-33:2002+Amd.1:2005(의료용
전기기기 – 제2-33부: 의료 진단용 MR장치의 안전성에
관한 특정요구사항
-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해서 지정한 의료기기
기본요건 적합성 체크 리스트
(초전도자석식 전신용 MR 장치 등 기준)

PET

유럽
미국

MI(핵의학)IEC 61675-2, IEC 60601-1, IEC
60601-1-1,IEC 60601-1-2
NEMA N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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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MRI의 성능 평가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PET/MRI의 성능 평가

□ 일반 시험 조건
PET의 성능 평가 방법은 NEMA NU2 국제 규격을 따른다.

성능평가 결과 통과 기준은 제작사 자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자가 기준이 없거나
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13.3.2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

1) 주위온도

◦ 특별한 주위온도의 지정이 없을 때는 IEC60601-2-24에 규정된 상온 온도 +5 ℃
~ +40 ℃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습도

◦ 특별한 습도의 지정이 없을 때는 IEC60601-2-24에 규정된 시험실 내 상대
습도 20 ~ 90 %로 설정하여야 한다.

정(안) 2012.5 보건복지부)

3) 장비 가동

◦ PET과 MRI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1. 외관
1) 외관상 결함이나 파손 등이 없어야 할 것
2) 가공 면이 매끄럽고, 요철, 흠, 얼룩 등의 결함이 없을 것

6.1. PET 시험 방법
6.1.1. PET 공간해상도

2. 공간해상도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준치 대비하여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a. 시험 개괄: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ET)의 공간해상도는 영상재구성을 한

후 그 시스템의 2개의 점간의 구별력을 가리킨다.
b. 시험 방법

3. 민감도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준치 대비하여 80%이상이어야 한다.

◦ 공간해상도의 측정(영상획득)은 공기중에 놓은 점선원을 이용해서 수행되며,
편평화 또는 인접하는 상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 (apodization) 없이 재구성
된 영상을 사용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환자영상 (인체조직에 의한 산란

4. 균일도 및 SUV
SUV값이 평균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SUV평균이 0.9-1.1범위 내에 들어야

및 제한된 숫자의 사건 획득으로 인해 편평화된 재구성을 요하는)을 획득하

한다.

는 것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성능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스캐너들간의
비교에 사용될 수 있다.
c. 시험 기준 (잠정안)

5. 정합도
PET과 CT의 위치정합 팬텀 중심이 5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준치 대비하여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d. 시험 시 준비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 본 측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으로서 F-18이 사용되어야

6. PET/MRI 성능 평가 시험 방법

하며, 불응시간 에 의한 손실이 5%를 넘거나 랜덤계수가 5%를 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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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크기의 방사능을 사용해야 한다.

직각인 두 방향에서 측정된 PSF의 폭은 FWHM의 약 2배가 되어야 한다. 각

◦ 선원의 분포: 점은 안쪽지름이 1mm이하이고 바깥쪽 지름이 2mm이하인 유

각의 FWHM (및 FWTM)은 최대값의 1/2(또는 1/10)에 가장 가까운 두 픽셀

리모세관 내에 작은 양의 농축된 방사능으로 구성되어야 함. 이 선원은 PET

을 이용하여 선형보간법에 의해 구해져야 한다 (다음 그림 참고). 최대값은

영상의 축방향에 평행하게 놓여야 하며, 후술하게 될 6개의 점에서 측정된다.

측정된 peak값을 가지는 픽셀과 이웃 두 픽셀을 포물선으로 회귀하여 얻은

◦ 축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1) 축방향 시야 의 중심, (2) 축방향 시야

값을 취한다. 구해진 값들은 픽셀 크기를 곱해 밀리미터 단위가 되게 한다.

중심으로부터 시야 전체의 크기의 1/4만큼 떨어진 지점.

관측된 선원의 위치는 각각의 축에서 최대의 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위치로

◦ 횡단면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1)중심으로부터 1 cm 윗쪽에 배치
(시야의 중심을 표현하되, 시야의 최 중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정한다.
④

기록 및 보고: 중심축으로부터 1cm, 10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축방향,

능한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함) (2)x=0 및 y=10 cm인 지점,

radial 및 tangential 공간해상도 (FWHM 및 FWTM) 값들은 축방향에서 평

(3) x=10 cm 및 y=0인 지점.

균을 내서 다음 표와 같이 시스템 해상도로서 보고되어야 한다. 관측된 선원
의 위치는 선원의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각각의 선원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축(X/Y/Z)에서 최대의 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좌표
로 정한다.

e. 시험 절차
①

측정자료는 전술한 6개의 지점에서 모두 수집된다. 각 PSF (즉, 측점지점당)
최소 1십만 counts가 획득되어야 한다. 측정은 여러 개의 선원을 사용하여도
된다.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세밀한 샘플 (영상 복셀) 사이즈로 측
정을 하여도 좋다.

②

Filtered back-projection (FBP)로 재구성한다. (편평화 또는apodization 사용

금지)
③

분석: 영상 볼륨의 3차원적인 각 각의 축방향 (X/Y/Z축 3개의 모든 방향)에
서 PSF의 공간해상도 (즉, FWHM 및 FWTM) 가 확정되어 각방향으로의 분
포의 peak를 통해 1차원적인 반응함수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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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인성 배후 계수를 가지는 스캐너에 해당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Watson, C.C, et al., NEMA NU 2 Performance Tests for Scanners with

Intrinsic Radioactivity, Journal of Nuclear Medicine, 45(5) :822-826, 2004에

논의된 방법에 따른다.

◦ 이 과정의 첫 번째 목적은 산란 방사선에 대한 시스템의 상대적인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에 있다. 산란은 전체 단층촬영 장치에서 산란비율(Scatter
Fraction; SF)로 표현된다.

◦ 이 과정의 두 번째 목적은 시스템의 불응시간에 의한 영향과 다양한 선원
방사능 크기에 따른 랜덤 사건의 발생을 측정하는 것에 있다. 참 사건 발생
률은 전체 동시게수 사건 발생률에서 산란 사건 발생률과 랜덤 사건 발생률
을 빼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6.1.2. PET 산란비율, 계수손실, 랜덤 측정
a. 시험 개괄:

◦ 양전자의 쌍 소멸로부터 발생한 감마선이 산란현상을 거치면 잘못된 동시계

수 사건 위치가 발생한다.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장치들은 다양한 장치 디자
인과 구현으로 인해 산란 방사선에 대한 각기 다른 민감도를 가진다. 계수손

◦ 주요용어: 산란 비율(Scatter Fraction; SF) – 스캐너 관측시야에 정의된 관심
영역 내부에서 스캐터 동시계수 사건 대비 산란계수와 참계수사건 합의 비율
b. 시험 방법

◦ 테스트 팬텀은 다음의 NEMA 규격을 따른다. 단단한 고체의 원형 실린더로

실과 랜덤비율의 측정을 통해 양전자 방출단층촬영 장치의 선원 방사능 크

폴리에틸렌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며, 질량 0.96±0.01 kg이고, 외경이 203±3

기에 대한 측정 능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의 분석과 기록에는 두 가지

mm (8'')이며 전체 길이는 700±5 mm 이다. 방사상 거리로 45±1 mm떨어진

방법이 존재한다.

지점에 실린더의 중심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6.4±0.2 mm 구멍이 뚫려있다.

◦ 첫 번째 방법에는 지연 사건 채널이나 싱글 디텍터의 사건 발생률 계산을

제작 상 편이를 위해 실린더는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테스트를

이용하여 우연계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산란비율을 계수 발생률

하는 동안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팬텀을 설계하고 조립할

의 함수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방법이며, 랜덤계수 대비 참계

때에는 인접한 조각끼리 단단히 끼워지도록 (즉, 작은 틈을 통해 축방향으로

수 비율을 1.0 % 이하로 얻지 못하는 내인성 배후 계수를 가지는 장비에서

산란이 없는 방사선이 발생하는 것을 없도록) 해야 한다.

요구된다.

◦ 두 번째 방법은 랜덤계수 측정 기능이 없는 시스템에서 대신하여 사용되는

◦ 테스트 팬텀의 선 선원 인서트는 투명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코팅된
플라스틱 튜브로 최소 800mm길이에 내경이 3.2±0.2 mm 이고 외경이

방법이다. 잡음등가 계수발생률의 측정은 Strother, S.C., Casey, M.E.와

4.8±0.2 mm 이다. 이 튜브의 중앙 700±5 mm 는 방사능의 크기를 알고 있는

Hoffman, E.J.의 “Measuring PET Scanner Sensitivity: Relating Count-Rates

선원으로 채워지고 테스트 팬텀의 6.4mm 구멍에 끼워진다.

to Image Signal-to-Noise Ratios Using Noise Equivalent Counts,”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NS-37(2): 783-788, 1990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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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능을 가지는 선원을 양전
자 방출 단층촬영 장치의 관측 시야에 위치시킨다. 팬텀 속의 방사능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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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회의 반감기를 지나 붕괴하는 동안 측정을 진행한다.

◦ 이에 더하여, 계수 손실이 실질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에서는 방사능이 감

①

자료는 참계수 손실률이 1.0%이하인 동안에는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 T1/2
보다 짧은 간격으로 얻어져야 한다. 랜덤 측정이 불가능한 시스템에서 대체

소함에 따라 시스템의 동시계수 사건 처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충분

된 방법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 랜덤계수 대비 참계수 비율이 1.0%

한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없는 동시계수 카운트 발생률을 측정

이하가 되는 때까지 데이터를 얻어야 한다. 각 획득에 걸리는 시간 (Tacq,j)은

하여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측정한 참 계수 발생률을 더 높은 방사능 수준으

반감기의 1/4 보다 짧아야 한다.

로 추정하고 실제 측정된 발생률과 비교함으로써 높은 방사능 수준에서의

②

단층촬영으로서의 획득을 위해, 회전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는 스캐너는 각

시스템의 카운트 손실을 역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정확성은 충분히 낮

획득마다 완전하고 균일한 각도 간격 회전해야 한다. 회전하는 스캐너의 경

은 방사능에서 얻은 적합한 통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낮은

우, 획득 시간 Tacq은 검출기 주변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한다.

계수 발생률에서 반복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③

랜덤계수 평가가 가능한 기종이라면, 각 획득 j마다, 그리고 각 슬라이스 i마
다 랜덤 카운트(Cr,i,j) 가 기록되어야 한다 (⑦의 방법). 만약 랜덤 평가가 가

c. 시험 기준

능하지 않다면,

◦ 참계수 발생 최고점과 잠음 등가 카운트 발생률의 최고점이 제조업체가 제공
하는 기준치 대비하여 80%이상이어야 한다.

⑧에

서술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작사는 어떤 방법이 사용

되었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획득은 최소 50만개의 순간획득계수를 포함해야 한다. 최고 계수 발생률
주변에서 충분한 빈도로 측정을 함으로써 최고 발생률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d. 시험 시 준비 사항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사가 해당 스캐너에 대한 시작점 방사능 크

◦ 방사성동위원소 : 본 측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으로서 F-18이 사용되어야
하며, 방사능 크기는 아래의 두 발생률이 측정 가능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한

기, 획득 시간, 획득시간 간격 등을 포함한 프로토콜을 추천해야 한다.
⑤

축방향 관측시야가 65cm 이하인 단층촬영 장치에서는, 슬라이스 i의 각 획득

다. Rt,peak (참계수 발생률의 최고점), RNEC,peak (잡음 등가 카운트 발생

j마다 동시발생 계수 및 랜덤계수의 사이노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랜덤 평

률의 최고점).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초 방사능의 추천 값은

가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시발생 계수 사이노그램만을 제공한다). 축방향

제조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팬텀 내부의 최초 방사능은 교정된 방사선량 측

관측 시야가 65cm이상인 단층촬영 장치에서는, 중심부 65cm 안쪽부분의 슬

정기 내부에서 측정된 방사능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라이스들에 대한 각 획득마다 사이노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랜덤계수, 산

◦ 선원 분포: 테스트 팬텀 선 소스 인서트의 중앙 700 5 mm에는 물과 선량이

란계수, 불응시간, 감쇠 등과 같은 검출기 민감도나 움직임 (워블 등)을 보정

±

방사성 선원을 잘 섞어 넣고 양쪽 끝을 봉인한다. 이 선선원은 테스트 팬텀의

하지 않은 채 측정하여야 한다. 비스듬한 사이노그램은 해당 사이노그램에

구멍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사능 동시계수 측정 영역이 팬텀의 70cm에 오도

기록된 계수 정보는 유지한 채로 합쳐져 각 슬라이스에 싱글 사이노그램이

록 한다. 선선원과 테스트 팬텀은 제조사에 의해 제공된 표준 환자 테이블에

된다. 이때 단일 슬라이스 리비닝 (single slice rebinning)을 이용한다.

장착되며 선선원 인서트가 환자 베드에 가장 근접하게 팬텀을 돌려 위치시
킨다. 팬텀은 축방향과 횡단면방향 관측 시야중심에서 5mm이내에 중심이
위치하도록 한다.

⑥

분석: 동시발생계수 사이노그램 i에 대한 각 획득 j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팬텀의 중심에서 12cm 이상 떨어진 곳의 모든 픽셀들은 0으로 한다.
ⓑ 사이노그램에서 각 프로젝션 각도 에 대해, 선선원 응답의 중심 위치는


e. 시험 절차

최대값을 가지는 픽셀을 찾음으로써 결정된다. 각 프로젝션은 최대값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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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픽셀이 사이노그램의 중심 픽셀과 나란해지도록 이동 조정되어야 한다

ⓒ 이동 조정을 한 뒤에, 같은 방사상의 오프셋을 갖는 픽셀 위치에서 각 각도
프로젝션 픽셀 값들의 합과 같은 값을 갖는 팍셀로 이루어진 합계 프로젝션

∑ ∑        ∑ ∑    
   
∑ ∑        ∑ ∑     

ⓒ 카운트 발생률과 NECR: 각 획득 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전체사건 발생률:

을 만든다.
   

   

m ax 



 

위 식에서: r은 프로젝션에서 픽셀 번호이다.  는 사이노그램에서 (예를 들
어, 사이노그램의 열) 프로젝션 번호이다.

m ax  는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참사건 발생률:
프로젝션  에서 최대값

을 가지는 위치를 말한다.

ⓓ 사이노그램 중앙의 40mm 너비 스트립 가장자리에서 왼쪽과 오른쪽 픽셀

강도 카운트 CL,i,j와 CR,i,j는 합계 프로젝션으로부터 얻는다 (그림 4-2). 선
형보간법을 통해 프로젝션 중앙으로부터 ±20mm에 위치한 픽셀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랜덤사건 발생률: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산란사건 발생률:

         
    
  

여기서 Tacq,j는 프레임 j에 대한 획득 시간이다.
직접 랜덤을 빼주는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슬라이스i의 획득 j에 대한 잡음
등가 사건 발생률을 계산한다:

ⓔ 두 픽셀 강도 CL,i,j, CR,i,j의 평균은 부분적인 값을 포함한 픽셀의 수만큼

  
       
    

곱해진 뒤, 스트립 바깥의 픽셀 카운트에 더해져 슬라이스 i의 획득 j에 대한
랜덤과 스캐터의 합 카운트 Cr+sij를 얻는다.

ⓕ 전체 사건 카운트 CTOT,i,j는 슬라이스 i의 획득 j에 대한 합계 프로젝션의

직접 랜덤을 빼주는 시스템에서는 대신 각 슬라이스i에서 다음과 같이 계
산한다:

모든 픽셀의 합으로부터 계산된다. 각 획득 j에 대한 평균 액티비티 Aave,j

도 계산해야 한다(Section 1.2 참조). 이후의 분석은 랜덤 평가의 가능 여부
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⑦

  
      
         

랜덤 평가치를 이용한 분석: 사이노그램 i의 획득 j에 대한 랜덤 사이노그램
에서 팬텀의 중심에서 12cm 이상 떨어진 모든 픽셀들은 0의 값을 갖도록

전체 시스템 사건 발생률은 모든 슬라이스i에서 해당하는 슬라이스 사건

한다. 랜덤 카운트 수 Cr,i,j는 사이노그램 i의 획득 j에서 남은 카운트들의

발생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합으로 계산된다.

ⓐ 산란비율: 각 슬라이스 i와 각 획득 j에 대한 스캐터 비율 SFi,j는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         ∑    

∑        ∑    

ⓑ 시스템 스캐터 비율 SF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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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랜덤 평가치가 없는 경우의 분석

ⓐ 산란비율: 계수손실과 랜덤발생률이 참게수 발생률의 1.0%이하인 시퀀스의
최종 획득 j'를 이용하여 산란비율을 구한다. 획득들에서, Cr+s,i,j는 무시 가

전체 시스템 사건 발생률은 모든 슬라이스i에서 해당하는 슬라이스 사건

능한 랜덤 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오직 스캐터 카운트로만 이루어져 있음과

발생률의 합:

CTOT,i,j 역시 오직 트루 및 스캐터 카운트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가정한다.

각 슬라이스에 대한 스캐터 비율 SFi는 낮은 액티비티 획득의 합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
  
∑     ′

시스템 산란 비율 SF는 SFi 값들의 계수 기반 가중치를 이용한 평균값을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
∑ ∑      ′
  
∑ ∑    ′

ⓑ 카운트 발생률과 NECR:

⑨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전체사건 발생률: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참사건 발생률: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산란사건 발생률:






       
  



Tacq,j는 프레임 j에 대한 획득 시간이다.

직접 랜덤을 빼주는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슬라이스i의 획득 j에 대한 잡음
등가 사건 발생률:
     

  

    

직접 랜덤을 빼주는 시스템에서는 대신 각 슬라이스 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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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보고

(22,000cm3)의 전체 부피이다:

 





선 농도 aave,j에 따른 함수로 플롯한다. 이 때 부피 V는 실린더 팬텀

            



  
         
  

각 슬라이스 i에 대한 랜덤사건 발생률 :



   

ⓐ 계수 발생률 도표: 시스템에서 아래 나오는 다섯 개의 양을 평균 실질 방사

    
     
  

  



– 시스템 참사건 발생률
Rr,j – 시스템 랜덤사건 발생률
RS,j– 시스템 산란사건 발생률
RNEC,j – 시스템 잡음등가계수 발생률
RTOT,j – 시스템 전체사건 발생률
Rt,j

또한 랜덤을 측정했을 시에는 평가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기록한다.

ⓑ 최고점 카운트 값: 위의 도표로부터 얻은 아래의 값들을 기록한다:
Rt,peak – 최고점 참계수 발생률
RNEC,peak – 최고점 잡음등가계수 발생률
at,peak – Rt,peak에 도달했을 때의 방사능 농도
aNEC,peak – RNEC,peak에 도달했을 때의 방사능농도
ⓒ 시스템 산란비율: 만약 랜덤 평가가 측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고점 잡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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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 발생률에서 SF의 값을 기록하고, 정의된 aave,j에 따른 시스템 산란
비율 SFj를 플롯한다. 만약 랜덤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SF의 값을 기록한다.
6.1.3. PET 민감도
a. 시험 개괄: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ET)의 민감도는 주어진 선원의 강도에 대한 참
동시계수(true coincidence)의 초당 계수 비율로 표시된다. 방출된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 소멸되며 감마선의 쌍을 형성하기 때문에 쌍소멸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물질이 선원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이 주변의 물질
역시 생성된 감마선을 감쇠시키고, 감쇠 간섭 없이 측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감쇠가 없는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흡수체로 둘러싸인 균일한
선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흡수체가 없을 때의
민감도를 추정할 수 있다.

튜브 번호

내경 (mm)

외경 (mm)

길이 L (mm)

1
2
3
4
5

3.9
7.0
10.2
13.4
16.6

6.4
9.5
12.7
15.9
19.1

700
700
700
700
700

◦ 이 측정기술은 Bailey, D.L., Jones, T., Spinks, T.J.의 아래 논문에 기술되어있
는 방법을 따른다. "A Method for Measuring the Absolute Sensitivity of

Positron Emission Tomographic Scanners,"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18: 37 4-379, 1991.

◦ 이 절차의 목적은 민감도 또는 양전자를 검출하는 스캐너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 표식 (기호):

누적 슬리브벽 두께 (X)

– 민감도 측정에 사용되는 금속 슬리브벽의 결합
두께.

감쇠계수 (μ)

– 광자가 물질을 지나는 동안 상호작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측정, 거리의 역수 단위로 표현 (예, mm－1).

민감도 (S)

b. 시험 방법

– 계수율 손실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방사능이 있을 때
동시계수의 검출율을 측정 (Si – i 번째 슬라이스의 민감도;
Stot – 전체 시스템 민감도)

◦ 이 측정에 필요한 시험장비는 다음 그림의 민감도 팬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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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측정 팬텀
c. 시험 기준

◦ 민감도가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준치 대비하여 80%이상이어야 한다.

d. 시험 시 준비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 본 측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으로서 F-18이 사용되어야
하며, 방사능은 계수손실이 1% 미만, 랜덤계수율이 참계수율의 5% 미만이
될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한다. 랜덤계수율이 측정되는 시스템에서는 랜덤계
수율을 뺀 후, 참계수만의 민감도를 보고할 수 있다. 내인성 랜덤을 기록하는
시스템에서는 랜덤을 뺀 값이 보고되어야 한다. 팬텀내 초기 방사능은 교정
된 검량계에 의한 측정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 선원 분포: 700 5 mm 의 플라스틱 튜브가 측정된 방사선원과 잘 섞인 물로
±

채워져 있어야 하고 양끝은 밀봉되어야 한다. 이때의 방사능량 Acal (MBq
단위)과 시간 Tcal 을 기록한다. 이 팬텀은 횡단면 시야의 중앙에 위치하며,
축방향에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e. 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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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는 슬라이스당 최소 10,000 참계수가 수집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측정 값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한다. 시스템 민감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

시간 동안 얻어야 한다. 영상 슬라이스와 비스듬한 각으로 위치하는 응답선

산된다.

(line-of-response, LOR)의 계수를 기록하기 위해 단일 슬라이스 리비닝
(single slice rebinning)을 사용한다. 측정 시간(time), T1은 측정 시간

 
   
 

(duration), Tacq와 함께 기록하며, 계수 역시 기록한다. 전체 단면영상을 얻

기 위해 검출기가 움직여야 하는 스캐너의 경우 영상획득 시간, Tacq는 검출
기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시간당 계수로 얻어지는

ⓑ 축방향 민감도 프로파일

축 중앙에서 가장 얇은 튜브를 이용해서 얻어진 계수, C1,j를 이용하여 각

계수율 R1,i는 계수를 영상획득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연속적으로,

슬라이스의 민감도를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4개의 슬리브들을 팬텀에 각각 추가하고 영상획득을 반복하며 각 측정마다

의 Tj와 Rj,i를 기록한다.
②

   
    ⋅  
 

해당되는 경우 각 측정에서의 랜덤계수율은 개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값은 다음 섹션 5.4의 계산 전에 빼줘야 한다.

③

④

방사상의 다른 위치에서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횡단

⑤

기록 및 보고: 각 축방향 오프셋에 대해 counts/sec/MBq의 단위로 민감도를

면 시야의 중앙으로부터 10 cm 떨어진 위치에서 반복해야 한다.

기록한다. 또한 각 슬라이스 별 민감도, Si의 축방향 민감도 프로파일도 기록

분석:

한다. 시스템 민감도와 축방향 민감도 프로파일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랜덤

ⓐ 시스템 민감도: 5개의 슬리브 두께 각각에 대해, 또 각각의 슬라이스에 대해
다음 식에 따라 동위원소의 붕괴교정을 시행한다.
     ⋅

        

계수를 빼고 계산하거나 5%미만의 랜덤 계수율을 포함하는 결과라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
6.1.4. PET 정확도: 계수손실 및 랜덤계수에 대한 보정
a. 시험 개괄:

동위원소의 붕괴를 교정하면 각 슬라이스의 RCORR,j,i를 더하여 RCORR,j
를 얻는다. 이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음 식에 정합한다.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ET)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선원의 방사능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불감시간(dead time) 손실과 랜덤 계수를 보상

할 수 있다. 특히 높은 계수율(count rate)을 가지는 임상 영상화에서 불응시
       ⋅exp  ⋅⋅   

간 손실과 랜덤계수의 보정 정확도는 단층영상 계수의 편차로 나타난다. 다
음의 실험들은 간단한 방사능 분포 조건을 이용하며 이러한 조건은 광범위

여기서 RCORR,0와 μM은 미지수이며 Xj는 축적된 슬리브의 두께를 나타낸

하게 변화하는 조건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는

다. RCORR,0은 감쇠가 없는 상태에서의 계수율을 나타낸다. 금속에서의 감

실험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양의 방사능을 필요로 한다.

쇠계수 μM은 산란 방사선의 양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검출기 중앙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에서 얻은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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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영상 내 불응시간 손실과 랜덤계수 보정의 정확
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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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 (기호): 상대적 계수율 오차(Δr) – 예측 계수율과 참 계수율 사이의 차

기(T1/2)의 절반보다 더 자주 획득하여야 한다. Tacq, j(각각의 획득 시간)은

이를 나타내며 예측 계수율의 백분율로 표현된다.

T1/2의 1/4보다 짧아야 한다. 높은 방사능이 추론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b. 시험 방법

치(baseline)를 정확한 비율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낮은 계수 손실과

◦ 랜덤 계수율과 불응시간 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산란 등을 측정하기 위해

높은 통계적 특성이 필요하다. 획득은 완전한 단층촬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획득하였던 팬텀데이터가 불응시간 손실과 랜덤계수 보정 후의 계수율 오차

즉, 각각의 획득을 위하여 정확한 스캐너의 회전과 균등한 데이터 샘플링을

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낮은 계수율을 가지는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보정

수행하여야 한다.

된 참 계수율과 예측 계수율을 비교한다. 낮은 계수율 조건에서의 불응시간

②

과 랜덤계수로 인한 오차는 무시하며, 모든 보정은 적용한다.

든 단면을 재구성한다. 65 cm 이상의 축방향시야를 가지는 경우에는 중심

c. 시험 기준

부분 65 cm의 단면만 재구성한다. 랜덤계수와 불응시간보정 역시 데이터에

◦ 상대적 계수율 오차가 15%미만이어야 한다.

적용되어야 한다. 영상들은 표준 평균을 이용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d. 시험 시 준비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 본 측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으로서 F-18이 사용되어야

자료처리: 65 cm나 그 이하의 축방향시야를 가지는 단층촬영을 위해서는 모

방법들은 명시되어야 한다.
③

분석: 모든 분석은 각 재구성된 영상 i,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획득

하며, 방사능 양은 참 계수(true event)의 비율이 불응시간 손실값의 50%에

j에 대한 평균 방사능Aave,j가 계산되어야 한다. 각각의 획득 j에 대한 평균

이를 수 있게 하며 다음의 두 비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높게 설정한

유효 방사능 농도(average effective activity concentration) aeff,j는 Aave,j를

다.

모형의 부피(22.000 cm3)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 최고 참 계수율(peak true count rate)
b) RNEC, peak – 최고 잡음등가계수율 (peak noise equivalent count rate)
a) Rt, peak

재구성된 영상 각 단면 i의 횡단면 영역 중앙(선선원의 중앙이 아닌)에 직경
180 mm 원형 관심영역(ROI)를 설정한다. 각 단면 i와 획득 j에 대한 참 계수

의 수 CROI,I,j가 측정되어야 한다. 참 계수율 RROI,I,j의 계산은

위의 목적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초기 방사능을 제조업체(manufacturer)가
제공하여야 한다. 팬텀 내 초기 방사능은 교정된 검량계에 의한 측정을 바탕

   
      
 

으로 결정된다.

◦ 선원 분포: 팬텀 중앙에 삽입되는 700 5 mm 의 선선원은 측정된 방사선원과
±

잘 섞인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고 양끝은 밀봉되어야 한다. 선선원은 70cm

길이의 팬텀의 구멍을 통해 삽입된다. 선선원을 포함한 실험 팬텀은 제조업
체(manufacturer)로부터 제공받은 표준 환자 테이블에 장착시킨 후 테이블

각각의 단면 i를 위하여 불응시간 손실이나 랜덤계수가 없는 획득 j에서 얻어
진 추론된 참 계수율 RExtr,i,j를 계산한다. 통계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RExtr,i,j를 다음의 식으로부터 획득한다.

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회전한다. 이 팬텀은 횡단면 시야의 중앙에 위치시

  
      


킨다.
e. 시험 절차
①

자료는 참계수의 손실 비율이 전체 1.0% 이하가 될 때까지 방사성 핵종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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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은 가장 낮은 방사능에서의 획득이다.

대조도 (Qxxx)

합은 세 개의 가장 낮은 방사능 획득을 통해 계산된다.

a) QH



    

– 열소 구 대조도(hot sphere contrast)
b) QC – 냉소 구 대조도(cold sphere contrast)



     

   

Background variability (Nxxx)

각각의 획득 j의 각 단면 i에 대하여 백분율 단위의 상대적 계수율 오차
가 다음의 식을 통하여 계산된다.
⑤

기록 및 보고: 각 단면에 대해

∆ri,j

∆ri,j와 aeff,j의 값들을 테이블로 정리한다.

∆ri,j와 aeff,j 의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그린다. 데이터 지점들은
참연속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민감도 등의 측정관련방법에서 기술

∆

한 바와 같이 aNEC.peak과 같거나 낮은 방사능 값에서 바이어스 | ri,j|의
최대값을 확인한다.

a) Nj

6.1.5. PET 영상품질, 감쇠 및 산란보정의 정확도
a. 시험 개괄:

◦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 (PET) 시스템 성능간 서로 다른 양상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임상 영상화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표준화된 영상화
조건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상화 시스템의 영상 품질을 비교하는 것이 필
요하다. 방사성의약품의 섭취율과 환자간의 차이로 인하여 모형을 이용하여
임상 영상화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번
의 팬텀 실험의 결과는 특정한 영상화 조건에서의 영상 품질만을 알려준다.

◦ 목적: 이 측정의 목적은 열 및 냉병소(hot and cold lesion)가 있는 전신 영상
화 연구에서 획득된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

로, 서로 다른 직경을 가지는 구들은 비균일 감쇠를 가지는 시뮬레이션된 신
체 팬텀내에 영상화된다. 두 열과 냉소 구에 대한 영상 대조도와 배후 변동성
비율(background variability ratios)은 영상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추
가적으로, 감쇠와 산란 보정에 대한 정확도는 이 측정을 통해 결정된다.

–영상 질 측정을 위한 일부분으로 사용된다:

– 영상 부피내 크기 j의 모든 ROI에 대한 변동 계수

상대적 계수 오차 (ΔC)
표현된다:
a) ΔClung

– 예측 계수와 측정 계수 사이의 차이, 백분율로

– 폐 삽입내 상대적 오차

표준 편차(SDxxx)
a) SDj

◦ 표식 (기호):

– 웜 배경에서의 구(sphere) 대조도

–background variability 측정을 위한 일부분으로 사용된다:

– 영상 부피내 크기 j의 모든 ROI에 대한 표준 편차

b. 시험 기준

◦ 대조도 (Qxxx)는 제조업체 제시 기준의 80%이상이어야 한다.
◦ Background variability (Nxxx)는 제조업체 제시 기준의 120%미만이어야 한다.
◦ 상대적 계수 오차 (ΔC)는 제조업체 제시기준의 120%미만이어야 한다.
◦ 표준 편차(SDxxx)는 제조업체 제시기준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c. 시험 시 준비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 본 측정을 위해서는 방사성핵종으로서 F-18이 사용되어야
하며, 팬텀 내 배후 방사능(background activity) 농도는 영상화 시작 시 오차
범위 ±5%내에서 5.3 kBq/cc (0.14 μCi/cc)여야 한다. 이 방사능 농도는 전신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투여량인 370 MBq (10 mCi)/70,000 cc와 일치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전신 영상화에 대해 더 낮은 투여 방사능를 제안한다면, 그
에 상응하는 더 낮은 배후 방사능 농도(background activity concentration)
를 사용한다. 사용된 배후 방사능 농도 와 제조업체가 제안한 더 낮은 투여
방사능을 명시해야 한다. 냉 병소(Cold lesion)는 방사능을 포함하지 않는 물
로 채워진다. 열 병소(Hot lesion)는 배후의 N 배의 농도로 채워진다. (N=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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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팬텀의 선선원은 배후 방사능 농도와 동일한 유효 방사능 농도를

만들어내는 116 MBq (3.08 mCi)의18F로 채워진다. 만약 모형 내 더 낮은 배
후 방사능이 사용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더 낮은 방사능이 선선원에 사용되
어야 한다.

◦ 선원분포: 팬텀은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a. 다음 그림에 나타나는 내부 길이가 적어도 180 mm인 신체 팬텀

c. 폐의 산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0.30

±

0.10 g/cc의 평균 밀도와

50±2 mm의 외직경, 4 mm 이하의 벽 두께를 가지는 낮은 원자번호

모든 치수는

±1mm의

공차의 밀리미터 단위임.

팬텀 소재는 polymethylmethacrylate임.
(IEC 표준 61675-1 허가사용)
b. 벽 두께는 1 mm 이하 (다음그림)이고, 내부 직경이 10, 13, 17, 22, 28 그리고
37 mm의 6개의 구(spheres)

물질로 채워진 실린더형 삽입물은 신체 팬텀내 중앙에 위치하고, 팬
텀의 전체를 통해 확장한다.
d. 앞서 산란 등의 측정에서 설명되어진 산란 분획(scatter fraction), 계수 손실,

그리고 랜덤계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실험 모형(고체 폴리에틸렌 실린더 내
선선원)
(a), (b), 그리고 (c)는 IEC Publication 616775-1, Radionuclide Imaging
Devices Characteristics and Test Conditions. Part 1: Positron Emission
Tomographs, 1998.에 설명되어 있다.

두 개의 가장 큰 구(28 mm와 37 mm)는 냉병소 영상화를 위해 물로 채워지
고 네 개의 작은 구(10 mm, 13 mm, 17mm, 그리고 22 mm)는 열병소 영상
화을 위해 F-18로 채워진다. 구의 중심은 신체 모형 종단으로부터 68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동일한 횡단면에서 축방향으로 위치한다. 구의 횡단
면상 위치는 구의 중심이 모형의 중심으로부터 5.72 cm 반경에 위치하도록
한다 (위 두 번째 그림). 17 mm 직경의 구는 팬텀의 수평축을 따라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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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모형은 배후 방사능 농도로 채워지고 영상화 테이블에 위치한다. 신체
모형은 스캐너 내의 축방향으로 위치시켜 중심이 스캐너의 중앙 단면에 위

min

      × 


치하도록 하며, 횡단면으로 위치시켜 팬텀 중심이 스캐너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한다. 팬텀은 나란하게 하여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이 스캐너의 중앙

여기서: dist = 100 cm

단면과 동일 평면상이 되게 한다(3 mm 이내). 700 ± 5 mm 길이의 선선원는
18F로 채워지고 실험 모형의 6.4 mm 구멍을 통해 위치한다. 스캐너를 넘어

가는 방사능을 가지는 임상 조건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실험 모형은

axial step은 베드가 전신 연구에서 위치 간 움직인 거리이다.
②

이와 같은 전체스캔시간은 방출과 투과 스캔시간뿐만 아니라 이송시간 (즉,
투과선원의 이동 또는 데이터의 업로드)까지 포함한다. 추가적인 측정은 좀

신체 모형의 머리 끝에 위치하며 다음 그림과 같이 신체 모형과 인접하게

더 긴 전체영상시간을 모사하기 위해 영상시간을 늘리거나, 전체 축영상 거

위치시킨다.

리를 단축시킬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60분 내에 50 cm의 전체 축방
향 영상 거리에 해당하는 영상 시간을 선택 할 수 있다. 실제 방출과 투과영
상시간은 기록되어야 하며, 전체 축방향 영상 거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스캔
이 계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3회 반복 스캔으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을 추천한다. 연속되는 반복스캔의 시간간격은 같은 이벤트에서의 계수가
동일하게 획득되도록 반드시 물리적 감쇠로 보정해야 한다.
③

자료처리: 모든 슬라이스는 데이터에 적용가능한 모든 보정과 함께 재구성되
어져야 한다. 영상은 전신(whole-body) 연구를 위해 제조업체(manufacturer)
가 권유하는 표준 매개변수 (예를 들어 이미지 매트릭스 크기, 픽셀 크기, 슬

시험 팬텀은 신체팬텀(Body phantom)의 머리끝(Head end)과 인접한 신체팬

라이스 두께, 재구성 알고리즘, 필터 또는 다른 편평화 적용(smoothing

텀(Body phantom)을 배치함으로 스캐너를 영역을 넘는 선량의 임상상황을

applied))를 사용하여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 재구성 매개변수들은 기록되어

유사하게 구현한다.

야 한다.
④

d. 시험 절차
①

데이터 획득 시간은 전신 연구에서 위치 간의 베드가 움직인 축방향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일반적으로 스캐너의 축방향 시야보다 적다) 전
체 축방향 영상화 거리가 시뮬레이션 되어야 한다. 영상화 시간은 60 분 안에
200 cm의 전체 축방향 영상화 거리를 가지는 전신 스캔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시간은 각각의 베드 위치에서 감쇠 보정이 수행되
도록 가정하고 방출과 투사 영상화 시간 모두를 포함한다. 방출과 투사 영상
화 TT,E 을 위한 전체 스캔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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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영상 화질 평가
중심에 냉구와 열구로 구성된 횡단면영상을 분석에 사용한다. 또한 동일한
슬라이스가 모든 구에 사용하여야 한다. 관심영역(ROI)은 각각의 열구와 냉
구에 그려야 한다. 원형의 관심영역(ROI)은 측정된 sphere의 내경과 동일한
직경을 사용해야 한다. 관심영역(ROI) 분석 도구는 부분픽셀(partial pixels)
을 고려해야 하며, 관심영역의 이동은 1mm이하의 증가의 경우에 허용된다.
냉구와 열구에 그려진 관심영역(ROI)과 똑같은 크기의 관심영역(ROI)으로
팬텀의 구의 중앙에 위치한 슬라이스에 배후(background)를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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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37mm직경의 관심영역(ROI)은 팬텀의 가장자리에서 15mm 떨어진

CB,j는 sphere j의 background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

곳에 배후 내에 그려져야 하지만, 어떠한 구와도 15 mm보다 가까워서는 안

aH는 hot sphere의 방사능 농도.

된다 (다음 그림 참고).

aB는 background의 방사능 농도.

각 cold sphere의 비율차이(Percent contrast) Qc.j는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CCj
Q C  j     
CBj





여기서: CC,j는 sphere j의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
CB,j는 sphere j의 60개의 background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

비율차이 변산도(percent background variability) Nj는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SD j
N j   
CBj

관심영역은 구로 그려야 한다. 관심영역의 직경은 최대한 구의 물리적 내부직
경과 같아야 한다. 또한, 12개의 각각의 크기의 관심영역들은 배후에서 그려야

구 j의 배후 관심영역 계수의 표준편차 SDj는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한다.
작은 크기의 관심영역 (10, 13, 17, 22, 28mm)은 배후의 37mm 크기의 관심영역
과 중심이 같도록 그려야 한다. 또한 관심영역은 중앙슬라이스의 양 쪽면의
±1

  

cm 와 ±2 cm에 가능한 한 가깝게 슬라이스에 그려야 한다. 또한, 배후에

각각의 크기를 가진 총 60개의 관심영역과, 5개의 슬라이스의 12개의 관심영역
들 그려야 한다. 모든 관심영역의 위치는 연속적인 측정들로 고정하여 그려야
한다 [예, 연속적인 측정들 (replicate scans)]. 각각의 배후의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는 기록되어야 한다. 각 열구 j의 비율차이(percent contrast) QH,j 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⑤



              



 

분석 - 감쇠보정 및 산란보정의 정확도
원형의 관심영역(ROI)는 30±2mm의 직경으로 폐의 중앙에 위치시킨다. 각
각의 슬라이스 i의 관심영역 Clung,i의 평균 픽셀값을 기록한다. 배후의
30±2mm의 직경을 가진 12개의 원형의 관심영역은 7.4.2 절에 배후 관심영

역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슬라이스에 위치시켜야 한다.

Q HJ

CHj


CBj
  
aH


aB

산란이나 감쇠보정의 잔여오류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슬라이스 I의 백분
율단위인 상대오차 ΔClung,i는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C lu n g i
C lu n g i    
CB i

여기서: CH,j는 sphere j의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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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이 각기 다른 방향을 지향하도록 배치하는 내부평판을 포함하는 팬텀)을
여기서: Clung,i는 폐에 삽입한 관심영역의 평균 계수이다.

이용한다.

CB,i는 영상화품질분석을 위해 그린 60 37-mm 배후관심영역의 평균이다.

각각의 슬라이스 i의 관심영역과 CB,i의 평균 픽셀 값을 기록한다.
⑥

기록 및 보고:

ⓐ 배후의 농도: 팬텀을 채울 때와 제조업체가 total body study에 적절한 주입
량 을 제안할 때 사용된다.

ⓑ 획득 매개변수: 영상획득시간, 영상전송시간, 축의 이동크기, 가정한 총 축
방향 영상 거리 등을 포함한다.

ⓒ 재구성 방법: 횡단면 및 축 방향으로의 재구성 필터와 편평화 적용을 포함
한 다양한 처리 (예를 들어, 산란, 확률, 감쇠, 불응시간, 붕괴, 정규화), 픽셀

크기, 영상 매트릭스 크기와 슬라이스 두께 등을 포함한다. 이때 각각의 스
캔 및 처리 조건이 기록되어야 한다.

ⓓ 각각의 구 크기와 농도비율에 따른 비율차이(percent contrast)와 비율차이

이 팬텀은 사각 아크릴 팬텀으로 뚜껑과 바닥 및 뚜껑에서 바닥으로 연결되는

변산도(percent background variability). 만약에 반복 스캔을 획득했다면

사선방향의 아크릴판 표면에 가는 관(직경; 1~3 mm) 3개가 위치하고 있다. 3개

반복의 평균과 비율차이(percent contrast)의 표준편차와 비율차이 변산도

의 관들에는 F-18 용액을 채운다.

(percent background variability)를 기록해야 한다.

ⓔ 각각의 슬라이스의 ΔClung,i의 값. 이러한 오차들의 평균 또한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각각의 스캔 및 처리 조건이 기록되어야 한다.

ⓕ 각각의 방사능 비, 모든 구의 중앙을 통과하는 횡단면 영상과 17mm 구의
중앙을 통과하는 관상면 영상. 이때 각각의 스캔 및 처리 조건이 기록되어
야 한다.

나. 영상획득
- 각 장비 설치운용 병원에서 전신 PET/MRI영상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PET영

상을 얻었고, PET영상 촬영 후 PET영상의 감쇠보정용 MR영상과 같은 촬영범
위의 T1 및 T2강조영상을 각각 얻는다.
- PET/MR영상과 추가 MR영상 획득시에 영상획득을 위한 팬텀의 셋팅과정에

서 가는 관의 영상획득에 필요한 충분한 자기공명신호 획득을 위해 팬텀 주변
6.2 PET/MRI의 영상 정합 시험 방법

에 물통*들을 나란히 놓고 팬텀의 영상을 얻는다.

PET/MRI 영상 획득에서 PET 영상과 MR영상간의 위치정합도를 평가한다.

* 물통의 크기와 위치장소는 PET/MR장비의 MR코일의 사양과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2.1. 시험방법

가. 팬텀

다. 영상비교

정합영상의 일치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팬텀(사각형 상자 안에 3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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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실험으로 얻은 융합영상은 각 장비의 콘솔 컴퓨터의 화면에서 PET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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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영상의 융합영상을 얻어 위치정합의 일치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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