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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치료용 방사성동 원소를 표지한 항체를 체내에 주

입하여 병소부 를 치료하는 방사면역치료가 최근 난

치성 종양치료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사면역치료

의 계획과 평가에 핵의학 상법인 감마카메라가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신 평면 

상을 이용하여 방사면역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신분포와 병소부  분포를 상화하고 신  종양

부 에 섭취된 방사면역치료의약품의 섭취량을 정량

으로 측정하여 방사면역치료의 안 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면역치료의 안 성과 유

효성 평가에는 신  장기별 그리고 종양부 의 내

부흡수선량의 평가가 요하며, 활용된다. 

인체 내 내부흡수선량의 평가에는 방사면역치료의

약품의 정확한 체내 섭취량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량 인 감마카메라 방출 상의 획득이 요구되고 이

를 해서는 체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감쇠 상의 

보정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정량  감마카메라 방출

상의 획득을 해서 방사성의약품의 투여 에 외

부선원(보통 57Co)을 이용한 투과 상을 얻어 방출

상 내 감쇠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투과 상은 

단순한 감쇠정보의 제공만이 가능하고, 장기별  종

양부 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CT 상을 이용한 평면 투과 상을 

작성하고, 정량  감마카메라 방출 상의 작성에 용

가능성에 해 조사하 다. 

 재료  방법

감마카메라를 이용하여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57Co 

평면 선원을 이용하여 공백촬 (Blank scan)을 먼  

시행한 다음,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 평면선원을 

이용하여 투과촬 (Transmission scan)을 시행하

다. 획득한 두 투과 평면 상을 이용하여 감쇠보정에 

사용할 수 있는 감쇠지도 상을 얻었다.  

동일한 환자의 PET/CT촬 에서 얻은 3차원 CT와 

2차원 Topogram 상을 이용하여 감마카메라 상에 

용하기 한 감쇠지도 상으로 변환, 작성하 다

(Fig.1). CT와 Topogram의 HU값은 기존의 알려진 

방법을 이용하여 
57
Co의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와 투과인자(Transmission factor)로 변환

하 다[1-3]. 재구성된 각각의 감쇠지도 상의 폐, 

간, 장골, 연조직에 심 역을 그려 심 역 내에서 

감쇠계수 와 투과인자의 평균값을 얻었다.

Fig. 1. Diagram for procedures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제1분과(의료 및 생물)_ 99

 결과  고찰

   감마 카메라, Topogram, CT를 이용항 평면 투과감

쇠지도 상작성이 가능하 다(Fig.2). Topogram과 

CT기반 평면 투과인자 값은 
57
Co선원기반 투과인자값

과 모두 좋은 상 계를 가졌지만(Fig.3), CT기반의 

투과인자가 은 오차를 보 다(Table 1). 

Fig. 2. A) Gamma attenuation map imaging, B) topogram 

imaging, C) MPR imaging, (D) MPR with gaussian smoothing

Table 1. Results of transmission factor for each 

attenuation map

Fig. 3. Correlation of gamma camera transmission factor to 

topogram and MPR transmission factors

 결  론

  이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환자의 CT 상을 활용하

여 감마카메라 방출 상을 한 감쇠 보정 지도에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이 방법은 감마카메라 

방출 상의 정량  정확도 향상 외에도 인체내 해부학

 정보의 제공  체  촬 시간의 단축과 환자의 

피폭 선량을 감소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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