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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물 PET 상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내부흡수선량에서 상의 

감쇠  산란의 보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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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한 병의 진단과 치료는 핵의

학의 요한 분야로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

히 최근에는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성의약품의 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방사성의약품에 한 평가는 방사성동  원

소가 체내에 주입된 후 체외로 배출되기까지 체내에

서 선원의 분포와 선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

하지만, 사용한 핵종, 방사성의약품의 성질, 운반기  

 체내 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정량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동  원소가 체내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소동물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의 임상 연구에서  

소동물은 사람보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감쇠, 산

란 보정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여 히 있다. 백서의 

경우 감쇠보정을 했을 때 종양  배경의 섭취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므로 백서 신 PET 상을 얻을 

때 감쇠보정을 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최단시간

에 상을 획득하여 동물이 움직일 가능성을 이고

자 부분의 경우 감쇠보정을 한 투과 상을 얻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동물의 내부흡수선량 평가를 한 

PET 상에서 감쇠, 산란 보정이 백서(rat)의 선량평

가 지표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 하 다. 

 재료  방법

Inveon PET를 이용하여 정상 백서의 상을 획득

하 다. 시간-방사능 곡선을 얻기 해 0.7 mCi의 
18F-FDG를 정맥주사하여 0-60, 110-150, 200-240 

min 동안 동  투과 상을 얻었다. 

Fig. 1.  The protocol of PET-CT data acquisition

획득한 상을 기 한 시간 동안은 5분 간격으로 

12 임으로 나 고 나머지 는 20분씩 나 어 총 

16 임의 상 2D OSEM 방법을 용하여 재구

성하 다 (iteration:4, subset: 16). 매트릭스 크기는 

128×128×159 이었고, 회소크기는 0.77×0.77×0.79 

mm3 이었다. 상을 재구성할 때 감쇠, 산란보정을 

한것(ACSC), 감쇠보정만한것(AC), 둘다 하지 않은것

(no Correction)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재구성 하 다. 

흡수선량을 평가할 때 심  (ROI)을 정확하게 설

정하기 해 CT 상도 획득하 다. 

AMIDE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CT 상을 기 으

로 심 역을 백서의 신, 심장, 간, 신장에 설정하

다. 분석하 다 (Fig. 2(A)). 각 심 역에서의 시

간- 방사능 곡선을 획득하고 곡선의 면  (Area 

under time-activity curve; AUC)과 체류시간 

(Residence time)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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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고찰

백서의 FDG 신 체류 시간은 40 min(ACSC), 49 

min(AC), 36 min(no Correction) 이었다. 감쇠, 산란 

보정에 따른 획득 상 (Fig. 2)과 시간-방사능 곡선

(Fig. 3)은 아래와 같다. ACSC의 AUC와 AC, no 

Correction의 AUC의 상 계를 구한결과는 Fig. 4

와 같다. 

Fig. 2.  The image of ROI (A), ACSC (B), AC (C), 

no Correction (D) and CT (E) 

Fig. 3.  Time-Activity curve in liver (A) and kidney (B) 

Table 1.   Area under Time activity curve

Fig. 4.  The correlations AC and no correction to 

ACSC using AUC

 결  론

  백서의 FDG PET 상에서 감쇠, 산란보정의 효과

로 FDG 신체류시간의 경우는 보정을 하지 않을 때

보다 감쇠보정을 하면 35%, 산란보정까지 하면 12% 

증가하 다. 시간 방사능 곡선의 면 도 각각 37%, 

12% 증가하 다. ACSC와 AC, no correction은  상

계가 있었다(y=1.1x - 0.03, y=0.76x - 0.02) 감쇠보

정은 선량평가를 한 상획득에 필수 으로 요구되

며, 산란보정은 흡수선량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

여할 것으로 상된다. 의 결과는 백서의 흡수선량을 

평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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