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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의 비행 시간

정보를 이용한 고속 영상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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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advance in electronics and scintillators makes it possible to utilize the time-of-flight (TOF)

information in improving image reconstruction of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OF-based fast image reconstruction method for PET.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deconvolution of TOF data for each angle view and the rotational averaging of deconvolved images.

Simulation results show an improve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as compared with filtered

backprojection (FBP) method, TOF-FBP, and TOF version of expectation-maximization(EM) methods.

Simulation results also show a great potentiality of the proposed method in limited angle tomography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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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Positron Emission Tomog-

raphy, PET)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를 결합한 의약품을 체내에 주입한 후에, 그 양전자

의 방출위치를 인체 외부에서 검출기를 이용하여 추

적한다. 이를 통해, 체내에 주입된 의약품의 체내에

서의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비침습적

인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

여 암, 심장 질환, 뇌 질환 및 뇌 기능 평가 등 여러 

의학적 검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

PET는 체내에 주입된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된 양

전자가 주위의 전자와 충돌하여 쌍소멸하면서 거의 

180° 방향으로 방출되는 2개의 감마선을 관측하여,

양전자 분포에 대한 선적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얻

고, 이를 이용하여 양전자 분포 영상을 계산한다. 구

체적으로, 검출기 가 동일한 양전자-전자 충돌

에서 기인한 감마선을 시간 에 검출하였다면, 해

당 검출기 쌍 을 연결하는 반응선(Line-Of-

Response, LOR)상에 양전자가 하나 존재했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양전자 분포의 해당 LOR에서의 선적

분 값을 얻을 수 있다. 선적분 값에서 분포 영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여현역투사(Filtered Backpro-

jection, FBP) 또는 기댓값-최대화(Expectation -

Maximization, EM) 방법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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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에서 관측한 비행시간(Time-Of-Flight,

TOF)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LOR에서의 

양전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여 영상재구성

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PET의 개발초기부터 연구되

었으나, 당시의 PET의 낮은 시간분해능으로는 실현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수년 내에 활발히 보급될 것

으로 예상되는 PET 기기는 100～300ps(pico sec-

ond)의 시간분해능을 가져 방출이 벌어진 LOR상에

서의 양전자의 위치를 15～45mm이내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이용한 영상재구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3].

TOF의 정확도 향상은 PET 영상재구성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TOF 정보를 이용하여 PET

데이터의 감쇠보정에 대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5]. 또한, TOF 정보를 이용한 여현역투사 TOF-

FBP와 기댓값-최대화 TOF-EM 방법 등이 TOF 정

보를 이용하지 않은 FBP, EM에 비해 향상된 영상재

구성 결과를 제공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6].

TOF 정보의 이용의 단점은 TOF 정보를 이용하

는데 따른 계산량의 증가이다. 이 논문에서는 PET의 

TOF 정보를 이용한 고속 영상재구성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된 방법은 TOF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 각도별로 주어진 TOF 데이터에 대한 합성

(Convolution)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분해(Deconvo-

lution)를 적용한 후에, 그렇게 하여 얻어진 영상들을 

해당 각도만큼 회전시켜 합산하여 평균(Rotational

Average)을 구하여 방식으로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

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재구성 절차에 사용된 방법

들을 고려하여 제안된 방법을 TOF-DRA로 명명하

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FBP, TOF-FBP, TOF-EM과의 

비교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 TOF-DRA의 우수성

을 확인하였다. 특히, TOF-DRA은 직접법으로 반복

법 TOF-EM에 비해 그 계산속도가 빠른 반면에,

TOF-FBP와는 달리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도 뛰어난 영상재구성을 보장한다는 점(각도제한 영

상재구성(Limited Angle Tomography)의 응용에 탁

월한 향상이 있음)을 모사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이  론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TOF 정보를 이용한 

PET 영상재구성 방법은 2차원, 3차원 영상재구성에 

모두 적용가능하나 설명의 편이를 위해 2차원에 한

정한다. 또한, 주어진 PET 데이터는 연속변수에 적

합하게 재배열되었고, 감쇠, 산란, 기하적 보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관측의 부정확성에 의한 잡음의 영향은 고려할 것이

다.

관측된 TOF 데이터 와 양전자 분포함수 

의 관계는 

   (1)

의 수학적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  

  cos sin ⊥  sin cos
(2)

이고, 는 시간분해능의 정확도를 가리키는 시간확

산함수(Time Spread Function, TSF)로 

  

 exp

    (3)

의 형태의 가우스 함수이고, 는 관측에서의 

잡음을 표현한다고 가정한다. 한편, TOF 정보를 고

려하지 않는 기존의 PET 데이터 

  (4)

와 양전자 분포함수 의 관계는 식 (1)을 에 

대해 양변을 적분하여

    (5)

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은 Radon 변환[7]으로 

   
⊥  (6)

로 정의된다.

PET 영상재구성에 널리 사용되어온 FBP는 다음

과 같은 수학적 정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2].

If  
∞

∞

exp (7)

and  
∞

∞

exp, (8)

then  




cossin . (9)

여기서, 식 (7)의 과정을 푸리에 변환 그리고 식 

(8)의 과정을 필터링이라 하고, 식 (9)의 과정을 역투

사(Backprojection)라 한다. PET 데이터의 잡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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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t Rod(HR) (b) Cold Rod(CR)

Fig. 1. Test images  of size 201 × 20.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억제하기 위해 FBP는 식 (8)의 과정에서 저주파 정

보의 영향을 그대로 두고 고주파 정보의 영향을 억제

하는 윈도우 함수를 사용한다. 만약, 식 (8)의 과정에

서 아무런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램프 필터링(Ramp Filtering)이라 한다.

TOF-FBP는 다음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

여 영상을 재구성한다[6].

  
∞

∞

exp (10)

  
∞

∞

 exp (11)

⌗    (12)

  




⌗ 

  cossin  sincos
(13)

여기서, 식 (11)의 는 잡음을 억제하기 위한 

원도우 함수이다.

TOF-FBP는 FBP가 그러하듯이 데이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TOF-FBP을 기술하는 식 (10), (11), (12), (13)의 

과정이 이상적인 상황, 즉, 식 (1)에서 관측 잡음이 

없는  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

확한 영상재구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복법인 TOF-EM는 현재 반복단계의 영상  

에서 다음 단계의 영상 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7]:

  
 


(14)

      
 


  

. (15)

여기서, 
 는 식 (2)에서 정의한 의 수반변환

(adjoint transform)이고, 은 모든 에 대해 항

상 1인 상수함수이다.

TOF-EM의 가장 큰 단점은 EM 반복법이 그러하

듯이 영상재구성을 위해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

에 있다. 특히, TOF 정보를 고려함에 따른 데이터의 

증가는 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TOF-DRA는 다음

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한다.

   




 exp

 exp 

(16)

  exp (17)

⌗   






 

  cossin  sincos
. (18)

여기서, 식 (16)는 Wiener 필터링 과정으로   

는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제안된 방법

은 Wiener filtering에 의해 TSF에 의한 합성

(Convolution) 역변환에 해당하는 분해(Deconvolu-

tion)(식 (16), (17)의 과정이 이를 수행한다)를 하고 

식 (18)에 의해 주어진 영상 을 만큼 반

대로 회전하여 합산평균(Rotational Average)을 구

하여 영상을 재구성한다.

제안한 방법 TOF-DRA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의 

사실에 있다: 잡음이 없는 경우에는 식 (16)에서 

 으로 하여 식 (17)에서 

   
⊥  (19)

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식 (18)는 동일한 영상이 

회전된 것들을 역회전하여 합산하는 과정이 되어,

⌗ 이 된다.

3. 실험결과
Fig. 1은 모사실험에 사용된 영상 로 그 크

기는  ×이다. 영상 의 화소의 크기는 

 ×  mm라고 가정하였다.

모사실험에서는 각도 의 수()를 200개(즉,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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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f HR (b) of CR

Fig. 2. Sinogram  of test images, with  = 200 

(horizontal direction),   = 201(vertical direc-

tion).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1/2 size of 
the actual one. 

(a)  of HR (b)  of CR

Fig. 3. TOF-Sinogram  of test image at   , 
with the temporal resolution = 300ps and   = 

201(vertical direction). Here images are pre-
sented in 1/2 size of the actual one. 

(a)  of HR

(b)  of CR

Fig. 4. TOF-Sinogram  of test image at   , with the temporal resolution = 3ns and   = 201(vertical 

direction).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1/2 size of the actual one. 

도를 ∘씩 변화시켜가며 관측)로, 그리고, 원점으

로부터의 거리 의 수()를 201개로 하였다. 또한,

TOF 정확도를 가리키는 식 (3)의 시간확산함수 가 

시간분해능이 300ps와 3ns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모

사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관측환경의 불확실성을 모

사하기 위해 의 1%를 표준편차로 갖는 

정규잡음을 식 (1)의 에 대해 가정하였다.

Fig. 2는 Fig. 1의 테스트 영상들에 대한 데이터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로축은 각도 

를, 세로축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를 표현한다.

Fig. 2의 은 TOF 정보를 모두 무시된 데이

터이다. 이에 반해, Fig. 3과 Fig. 4의 TOF 데이터 

은   인 경우에 한해 TOF 정보를 보여

주고 있다. Fig. 3과 Fig. 4에서 세로축은 원점으로부

터의 거리 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가로축은 시간 

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다른 이유는 Fig. 3의 

경우는 식 (3)의 시간확산함수 가 시간분해능이 

300ps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Fig. 4의 경우

는 시간분해능이 3ns에 해당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

로 서로 시간축에서의 확산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Fig. 2에서 는 첫 번째 열에 위치한 데이터

이다. 그런데, (4)에 의해 이것은 와 동

일하다. 즉, Fig. 3과 Fig 4.의 TOF 데이터 

를 가로축으로 모두 합산한 것이 Fig. 2의 첫 번째 

열에 위치한 데이터이다.

Fig. 3은 시간분해능이 300ps에 해당하는 것으로 

TOF 데이터 에서 원영상 의 대략적

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시간분해능이 

3ns에 해당하는 TOF 데이터 를 보여주고 

있는 Fig. 4에서는 원영상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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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BP, 0.4sec (b) TOF-FBP, 14.9sec

(c) TOF-EM, 45.7sec (d) TOF-DRA, 14.2sec

Fig. 6.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cold rod, with the temporal reso-
lution = 300ps,  = 200,   = 201.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a) FBP, 0.4sec (b) TOF-FBP, 14.8sec

(c) TOF-EM, 45.5sec (d) TOF-DRA, 14.2sec

Fig. 5.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hot rod, with the temporal resolution 
= 300ps,  = 200,   = 201.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는 것이 어렵다.

TOF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영상재구성을 하는 

FBP는 Fig. 2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반해, TOF 정

보를 이용하여 영상재구성을 하는 TOF-FBP, TOF-

DRA, TOF-EM은 Fig. 3과 Fig 4.의 TOF 데이터를 

이용한다(Fig 3. 또는 Fig. 4의 데이터를 한 세트로 

데이터를 각도의 수만큼, 즉, 200 세트를 가지고 영상

재구성을 한다). 잡음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FBP

와 TOF-FBP의 경우에는 절단주파수를 0.5로 하는 

Hanning 필터를 사용하였고, TOF-EM의 경우에는 

반복횟수를 20회로 제한하여 반복이 진행해 가면서 

잡음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차단하였

으며, TOF-DRA의 경우에는 를 잡음의 표준편차

의 크기로 하였다. 이 모사실험은 듀얼 코어 2.8GHz

중앙연산처리기와 8GB 램을 장착한 컴퓨터에 GNU

gcc 4.2.1.으로 컴파일한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Fig. 5와 Fig. 6은 시간분해능이 300ps에 해당하는 

TOF 데이터(Fig. 3)를 이용한 영상재구성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Fig. 5는 Fig. 3(a)의 ‘Hot Rod'의 TOF

데이터를 사용한 비교모사실험의 결과영상들이다.

Fig. 5에서 사용한 방법 뒤에 적은 숫자는 사용한 방

법의 계산시간이다. Fig. 5의 결과에서 보듯이 계산

속도의 면에서는 FBP가 가장 빠르고, TOF-FBP와 

TOF-DRA가 비슷한 속도를, 그리고 TOF-EM가 

가장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Fig. 5의 

영상재구성 결과로는 FBP, TOF-FBP, TOF-EM,

TOF-DRA의 우열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한편, Fig.

6은 Fig. 3(b)의 ‘Cold Rod'의 TOF 데이터를 사용한 

비교모사실험의 결과영상들이다. FBP(Fig. 6(a))와 

TOF-DRA(Fig. 6(d))의 결과에서는 우열을 평가하

기 힘들었지만, TOF-FBP(Fig. 6(b))의 경우에는 영

상재구성이 완전치 못함을 확인할 수 있고, TOF-

EM(Fig. 6(c))의 경우는 더 나은 영상재구성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횟수가 20회보다는 더 많이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6(b)에서의 불안전한 영상

재구성은 식 (10), (11), (12), (13)에서 기술한 TOF-

FBP가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한 영상재구성을 

제공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없음에 기인한다.

Fig. 7과 Fig. 8은 시간분해능이 3ns에 해당하는 

TOF 데이터(Fig. 4)를 이용한 영상재구성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Fig. 7은 Fig. 4(a)의 ‘Hot Rod'의 TOF

데이터를 사용한 비교모사실험의 결과영상들이다.

Fig. 7의 영상재구성 결과로는 FBP, TOF-F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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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BP, 0.4sec (b) TOF-FBP, 136sec

(c) TOF-EM, 441sec (d) TOF-DRA, 129sec

Fig. 7.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hot rod, with the temporal resolution 
= 3ns,  = 200,   = 201.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a) FBP, 0.4sec (b) TOF-FBP, 137sec

(c) TOF-EM, 450sec (d) TOF-DRA, 131sec

Fig. 8.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cold rod, with the temporal reso-
lution = 3ns,  = 200,   = 201.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a) FBP, 0.02sec (b) TOF-FBP, 5.5sec

(c) TOF-EM, 18sec (d) TOF-DRA, 5.2sec

Fig. 9.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hot rod, with the temporal resolution 
= 3ns,  = 8,   = 201. Here images are pre-

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TOF-EM, TOF-DRA의 우열을 평가하기는 힘들다.

한편, Fig. 8은 Fig. 4(b)의 ‘Cold Rod'의 TOF 데이터

를 사용한 비교모사실험의 결과영상들이다. FBP

(Fig. 8(a)), TOF-FBP(Fig. 8(b)), TOF-DRA(Fig.

8(d))의 결과에서는 우열을 평가하기 힘들었지만,

TOF-EM(Fig. 8(c))의 경우는 더 나은 영상재구성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횟수가 20회보다는 더 많

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ig. 6(c)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시간분해능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대해 

TOF-EM을 적용하여 얻은 영상재구성 결과 Fig.

8(c)가 더 많은 반복횟수를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OF-FBP의 영상재구성 결과인 Fig. 6(b)와 Fig.

8(b)의 비교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

분해능이 300ps인 TOF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재구

성 결과인 Fig. 6(b)이 시간분해능이 3ns인 TOF 데

이터를 이용한 영상재구성 결과 Fig. 8(b)보다도 더 

많은 왜곡현상을 보이는 것은 식 (10), (11), (12), (13)

에서 기술한 TOF-FBP에 이론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OF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수 있는 여러 장점 중

에서 가장 널리 고려되었던 것은 감쇠보정[4,5,8,9,

10]과 제한된 관측하에서의 영상재구성의 가능성[3]

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 TOF-DRA가 제한

된 관측하에서도 효과적인 영상재구성을 제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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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BP, 0.02sec (b) TOF-FBP, 5.5sec

(c) TOF-EM, 18sec (d) TOF-DRA, 5.2sec

Fig. 10. Reconstructed images from TOF-Sinogram data 
 of cold rod, with the temporal reso-
lution = 3ns,  = 8,   = 201. Here images 

are presented in 2/3 size of the actual one. 

Table 1. RRMS Results

Phantom TSF/ FBP TOF-FBP TOF-EM TOF-DRA

Hot Rods

300ps/200 0.012 0.012 0.012 0.012

3ns/200 0.012 0.012 0.013 0.012

3ns/8 0.132 0.131 0.089 0.013

Cold Rods

300ps/200 0.021 0.087 0.045 0.021

3ns/200 0.021 0.031 0.051 0.021

3ns/8 0.162 0.157 0.092 0.021

확인할 수 있는 모사실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Fig. 9와 Fig. 10은 시간분해능이 3ns에 해당하는 

TOF 데이터를 8개 각도에서 관측한 것만을 가지고 

영상재구성한 결과이다. Fig. 9는 8개 각도에서 관측

된 ‘Hot Rod'의 TOF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재구성

한 결과이고, Fig. 10은 8개 각도에서 관측된 ‘Cold

Rod'의 TOF 데이터를 이용하여 영상재구성한 결과

이다. FBP(Fig. 9(a), Fig. 10(a))와 TOF-FBP(Fig.

9(b), Fig. 10(b))의 결과는 제한된 관측각도에 의한 

왜곡현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TOF-FBP

의 경우에는 FBP의 경우와 비교해 보건데 TOF 정

보를 이용하여 얻은 향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TOF-EM(Fig. 9(c), Fig. 10(c))의 결과

는 TOF 정보를 이용하여 관측각도 제한에 따른 왜

곡현상을 상당히 완화하였지만, 그 효과가 TOF-

DRA(Fig. 9(d), Fig. 10(d))에 비해서는 부족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 TOF-DRA의 경우에는 

관측각도 제한에 따른 왜곡현상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영상재구성의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수행속

도, 시각적 비교와 함께 RRMS(Relative Root Mean

Square)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RRMS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RRMS = min








 

,

 : 원영상,  : 재구성한 영상            (20)

모사실험의 RRMS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2의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법 TOF-DRA가 

기존의 방법들 FBP, TOF-FBP, TOF-EM에 비해 

더 우수한 결과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제안한 방법 TOF-DRA는 PET의 TOF 정보를 

이용하여 향상된 영상재구성을 제공함을 비교모사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직접법의 형태로 반

복법인 TOF-EM에 비해 더 적은 계산을 통해 결과

를 얻을 수 있지만 영상재구성 결과는 TOF-EM을 

20회 반복한 결과에 비해서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비교모사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 TOF-DRA는 FBP, TOF-FBP와는 

다르게 램프 필터링((8)과 (11)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관계로 손실된 데이터를 사용해야하는 경

우(예, 각도제한 영상재구성)에도 적용가능 하다. 비

교모사실험의 결과에서 보듯이 관측각도의 수를 8개

로 줄인 경우에도 제안된 방법은 관측각도를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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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경우에 비해 결과가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 TOF-DRA는 TOF 정보를 이용한 영

상재구성으로 관측에 필요한 방사능 피폭량의 감소

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영상재구성 방법이 감쇠보정과 저선량 방사능 

피폭으로도 가능한 영상재구성 알고리즘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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