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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AAPM CT performance phantom, there is little data on the CT number of the effective atomic number 

and physical density corresponding to each peg and water of the CT number calibration insert. Therefore, the 

necessity of documentation was raised.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atomic number for 

each peg and water of the CT number calibration insert in the AAPM CT performance phantom, and to measure 

the CT number for the calculated effective atomic number and physical density for comparative analysis.In order 

to obtain CT number data on the effective atomic number and physical density of each peg and water from the CT number 

calibration insert of the AAPM CT performance phantom, the effective atomic number for each peg and water was first 

calculated. Then, CT slices were obtained by scanning the CT number calibration with a CT scanner. CT numbers were 

measured for each peg and water in the central CT slice. As a result, the CT numbers for the effective atomic number 

showed a nonlinear pattern of repea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as the effective atomic number increased. In 

addition, the CT numbers for physical density showed a nonlinear pattern of repeating the increase and decrease 

as the physical densit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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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APM CT 성능 팬텀
[1-4]

의 CT수 교정 삽입부(CT 

number calibration insert part)에서 각 핀(peg)의 화합

물에 대한 유효원자번호
[5]

의 자료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또한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대하

여 측정된 CT수(CT number)
[6-11]

의 자료도 거의 없

다. 그리고 각 핀에 대한 물리적 밀도는 매뉴얼 및 

기존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

원자번호에 대한 CT수 측정 시 유효원자번호를 산

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

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 및 물에 대하여 유효원자번

호를 산출하고, 산출된 유효원자번호와 물리적 밀

도에 대한 CT수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화합물(compound)에서 원자번호를 표기할 때 유효

원자번호를 사용한다. 이 유효원자번호는 광자가 주

어진 화합물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원소의 

원자번호를 의미한다. 유효원자번호는 mayneord가 

정의한 광전효과 상호작용 기반인 유효원자번호 

계산식으로부터 산출된다
[5]

.

본 연구는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 및 물에 대하여 유효원자번호를 산

출하였다. 그리고 CT스캐너로 CT수 교정 삽입부를 

스캔한 후 중심 CT슬라이스에서 각 핀과 물에 대

하여 CT수를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각 핀 및 물에 

대하여 산출된 유효원자번호와 물리적 밀도에 대

한 측정된 CT수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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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ATERIAL AND METHODS

1.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바탕 물질인 물에 대한 유효원자번호 

산출

광전효과 상호작용 기반으로 화합물의 유효원자

번호()는 Eq. (1)로부터 산출된다
[5]

.

  


 
    

 


(1)

여기서  ,  ,  , . . . 는 화합물의 단위 그램

당 총 전자 수(총 전자 수/g)에 대한 각 원소의 단

위 그램당 전자 수(전자 수/g)의 비이다. 화합물에

서  ,  ,  , . . . 의 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도된다. 먼저 하나의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소

에 대한 단위 그램당 전자 수를 Eq. (2)로 구한다.

 

전자 수 



× (2)

여기서 는 아보가드로수(6.02×10
23

/mol)이고, 

는 원자번호, 는 질량수이다. 는 각 원소의 분

율로서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표준

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

다. 이 자료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얻을 수 

있다. 먼저 NIS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XCOM: 

Photon Cross Sections Database를 검색한 후 

Database Search Form을 클릭한 후 Compound선택

한 다음 Submit information 클릭한다. 표시되는 

Formula for compound의 양식에 화학식을 작성한 

후 Submit information를 클릭하면 각 원소의 분율

과 질량감쇠계수의 자료가 표시된다
[12]

.
 
Eq. (2)로부

터 구하여진 각 원소에 대한 그램당 전자 수를 합

하면 그램당 총 전자 수가 얻어진다. 이때  ,  , 

 , . . . 의 비는 얻어진 그램당 총 전자 수에 한 

각 원소의 그램당 전자 수의 비로서 계산된다. 계

산된 각 원소의  ,  ,  , . . . 와 원자번호( )

를 Eq. (1)에 대입하여 각 핀과 물에 대한 유효원자

번호를 산출하였다. 

Table 1. Chemical formula, physical density and fraction of 

elements for each peg and water.

Peg
Chemical 
formula

Physical 
density(g/㎤)

Element : Fraction by 

weight( )

Polyethylene C2H4 0.94
H : 0.143715
C : 0.856285

Polystyrene C8H8 1.05
H : 0.077421
C : 0.922579

 Water H2O 1.00
H : 0.111898
O : 0.888102

Nylon C6H11NO 1.15

H : 0.097980
C : 0.636853
N : 0.123779
O : 0.141388

Lexan C16H14O 1.20
H : 0.063482
C : 0.864542
O : 0.071976

Plexiglass C5H8O2 1.19
C : 0.599846
H : 0.080541
O : 0.319613

2. CT수 교정 삽입부의 CT 스캔

AAPM CT 성능 팬텀(AAPM CT Performance 

Phantom, Nuclear Associates 76-410, Fluke co.,USA)

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CT슬라이스를 얻기 위하

여, 지멘스 사의 소마톰 센세이션 CT스캐너

(Somatom sensation 16, Siemens co., Germany)를 사

용하였다. CT스캐너에 관전류량 250 mAs, 10 ㎜ 

빔 콜리메이션과 50 ㎝의 스캔 시야(field of view)

를 설정한 후, CT슬라이스들의 스캔 데이터는 관전

압 80, 100 그리고 120 kVp에 대하여 5번의 single 

slice conventional scan을 실시하여 획득되었다. 획

득된 CT슬라이스들의 스캔 데이터에 표준 재구성 

연산식(standard reconstruction algorithm)을 적용하

여, 재구성된 CT슬라이스들을 얻었다.  

3. CT슬라이스에서 CT수 측정

관전압 80, 100 그리고 120 kVp에서 재구성된 

CT슬라이스들은 CT스캐너 제어 컴퓨터로부터 다

이콤 파일(.dcm)로 얻었다. 얻어진 다이콤 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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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슬라이스들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INFINITT STARPACS, PiviewSTATTM, Infinity co., 

Korea)으로 불러온 후, 중심 CT슬라이스에서 각 핀

과 바탕 물질인 물에 관심영역(550 ㎟)을 설정하여 

CT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Ⅲ. RESULT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물에 대하여, 유효원자번호는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관전압 80, 

100 그리고 120 kVp에서 각 핀과 물에 대하여 측정

된 CT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3에서 보여

준다.

Table 2. Effective atomic numbers( ) for each peg 

and water.

Peg Effective atomic number( )

Polyethylene 5.44

Polystyrene 5.7

 Water 7.42

Nylon 6.12

Lexan 5.94

Plexiglass 6.47

Table 3. CT numbers for each pin and water measured at 

80, 100 and 120 kVp.

Peg

80 kVp 100 kVp 120 kVp

CT number
Mean Value±SD

CT number
Mean Value±SD

CT number
Mean Value±SD

Polyethylene -129.21±0.21 -108.03±0.31 -95.22±0.06

Polystyrene  -63.53±0.25 -43.03±0.65 -30.93±0.02

 Water -3.73±0.23 -3.2±0.04 -2.96±0.05

Nylon 60.48±0.20 78.84±0.65 88.64±0.12

Lexan 72.91±0.13 90.12±0.24 99.12±0.11

Plexiglass 105.66±0.39 119.92±0.24 126.36±0.02

산출된 유효원자번호에 대한 측정된 CT수는 Fig.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유효원자번호가 증가할

수록 CT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관전압에 비례적으

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밀도에 대한 측정된 

CT수는 Fig. 2에서 보여주며, 물리적 밀도가 증가할

수록 CT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

내었고, 그리고 관전압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1. Measured CT number for effective 

atomic number.

Fig. 2. Measured CT number for physical densit

Ⅳ. DISCUSSION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물에 대한 유효원자번호를 산출하기 위하

여, NIST에서 제공하는 각 핀과 물의 화합물을 구

성하는 각 원소의 분율을 Eq. (2)에 대입하여 각 원

소의 그램당 전자 수를 구하였다. 구하여진 각 원

소의 그램당 전자 수를 합하여 총 그램당 전자 수

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총 그램당 전자 수 분의 각 

원소의 그램당 전자 수를 나누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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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를 얻었다.  얻어진 각 원소의  ,  ,  , . 

. . 의 비와 원자번호를 Eq. (1)에 대입하여 유효

원자번호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각 화합물의 유효

원자번호 중에서, 물의 유효원자번호는 기존의 문

헌
[5]

에 기재된 유효원자번호에 근사치로 얻었다. 

따라서 산출된 유효원자번호들은 정확히 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출된 유효원자번호에 대한 CT수는 유효원자번

호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는 양상으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유효원자번호

와 CT수는 비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리

적 밀도에 대한 CT수도 물리적 밀도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으로 

측정되었다. 이것도 물리적 밀도와 CT수는 비례하

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대한 CT수는 관

전압이 증가할수록 크게 측정되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CT수는 하운스필드 단위(HU, 

hounsfiled number)로 Eq. (3)과 같이 정의된다
[13]

.

  


  × (3)

               

여기서 는 어떤 물질의 선감쇠계수이고, 는 

물의 선감쇠계수이다. 관전압이 높아지면 어떤 물

질과 물의 선감약계수는 감소되지만 Eq. (3)에서 

 의 차이가 커짐으로서  의 값이 커

지기 때문에 CT수가 증가하게 된다. 

Ⅴ. CONCLUSION

이 실험은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물에 대한 유효원자번호를 산출

하였다. 그리고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

정 삽입부를 CT스캐너로 스캔하여 CT슬라이스들

을 획득한 후 중심 CT슬라이스에서 각 핀과 물에 

대하여 CT수를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산출된 유효원자번호에 대한 CT수는 

유효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물리

적 밀도에 대한 CT수도 물리적 밀도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

타내었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AAPM CT 성능 팬텀에

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물에 대하여 산출

된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대한 측정된 

CT수의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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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과 물에 대응하는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대한 CT수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AAPM CT 

성능 팬텀에서 CT수 교정 삽입부의 각 핀 및 물에 대하여 유효원자번호를 산출하고, 산출된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대한 CT수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AAPM CT 성능 팬텀의 CT수 교정 삽입부

에서 각 핀과 물의 유효원자번호 및 물리적 밀도에 관한 CT수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먼저 각 핀과 물

에 대한 유효원자번호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CT스캐너로 CT수 교정 삽입부를 스캔하여 CT슬라이스들을 

획득하였다. 중심 CT슬라이스에서 각 핀과 물에 대하여 CT수들을 측정하였다. 결과로서, 유효원자번호에 

대한 CT수들은 유효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

리고 물리적 밀도에 대한 CT수들도 물리적 밀도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

을 나타내었다.

중심단어: CT수, AAPM CT 성능 팬텀, 유효원자번호, 물리적 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