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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살아있는(in-vivo)실험체에서 여러 차례 획득된 상의 심 역 특성을 측정, 분석하기 한 상처

리기법의 정확성은 동물을 희생시켜(in-vitro) 촬 한 상과의 정량  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할 수 있

다. 하지만 육안검사에 의존한 기존 분석방법은 객 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in-vivo 상인 PET 상과, in-vitro 상인 Autoradiography 상에서 심 역 특성을 객 , 정

량 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종양을 심은 드마우스에 방사성 동 원소를 표지하여 획득한 

이 두 상에서 종양 조직 성장 지표가 되는 체 과 조직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방사능섭취량(SUV)을 

각각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 다. 한 두 상획득의 시간차에 의해 방사성동 원소가 붕괴되어 상

체의 명암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시간에 반비례하게 변하는 방사성동 원소의 양을 고려하여 상명

암도를 보정하 다.   

  

1. 서론

 소동물을 이용한 임상 실험은 인체 용 에 행

하여지는 실험으로써 궁극 으로 인체를 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의생명분야의 연구에서 요하게 다

루어지는 분야이다. 이러한 임상연구의 목 은 신

약개발에 있어서 생체 안 성, 생체 반응성, 약효의 

정  종양 성장 찰 등을 실험동물에서 입증하

는 것이다. 

 소동물 임상실험의 방법에는 체내(in-vivo)실험

과 체외(in-vitro)실험이 있다. 체내 상은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실험을 촬 하는 것으로 동일 개체 내 

반복 ·지속  찰이 가능하며 동물 희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이 게 반복 으로 

획득되는 상에서 종양 성장  약효반응 분석을 

해서는 상처리기반 특성추출법이 요구된다. 그

러나 소동물 체내 상 특성추출기법이 임상 상에 

용되기 해서는, 개발 기법의 정확성 검증이 우

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을 희생시킨 후 얻어지

는 체외 조직 상과의 비교과정은 필수 이다.

 그러나 체내, 체외 상을 비교함에 있어 재까지

는 육안비교 는 수동측정에 의존한다.[1][2][3][4] 

이는 결과 해석에 있어서 찰자에 따라, 혹은 실험

* 본 연구는 부분 으로 산업자원부․노동부 지원 최우수실험실지원사업과 과학기술부 실시간 분자 상기술개

발 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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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ET 상의 종양 역 분할 

방사성동 원소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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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방사성동 원소와 반감기

시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객 , 

수치  비교가 불가하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단 을 보완하기 

해 체내·체외 상에서 측정한 특성 값의 수치  차

이를 비교함으로써, 상분석법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실험 상의 종류  환경에 해 기술하

고 3장에서 각 실험 상에서의 심 역인 종양

역의 분할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분할

된 종양조직의 정량측정값 비교·분석에 해 언 하

고, 5장에서 실험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 6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실험 상

 본 연구에 사용된 소동물 실험체는 오른쪽 퇴부

에 종양(hummm burkkit lymphoma)을 심은 드마

우스(C57BR/cdj scid mouse)이다. 이 실험체의 체내

(in-vivo) 찰을 해서는 양 자단층촬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체외(in-vitro) 찰을 

해서는 자동방사선투과기법(Autoradiography) 상

을 사용하 다. 이 두 상은 체내 사변화 찰을 

해 실험체에 방사성동 원소를 표지하여 얻는다. 

그러나 동일 실험체를 상으로 상 획득에 있어 

PET 촬  후, Autoradiography 촬 을 한 동물 

비시간 -즉, 희생·냉동·건조  편제작-에 따른 

시간차가 존재한다. 이때, 체내 주입 방사성동 원소

는 시간에 비례하여 붕괴·소멸 되므로, 충분히 긴 

반감기를 가진 동 원소를 선택해야 두 상촬 이 

끝날 때 까지 일정량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여 실험체에 I
124
를 표지하 다(200μci). 

 반감기란 방사성동 원소의 양이 반으로 어들 때

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표 1>은 종양 역 검출을 

해 주로 사용되는 방사성동 원소의 종류와  방사

선동 원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반감기를 보여

다.

 PET과 Autoradiography은 실험체에 방사성 동 원

소를 주입하여 체내 생화학  변화 찰이 목 인 

상기법이라는 공통 을 가지지만 상을 획득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PET은 방사성동 원소를 물질에 부착시켜 체내에 

주입 후 산화 단층촬 방식에 의거하여 상화 하

는 방법이다.[5] PET은 최근 핵의학 분야에서 속

히 발 하고 리 이용되고 있는 기능 상 검사로

서, 특히 종양 분야에서의 활용이 확 되고 있다. 

CT나 MRI 등 해부학  구조를 반 하는 상과는 

달리 PET은 인체 각 장기의 생화학  반응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분의 질병에서 생화학  변화

가 해부학  변화에 앞서서 나타나므로 PET은 해부

학  변화가 생기기 에 기능  이상을 발견하여 

질환을 진단할 수 있어서 조기 암진단에 사용된다.

 Autoradiography는 내부에 방사능물질이 들어있는 

죽은 실험체에서 방사능물질의 양과 치를 투과 사

진 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약 40μm의 일정 두

께로 자른 실험체 표면에 필름을 붙여놓고 노출 시

킨 후 상하여 필름 상을 찰한다. 투과사진의 선

명도를 높이기 해서는 실험체와 필름을 가능한 

착시켜야 한다. 이 게 얻어진 상은 실험체 내부

를 실제로 찰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실험의 특성상 실험체를 자를 때에 조직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며, 슬라이스의 두께 조 에도 한계를 

가진다. PET, Autoradiography 두 상은 방사성동

원소를 이용하여 체내 생화학  변화 찰이 가능

하기 때문에 종양 조직특성  활성도 측정  비교

에 합하다.[1][2][4]

3. 심 역 분할

 

PET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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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utoradiography 상의 종양 역 분할 

              (식2)

(그림 3) 반감기 T 

 PET 상에서 명암도 기반 FCM(Fuzzy C-Means)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종양 역을 자동 분할한다. 

종양세포 성장 시 사가 활발히 일어나 PET 상에

서 명암도가 밝게 나타남을 제한 것이다. 하지만 

종양 역으로 구분된 클러스터는 사가 활발하여 

비슷한 명암도를 갖는 심장, 방  등의 다른 정상기

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 보정을 

해 연결성 기반의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종양 역

을 최종 분리하 다. [6][7]

 Autoradiography 상은 임상 문의에게 의뢰하여  

실험체의  종양부분만을 수동 분할하 다.

4. 종양조직 특성 정량분석

 PET, Autoradiography 두 상에서 분할 한 종양

조직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종양의 체 과 조직 

내 방사능 섭취량을 측정하 다. 

 특징을 측정하기 에 동일한 실험체의 PET 상과 

Auroradiography 상을 얻기까지의 시간차를 고려

해야 한다. 이는 본 논문의 2장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Autoradiography 상을 얻기 해서는 실험체를 

희생시키고 냉동시키고 건조시키는 소정의 작업과정

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상의 특징을 

측정하기 에 상획득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보정

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일정량이 붕괴되는 방사성동 원소의  고유

성질을 이용한다. 이를 해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

다.

                ×           (식1)  

T: 반감기 t: 보정시간 AA: 픽셀명암도 A: 보정명암도

 

 방사선원소의 양에 따라 얻어진 상의 명암도가 

달라지므로 픽셀 명암도의 변화량은 방사선동 원소

의 변화량이라고 가정한다. Autoradiography 상에서 

분할 된 종양부분이 픽셀 명암도(AA)이다. 여기에 

주입한 방사선 동 원소의 반감기(T)에 하여 

PET 상을 획득한 후 Autoradiography 상을 얻기

까지 걸린 시간(t)을 계산하여 보정명암도(A)를 구

한다. 이 게 보정된 Autoradiography 상과 PET 

상의 종양 역에 하여 체 과 조직내 방사능섭

취량인 표 섭취계수(Standard Uptake Value: 

SUV)를 구한다.

 종양의 체 은 종양 성장 찰을 하는 경우 필요하

다. 항암제와 같은 신약을 개발할 때에 종양 크기변

화를 알아 볼 때나, 항암치료를 할 때 암세포의 재

발 유무 정 시에 종양의 체 은 요한 지표가 된

다. 종양의 체 (V)은 분할한 종양 역의 복셀 개

수를 아래(식2)와 같이 측정하 다.

            T(i,j): Segmented Tumor region

 정상조직과 종양 조직 간의 방사성동 원소의 섭취

비를 측정하기 해서는, 인체 내에 주입한 방사성 

핵종이 균등하게 퍼져 있다는 가정 하에 방사성동

원소가 종양 내에 얼마나 평균보다 높게 섭취되었는

지를 표 섭취계수로 측정한다. 

 표 섭취계수는 체내에 주입된 방사성동 원소 

는 표지화합물이 체내의 모든 곳에 고르게 분포하

을 때를 기 으로 하여 특정의 종양병소나 병변의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기 치의 설정

방법으로 환자의 체 을 이용하는 방법과 체표면

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동물의 

종양에서의 표 섭취계수를 구하기 하여 체 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여 측정하 다.

 



 



          (식3) 

 (식3)에서 meanVOIactivity는 복셀 명암도의 평균

으로 계산한다. 계산한 복셀 명암도의 평균값은 주

입한 방사성동 원소의 양과 쥐의 몸무게에 맞추어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에서 획득한 명암도 정

보를 0-255 범  값에 맞추어 보정한다. 이 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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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암세포의 사 장애와 

세포사를 검출하여 종양의 생존능력을 조기에 평가

함으로써 악성종양의 검출  병기 결정, 악성도 평

가, 치료효과의 정, 재발 유무의 정 등을 측하

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방사성동 원소의 양을 보

정하여 같은 실험체에 하여 분할된 종양 역의 체

, 조직 내 방사능섭취량을 측정함으로써 동일 개

체, 동일 심 역, 동일 찰조건이 일치된 in-vivo, 

in-vitro 정량분석을 할 수 있다. 

5.  실험결과 

 아래 표는 이 연구의 결과로 같은 실험체의 PET

상과 Autoradiography 상의 종양부분에 한 정량을 

측정 결과이다.

체 3753.39

SUV 11.20

<표2>반감기 보정 후 Autoradiography 정량분석

  

sliceNo. 1 2 3 4 5

체 3075.68 3220.18 3078.57 2918.9 2827.14

SUV 8.02 7.45 7.43 7.43 7.31

sliceNo. 6 7 8 9 10

체 2685.53 2559.09 2452.89 2330.78 2184.12

SUV 7.23 7.17 7.05 6.91 6.91

<표3>PET 상 정량분석

 PET은 3D 체(whole body) 상이기 때문에 종양

역이 보이는 슬라이스를 취하 다. 두 상의 획

득 시에 결과 값은 와 같은 차이를 보 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동물 임상 in-vivo, in-vitro에

서 육안분석에 의존하던 방법을 개선하기 해 PET

상과 Autoradiography 상에서 종양부분을 분할하

여 종양의 체 과, SUV를 구하여 비교 분석하 다. 

이때, 시간에 따라 그 양이 어드는 방사성동 원

소의 성질을 고려하여 상획득 시 시간이 소요되는 

Autoradiography 상의 방사성동 원소 양을 보정하

여 측정값을 비교하 다. 

 그러나 신 볼륨 상이 얻어지는 PET 과는 달

리, 상획득 시 조직손실 발생  두께조 의 어려

움으로 인해 수장의 단면 상만 획득 가능한 

Autoradiography에서 동일한 치의 상을 찾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3D 

PET - 2D Autoradiography 상정합을 통해, 자동 

비교단면 추출  일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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