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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ounsfield units(H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단일에너지 CT 영상 HU와의 비교 

 

정 대 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영상치의학 전공 

(지도교수 최 순 철) 

 

1. 목적 

 

이중에너지 CT는 기존 CT에 비해 iodine에 대한 대조 대 잡음비 증가, 

선속경화 및 금속 허상의 감소, 물질의 분리 효과 제공 등으로 진단능이 

향상되어 최근 영상 의학 분야에서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ounsfield units(H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을 제시하고 단일에너지 CT 

기종에 따른 HU 값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트윈-빔 이중에너지 CT(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세 가지 다른 밀도 부위(CTWATER○R ; 0, 100, 

200mgHA/cm3)를 포함하고 있는 골밀도측정팬텀을 120kVp, 2가지 튜브 회전 

시간(0.5초, 1.0초)의 조건으로 촬영한 후 3가지 에너지 수준(40keV, 70keV, 

140keV)에서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재구성 커널값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ody regular 40(body용)에서 얻어진 영상의 재구성 단계에서 

head regular 40(head용)으로 변경하여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얻어진 영상에서 각 밀도 부위 중앙에 원형의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을 

잡아 33회 HU 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동일한 이중에너지 CT와 팬텀을 이용하여 7가지 에너지 수준(40keV, 45keV, 

50keV, 55keV, 60keV, 65keV, 70keV)과 2가지 재구성 커널값(body regular 40, 

head regular 40)의 조건에서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동일한 팬텀을 

이용하여 단일에너지 모드로 120kVp 조건에서 2가지 재구성 커널값으로 

영상을 획득하였다. 얻어진 영상에서 33회 HU 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단일에너지 120kVp 영상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팬텀을 2종류의 단일에너지 CT(SOMATOM Definition 

Edge 단일에너지 모드, Optima CT520[General Electric Healthcare, 

Solingen, Germany])로 120kVp 조건에서 촬영하였으며 얻어진 영상에서 

HU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결과 

 

HA 0(CTWATER○R )은 에너지 수준에 따른 HU 변화가 거의 없었다. HA 

100과 HA 200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HU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상관계수는 -0.538이었다(P<0.05). 70keV에서 140keV 구간에서 

HU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재구성 커널값의 종류에 따라 70 

HU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상관계수는 0.158로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P<0.05), 

튜브 회전 시간은 HU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20kVp 단일에너지 CT의 HU와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66keV였다. 

SOMATOM Definition Edge(body regular 40 커널)와 Optima CT520(standard 

커널)를 비교하였을 때, CTWATER ○R 부위에서는 SOMATOM Definition 

Edge에서 7.7 HU, Optima CT520에서 6.4 HU로 나타났으며(P<0.05), HA 

100 부위에서 각각 145.8 HU, 156.0 HU(P<0.05), HA 200 부위에서 293.5 

HU, 304.7 HU로 나타났다(P<0.05).  

 



 

 

4. 결 론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는 에너지 수준과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트윈-빔 이중에너지 

CT로는 골밀도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66keV로 

계산되었다. 이는 단일에너지 CT와 HU 비교를 위한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재구성 프로토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단일에너지 CT 

기종 간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 값은 차이가 있어 영상치의학자는 

골변화를 관찰할 때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어: 이중에너지 CT, 트윈-빔, Hounsfield units, 가상 단색 영상,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에너지 수준, 단일에너지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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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의 개요  

 

이중에너지 CT에 대한 아이디어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초로 

1973년 Hounsfield에 의해 제시되었다.1 그러나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이중에너지 CT는 임상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후 기술적인 발전으로 

2006년에 최초의 이중에너지 CT 장비가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중에너지 

CT에 대한 아이디어는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다.2 “이중에너지 CT” 또는 

“Dual-Energy CT(DECT)”라고 불리는 이 CT는 두 개의 X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영상을 획득한다. 따라서 이중에너지 CT는 “스펙트럼 CT”로 지칭되기도 

한다.3 각기 다른 물질은 에너지 차이가 있는 X선이 통과할 때, 물질 고유의 

에너지 흡수 패턴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에너지 CT는 물질 분리 

효과를 구현하게 하며, 조직의 구성 물질에 대한 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는 동일한 감쇠계수를 나타내는 물질의 분리에 활용될 수 있다.4    

이중에너지 CT 장비는 이중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순차적 획득 방식(sequential acquisition), 급속 관전압 변환 

방식(rapid voltage switching), 이중 소스(dual source) 방식,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방식(dual layer spectral detector), 트윈-빔(twin-beam) 

방식, energy-resolving 또는 양자 카운팅 방식(quantum-counting detector)등이 

개발되었다. 이 중 앞에 5가지 방식의 장비들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3 

순차적 획득 이중에너지 CT는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한 개의 관구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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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다른 관전압을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두 개의 dataset을 얻어낸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 번의 

영상 획득 사이에 지연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즉, 지연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심장 또는 호흡기 운동에 의해 인공음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대조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속 인공물 음영을 

줄이기 위한 목적, 신장 결석의 구별 등을 위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3, 5 급속 관전압 변환 이중에너지 CT는 관구에서 높은 관전압과 낮은 

관전압을 번갈아 가며 발생시켜 거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 방식은 

골밀도 측정에 주로 이용되나, 관전압 변환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영상 획득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또한 저전압에서 광자의 

출력이 감소하여 영상의 잡음이 높아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전류를 사용하게 되므로, 환자 선량은 

늘어나게 된다.5, 6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는 각각 분리된 두 개의 튜브와 

검출기를 통해 저에너지, 고에너지 데이터를 획득한다. 독립된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개개의 튜브에서 관전압, 관전류를 조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적화된 저에너지, 고에너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개의 

튜브로부터 발생되는 총 양자의 양을 조절할 수 있고 튜브마다 독립적으로 

부가적인 필터 사용이 가능하다. 고에너지 튜브에 필터를 사용할 경우 

선속경화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저에너지 튜브에 필터를 사용할 경우, 

80/140kVp가 아닌 100/140kVp 조건에서 촬영할 수 있어 체격이 큰 

환자에서 영상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부가적으로 독립된 튜브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단일에너지 CT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는 관구 부위의 공간 부족 문제로 두 번째 검출기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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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가지며, 이로 인해 FOV 크기에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과 주석 split 필터를 사용하는 트윈-빔 이중에너지 CT가 소개되었다. 이 

장비에서 split 필터는 튜브 출력부에 위치하여 120kVp에서의 일반적인 

X선을 스펙트럼별로 분리해준다. 금을 사용하는 필터는 평균 광자 에너지가 

68keV인 저에너지 스펙트럼을 생성하며, 주석을 사용하는 필터는 평균 광자 

에너지 86keV의 고에너지 스펙트럼을 생성한다. 이렇게 스펙트럼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한 개만의 검출기를 사용하지만 저에너지(120 Au)와 고에너지(120 

Sn)로 조합된 재구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존의 다른 방식들에 비해 에너지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7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는 이중 검출기를 통해서 동시에 에너지 데이터를 얻는 방식이며, 

검출기의 상층은 저에너지 광자를, 하층은 고에너지 광자를 동시에 

받아들인다.5, 8 상기 상용화된 장비 중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두 가지 다른 X선에너지에서 데이터를 얻는 

이중에너지 모드와 단일 X선에너지에서 데이터를 얻는 단일에너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에너지 CT에서 두 개의 다중 X선 스펙트럼에서 얻은 독립된 이미지 

데이터들은 저전압 및 고전압 수준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이중에너지 CT는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의 단일에너지 CT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만들어낸다. 이중에너지 CT에서 영상 후처리 알고리즘의 

주요한 목적은 저에너지 스펙트럼에서의 증가된 감쇠와 고에너지 스펙트럼에서의 

감소된 영상잡음을 혼합하여 영상의 대조도를 높이고 영상잡음을 줄이는 

것이다.3 통상적인 이미지 혼합 방식과는 다르게 이중에너지 CT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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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단색 에너지 수준(kilo electron volt, keV)을 선택하여 마치 단색 

X선(monoenergetic x-ray beam)에서 촬영된 것과 같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9 이를 가상 단색 영상(virtual monochromatic images, VMIs)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단색 X선 촬영 조건에서의 물질의 감쇠정도나 영상잡음 등을 

관찰할 수 있다.9-11 가상 단색 영상은 이중에너지 CT의 시스템에 따라 

projection domain(e.g. 급속 관전압 변환 이중에너지 CT,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 또는 image domain(e.g.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에서 생성될 수 있다.12 낮은 에너지 수준(40-

60keV)에서는 iodine에 대한 높은 감쇠가 나타나는데, 이는 종양, 저혈관 

병변, 염증, 및 농양 등을 잘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13-16 중간 에너지 

수준(60-80keV)에서 가상 단색 영상은 통상적인 120kVp 조건에서의 CT 

영상과 비슷한 영상 화질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연조직에 대해 대조 대 

잡음비(contrast to noise ratio)가 가장 높고 고혈관 병변을 잘 관찰할 수 

있다.17-19 높은 에너지 수준(80keV 이상)에서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는 금속 

허상 및 선속경화가 줄어드는데, 이는 병소 경계부의 확인, 혈관 협착 평가, 

석회화 정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10, 20 이 밖에도 

이중에너지 CT는 여러 임상적인 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데, 자동 골 제거 

영상 획득이나 결석의 성분 분석, 통풍의 진단 등에 사용될 수 있다.21-24 

한편, 40keV에서 획득한 가상 단색 영상은 영상잡음이 높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혈관 이중에너지 CT 

영상에서 심하게 나타나 영상잡음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적의 혈관 

대조 영상을 얻기 위해 60-70keV 조건에서의 영상 재구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5, 25, 26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잡음 최적화 가상 단색 영상 알고리즘(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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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ed VMI algorithm, VMI+ or Monoenergetic +)이 개발되어 이중소스 

이중에너지 CT와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에 적용되었다. 이 regional-spatial, 

공간-분할 알고리즘(frequency-split algorithms)은 저에너지 및 최적 keV 

조건에서 재구성된 이미지 데이터를 낮은 공간 주파수 데이터와 높은 공간 

주파수 데이터로 한번 더 분할한다. 저에너지 keV에서는 낮은 공간 주파수 

데이터를 얻고, 최적 에너지 keV에서는 높은 공간 주파수 데이터를 얻어 

이를 조합한다. 이러한 잡음 최적화 가상 단색 영상 알고리즘은 대조 대 

잡음비가 우수하고 주관적 영상 화질이 개선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한다.4      

CT 번호 또는 Hounsfield units(HU)은 X선이 물질을 통과한 후 검출기에 

도달할 때 X선의 감쇠 정도에 비례한 선형 감쇠계수를 이용하여 HU 단위로 

표현한다. HU는 공기(-1,000), 물(0)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설정한 

단위이다.  

HU= 1000(μ tissue – μ water)/μ water. 

CT 검사 시 HU는 환자 조직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방사선학 

문헌에 발표된 정상 HU 수치와 비교하기도 한다.27 한편 물, 공기와는 달리, 

여러 물질의 HU는 관전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광전자 상호작용이 광자 에너지 및 원자 번호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물과는 달리 물질의 감쇠계수가 관전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28 Groell 등은 단일 슬라이스 CT에서 HU는 에너지 스펙트럼, X선 

관구에서의 여과, 재구성 알고리즘 등에 영향을 받음을 보고하였다.29 Levi 

등은 임상적 진단 목적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HU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30 다중 검출기 CT에서 HU는 X선의 에너지 스펙트럼 및 

관구에서의 여과에 영향을 받으며, 제조사별 차이, 재구성방법 및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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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속경화, scanner linearity, 선량, 촬영 대상의 크기, 절편 두께(slice thickness), 

스캔 방식, 및 환자의 geometric feature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1-36  

 

1.2 국내외 연구 동향  

 

이중에너지 CT를 이용한 팬텀 연구에서 제조사 및 이중에너지 이미지 획득 

방식에 따라 HU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고 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HU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HU는 keV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폴리에틸렌, 아크릴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HU가 

증가한 반면, 골 유사 물질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HU가 

감소하였다.28 진정한 의미의 단색에너지는 synchrotron에 의해 발생되는 

X선을 사용해야하나 이는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가속기이며, 

임상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에너지 CT에서 재구성된 가상 

단색 영상에서의 HU의 정확성은 개별 장비의 이중에너지 발생 방법과 영상 

재구성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37 급속 관전압 변환 이중에너지 CT와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의 비교 연구에서 칼슘의 HU는 가상 단색 

영상에서 keV 에너지 수준에 따라 감소하며 이론적인 HU 예측의 정확도는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에서 더 높았다.38 급속 관전압 변환 

이중에너지 CT와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 비교 연구에서는 피질골 

유사물질의 HU가 keV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HU 예측 정확도가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에서 더 높았다.39 이중 소스 이중에너지 CT와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비교연구에서는 간, 신장의 피질, 근육, 피하 지방 

등을 나타내는 HU가 두 기종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40 상기 모든 기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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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팬텀 연구에서는 요오드, 혈액, 연조직의 HU 평가에서, 이중소스 

방식, 순차적 획득방식, 급속 관전압 변환 방식 이중에너지 CT는 이론적 HU 

예측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고, 이중 검출기 방식이 그 다음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트윈-빔 이중에너지 방식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41 또한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에서는 방사선량 정도에 따라 

iodine의 HU 예측의 정확도가 달라졌다.13  

하이트록시아파타이트(HA)는 칼슘아파타이트 형태를 가지는 자연발생 

미네랄이며 화학식은 Ca10(PO4)6(OH)2이다. 인체 골 부피의 50%(무게로는 

70%)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변형된 형태이며 골 미네랄이다.42 Van 

Hamersvelt 등은 이중 스펙트럴 이중에너지 CT 영상에서 관전압, 관전류를 

변화시켜가며 에너지 수준에 따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선형 감쇠계수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중 스펙트럴 이중에너지 CT에서의 

골밀도 측정 수치와 골밀도 검사(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수치와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43 또한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골밀도 측정과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를 활용한 골밀도 측정법이 

제시되었다.44 한편, 요추 검사 시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를 

활용한 골다공증의 검사의 가능성이 보고되었다.45, 46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중에너지 장비들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43  

재구성 커널은 CT 제조사에 따라 “필터” 또는 “알고리즘”으로 불리며, 

영상 화질에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공간 해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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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잡음을 조절한다. 부드러운 커널(soft kernel)은 영상잡음을 줄여주지만 

공간 해상도를 감소시킨다. 반대로 예리한 커널(sharp kernel)은 공간 

해상도를 높이나 영상 잡음을 증가시킨다. 재구성 커널값은 임상적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뇌, 간의 종양 부위를 관찰할 때에는 

영상잡음을 줄이고, 낮은 대조도를 증강하기 위해 부드러운 커널을 사용해야 

하며, 치아나 골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공간 해상도를 

높여주는 예리한 커널을 사용해야 한다.47 한편 이중소스 이중에너지 

CT에서는 재구성 커널값에 따라 HU가 달라짐을 보고하였다.48 조영증강 

이중에너지 CT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도 재구성 커널 값에 따라 HU가 

변화함이 보고되었다.49  

흉부를 대상으로 촬영하는 이중소스 이중에너지 CT 촬영에서 튜브 회전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줄무늬 음영(streak artifacts)이 증가하고 영상 잡음이 

증가함이 알려져 있다. 반대로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음영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단일에너지 CT 촬영 시 광자의 최대 에너지는 관전압에 의해 한정되며, 

평균 에너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 평균적인 필터를 가지는 

장비의 경우, 140과 80kVp 촬영 조건에서의 평균 에너지는 76keV와 

56keV로 알려져 있다.3 단일에너지 CT의 평균 에너지 영역에서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HU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다면, 단일에너지 CT 

촬영 조건에서의 HU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의학검사에서 정도관리의 주요 목적은 의료 장비 및 영상의학검사의 질 

확보, 부적절한장비나 불필요한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 감소,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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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를 통한 궁극적인 의료수준의 향상 및 국민 건강권 확보이다.51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였으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관련하여 표준 팬텀인 CT성능 평가용 

팬텀(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 in medicine[AAPM] CT 

performance phantom 76-410, Nuclear Associates, Carle Place, NY)을 

이용한 CT 계수의 정확도 측정을 권고하고 있다.52, 5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2004년 한국 의료영상 품질 

관리원이 설립되어 품질검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54 한편, Cropp 등은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phantom을 촬영 시 기존의 단일에너지와 

이중에너지 CT를 대상으로 하여 5가지 물질의 장비간 차이에 따른 HU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28 이에, 트윈-빔 이중에너지 CT 장비 도입에 따른 

정보 개선이 필요하다.  

 

1.3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된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을 제시하고 단일에너지 CT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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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1.1 팬텀  

 

본 연구에서는 골밀도측정팬텀(QRM, Moehrendorf, Germany)를 사용하였다. 

이 팬텀은 세 가지 밀도 0, 100, 200mg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m3 부위을 

포함하고 있다. 각 밀도 부위의 바탕 재료(base material)로는 CTWATER○R

(QRM, Moehrendorf, Germany)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물과 비슷한 

X선 감쇠 특성을 보이는 플라스틱이다. 이 논문에서 CTWATER ○R 는 0mg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m3 밀도 부위를 의미하며, 이는 물을 대신하는 물질로 

사용된다.  HA 100 과 HA 200은 각각 100mg과 200mg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m3 

밀도 부위를 의미한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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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one density calibration phantom (QRM, Moehrendorf, Germany) 

contained 3 inserts of different densities (0, 100, and 200 mg of 

hydroxyapatite [HA]/cm3). As a base material for the 3 inserts, 

CTWATER○R (QRM, Moehrendorf, Germany) was used. CTWATER○R  is a 

solid water-equivalent plastic offering the same X-ray attenuation 

properties as water. In this study, CTWATER○R  represents 0 mg of 

HA/cm3. HA 100 and HA 200 represent 100 mg and 200 mg, respectively, 

of HA/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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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T 장비 

 

실험에 사용된 이중에너지 CT는 트윈-빔 이중에너지 CT로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Table 1). 

 

Table 1. Technical factors for twin-beam dual-energy computed 

tomography (twin-beam mode) used in this study 

 

Technical factors Values 

Peak kilovoltage (kVp) 120 Au/120 Sn 

Tube current-time product (mAS) 403 

Dose length product (mGy•cm) 917.8 

Tube rotation time (sec) 0.5          1.0 

Scan time (sec) 12.16        24.33 

Volumetric CT dose index (mGy) 17.40        17.46 

Slice thickness (mm) 1.0 

Reconstruction Filtered back-projection, 

advanced modeled iterative reconstruction  

Kernel Body regular 40, head regular 40 

 

골밀도측정팬텀을 트윈-빔 이중에너지 CT(트윈-빔 모드)로 120 Au/120 

Sn kVp와 2가지 튜브 회전 시간(0.5초, 1.0초)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절편 

두께는 1.0mm, 관전류–노출시간은 403mAs로 설정하였으며 스캔 시간은 

튜브 회전 시간이 0.5초, 1.0초 조건일 때, 각각 12.16초, 24.33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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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Volumetric CT dose index(CTDIvol)는 튜브 회전 시간이 0.5초 

1.0초 조건일 때 각각 17.40mGy, 17.46mGy로 주어졌다. 2가지 튜브 회전 

시간 조건에 따라 총 3회 반복 촬영하였다. 개개의 이미지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YNGO.via,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으로 

전송되어, 3가지 에너지 수준(40keV, 70keV, 140keV)에서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재구성 커널값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body regular 40(Br40, 

body용)에서 얻어진 영상의 재구성 단계에서 head regular 40(Hr40, 

head용)으로 변경하여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2.1.3 이미지 분석   

 

모든 측정은 영상치의학과 박사 수료생 1명이 시행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인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INFINITT 

Healthcare,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개별 영상에서 CTWATER○R , HA 

100, HA 200 밀도 부위 가운데 부분에 수작업으로 원형의 관심영역(ROI)을 

잡아 HU 값을 측정하였다. 부분용적 평균화 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장자리 

부분은 제외하였으며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copy and paste 기능을 

이용하여 ROI의 면적은 136mm2 정도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윈도우 세팅은 

폭:1800, 레벨:500으로 설정하였다(Fig. 2). 각각의 이미지에서, 연속된 11장의 

슬라이스에서 HU 값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HU는 각각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밀도부위에서 개별 촬영 프로토콜마다 총 3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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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sectional image of a phantom. On the phantom images, mean 

HU values were measured via placing a circular region of interests (ROIs) 

in the center of the CTWATER○R , HA 100, and HA 200 inserts. The ROI 

was kept at a constant area of approximately 136.0 mm2 using the copy-

and-paste function of the workstation. To avoid a partial volume averaging 

effect, the ROI did not include the edge of the HA inserts. The window-

level setting was set to a width of 1800 and a level of 500. Min: minimum 

value, Max: maximum value, Avg: average valu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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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  

 

이중에너지 CT의 영상에서 얻은 HU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의 에너지 

수준에서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를 구하였다.   

HU(E) = 1000 x 
ρHA x[

μ(E)

ρ
]−μ(E)water 

μ(E)water
                                 (Eq. 1) 

ρHA x [
μ(E)

ρ
] =

HU(E) X μ(E)water

1000
 + μ(E)water                     (Eq. 2) 

ρHA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이고, [
μ(E)

ρ
] 는 에너지 E에서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질량감쇠계수이다. μwater는 에너지 E에서의 물의 

질량감쇠계수이다. ρHA x [
μ(E)

ρ
] 는 해당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이다.55 질량 감쇠계수는 National Ins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XCOM database로부터 구하였다.56 

 

2.1.5 통계분석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 에너지 수준, 재구성 커널값, 그리고 튜브 

회전 시간과 HU와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상관계수 r의 절대값에 따라 약함(l r l ≤ 0.3), 

중간(0.3 <  l r l ≤  0.7), 강함(l r l > 0.7)으로 해석하였다.57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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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 제시 

 

2.2.1 팬텀 

 

동일한 팬텀을 사용하였다.  

 

2.2.2 CT 장비 

 

이중에너지 CT 영상 촬영은 SOMATOM Definition EDGE(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의 트윈-빔 모드를 사용하였으며 

단일에너지 CT 영상 촬영은 동일 기종의 단일에너지 모드를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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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chnical factors for dual-energy computed tomography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 twin-beam mode 

and single-energy computed tomography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 single-energy mode used in this study 

 

Technical factors SOMATOM Definition EDGE 

(twin-beam mode) 

SOMATOM Definition EDGE  

(single-energy mode) 

Peak kilovoltage (kVp) 120 Au/120 Sn 120  

Tube current-time product 

(mAS) 

403 120 

Dose length product 

(mGy•cm) 

917.8 889.5 

Tube rotation time 1.0 1.0 

Scan time (sec) 24.33 22.84 

Slice thickness (mm) 1.0 1.0 

Reconstruction Filtered back-projection, 

advanced modeled iterative 

reconstruction 

Filtered back-projection, 

advanced modeled iterative 

reconstruction 

Kernel Body regular 40, head regular 

40 

Body regular 40, head regular 

40  

 

이중에너지 CT 영상 촬영은 SOMATOM Definition EDGE(트윈-빔 

모드)에서 120 Au/120 Sn kVp, 튜브 회전 시간 1.0초, 관전류-노출시간 

403mAs, 절편두께 1.0mm, 스캔 시간 24.33초, CTDIvol은 17.46mGy로 

설정하여 총 3회 반복 촬영하였다. 개개의 이미지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SYNGO.via,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으로 전송되어 40 keV부터 70 

keV까지 5 keV단위로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켜며, 7가지 에너지 수준(40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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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eV, 50keV, 55keV, 60keV, 65keV, 70keV)에서 가상 단색 영상을 

획득하였다. 재구성 커널값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r40 커널값에서 얻어진 

영상의 재구성 단계에서 Hr40 커널값으로 변경하여 가상 단색 영상을 

생성하였다. 단일에너지 CT 영상 촬영은 SOMATOM Definition 

EDGE(단일에너지  모드)에서  120kVp, 튜브 회전 시간 1.0초, 관전류-

노출시간 120mAs, 절편두께 1.0mm, 스캔 시간 22.8초, 재구성 커널값은 

Br40, Hr40으로 설정하여 3회 반복 촬영하였다. 개별적인 촬영 설정은 해당 

병원의 촬영 프로토콜을 따랐다.  

 

2.1.3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석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2.1.4 통계분석 

 

단일에너지 CT 120kVp 영상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를 

에너지 수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밀도, 재구성 커널값으로 종속변수를 

HU값으로 하는 회귀식을 구하였다. 또한 에너지 수준에 따른 HU 값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에너지 수준으로 종속변수를 HU 값으로 

하는 이차 함수를 회기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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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일에너지 CT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을 비교 

 

2.3.1 팬텀 

 

동일한 팬텀을 사용하였다.  

 

2.3.2 CT 장비 

 

단일에너지  CT 촬영은 SOMATOM Definition EDGE(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의 단일에너지 모드와 Optima 

CT520(General Electric Healthcare, Soling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촬영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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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chnical factors for dual-energy computed tomography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 single-energy mode 

and single-energy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 (Optima CT520, 

General Electric Healthcare, Solingen, Germany)  

 

Technical factors Dual-energy CT Single-energy CT 

 
SOMATOM Definition EDGE  

(single-energy mode) 

Optima CT520 

Peak kilovoltage (kVp) 120  120  

Tube current-time product 

(mAs) 

120 70 

Dose length product 

(mGy•cm) 

889.50 162.86 

Tube rotation time 1.0 1.0 

Scan time (sec) 22.84 17.29 

Slice thickness (mm) 1.0 1.0 

Reconstruction Filtered back-projection, 

 advanced modeled iterative 

reconstruction 

Adaptive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Kernel Body regular 40 Standard  

 

단일에너지 CT 영상촬영은 SOMATOM definition EDGE(단일에너지 

모드)에서120kVp, 튜브 회전 시간을 1.0초, 재구성 커널은 Br40으로 

설정하여 3회 반복 촬영하였다. 기종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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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에너지 CT 영상 촬영은 Optima CT520를 사용하였으며, 튜브 

회전시간은 1.0초, 재구성 커널값은 스탠다드 커널(body용)로 설정하였다. 

개별적인 설정은 해당 병원의 촬영 프로토콜을 따랐다.  

 

2.1.3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석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2.1.4 통계분석 

 

두 종류의 단일에너지 CT에서의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 22 - 

 

3.결과 

 

3.1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결과 

 

이중에너지 CT 영상으로 획득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가상 단색 영상은 

에너지 수준, 재구성 커널값, 그리고 튜브 회전 시간에 따라 영상 대조도, 

영상 잡음에 차이를 보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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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f hydroxyapatite inserts of various 

densities obtained with dual-energy computed tomography show the 

differences in the image contrast and image noise depending on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and rotation time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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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WATER○R  부위에서는 에너지 수준과 튜브 회전 시간에 따른 HU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커널값 설정에 따라,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는 Br40에 비해 40-50 HU 높게 측정되었다(Table 4). 그러나, 상관관계 

정도는 약하게 나타났다(상관계수=0.158, P<0.05) (Table 7). 

 

Table 4.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0 mg of hydroxyapatite/cm3 

(CTWATER
○R

) according to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and rotation tim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Rotation time 

(seconds)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0.5  7.2±1.3 

Br40 1.0  2.4±1.5 

Hr40 0.5  59.6±1.7 

 Hr40 1.0  55.6±0.7 

70 keV 

Br40 0.5  6.7±0.4 

Br40 1.0  5.9±0.4 

Hr40 0.5  52.6±0.2 

 Hr40 1.0  51.9±0.3 

140 keV 

Br40 0.5  7.2±0.4 

Br40 1.0  7.6±0.5 

Hr40 0.5  50.8±0.4 

Hr40 1.0  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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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100 부위에서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HU 값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Hr40 커널 사용한 경우 HU는 Br40 커널 조건에 비해 50-100 

HU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5). 그러나 커널값의 변화에 따른 HU의 

변화량은 에너지 수준에 따른 변화에 비해 크지 않았다(상관계수=0.158, 

P<0.05)(Table 7). 튜브 회전 시간은 HU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상관계수=-

0.003, P>0.05) (Table 7). 

 

Table 5.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100 mg of hydroxyapatite/cm3 (HA 100) 

according to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and rotation tim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Rotation time 

(seconds)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0.5  332.5±1.3 

Br40 1.0  333.6±1.6 

Hr40 0.5  431.5±2.3 

 Hr40 1.0  433.6±0.9 

70 keV 

Br40 0.5  133.7±0.5 

Br40 1.0  133.4±0.4 

Hr40 0.5  200.5±0.3 

 Hr40 1.0  199.7±0.3 

140 keV 

Br40 0.5  60.0±0.4 

Br40 1.0  58.7±0.7 

Hr40 0.5  113.6±0.4 

 Hr40 1.0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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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200 부위에서도 HA 100 부위에서와 같이,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HU 값이 감소하였다. 커널값 설정에 따라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값이 60-130 HU 높게 나타났다(Table 6). 그러나 상관관계는 약하게 

나타났다 (상관계수= 0.158, P<0.05). 튜브 회전 시간은 HU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상관계수=-0.003, P>0.05) (Table 7). 

 

Table 6.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200 mg of hydroxyapatite/cm3 (HA 200) 

according to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and rotation tim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Rotation time 

(seconds)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0.5  676.7±1.8 

Br40 1.0  671.7±1.3 

Hr40 0.5  809.1±1.2 

 Hr40 1.0  805.1±1.4 

70 keV 

Br40 0.5  272.9±0.6 

Br40 1.0  272.0±0.5 

Hr40 0.5  353.5±0.4 

 Hr40 1.0  353.0±0.3 

140 keV 

Br40 0.5  123.4±0.5 

Br40 1.0  124.1±0.4 

Hr40 0.5  184.3±0.3 

 Hr40 1.0  1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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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rson correlations of variables affecting Hounsfield units 

 

 
Energy 

level 

Hydroxyapatite 

Density 

Reconstruction 

kernel 

Tube rotation 

time (sec) 

Hounsfield 

units 
-.538* .678* .158* -.003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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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준과 HU는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상관계수= -0.538, 

p<0.05) (Table 7). 전반적으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 값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Fig. 4). 

 

Fig. 4. Hounsfield units (HU) for CTWATER○R (0 mg), 100, and 200 mg of 

hydroxyapatite/cm3 according to energy level (40, 70, or 140 keV) with a 

body regular 40 kernel and a 0.5 second tube rotation time. Virtually no 

difference in HU was observed according to the energy level of 

CTWATER○R  The HU value was found to increase with hydroxyapatite 

density but decreased markedly with increasing energy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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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준에 따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를 살펴보면, 

CTWATER ○R 는 에너지 수준 변화에 따른 선형 감쇠계수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는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Fig. 5).  

 

 

Fig. 5.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μ (cm2/g) of CTWATER○R (0 

mg), 100, 200 mg of hydroxyapatite/cm3  according to energy level 

(40,70, or 140 keV). Virtually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energy level at 

CTWATER ○R . The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 was found to 

decreased with increasing energ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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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 제시에 대한 결과 

 

3.2.1 이중에너지 CT 단일에너지 모드에서의 결과 

 

이중에너지 CT(SOMATOM Definition EDGE, 단일에너지 모드) 120kVp 

촬영 조건에서 얻은 HU 값은 다음과 같다. CTWATER○R  부위에서는 B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평균값이 7.8±0.4 HU 로 나타났으며,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값이 45 HU 정도 높게 나타났다. HA 100 부위에서는 B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평균값이 145.8±0.6 HU로 나타났으며,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값이 70 HU 정도 높게 나타났다. HA 200 

부위에서는 B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HU 평균값이 293.4±7.7 HU로 

나타났으며, Hr40 커널을 사용했을 때 HU 값이 90 HU 정도 높게 

나타났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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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hydroxyapatite according to 

reconstruction kernel and hydroxyapatite density at 120 kVp (SOMATOM 

Definition EDGE, single-energy mode) 

kVp Reconstruction  

kernel 

Hydroxyapatite  

density 

Hounsfield  

units 

120 Body regular 40 CTWATER○R 7.8±0.4 

 HA 100 145.8±0.6 

 HA 200 293.4±7.7 

120 Head regular 40 CTWATER○R 54.0±0.3 

 HA 100  213.0±0.5 

 HA 200 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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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이중에너지 CT 트윈-빔 모드에서의 결과 

 

CTWATER○R  부위에는 에너지 수준에 따른 HU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Br40 커널 조건에서 보다 Hr40 커널 조건에서 HU 값이 다소 

증가되었다(Table 9). 

 

Table 9. The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0 mg of hydroxyapatite 

(CTWATER
○R

) according to energy level and reconstruction kernel at 40-70 

KeV (SOMATOM Definition EDGE, twin-beam mod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3.7±0.9 

Hr40 55.4±0.6 

45 keV  

 

Br40 4.8±0.7 

Hr40 54.0±1.0 

50 keV 

 

Br40 5.7±0.5 

Hr40 53.5±0.9 

55 keV 

 

Br40 6.1±0.5 

Hr40 53.7±0.7 

60 keV 

 

Br40 6.3±0.4 

Hr40 53.2±0.5 

65 keV 

 

Br40 6.7±0.4 

Hr40 52.8±0.6 

70 keV 

 

Br40 6.9±0.4 

Hr40 5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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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너지 CT 40-70keV의 에너지 수준에서 재구성한 가상 단색 영상에서, 

HA 100 부위는 40keV에서 B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333.5±1.3 HU를 

보였고,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437.7±2.0 HU를 나타냈다.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HU는 감소하였다(Table 10).   

 

Table 10. The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100 mg of hydroxyapatite (HA 

100) according to energy level and reconstruction kernel at 40-70 keV 

(SOMATOM Definition EDGE, twin-beam mod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333.5±1.3 

Hr40 431.7±2.0 

45 keV  
Br40 279.2±1.0 

Hr40 366.1±1.2 

50 keV 
Br40 234.6±0.6 

Hr40 314.7±0.9 

55 keV 
Br40 199.6±0.6 

Hr40 274.5±0.6 

60 keV 
Br40 172.9±0.5 

Hr40 243.8±0.6 

65 keV 
Br40 151.6±0.4 

Hr40 219.2±0.5 

70 keV 
Br40 135.0±0.4 

Hr40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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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너지 CT 40-70keV의 에너지 수준에서 재구성한 가상 단색 영상에서, 

HA 200 부위는 40 keV에서 B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671.0±0.8 HU를 

보였고, Hr40 커널을 사용한 경우 807.5±1.2 HU를 나타냈다.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HU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Table 11).   

 

Table 11. The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200 mg of hydroxyapatite (HA 

200) according to energy level and reconstruction kernel at 40-70 keV 

(SOMATOM Definition EDGE, twin-beam mode) 

 

Energy level Reconstruction kernel Hounsfield units 

40 keV 

 

Br40 671.0±0.8 

Hr40 807.5±1.2 

45 keV  

 

Br40 557.9±0.8 

Hr40 679.6±0.6 

50 keV 

 

Br40 469.2±0.4 

Hr40 578.8±0.5 

55 keV 

 

Br40 400.3±0.4 

Hr40 500.7±0.6 

60 keV 

 

Br40 347.1±0.5 

Hr40 439.5±0.4 

65 keV 

 

Br40 305.0±0.3 

Hr40 391.5±0.4 

70 keV 

 

Br40 271.7±0.3 

Hr40 3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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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너지 CT의 HU 값은 회귀식 HU = -8.131 x (에너지 수준)+ 

241.170 x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밀도) + 57.369 x (재구성 커널) + 

201.719으로 구할 수 있었다(R2=0.905, P<0.05)(Table 12).  

이 식을 이용하여 단일에너지 CT의 HU와 비교해볼 때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HA 100의 경우, 

Br40 커널을 사용하였을 때 66keV, Hr40 커널을 사용하였을 때 65keV로 

계산되었다. HA 200의 경우, Br40 커널 조건에서는 77keV, Hr40 커널 

조건에서 74keV로 계산되었다.     

 

Table 1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ergy 

level (keV), hydroxyapatite (HA) density and reconstruction kernel on 

Hounsfield units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

beam dual-energy CT 

 

 Hounsfield Unit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VIF 

 

F 

(P) 

(constant) 201.719 10.926  18.463 .000  

.905 
5091.665* 

(.000) 

keV -8.131 .174 -.360 -46.756 .000* 1.000 

HA density  241.170 2.109 .890 114.351 .000* 1.022 

Reconstruction 

kernel 
57.369 3.551 .126 16.156 .000* 1.02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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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0-70keV 에너지 구간에서 재구성한 가상 단색 영상에서, 에너지 

수준에 따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 값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이차 

곡선의 회기식을 추정하였다(Fig. 6). 

 

 

 

Fig. 6. Hounsfield unit(HU) values for 0 mg of hydroxyapatite 

(CTWATER ○R ), 100 mg hydroxyapatite (HA 100), and 200 mg 

hydroxyapatite (HA 200) versus 40-70 keV energy level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HU 

decreases markedly with increasing energy levels. The variation of HU 

values according to the energy level can be found by estimating quadratic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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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회귀식은  

 

HU (HA 100 Br40) = 0.160X2 - 24.217X + 1046.627(R2=0.999, p<0.05, 

95% 신뢰구간에서 HU의 표준오차 2.056) (Appendix A). 

HU (HA 100 Hr40) = 0.183X2 - 27.748X + 1245.751(R2=0.999, p<0.05, 

95% 신뢰구간에서 HU의 표준오차 2.421) (Appendix B). 

HU (HA 200 Br40) = 0.315X2 – 47.702X + 2070.008(R2=0.999, p<0.05, 

95% 신뢰구간에서 HU의 표준오차 3.815) (Appendix C). 

HU (HA 200 Hr40) = 0.356X2 – 54.024X+ 2393.654(R2=0.999, p<0.05, 

95% 신뢰구간에서 HU의 표준오차 4.281) (Appendix D)로 구할 수 

있었다(X = 에너지 수준). 

 

이러한 오차율을 적용한 식을 이용하여 120kVp 단일에너지 CT 영상의 

HU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HA 100의 경우, Br40을 사용하였을 때 65.8keV, 

Hr40을 사용하였을 때 65.9keV로 계산되었다. HA 200의 경우, Br40 

조건에서는 66.1keV, Hr40조건에서 65.8keV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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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일에너지 CT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비교 결과 

 

 단일에너지 CT(Optima CT520) 120kVp 조건에서 얻은 HU 값은 다음과 

같다. CTWATER○R부위에서는 평균값이 6.5±2.5 HU로 나타났으며, HA 100 

부위에서는 평균값이 156.6±9.0 HU로 나타났다. HA 200 부위에서는 

평균값이 304.9±7.4 HU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The mean Hounsfield unit values for hydroxyapatite(HA) 

according to reconstruction kernel and hydroxyapatite density at 120 kVp 

(Optima CT520, single-energy CT)  

 

kVp Reconstruction 

kernel 

HA density Hounsfield units 

120 Standard  HA 0 

(CTWATER○R) 

6.5±2.5 

 HA 100 156.6±9.0 

 HA 200 3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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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WATER ○R  부위에서 SOMATOM Definition EDGE에서의 HU 평균이 

7.7 HU, Optima CT520에서의 HU 평균이 6.4 HU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14). HA 100 부위에서 SOMATOM Definition 

EDGE에서의 HU 평균이 145.8 HU, Optima CT520에서의 HU 평균이 

156.0 HU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15). HA 200 부위에서 

SOMATOM Definition EDGE에서의 HU 평균이 293.5 HU, Optima 

CT520에서의 HU 평균이 304.7 HU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5)(Table 

16). 

 

Table 14. Comparison of Hounsfield unit values for 0 mg of hydroxyapattie 

(CTWATER○R)   

 

 Machine Mean SD T P 

SOMATOM 

Definition EDGE 

7.7 0.4  

2.932 

 

005* 

Optima 

CT520 

6.4 2.6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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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omparison of Hounsfield unit values for 100 mg of 

hydroxyapattie (HA 100)  

 

 Machine Mean SD T P 

SOMATOM 

Definition EDGE 

145.8 0.65  

-6.105 

 

.000* 

Optima 

CT520 

156.00 9.45 

*P < 0.05 

 

 

 

 

Table 16. Comparison of Hounsfield unit values for 200 mg of 

hydroxyapattie (HA 200) 

 

 Machine Mean SD T P 

SOMATOM 

Definition EDGE 

293.5 8.0  

-5.896 

 

.000* 

Optima 

CT520 

304.7 7.4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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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Hounsfield units은 물질의 농도에 따른 고유한 값을 보여주는 단위로 

인지되고 있어 종종 진단을 위한 밀도 비교를 할 때 사용된다. 

 Okayama 등은 심장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HU에 대한 에너지 수준의 

영향력이 물질이나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58 또한 

McCollough 등은 iodine의 농도가 0.1g/cm3인 경우와 1.0g/cm3인 경우, 

선형 감쇠계수와 에너지 수준에 대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도가 각기 다른 물질들이 에너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형 감쇠계수가 

감소하였다. 선형 감쇠 계수는 1.0g/cm3의 iodine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5 본 

연구에서도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선형 

감쇠계수가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화학식은 

Ca10(PO4)6(OH)2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iodine의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듯 에너지 수준에 따라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상치의학자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을 관찰할 때 이러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Fornaro 등은 골, iodine, 물의 에너지 수준에 

따른 선형 감쇠곡선을 제시하였다.59 본 연구에서는 물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관찰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의 변화 양상은 Fornaro 등의 연구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골과 유사한 형태의 선형 감쇠계수의 

그래프를 HA 200에서 얻을 수 있었다. HA 100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0.0045에서 -0.0007로 감소하였다. HA 200의 

경우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0.0067에서 -0.000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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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다만 이 기울기는 에너지 수준에 따라 변화하므로, 같은 에너지 

수준 구간에서 기울기를 구한다면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van Hamersvelt 등은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90-200keV 구간의 에너지 수준에 따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 변화를 보여주었다.43 이번 연구에 사용된 에너지 

수준은 구강악안면영역에 주로 활용되는 40–140keV 구간으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는 저에너지 영역에서도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사용된 SOMATOM사의 

트윈-빔 이중에너지 CT는 model-based iterative 재구성 방법을 사용하는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와는 달리 filtered back projection과 

advanced modeled iterative 재구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 단색 

영상을 얻기 위해 잡음 최적화 가상 단색 영상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van Hamersvelt 등이 제시한 이중층 스펙트럴 검출기 이중에너지 

CT 촬영 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 방식은 다른 

재구성 방식과 알고리즘을 적용한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oz 등은 골밀도 측정 검사가 피질골과 해면골의 밀도를 면적 단위로 

동시에 나타내므로 피질골과 해면골의 특성을 분리해 보여주진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은 촬영 시 보정 팬텀을 필요로 

하며, 추가적인 검사에 따른 환자 선량이 증가하므로 한계점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46 최근 콘빔 CT를 활용한 연구에서 상악 전치부, 상악결절, 하악 

하연, 척추골의 회색 값이 골다공증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60, 61 또한 

Gönen 등은 콘빔 CT 관찰 시 피질 골 내부의 회색 값 변화를 통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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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악골 골 괴사의 영상학적 특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62 그러나 Pauwels 

등은 콘빔 CT의 회색 값은 FOV 크기 제한, 산란 방사선, 재구성 알고리즘 

차이에 따른 장비 간 일관성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므로 골밀도 평가에 

사용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3 이에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지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을 통한 골밀도 검사법은 구강악안면영역의 

골밀도 평가 및 골다공증 스크리닝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Achenbach 등은 이중소스 이중에너지 CT에서 재구성 커널 값의 예리함에 

따라 중간 부드러운 커널(B26f)과 예리한 커널(B46f)에서 atherosclerotic 

plaque의 HU 값이 113 HU, 97 HU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49 본 

연구에서 사용한 Br40 커널은 부드러운 커널로 주로 영상 잡음을 줄이고 

대조도를 높이기 위해 brain과 body를 관찰할 때 적용된다. Hr40 커널은 

예리한 커널로 주로 공간 해상도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며 뼈구조물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재구성 커널의 종류(Br40-

Hr40)에 따라서 70 HU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의 상관 계수는 

0.158로 다른 조건들에 비해 미미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골밀도 등을 계산하기 위해 영상을 재구성할 때에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커널 값으로 비교하는 것이 추천된다.     

Lu 등.의 논문에서는 CTDIvol이 10mGy이거나 더 낮은 경우 이중 단색 

영상의 HU 값의 정확도가 떨어짐을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튜브 회전 

시간이 0.5, 1.0초 조건일 때 CTDIvol은 각각 17.40mGy, 17.46mGy이였다. 

HU 값의 튜브 회전 시간에 대한 상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중에너지 CT에서 HU 값의 비교에 0.5초, 1.0초의 차이는 

중요한 변화 인자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강악안면에서 주로 관찰되는 



 

- 44 - 

 

지방이나 근육 등과 같은 낮은 HU를 보이는 구조물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작은 변화량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Beeres 등은 0.28, 0.33초 튜브 회전 시간에서 줄무늬 음영이 증가하고 튜브 

회전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음영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50 본 실험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팬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움직임 감소 효과에 따른 HU 변화는 확인 할 수는 없었다. 또한 Beeres 

등이 제시했던 낮은 튜브 회전 시간 조건에서의 결과는 얻지 못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Jeong 등은 이중에너지 CT에서 재구성된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 에너지 수준, 

재구성 커널값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64 상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두번째 실험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구할 수 

있었다. 다만,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 에너지 수준, 재구성 커널값 

모두를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의 회기식은 에너지 수준만을 변수로 한 

회기식에 비해 설명력이 떨어졌는데, 이는 주어진 데이터가 가지는 오차에 

의한 결과라 생각된다. 에너지 수준을 변수로 한 회기식을 이용하여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66keV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일에너지 CT와 HU 비교를 위한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재구성 프로토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CT 정도관리점검표에서는 AAPM 

phantom을 120 kVp 조건으로 촬영 시 아크릴, 나일론,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부위에서 CT number의 오차 기준을 ± 10 HU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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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5 한편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에서는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phantom을 120kVp 조건에서 촬영 시 골의 HU 값을 평가하기 

위한 물질인 테플론 부위에서 ±60 HU의 오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6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골밀도측정팬텀에서 관찰 된 기종 간 차이는 CT의 

정도관리 기준에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중에너지 

CT에 대한 정도관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추가적인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하다. Cropp 등은 American College of Raiology CT 팬텀을 

이용하여, GE사와 Simense사의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의 차이를 

보고하였다.28 물의 HU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Siemens사의 경우 -0.5 HU, 

GE사의 경우 5.1 HU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iemens사의 경우 

7.7 HU, GE사의 경우 6.4 HU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평균의 크기로만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크고 표준편차가 작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t 값이 높게 나온 것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Cropp 등의 연구에서 

팬텀의 골 부위를 비교한 결과에서 Siemens사의 경우 873 HU, GE사의 경우 

988 HU로 GE에서 HU가 더 높게 나왔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HA 

100, HA 200 부위에서 모두 GE사의 결과 값이 11 HU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값은 기종에 따른 빔 여과와 영상 재구성 방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치의학자는 골변화를 관찰할 때 이러한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골밀도 측정 방식과 골밀도 검사 

및 정량적 컴퓨터 단층 촬영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에 사용된 팬텀의 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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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 mg/cm3으로 구강의 해면골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이다.43 인체의 피질골에서의 관찰되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밀도는 200-

500 mg/cm3로 보고되고 있다.67 구강악안면영역은 부위별로 해면골과 피질골의 

밀도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200-500 mg/cm3 밀도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팬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는 에너지 수준과 중등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트윈-빔 이중에너지 

CT로는 골밀도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단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에너지 CT 120kVp 촬영 조건과 유사한 HU 값을 나타내는 

트윈-빔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에너지 수준은 66keV로 

계산되었다. 이는 단일에너지 CT와 HU 비교를 위한 이중에너지 CT의 가상 

단색 영상의 재구성 프로토콜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단일에너지 CT 

기종 간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의 HU 값이 차이가 있어 영상치의학자는 

골변화를 관찰할 때 기종 간 차이에 따른 HU 값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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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A.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ergy level (keV) 

on Hounsfield unit values for 100 mg of hydroxyapatite (HA 100)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body regular 

40 kernel)  

Hounsfield units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R2 F/(P ) Standard 

error of HU 

at 95% 

confidence 

interval  

 (keV) -24.217 .172 -3.598 -140.478 .000* .999 123607.954* 

(.000) 

2.056 

(keV)**2 .160 .002 2.628 102.610 .000* 

(constant) 1046.627 4.632  225.952 .000* 

*P<0.05   R2=0.999 

 

Appendix B.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ergy level (keV) 

on Hounsfield unit values for 100 mg of hydroxyapatite (HA 100)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head regular 

40 kernel)  

Hounsfield units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R2 F/(P ) Standard 

error of 

HU 

at 95% 

confidence 

interval 

 (keV) -27.748 .203 -3.585 -136.705 .000* .999 117886.845* 

(.000) 

2.421 

(keV)**2 .183 .002 2.615 99.715 .000* 

(constant) 1245.751 5.454  228.412 .000* 

*P <0.05   R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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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ergy level (keV) 

on Hounsfield unit values for 200 mg of hydroxyapatite (HA 200)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body regular 

40 kernel)  

Hounsfield units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R2 F/(P ) Standard 

error of 

HU 

at 95% 

confidence 

interval 

 (keV) -47.702 .320 -3.583 -149.162 .000* .999 140560.193* 

(.000) 

3.815 

(keV)**2 .315 .002 2.613 108.768 .000*  

(constant) 2070.008 8.593  240.898 .000*  

* P <0.05   R2=0.999 

 

Appendix D.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ergy level (keV) 

on Hounsfield unit values for 200 mg of hydroxyapatite (HA 200)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head regular 

40 kernel)  

Hounsfield units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P R2 F/(P ) Standard 

error of 

HU 

at 95% 

confidence 

interval 

 (keV) -54.024 .359 -3.564 -150.525 .000* .999 144671.185* 

(.000) 

4.281 

(keV)**2 .356 .003 2.593 109.529 .000*  

(constant) 2393.654 9.644  248.212 .000*  

*P<0.05   R2=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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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Hounsfield units of 

hydroxyapatite in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obtained with twin-beam dual-energy CT:  

Comparison to Hounsfield units of images 

obtained with single-energy CT 

 

Jeong, Dae Kyo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oi, Soon Chul, DDS, MSD, PhD) 

 

1. Objectives  

 

Dual-energy CT shows improved diagnostic ability due to increased 

contrast-to-noise ratio, decreased beam hardening effect an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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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 and increased separation of materials compared to conventional 

CT. Recently, this tool has become widespread in the field of radiolog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Hounsfield units (HU) of 

hydroxyapatite (HA) in the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VMIs) obtained 

with recently introduced twin-beam dual-energy CT. We also aimed to 

determine the energy level of the VMIs obtained with twin-beam dual-

energy CT with HU values similar to those of the single-energy CT 

120kVp scanning protocol and compare HU values according to CT device. 

 

2. Methods 

 

A bone density calibration phantom with 3 HA inserts of different densities 

(CTWATER○R; 0, 100, and 200 mg of HA/cm3) was scanned using twin-beam 

dual-energy CT (SOMATOM Definition EDGE, Siemens Healthineers, Erlangen, 

Germany) at 120 kVp with the tube rotation times of 0.5 and 1.0 seconds. 

The VMIs were reconstructed by changing the energy level (with options 

of 40 keV, 70 keV, and 140 keV).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reconstruction kernel,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were reconstructed 

after changing the kernel from body regular 40 (Br40) to head regular 40 

(Hr40) in the reconstruction phase. The mean HU value was measured by 

placing a circular region of interest (ROI) in the middle of each insert 

obtained from the VMIs. The HU value of each insert was measure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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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for each scan protocol.  

The VMIs were reconstructed under a scanning protocol of 7 energy levels 

(40keV, 45keV, 50keV, 55keV, 60keV, 65keV, 70keV) and two reconstruction 

kernels (body regular 40, head regular 40) using the same dual-energy 

CT and phantom, for which images also were obtained with two 

reconstruction kernels at 120 kVp using single-energy CT. The average 

value was obtained by measuring HU values 33 times from the obtained 

images, and the energy levels of VMIs with HU values similar to those of 

single-energy 120kVp images were investigated.  

Finally, the same phantom was scanned at 120 kVp using two single-

energy CT instruments (SOMATOM Definition Edge single-energy mode, 

Optima CT520 [General Electric Healthcare, Solingen, Germany]), and the 

HU valu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3. Results 

 

Virtually no difference in HU value was observed according to energy level 

used with the CTWATER○R  insert. For HA 100 and 200 inserts, HU 

decreased significantly at increased energy levels (correlation 

coefficient=−0.538, P<0.05). The decrease in HU was relatively small in 

the 70keV to 140keV range. HU value increased by 70 HU when using Hr 

40 rather than Br 40 (correlation coefficient=0.158, P<0.05). Th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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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tim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HU (P>0.05). The energy level 

of the VMIs with HU values similar to those of 120 kVp single-energy CT 

was 66 keV. When compared with SOMATOM Definition Edge (body 

regular 40 kernel) and Optima CT520 (standard kernel), the CTWATER○R  

showed 7.7 HU at SOMATOM Definition Edge and 6.4 HU at Optima CT520 

(P <0.05), HA 100 showed 145.8 HU, 156.0 HU (P <0.05), and HA 200 

showed 293.5 HU, 304.7 HU, respectively (P <0.05). 

 

4. Conclusion 

 

The HU values of HA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nergy level in 

VMIs obtained with dual-energy CT. Based on this finding, twin-beam 

dual-energy CT can accurately express bone density in HA units. The 

energy level of the VMIs with HU values similar to those of the 120 kVp 

single-energy CT was 66 keV. This will help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protocol for VMIs of dual-energy CT for comparison of HU with those of 

single-energy CT. There is a difference in HU value of HA according to 

CT device. Therefore, the radiologist should consider the difference in HU 

values according to differences between devices when observing bone 

changes. 

Key words: Dual-energy CT, Twin-beam, Hounsfield units, Virtual 

monochromatic images, Hydroxyapatite, Energy level, Single-energy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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