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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basic concept of wavelet 

encoding and its advantages over Fourier 

based phase encoding application. Wavelet 

encoding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 

to Fourier based phase encoding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wavelet encoding, the RF 

pulse is designed to generate wavelet-shaped 

excitation profile of spins. From the resulting echo 

signals, the wavelet transform coefficients of spin 

distribution are acquired and an original spin density 

is reconstructed from wavelet expansion. Wavelet 

encoding has several advantages over phase 

encoding. By minimizing redundancy of the data 

acquisition in a dynamic series of images, we can 

avoid some encoding steps without serious loss of 

quality in reconstructed image. This strategy may 

be regarded as data compression during imaging. 

Al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wavelet 

encoding, it is a promising scheme in a dynamic 

imaging.

I. 서론 

  웨이블릿 부호화(wavelet encoding)는 자기공명 상

(MR Imaging)에 있어서 푸리에 기반 상부호화에 

한 안으로서 Healy와 Weaver에 의해 제안되어왔다

[1-3]. 웨이블릿 부호화 MRI의 첫 번째 구 은 

Panchy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기반 상부호화에 한 웨이

블릿 부호화의 기본 인 개념을 제시하고, 임상실습에 

있어서 웨이블릿 부호화의 용에 한 재의 연구들

에 해 언 한다. 한 동 인 상에 있어서 데이터 

취득의 축소화 방법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의 개요와 웨이블릿 부호

화 방법  웨이블릿 부호화의 장 과  웨이블릿 변환

의 용면에 해 기술한다.

II. 웨이블릿 변환

  제곱의 분가능한 함수공간 에 있어서 임의 

신호함수   의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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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에서, 기 함수는 배울조정함수 와 변이 에 

의한 웨이블릿 함수  로부터 유도된다.

  웨이블릿 함수  의 푸리에 변환 가 그 

허용조건을 만족한다면,

    



                              (2)

  이때 임의 신호함수   는   로부터 재구성

될 수 있다[5]. 웨이블릿 함수들은 푸리에 변환내 사인

기 함수들과는 달리, 한정된 에 지를 가짐으로써 선

택되며, 국부 으로 집 되어 있다.

  N개의 샘 들에 의해 특이하게 결정된 제곱 분가

능한 함수공간 내 임의 신호함수   는 일련

의 N개 직교 웨이블릿 기 함수에 의해 개될 수 있

으며, 이들 기 함수들의 요한 부류(clas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6].

    
       ⋯ 

                              ≦ 

             ⋯           (3)

     
        ⋯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웨이블릿 함수

와 배율조정함수라 함. 이 공식에서 배울조정함수 혹

은 확장 라메타 는 함수의 크기를 결정하며, 변이 

혹은 이동 라메타 는 함수의 치를 결정함.  

의 체 수효가  개임을 주목한다.

  Mallat는 제곱 분가능한 공간 의 직교기

set을 구성하기 한 웨이블릿 함수와 배율조정함수에 

한 조건을 제시하 고, Lemarie-Battle형으로 언 된 

함수를 사용하여 직교기  set을 구 하 다[7-9].

           공간 역        주 수 역

             그림 1(a) 웨이블릿 함수

          공간 역        주 수 역

             그림 1(b) 배율조정 함수

      그림 1 Lemarie-Battle형의 기 함수

            그림 2(a) 배율조정

              그림 2(b) 변이

    그림 2 웨이블릿함수의 배율조정과 변이

  Mallat의 구 방법에 따라, 그림 1에 이들의 푸리에

변환과 함께 나타낸 웨이블릿함수와 배율조정 함수를 

생성하 다. 이 그림에서 웨이블릿 변환은 고역통과필

터이고 배율조정 함수는 역통과필터임을 알 수 있

다. 그림 2는 웨이블릿 함수의 배율조정과 변이를 나

타낸 것으로 각 배율 조정된 웨이블릿의 변이가 그들

의 크기에 비례한 단계들로 형성됨을 주목한다.

  임의 신호함수   의 재구성은 다음 식과 같이 수

행된다.

    




  

                         


      (4)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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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러한 개의 요한 은 다 해상도 표 으로

서의 해석에 한 것이다[8].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는 해상도 벨을 결정하고 소  상세계수라는 연속

인   들은 각 벨에서 정보를 포함한다. 한편, 

근사계수라는  은 벨 에서의 차이정보를 포

함한다. 여기에서   은 원함수를 의미하며 보다큰 

지수 는 더욱더 거칠은 해상도에 해당한다.

  그림 3은 세 벨에 한 다 해상도 표 의 주 수 

범 를 나타낸다.

   그림 3 세 벨에 한 다 해상도 표 의

          주 수 범

III. 웨이블릿 부호화

  Healy와 Weaver는 상부호화된 자기공명 상에 

한 안으로서 웨이블릿 부호화를 제안하 다[1-3]. 그

들은 자장경사에 따른 스핀들의 웨이블릿 형상화 여기

단면도를 생성하기 한 RF 펄스를 사용한다. 웨이블릿 

부호화의 펄스 형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이 개요

도에서 한 개의 축은 2차원 푸리에 상에 있어서의 

주 수 부호화이다. 반면에 다른 축은 웨이블릿 부호

화이다. 즉, 각 RF 펄스는 특별한 배율조정과 x 방향

에 따른 치에서 웨이블릿 형상의 단면도를 여기시킨

다. 배율조정은 그 경사를 웨이블릿 부호화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워질 수 있고, 변이는 RF 펄스의 

심주 수를 이동시킴으로써 이루워질 수 있다. RF 

펄스 형상은 웨이블릿 함수의 푸리에 변환으로서 설계

되어진다. 왜냐하면, 여기 단면도는 RF 펄스의 푸리에 

변환이다.

  웨이블릿 부호화에 있어서 에코우 신호는 다음 식으

로 주어진다.

              (6)

  여기에서,   는 원 스핀 도,   는 여기 

단면도(excitation profile)이고, 는 주 수 부호화축

의 경사이다.

        그림 4 웨이블릿 부호화 MR 상에서의

               펄스 형

  그 결과로 발생된 신호는 에코시에 시간의 함수이

고, 각각의 여기상태는 한 번의 배율조정과 변이 라

메타  로 그 계수를 제공한다. 스핀들의 원 분포

는 에 한 푸리에변환과 식 (4)를 이용한 개를 행

함으로써 에코우 신호로부터 복원될 수 있다. 로, 

Sheep-Logan phantom의 세가지 벨에 한 

 를 계산하 고, 이것들을 그림 5에 나타냈

다[10-12]. 여기에서 Mallat에 의해 지 된 바와 같이 

각각의 상세계수가 라 라시안 피라미드의 데이터 구

조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다[13].

   그림 5(a) Sheep-Logan   그림 5(b) 웨이블릿 계수

             팬텀 상

   그림 5 x 방향에 한 세 벨에서의 다 해상도

          분해의 

Ⅳ. 고찰  검토

  힐리(Healy)와 버(Weaver)는 아래와 같이 푸리에

기반 상부호화에 한 몇가지 웨이블릿 부호화의 장

을 제안했다[1-3].



2005년도 대한전자공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제28권 제2호

346

  첫째, 웨이블릿 부호화 상에 있어서 깁스의 고리

형 아티팩트(Gibb's ringing artifact)는 국부 이고 푸

리에 부호화 상에 비해 훨씬 덜 심하다. 

  둘째, 웨이블릿들은 푸리에 변환에 있어서 싸인기

함수들과는 달리 완 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동으로 인한 일그러짐은 국부 으로 재구성된 상

에 향을 미친다.

  셋째, 웨이블릿 부호화에 있어서 국부 인 여기 때

문에 연속 인 RF 펄스들은 푸리에 부호화에서보다 

훨씬더 짧고 유효한 반복시간( )을 달성하기 해 

계획될 수 있다.

 이러한 외에 완 하게 입증된 웨이블릿 표 의 

다 해상도 특성 때문에 웨이블릿 부호화는 재구성된 

화상의 해상도를 공간 으로 선택하는 성질을 갖고 있

다. 단지 하나의 작은 시각 역이 칩습 인 장비와 같

은 상물체에 의해 변화되고 있을 때, 웨이블릿 부호

화는 조정 차상에서 특수한 값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분해능을 가진 체 시야를 재구성하

기 한 모든 데이터를 취득하는 일은 불필요하다.

  취득 데이터의 복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구성된 

상내 화질의 한 손실없이 몇가지 부호화 단계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러한 략은 상화시 데이터의 압

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시도에 한 

연구들이 행해져왔다. Panchy 등은 동 인 응 상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수학

으로 모델화된 임의의 체동 물체에 한 상화에서 

그 유용성을 보여주었다[14]. 다른 연구그룹은 조정 

MR 상을 한 동 인 이동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과 팬텀 상 실험에 의한 임상 인 

유용성에 한 그 이동 알고리즘의 가능성을 입증해왔

다[15].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임상실습에 한 웨이블릿 부호

화의 몇가지 응용면에 심을 기울여왔다. 동  비 

개선 MR 상에 있어서 일시 인 해상도 가속화에 

한 하나의 새로운 근방법이 개발되어 왔기에 연구물

로 제시하기 해 궁리 에 있다.

  그러나, 웨이블릿 부호화에 한 몇가지 제한 이 

존재한다. 버(Weaver) 등은 웨이블릿 부호화 상에 

있어서 신호  잡음비가 푸리에 부호화에 비해 더 작

아서, RF 펄스의 구 에 한 주의깊은 배려가 요구된

다고 지 해 왔다. 웨이블릿 부호화의 펄스 형과 RF 

펄스 형상은 임상 응용에서의 방식으로 채택된  푸리

에 부호화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제공된 자가공명 상 시스템만이 웨이블릿 부호화 

상을 취득할 수 있고 임상 인 응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푸리에 기반 상부호화에 한 웨이

블릿 부호화의 개요와 웨이블릿 부호화 방법  웨이

블릿 부호화의 장 과  웨이블릿 변환의 용면에 

해 기술 다. 웨이블릿 부호화는 MR 상에 있어서 

푸리에 기반 상부호화에 한 안으로서 제안되어

왔다. 웨이블릿 부호화에서 RF 펄스는 스핀들의 웨이

블릿형상 여기 단면도(excitation profile)를 만들기 

해 고안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에코신호(echo 

signals)로부터 스핀분포의 웨이블릿변환 계수들이 얻

어졌고, 원 스핀 도는 웨이블릿 개(expansion)로부

터 재구성되었다. 웨이블릿 부호화는 상부호화에 비

해 몇가지 장 을 가지고 있어 완 하게 입증된 웨이

블릿 표 의 다 해상도 특성 때문에 재구성된 화상의 

분해능을 공간 으로 선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일련의 동 인 상내에서 데이터 취득의 복을 최소

화함으로써 재구성된 상내에 화질의 한 손실없

이 몇가지 부호화 단계를 피할 수가 있다. 이러한 

략은 상화 단계에서 데이터의 압축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웨이블릿 부호화는 신호  잡음비가 푸리에 부

호화에 비해 작다는 몇가지 제한 이 존재하지만 동

인 상에 한 궁리를 통해 데이터 취득의 축소화 방

법에 한 략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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