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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확산강조영상의 ADC value는 종양의 악성도가 높을수

록 낮은 값을 나타내어 종양의 위치 결정과 감별진단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골격 

확산강조영상 검사 시 최적의 NEX에 대한 연구가 없어 

임상에서는 검사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NEX 6을 

주어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NEX의 변화에 따른 ADC value를 비교분석하여 근골

격 확산조영검사 시 최적의 NEX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연구방법은, 근골격 확산조영검사 시 최적의 NEX를 

제시하기위해 10명을 대상으로 슬관절의 확산강조영상을 

획득하여 NEX의 변화에 따른 ADC value를 비교분석하

였다. 영상획득은 3.0T 초전도 자기공명영상 장치

(Ingenia CX, 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s)와 dS 

T/R 16채널 Knee 코일을 사용하여 single-shot EPI 기법

을 기반으로 한 확산강조영상을 획득 하였으며, 회득한 

영상은 뼈와 근육으로 나누어 ADC 영상을 생성한 후 

ADC value를 측정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판단하였다. 

Ⅲ.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이 6명, 여성

이 9명 이었고 평균연령은 56.42±13.19세(38세-75세) 였

다. 최적의 NEX를 제시하기위해 NEX의 변화에 따른 

ADC value를 측정한 결과 뼈의 경우 1NEX 

0.212±0.020, 2NEX 0.151±0.015, 3NEX 0.125±0.017, 

4NEX 0.110±0.010, 5NEX 0.102±0.014로 나타났고, 근

육의 경우 1NEX 1.494±0.070, 2NEX 1.387±0.052, 

3NEX 1.371±0.045, 4NEX 1,359±0.055, 5NEX 

1.369±0.042로 나타났다. 일원배치분산분석결과 뼈의 경

우 F 77.347, 유의수준  0.000, 근육의 경우 F 10.640, 유

의수준 0.000으로 나타나 NEX의 변화로 인한 ADC 

value가 적어도 다른 하나의 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다른 하나의 값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뼈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4개로 

나타났는데 집단 1의 경우 5NEX와 4NEX, 집단2의 경우 

3NEX, 집단3의 경우 2NEX, 집단 4는 1NEX로 나타나 

4NEX 부터는 ADC value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근육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2개로 나타났는데 집단 1의 

경우 5NEX, 4NEX, 3NEX, 2NEX, 집단 2는 1NEX로 나

타나 2NEX 부터는 ADC value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근골격 검사 시 환자가 통증을 동반하거나 폐소 공포 

또는 소음에 민감한 경우 검사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움

직임 등 영상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NEX는 값

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시간도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근골

격 확산강조영상의 경우 임상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NEX를 6이상 주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이와같은 문제

점을 인지하여 근골격 확산강조영상 검사 시 최적의 

NEX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뼈의 경우 4NEX, 

근육의 경우 2NEX 부터는 ADC value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통증을 동반하거나 여러 원인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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