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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복부비만, 고 압, 당뇨, 고지 증과 같은 사성 증후군에 속하는 질환이 격히 증가하여 지방간 
환자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 자기공명 상을 통한 검진이 요구되는데 심 역과 심 역

이 아닌 역의 intensity 값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인 물, 지방 분리 방법
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법은 필드의 불균일성이 큰 고자장으로 갈수록 부정확
한 결과가 도출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분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자장에서도 용이 가능

한 필드 맵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기존 IDEAL 시 스로 얻어진 에코 상을 통해 필드 맵을 
생성하고, 클러스터링 작업, 그리고 역성장법 스키마 기반의 least square fit을 통한 필드 맵의 보정, 마지
막으로 필드 맵의 homogeneity를 한 경계선의 보정을 수행하여 최종 으로 물과 지방을 분리한다. 실험 

결과 IDEAL방법이 평균 61.5%, Yu의 방법이 평균 62.6%, 제안 방법이 평균 86.4%의 지방 검출율로 제안 
방법이 월등함을 확인하 다. 한 물 검출율 역시 제안 방법이 평균 98.4%의 물 검출율로 Fat saturation
의 평균 88.6%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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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fatty liver patients is sharply grow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metabolic syndrome, which can lead to diseases such as abdominal obesity, hypertension, 
diabetes, and hyperlipidemia. Early diagnosis requires examinations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wherein quantitative analyses are implemented through a professional water-fat 
separation method in many cases, as the intensity values of the areas of interest and non-interest 
are considerably similar or the same. However, such separation method generates inaccurate 
results in high magnetic fields, where the inhomogeneity of the fields increases. To overcome the 
limits of such conventional fat quantification methods, this paper proposes a field map estimation 
method that is effective in high magnetic fields. This method generates field maps through echo 
images that are obtained using the existing IDEAL sequences, and considers the wrapping 
degree of the field maps. Then clustering is performed to separate calibration areas, the least 
square fits based on the region growing method schema of the separated calibration areas, and 
the histograms are adjusted to separate the water from the fats. In experiment results, our 
proposed method had a superior fat detection rate of an average of 86.4%, compared to the ideal 
method with an average of 61.5% and Yu’s method with an average of 62.6%.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had a more accurate water detection rate of 98.4% on the 
average than the 88.6% average of the fat satu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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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칼로리 섭취는 증가하는데 

비해 규칙 인 운동이나 육체노동의 기회가 어들고 

스트 스로 인한 알코올 섭취증가로 지방간 환자가 

격히 늘고 있다.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수가 격히 증

가한 이유는 복부비만, 고 압, 당뇨, 고지 증과 같은 

사성 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 속하는 질환이 

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 조기 진단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치료 후 경과가 

히 양호하고 고 험군의 검색이 가능하여 조기 진단의 

요성이 높이 언 되고 있다. 이를 해 자기공명 상

(MRI)을 통한 검진이 요구되는데 심 역과 심 

역이 아닌 역의 intensity 값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동

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 인 물, 지방 분리 방법

을 통해서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공명 상에서 물과 지방 성분이 분리된 상을 

얻기 해 사용되는 물, 지방 분리법 (water fat 

separation)은 지방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 에서 

물 조직을 더욱 잘 찰 할 수 있도록 하거나 chemical 

shift artifact에 의한 향을 이기 한 목 으로 사

용되고 있고[1], 최근에는 지방 상 자체를 의학 으로 

이용하는 목 으로도 사용되고 있다[2-5][21]. 그러나 

이러한 물, 지방 분리 방법은 고자장으로 갈수록 정확

도의 신뢰도가 격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이에 한 정확도를 높이기 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고 있다. 기존의 물, 지방 분해 방법은 스핀의 상 

차이를 통해 지방을 정량화 하는 방법, chemical shift 

기반인 Fat saturation 방법, T1 이완시간의 차이를 이

용하는 STIR 기반 방법 등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이

에서 상 차이를 이용한 지방 정량화 방법이 사용 환

경  용 방법 등의 범용성으로 가장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상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가장 표 인 

방법은 Dixon 방법과 이를 개선한 IDEAL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 Dixon 기법은 물 스핀과 지방 스핀간의 세

차 주 수 차이에 의한 상을 이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상을 얻어 합산과 감산을 통해 지방을 소

거 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가장 일반 인 상 차이를 이

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ixon 방법은 간단히 지

방을 정량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자장의 불균

일성 향에 민감하여 별도의 후처리 작업이 필요한 단

이 존재한다. 이에 한 개선으로 한 장의 상을 더 

추가하여 필드 맵을 계산 한 후 해당 정보를 물, 지방 

분리에 이용하는 IDEAL 방법은 존하는 지방 정량화 

방법  가장 강건한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해당 

방법 역시 고자장의 불균일성에 민감하여 고자장에서 

용하기 해선 필드 맵 상의 unwrapping이 수행되

어야 하는 문제 이 있다[22]. 이로 인해 IDEAL 방법 

역시 phase unwrap과 같은 wrapping을 해결하는 방법

들이 후처리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chemical shift 기반의 방법은 상에서 지방 

신호만 효과 으로 소거할 수 있으나 자장의 불균일성

에 크게 향을 받는다[6]. 이와 반 로 자장강도에 

계가 없는 방법인 T1의 이완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방

법은 자장 불균일성에 향을 게 받는 장 이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직의 T1값이 같으면 물과 지방

이 같이 억제되는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지방 정량화 방법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고자장에서도 효율 으로 용이 가능

한 필드 맵 측정 기술을 제안하며 해당 방법은 기존 

IDEAL 시 스로 얻어진 3장의 서로 다른 에코 상을 

통해 처리되어 진다. 제안 방법은 기존 필드 맵 보정 방

법과는 다르게 필드 맵의 내부 구조를 유지하기 해 

인 한 픽셀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역성장법의 특성

을 활용하 으며, 이를 역별로 여러번 수행하여 다  

역성장법 스키마라는 표 을 사용하 다. 이는 고자

장에서도 효율 으로 용시키기 한 방법으로 필드 

맵의 내부 구조 유지를 한 부분은 기존 방법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

로 기존의 지방 정량화 방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필

드 맵의 생성과 상처리 방법을 통한 보정 등 제안하

는 알고리즘을 기술하고, 4장은 성능 평가를 한 실험,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지으며, 이

를 발 시킬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하여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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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 연구

2.1 Dixon
Dixon 기법은 물 분자와 지방간의 세차주 수 차이

에 의한 상을 이용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을 얻

어 합산과 감산을 하여 지방을 억제 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Dixon 방법과 선택  지방소거방법은 물과 지

방 회 들 사이의 화학변 인공물 활용을 공유하고 있

으며 결과 으로 두 방법의 성능은 주자장의 불균일성

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게 민감한 Dixon방법을 해서 

국소 주자장의 추정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국소 주자

장의 불균일성을 격하게 일 수 있다[7].

Two point Dixon방법에서 물과 지방의 자성 벡터가 

서로 동상이거나 180° 역상인 두 개의 TE가 선택된다. 

1.5T에서 두 종류 스핀의 화학인공물변 는 일반 으

로 210Hz 미만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1.5T에서의 

gradient echo 단계를 해서 TE 1～2.4ms (180°역상), 

TE 2～4.8ms (동상) 두 개의 TE가 주어진다. 결과 으

로 나온 두 개의  값 이미지의 합과 차로 체로 물

만 남겨진 상과 지방만 남겨진 상을 만든다. 이 

상은 식별은 가능하나 각각의 픽셀에 물과 지방의 벡터

의 실질 인 형상은 국소자장 불균일도에 따라 달라진

다. 따라서 명목상의 물만 남겨진 상과 지방만 남겨

진 상은 일반 으로 2종류의 혼합물을 가지며 계산

된 이미지의 각 픽셀의 신뢰도가 히 떨어질 수 있

다.  다른 문제는 픽셀에서 지방의 부피분율이 물의 

부피분율 보다 클 때 발생한다. 물과 지방을 구분할 때 

모아진 값 이미지의 상정보가 부재할 경우 구분

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과 지방 신호의 상 차이를 이용한 방법은 

동상(in phase)과 역상(out of phase)의 에코 치 차이

가 약 10ms 이기 때문에 자장의 MR 시스템에도 상

으로 용이 용이한 장 이 있으나, 주자장의 균일

도에 민감하다는 단 이 있다[8]. 이를 해결하기 해 

three-point Dixon(3PD) 방법[9]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존의 two-point Dixon(2PD) 방법에 비해 

추가 으로 한 번의 상을 더 얻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2PD에 비해 길어지는 단 이 있다. 이런 3PD의 단 을 

해소하기 해 Extended Two Point Dixon(E2PD) 방

법[10]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Two point Dixon 

방법은 물과 지방을 분리하는 가장 간결한 방법이지만 

하나의 복셀에 지방의 비율이 물보다 많아질 경우 다음 

[그림 1]과 (f)의 경우처럼 물과 지방이 서로 swapping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Two point Dixon의 잘못된 처리결과

본 방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phase 

unwrapping 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일반 인 신호처리

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학습방법까지 고

려한 다양한 unwrapping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

다. Two-point Dixon 방법의 경우 자장에서의 효율

성은 높은 편이나 앞서 언 한 내용 로 주자장의 비균

일한 문제로 인해, 고자장에서는 그 활용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고자장에서의 한 활용을 한다면 상황

에 맞는 phase unwrapping 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할 것

이며 이를 한 범용 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2 IDEAL
IDEAL(Iterative Decomposition of Water and Fat 

With Echo Asymmetry and Least-squares Estimation) 

기법은 주로 지방과 물 신호의 상차에 의한 신호의 

분리를 기본 원리로 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two-point Dixon 방법을 three-point 방법으로 변형 한 

것으로 지방과 물의 공명주 수의 차이에 따른 상차

를 이용하여 3개의 다른 상(water fat phase shifts -π

/6, π/2, 7π/6)에서의 각각의 에코를 얻은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재구성 알고리즘을 통하여 지방 신호와 물 신

호를 분리하여 독립 인 물과 지방 신호 억제 상을 

생성 한다[11]. 즉, TE (time echo)당 3개의 다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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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의 에코를 얻은 다음 이를 기반으로 재구성 

알고리즘을 통하여 물 상(water only), 지방 상(fat 

only), 동상(in phase), 역상(out of phase)의 4가지 상

을 재구성 할 수 있다. IDEAL 기법을 이용한 연구에는 

주로 근 골격계 분야에서 이루어 졌으며 Clint등[12]은 

IDEAL기법을 이용하여 무릎의 연골을 평가하 으며 

결과 으로 균일한 지방 소거로  내 연골의 신호

강도가 균일하고 경계가 보다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Ma등[13]은 Head and Neck 부 에서 two point 

Dixon 방법과 three point IDEAL 방법을 비교하 으며 

Dixon 기법에서는 의 움직임과 자화율 차이에 의

한 artifact가 발생되었으며 비균일한 지방 소거가 이루

어 졌지만 IDEAL 기법에선 균일한 지방 소거가 이루

어졌으며 자화율 차이에 의한 artifact는 감소하 다고 

보고되었다. 

실제로 GE healthcare에선 해당 IDEAL 방법을 3T 

MR에 활용 가능하도록 자체 소 트웨어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의 강건성은 GE 스캐  

사용을 통해서도 오랜 시간 검증이 되어 온 상태로 

재로선 물, 지방 분리 방법  가장 리 사용하는 방법

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방법 역시 자장의 

균일성에 민감한 단 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 

지방의 swapping이나 임펄스성 잡음 생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스캔 라미터의 조정  필드 맵의 보정 등

의 다양한 개선 방법들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2.3 Fat saturation
Fat saturation은 Haase[31]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써 화학  이동 선택 포화(chemical shift selective 

saturation: Fat saturation)방법이라 한다. Fat 

saturation 시 스는 어느 특정 주 수의 신호를 일방

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법이다.  Fat saturation pulse 

sequence는 어느 특정 조직이 특정한 주 수만을 소유

하고 있다는 이다. 물이나 지방의 자화가 선택 으로 

여기되어 X-Y평면에 놓이게 되면 spoiling gradient를 

인가하여 지방자화의 X-Y성분을 분산시킴으로써 효과

으로 지방의 자화 신호를 없애고 다음의 imaging 

pulse는 물의 자화신호만 향을 미치므로 상에서는 

물의 자화신호만 생성하게 된다[14]. Fat saturation는 

spin echo와 연계성이 있으며 조직의 T1 값이 나타난

다라는 장 이 있지만, 편수와 FOV, 크기에 제한이 

있으며 자장의 불균일성에 민감한 단 이 있다. 한 

물과 지방 신호간의 주 수 차이가 50Hz 정도이기 때

문에 주 수 선택  RF 펄스를 이용하기 해서는 

20ms 이상의 긴 RF 펄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자장

이 균일해야 한다라는 제약 이 존재한다. 한 

shimming과도 련이 있는 부분으로 기 충분할 

shimming의 정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2.4 STIR
T1 이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STIR(short-time 

inversion recovery) 기법은 180° 펄스가 먼  종축 자

기화를 반 시켜 지방의 신호가 정확히 (null 

point)을 지나는 시간(약 0.69 x T1) 이후에 상획득을 

시작한다. 즉, 180° 펄스를 가하면 수직 축 방향의 자화 

성분이 –Z축으로 형성되다가 RF 펄스를 끊으면 +Z축

으로 이완되면서 에 도달하는데, 이때 90° 펄스를 

가하면 자화 성분이 0인 조직은 신호가 없는 반면 다른 

조직의 신호만 상 신호에 검출된다[15]. 180° 펄스에

서부터 90° 펄스까지의 시간을 반  시간 (Inversion 

Time : TI)이라 하며, 인체 부 의 지방 TI값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 160～180ms 범 에 포함되어 있

다. STIR기법에서 조직신호가 검출될 때는 모두 음의 

자화성분을 가지고 있으나 신호 합성 상에서는 이 값

이 반 되어 T1값에 비례하여 밝은 상을 보인다. 이

러한 STIR 방법은 자장강도에 계없는 것이 가장 큰 

장 으로 자장의 분균일성에 향을 게 받는다. 한 

T1, T2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이 있으며 다른 상법과의 연계성이 없고 

조직의 T1값이 억제됨으로써 물과 지방이 같이 소거되

는 단 을 가지고 있다. 

III. 고자장에서 효율적인 필드 맵 측정 기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방 정량화 방법에서의 필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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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강건성을 얻기 한 방안으로, 다  역성장법 

스키마 기반의 필드 맵 보정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

에서 소개하는 필드 맵 측정의 의미는 필드 맵의 생성

과 보정 작업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이라고 나타내었다. 

즉, 물과 지방을 분리하는 연구 분야에선 필드 맵의 생

성과 보정을 통해 지방을 소거하는 방법을 필드 맵의 

측정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해당 용여를 사용하

다. 앞서 련연구에서 언 했듯이, 설명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들의 문제 은 고자장 자기공명 상에서의 

지방 정량화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고자장으로 

갈수록 강한 자장으로 인해 B0 주자장의 불균일성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

법들을 모색되고 있다. 기존 방법들  가장 강건하고 

범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IDEAL의 경우에도 이러한 

필드의 문제로 인해 필드 맵 보정의 필요성이 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1.5T, 3T와 같은 자장에서의 필

드 향은 크지 않으나 7T, 9.4T와 같이 고자장으로 갈

수록 필드의 향이 커져 wrapping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필드 맵을 통해 물,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정량화 방법에 있어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드 맵의 측정을 해 고자장에서도 효

율 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방법인 필드 맵 측정 방법의 시작은 MR 상의 

스캔은 IDEAL 시 스와 동일한 three point 기반의 스

캔으로 얻어지고, 얻어진 raw 데이터를 기반으로 Scott 

B. Reeder의 pixel independent method[16]를 통해 필

드 맵을 생성한다. 이후 필드 맵의 효율 인 보정을 

해 wrapping의 향이 심한 역과 은 역을 구분

하고자 GVF(Gradient Vector Flow) 결과에 clustering

을 용하여 보정 역을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역을 기반으로 least square fit을 통해 보정을 처리하는

데, 필드 맵의 유사성 정보를 고려하고자 역성장법 

스키마 기반으로 보정을 수행한다. 이후 필드 맵의 

homogeneity를 갖기 한 후처리 작업을 거쳐 최종 보

정된 필드 맵을 통해 물과 지방이 분리된 상을 얻을 

수 있다. 이에 한 반 인 과정은 다음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그림 2. 제안한 필드 맵 측정 기술의 전체 흐름도

제안 필드 맵 측정 방법의 가장 큰 차별성은 필드 맵

의 내부 구조를 유지하며 보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Yu[17]의 필드 맵 보정 방법과 같이 

일방 인 Spiral trajectory 형태로 보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내부 구조(장기)의 형태를 유지한 채 보정함으로

써 고자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찾고자 제안되었다. 이

로 인해 내부 구조 유지를 한 유사도 정보를 측정하

는 모듈이 포함되었고, 이를 해 역성장법을 활용하

여 시작 을 기 으로 탐색하도록 하 다. 시작 을 기

으로 우선 으로 가장 유사한 필드 맵 픽셀들을 장

하여 추후 보정 시 해당 픽셀들을 우선순 로 처리해 

나간다. 후처리의 경우 최종 필드 맵에 homogeneity를 

갖기 해 지역 , 역 인 보정 방법을 제안하 다. 

이는 후처리 이 의 보정된 필드 맵에서 나올 수 있는 

임펄스성 잡음이나 역 경계의 불연속성 등의 문제 해

결을 한 것으로 추가 인 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3.1 필드 맵의 생성
일반 으로 외부자기장은 B0로 표시한다. MR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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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는 Tesla 단 로 나타낼 수 있으며, 1Tesla는 

10,000Gauss와 동일하다. 이 자기장은 약 0.5Gauss으로

(1.5T장비보다 약 30,000배 약함) 균일하지 않으며, 이

에 한 불균일성은 부 한 shimming(보정)과 환경

인 왜곡으로 발생한다. 

양성자들은 자신의 작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

의 축에 하여 회 운동을 하고 있다. 각각의 자기장

은 자기 극자 모멘트라고 불린다. 자기 극자 모멘

트의 축은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고 각각은 상

쇄되어 없어지게 된다. 만약에 모든 극자 모멘트를 

더한다면 순 자기장은 0이 될 것이다. 만약에 외부 자기

장이 켜지게 되면 양성자들은 막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며 큰 외부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한다. 그러나 모든 

양성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지는 않는다. 략

으로 반은 북쪽을 향하고 반은 남쪽을 향한다. 결국에

는 여분의 스핀들이 B0방향으로 정렬하여 순 자화를 

만들어낸다. 로, 시간(t)이 0일 때, 양성자 스핀들은 

자유롭게 회 하고 있고, 순 자화는 0이다. 순간 으로 

자기장을 인가하 다면 스핀들의 반은 자기장의 방향

으로 정렬되고 나머지 반은 반 방향으로 정렬된다. 시

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스핀들이 순 자화를 형성하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게 된다. 순 자화의 증가는 지

수 함수 인 증가 곡선을 따른다. 이 곡선의 증가율은 

시간상수는 상화 하는 조직의 종류, 자장의 세기의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B0 외부 자기장 보정의 요성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고자장으로 갈수록 그 필요성은 높아진다. 할 

보정은 B0 자기장의 불균일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자장의 강도가 큰 고자장에서는 왜곡의 정도가 심하여 

shimming의 작업만으로 균일성을 유지 할 수 없다. 이

에 자장의 불균일성에 의한 B0 필드 맵의 왜곡을 보정

하기 한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인 필드 맵 측정 방법은 IDEAL 시

스 기반으로 측정된 서로 다른 에코 상(3장)을 기

반으로 필드 맵을 생성하고 이를 다시 보정하여 최종 

물, 지방이 분리된 상을 얻는다. 

다음 [표 1]과 같이 스캔 라미터 내용으로 사람의 

무릎 상을 획득하여 제안 알고리즘의 단계를 설명하

고자 하며, 해당 무릎 상을 선택한 이유는 지방 조직

과 물 조직의 고른 분포로 당한 상으로 단되어 

사용하 다. 촬  필드는 3T에서 측정하 으며, 추후 

실험 평가에서는 고자장 데이터인 9.4T의 데이터를 통

해 제안 알고리즘을 평가할 정이다.

MR scan parameter

TR 1000ms
TE 3.41 / 3.66 / 3.92

Flip angle 20°
Average 1
Matrix 128x256
FOV 20.0x28.0mm

Slice Thickness 1mm

표 1. 테스트 영상 스캔 파라미터

필드 맵 생성을 한 각각의 Chemical species를 계

산하기 해 다음 식 (1) 과 같이 신호의 크기를 계산하

는 단계부터 시작한다.

                   ′                   (1)

 식 3-1의  ′ ,  , 는 다음 식 (2), (3),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      (2)

     
 

 
 

  
 

            (3)

  




      
      
      
      
      
      
      
      






    (4)

 ′는 신호의 크기, 는 해상도 매트릭스, 는 각각

의 chemical species를 나타내며 chemical species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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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al값을 통해 매트릭스 A의 1～N의 값을 계산하고 

이후 imaginary값을 통해 N+1～2N을 계산하여  ′을 

계산한다. 이후 least square fit을 통해 다음 식 (5)와 

같이 최종 수렴된 chemical species인 ′을 계산할 수 

있다. 

           ′     ′            (5)

이후 기 필드 맵 를 0으로 설정하고 다음 식 (6)

을 통해 필드 맵의 오차 값을 계산한다. 

          ∆     ″          (6)

해당 오차 값 은 새로 계산된 신호의 크기 ″  값
을 측정하여 계산되어지며, 해당 ″는 다음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7)

해상도 계수 는 다음 식 (8)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와 의 계산은 기 계산된 ′와 

값의 수렴된 값으로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다. 

   





          

          
      

          

        

        
      
       






   (8)

이어 계산된 오차 값과 기 추정된 필드 맵 을 더

하여 true 필드 맵인 을 계산한다. 이는 다음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9)

와 같은 계산을 필드 맵 오차 값이 최소가 될 때까

지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 즉, 반 인 필드 맵의 생성 

과정은 기 필드 맵의 값을 설정하고, 필드 맵의 오차

를 계산한다. 그리고 기 설정된 필드 맵과 계산된 오

차의 합으로 true 필드 맵을 구하는데, 이때 least 

square를 통해 해당 오차가 가장 최소가 될 때 까지 반

복 작업을 수행한다. 지 까지 언 한 내용은 싱  코

일의 경우로 정리한 내용이고, 본 논문의 경우 이를 멀

티 코일로 확장하여 필드 맵을 얻는다. 멀티 코일에서

의 필드 맵 계산은 싱  코일에서의 픽셀 독립 으로 

수행했던 과정을 코일별로 반복하는 확장 개념으로 처

리되어 진다. 결합된   필드 맵에 Low-pass 필터를 

용하여 스무딩 효과를 다. 이는 필드 맵의 균일성을 

갖게끔 하기 한 작업으로 임펄스성 노이즈 제거에 기

여하고자 추가되었다. 다음 [그림 3]과 [그림 4]는 앞서 

언 한 싱  코일 기반 방법의 확장인 멀티 코일에서의 

필드 맵 계산 방법과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3. 멀티 코일에서의 필드 맵 계산 과정

그림 4. 필드 맵 처리 결과

3.2 필드 맵의 보정 영역 결정
다음은 계산된 필드 맵의 특성을 악하여 불균일한 

역에 해서 효과 인 보정작업을 용시키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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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에 보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에 한 

단으로 본 논문은 GVF (Gradient Vector Flow)를 계

산하여 필드 맵의 반 인 기울기 분포를 확인하여 동

질 특성을 갖는 벡터의 분포를 기 으로 군집화 하

다. 군집화 방법에는 Un-supervised 방법의 표  방

법인 Mean-Shift clustering방법을 사용하 고, 해당 

방법에 의해 군집화된 역을 기반으로 wrapping의 

향이 큰 false 역과 wrapping의 향이 은 true 

역으로 구분하 다. 

GVF(Gradient Vector Flow)의 계산을 통해 필드 맵

의 Wrapping의 향을 추정하여 보정이 필요한 역을 

결정한다. 입력 상의 GVF 계산은 x방향과 y방향의 

편미분의 합으로 계산되어 진다. 이는 다음 식 (10)에서 

나타난다.

   )],(),,([),( yxvyxuyx =v       (10)

계산되어진 GVF에서 vector의 값이 연속 으로 0 이

상으로 특정 역 이상인 부분에 해선 필드 맵의 

wrapping 향이 큰 역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여기

서 특정 역 이상은 테스트 상의 matrix 크기  

FOV를 반 하여 실험에 의해 15x15 마스크 기 으로 

225개의 픽셀 수로 기  값을 지정하 다. 다음 [그림 

5]는 계산된 GVF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 필드 맵 데이터의 GVF 결과

이어서 wrapping의 향이 은 역과 큰 역을 

구분하기 해  Mean-Shift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다음 

식 (11)은 Mean-Shift 알고리즘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 

식이다. 

       
∈  

 


∈  

   

        (11)

최 의 분할 임계값은 균일화된 각각의 역들의 경

계선, 즉 히스토그램 가우시안 근사화에서 극소

(valley-point)을 가지는 이다. 여기서 는 

Mean-Shift을 용하여 재의 픽셀 밝기 값이 극  

밝기 값으로 변환된 것을 나타낸 식이다. 는 다음 식 

(12)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

   ′   ≤ ≤       (12)

여기서 x는 재 픽셀 밝기 값, k는 가 변수이다. 따라

서 
′ 는 식 (12)에 의하여 재의 픽셀 값이 특

정 역의 극  밝기 값으로 변환된 것을 나타낸다. 

다음 식 (13)은 식 (11)과 (12)에 의하여 wrapping의 

향이 은 역과 큰 역을 구분하기 한 임계값

()을 나타낸 식을 나타내며, [그림 6]은 이러한 처리 

결과를 나타낸다.

             ′            (13)

그림 6. True 영역과 False 영역의 구분

3.3 필드 맵의 보정
앞서 계산된 보정 정도에 따른 역 분할이 수행된 

후, 각 역별로 역성장법 스키마 기반의 필드맵 보

정 방법을 수행한다. 앞서 련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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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기존의 필드 맵 보정 방법은 필드 내부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정을 수행하 으며, 처리 결과 

부분 고자장에서의 용이 무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본 제안 방법은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

법으로 필드 맵 내부 구조의 유사성을 탐색하면서 보정

을 수행하여 기존 방법과의 가장 큰 차별성을 갖고자 

하 다.

일반 인 역성장법은 화소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

여 역을 확장해 분할하는 방법이다. 우선 하나의 씨

앗 을 잡아서 인  화소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씨앗

에 속하는지를 단한다. 이 때 두 인  화소 A, B가 있

을 시, 유사도는 식 (14)와 같이 정의한다.

              ≤               (14)

식 (14)의  와 는 화소  , 의 그 이 

벨 픽셀 값이고, 는 임계값을 말한다. 즉, 두 픽셀 

값의 차가 임계값 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두 픽셀의 유

사도가 있음을 단하고, 이 두 픽셀을 합병하여 역

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선 역 

분할을 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드 맵 보정

에 가장 요한 진행 방향에 해당 방법을 활용한 것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키마 기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하나의 역성장법으로 필드 맵 상 체를 탐색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산된 true 역과 false 역에

서 동시 으로 수행되는 개념으로 다  역성장법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이러한 역성장법의 역 성장 진행 시, true 역의 

경우와 false 역의 경우 서로 다른 임계값을 가져야 하

는 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해 기 임계값을 

0.5 (range : 0～1)로 설정하고, 해당 true 혹은 false 

역에 역성장을 마친 후 유사도가 낮아 병합되지 못한 

픽셀(residual pixels)이 있다면 임계값을 다시 갱신하

여 역성장법을 수행한다. 이때 갱신하는 임계값 증가 

계수는 회수당 0.1씩 증가하도록 설정하 다. 기 임

계값의 설정은 간 값을 갖도록 설정하 고 응형으

로 갱신되는 임계값의 증가 계수는 실험에 의해 최 이

라고 단되는 값으로 설정하 다. 임계값의 증가 계수

가 0.2이상인 경우, 역 성장의 성장 방향이 일부 유사

성이 은 부분도 같이 성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험

에 의해 해당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0.1로 증가 계수를 

설정하 다. 이에 한 역성장법의 임계값 과정을 다

음 [그림 7]에서 단계별로 설명하 고, [그림 8]는 역

성장법 스키마의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7. 영역성장법의 임계값 갱신 과정

그림 8. 영역성장법 스키마의 개념

역성장법 수행 시 임계값의 설정은 유사도의 별

을 한 가장 요한 부분이다. 본 제안 방법은 해당 임

계값의 설정을 해 [그림 7]과 같은 과정으로 갱신 과

정을 통해 최종 으로 유사도가 낮아 병합되지 못한 픽

셀(residual pixels)들이 없을 때까지 임계값을 갱신하

여 역성장법을 수행하고자 하 다. 기 임계값의 설

정은 본 제안 방법의 갱신형 임계값 방법에 있어 처리 

시간과 련된 부분이지만 최종 으로 residual pixels

이 없을 때까지 반복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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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정확도의 차이는 없으나 처리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 평균 시간 소모가 제일 었던 

임계값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고, 해당 값을 0.5로 

설정하 다. 

이어서 Least-Square method를 통해 역성장법의 

진행 방향으로 기록된 필드 맵의 픽셀 값을 근사치 값

으로 보정하고자 한다. 다음 식 (15)는 Least-Square 

method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다. 

            
 



 
               (15)

즉,  식 (15)에서 알수 있듯이 N회 측정한 측정값 

 ,   ... 이 어떤 다른 측정값  ,   ...   의 함

수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측정값 와 함수 값 

의 차이를 제곱한 것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함수 를  구하는 것이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선 기록된 필드 맵 값의 근사치를 통

해 보정을 수행하며, 이는 true와 false 역에서 별개로 

수행되어 진다. Least-Square 용시 사용되는 필드 맵

의 픽셀 수는 15개로 설정하 고, 이에 한 차수 방정

식은 3차로 풀이하 다. 15개 이상의 픽셀 수 결정은 고

자장에서의 인 한 필드 맵의 픽셀 intensity의 경우 20

개 내외를 기 으로 강한 크기의 임펄스성 잡음이 포함

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기 으로 설정하게 되었

다. 차수의 결정은 15개의 필드 맵 데이터에서 최소한

의 방향성 정보만을 가지고 근사화하여 임펄스성 잡음

을 제거하기 해 3차로 설정하 다. 다음 [그림 9]은 

기록된 필드 맵 데이터에서 Least-Square method에 의

한 보정 결과들을 4개의 샘 을 정하여 1번～4번까지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란색의 역성장법을 통해 기록된 픽셀 값들

이 기 낮은 신호의 픽셀 값으로 시작하여, 최종 높은 

신호의 차이를 갖는 픽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역

성장법을 통해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록하 기 때문에 

기 씨앗 을 기 으로 진행해 나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 보정으로 붉은 색의 픽셀 값들을 기록

된 픽셀 값들에 Least-Square fit을 통해 보정한 결과

로, 비교  임펄스성 잡음과 필드의 불균일성을 효과

으로 보정할 수 있다.

그림 9. Least-Square fit 처리 결과

다  역성장법 스키마 기반의 보정 방법 결과 각 

역 내부의 필드 맵 보정은 처리되었지만, true와 false 

역간의 불균일한 특성이 남아 있게 된다. 이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역 경계에 5x5 역의 마스크

를 치하여 마스크 테두리에 맵핑된 필드 맵 값을 기

반으로 B-spline[18] 커 를 통해 보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계선의 불연속성을 보정 한 후, 필드 맵 

체의 inhomogeneity 보정을 해 마지막 후처리 방법

으로 Normal Distribution fit[19]을 이용한 히스토그램 

보정 방법을 수행한다. 이는 필드 맵의 특성상 균일성

을 가진 채로 가우시안 분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체

인 보정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으로 필드 맵의 후처리 작업을 통하여 

inhomogeneity를 이고자 하 으며, 이를 해 경계선

의 보정, 체 인 distribution 보정의 작업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고자장 환경에서도 균질한 특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물과 지방 상을 분리할 수 

있었다. 다음 [그림 10]는 최종 보정된 필드 맵을 기반

으로 물, 지방 상을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 최종 물, 지방 분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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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제안 방법은 고자장에서 효율 으로 용 

가능한 필드 맵 측정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이를 해 

필드 맵의 생성과 상처리 방법을 통한 보정 방법으로 

구성하 다. 상처리를 활용한 보정 방법은 기존 필드 

맵 측정 방법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한 것으로 필드 

맵의 내부 구조 유지를 한 유사성을 고려한 방법으로 

역성장법을 활용하 으며, 해당 스키마를 기반으로 

여러 역에서 동시 수행함으로써 다  역성장법 스

키마라는 표 을 사용하 다. 본 표 은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별성이자 장 을 나타내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IV.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필드 맵 측정 기술을 평가하기 

해, 기존 지방 소거 방법인 three point 기반 방법

(IDEAL[16]), three point 기반의 필드 맵 보정 방법

(Yu[17]), 일반 인 Chemical shift 방법(Fat sat[14])과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 비교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재 

임상에서 검증받아 아직까지도 리 사용되고 있는 방

법들이다.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IDEAL 방법을 개선한 연구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측

정 부   실험 환경 등의 차이로 정확도에 한 일

성이 부족하며, 한 임상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

들이라  개선 연구들의 비교 방법 역시 부 IDEAL 

방법과의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도 이러한  

실정을 반 하여 해당 방법들과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하 다. 비교 방법들의 실험은 해당 자들이 제공한 

로그램 코드를 통해 동일한 실험 환경에서 실험하

으며, 실험 환경의 설명은 다음 에 상세하게 나타내

었다.  

4.1 실험 환경
실험 방법은 Agilent 9.4T에서 촬 한 마우스 데이터 

셋과 순수한 물과 기름의 팬텀 데이터를 같이 포함하여 

수행하 다. 이는 물, 지방을 분리하더라도 마우스의 지

방 역에 물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

인 평가가 어려워, 객 인 성능 평가를 해 팬텀 

데이터를 추가하여 촬 하 다. 실험 성능의 경우 팬텀 

데이터를 통한 정량 인 분석, 그리고 마우스 데이터의 

결과를 통해 물, 지방 분리의 결과 확인으로 제안 방법

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Agilent 9.4T에서 스

캔한 마우스 데이터 셋 (10장x6set)을 이용하 다. 해당 

데이터 셋의 스캔 라미터 셋은 다음 [표 2]와 같다.

Agilent 9.T / MR scan parameter

TR 1,000ms
TE 3.41 / 3.66 / 3.92

Flip angle 20°
Average 1
Matrix 128x128
FOV 20.0x28.0mm

Slice Thickness 1mm

표 2. 실험 영상 스캔 파라미터

성능 평가에 활용한 슬라이스는 가슴 부 에 지방이 

주입된 마우스의 복부 부  10장의 슬라이스로 구성하

고, 각 슬라이스 별 물, 지방 분리를 통해 필드의 

tolerance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는 체 슬라이스를 

기 으로 가운데로부터 멀어지는 9, 10번 슬라이스의 

결과 확인은 제안 방법이 필드의 tolerance[20]를 가짐

으로써 강건하게 용되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실험 데이터의 상세 설명을 나타낸다.

구분 설명

마우스
(mouse)

팬텀
(phanto

m)

표 3. 실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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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gilent 9.4T 마우스 제안방법 실험 결과

4.2 실험 평가
제안 방법과 기존 방법과의 비교를 해 먼  제안 

방법의 물, 지방 분해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며, 이에 

해 제안방법과 비교 방법들의 지방 검출결과를 추가하

다. 

검출 결과 확인 후 실험 상에서의 팬텀 데이터인 

물과 기름 역에 한 픽셀 수를 비교하여 슬라이스별 

정확도를 확인한다, 다음 [그림 11]와 [그림 12]은 이에 

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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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존 방법들과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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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3]과 [그림 14]은 정량 인 평가 방법으

로 촬  상에서의 팬텀 데이터(물, 기름)의 픽셀 수(y

축) 비교를 수행하 으며, 슬라이스(x축) 별 검출 결과

를 통해 필드의 tolerance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Fat 검출 비교 결과

그림 14. Water 검출 비교 결과

 [그림 13], [그림 14]의 true pixel는 팬텀 데이터의 

기  값을 뜻하며 본 검증을 해 상에서의 팬텀 

역인 물과 기름 역을 true pixel로 결정하 다. 이는 

다른 물이나 지방 역에서는 일부 섞인 채로 분포가 

되어 있어 정확한 비교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팬텀 데

이터를 기  값으로 결정하 다. 확인 결과 [그림 11]의 

경우 지방 검출 결과가 제안 방법이 기존 방법들에 비

해 높은 정확도를 보 다. [그림 12]의 경우 Fat sat 방

법 특성상 지방을 소거 한 후의 물 상을 통해 제안 방

법과 비교하 으며, 비교 결과 슬라이스 3, 4번의 경우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나, 슬라이스 8, 9, 

10번처럼 필드의 앙에서 멀어질수록 Fat sat의 경우 

완 히 swapping되어 처리가 불가능해진 반면에, 제안 

방법은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해당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 방법이 필드의 치에 따

른 tolerance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제안 방법이 고자장에서의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제

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실험결과는 표 인 샘  10장에 해

서 나타내었고, 동일한 조건의 데이터 셋 55장을 통해 

평균 정확도를 산출하 다. 다음 [그림 15]는 해당 데이

터 셋을 나타낸다.

그림 15. Agilent 9.4T 마우스 데이터 셋

기존 방법들과의 평균 정확도 계산은 다음 식 (16)을 

통해 계산되어 진다.

    

  
×        (16)

 식 4-1의 는 역 차이 비율을 나타내며, 

 는 문의가 제시한 팬텀 상의 물, 기름 기

 역, 는 비교 방법들의 검출 결과를 나타낸

다.  이에 한 기존 방법들과의 평균 정확도는 다음 

[표 4]에 나타난다.

구분 IDEAL Yu Fat sat
Propos
ed

Fat 검출 평균 정확도 (%) 61.5 62.6 - 86.4

Water 검출 평균 정확도 (%) - - 88.6 98.4

표 4. Fat, water 평균 검출 정확도

성능 평가 시 팬텀데이터의 사용은 순수한 물과 기름

의 분포가 되어 있어야하는 제 조건으로 수행되어졌

다. 지방 검출의 경우 필드의 앙에서 멀어질수록 모

든 방법들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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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의 경우 평균 86.4%의 지방 검출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 고, 물의 검출 역시 98.4%로 기존 방

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지방 정량화 방법의 한계 을 극복

하고자, 고자장에서도 효율 으로 용이 가능한 필드 

맵 측정 방법을 제안하며 해당 방법은 기존 IDEAL 시

스로 얻어진 3장의 서로 다른 에코 상을 통해 필드 

맵을 생성하고 이를 상처리 방법을 통해 보정하여 처

리되어 진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자장에서도 효율 으

로 용 가능한 필드 맵 측정 방법을 기반으로 설계하

으며, 차별성을 갖는 제안 알고리즘의 단계별 특징은 

처리의 효울성을 갖기 한 보정 역을 결정하는 부

분, 그리고 필드 맵의 내부 구조 유지를 한 유사성 정

보 활용 부분, 끝으로 필드 맵의 homogeneity 유지를 

한 역 인 후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어 진다. 

기존 방법들과의 가장 큰 차이 은 필드 맵의 내부 

구조를 유지하고자 픽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제안 방법 검증을 

해 Agilent 9.4T 마우스 상을 통해 실험하여 상 내

의 팬텀 데이터 물, 기름 역의 픽셀 수를 비교하여 검

출 정확도를 평가하 다. 지방 역 검출에 한 비교

는 three point 기반인 IDEAL 방법, three point 기반의 

필드 맵 보정 방법과 비교 하 으며, 비교 결과 IDEAL

방법이 평균 61.5%, Yu의 방법이 평균 62.6%, 제안 방

법이 평균 86.4%의 지방 검출율로 제안 방법이 월등함

을 확인하 다. 물 역 검출의 비교 결과의 경우, 3,4번 

슬라이스엔 약간 낮은 성능을 보 으나 슬라이스 수가 

증가할수록, 즉 필드의 앙에서 멀어질수록 슬라이스 

8, 9, 10 번의 경우 제안 방법이 Fat sat 방법보다 높은 

평균 정확도를 보 다. 이를 통해 본 제안 방법이 기존 

방법들에 비해 슬라이스에 반 으로 필드의 

tolerance를 가질 수 있어 고자장에서의 높은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기 보정 역의 결정 시 역 

경계에 일부 오차가 있을 경우 부정확한 물, 지방 결과 

도출되어 기 보정 역 결정에 있어 GVF의 정보 외

에 필드 맵의 가우시안 분포 정보 등 다양한 MR 이론 

기반의 정보 등을 추가 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 

보정 방법 용에 있어 역별 보정이 아닌 역 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범용성을 가질 정이며, 신호의 세

기가 약하여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8, 9, 10번 슬

라이스의 경우 인 한 다른 슬라이스의 연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3D 기반의 필드 

맵 측정 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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