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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시스템에서의 의료용 리드선의 전자기적 호환 연구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Study of a Medical Lead for MRI Systems

유  형  석*

(Hyoungsuk Yoo)

Abstract - In the presence of an electrically conducting medical lead, radio frequency (RF) coils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ystems may concentrate the RF energy and cause tissue heating near the lead. A novel design for a medical lead to 

reduce this heating by introducing pins in the lead is presented. Peak 10 g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in heart tissue, an 

indicator of heating, was calculated and compared for both conventional (Medtronic) lead design and our proposed design. 

Remcom XFdtd software was used to calculate the peak SAR distribution in a realistic model of the human body. The model 

contained a medical lead that was exposed to RF magnetic fields at 64 MHz (1.5 T), 128 MHz (3 T) and 300 MHz (7 T) using 

a model of an MR birdcage body coil. The proposed design of adding pins to the medical lead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heating from different MRI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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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하이패스형 birdcage 코일 크기 (b) 정면도  (c) 

인체 구조의 측면도

Fig. 1 (a) Dimensions of a highpass MR birdcage coil (b) 

Front view (c) Side view of a realistic human body 

mesh with an RF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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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고통 및 비

용이 증가하고 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암, 관절질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뇌, 심장질환은 갈수록 그 환

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의 진단 과정에서 의료영상 

기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자기공명영상시스템은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대표적인 의료영상기기이

다. 특히 7 Tesla(T) 이상의 초고자기장(Ultra-High-Field) MRI

시스템은 기존 임상에서 사용되어지는 3 Tesla이하의 MRI시스템

보다 뛰어난 신호 대 잡음비 및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조기 

뇌질환 발견에 주요한 역할로 기대된다[1]~[3].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를 몸에 지난 환자들은 강한 자석 성질

과 고주파(RF)를 가진 MRI시스템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MRI 촬영시 발생하는 다양한 고주파로 인한 유기전류가 의료용 

lead선에서 산란된 전장을 발생하여 결국 인체 내에서의 온도상

승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4][5]. 

본 논문에서는 MRI환경에서의 의료용 리드선의 전자기적 호

환 연구를 통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1.5 T, 3 T는 물론 현재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7 T 시스템 모두에서 사용가능한 새로운 

의료기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전자파인체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를 계산하여 그 값을 여러 조건에서 비교

하였다. 본 연구에서 T형태의 핀을 주기적으로 lead선에 배열함

으로써 현재 상용화된 Medtronic사의 코일[6]형태의 lead선보다 

훨씬 전자기학적으로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체조직

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니티놀(NiTi)를 이용하였고, Parylene-C

로 절연하여 의료용 리드선의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하여 향후 인체 삽입 가능한 여러 의료기기의 MRI에서 안

전하게 사용가능하리라 기대된다.

2. 본  론

2.1 시뮬레이션 환경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RF) 입력소스로 하이패스형 자기공명 새

장형(birdcage) 코일을 사용하였다. 그림 1(a)에서 보는 것처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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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3 (a) Medtronic사에서 사용된 의료용 lead (b) 핀이 장착

된 제안된 의료용 lead (c) Nitinol 핀의 치수

Fig. 3 (a) Medical lead in the Medtronic design (b) Proposed 

medical lead with pins (c) Dimensions of a nitinol pin

그림 4 64 MHz에서 Lead 끝에서의 표준화된 산란 전장 분포 

(a) U 형태 경우 (b) Z 형태 경우 (c) 코일에 감긴 lead 

경우 (d) 핀이 부착된 lead 경우

Fig. 4 Normalized scattered electric field distribution (64 MHz) 

at lead tip (a) U-shaped orientation (b) Z-shaped 

orientation. (c) Lead with coil (d) Lead with pins

(a)

         (b)                             (c) 

그림 2 (a) 삽입된 Lead 모델 단면도 (b) U 형태의 lead 배치 

(c) Z 형태의 lead 배치 

Fig. 2 (a) Cross-section of the lead model implant (b) 

U-shaped orientation of the lead (c) Z-shaped 

orientation of the lead

장형 코일은 길이가 65 cm, 지름이 72 cm이며, 16개의 동일한 leg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끝단의 capacitor값을 조절하면서, 새장형 

코일은 각각 64 MHz (60 pF), 128 MHz (10.65 pF), 300 MHz (4.5

pF)으로 정합되었다. 그림 1(b)-(c)는 새장형 코일과 인체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확한 SAR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Remcom사의 

XFdtd를 사용하였다. 모든 시뮬레이션 조건은 Perfectly matched 

layer 흡수 경계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최소 –40 dB 이하의 반사계

수를 가질 수 있게 설정하였다. 

2.2 Lead 모델

그림 2(a)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의료용 리드선 구조이다. 모

델링된 lead선은 총 40 cm의 길이이며 그 중 끝단 1cm는 인체

조직에 접하는 부위이므로 피복이 벗겨져 있는 형태이다. 단면적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지름 1.6 cm의 구리선으로 되어있으며 바

깥쪽은 테플론으로 절연되어 있다. Lead의 배치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로 그림 2(b)처럼 U자 모양의 형태

로, 왼쪽 가슴부터 오른쪽 심실까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그

림 2(c)처럼 오른쪽 가슴부터 오른쪽 심실까지 Z자 모양의 형태

를 가진다. 그리고 비교 실험하기 위해 현재 상용화된 Medtronic

사의 의료형 lead구조는 그림 3(a)처럼 모델링 되었다. 의료형 

lead에서의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lead선 구조에 

타이타늄합금(NiTi)의 T모양 pin을 주기적으로 배열하였다. 그림 

3(b)에서 보는 것처럼 Nn은 한 turn에서의 pin 개수이며, Ns는 

pin의 총 개수이다. 그림 3(c)는 pin구조의 기본적인 변수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MRI 시스템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요소이다. 

Lead 및 핀과 같이 새장형 코일에 비해 상당히 작은 기기들과 

동시에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아주 작은 voxel 크기가 필요하다. 

Lead만 있는 경우에는 0.0625 * 0.0625 * 0.0624 mm3 voxel 크기

를 사용하였고, 핀이 박힌 lead일 경우에는 더 작은 0.03 * 0.04 

* 0.04 mm3 voxel 크기를 사용하였다.

2.3 시뮬레이션 결과

 
2.3.1 Worst-case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그림 2(b)의 U자 형태일 때가 가장 높은 

전장분포가 lead tip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64 MHz (1.5 T), 

128 MHz (3 T), 300 MHz (7 T) 세 가지 모두의 경우에서 Z자 

모양의 형태보다 U자 형태일 때가 높은 SAR값이 관찰되었다. 그

림 4(a)와 4(b)는 64 MHz에서의 표준화된 산란 전장분포이며, U

자 형태일 때가 강하고 넓은 전장분포를 보여준다. 따라서 나머

지 시뮬레이션에는 최악의 조건(worst case)인 U자 형태를 이용

하여 자기공명영상시스템에서의 의료용 리드선의 전자기적 호환

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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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5 (a) 절연코팅의 두께 차이에 의한 10 g SAR 최대값의 

변화 (b) Ns에 의한 변화 (c) lp에 의한 변화 (d) 두께에 

의한 변화

Fig. 5 (a) Variation of peak 10 g SAR for different pin 

insulation-coating thickness (b) Variation of Ns (c) 

Variation of lp (d) Variation of thickness

  2.3.2 Medtronic lead와 제안된 lead 비교

MRI 실제 촬영할 경우, 몸통 부위는 최대 local 10 g SAR가 

10 W/kg로 제한되어 있다[7]. 따라서 모든 결과값을 최대 10 

W/kg의 SAR값으로 표준화하였다. Medtronic사에서 사용된 코일

은 길이 5 cm이며, 세 가지 다른 주파수로 튜닝되었다. 그림 4(c)

와 4(d)를 비교할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핀이 부착된 lead선

에서 보다 작은 전장의 분포가 발견되었다. 이는 Medtronic사의 

코일은 주로 유기전류를 높은 impedance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고 여러 주파수에 동시에 사

용하기 어려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시뮬레이션 수치

는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코일 및 핀이 부착된 lead 디자인에 

따른 10 g SAR 최대값을 비교하였다. 

표 1 코일 및 핀이 부착된 lead 디자인에 따른 10 g SAR 최

대값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peak 10 g SAR between lead designs 

with a coil and those with pins

2.3.3 절연체 효과 

도체 핀은 전기적 성질을 가져 인체에 전류를 유기하거나 전

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체 핀을 바

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도체 핀은 심장 안 밖으로 전기적 

성질을 연결하여 원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값을 야기할 수도 있으

며, 핀의 가장자리에 강한 국소적 SAR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절연코팅으로 파라크실렌 중합으로 얻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Parylene-C를 사용하였다. 고주파에서는 대부분의 전류가 

표면위에 아주 얇게 흐르므로 코팅의 두께(Insulation thickness)

가 매우 중요하다. 사용 가능한 Parylene-C의 최소 두께는 3 μ

m이며, 그림 5(a)는 절연체의 유무에 대한 10 g SAR 최대값 변

화를 보여준다. 64 MHz, 128 MHz는 예상과 값이 10 g SAR 최

대값이 코팅 두께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0 MHz인 

경우에는 인체 조직이 상대적으로 전도성이 강해지므로 코팅을 

경계로 인체와 lead선 사이에 dielectric heating이 증가하여 

SAR값의 상대적 증가가 약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실제 공정

을 고려하여 코팅의 두께는 10 μm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2.3.4 핀의 개수와 크기 영향 비교 

그림 5(a)-(c)는 핀의 개수와 크기에 따른 10 g SAR 최대값 

변화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pin의 총 개수인 Ns를 증가시키면 

SAR 최대값은 줄어들며, Nn의 증가는 더 많은 직렬성분의 커패

시턴스 성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2개로 고정하였다. 또한 모든 

핀들은 중앙 구리선을 접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Wp = 0.45를 사

용하였다. 핀의 길이(lp, 단위 mm) 및 핀의 두께(D) 증가시키면 

옴손실(ohmic loss)가 증가하여 SAR값을 감소 시킬수 있다. 하지

만 lp의 중가는 Ns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림 5를 분석하면, 

Wp=0.45 mm, lp=4 mm, D=0.5 mm, Ns=2 pin/cm (Ns=78, 40 

cm lead)의 크기를 가진 핀이 1.5 T, 3 T, 7 T MRI 시스템에서 

가장 최적화된 값이다.

3. 결  론

최근 뇌질환 및 심장질환의 증가로 이식형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MRI환경에서의 고주파 안전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

체 이식형 의료기기를 다양한 조건과 세 가지 다른 MRI 환경에

서 디자인하여 의료용 리드선의 전자기적 호환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Medtronic사의 코일구조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절연된 핀 구조의 lead 디자인이 훨씬 낮은 

SAR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MRI시스템에서 모두 사

용가능한 최적화된 값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추

후 MRI 고주파 안전문제는 서서히 극복되어 1.5 T, 3 T는 물론 

7 T 이상에서도 사용가능한 이식형 의료기기가 개발되리라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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