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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향상을 위한 4.7 T 자기공명유속계 용 솔레노이드 RF
코일 개발

양병권* · 조지현** · 송시몬†

Development of Solenoid RF coil for 4.7 T Magnetic Resonance Velocimeter 
to Improve Resolution

Byungkuen Yang*, Jee-Hyun Cho** and Simon Song†

Abstract Magnetic resonance velocimeter (MRV) is a powerful tool to non-invasively measure the 
velocity of a fluid flow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medicine to engineering. However, since the 
demands for accurate measurement in the solid/liquid interface fo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porous 
media increase, the improvement of spatial resolu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a solenoid RF coil 
is developed for high spatial resolution measurement. The signal-to-noise ratio in solenoid RF coil 
is increased seventeen times better than that in commercial coil. Moreover, the velocity distribution 
of Hagen-Poiseuille flow is measured with in-plane resolution of 36 μm by 36 μm and the accuracy 
of the measured velocity is compared with theoretical distribution of the laminar flow. Flow rate 
calculated by MRV is estimated with the flow rate injected by syringe pump.

Key Words : Flow Visualization(유동가시화), Magnetic Resonance Velocimetry(자기공명유속계), 
           High Spatial Resolution(고해상도), Solenoid RF Coil(솔레노이드 RF 코일)

1. 서 론

자기공명유속계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이용하여 유체 유동을 측정할 수 있는 유

용한 기술이다(1). 이 기술은 비침습적 방법이며, 복

잡한 유로 유동의 속도를 3차원으로 3성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공명유속계는 의학뿐만 아니라 공학에서도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 심혈관 질환의 진단을 위해 

혈관 내부의 유동을 in-vivo로 측정하거나(2), 청소

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 노즐과 카펫 내부에서 발

생하는 유동을 3차원/3성분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

되어졌다(3). 하지만 MRI의 낮은 signal-to-noise ratio 

(SNR) 특성은 해상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측정된 유동의 정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벽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partial volume effect나 복

잡한 유로에서 유동의 급격한 변화는 낮은 해상도

로 측정한 유동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자기

공명유속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유동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MR 신호의 SNR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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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Hoult(4)는 MRI의 SNR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를 다음의 식으로 나타내었다.

                      (1)

  이 식에서는 는 Larmor 주파수, 는 RF 

코일의 민감도, 는 voxel의 크기, 는 샘플

과 RF 코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나타낸다. 식 

(1)로부터 MRI의 자기장 세기를 증가시킬수록 높

은 Larmor 주파수를 얻을 수 있으며, 주파수 제곱

에 비례하여 SNR을 향상시킬 수 있다. Elkins(5)는 

backward facing step에서 발생하는 유동을 1.5 T 

MRI를 사용하여 1.0 mm Ⅹ 1.2 mm Ⅹ 1.2 mm의 

해상도로 측정하였으며, Gladden(6)은 packed-bed 

내부의 유동을 4.7 T MRI를 사용하여 195 μm Ⅹ 

195 μm의 해상도로 측정하였고, Edelhoff(7)는 마

이크로 채널 내부의 유동을  14.1 T MRI를 사용하

여 27 μm Ⅹ 27 μm의 해상도로 측정하였다.

Figure 1. Solenoid RF coil

높은 SNR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RF 코일의 민

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RF 코일의 민감도는 

단위 전류당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로 나타내며, 

민감도가 높을수록 샘플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작은 변화에도 RF 코일에서 높은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RF 코일의 민감도는 코일의 형상 파라미

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솔레노이드 코일의 경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이 식에서 는 RF 코일의 민감도, 는 진

공의 투자율, 은 코일의 감은수, 은 코일의 

직경, 은 코일의 길이를 나타낸다. 식 (2)에서 코일

의 길이와 직경의 비()가 일정하다고 가

정한다면, 코일의 민감도와 코일의 직경은 반비례

하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솔레노이드 RF 코일

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으

며, 이는 MR 신호의 SNR을 향상시켜 고해상도의 

유동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4.7 T MRI에서 고해상도로 유동

을 측정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RF 코일을 제작하

였다. MRI와 RF 코일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해 tuning/matching 회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코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용 RF 코일과 

SNR을 비교하였다. 또한 Hagen-Poiseuille 층류 유

동을 고해상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속도의 정

확도를 이론값과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솔레노이드 RF 코일

SNR을 높여 고해상도의 유동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RF 코일의 저항을 줄여야 한다. RF 코일의 

저항은 노이즈를 발생시켜 측정된 MR 신호의 

SNR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RF 코일에서

는 고주파수의 교류 전류가 흐르며, 이는 RF 코일

에 유도기전력을 발생시켜 코일의 저항을 높일 수 

있다. 유도기전력에 의한 RF 코일의 저항 상승은 

표피효과와 근접효과로 나타나며, 저항이 작은 RF 

코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두 효과를 줄여야 

한다(8).

표피효과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RF코

일의 표면으로 집중하는 현상이다. 이 효과는 전류

가 흐를 수 있는 단면적을 감소시켜 RF 코일의 저

항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근접효과는 인접한 도선

에 eddy current를 발생시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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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을 감소시킨다. 인접한 도선의 간격이 작을

수록 eddy current 효과가 커지며, 이는 코일의 저

항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 1은 위 두 효과를 고려하여 제작한 솔레노

이드 RF 코일이다. 와이어는 직경 1.0 mm의 구리

선을 사용하였으며, 와이어의 간격은 0.8 ~ 1.0 mm

로 제작하였다. 와이어의 감은수는 5회이며, 내경

은 3.0 mm, 길이는 8.5 mm이다. 네트워크분석기

(HP, 8753D)를 사용하여 200 MHz의 주파수에서 

측정한 솔레노이드 RF 코일의 임피던스는 1.0 + 

j107.5 Ω이다.

2.2 임피던스 매칭

RF 코일과 MRI 사이에서 MR 신호는 손실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요소의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야 한다(9). 임피던스의 차이는 전달되는 

신호의 반사신호를 발생시켜 MR 신호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이는 SNR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피던스 매칭은 RF 코일의 임피던스를 

MRI의 고유 임피던스인 50 Ω에 맞추는 것이며, 이

를 위해 RF 코일의 임피던스를 tuning/matching 할 

수 있는 회로를 제작하여야 한다.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 인덕터(L)와 캐패시터(C)

로 구성된 LC회로로 제작하였다. 측정된 RF 코일

의 임피던스로부터 캐패시터의 용량을 계산하였

다.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비자성 물질로 된 캐

패시터를 사용하였으며, 1개의 tuning 용 캐패시터

와 2개의 matching 용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다. 네트워크 분석기(HP, 8753D)를 사용하여 임

피던스를 50 Ω으로 조정하였으며, 입력신호 비 

반사신호의 크기를 측정하는 S파라미터를 측정한 

결과는 –35 dB이다. 

2.3 유동 측정

유체의 유동은 MR 신호의 phase를 이용하여 정

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10). MR 신호의 phase는 

자기장 구배에 의한 Larmor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며, Fig. 2와 같이 bipolar gradient를 걸어주

면 유체의 속도에 따라 phase 차이가 발생한다. 이

를 이용하여 유동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유

동의 속도에 따른 phase 차이를 다음의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Figure 2. Schematic of phase contrast for flow 
measurements

  

    (3)

이 식에서 는 phase 차이, 는 유동의 속도, 

는 gyromagnetic ratio, 는 bipolar gradient, 
는 1차 gradient moment 를 나타낸다.

Bipolar gradient에 의한 급격한 자기장의 변화는 

eddy current를 발생시키며, 이는 자기장의 왜곡으

로 측정된 속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11). 

Eddy current 효과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유

량 ON 조건과 유량 OFF 조건의 phase 차이로부터 

속도를 계산하였으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4)

이 식에서 는 유동의 속도, 는 유량 

ON 조건에서 측정한 phase 차이,  는 유량 

OFF 조건에서 측정한 phase 차이, 는 

gyromagnetic ratio, 는 1차 gradient moment, 

는 최  velocity encoding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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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RI 세팅

MRI(Bruker, Biospec 47/40)의 자기장 세기는 4.7 

T이며, 최고 경사자장 세기는 400 mT/m이다. 신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spin-echo 시퀀스를 사용하

였다. 유체의 유동은 gradient-echo 시퀀스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flip angle은 30°로 설정하였다. 

Echo time(TE)와 repetition time(TR)은 각각 8.8 ms

와 22 ms이다. FOV는 9.2 mm Ⅹ 9.2 mm, 슬라이

드 두께는 1.0 mm로 설정하였으며, 매트릭스의 크

기는 256 Ⅹ 256이고, in-plane 해상도는 36 μm Ⅹ 

36 μm 이다. 개발된 솔레노이드 RF 코일의 성능

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상용 RF 코일(Bruker 25 

mm RF coil)도 사용하였으며, FOV는 11 mm Ⅹ 11 

mm, 슬라이스 두께 1.0 mm, 해상도는 in-plane 해

상도는 43 μm Ⅹ 43 μm 으로 설정하였다.

2.5 실험 구성

Fig. 3은 4.7 T MRI에서 유동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을 나타낸다.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주

사기 펌프(KD Scientific, KDS 200)을 사용하였으

며,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MRI 룸 외부

에 위치시켰다. Tubing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를 최

소한으로 하기 위해 PTFE 관을 사용하였으며, 관

의 내경은 2.0 mm 이다. MRI 내부에 제작한 솔레

노이드 RF 코일과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위치시켰

으며 MRI spectrometer와는 RG-232 동축케이블로 

연결하였다.

Figure 3.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or flow measurements in 4.7T MRI

3. 실험 결과

3.1 신호 크기 측정

솔레노이드 RF 코일과 상용 RF 코일을 이용하

여 유체의 신호 크기를 측정하였다. 신호 크기 영

상은 각 픽셀에서의 신호 세기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SNR을 계산할 수 있다. SNR은 샘플 영

역과 노이즈 영역의 신호 세기의 비로 나타내며,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이 식에서 는 샘플 영역에서의 노이즈 신호, 

은 노이즈 영역에서의 신호 세기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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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gnitude images measured by solenoid 
RF coil (left) and commercial RF coil (right)

Fig. 4는 솔레노이드 RF 코일과 상용 RF 코일로 

측정한 신호 크기 영상을 나타낸다. 솔레노이드 

RF 코일로 측정한 영상은 상용 RF 코일로 측정한 

영상보다 노이즈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영상으로부터 SNR은 각각 36.0과 2.2으로 측정되

었다. 해상도(솔레노이드 RF 코일: 36 μm Ⅹ 36 

μm, 상용 RF 코일: 43 μm Ⅹ 43 μm) 가 다른 

두 영상의 SNR을 비교하기 위해 voxel 크기당 

SNR(SNR/mm3)을 비교하였으며, 솔레노이드 RF 

코일의 SNR은 상용 RF 코일에 비해 17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속도 측정

유체 유동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Hagen- 

Poiseuille 층류 유동을 발생시켰다. 발생시킨 유동

은 Re 5이며, 36 μm Ⅹ 36 μm의 해상도로 유동 

방향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5는 원주 방향으

로 0°, 45°, 90°의 각도에서 얻은 속도 분포를 나타

낸다. 측정한 속도는 유량 ON 조건과 유량 OFF 조

건을 한 세트로 4세트를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사

용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각각의 속도 분포 모두 

층류 유동의 포물선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측정한 속도를 이론적인 속도 분포와 비교하기 

위하여 원주 방향으로 0°의 각도에서 측정한 속도 

분포를 정규화시켜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

프에서 나타낸 속도 분포는 4번 측정한 평균값과 

95 % 신뢰구간에서의 오차 구간으로 오차 막 를 

나타내었다.

측정한 속도로부터 유량을 계산하였다. MRI로 

측정한 각 픽셀의 속도와 픽셀의 크기의 곱을 유

체가 측정된 면적에 해 적분하였으며, 이를 주사

기 펌프로 주입한 유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MRV는 0.467 mL/min, 유량계는 0.474 mL/min으로 

약 1.4 %의 오차를 보였다.

Figure 5. Velocity distributions by 
circumferentially changing the angle to 0° (●), 
45° (▼) and 90° (■)

Figure 6. Normalized velocity distribution of the 
circumferential angle of 0° (●) compared with 
theoretical velocity distribution

4. 결 론

자기공명유속계에서 고해상도로 유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솔레노이드 RF 코일을 제작하였다. 신

호 크기 영상으로부터 측정한 솔레노이드 RF 코일

의 SNR은 상용 RF 코일에 비해 17배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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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μm Ⅹ 36 μm의 고해상도로 측정한 유동의 속

도 분포는 이론적인 속도 분포인 포물선의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량을 계산

하여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유량 오차는 1.4 %으

로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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