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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발달 난류 원관 유동에서의
3T 및 7T MRI를 이용한 자기공명온도계의 적용

류형우* · 백승찬**· 김동현***· 이  활****· 오석훈*****· 황원태†

Application of Magnetic Resonance Thermometry (MRT) on
Fully Developed Turbulent Pipe Flow using 3T and 7T MRI

Hyung Woo You*, Seungchan Baek** Dong-Hyun Kim***

Whal Lee***, Sukhoon Oh***** Wontae Hwang†

Abstract Magnetic resonance thermometry (MRT) is a technique capable of measuring three- 
dimensional mean temperature fields by utilizing temperature-dependent shifts in proton resonance 
frequency. In this study,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the technique is obtained by measuring 3D 
temperature fields within fully developed turbulent pipe flow, using 3T and 7T MRI scanners. The 
effect of the proton resonance frequency (PRF) thermal constant is examined in detail.

Key Words : Magnetic Resonance Thermometry (자기공명온도계), Proton Resonance Frequency Shift 
(양자 공명주파수 변화), Gradient Echo (경사 에코), Fully Developed Turbulent Pipe 
Flow (완전발달 난류 원관 유동), Thermal Analysis (열분석)

기호설명

B0  External magnetic field strength (kg·s-2·A-1)

B1  Shifted magnetic field strength (kg·s-2·A-1)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h  Hydraulic diameter

FA  Flip angle (o)

FC  Flow compensation

FT  Fourier transform

G  Gradient field

GRE  Gradient echo

IFT  Inverse Fourier transform

IR  Infrared

LIF  Laser-induced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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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ole (mol)

MR  Magnetic resonance

MRT  Magnetic resonance thermometry

MRV  Magnetic resonance velocimetry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NSA  Number of signal averaging

PRF  Proton resonance frequency

ROI  Region of interest

Re  Reynolds number

RF  Radio frequency

S  Signal intensity

SNR  Signal-to-noise ratio

T  Tesla (kg·s-2·A-1)

TE  Echo time (ms)

TR  Repetition time (ms)

R  Pipe radius (mm)

r  Radial distance (mm)

u  Streamwise velocity (cm/s)

umax  Maximum streamwise velocity (cm/s)

   MRT linearity constant

  Gyromagnetic ratio (rad·s-1·T-1)

  Signal phase data

1. 서 론

자기공명온도계 (magnetic resonance thermometry, 

MRT)는 자기장 내에 위치한 원자의 핵자기 공

명 현상으로부터 3차원 평균 온도장 계측이 가

능한 측정 기법이다. 공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도 계측 기법으로는 열전 효과를 이

용한 열전 , 물체의 방사율을 이용한 적외선 

(infrared, IR) 계측, 입자의 형광 효과를 이용한 

레이저형광여기법 (laser-induced fluorescence, LIF)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은 하나의 

점이나 2차원적인 계측에 제한되며, LIF와 같은 

광계측 기법은 복잡한 유로 형상에서의 계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가스터빈이나 열 

교환기와 같이 복잡한 열유동에 한 연구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유동과의 간섭 없이 3차원 유

동 특성의 계측이 요구되지만, 기존의 계측 방법

으로는 전체 영역에 한 동시다발적인 계측이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공

명 계측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체내 조직 영상 촬영과 같

이 자기공명 기반의 계측 기법을 오랜 기간 사

용해 왔다. 더 나아가 암 치료에 사용되는 고열

요법 (hyperthermia therapy)과 같이 체내 국소적

인 영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체내 온도를 자기공명을 이용하여 측정하

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1,2). 

최근에는 MRT 기법을 복잡한 형상에서의 3차

원 열유동에 접목시킨 공학분야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Wassermann et al.(3)은 원형 튜브 내에 

흐르는 유동의 온도장을 계측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Spirnak et al.(4)은 서로 다른 온도를 가

지는 교차유동에서 유체의 혼합 양상 MRT 결과

를 CFD와 비교한 바 있다. 또한 Benson et al.(5)

은 MRT 기법을 가스터빈 블레이드 냉각에 접목

시켜 터빈 블레이드 내부 냉각 유동 및 외부 냉

각 유동과 같이 복잡한 열유동 현상에 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MRT 계측 시 다양한 변수 중 온도 변화와 계

측되는 신호의 변화 간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proton resonance frequency (PRF) 열상수 (thermal 

constant), α가 존재한다. 이때 α는 사용하는 유체

에 따라 그 값이 변할 수 있으며, MRT 계측의 

오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계

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α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6). 하지만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 일부는 각

기 다른 농도의 황산구리 수용액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등 서로 다른 작동 유체를 사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물에 해당하는 α값을 사용하여 연

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RT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reference oil phantom을 통한 데이터 보정 방법과 

고자기장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장비에서의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

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작동 유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PRF 열상수, α의 도출을 시도하며, α 값

이 계측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해 알아본다. 

3T MRI 장비에서는 40 mM 황산구리 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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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열/유동적으로 완전발달된 난류 원

관 유동의 온도 계측을 MRT를 통해 수행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원관과 함께 

reference oil phantom을 계측하고 데이터 보정을 

한다. 계측 데이터는 온도로 치환되어 유로에 설

치되어 있는 열전  계측 온도와 비교한다. 이후 

7T 고자기장 MRI 장비에서 동일한 실험을 수행

하여, 7T MRT 실험에서 사용한 20 mM 황산구

리 수용액에 맞는 새로운 PRF 열상수를 도출하

고, 정확한 온도 결과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자기공명 계측 기법 이론

2.1 자기공명 (Magnetic resonance)

자기공명 계측 기법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

자, 더욱 나아가 그 골조를 이루는 원자 핵의 양

성자로부터 발생하는 신호를 계측하는 기법이다. 

양성자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 중 하나인 자기회

전비율 (γ)과 MRI 장비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 (B0)에 따라 발생 신호의 각주파수가 Eq. 

(1)에 의해 결정된다.

               (1) 

이때, 주파수 ω를 가지는 자극 펄스 신호를 

사용하여 계측 영역 내부의 입자들을 자극하면 

자기장에 의해 종축으로 나열되었던 입자들의 

자기 모멘트가 자기장 방향을 기준으로 각주파

수가 ω인 세차 운동을 하게 되며, 해당 각주파

수를 Larmor frequency라 한다(7). MR기법은 이러

한 공명 신호의 계측을 통해 수행되며 본 연구

에서 다룰 MRT 또한 공명 신호로부터 온도 편

차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2.2 경사 에코 (Gradient echo, GRE)

본 실험에서는 MR 계측 시 소요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system bias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측 간 시간 간격을 나타내는 repetition

Fig. 1. Gradient echo sequence diagram

time (TR)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핀 에코 (spin echo) 기법은 180° 재

초점펄스 신호 및 90° 자극 펄스를 사용하여 계

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종축자기화 회복

이 일어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는 단점이 있다(8).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계측 영역 내의 자기장 세기

를 선형적으로 변화시키는 자기경사장 (magnetic 

gradient field)과 작은 숙임각 (flip angle, FA)을 

가지는 펄스 신호를 통해 자기 모멘트 재초점을 

가속시켜 빠르고 지속적인 신호의 계측이 가능

한 경사 에코 (gradient echo, GRE) 기법(9)을 이

용한다.

Fig. 1은 GRE 기법의 계측 시퀀스 다이어그램

을 나타낸 것이다. 자극 펄스 신호로부터 신호 

계측까지의 소요 시간을 echo time (TE) 이라 하

며, 각 방향에 자기경사장을 적용함으로써 원하

는 계측 영역 내에서의 계측 지점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다.  Slice selection은 유동 방향에 해

당하며, frequency 및 phase encoding은 K-space에

서 각각 x와 y축 방향에 해당한다. 이렇게 얻은 

주파수 데이터는 역푸리에변환 (inverse Fourier 

transform, IFT)을 통해 영상 및 다양한 데이터로 

변환하게 된다.

2.3 양자 공명주파수 변화 

MRT 기법은 양자 공명주파수 변화 (proton 

resonance frequency shift, PRF shift) 계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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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는 온도 조건에서의 계측 신호와 목표 

온도 조건에서의 계측 신호 간의 상 (phase) 변

화로부터 온도 편차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이때 

발생하는 신호의 상 변화는 유체의 움직임과 온

도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신호 상을 Taylor 

series expansion을 통해 아래의 Eq.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10,11).

    (2)

ϕ는 신호의 상, 는 자기회전비율, r은 입자의 

위치, v는 자기장 내 입자의 속도, 그리고 는 계

측 영역에 가해지는 경사자기장을 나타낸다. 우

변 첫번째 항은 MRI 장비에서 가해지는 자기장

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호의 기본 상을 나타내며, 

두번째 항은 위치에 따라서 온도로 인해 발생하

는 상 변호를 나타내며, 세번째 항은 입자가 계

측 영역 내부를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 변

화를 나타낸다. 유동 조건에 따라 가속도와 같은 

higher-order momentum term의 추가가 요구될 수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속도 성분이 일정하게 유

지되는 완전발달 난류 원관 유동이 상이었기 

때문에 속도항까지만 고려하였다.

유동 조건에서의 MRT 계측을 위해서는 유속에 

의한 효과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flow compensation 

(FC)을 통해 가능하다. Flow compensation 기법이

Fig. 2. Flow compensation diagram

란 Fig. 2와 같이 신호 계측 시 magnetic gradient

를 추가해, 입자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신호의 

상 변화 성분을 제거하는 기법이다(12).

2.4 자기공명온도계, MRT

자기공명온도계는 계측 신호의 상 변화로부터 

평균 온도 편차장을 산출하는 기법이다.

    (3)

이때 Eq. (3)은 Eq. (2)의 우변 두번째 항으로

부터 유도되는데, 계측 영역 내부의 입자들은 온

도 변화에 따른 nuclear shielding effect로 인해 

실제 가해지는 자기장과 미세하게 다른 자기장

의 영향을 받게 되는 chemical shift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실제 입자들은 가 아닌 미세하게 변

한 만큼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내부 입자

들의 공명주파수가 변하며, 이때 발생하는 미세

한 변화 정도를 라 할 경우 두 계측 신호 간의 

위상 차이는 Eq. (4)과 같이 표현된다.

 (4)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신호 변화와 온도 간의 선

형성을 나타내는 α를 정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 Eq. (5)와 같이 온도에 의한 신호 상 변화로부터 

온도 편차를 산출하게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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ϕbaseline(TE)는 기준 온도에서의 계측 신호 상, 

ϕ(TE)는 목표 온도에서의 계측 신호 상을 나타

낸다. 선행연구(13-16)에서 정밀한 핵자기공명 (NMR) 

실험을 통해 α = - 0.01 ppm/°C 이라는 물에 해

당하는 상수 값을 도출하였다.

3.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3.1 유동 제어 장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동 시스템을 Fig. 3에 

도식화 하였다. 유량 제어를 위해 펌프와 밸브 

및 bypass 유로를 설치하였으며, Seametrics사의 

SPX-100 임펠러 유량계와 LabView 모듈을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유량을 확인하고 제어하였다. 

또한 칠러 및 히터, K-type 열전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온도를 계측하며 조절하였다. 약 200 

L의 작동 유체를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온도 변

화로 발생하는 오차를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 약 30 m, 두께 3.5 mm인 

25A 편사 호스를 사용하여 작동 유체를 수조에

서 MRI 장비실 내부의 test section으로 흐르게 

하였다. 3T MRI 장비에서 수행한 MRT 기본 검

증 실험의 경우 열전 를 수조에 삽입하여 온도

를 계측하였으며, 7T 실험의 경우 장비실에 호

스가 들어가기 직전에 열전 를 설치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작동 유체가 호스를 따라 흐르며 

발생하는 열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MRI 장비실

과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사전에 설치한 열전

Fig. 3. 3T MRT experiment flow system 
schematic

로 계측한 온도를 각각 원관 출구부에서 계측한 

온도와 비교하였으며, 편차가 모두 0.15°C 미만

이었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 전반적으

로 단열이 매우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열전

로 계측한 온도가 계측 영역 내부의 작동 유

체 온도와 유사하다고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3.2 3T MRT 계측 장비

서울 학교 병원의 Siemens MAGNETOM 

TRIO 3T MRI 장비, 내경 50 mm 이고 길이가 2 

m인 PVC 원관 test section, 그리고 RF 펄스 제

공 및 신호 계측을 위한 8 channel phased array 

torso coil 등이 Fig. 4에 나타나 있다. 

MRI 계측 시 사용하는 시편은 자화율을 고려

하여 제작해야 한다. 자화율이란 외부에서 가해

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한 자화의 비를 나타내

는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화율 영향의 최소

화를 위해 PVC 시편을 사용하였다. 완전발달 영

역의 계측을 수행하기 위해 원관의 후류 영역에 

RF 코일을 설치하였다.

  3T MRT 실험을 위해 사용한 MR 파라미터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MR 파라미터 중 TR, TE, 그리고 FA는 Buchenberg 

et al.(17) 연구진의 구리관 MRT 실험으로부터 참

고 하였다.

Fig. 4. 3T MRI machine and pipe test section
(with RF torso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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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3T MRT scan parameters

ROI (128 mm, 128 mm, 20 mm)

Spatial
Resolution (0.5 mm, 0.5 mm, 1 mm)

Cases

1-1) Flow on without FC
1-2) Flow off without FC

2-1) Flow on with FC
2-2) Flow off with FC

Temperature 
Conditions

24.3°C (baseline)
34.1°C (target)

Scan # 4 scans for each case

TR, TE, FA TR : 29 ms, TE : 20 ms, FA : 7°

3.3 7T MRT 계측 장비

7T MRT 실험은 동일한 test section을 사용하

였으며, Fig. 5와 같이 28 channel RF knee coil을 

사용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7T MRT 실험을 위해 사용한 MR 파라미터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Eq. (5)에 의하면 2π라

는 범위 내에서 aliasing 없이 계측 가능한 최

Fig. 5. 7T MRI machine and pipe test section 
(with RF knee coil)

Table 2. 7T MRT scan parameters
ROI (128 mm, 128 mm, 20 mm)

Spatial
Resolution (0.5 mm, 0.5 mm, 1 mm)

Temperature 
Conditions

20.3°C (baseline), 25.3°C, 
30.3°C, 35.3°C, 40.3°C

Scan # 4 scans for each temperature case
TR, TE, FA TR : 25 ms, TE : 13 ms, FA : 7°

 온도 범위는 , α, B0, 그리고 TE에 의해 결

정된다. 7T MRT 실험은 더욱 강력한 자기장에

서 약 20°C의 온도 편차에 한 계측을 수행하

기 때문에, TE를 13 ms로 단축하여 모든 온도 

조건이 측정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7T의 더욱 강해진 외부 자기장으로 인한 종축자

기화가 가속되어 TR은 25 ms로 설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MR 계측 시 공간과 시간에 따른 

system bias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

한 계측을 위해서는 이에 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Oh et al.(18)과 Poorter et al.(19) 연구진

은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계측 영역 내부에 추가

적인 reference phantom을 삽입하여 보정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Fig. 6과 같이 제작한 아크릴 

거치 와 4개의 reference oil phantom을 계측 영역 

안에 삽입하여 데이터 보정에 사용하였다.

Fig. 6. Oil reference phantoms and stand

4. 결과 및 분석

4.1 유동 조건

MRT 실험에 앞서 원관 출구부 근처 계측 영역 

내부 유동의 완전발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

공명유속계 (magnetic resonance velocimetry, MRV) 

기법을 이용하여 계측 영역 내부의 유동장을 확인

하였다. MRV 기법은 계측 영역 내의 이동하는 수

소 핵의 양성자로부터 신호를 계측하고, 이때 발생

하는 신호 상 변화로부터 입자의 속도를 산출해내

는 기법이다. MRT 기법과는 반 로 Eq. (2)에서 

속도에 의한 영향만을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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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의 완전발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e = 

11,700을 유지하여 계측을 수행하였다. 유체의 

밀도와 점성 계수는 온도에 따라 그 값이 지속

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도를 제어하였다. 또한 계측한 온도로부터 밀

도 및 점성 계수 모델(20,21)등을 이용하여 레이놀

즈 수를 산출하였다.  

계측한 속도장은 Khoury et al.(22)의 레이놀즈 

수 11,700에 해당하는 완전발달 난류 원관 유동 

직접수치모사 (direct numerical simulation, DNS)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원관 반지름 및 최  유속

으로 정규화한 유속 분포 결과는 아래의 Fig. 7

에 나타나 있다.

Fig. 7의 MRV와 DNS 결과가 실험의 불확도 

내에서 잘 일치함을 통해 계측 영역 내의 유동

이 완전발달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MRV 속도 

불확도는 계측 영역 내 신호의 분산 (variance, 

Var)으로부터 Eq. (6)을 통해 계산하였다(23).

 (6)

VENC는 -π에서 +π까지의 상 변화 영역 내에

서 계측 가능한 최  유속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MRV 계측 전에 미리 선정하여 장비에 입력한

다. σROI는 통계적 속도 불확도이며, Δϕ1과 Δϕ2모

두 같은 유동이 존재할 때 측정한 signal phase

Fig. 7. Velocity profile of MRV and DNS data 
for fully developed turbulent pipe flow at 
Re = 11,700

변화에 해당된다. 반복 계측된 데이터 간의 차이

는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나타내며, 그 

분산으로부터 불확도를 산출할 수 있다.

4.2 3T MRT 실험 결과 분석

3T MRT 실험은 완전발달 난류 유동에서 계

측 방법의 기본 검증을 위해 수행하였다. 하나의 

baseline 온도 case (24.3 ± 0.1°C) 와 하나의 

target 온도 case (34.1 ± 0.1°C)에서의 계측을 통

해, 단일 온도 편차에 한 검증을 하였다. 

Fig. 8 (a)는 완전발달 유동의 출구부 근처 영

역에서 계측된 phase map이며, 유동 방향의 20 

mm ROI 중앙 영역인 10번째 slice에 해당한다. 

가운데 원관과 주변 4개의 reference oil phantom

을 확인할 수 있다.

유체의 온도가 일정하며 유동이 없는 reference 

oil phantom 내부 영역에서는 일정한 신호가 계

측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system bias로 인하

여 불균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일성을 제거하

기 위해 총 2단계의 데이터 보정 작업을 수행하

였다. 첫째로, oil phantom 내부 기름의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 phase가 물에 비해 기본적으로 

0.5π 정도 위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관 

내부 영역에서는 aliasing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reference oil phantom 영역 내부에서는 aliasing으

로 인한 wrapping artifact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aliasing이 발생한 영역에 

unwrapping 작업을 수행하여 Fig. 8 (b)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둘째로, 원관 벽면 근처 noise가 

강하게 발생하는 영역을 제외한 내부 영역을 사

용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후처리를 수행하였다. 

Unwrapping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 상에 존재하는

       (a)            (b)           (c)

Fig. 8. (a) Original phase map, (b) Unwrapped 
phase map, (c) System bia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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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ase data with field correction

(a) (b)

Fig. 10. Effect of flow compensation on MRT
(Center square: 60 x 60 voxel area for 
data averaging)

system bias를 제거하기 위해서 reference oil 

phantom 영역 데이터에 기반한 타원형 편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선형방정식 

시스템 (linear system of equations)의 계산을 통

해 voxel 간의 interpolation 및 extrapolation이 가

능한 MATLAB 코드(24)를 사용하여 system bias 

field를 Fig. 8 (c)와 같이 생성하였다. 이 bias를 

기존 계측 데이터에서 제거함으로써 Fig. 9와 같

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MRT 계측 온도를 산출하였다. 

Fig. 10은 유동이 흐르는 조건에서 flow 

compensation의 영향을 비교한 MRT 계측 결과이

며, α = - 0.01 ppm/°C를 사용하였다. Flow 

compensation을 Fig. 10 (a)에는 적용하지 않았으

며, Fig. 10 (b)에는 적용하였다. 벽면 근처에서 

발달한 미세 공기 방울로 인한 artifact 영역을 

제외하기 위해 Fig. 10에서 사각형으로 표시한 

60 x 60 voxel 크기의 영역 내부 데이터를 이용

하여 평균 온도 및 불확도를 산출하였다. MRT 

불확도는 원관 내부 영역의 온도 분포 표준편차

Table 3.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thermocouple and 3T MRT data

Case Thermocouple ΔT MRT ΔT

Flow on without FC
9.8 ± 0.1°C

8.9 ± 0.9°C

Flow on with FC 10.1 ± 0.7°C

Fig. 11.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thermocouple and 3T MRT data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원

관 test section은 낮은 열전도율과 5 mm 두께를 

가지는 PVC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는 벽면 근처에서 온도 경계층의 발생이 없으며, 

원관 내부 온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여 표준편

차로 통계적인 불확도를 산출하였다. 이때 산출

한 표준편차는 95% 신뢰구간을 위해 1.96배 처

리하여 사용하였고, 불확도를 Table 3에 나타냈다.

Fig. 11은 열전  계측 온도 값과 4가지 실험 

조건에 하여 각 조건에서의 MRT 데이터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Flow compensation 기법이 적

용된 경우의 데이터가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데

이터에 비해 열전  계측 값과 더 유사한 경향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low 

compensation을 통해 phase에서 유동의 속도 성

분이 비교적 잘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결과를 토 로 7T MRT 실험에도 flow compensation

을 적용하였다.

4.3 7T MRT 실험 결과 분석

7T MRT 실험은 20.3°C를 시작으로 약 5°C 간

격의 4개의 온도 편차 조건에 하여 MRT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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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7T MRT temperature maps 
(a) ΔT = 5°C,  (b) ΔT = 10°C, 
(c) ΔT = 15°C, (d) ΔT = 20°C

Table 4.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thermocouple and 7T MRT data

Case Thermocouple ΔT MRT ΔT

ΔT = 5°C 5.0 ± 0.1 °C 5.2 ± 0.1 °C

ΔT = 10°C 10.0 ± 0.1 °C 10.3 ± 0.1 °C

ΔT = 15°C 15.0 ± 0.1 °C 15.3 ± 0.2 °C

ΔT = 20°C 20.0 ± 0.2 °C 20.5 ± 0.2 °C

을 수행하였다. 7T MRT 데이터를 기반으로 α = 

- 0.01 ppm/°C를 사용하여 산출한 온도장을 아래

의 Fig. 12에 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온도 분포의 표준편차로부터 불확도를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RF 열상수, α는 실험

에서 사용하는 작동 유체의 종류에 따라 그 값

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진은 동일한 공간 해

상도 조건에서 더 높은 SNR을 통해 정밀 계측

을 수행한 7T MRT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실험

에 사용한 20 mM 황산구리 수용액에 부합하는 

새로운 α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원관 내부 영역 

데이터의 평균 값과 열전  계측 값과의 선형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오차가 최소가 되는 α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α = - 0.01106 

ppm/°C 이라는 새로운 상수를 산출 했

Fig. 13. Linearity between MRT and thermocouple 

으며, MRT와 열전  온도 값을 비교한 그래프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새롭게 도출한 PRF 열상수

로 온도 편차를 계산할 경우, 열전  계측 값과의 

평균 오차는 약 ± 0.14°C에 불과하다.

4.4 SNR 분석

신호  잡음 비율 (SNR)은 데이터 불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3T 와 7T MRT 데이터의 SNR을 정

량화하여 각 실험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Eq. (7)와 같이 관심 영역인 원관 

내부의 신호강도 (signal intensity) 평균값과 원관 

및 reference oil phantom을 제외한 background 영역

의 신호강도 표준편차의 비로부터 SNR을 산출하

는 두영역계측법을 채택하였다. 해당 기법은 단일 

영상으로부터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SNR을 산

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5-27). 

          (7)

S는 신호강도를 나타내며, m과 σ는 각각 신호

강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MR 계측 시 반복 계측을 통한 신호가산평균 

(ensemble average) 횟수 의 제곱근만큼 계측 데

이터의 SNR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

든 실험 케이스에 하여 4번씩 계측을 수행 하

였으므로 SNR은 단일 계측의 경우보다 2배 커

야 된다. Table 5에 3T 및 7T MRI 실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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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RT SNR comparison

Experimental Case Single 
Image SNR

Averaged 
Image SNR

3T
T = 25.1°C 15.1 27.9

T = 34.9°C 16.2 29.1

7T

T = 20.3°C 148 314

T = 25.3°C 142 290

T = 30.3°C 144 311

T = 35.3°C 143 283

T = 40.3°C 145 294

(a) (b)

Fig. 14. Data quality analysis
(a) 3T, (b) 7T (ΔT=10°C)
(ΔT plotted along the centerline)

SNR을 표기하였다.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유동 

조건에서 flow compensation이 적용된 경우의 

SNR을 표기하였다.

단일 영상으로 산출한 SNR의 경우 개별적으

로 4번 산출 후 평균값을 기재하였으며, 모든 실

험에서 신호가산평균을 통해 SNR이 약 2배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 MR 계측 시 SNR은 B0 자

기장 세기 뿐 아니라, 실험에 사용된 RF 코일 

종류 및 채널 수 차이에 의해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28-30).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3T 실험에서는 8 channel phased array torso coil

을 사용하였으며, 7T 실험에서는 28 channel knee 

coil을 사용하여 계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코일을 통한 계측에 따른 SNR 변화가 존

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3T MRT 실험의 경

우 이전 MRV 실험에서 사용하였던 40 mM 황

산구리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7T MRT 

실험의 경우 사전에 10개의 다른 농도에 한 

사전 계측을 수행하여 그 중 계측 신호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20 mM 황산구리 수용액으

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7T MRT 데이터가 상 적으로 높

은 SNR을 가질 것을 예상하였다. 실제로 3T 

MRI 장비로 계측한 데이터에 비해 7T MRI 장

비로 계측한 데이터의 SNR이 약 10배 높음을 

알 수 있으며, MRT 결과를 비교해 보면 Fig. 14

와 같이 7T MRT 결과의 높은 SNR로 인해 온도 

분포가 상 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온도계를 이용하여 완

전발달 난류 원관 유동에서의 온도장을 비침습

적으로 계측하였다. PRF 열상수의 변인에 해 

알아보았으며, 7T MRI 장비에서 사용한 황산구

리 수용액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상수를 산출하

였다. 

3T MRT 실험에서는 단일 온도 편차 조건에

서 계측을 수행하였다. 유동이 있는 경우 flow 

compensation을 적용하면 유속 성분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계측 영역 내에 reference 

oil phantom을 삽입하면 데이터의 system bias를 

도출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는 field correction을 

통해 정확한 온도장 정보를 산출할 수 있었다.

7T MRT 실험에서는 더 다양한 온도 편차 조

건에서의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앞서 확인한 기

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열전 를 통해 계측

한 온도 값과 근사한 MRT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7T MRT 계측 데이터와 열전 로 계측한 온

도 데이터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작동 유체인 

20 mM 황산구리 수용액에서의 새로운 상수 α = 

- 0.01106 ppm/°C를 산출하였다. 이 값을 이용한 

경우 평균 0.14°C 미만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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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T 장비를 이용한 경우 3T 장비를 이용한 경

우보다 약 10배 높은 SNR로 인해 더 균일한 온

도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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