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산텐서영상 (DT-MRI : Diffusion Tensor Imaging) 
 

박해정 
연세대학교 영상의학과 

  
강의목표 

1. 확산텐서영상의 측정원리를 이해한다. 

2. 확산텐서영상의 정량적 평가 기법을 이해한다. 

3. 신경다발추적 및 응용에 대해 이해한다. 

 

Ⅰ. 서론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DWI: Diffusion Weighted Imaging)은 물 분자의 확산성을 생체 내에서 
정량화 함으로서 생체 조직의 생리학적 특성과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자기공명영상 기법의 한 종류이다. 
대뇌에서의 물분자의 확산은 물분자가 놓여 있는 대뇌 조직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림 1). 예를 들어 뇌척수액과 같은 액체에서의 물 분자는 모든 방향에 대해 같은 확률로 확산되는 
등방성 확산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말이집 신경 섬유 (myelinated nerve fiber) 다발에서는 
뇌신경이나 말이집(myelin sheath)과 같이 방향성을 가진 구성 요소들로 인하여 물 
분자들은 축삭의 수직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고 신경섬유에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등방성 확산을 하게 된다. 대뇌 회질에서는 축삭, 가지돌기, 세포체가 겉질층을 따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의 자유로운 확산에는 제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등방성을 가지게 된다. 대뇌에서의 확산 영상을 통해 우리는 특정 조직에서의 확산성과 나아가서는 
해부학적인 연결 관계에 대한 정량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확산강조영상의 
삼차원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확산텐서영상(DTI: Diffusion Tensor Imaging)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확산텐서영상의 최신 기법 및 각종 임상 질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그림 1. 생체 내에서 물 분자의 확산. (a) 등방성 확산, (b) 방향성을 가진 
조직에서의 비등방성 확산, (c) 복잡한 조직 내에서의 확산. 

 

Ⅱ. 확산강조영상 

A. 확산 신호의 검출 

 
확산강조영상 측정 기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울기에코(gradient-echo)와 스핀에코(spin-
echo)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 주로 사용한다. 기울기에코 기법에서는 세기와 지속 시간은 같지만 서로 
반대 방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두 개의 확산강조 경사 자장을 가해줌으로 확산을 측정하고, 스핀에코 
기법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을 가지는 확산강조 경사자장을 180°RF 펄스의 전후에 대칭이 되는 
시점에서 가해줌으로 확산을 측정한다 (Stejskal and Tanner, 1965)(그림 2).  기울기 에코와 스핀 
에코는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로 확산을 검출하게 되나 스핀에코 기법에서는 확산 경사 자장의 방향을 
같이 하되 180° RF 펄스를 가함으로 스핀의 방향을 역전시킴으로 기울기 에코에서의 반대 경사자계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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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핀에코에 의한 확산텐서영상 신호 

일반적인 구조 영상측정에서는 스핀의 위치가 측정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영상을 얻게 
되나 확산강조영상은 스핀의 위치가 확산에 의해 변화할 경우에 발생하는 신호 감쇄를 이용하게 된다. 
확산경사자장이 가해지고 난 이후 일정한 확산 시간 Δ 동안 각 스핀의 위치는 불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고 각 스핀의 움직인 경로에 따라 원 위치와 다른 속도의 회전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두번째 경사 
자장이 가해지고 난 이후에도 스핀간에는 동일한 위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되어 이로 인해 검출되는 
자기 공명 신호의 세기는 스핀들간의 위상 차이로 인하여 경사 자장을 가해주기 전보다 감쇄하게 된다.  
 

B. 확산 계수의 측정 

 
물 분자의 확산에 의한 자기 공명 신호의 감쇄에 대한 모델은 스핀에코 기법을 사용하여 1965 년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Stejskal and Tanner, 1965), 확산경사자장을 부여하여 얻어진 확산 강조 
신호 S와 확산경사자장을 부여하지 않고 얻어진 비확산 강조 신호 S0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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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값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확산경사자장의 자장 경사의 세기(G)와 지속시간(δ), 그리고 
확산 시간 간격(Δ)에 의해 정의되고 그 방향은 3 차원 벡터로서 표현된다. 비확산 강조 신호 S0는 
확산경사자장이 없을 때의 자기 공명 신호이며 최종적으로 확산 계수 D가 경사자장의 방향에 대한 물 
분자의 확산성을 반영한다. 확산강조영상을 통해 구해진 확산 계수는 순수한 물분자의 확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방향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겉보기 확산 계수 
(AD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라고 불린다. 확산강조영상의 전체 복셀에 대해 ADC 값을 
구하여 생체 조직의 확산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Le Bihan et al., 1986). 확산강조영상에서 구해진 겉보기 확산 계수 ADC는 일반적으로 
확산 계수 D와 혼용하여 사용되곤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해진 경사자계의 방향에 따른 확산 계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서로 크기가 다른 b값을 가지는 2 개 이상의 확산강조영상을 이용하여 
확산 계수 D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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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산 계수 D는 서로 다른 b값을 가지는 확산 강조 영상 신호의 로그값 기울기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로 다른 b 값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b=0 인 
확산강조영상, 즉 확산강조경사자계를 주지 않았을때에 얻어진 기준 영상 S0와 특정 b값(일반적으로 
1000 sec/mm2 정도)을 가지는 확산강조영상을 얻음으로 경사자계가 가해진 방향에 대한 확산계수를 
구하고 있다.  

Ⅲ. 확산텐서영상 

 
3 차원 공간에서의 확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차원 좌표축 방향의 확산 계수(Dxx, Dyy, Dzz) 뿐 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분산 확산 계수(Dxy, Dxz, Dyz)를 구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로 
나타내어진 3 차원 확산을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3×3 대칭 행렬의 텐서를 사용하고 있다. 
 
 

xx xy xz

xy yy yz

xz yz zz

D D D
D D D
D D D

⎛ ⎞
⎜ ⎟

= ⎜ ⎟
⎜ ⎟
⎝ ⎠

D  

(3)

 
즉 x-축, y-축, z-축 방향뿐 만 아니라 xy-방향, yz-방향, xz-방향으로의 확산 계수를 
구해야만 3 차원 공간 상에서의 확산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확산계수 Dxy=Dyx, Dxz=Dzx, 
Dyz=Dzy 로 대칭 행렬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 방향 
이상에서의 확산강조영상을 측정해야 한다. 
수식 (2)에서 확산 텐서 D의 6 개 확산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의 6 개 
확산가중영상(S1~S6)과 확산가중이 되지 않은 기준 영상(S0)을 포함하여 총 7 개의 영상이 필요하다.  
 

 
그림 3. 확산강조 영상의 예. 확산 비강조영상(S0)과 6 방향의 
확산강조영상(S1~S6)이 사용되었다. 

 
그림 (3)은 확산 텐서를 구하기 위해 얻어진 7 개 확산 영상의 예를 보이고 있다. 기준 영상 S0와 미리 
정의된 확산 가중치 b1~b6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의 확산강조영상 S1~S6을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6 개의 확산 계수를 선형 방정식의 해로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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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확산텐서의 정량화 및 가시화 

 
텐서는 본질적으로 다차원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량인데 다음과 같은 수학적 과정을 통하여 
고유벡터(eigenvector)와 고유치(eigenvalue)로 분해할 수 있고 이를 그림 4 에서와 같이 타원형으로 
모델을 세울수 있다.  
  
그림 4 에서 e1~e3은 고유벡터이고 각각에 해당하는 λ1~λ3는 각 고유벡터에 대한 고유치이다. 확산 
텐서에서 λ1~λ3는 각각의 고유벡터 방향으로의 확산성을 의미한다. 각 고유치들은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여 표현되고 (λ1>λ2>λ3), 가장 큰 고유치 λ1에 대응하는 고유벡터 e1의 방향을 확산의 주 
방향(principal direction)이라 하며 대뇌 백질을 추출해 낼 때 중요한 정보로서 사용된다. 
 

 
그림 4. 확산 텐서의 고유벡터(e1~e3)와 고유치(λ1~λ3). 

 
확산텐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위치에서의 확산의 크기, 확산의 모양 및 확산의 방향이다. 확산의 
방향은 고유벡터(e1)에 의해 결정되고 확산의 크기와 모양은 고유치를 이용하여 정의할수 있다. 확산 
텐서의 고유치는 생체 조직의 확산 방향, 가해진 경사 자장, 실험 좌표의 방향 등에 상관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확산 특성을 정량화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고유치를 사용하여 확산 특성을 나타낼 때 평균 
ADC 와 비등방성(anisotrop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1. 평균 확산계수 (AD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평균 ADC 는 각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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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성 확산의 경우 평균 ADC 는 임의의 한 방향에 대해 구한 ADC 의 값과 같다. 평균 ADC 는 확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확산이 얼마나 방향성을 가지는 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2. 비등방성 지수 (Anisotropic index) 

확산 텐서가 표현하는 타원이 얼마나 방향성을 가지는 지를 나타내는 것이 비등방성 값이 된다. 
RA(relative anisotropy)와 FA(fractional anisotropy)가 널리 사용되는 확산 비등방성 값의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에는 FA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Basser and Pierpaol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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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의 값이 0 일 경우 확산 텐서는 등방성 확산(λ1=λ2=λ3)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값이 1 일 경우는 
아주 가느다란 바늘과 같이 확산 텐서에 단지 비등방성 확산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λ2=λ3=0).  
 
 
Ⅴ. 신경경로추적기법(Tractography)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확산텐서는 각 복셀의 위치에서 확산의 주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삼차원 대뇌 
공간에 분포하는 신경 다발의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는 각 복셀의 텐서가 주는 주요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신경다발을 재구성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확산의 방향을 기반으로 신경다발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법을 트랙토그래피(tractography)라 하는데 이는 확산 텐서에서 얻어진 확산의 주 방향이 
실제 신경 다발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확산텐서영상이 등장한 이후로 수많은 신경 
경로 추적 기법이 개발되었다 (Basser et al., 2000; Conturo et al., 1999; Jones et al., 1999; Mori 
et al., 1999; Poupon et al., 2000). 본 연구 그룹에서 개발한 확산텐서분석 프로그램 DoDTI는 
http://neuroimage.yonsei.ac.kr/dodti  에서 구할수 있다. 
신경다발재구성 원리는 한 초기 점에서 출발한 유선이 현 지점에서 텐서의 가장 큰 고유 벡터를 구하고, 
그 벡터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진행한 후 그 지점에서 다시 고유 벡터를 구하여 진행을 계속 
반복함으로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신경 경로 상의 위치 r 과 그 위치에서의 경로의 진행 방향 v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1s s sh+ = + ⋅r r v  (6)

 
즉 신경 경로의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특정 벡터의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 h 만큼 이동함으로 
구해질 수 있다. 각 위치에서의 진행 방향 v 를 구하는 방식에 따라 Euler 방식과 Runge-Kutta 기법이 
있는데 그림 5 에서는 이러한 신경다발경로추적에 의해 생성된 신경다발이다. 

 
그림 5. 신경경로추적에 의해 생성된 대뇌 백질의 전체 신경다발 
 

Ⅵ. 확산텐서영상의 고려사항 및 응용 

확산 텐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생체 조직의 구조, 성분, 및 확산 특성 등이 있기 
때문에 확산텐서영상을 통해 얻어진 비등방성 등의 확산 지수는 염증(implammation), 
말이집탈락(demyelination), 축삭 손실(axonal loss), 재구성(reorganization), 
세포독성부종(cytotoxic edema), 종양에 의한 백질 조직의 침윤(infiltration) 등을 분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허혈(ischemia), 외상(trauma), 종양(tumor), 국소성 
간질(focal epilepsy),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정신분열병 (schizophrenia) 등의 질환과 정상 대뇌의 발달(development), 
노화(aging) 연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복셀 단위의 확산 지수에서 더 나아가 경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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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통해 구한 신경 다발이 대뇌 연구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종양(tumor), 
손상(lesion)과 관련된 뇌수술 계획 (Clark et al., 2003; Mori et al., 2002; Park et al., 
2004), 신생종양(neoplasm), 변성(degeneration), 월러 변성(Wallerian degeneration), 
소아의 뇌 이상, 뇌성마비(cerebral palsy), 백질연화증(periventricular leukomalacia) 
등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림 (13)은 몇가지 질환에 대한 신경 다발의 분석 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확산텐서영상의 원리, 분석 방법 및 응용 분야에 대해 소개하였다. 확산텐서영상은 
대뇌 백질을 생체 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ET, fMRI 등의 기능 영상과 결합하여 대뇌의 연결성을 분석하는 수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몇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신 
기법이 계속해서 소개되면서 확산텐서영상의 임상적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상 획득 
방법과 분석 기법이 더 발전할수록 대뇌 백질과 관련된 질환을 분석하는데 확산텐서영상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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