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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까지 자기공명분광법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은 생체내 

대사물질들을 정량분석하고, 생물학적 분자의 3 차원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우수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왔고, 또한 비침습적으로 생검을 

시행하지 않고 인체내의 여러 가지 대사산물들을 식별하고 정량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질병부위의 물질대사 변화를 토대로 진단에 도움을 주고 

질병의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1-6)  또한 

분자구조를 결정하는 방법 가운데 x-선 crystallography 방법은 샘플이 고체형, 

즉 crystal 로 제공되지 않으면 구조를 밝힐 수 없는 반면에 자기공명분광법은 

생체 내 비침습적으로 생리학적 조건의 액체상태에서 직접 구조를 

결정하므로 현존하는 분자 구조 결정 방법 중 가장 정확성있는 방법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자기공명분광법은 x-선 crystallography 방법에 

비하여 분자량이 큰 거대분자 (분자량 10K 달톤 이상)인 경우 분석하는데 

매우 어렵고, 또한 데이터 획득하는데 매우 장시간을 요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공명분광법 (MRS)에 의한 3차원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양성자들간의 3차원 거리정보와 이면각 (dihedral angle)이다. 

양성자들간의 3차원 거리정보는 nuclear Overhauser effect/enhancement (NOE)에 

의해 획득되는데, NOE 신호강도는 양성자들간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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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각은 vicinal coupling constant 분석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양성자들간의 3차원 거리정보와 이면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3차원 구조가 결정되므로 각 양성자들의 공명피크들의 assignment는 

원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스펙트럼의 완벽한 assignment는 

구조결정에 있어서 총체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양성자 vicinal coupling 

constant 는 두 개의 양성자 간의 공간적 관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Karplus 

상관관계 그래프를 통하여 이면각은 90도에서 최소값을 갖고, 0도 및 

180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7-8) 

지금까지 2-D (dimensional) MR 기술은 스펙트럼의 assignment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생물학적 중요 물질들 (예, DNA, 

RNA, 단백질, 탄수화물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약물의 3차원 구조분석 및 

결정은 바이오 혁신에 혁혁한 공로를 해왔다.(9) 2D MR 기술은 크게 

결합연결관계 (through-bond connectivity)과 공간연결관계 (through-space 

connectivity)로서 2가지로 구분한다. 결합연결관계를 위하여 chemical shift 

correlation spectroscopy (COSY) (10), relay COSY (11), total COSY (TOCSY) (12) 

and homonuclear Hartman-Hahm (HOHAHA) spectroscopy (13) 방법 등이 있고, 

공간연결관계를 위하여 nuclear Overhauser spectroscopy (NOESY) (14)와 rotating 

frame NOESY (ROESY) (15)가 있다. 

최근 2-D (dimensional) MR 기술을 인체 내에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동안 몇 가지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16-20, 24, 25, 26) 그 중 인체 뇌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지고 있고 

(16-17, 21-23) 근육 (18-19)과 유방 (20)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체 뇌대사물질에 대하여 2D MR 기술인 COSY와 NOESY를 직접 

적용하고, 데이터를 획득하여 인체 뇌대사물질들간의 스칼라 짝지움 

(coupling)과 쌍극자 (dipolar) 상호작용-NOE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합연결관계 및 공간연결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153



원리 

 

2D MR 기술은 기존 1D MR 기술에서 한단계 더 앞선 기술이다. 즉, 기존 

1D MR 기술에서 사용된 초기 준비기간 (preparation period)과 신호 획득기간 

(detection period) 사이에 스핀 전개기간 (evolution period)과 스핀 혼합기간 

(mixing time)을 삽입하면 된다.  전형적인 2-D MRS 펄스시퀀스 diagram을 

Figure 1에서 볼 수 있다.  스핀 전개시간을 t1으로 정의하고 신호획득 시간을 

t2로 정의한다. 따라서 스펙트럼 결과는 t1과 t2의 2차원 데이터로 구성되고, 

이 데이터를 2차원 Fourier transform (FT)하여 스펙트럼화 한다. 

 

 
 

Figure 1.  전형적인 2D MRS 펄스시퀀스 diagram.  초기 준비기간 

(Preparation period), 스핀 전개기간 (Evolution period), 스핀 혼합기간 (Mixing 

time), 신호 획득기간 (Detection period)으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초기 준비기간에는 스핀들이 외부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열평형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스핀 전개기간에는 90도 펄스의 영향을 받은 

직후 스핀들은 외부자기장을 중심으로 주어진 t1 시간 동안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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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운동을 하면서, 스핀들간의 자화가 명시/분류 (labeling) 된다.  스핀 

혼합기간에는 첫 번째 스핀에서 두 번째 스핀으로 자화가 이전하는데, 이 때 

혼합시퀀스에서 자화이전의 두 가지 특성, 즉 스칼라 짝지움 (coupling)과 

쌍극자 (dipolar) 상호작용 (NOE)를 선택할 수 있다.  신호 획득기간에는 두 

번째 스핀으로 이전된 자화신호를 탐지하게 된다. 

 

 
 

 

Figure 2.  전형적인 2D MR homonuclear 스펙트럼.  대각선 (diagonal) 피크 와 
교차 (cross) 피크로 구성됨.  대각선 피크들 (Ad 와 Bd)간의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교차피크 (ABx)가 생성됨을 의미함.  d는 
diagonal을 의미하고, x 는 cross를 의미함.  A와 B는 다른 공명주

파수에서 나타나므로 2개의 ωA와 ωB에서 chemical shift를 갖음.  
ω1과 ω2는 각각 t1과 t2 동안 얻어진 데이터를 display하는 축에 
해당하고, t (time domain)에서 ω (frequency domain)으로 변환은 
Fourier transform에 의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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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FT을 통하여 2개의 주파수축에 대한 스펙트럼을 산출하는데 Figure 

2는 전형적인 동종핵종간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여기서 2차원 

스펙트럼에서 대각선 (diagonal) 피크 (즉, Ad와 Bd)와 교차 (cross) 피크 (즉, 

ABx)로 구성된다. 2D 스펙트럼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이며, 한 방향으로 

투시 (projection) 되는 스펙트럼을 바로 1D 스펙트럼에 해당한다. 대각선 

피크들은 동일한 같은 스핀 (즉, A와 B)으로부터 자화가 전개되므로 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  반면에 교차 (cross) 

피크 (즉, X)는 스핀 혼합기간 동안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핀들간의 자화가 

전이되어 그 결과 나타난 생성물이다. 따라서 대각선 피크들간의 상호관계가 

있는 경우 교차피크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교차피크들은 2D MR 

스펙트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3.  아미노산 backbone 구조.  아미노기 (-NH2)와 카르복실기 (-COOH) 
사이에 Cα이 존재함. Cα에 붙어있는 연결된 H를 Hα로명시하고 
이어서 Cβ 에 붙어있는 연결된 H를 Hβ로명시하고 이어서 Cγ에 붙
어있는 연결된 H를 Hγ로명시함. R’은 연속가능한 carbon chain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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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은 전형적인 아미노산 backbone 구조를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아미노기 (-NH2)와 카르복실기 (-COOH) 사이에 Cα이 존재하고, Cα 에 

붙어있는 연결된 H를 Hα로명시하고 이어서 Cβ 에 붙어있는 연결된 H를 

Hβ로명시하고 이어서 Cγ 에 붙어있는 연결된 H를 Hγ로 명시한다. 

이러한구조를 갖는 아미노산을 2D 스펙트럼으로 산출하면 Figur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ure 4.  전형적인 2D COSY 스펙트럼.  3-bond coupling connectivity를 

대각선 (diagonal) 피크 와 교차 (cross) 피크를 통하여 보여줌 

 

 

 Figure 4는 전형적인 2-D COSY 스펙트럼으로서 Figure 3에서 보여준 

아미노산 구조물에서 NH, Hα, Hβ , Hγ 등의3-bond coupling connectivity를 대각선 

(diagonal) 피크 와 교차 (cross) 피크를 통하여 보여준다. 자화가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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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을 통하여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J coupling constant는 거의 0에 

가까우므로 3 bond 이상인 경우 거의 교차 피크를 얻을 수 없다.  또한 

NH와 Hα 의 교차피크는 아미노산 backbone 구조를 표시하는 이면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각각 두 개의 Hβ와 Hγ 

양성자들은 서로간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일치된 화학적 자기적 성질을 

갖으므로 2D 스펙트럼상에서 역시 구별할 수 없다. 양성자 자기공명 

분광법에 의하여 탐지 가능한 주요 인체 뇌대사물질들의 화학 구조를 Figure 

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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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etyl aspartate (NAA)                  creatine (Cr) 

 

         
choline (Cho)          L-lactate (Lac) 

 

 
glutamate (Glu)     glutamine (Gln) 
 
 
 
 
 
 

 
 
 
myo-Inositol (Ins) 

 
Figure 5.   양성자 자기공명분광법에 의하여 탐지 가능한 주요 인체 
뇌대사물질들의 화학 구조. 탄소의 번호에 따라 프로톤의 번호도 지
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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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COSY 및 2D-NOESY  

 

MRS상에서 뇌 대사물질과 유사하도록 희석액을 만들고, 내용물은 

GE brain MRS 팬톰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을 위한 자료를 

참고한다. (Table 1). (21) 모든 실험은 z-actively shielded pulsed field gradient 

(PFG) 코일이 장착되고, triple resonance cryoprobe가 장착된 Bruker Avance 500 

(11.8 Tesla) 장비 에서 quadrature detection mode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모든 

2D 실험은 298 °K에 수행되고, PFG 기술은 수분 용매신호강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면서 모든 H2O/D2O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PFG 기술을 채택하여 

수분신호강도를 억제하고, 최종 MRS 샘플은 10% D2O를 이용한다.  2D 

spectra는 2048 complex 데이터 포인트로서 총 320개의 FID를 Averaging 

취하고, H2O에서 얻어진 스펙트라는 8012 Hz이다.  반복지연 (repetition delay) 

시간은 2초, 각각의 FID는 4개의 averaging을 선택하고. 2D-NOESY 

스펙트럼을 얻기 위하여 150 ms의 mixing time을 사용하고. 모든 2D 실험은 

time proportional phase incrementation (TPPI) 방법을 사용한다.  

 

Table 1. Phantom ingredients of the various metabolites in the brain mimicking solution 
 

Compound Abbreviation CAS no. Concentration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KH2PO4 [7779-77-0] 50.0 mM 
Soduim hydroxide NaOH [1310-73-2] 56.0 mM 

Sodium azide  [26628-22-8] 0.01 % 
L-Glutamic acid Glu [6106-04-3] 12.5 mM 

L-Glutamine Gln [6106-04-2] 12.5 mM 
Creatine hydrate Cr [6020-87-7] 10.0 mM 
Choline chloride Cho [67-48-1] 3.0 mM 

N-Acetyl-L-aspartatic acid NAA [997-55-7] 12.5 mM 
Myo-inositol Ins [87-89-8] 7.5 mM 

DL-Lactic acid Lac [16891-53-5] 5.0 mM 
Magnevist Gd-DPTA  1 m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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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2D-COSY, 2D-NOESY 데이터는 Top Spin 2.0 혹은 MRUi 

소프트웨어에서 포스트 프로세싱된다.  NAA 피크를 기준점 (reference point) 

2.02 ppm으로 정하고,  Gaussian shape fitting를 이용하여 대사물질 정량분석을 

시도한다.  주요 분석대상 대사물질은 N-acetyl aspartate (NAA), creatine (Cr), 

choline (Cho), glutamine (Gln), glutamate (Glu), myo-inositol (Ins), lactate (Lac)로서 

총 7가지 화학물이고, 화학적 이동 (chemical shift) 값은 기존 발표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Table 2) (22-23) 총 7가지 주요 대사물질의 화학적 이동을 

표출하는 프로톤들의 명칭은 Table 2에 명시되어 있다.    

Table 2. Chemical shift (δ)a and COSY/NOESY connectivities of the typical brain metabolites 
by proton MRS.b  

 

Compound (ppm) Resonance COSY Connectivity NOESY Connectivity 
NAA 2.02 CH3 CH2(3,Hα)+CH2 (3,Hβ)  

 2.50 CH2(3,Hα) CH2(3,Hα)+NH  
 2.70 CH2 (3,Hβ)   
 4.39 CH(2)   
 8.00 NHc   

Cr 3.03 CH3  CH3 +CH2
 3.93 CH2   

Cho 3.24 N(CH3)3   
 3.56 CH2 (2)   
 4.07 CH2 (1)   

Glu 2.11 CH2 (3) CH2 (3)+ CH2 (4) CH2 (3)+CH2 (4) 
 2.35 CH2 (4)  CH2 (3)+CH(2) 
 3.76 CH(2)   

Gln 2.14 CH2 (3)  CH2 (3) +CH(2) 
 2.46 CH2 (4)   
 3.79 CH(2)   

 6.13 CH(1’) c   
 8.25 CH(2)   
 8.54 CH(8)   

Ins 3.27 CH(5) CH(5)+ CH(4,6) CH(5)+ CH(4,6) 
 3.53 CH(1,3) CH(1,3)+CH(4,6) CH(1,3)+ CH(2) 
 3.59 CH(4,6) CH(1,3)+ CH(2)  
 4.05 CH(2)   

Lac 1.33 CH3(3) CH3(3)+ CH(2)  CH3(3)+ CH(2) 
 4.11 CH(2)   

a VS. TMS at 0.0ppm 
b Abbreviations are listed in Table 1 
c Temperature-dependent chemical shift; in vivo δ = 7.85 ppm 
d Sugar pr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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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뇌대사물질로 선정한 주요 분석대상 대사물질 (NAA, Cr, Cho, Gln, 

Glu, Ins) 7개 화학물질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체 뇌대사물질을 

이용하여 2D MR 기법인 2D-COSY와 2D-NOESY 스펙트럼을 성공적으로 

획득하였다 (Figure 6). 전반적으로 2D-COSY와 2D-NOESY 스펙트럼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형을 이룬다. 동종핵종 (수소-수소) 2D 기술으로서 

횡축/종축 모두 양성자 화학적 전이 (chemical shift) 범위에서 표시되었다.  

2.02 ppm 위치에서 NAA를 확인하여, 기준점으로 결정한 후 다른 

대사물질들에 대한 공명 기준 (resonance assignment)을 명시하였다.  NAA를 

이용한 공명기준 결과 Cr (3.03 ppm), Cho (3.22 ppm), Lac (1.28 ppm) 등 주요 

대사물질들의 피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에서 보듯이 수분억제에 의한 수직/수평 노이즈 피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NOESY 교차피크의 개수가 COSY 교차피크의 

개수보다 많은 것이 밝혀졌다.  1D-스펙트럼상으로 수분억제 정도 측면에서 

NOESY 스펙트럼이 COSY 스펙트럼보다 더 우수하였다.  COSY 

스펙트럼상에서는 오직 1.0-4.5 ppm 사이에서만 교차피크들이 생성되었다. 

반면 NOESY 스펙트럼상에서는 1.0-4.5 ppm 외에도 7.9 ppm에서 공명 

교차피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NAA 분자내 NH 프로톤과 메틸 (-CH3) 

프로톤과 3차원 공간상에서 5 Å 이내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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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인체 뇌대사물질에 관한 2D MRS 스펙트라로서 0-12 ppm을 포함하

는full scale 데이터임. 양쪽 모두 동핵종간 (homonuclear) 양성자 스
펙트럼임,  (a) COSY 스펙트럼.  (b) NOESY 스펙트럼.  NOESY 스
펙트럼상에서 1.0-4.5 ppm 외에 7.9 ppm에서 공명 교차피크를 발견

하였음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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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인체 뇌대사물질에 관한 2D MRS 스펙트라로서 1-4.5 ppm을 

포함하는 데이터임.  중요대사물질들을 모두 포함한 가장 전형적인 중요 

스케일임.  (a) COSY 스펙트럼.  (b) NOESY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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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상태의 인체 뇌대사물질에 2-D MR 기술, 즉 2D-COSY와 

2D-NOESY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데이터를 획득하여 인체 

뇌대사물질들간의 스칼라 짝지움 (coupling)과 쌍극자 (dipolar) 

상호작용-NOE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결합연결관계 및 공간연결관계에 대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획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인체 뇌 대사물질 중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총 7가지 화학물 (NAA, 

Cr, Cho, Gln, Glu, Ins)은 스펙트럼상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다.  팬톰 화학물 

제작 시 농도를 이미 학계에 발표된 수치를 사용하였기에 정량분석을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영제 Magnevist에 화학적 이동 (chemical shift) 

및 정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할 수 없었다.  이는 Magnevist의 농도가 1 ml/l. 

(Table 1)로서 너무 미량이라 스펙트럼상에 표출되지 못한 가능성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예상한대로 2차원 COSY와 NOESY 스펙트럼은 1차원 스펙트럼보다 

1차원 증가한 만큼 해상도가 향상되었다.  단순한 투시 (projection)선 만을 

보여주는 1차원 스펙트럼에 비하여 2차원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병리학적 변화와 직결되는 대사물질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차피크를 보여준다.  

수분억제를 위한 CHESS 펄스에 의하여 2D 스펙트럼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정확히 대칭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에 위치한 교차피크를 사용한다. (24) 물론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이용한 평균치 (Averaging) 산출 방법으로 2D-post processing할 수 있으나 

인공 (artificial artifacts) 크로스피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제하였다.  

결론적으로 2D-COSY 스펙트럼은 피크를 분해하는데 정확도가 매우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중 COSY 스펙트럼을 통하여 분자내 through bond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특히 3-bond 연결 (connectivity)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COSY 크로스피크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프로톤들간에 3-bond의 연결 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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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lactate에서 메틸 프로톤과 CH 프로톤의 

COSY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NAA에서 메틸렌 프로톤들간과 메틸렌 

프로톤과 NH프로톤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Gln에서 메틸렌 

프로톤들간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Ins에서 CH 프로톤 들간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다. 이는 분자 구조학상 3-bond 연결 상태를 재확인 

시켜주는 결과이다. 

NOESY 스펙트럼을 통하여 분자내 through space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NOESY 크로스피크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프로톤들간의 거리가 공간상에서 5 Å 이내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NAA 분자내 NH 프로톤과 메틸 (-CH3) 프로톤과의 NOESY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lactate에서 메틸 프로톤과 CH 프로톤과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Cr에서 메틸 프로톤과 메틸렌 프로톤과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Glu에서 메틸렌 프로톤 들간과 또한 메틸렌 

프로톤과 CH 프로톤과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Gln에서 메틸렌 프로톤과 

CH 프로톤과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고, Ins에서 CH 프로톤 들간의 

크로스피크가 발견되었다.  이는 분자 구조학상 3차원 공간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결과들로서 사료된다. 

Thomas 와 그의 동료들은 1.5T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인체 뇌에서 

2D-COSY를 획득하는 시도를 하였고, (16) 비록 저해상도이지만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었다. 그 후 Thomas 와 그의 동료들은 3T에서 인체 뇌 in vivo 

2D-COSY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대사물질 중 GABA의 

존재가 추가되었고, 다른 대사물질들은 모두 동일하였다. (17) In vivo 

2D-COSY는 in vitro에 비하여 스펙트럼 noise가 무척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2D-COSY를 획득하기에 3T에서도 아직 충분한 SNR확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7.0T (Varian 300 MHz)에서 in vivo rat brain의 2D-COSY를 획득한 

Welch와 그의 동료들은 ISIS-COSY기법을 이용하여 noise가 없는 고해상도 

스펙트럼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25) 그들이 제안한 ISIS-COSY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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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volume suppression (OVS)에 위한 noise 억제에 매우 뛰어난 반면 

수분억제 효율성에서 매우 심각한 단점을 나타냈다.  

임상적으로 1.5T에서 2D-COSY와 DQF-COSY를 급성 백혈병환자의 

Tibial bone marrow에서 획득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시도도 보고되었는데, (26) 

정상인과 환자군에서 Tibial bone marrow의 T1과 T2 시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OSY의 화학적이동 assignment를 NOESY 보다 우선적으로 

실행하는데 그 이유는 COSY의 through bond 상호작용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실험에 임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백질, DNA, RNA, 

탄수화물과 같은 거대분자의 COSY와 NOESY 화학적이동 assignment는 

상당히 복잡하며 어려운데, 이는 3차원 분자구조가 액체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dynamic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3차원 

구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NOESY 크로스피크의 출현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대분자의 NOESY 크로스피크이야말로 액체상태의 거대분자의 

3차원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귀중한 정보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NOESY 크로스피크의 집합체를 모두 동원하여 분자들간의 

제한거리 (constraint distance)를 필수조건으로 한 모든 가능한 분자구조를 

모두 제시하고, 이를 에너지 최소화 (energy minimization)하여 가장 안정된 

분자구조를 결정하고, 그 후 인체에 적합한 열에너지 조건을 주입하여 분자 

동력학 (molecular dynamics)을 통하여 인체 내에서 3차원 분자구조 실존 

가능성을 분자 궤적 (molecular trajectory)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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