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XI-A : 보건콘텐츠 23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기공명영상 분야에서 급성 뇌경색, 뇌졸중의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단일에코평면영상을 이용한 확산강조영

상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이 방법은 낮은 신호 

대 잡음비 및 영상왜곡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터보 스핀 에코를 이용하여 확산강조영상

이 이용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지만 검사시간이 늘어나며, 위상부호화 방향에서 

영상 흔들림을 갖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연구에

서는 터보스핀에코 확산강조영상에서 감도부호화를 이용

하여 다양한 가속인자를 적용하여 영상품질에 대해 보고

하였고 [1], 최근 개발된 압축감도부호화라는 방법을 이

용한 연구에서는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감도부

호화 보다 검사시간을 줄여 줄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2]. 

하지만, 지금까지 터보 스핀에코 확산강조영상에서 감도

부호화와 압축감도부호화를 적용한 비교한 연구가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술을 확산

강조영상에 적용하여 영상품질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연구는 ACR 팬텀을 사용하여 감도부호화의 가속인자

(2,3,4,5)와 압축감도 부호화의 가속인자(4,5,6,7)를 다양

하게 변화시키고 다른 인자들은 동일하게 하여 터보스핀

에코 확산 강조영상을 얻었다. 신호 대 잡음비는 subtraction 

method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3], 각각의 기술을 사용한 

확산강조영상에서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였고 팬텀의 5번

째 슬라이스에서 네 방향에 길이를 측정하여 기하학적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각각의 기술로 

측정된 신호 대 잡음비는 SPSS의 paired t-test를 사용하

여 비교 분석하였고, 변동계수를 사용하여 확산계수와 

기하학적 정확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두 기술을 사용한 확산강조영상에서 모두 가속인자가 

증가할수록 신호 대 잡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감도부호화 가속인자 3을 사용 하였을 때와 압축감

도부호화 가속인자 5를 사용하였을 때 각각 가장 높은 

신호 대 잡음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감도부호화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압축감도부호화를 사용하였을 때 높

은 평균 신호 대 잡음비와 적은 변동의 확산계수 값을 

나타냈다. 게다가 압축감도부호화를 사용하였을 때. 감

도부호화의 사용 하였을 때 보다 21.7-39.3 %의 영상획

득 시간을 줄 일 수 있었다. 기하학적 정확성의 측정과 

확산계수의 반복적인 측정은 두 기술 사이에서의 변동계

수가 최대 0.21 % 와 1.06 % 이내로 큰 차이가 없었다. 

4. 고찰 및 결론

  우리의 연구에서는 품질평가를 위한 ACR 팬텀을 사용 

하여, 실제 환자의 급성 뇌졸중 증세나 뇌경색을 반영하

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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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압축감도 부호화라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보다 더 빠른 검사시간에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감도 부호화를 이용한 터보 스핀 에코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압축감도 부호화를 사용한 확산강조영상에서 영

상평가와 자기공명 신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검사시간을 줄 일수 있어 확산강조영상에서에 유용하게 사

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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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핀에코 확산강조영상에 처음으로 감도부호화 와 압

축감도부호화를 사용하여 영상품질을 비교한 첫 번째 논

문으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자기공명영상분야에서 압축

감도 부호화 기술에 적용에 관한 초석적인 정보를 제공

하였다. 결론적으로 터보스핀에코 확산강조영상에서 압

축감도부호화의 사용은 감도부호화를 사용한 확산강조영

상과 비교하였을 때 영상품질을 유지하면서 증가된 신호 

대 잡음비와 단축된 검사시간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그림 1. Phantom images used for 

evaluating geometric accuracy on 

slice 5 as a function of CS an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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