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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생체 신호를 이용한 심장 자기공명영상 
스마트 트리거 시스템

Multi-biological Signal-based Smart Trigger System for Cardiac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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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Joong Yang․Jinho Park․Hye-Jin Hong․Chang-Beom Ahn)

Abstract  -  In cardiac magnetic resonance imaging (CMRI), heart and respiratory motions are one of main obstacles in 

obtaining diagnostic quality of images. To synchronize CMRI to the physiological motions, ECG and respiratory gatings 

are commonly used. In this paper multi-biological signal (ECG, respiratory, and SPO2) based smart trigger system is 

proposed. By using multi-biological signal, the proposed system is robust to the induced noise such as eddy current 

when gradient pulsing is continuously applied during the examination. Digital conversion of the multi-biological signal 

makes the system flexible in implementing smart and intelligent algorithm to detect cardiac and respiratory motion and 

to reject arrhythmia of the heart. The digital data is used for real-time trigger, as well as signal display, and data 

storage which may be used for retrospective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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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자

장을 발생하는 자석 속에 인체를 치한 후 고주 를 발생

시켜 신체부 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여 상화하는 기술이다.

심장의 경우 자기공명 상은 타 검사에 비해 다양한 기법

의 상화가 가능해 각 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심장의 운동

을 상화하기 해 심장의 운동에 동기화한 측정이 필요하

다[1]. 이를 해 심 도 게이 (ECG gating)과 상을 얻는 

동안 환자가 숨을 참아야 하는 호흡 정지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인에게도 상을 얻는 시간동안 숨을 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불편한 일이다. 이런 

문제 은 호흡 신호의 동기화(Respiratory gating)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생체신호 동기화 장비에 련된 논문으로는 주로 생체신

호 획득이나 생체신호 처리에 련된 하드웨어 심의 연구 

논문[2, 3, 4, 5], 심 도 패치 부착 치에 한 연구 논문, 

호흡 정지 상태에서 심 도 게이  만을 이용한 상화 

련 논문[6, 7]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날로그 생체신호를 디지털화하여 트리거 

별을 한 많은 부분을 소 트웨어가 담당하여 하드웨어

의 비 을 낮춘다. 소 트웨어는 생체 신호 처리를 한 심

도 신호의 평균 R-R interval 계산을 이용한 부정맥 제거 

알고리듬을 포함한다. 실시간 트리거 별과 함께 수집된 

생체신호와 트리거 출력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수

집된 생체신호를 장하여 Retrospective 상화가 가능하게 

한다. 심 도, 호흡 신호와 더불어 SOP2 신호를 이용한 다

 생체신호 기반의 시스템으로 마그넷 안에서 심 도 신호 

왜곡이 발생할 경우, SPO2 신호를 이용한 심장의 동기화 

방법이 가능하다. 

2. 본  론

자기공명 상은 CT나 음 에 비해 상 획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움직임에 민감하다. 움직임은 상에서 artifact

를 발생시키고[8], 움직임이 심하면 진단이 어려울 정도로 

상이 훼손된다. 이를 방지하기 해 심장과 호흡의 운동

에 동기를 맞춰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2.1 하드웨어

그림 1은 시스템의 체 블록도를 보여 다. 하드웨어는 

생체신호들의 수집,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 그리고 트

리거 압을 스펙트로미터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신

호의 A/D 변환을 해 NI 데이터 수집 장비(NI USB-6210, 

National Instrument사)를 사용하 다.

2.1.1 호흡 신호 동기화

호흡은 호기와 흡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흡에 의한 횡

경막의 움직임은 신체 내부 장기들의 움직임을 유발한다. 

호흡 운동에 의해 심장의 체 인 치가 변하기 때문에 

호흡 신호 동기화 과정이 요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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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블록도

Fig. 1 System block diagram

호흡 신호 동기화 과정은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숨을 내뱉는 호기는 숨을 들이마시는 

흡기에 비해 신체의 움직임이 안정 이다(그림 2의 (a)). 따

라서 호흡 신호가 문턱치보다 낮을 때(호기) 데이터 래그

를 활성화 시키고, 문턱치보다 높으면 비활성화 시킨다(그림 

2의 (b)). 

Threshold

그림 2 호흡 신호의 트리거 결정 (a) 호흡 신호, (b) 호흡 

Flag 변화

Fig. 2 Trigger decision of respiratory signal (a) Respiratory 

signal, (b) Change of respiratory flag

호흡 신호 측정을 해 산소 포화도나 압력 센서 등[10, 

11, 12, 13]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시스템에서

는 가변 항의 역할을 하는 벨트를 복부에 감고 수축과 팽

창에 의한 항성분의 변화를 이용해 호기와 흡기를 구분하

는 방법을 사용하 다. 호흡 측정 센서는 벨트 형태의 트랜

스듀서(TSD-201, BIOPAC사)를 사용하 다. 호흡 신호의 

DC 오 셋 제거를 해 1Hz 미만의 주 수를 차단하는 하

이패스 필터를 용하 다. 

2.1.2 심 도 신호 동기화

심 도는 심장의 박동에 따라 심근에서 발생하는 활동 

류로써 이를 이용하여 심장의 한 주기를 악할 수 있다. 

심 도는 P, Q, R, S, T 로 구성되어 있다. QRS 는 복

합체로 간주되고 심실의 탈분극 상태를 반 하는데, 심실의 

수축기 직 에 발생하는 형이다. 심 도 신호에서 가장 

높은 압을 나타내는 R 를 심 도 게이 을 한 기 으

로 사용한다. 심 도 신호를 측정하기 해 + 단자, - 단자, 

그리고 지를 한 극 패치 세 개를 심장 주 에 정해진 

치에 부착한다. 심 도 신호 측정을 해 심 도 측정 모

듈(EKG-BTA, Vernier사)을 사용하 고, 양호한 심 도 신

호를 만들기 해 DC 오 셋 제거를 한 1Hz 하이패스 필

터, 60Hz 원 노이즈 제거를 한 노치필터, 그리고 

Gradient 펄스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해 100Hz의 로

우패스 필터를 용하 다. 

2.1.3 SPO2 신호 동기화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SPO2 신호로 심 도 신호를 보완하

는 용도로 사용한다. 피험자의 심 도가 평소에는 정상이지

만, MR 검사 도 에 자기장 펄스에 의해 신호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SPO2는 액 내 산소포화도를 나타내므

로 자기장 펄스에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 도 신호를 

보완할 수 있다.

SOP2 신호는 심 도 신호와 동일한 주기로 반복되지만, 

신체 특정 부분의 액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심 도 R 와 SPO2 신호의 최  값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손가락 끝에서 SPO2 신호를 측정하 을 때, 실험

으로 R 와 SPO2 신호 사이의 시간 간격은 사람마다 다

르게 나타나지만, 략 200 ~ 260 msec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으며, 동일한 사람의 경우 그 시간 간격은 일

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SPO2 신호를 

이용한 게이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

어, SOP2 신호를 2차 미분하게 되면 심 도 신호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미분 신호의 최  값을 이용해 심 도 

게이 이 가능하 다(그림 3의 (c)).

그림 3 심 도 신호와 SPO2 신호 (a) 심 도, (b) SPO2, (c) 

SPO2 2차 미분

Fig. 3 ECG and SPO2 signal (a) ECG, (b) SPO2, (c) 

second derivation of SPO2

SPO2 신호의 측정을 해서 사용된 맥  센서(RP520, 

LAXTHA사)는 LED로 빛을 내보내고 반사되는 빛을 수신

하여 액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 추가 회로는 DC 오

셋 제거용 1Hz 하이패스 필터와 Gradient 펄스 노이즈를 

이기 한 100Hz 로우패스 필터를 포함한다. SPO2 신호의 

2차 미분은 소 트웨어로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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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호처리 소 트웨어

신호처리 소 트웨어는 디지털로 변환된 생체 신호들을 

이용하여 트리거를 별하고, 환자의 생체신호를 찰할 수 

있도록 디스 이하고, Retrospective 상화를 해 생체

신호를 장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기능들은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트리거 별은 소 트웨어에서 담당하며 소 트

웨어의 가장 요한 부분이다. 신호처리 소 트웨어는 C언

어 기반의 Visual studio 2010 버 으로 개발되었다. 

다  생체신호는 신호의 역폭보다 충분히 넓게 오버샘

링한 후 일정 샘 들의 평균을 취하 다. 이 게 함으로

써 측정된 다  생체신호의 신호  잡음비를 높이고, 신호처

리 알고리듬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측정된 신호는 실시간

으로 디스 이되며, Retrospective 로세싱에 비하여 

일로 장된다. 제안된 시스템의 체 인 동작 화면을 

그림 4에 보 다. 

그림 4 로그램 동작 화면

Fig. 4 Display of the program

호흡 신호 별 알고리듬은 달 받은 N개의 호흡 신호 

샘 의 평균을 취한 데이터가 호흡 신호 문턱치보다 낮으면 

호흡 래그가 ON 되고, 그 지 않으면 OFF 된다. 호흡 문

턱치는 사용자가 그림 4의 화면에 표 되는 환자의 호흡 신

호를 찰하여 신체의 움직임이 안정 인 호기 구간을 포함

하도록 문턱치 버튼을 이용해 Interactive 하게 설정한다. 문

턱치가 낮으면(호기 구간을 짧게 설정하면) 측정 시간이 길

어진다.

심 도 신호 별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N개의 샘 의 

평균을 최한 심 도 데이터 값이 심 도 신호 문턱치보다 

높으면 심 도 신호의 R 로 간주된다. 심 도 문턱치는 

MR 상 촬  에 측정된 피검사자의 심 도 신호(평균 

R 피크 값의 70%)로부터 설정된다. 이 후에 소 트웨어 알

고리듬에서 피검사자의 평균 R 피크 값과 문턱치를 지속

으로 업데이트한다. 다음 단계는 R 의 유효성 단이다. 이 

단계는 심 도 신호의 피크가 정상 인 R 에 의한 것인지, 

부정맥이나 환자의 움직임 등 다른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 

잘못된 피크인지를 단한다. 유효성 단을 해 평균 R-R 

간격을 이용한다. MR 상 촬  에 환자의 심 도 신호

를 측정하여 평균 R-R 간격을 미리 측정한다. 측정된 R 피

크와 직 의 R 피크와의 간격이 유효 구간보다 길면 이 신

호는 R 로 단하여 트리거를 발생시킨다. 제안된 시스템

에서는 R-R 간격의 유효 구간을 평균 R-R 간격의 70%로 

정하 다. 정상 인 R 로 단되면 번 R-R 간격과 R 

피크 값을 평균치의 업데이트에 사용한다. 평균 R-R 간격과 

피크 값의 업데이트는 심 도 신호의 문턱치 값을 피검사자

의 심 도 신호에 응 으로 설정하기 함이다. 업데이트 

후에는 심 도 래그를 ON 시킨다. 

SPO2 신호의 별 알고리듬은 N개의 샘 의 평균 데이

터를 2차 미분하는 과정이 추가되며, 이후의 문턱치 결정 방

법과 유효성 단 알고리듬은 심 도 신호와 동일하게 용

된다. 

호흡 신호 래그와 심 도 혹은 SPO2 신호 래그가 모

두 ON 상태이면 MR 스펙트로미터로 트리거 신호를 발생한

다. 그림 5에서 트리거 별 알고리듬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트리거 별 알고리듬의 흐름도

Fig. 5 Flow chart of trigger decision algorithm

3. 결  과

제안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장 상을 얻는 IN-VIVO 

실험을 진행하 다. 심장 상을 얻기 해 항정상태자유세

차기법(Balanced Steady-State Free Precession sequence)

을 사용하 다. 그림 6은 심장과 호흡 게이 을 이용한 심

장 상 실험 결과이다. 

(a)는 심 도 게이 과 자유호흡, (b)는 심 도 게이 과 

호흡 정지, (c)는 자유 호흡 상태에서 심 도와 호흡 게이 , 

그리고 (d)는 자유 호흡 상태에서 SPO2와 호흡 게이 을 



기학회논문지 63권 7호 2014년 7월

948

그림 6 심장과 호흡 게이 을 이용한 심장 상 (a) 심 도 

게이 과 자유호흡, (b) 심 도 게이 과 호흡 정지, 

(c) 심 도와 호흡 게이 , (d) SPO2와 호흡 게이

Fig. 6 Result images using cardiac and respiratory gating 

(a) ECG gating with free-breath, (b) ECG gating 

with breath-hold, (c) ECG and respiratory gating, (d) 

SPO2 and respiratory gating

용하여 얻은 4개의 서로 다른 심장 상을 보여주고 있

다. (a)의 심장 상은 호흡에 의한 움직임으로 인해 

Artifact가 발생하여 화살표로 표시된 심근 역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상과 (c)의 상

에서는 심근 역이 선명한 심장 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심 도 신호를 신하여 SPO2 신호를 이용한 (d)의 

상에서도 (b)와 (c)의 상과 비슷한 품질의 심장 상을 

얻을 수 있었다. 제안한 알고리듬을 사용한 호흡 게이  방

법으로 비슷한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제안된 시

스템을 이용해 환자가 숨을 참을 필요 없이 자유 호흡 상태

에서 심장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SPO2 게이 을 이용해 심장 움직임의 동기화가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 도와 호흡  SPO2 신호를 이용해 자

기 공명 심장 상을 얻기 한 트리거를 제공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 고, 이를 사용해 심장의 움직임을 찰할 수 있

는 심장 동 상을 얻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환자로부터 획득한 생체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실시간 로세싱을 거쳐 트리거 신호를 

발생시켜 MR 스펙트로미터로 달하는 역할을 한다. 다  

생체신호에 맞는 각각의 처리 회로들과 생체신호의 디지털 

변환을 수행하는 데이터 수집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의 원 

공 을 한 원 공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신호처리 소 트웨어는 생체신호를 이용한 실시간 트리거

와 다  생체신호의 디스 이  장을 수행한다. 소

트웨어의 트리거 별 알고리듬은 심 도 신호의 신호처리

를 통해 잘못된 트리거를 유발하는 부정맥의 제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MR 상 촬  도  발행하는 자기장 

펄스에 의한 잡음으로 심 도 신호가 왜곡될 경우 SPO2 신

호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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