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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MRI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의료용 리드선 

A New Medical Lead for Various MRI Systems

김 홍 준*
․유 형 석†

(Hongjoon Kim․Hyoungsuk Yoo)

Abstract – Radio Frequency (RF) coils 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ystems interact with a patient’s tissues, 

resulting in the absorption of RF energy by the tissues. The presence of an electrically conducting medical implant may 

concentrate the RF energy and causes tissue heating near the implant devices. Here we present a novel design for a medical 

lead to reduce this undesired heating.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an indicator of heating, was calculated. Remcom XFdtd 

software was used to calculate the peak SAR distribution (1g and 10 g) in a realistic model of the human body. The model 

contained a medical lead that was exposed to RF magnetic fields at 64 MHz (1.5 T MRI), 128 MHz (3 T MRI) and 300 MHz 

(7 T MRI) using a model of an MR birdcage body coil.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our proposed design of adding nails to 

the medical lead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SAR for different MRI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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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RI환경에서의 이식형 의료기기의 위험요소

Table 1 Implantable device hazards in MRI 

1. 서  론 

초고자기장(Ultra-High-Field)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시스템(7 Tesla 이상)은 우수한 신호 대 잡음비 및 해상

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임상용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1]~[3]. 현재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가장 높은 자

장의 세기는 3 Tesla (T)이며, 향후 7 T이상의 MRI시스템이 임

상용으로 승인 받더라도 1.5 T처럼 여전히 3 T MRI시스템은 많

이 이용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MRI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MRI의 강한 자장인 B0 필드(DC magnetic field)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질을 환자는 지녀서는 안 되며, 또한 고주파

(Radio Frequency) 코일이 발생시키는 B1 필드(RF field)에도 

영향을 받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표 1에

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MRI환경에서의 위험요소는 재료공학 

및 전자회로의 발전으로 인하여 Magnet(B0 필드) 관련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RF 안전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

다. 특히 심장박동조율기(Pacemaker), 삽입형제세동기(Impla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와 같은 비교적 긴 lead선을 가

지는 의료기기는 RF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1에서는 보는 것

처럼 MRI 촬영시 발생되는 고주파는 유기전류를 생성하여 lead 

tip에서 전장을 산란시켜 결국 온도상승을 야기하며 결국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4][5]. 최근 논문[6]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5 T MRI시스템에서 단순히 lead선을 디

자인하여 인체모형이 아닌 균질한 phantom을 이용하여 전장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RI의 고주파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체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1.5 T, 3 T MRI시스템 뿐 아

니라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7 T MRI에서도 사용가능한 lead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산란된 전장의 감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다. 다양한 구조와 3가지의 다른 MRI시스템에서의 SAR

변화를 자세하게 비교 설명하였으며, 최적화된 lead선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인체 삽입 가능한 여러 의료기기

의 MRI에서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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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제안된 의료용 리드선 구조 및 (b) 핀 구조 

Fig. 2 (a) Medical lead with the proposed design and (b) 

the dimension of a pin

그림 1 산란된 전장에 의한 lead선 끝에서의 온도상승모델

Fig. 1  Heating at the lead tip due to scattered electric 

fields

2. 본  론

2.1 Lead 모델 디자인

인체모델에서의 SAR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Remcom사의 

XFdtd를 사용하였다. RF source로는 high-pass MR birdcage 

코일을 인체형으로 디자인하였다. 코일의 직경은 사람 몸통이 들

어갈 수 있는 지름 70 cm, 길이 65 cm이며, 이는 실제로 병원

에서 사용가능한 body coil이다. 이 body coil의 capacitor 값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인 64 MHz(1.5 T), 128 MHz(3 

T), 300 MHz(7 T)에 각각 공진시켰다. 사용된 인체모델은 총 39

가지의 다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8*70*378 셀을 가

지는 상당히 정확한 3차원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의료용 리드선 구조와 Pin의 구

조이다. 모델링된 lead선은 총 40 cm의 길이이며 그 중 끝단 1 

cm는 인체조직에 접하는 부위이므로 피복이 벗겨져 있는 형태이

다. 단면적 구조를 보면 안쪽에는 지름 1.6 cm의 구리선으로 되

어있으며 바깥쪽은 테플론으로 절연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lead선 구조에 T모양의 pin을 주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SAR영향

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림 2(a)에서 보는 것처럼 Nn은 한 turn

에서의 pin 개수이며, Ns는 pin의 set 개수이다. 그림 2(b)는 pin

구조의 기본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MRI 시스템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conductive pin은 유기된 

전류를 주기적으로 분산시키며 결국 lead tip에서의 산란된 전장

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pin의 크기가 

lead에 유기되는 고주파의 파장보다 상당히 작기 때문에 핀의 

edge에 발생하는 열은 매우 적음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표 2 1.5 T, 3 T, 7 T MRI 시스템에서의 Lead 모델에서의 

핀개수에 따른 1g SAR and 10g SAR (Wx = 0.45 

mm, t = 0.2 mm, lx = 2 mm, lz = 4mm, Wz = 0.25 

mm) 

Table 2 1g SAR and 10g SAR vs. the number of pins (Nn, 

Ns) for 1.5 T, 3 T, and 7 T MRI systems (Wx = 

0.45 mm, t = 0.2 mm, lx = 2 mm, lz = 4mm, Wz = 

0.25 mm) 

No. of 

pins

64 MHz (1.5T) 128 MHz (3T) 300 MHz (7T)

1g

SAR 

(W/kg)

10g 

SAR

(W/kg)

1g

SAR

(W/kg)

10g 

SAR

(W/kg)

1g

SAR

(W/kg)

 10g 

 SAR

(W/kg)

No

pins 0.46 0.065 3.28 0.48 2.59 0.805

Nn=1, 

Ns=30 0.37 0.055 1.24 0.196 1.5 0.525

Nn=2, 

Ns=40 0.24 0.037 0.72 0.124 1.5 0.42

2.2 Simulation 결과

인체모델의 SAR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64 MHz(1.5 T), 128 

MHz(3 T), 300 MHz(7 T)에서 시뮬레이션을 각각 하였다. 표 2

에서는 보는 것처럼 Nn=1, Ns=30과 Nn=2, Ns=40의 두가지에 

경우에 대해서 1g SAR와 10g SAR를 계산하였다. 먼저 10g 

SAR를 살펴보면 No pins경우보다 64 MHz(1.5 T), 128 MHz(3 

T)에서는 최소 15% 이상 최대 74% 정도 SAR가 감소하였으며, 

300 MHz(7 T) 약 48 % 정도 감소한 SAR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Ns에 개수(Nn=2 고정)에 따른 peak 1g SAR값을 계산하였으며, 

그림 3처럼 Ns가 증가함에 따라 peak 1g SAR값이 점차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마다의 특징을 잘 고

려하여 가장 최적화된 Ns의 개수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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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MHz)

Pin Dimensions (mm) No. of Pins

lz Wz lx Wx t Nn Ns

64 6 0.25 2 0.45 0.2 2 40

128 6 0.25 2 0.45 0.2 2 40

300 4 0.25 2 0.45 0.2 2 40

표 4 1.5 T, 3 T, 7 T MRI 시스템에서의 최적화된 Pin 개수

와 구조

Table 4 Optimum pin dimensions and optimum number of 

pins for 1.5 T, 3 T, and 7 T MRI systems

그림 3 Nn=2일 때 Ns의 변화에 따른 1g peak SAR 값

Fig. 3  Variation of 1g peak SAR due to increment of Ns 

with Nn=2

표 3 1.5 T, 3 T, 7 T MRI 시스템에서의 Lead모델 Pin 길이에 

따른 1g SAR and 10g SAR (Wx = 0.45 mm, t = 0.2 

mm, lx = 2 mm, lz = 4mm, Wz = 0.25 mm) 

Table 3 1g SAR and 10g SAR vs. pin length(lz) for 1.5 T, 3 

T, and 7 T MRI systems (Wx = 0.45 mm, t = 0.2 

mm, lx = 2 mm, lz = 4mm, Wz = 0.25 mm)  

Pin 
Length 

lz 
(mm)

64 MHz (1.5T) 128 MHz (3T) 300 MHz (7T)

1g
SAR 

(W/kg)

10g 
SAR

(W/kg)

1g
SAR

(W/kg)

10g 
SAR

(W/kg)

1g
SAR

(W/kg)

 10g 
 SAR
(W/kg)

lz = 3 0.28 0.044 0.85 0.14 1.96  0.455

lz = 4 0.24 0.037 0.72 0.124 1.505  0.42

lz = 6 0.22 0.032 0.56 0.104 1.855  0.455

Pin의 최적화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큰 영향의 변화

를 가지는 lz에 따른 SAR값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림 2에서의 

기본적인 구조에 lz값은 4 mm인데 이를 lz=3, lz=6으로 변화시

켜서 1g SAR와 10g SAR값을 표 3에 정리하였다. lz값이 증가함

에 따라서 64 MHz(1.5 T), 128 MHz(3 T)에서는 SAR값이 줄어

들었으나, 300 MHz(7 T)에서는 조금 증가하였다. 실제 최적화된 

lead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해상도 7 T MRI시스템에서는 

기존 병원에서 사용가능한 1.5 T, 3 T MRI시스템과는 차별이 필

요함을 표 3에서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MRI시스템에서 최적화된 lead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핀의 개수는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Nn=2, Ns=40이 효과적이며, Wx는 lead선의 구조상 0.45 

mm로 고정하였다. 64 MHz(1.5 T)와 128 MHz(3 T)는 상대적으

로 주파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같은 구조의 lead선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고주파인 300 MHz(7 T)

인 경우에는 lz를 줄일 경우 SAR값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짧

은 lead모델이 필요하다. 

3. 결  론

최근 MRI환경에서의 고주파 문제로 인한 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고주파 환경에서의 가장 문제점인 인체삽입형 의료

기기의 lead선을 새롭게 모델링하였다. 새로운 pin의 구조와 위

치를 주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인체흡수율(SAR)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으며, 64 MHz(1.5 T), 128 MHz(3 T)와 같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시스템 뿐 만 아니라 연구용 MRI인 300 MHz(7 

T)에서도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추후 MRI 고주파 안전문제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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