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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부 분야 MRI 검사는 호흡에 의한 인공물로 인해 최적의 영상 구현이 어렵다. 복부 MRI 검사를 받은 총 45명 (남
자:여자 = 30:15) 중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로놈을 이용한 검사 방법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고 검사 한 영상을 A 그룹, 메트로놈을 사용하여 검사 한 영상을 B그룹으로 나

누었다. 메트로놈을 사용한 영상에서 화질 향상이 약 30% 증대 되었고 , 검사시간이 약 50초 감소되었다. 복부자기공

명영상(ABD MRI) 검사 시 메트로놈(Metronome)을 사용하여 검사 한 영상이 사용하지 않은 영상에 비하여 화질과 

검사시간 차이가 있었다. 호흡동조가 어려운 환자의 호흡 유도 하(RTr Scan) 복부 자기 공명 영상(Abdomen MRI) 검
사 시 환자의 호흡수를 조절하는 메트로놈 (Metronome) 보조기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ABSTRACT 

MRI scans in the abdominal area are difficult to achieve optimal images due to artificial respiration. Among 45 
patients (male:female = 30:15) who underwent abdominal MRI examination, a metronome-based examination method was 
studied for patients whose breathing is difficult and difficult to examine. The images examined without using a 
metronome were divided into group A, and the images examined using a metronome were divided into group B. Image 
quality improvement (30%) and inspection time (approximately 50 seconds) were reduced in images using metronome. 
During abdomi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BD MRI), the images examined using a metronome had differences in 
quality and examination time compared to the unused images. It is more effective to use a metronome brace that controls 
the patient's respiratory rate during abdomi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under respiratory induction in patients with 
difficulty in respiratory-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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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기공명영상(MRI)은 간, 췌장, 신장 등의 질환 진단 

시 자주 사용되는 검사로서, 초음파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CT)에서 간의 병변 발견 시 진단이 필요하면 추가

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복부 영상 검사에는 우수한 연부

조직 대조도로 병변을 검출하고 특징화하는 MRI의 장

점 때문에 복부 MRI 검사(이하 ABD MRI)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1,2] MRI검사는 자기장과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오 고주파를 이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고, 컴퓨터 단

층촬영에 비해 체내 연부조직의 대조도가 뛰어나며 수

소 원자핵을 함유한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4] 하지만 복부 자기

공명영상은 환자의 호흡에 의해 영상의 질이 저하되는 

점 때문에 최근에는 호흡 유도 하 검사 (Respiratory 
Triggering Scan, 이하 RTr) 방법과, 호흡을 참고하는 검

사 (Breath Hold Scan, 이하 BH)를 병행하여 검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장비의 발전으로 아주 짧은 스

캔 시간과 호흡에 의한 인공물을 억제하는 시퀀스들의 

개발로 영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복부 자기

공명영상은 여전히 호흡에 의해 영상의 질이 상당히 저

하되기 때문에 국한되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5]
환자들의 호흡수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인의 

평균 호흡수는 분당 15~16회 이다. 일반적인 복부 자기

공명영상 검사의 경우 촬영 시간은 30 ~ 60분 정도 소요

되며 환자가 호흡 조절을 못 하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

는 경우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흡 유도 하

(Rtr) 검사는 특히 15회에서 16회의 호흡수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영상의 질과 검사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좁은 검사실 안에서 30분 이상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연

구에서 호흡을 유도하는 연구는 이루어져 왔고, 정상 호

흡수로의 유도만으로도 환자의 정상적인 자율신경계 

활동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6]. 
본 연구는 호흡 유도 하 (RTr) 복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규칙적인 박자를 내는 기구인 메트로놈(Metronome)
을 호흡이 일정하지 못한 환자의 보조기로 사용할 수 있

는가를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환자의 호흡 유도 하(Rtr) 검사의 화질 향상에 도움

이 되는 검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본원에서 

복부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받은 환자 중 신체(Vital)와 

정신(Mental)이 안정적(Stable)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중 호흡이 일정하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환자를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
총 45명 (남자 : 여자 = 30:15)의 환자를 대상으로 

Fat-Suppressed T2W FRFSE Axial MRI Scan의 호흡 유

도 하 검사(RTr) 시 자율 호흡 상태로 (Non-Metronome) 
검사한 영상 (이하 A 영상), 그리고 메트로놈 (Metronome)
을 사용한 검사 영상 (이하 B 영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메트로놈 (Metronome)은 bpm (Bit Per Minute:이하 

BPM) 30으로 고정하여 분당 호흡수 15회로 유도하여 

검사하였다. 장비는 General Electronics (GETM)의 Signa 
1.5 Tesla 장비를 사용하였다.

Scan Parameter는 Thickness 4mm, Spacing 0mm, 
TE80, Band Width 62.5, Matrix Size 256×256, NEX 2 
FOV 40×40으로, Trigger Point 20, Trigger window는 

30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검사가 진행되기 전 복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두 구간에 연령, 성별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검사 전 처치는 하지 않았다. 결과

는 SPSS 23.0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2.2. 복부 자기공명영상의 평가

호흡 유도 하 검사 (RTr Scan)의 방법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횡단면 복부 자기공명영상(Axial ABD MRI)평
가는 인공물 출현 정도와 영상의 질적 평가를 정성적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정성분석은 영상의 명확도와 인공물의 발생 정도로 

평가하였고, 2명의 영상의학과 복부 판독의가 다음의 

규정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었다.
점수는 ‘1 = 아주 나쁨, 2 = 나쁨, 3 = 중간, 4 = 좋음, 5 

= 아주 좋음’으로 하였다. ‘아주 나쁨’은 영상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인공물이 많이 발생한 경우로 하였고, ‘아
주 좋음’은 영상의 경계가 명확하고 인공물의 발생이 매

우 적은 경우로 주관적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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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검사 시간 측정 (Exam Time Measurment) 비교

두 가지 영상의 검사 시간을 합산하여 그룹 A (메트

로놈 미사용)와 그룹 B (메트로놈 사용)로 구분하여 통

계 분석하였다.

2.4. 통계학적 분석

호흡 유도 (RTr Scan)의 방법으로 얻어진 횡단면 복

부 자기공명영상(Axial ABD MRI) 검사 시 메트로놈 

(Metronome) 사용 유무에 따른 두 영상(A, B) 간의 질의 

차이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대응 표본 t-test 분
석하였다. 또한 두 평가자 간의 측정 범주 값의 일치도

를 측정하기 위해 Cohen’s Kappa Test를 시행하였다. 
80%~100%가 거의 일치한다는 Kappa 계수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의 검사 시간의 차이를 평가

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분석하였다. 통계프로그램

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3.1.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

이 남성이 30명, 여성이 15명이었고, 연령대 중 50대가 

가장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Variables Result

Age(year) 54±12.27

Male/Female 30/15

3.2. 복부 자기공명영상(ABD MRI)의 정성적 평가

3.2.1. 메트로놈 사용 유무에 따른 영상의 화질 평가 

독립표본 t-test 분석

호흡 유도 하 (RTr Scan) 복부 자기공명영상(Axial 
ABD MRI) 검사 시 메트로놈 사용 유무에 따라 영상의 

화질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표2와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2 Metonome Guide On/Off - image quality 

Group Image
quality Std t p value

Method
(A) 2.933 0.785

-6.484 P < .001
(B) 4.100 0.547

메트로놈 (Metronome) 사용 유무에 따른 복부 자기

공명영상 (Axial ABD MRI)의 화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대응 표본 t-test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메트로놈 

사용 유무는 그림1과 같이 영상의 화질 정도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독립표본 t score 값은 –6.484, 
유의확률은 0.001이하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림 3, 4에
서 보듯이 호흡 유도 하 (RTr Scan) 복부 자기공명영상

의 화질 향상의 주된 변인은 환자의 평균 호흡수와 검사

와의 동기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Differences in image qualit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metronome is used

3.2.2. 메트로놈 사용 유무에 따른 검사 시간의 차이 

평가 독립표본 t - test 분석

호흡 유도 하 (RTr Scan) 복부 자기공명영상 (Axial 
ABD MRI) 검사 시 메트로놈 사용 유무에 따라 검사시

간에 차이가 있는 가를 표 3과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3 Metonome Guide On/Off - Exam Time

Group Ins. time std t p

Method
(A) 485.47 76.525

2.24 P < .05*
(B) 439.17 82.997

메트로놈 (Metronome) 사용 유무에 따른 복부 자기

공명영상 (Axial ABD MRI)의 검사 시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 - test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메트

로놈 사용 유무는 그림 2와 같이 검사 시간에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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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주었다. (t = 2.246, p < .05) 환자의 호흡을 메

트로놈 도구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

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 분석 되었다.

Fig. 2 Differences in examination time depending on 
whether or not a metronome is used

3.2.3. 두 관찰자 간의 일치도 분석 

두 관찰자 간의 영상 화질 평가는 표 4와 같이 일치했

다. 두 관찰자 간의 일치도는 Kappa Value 값이 0.873으
로서 Landis and Koch의 해석에 따르면 Almost perfect
로 완벽한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Cohen’s Kappa Test Result

Parameter Kappa Value

Image Quality 87.3%

Fig. 3 Abdoment MRI image qualities 
(a) when a metronome is not used. gastric portion. 
(b) when a metronome is used. gastric portion. 

Fig. 4 Abdoment MRI image qualities 
(a) when a metronome is not used. gallbladder portion. 
(b) when a metronome is used. gallbladder portion.

Ⅳ. 고찰

최근 간병변의 발견과 양성, 악성의 감별에 T2 강조

영상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7] 하지만 복부 

자기공명영상(ABD MRI)은 일정하게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하여 어려움이 있었다.[8]
본 연구는 호흡 유도 하 (RTr) 복부 자기공명영상(ABD 
MRI) 검사의 시 규칙적인 박자를 내는 기구인 메트로

놈(Metronome)을 Headset으로 들려줌으로써 일정한 

호흡으로 유도한 뒤 영상의 화질 향상과 검사 시간 단

축 효과가 유의미 한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은 후

향적 조사 방법(Retrospective study)과 통계학적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호흡 유도하 (RTr) 복부 자기공명영상(ABD 
MRI)의 검사 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이를 위해 메트로놈 사용유무에 따라 영상의 질 (장

기들의 명확도, 병변의 구별 유무)에 영향이 있는가를 

후향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하였다. 분석 결과 메트로놈 

사용 유무는 영상의 화질 정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

었다 (t = -6.484, p > .001). 연구 결과를 통하여 호흡 유

도 하 (Rtr) 복부 자기공명영상 (ABD MRI)의 화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환자의 평균 호흡수와 검

사와의 동기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환자의 호흡을 

메트로놈 (Metronome) 보조기를 사용하여 일정하게 동

조 할 수 있었다. 또한 호흡수에 따라 Triggering된 일정

한 시점에서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움직임이 적은 영

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메트로놈 (Metronome) 사용 유무에 따른 복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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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영상 (Axial ABD MRI)의 검사 시간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 - test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메트

로놈 사용 유무는 검사 시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

다(t = 2.246, p <. 05*). 이는 메트로놈 (Metronome) 보
조기의 일정한 소리 자극은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검사 중 수면 현상, 과호흡)이 줄어들어 검사 시

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호흡의 일정한 동조를 하지 못하는 환자

에게 메트로놈 (Metronome)을 사용하여 복부 자기공명

영상 (Axial ABD MRI)검사를 하는 것은 화질 향상과 

검사 시간 단축 면에서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피험자들의 수가 미비하다

는 점, 다양한 시퀀스를 적용하지 못한 점과 환자의 호

흡과 관련된 기왕력 변수는 변위에 두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이 중 전자의 제한점은 통계적 조사에서 두 관

찰자 간 측정 범주 값에 대한 일치도를 측정하였으로 후

향적 연구에서는 세 관찰자 이상의 후향적 조사에서 

Fleiss Kappa 계수를 활용하여 연구하면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호흡 유도 하 

(RTr Scan) T2 강조영상은 고형 악성 병변의 발견이나 

병변(Disease) 대 간(Liver)의 분별력이 뛰어나 다른 영

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호흡 유도 하 

(RTr Scan) 검사 방법을 찾는 연구는 그 시작부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 목표로는 뇌전도 (Electro 

encephalogram)파형을 통한 알파 파형은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복부 MRI 검사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

향이라는 것은 제시한다.
이와 마찬가지도 여러 파형 분석을 통한 분석과 호흡 

Trigger point 변경을 통한 연구도 후향적으로 진행해 보

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부 자기공명영상 (Axial ABD MRI)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고, 움직이는 장기의 병변을 보다 정확히 판독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퀀스를 제시하는 연구 또한 많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고 움직임에 의한 인

공물 발생에는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단일 접근을 통해 완벽한 이해를 얻기란 쉽지 않다.
호흡 유하 (RTr Scan) 복부 자기공명영상 (Axial ABD 

MRI) 검사의 방법에 대한 차후의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존에 연구

된 변인들의 효과를 통합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연구

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기공명 영상촬영실 (Magnetic Resonance Imaging 

Laboratory)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영상의 

화질 또한 향상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복부 자기공명영상(ABD MRI)의 호흡 유

도 하 검사(RTr Scan) 시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환자에

게 메트로놈(Metronome)을 이용하여 일정한 호흡으로 

유도함으로써 영상의 질 향상과 검사 시간 단축 효과에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메트로놈 사용 유무에 따른 호흡 유도 하 

(RTr) 복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의 분석 결과 호흡 동조가 

어려운 환자에게 메트로놈을 사용한 경우 약 30%의 화

질이 향상되었고, 검사 시간은 약 50초 단축되었다.
호흡의 일정한 동조를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메트로

놈 (Metronome)을 사용하여 복부 자기공명영상 (Axial 
ABD MRI)검사를 하는 것은 화질 향상과 검사 시간 단

축 면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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