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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홀수 개의 양성자를 개진 원소들은 nuclear spin angular momentum

을 가지며, 핵자기공명 현상을 띈다. 이러한 핵을 스핀 이라고 하며, 전

하를 띄고 회전하는 구체로 모델링 되곤 한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시스

템에서 수소(1H)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소이며, 따라서 

자기공명영상에서 가장 주요한 신호를 제공한다. 외부 자기장이 없는 상

황에서 각각의 스핀들은 임의의 방향을 띄고 있어 net magnetic 

moment 가 0이 되며, 외부 자기장 하에서는 자기장 방향과 평행한 방

향으로의 net magnetic moment 값을 가지게 된다(그림 1).



외부 자기장 (B)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핀은 외부 자기장과 공명하

여 특정 주파수로 세차 운동 (precession)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회전

하는 주파수를 Larmor frequency (w)라고 하며, 외부 자기장과 수식 

1 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w  B                     [수식 1]

는 gyromagnetic ratio 이며 원소의 종류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는 

고유 상수이며, 수소 원자 (1H) 의 경우 =42.57 MHz/Tesla 이다.

이러한 스핀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호의 

세기를 위한 매우 강한 정적인 외부 자기장 B 이 필요하며, 또한 

Larmor frequency 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는 B 이라는 고주파 (RF) 

자기장 펄스를 통해 스핀들을 공명시켜 외부 자기장으로 정렬되어 있는 

스핀들을 수직 방향으로 excitation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이 그림 2 에 표현되어 있다. B의 세기는 수 G 정도로 ( G = 1 

T) 대략 1.5 T에서 11.7 T 의 범위인 B의 세기보다 매우 약하며 자

기 공명 현상 유도를 위해 B에 해당하는 Larmor frequency 만큼의 

modulation 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B 은 net magnetization 

moment를 기존의 정렬되어 있었던 B 방향인 z 축 방향에서  평면 

방향으로 눕히는 현상을 유도하며, 이 때 그 정도는 B의 세기와 적용되

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현상을 RF excitation 이라고 한다(그

림 2).



 

 

Excitation 된 스핀은  평면상에서 세차 운동을 하며 자속의 변화로 

유도되는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이 신호를 감지하는 코일과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B이 꺼진 이후에  평면에 있는 스핀들이 다시 B 방향으

로 정렬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신호를 free induction decay 

(FID) 라고 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FID를 기록하고, FID를 반복적으로 

얻어 이로부터 스핀의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을 MR 이미징의 가장 기초 

원리라 할 수 있다. 스핀들의 공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위치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 이에 기인한 FID의 위상과 세기의 변화를 

encoding 함으로써 영상의 시각화가 가능해진다.

1.2 Bloch Equation

외부 자기장 하에서 스핀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현상

을 relaxation 이라고 한다. Magnetization vector의 수평 () 방향의 



크기가 평형 상태로 도달하면서 감소하게 될 때의 시상수를 T 라 하며, 

같은 방식으로 T 은 수직 (z 축) 방향으로 magnetization vector 크기

가 평형 상태의 크기로 회복할 때의 시상수로 정의 된다. 따라서 

relaxation 은 스핀 시스템이 평형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 때를 제외하

고는 항상 발생하는 현상이다(그림 3). 따라서 FID의 크기는 수직 방향

의 magnetization 의 크기가 0이 될 때까지 지속하여 감소한다. 





 

Magnetization vector  M 의 이러한 현상은 Bloch equation 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dt

dM
 M ×B T

Mxi  Myj
T

Mz  Mok
      [수식 2]

i ,j  와 k 는 각각 , 와  방향의 단위벡터이다. M 는 평형 상태에

서의 magnetization vector 의 크기이다. B  는 가해지는 모든 자기장 



벡터의 합이며, 앞서 말한 상황에서는 B 와 B의 벡터합이 된다.

1.3 영상 구성

FID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코딩 될 수 있으며 MR 이미징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는 영상 재구

성 방식은 기본적으로 Fourier 변환을 기반으로 한다. 2D나 3D MR 이

미징의 경우에 gradient (G) 라고 불리는 위치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자기장이 각 축으로 가해져서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magnetization vector 을 위치에 따라 다른 Larmor frequency 로 세

차운동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스핀들은 gradient field Gy 가 y 축

으로 일정한 시간 가해진 이후에 FID를 기록하게 되면 공간적으로 다

른, 특히 y축에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MR 이미징은 직접적으로 시각화된 영상을 얻는 것이 아닌 

gradient field로 인해 공간적으로 encoding 된 mxy 의 FID를 획득

하고, 이를 Fourier 변환이라는 후처리를 통해 시각화된 영상을 재구성 

한다. 특히 시각화되기 이전에 Fourier domain에서 기록되는 FID 의 

공간을 k-space라고 한다.

 

 따라서 MR 이미징 에서의 측정은 우리가 원하는 영상의 주파수 대

역까지 k-space를 채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후에 간단한 2D, 

또는 3D Fourier 변환이 원래의 mxy 분포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림 4).



1.4 펄스 시퀀스

펄스 시퀀스는 MR 신호를 얻기 위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명

령(instructions)의 집합이다. 각각의 펄스 시퀀스는 echo time (TE), 

repetition time (TR), flip angle (FA) 등의 다양한 파라미터로 결정

이 된다. 

Echo time (TE) 는 excitation pulse 이후에 echo의 형성까지의 시

간 간격을 의미한다. Repetition time (TR)은 excitation pulse 이후 

다음 excitation pulse 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Flip angle 은 RF 

pulse (또는 B) 에 의해 magnetization vector가 수평 ()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각도를 의미한다. 언급된 파라미터를 변경하게 되면 T강조 

영상, T 강조 영상, 또는 proton density (PD) 영상을 획득할 수 있

고, 각 영상의 종류마다 임상적인 쓰임이 존재한다(그림 5). 예를 들어, 

질병에 의해 손상된 조직은 정상 조직과는 다른 T, T 또는 PD의 값을 

가진다. 영상은 종류에 따라 질병에 따른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질병

과 조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종류의 펄스 시퀀스의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1.5 정량적 MRI

기존의 T강조 영상, T 강조 영상, 또는 proton density (PD) 영상

은 정성적인 영상 획득 방식으로, 영상을 이루는 값들이 절대적인 의미

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 간 연구나, 종단 연구, 기관 간 연

구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최근의 MR 하드웨어의 발전과, 신호처리 방

식, 그리고 biophysical 연구결과의 축적의 산물로 정량적 MRI 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정량적 MRI는 조직의 특정을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

다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정량적인 지표로서 강

력한 데이터가 된다(그림 5 b, c). 조직의 어떠한 특성을 정량화할 것인

지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신경 수초 영상

과,  T에 정량화 방법에 대한 기존 방법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제시한 새로운 방법의 결과 및 효용에 의해 논의한다.



2. Single-scan z-shim method

2.1 서 론

신경수초물영상 (myelin water imaging; MWI) 은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와 같은 탈 수초 (demyelinating) 질환을 진단하

는 도구로써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1-3].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

법은 Carr-Purcell-Meiboom-Gill (CPMG) 나 multi-echo 

spin-echo 시퀀스를 이용하여 multi-exponential T 곡선을 획득한다

[1-4]. Myelin bilayer 사이에 존재하는 물 분자들에 의한 MR 신호는 

axon 이나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물 분자에 의한 신호에 비해 더 작은 

T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5].

T 뿐만 아니라 T 역시 백질 (white matter) 의 MWF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6]. 최근 연구에서는 multi-echo 

gradient echo (mGRE)를 이용하여 MWI를 획득하는 방법들이 제안되

었다[6-8]. 기존의 Spin-echo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GRE-MWI 는 

빠른 획득 시간, 짧은 first echo time, 낮은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그리고 B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GRE-MWI 에서는 MWF를 측정하기 위해 three-pool model 이 제안

되었다[6]. Three-pool model에서 myelin water 에 의한 신호는 

axon 과 세포 외부에 있는 water signal 에 비해 작은 T signal을 가

진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MWF를 추정한다[6].

GRE-MWI 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한가지 특성은 GRE 획득 

방식이 공기/조직 경계, 또는 강자성 물체로 인한 B의 불균일성에 취약

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생긴 자기장의 변화는 신호의 감쇠로 이어지고, 

이는 기존의 exponential model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MWF 추



정에 큰 오차를 야기한다[9, 10]. 두뇌에서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공기/조

직 간의 경계와 가까운 이마엽(frontal lobe)와 측두엽(temporal lobe)

에서 자주 일어난다[7, 11].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z-shim 기술을 적용

하여 B 불균일성으로 발생한 신호 감쇠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2-14]. z-shim 방법은 B 불균일성을 linear model로 가정하여, 이

를 보상하는 반대 부호의 gradient를 가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z-shim 

방법은 곧바로 MWI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myelin water 

signal을 샘플링 하기 위한 first echo time 이 z-shim gradient 로 인

해 지연되며, 별도의 추가 스캔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5-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ingle scan z-shim 방법을 적용하여 MWI에 

최적화한 방법을 소개하며, 제안한 펄스 시퀀스에 맞추어진 three-pool 

signal model을 적용한다. 

2.2 방 법

2.2.1 펄스 시퀀스

2D GRE-MWI에서 B 불균일성을 보상하기 위해 기존의 2D mGRE 

펄스 시퀀스를 수정했으며, 이는 그림 6에 묘사되어 있다. z-shim 

gradient는 slice-selection 방향으로 적용되며, 두 개의 인접한 

readout 사이에 적용된다. myelin water signal 이 약 10 ms 정도의 

T를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z-shim gradient는 12 ms 의 echo 

time 이후에 적용되어, 최대한 짧은 first echo time과 충분한 개수의 

myelin water signal sample을 확보한다. 또한 z-shim gradient는 다

음 echo에서 rewinding 되어 z-shimmed echo 와 non z-shimmed 

echo 가 서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B 

불균일성에 의한 효과가 증가하는데, 그 부호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에 z-shim gradient 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15, 18].

2.2.2 신호 모델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three-pool magnitude model[6-8] 은

   
 



 
 



 
 



               [수식 3]

와 같으며,  ,  , 와 는 myelin, axonal, 그리고 extracellular 

water signal의 크기이며, 
 , 

  와 
 는 각 신호의 

에 해당



한다. 여기에 slice-selection 방향으로의 선형적인 field gradient 

 가 있다고 가정하면 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신호 감쇠

는

    ∙ ⊥exp ∙                [수식 4]

로 모델링 되며, ⊥은 slice profile,  는 slice 두께이다. 또한, 

    ⊥exp                        [수식 5]
로 정의하면 ∙은 에 의한 신호 감쇠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excitation pulse profile 의 함수이기도 하다. 만약 ⊥이 이상적인 

slice profile의 형태를 가진다면, ∙은 sinc 함수의 형태를 가진다

[12].

그러나 실제 측정 상황에서 ⊥펄스의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 ∙는 1 ms duration을 갖는 Hanning-windowed sinc 

excitation pulse (time bandwidth = 2)를 이용했으며, slice 두께 

 =4 mm 와 flip angle 68로 정의되었다. 또한 ∙는 windowed 

sinc 함수의 모양으로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13, 14].

    



     cos  

 





∙ sin 

 
 

                                                          [수식 6]

여기서 와 는 window의 계수이다. Bloch equation을 이용하여 계산 

된 slice profile을 이용해 와 를 피팅하게 되면 그 결과는 

  ,    이다 [19]. 앞서 언급된 신호 모델을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변형된 z-shim 시퀀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제안

된다.


  

∙  for 


∙    for  

           [수식 7]



2.2.3. 수치적 시뮬레이션 1

최적의 z-shim gradient 의 값을 결정하고, 또한 제안된 모델의 

MWF 추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수치적 시뮬레이션이 설계, 수행되었

다. 첫 번째로 
의 값(비율)이 10 ms(10%), 48 ms(60%), 64 

ms(30%) 인 three-pool model signal 이 첫 번째 echo time = 2 

ms , echo spacing = 2 ms, echo number = 24 로 생성되었으며, 

앞서 설명된 ∙를 서로 다른  와 에 대해 구해져 각각 곱해졌

다 [20]. 또한 첫 번째 echo 의 signal의 SNR을 200으로 가정하여 

signal 의 실수부와 허수부에 각각 평균이 0인 Gaussian noise 가 더해

진 뒤에 magnitude 값을 취했다. 이후에 피팅은 500번을 반복하여 실

제 MWF값과의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해 최적의 를 결정했고, 이 때의 

기준은 목표로 하는  의 범위에서 4% 미만의 오차이다.

2.2.4. 수치적 시뮬레이션 2

기존의 모델들과 제안된 모델의 MWF 추정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수

식 2와 4를 이용해  를 고려한 three-pool signal 모델을 생성했

고, 이 때 최적의  의 값은 시뮬레이션 1에서 결정된 130  이었

다. 수식 1, 2, 4에 해당하는 신호 모델로 피팅을 하는 세 종류의 방법

이 MWF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 값은 [0, 250]  의 

범위에서 5  간격으로 시뮬레이션 되었으며, 동일한 200 수준의 

SNR에 해당하는 noise가 더해졌다[21, 22]. 500번의 반복을 통헤 

MWF 평균과 표준편차가 계산되었다.

2.2.5. In vivo 실험 1

IRB 승인을 받은 4 명의 건강한 피험자 (평균 나이 24 ± 3 살, 3 명

의 남자, 1명의 여자) 가 3T 스캐너 (Siemens, Tim Trio)에서 32 채



널의 머리 코일을 이용해 촬영되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퀀스의 공통적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FOV = 

230×230 , 해상도 = 1.4×1.4  , slice 두께 = 4 , slice 간

격 = 4 , slice 개수 = 12, TR = 1000 , echo 개수 = 25, 

TE1 = 2 , echo spacing (ES) = 2 , bandwidth = 640 

Hz/pixel, 스캔 시간 = 3 분. Bipolar readout gradient를 사용하여 

ES를 최대한 줄였다. 호흡으로 인한  변화와 혈류로 인한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 매 TR마다 navigation echo를 얻었으며, flow-saturation 

RF pulse를 사용했다[2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피험

자와 동일한 스캐너에 인공적인 linear gradient  을 shimming 

process에서 적용했다. 동일한 스캔 파라미터를 사용했으며, slice는 

cingulate gyrus 위의 영역을 선택했다.  의 크기는 150  로 

결정했다. 1) correction을 하지 않았을 때, 2) post-processing 만 

적용했을 때, 3) 제안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의 세가지 방법을   

의 유무 상황에서 비교했다. (총 6 개의 결과)

2.3 결 과

2.3.1. 시뮬레이션 결과

각각의 와  값에 대해 MWF 추정값에 대한 절대 오차값을 나

타낸 그림이 그림 7에 나타나있다.  
  일 때, 오차는 [0, 

250]  범위의 에 대해 2% 미만이었다. 가  ± 25 

일 때에도 오차는 2% 미만이었는데,  의 값이   와 비슷할 때 효

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 가 너무 작을 때 ( <130 )에는 높은 

  값 (150~250 )을 보상하기 힘들고, 가 너무 커질 때에는 

(>130 ) 중간 영역의   (50~150 )의 값에서의 오차가 커

졌다. 따라서 최적의  값을 130 로 결정했으며, 이 경우 범위 내



에서 4% 미만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8은 서로 다른 방법에 대해 에 대한 피팅 결과와 

root-mean-square-error (RMSE) 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어떠한 

correction 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 4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매우 크게 추정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post-processing을 했

을 경우에는 그 오차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목표로 하는 높은   값 

(>130 ) 에 대해서는 큰 오차를 보여주었다. 반대로, 제안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높은 값의   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

 

 

2.3.2. In vivo 실험 결과

그림 1b는 제안된 펄스 시퀀스로 획득한 영상인데, TE = 30 ms 일 

때, 이마엽과 측두엽에서의 신호 감소가 뚜렷하게 관측되어 조직/공기 

경계에서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echo 인 TE = 32 ms

에서 감쇠되었던 신호가 해당 영역에서 z-shim 으로 인해 보상되는 것 

역시 관측할 수 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추정된 in vivo MWF 가 그림 9에 나

타나 있다. correction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예측

했던 것처럼 높은 을 갖는 영역에 대해 매우 큰 MWF 값이 추정되

었다. post-processing 이 적용되었을 때 (그림 9b) MWF가 높게 추

정되는 현상은 줄어들었지만, 역시  가 높은 영역인 이마엽과 측두엽

에서의 MWF 추정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해당 영역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10에서는 shim이 잘 된 경우와 shimming process에서   

이 존재할 때의 MWF 결과가 나타나있다. 그림 10a와 10e를 비교해 보

면 TE=30 ms인 상황에서   에 의해 감쇠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shim 이 잘 된 경우에서는 세 가지 방법 모두 비슷한 MWF 추정

값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개골 근처에서는  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안된 방법에서의 MWF의 측정이 보상되는 것을 추

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적용되었을 때, correction 이 없

는 경우는 MWF 예상과 일치하게 매우 크게 추정되었고, 

post-processing만 적용되었을 때는, 작게 추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상

황은 그림 9의 이마엽에서 추정되는 경향과 동일했다. 제안된 방법에서

는 안정적으로 shim이 잘된 경우와 비슷하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2D GRE-MWI에서 macroscopic field 불균일성이 존

재할 때 MWF의 추정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했다. 펄스 시퀀스에 z-shim gradient를 추가함으로써 한 번의 스캔

에서  불균잀성을 보상하는 echo 와 보상하지 않는 echo를 모두 획득

했다. 기존의 three-pool model 에 excitation pulse profile을 고려한 

신호 감쇠 모델을 적용하여 제안된 펄스 시퀀스 신호를 모델링 했을 때, 

하에서 MWF의 추정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그 효과는 이마엽

과 측두엽에서 두드러졌다.

이전 연구에서는 MWF의 측정을 위해  불균일성을 모델링하여 후처

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했었다[7, 11]. 추정에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에 영향 받는 영역에서는 신뢰할만한 

MWF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을 보여주곤 했다. 이는 후처리만으로는 보완

할 수 없는 임계점일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우리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MWF 가 10% 일 대 4% 의 오차를 갖는 를 임계

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임계값

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략 250 에 해당했으며, 이는 후처리만을 

적용한 방법의 임계접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single-scan z-shim 시퀀스를 
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24-26]. 이 방법을 MWI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

이 따르는데, 기존의 z-shim 방법은 추가적인 gradient로 인해 first 

echo time 이 길어져 충분한 myelin water signal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myelin water signal을 

샘플링한 뒤에 z-shim gradient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두뇌의 상부 영역은 하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

의  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확장시킨다면, 

슬라이스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값의 를 사용하도록 디자인 될 수 있

다[27, 28]. 또한, z-shim gradient 의 크기는 slice의 두께에 따라 재

조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D 펄스 시퀀

스에 적용하였지만, 3D 이미징에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3D z-shim 

시퀀스에 관한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15, 29, 30].

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T2 매핑

3.1. 서 론

정량적인  측정법은 조직의 특성 연구 및 질병 진단에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31-33]. 에 의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일

반적으로 spin-echo 계열의 펄스 시퀀스가 쓰일 수 있다 특히 

multi-echo spin-echo (mSE)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refocusing 



pulse를 사용하여  decay 정보가 있는 multi-echo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mSE 시퀀스는 불완전한 RF 펄스로 인해 만으로 인한 

exponential decay 신호 감쇠를 가지지 못한다. 불완전한 RF 펄스는 

magnetization 의 불완전한 refocusing을 야기하고, 이는 간접적인 

echo, 또는 stimulated echo를 형성시킨다. 따라서 mSE 시퀀스를 이용

한 정확한 의 정량하는 불완전한 RF 펄스로 인해 발생하는 

stimulated echo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증가한다(그림 

11) [34-36].

RF 펄스를 고려하여 의 정량화를 하는 방법은 최근까지도 제안되어 

오고 있다. Ben-Elizer [37] 외는 Bloch-시뮬레이션 에 기반한  측

정을 제안했다. Bloch equation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의  와 flip 

angle에 대한 signal dictionary를 미리 계산해두고 주어진 신호에 대응

하는 를 찾는 방법이다. Lebel 과 Wilman [35] 에 의해 제안된 다른 

방법은 Hennig 에 의해 제안된 extended phase graph (EPG) [34]를 

이용해 mSE 시퀀스의 신호를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추가적으로 그들

은 펄스의 slice profile을 펄스의 Fourier 변환으로 가정하여 slice 방

향으로의 펄스 불완전성을 보완했다. 최근에, 이 방법이 확장되어 

Fourier 변환 가정이 아닌 Shinnar-Le Roux (SLR) 알고리즘을 기반

한 slice profile 으로 대체한 EPGSLR 모델이 제안되었다 [36]. 

EPGSLR 모델은 높은 정확도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긴 계산시간이라

는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EPGSLR 모델은 그들의 구현에서 한 슬

라이스 당 40분이 넘는 계산시간을 보고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매핑을 위한 인공 신

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 제안한다[38, 39]. 네트워

크는 데이터의 echo time (TE) 에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또한 서로 다른 크기의 in vivo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두 데이터를 함께 학습했을 때의 신경

망의 성능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신경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후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3.2. 방 법

3.2.1. EPGSLR 모델

mSE 시퀀스에 의한 신호는 EPGSLR 모델을 통해 모델링 될 수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36].

  
  



∙ 
                    [수식 8]

는 CPMG 시퀀스에 대한 EPG 모델이며, 은 RF 펄스의 공간

적 불균일성을 나타내는 상수 (scaling factor), TE 는 echo spacing, 

 
 과 

은 각각 excitation 과 refocusing pulse의 slice profile 

이다. N 은 slice 방향의 등간격 샘플의 개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200 

개의 샘플로 경정했다. slice profile 은 펄스의 duration 동안의 

relaxation 효과를 무시한 Bloch equation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19]. 은 2초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의 측정 결과에 대한 의 영향

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35, 36].









3.2.2. 인공 심층신경망 (Artificial deep neural network)

의 추정을 위한 인공 심층신경망은 그림 12 에 묘사되어 있다. 신경

망은 3 개의 은닉층 (hidden layer) 으로 이루어진 fully connected 

network 구조를 갖는다. 총 5개의 층은 각각 6×8, 8×16, 16×64, 64×

256, 그리고 256×2 의 차원을 갖는다. 각 층에서의 연산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은 activation function 으로 ReLU 가 사용되었다[40]. 신경망은 

mSE 시퀀스로부터 나오는 multi-echo 신호를 입력으로 하여, 와 

의 출력을 갖는다. 여기서 는 exp
로 정의되며, 항상 [0, 1] 의 

값을 갖는다. 신경망의 학습을 위한 loss function 은 MSE를 사용했으

며, 학습을 위한 hyperparameter 는 다음과 같다: learning rate = 

1e-3, batchsize=2e3. 

3.2.3. Quality Assurance Process (QA Process)

인공 신경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outlier를 위한 후처리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와  으로 모델링된 신

호와 실제 신호 간의 오차 (residual)를 계산한다. 이 과정은 미리 계산

해 둔 signal dictionary를 이용하여 처리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다. 다

음으로, threshold (본 연구에서는 RMSE = 0.02) 이상의 오차를 갖는 

voxel 에 대해서는 dictionary matching method를 이용하여 다시 처리

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신경망의 출력값을 dictionary 서치 알고리즘의 

초깃값으로 활용하여 처리속도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 × × × ×

3.2.4 데이터 준비

EPGSLR 모델로 생성한 신호 (synthetic data) 와 실제 in vivo 데

이터로부터 추출한 신호 (in vivo data) 를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사용했다. Synthetic data 는 EPGSLR 모델에서 서로 다른 영역의 와 

에 대해 생성되었으며, 그 범위는 는 [0, 1], 은 [0.5, 1.5] 이다.

in vivo data 는 IRB 승인 받은 7명의 건강한 피험자 (평균 나이 26 

± 5 살)를 3T (Siemens Tim Trio, Erlangen, Germany) 스캐너에서 

32 채널 머리 코일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2D mSE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획득했다: FOV = 192 × 192 , 

resolution = 1.5 ×1.5 , slice-thickness = 2 mm, slice 개수 = 

20, echo train length = 6, GRAPPA factor = 2 (ACS line = 32) 

[41]. 또한 echo spacing을 9.5 ms, 20 ms, 32 ms, 그리고 46 ms 

로 다르게 하여 4번의 데이터 획득이 이루어 졌다.  

측정된 신호로부터 와 이 EPGSLR 모델을 이용하여 voxel 별로 

피팅이 된다. 주어진 시퀀스에서 CSF의 를 측정하는 것은 큰 오차를 

동반하며, 또한 혈류의 일반적이지 않은 phase variation을 고려하여, 

CSF와 flow, 그리고 두개골을 제외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피팅 과정



에서 제외시켰으며, 이후의 훈련 데이터에도 제외되었다. nonlinear 

least-squares curve fitting 방법에서 trust-region-reflective 

algorithm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upper, lower bound는 각각 에 

대해서는 (0, 1) 이며, 은 (0.5, 1.5) 이다.

3.2.5. 유효성 검증

인공신경망의 성능은 피팅으로 추정된  값과 인공신경망이 추정한 

값과의 차이의 절댓값으로 계산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와 동일하게 

CSF, flow와 두개골 영역은 테스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in vivo 데

이터와 EPGSLR 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데이터 (이후 synthetic 데이터

라 칭함)를 함께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각 데이터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비교했다. 마지막으로 수치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와 

에 대한 성능을 측정했다. 또한 조직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공신경망 방법의 안정성을 확인해보았다, 이때 부

종 영역의 는 150±50 ms 의 균일한 임의 분포에서 확률적으로 결정

되었으며,  은 1.0±0.2의 균일한 임의 분포에서 확률적으로 결정되었

다.

3.3. 결 과

3.3.1. 실험 결과

그림 13 은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값의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s)를 보여주고 있다. in vivo 데이터 또는 

synthetic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데이

터를 혼합하여 트레이닝 했을 때 가장 작은 오차 수준을 보여주었다. 학

습 데이터의 크기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1 명으로부터 추출된 

in vivo 데이터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14는 1) EPGSLR 모델 피팅을 이용했을 때, 2) EPGSLR 모델 

dictionary-matching을 사용했을 때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했을 때 QA 

process의 3)유, 4)무에 따라 각각 도출된  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백질 / 회백질 영역에

서의 평균  오차는 QA process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0.38±0.25 

ms 이며, QA process가 적용되었을 때 그 값은 0.17±0.13 ms 로 감

소하여,  맵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한 명의 전체 슬라이스를 처

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인공신경망의 경우 약 100 ms정도 소요되어 

1초 미만의 시간이 걸리며, QA process가 적용되면 1.5 분 정도가 소

요된다. 반대로 EPGSLR 모델을 이용했을 때에는 모델 피팅의 경우 약 

8시간 30분이 소요되고, dictionary-matching 방법의 경우에는 약 1시

간 30분이 소요되었다.





3.3.2.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15a에 

나타나있으며, 두뇌의 백질 / 회백질 영역의 에 해당하는 40 ~ 150 

ms 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의 영역 (0.7~1.2) 에 대해서는 1 ms 

이하의 오차를 보여준다. 반대로, 와 이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값이 

되었을 때에는 오차가 증가하며, 기대와 일치했다.  부종 시뮬레이션 결

과는 그림 15b에 해당하며, 추정한  결과는 육안으로 그 차이가 구분

되지 않으며, 수치적으로 오차 역시 정상 조직의 오차율과 다르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3.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높은 (오차 0.2 ms 이하) 정량적  매핑을 위

한 인공신경망을 개발되었다. 인공신경망은 여러 층의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되었으며 EPGSLR 모델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실험 결

과는 in vivo 데이터와 synthetic 데이터를 함께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 (가장 적은  값의 오차)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인공신경망이 

synthetic 데이터로만 학습되었을 때에는 synthetic 테스트 데이터에 대

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in vivo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성능은 

떨어졌다. 이는 synthetic 데이터와 in vivo 데이터의 차이가 있음을 암

시한다. 첫 번째로, in vivo 신호는 한 voxel 안의 여러 미세 구조체에 

기인하여 multi component 신호에 해당되며 이는 single exponential 

이 아닌 multi exponential  decay 로 모델링된다[3, 5]. EPGSLR 

모델은 multi exponential  decay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single 

exponential  decay를 고려하는 synthetic data를 이용해서 학습했을 

때, in vivo 신호에 대한 큰 오차가 설명이 될 수 있다. 또한 in vivo 데

이터와 synthetic 데이터가 적절한 비율로 학습이 되었을 때, multi 

exponential  신호를 single exponential  로 피팅한 결과를 학습하

게 되어 그 오차가 감소한다. 또한, synthetic 데이터와 in vivo 데이터



의 노이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in vivo 데이터는 multi coil 

로 신호를 획득하며 동시에 parallel imaging 방법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노이즈 특성이 다를 수 있다[42]. 따라서 인공신경망에 in vivo 데이터

를 학습시킴으로써 in vivo 데이터 자체의 노이즈 특성을 직접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in vivo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에도 역시 충분한 인공신

경망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in vivo 데이터 특성상 한정된 

와 만 가지는 신호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ynthetic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 시키는 것은 일종의 data augmentation 방법으로

써 인공신경망으로 하여금 넓은 범위의 와 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전 연구에서도 인공신경망을 자기공명영상 신호 모델 파라미터 예측 

방법으로서 제안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 예로, 인공신경망이 정량적

인 blood-oxygenation-level-dependent 신호 모델에 사용되어 3T 

하에서 oxygen fraction을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제안되었다[43]. 여기

서 제안된 인공신경망은 1개의 입력층과 출력층, 그리고 은닉층으로 이

루어져있으며, 은닉층이 3개인 우리의 인공신경망과의 차이를 보인다. 

저자 역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는 결과를 보고 했으며, 빠른 처리속도

를 장점으로 보고한바 있다. 그 외의 연구에서도 자기공명영상의 정량적 

응용에서의 인공신경망 사용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그 효용성이 

보고되고 있다[44, 4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정확도의  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을 제안했으며, 복잡한 계산과정으로 인한 긴 처리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outlier 에 대처할 수 있

는 QA 후처리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인공신경망의 오

차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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