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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의 위험성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하여 FFR(Fractional 

flow reserve)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기존의 임상에서 FFR을 측정하기 위하여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침습적 방법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면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CT image를 이용하기 때문에 칼슘을 정확히 

구별하거나 지질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FFR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한 전체 관상동맥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높은 해상도를 가진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를 이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고, 임상에서 측정한 

FFR과 OCT에서 측정된 FFR은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론 

관상동맥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하는 혈관이다. 혈관에 협착으로 인하여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병이 발병하게 된다. 따라

서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의 위험성에 따른 처방 

및 예방을 위하여 심근 분획 혈류 예비력

(fractional flow reserve)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심근 분획 혈류 예비력이란 정상혈관의 근위부와 

관상동맥 협착의 원위부의 최대 혈류량의 비를 

의미한다. 임상에서 FFR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약

물을 투여하여 최대 충혈상태가 되도록 유도한 

후 압력철선을 이용하여 압력비를 구한다. 하지

만 이러한 침습적 방법이 부작용의 위험성도 가

지고 있다. 

기존의 침습적 임상적 방법을 대신한 비침습

적 방법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심근 분획 혈

류 예비력을 계산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1-3]. 하

지만 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칼

슘이나 지질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

한 혈관 형상을 재건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로

부터 도출된 FFR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

었다. 또한 전체 관상동맥 3D모델내에서 해석하

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OCT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임상에서 측정된 FFR값

과 비교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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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의 그림에서는 관상동맥의 협착과 관

련이 있는 일부분이 3D 모델로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OCT 이미지로부터 threshold level을 

통하여 세그멘테이션 과정을 기반으로 OCT 촬영

부분만 3차원 관상동맥 모델로 재건하였다.   

 
Figure 1. 3D model reconstructed from OCT 

환자의 기본정보인 혈압, 심박수, 심박출량 등

을 이용하여 경계조건을 주었다[1,4]. 3차원 관상

동맥 모델내의 Navier-Stokes Equation과 

Resistance 와 Capacitance를 기반으로 구성된 

lumped parameter model을 결합하여 해석을 진

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Figure 2의 (a)그림에서 OCT를 촬영한 이미지

이다. Figure 2의 (b)그림에서 OCT로 재건된 혈관 

내 혈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된 FFR값의 분포

도를 볼 수 있다.  

 

Figure 2. Distribution of OCT-FFR 

13명의 환자와 17개의 혈관을 대상으로 임상 

FFR값과 OCT를 통해 시뮬레이션 된 FFR연구를 

진행하였다. Bland-Altman plot에서 mean 

difference 값은 -0.04 SD 값은 0.04이다. ROC 

curve의 AUC값은 0.98이다.  

Figure 3. Statistical analysis of OCT-FFR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

산된 FFR값과 임상에서 측정된 FFR값을 비교하

였다. Bland-Altman plot에서 mean difference 값

이 -0.04로 좋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ROC curve

의 AUC값이 0.98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서 OCT를 기반으로 하는 FFR 시뮬레이

션 방법이 기존의 임상 방법 뿐만 아니라 CT를 기

반으로 하는 FFR시뮬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하

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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