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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수신 코일에 의한 높은 신호강

도 수집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효율

적인 수신 코일들이 개발되는 추세다. 즉, 수신 코일을 

가볍고 유연하게 제작하거나 수신 코일과 인체 표면 간 

거리조절이 가능하게 설계하여 다양한 크기나 모양을 가

진 환자의 검사 부위에 최대한 밀착시켜 높은 신호를 수

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자

를 고려하여 개발된 거리조절이 가능한 두부 수신 코일

의 거리를 조절하여 수신 코일과 팬텀의 거리에 따른 신

호강도를 비교하여 기존 코일과 비교해 실제 임상에서의 

효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연구방법은, 수신 코일과 검사 부위 간 거리변화에 따

른 신호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분은 같고 크기만 다른 

2개의 원통형 팬텀을 사용하였으며, 수신 코일과 검사 부

위 간 거리를 0cm부터 3cm까지 1cm씩 거리를 늘려 팬

텀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때, 거리마다 ARC 가속 인자를 

1-3까지 적용하여 수신 코일과 검사 부위의 거리변화 시, 

PI 기법 적용에 따른 신호 강도의 변화를 비교 측정하였

다. 영상획득은 3.0T 초전도 자기공명영상장치와 48채널 

Head Coil을 사용하여 병렬 영상기법을 적용한 표준 T1, 

T2 강조 영상을 획득하였고, 획득한 영상으로 NEMA 규

격에 따른 감산 방법을 사용하여 신호와 잡음 데이터를 

얻어 영상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신호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신호강도는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

후분석을 이용하여 신호강도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 비교 평가하였다. 

3.결과 

  연구결과, Large phantom과 Small phantom 모두 T2, 

T1 강조영상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PI 기법의 AF가 낮

을수록 SNR이 증가했고 거리가 멀수록, AF가 높아질수

록 SNR이 감소했다.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

원배치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

의수준 0.05에 대한 부 집단 중 Large phantom에서는 

AF 1일 때 1, 2cm에서 통계적으로 최대 SNR을 나타내는 

0cm, AF 1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Small 

phantom에서는 모든 그룹이 최대 SNR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4.결론 

  거리조절 두부 전용 코일을 사용할 경우 PI 기법을 사

용하지 않는 일정 거리 내에서는 거리를 늘리지 않았을 

때와 SNR의 강도에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환자

의 체격이 크거나 의료기구의 사용 등으로 거리를 증가

시켜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양질의 

SNR을 가진 MRI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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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거리조절 두부 전용 코일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체격이 크거나 의료기구의 사용 등으로 거리를 증가시켜

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양질의 신호를 가진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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