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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MRI는 부분 영역을 자세히 영상화하는 검사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위해 한 RF를 전신에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 촬영 시 RF를 차단할 수 있

는 방호복을 자체 제작하여 적용함으로써, 전신에 인가

되는 RF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인

체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연구 방법은, RF 차단 섬유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원통형 fluid phantom을 이용하여 phantom 실험을 시행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호복을 제작하여 무릎에 임

상실험을 시행하였다. 영상 획득은, 3.0T 초전도 자기공

명영상장치와 32 channel anterior 코일을 사용하여, T1 

WI, T2 WI, T2 FS 영상을 획득하였고, 영상 측정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소거 정도와 aliasing artifact 발생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적

용 전, 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평가하였

다. 

Ⅲ. 결과

  실험 결과, phantom 실험의 경우, 영상의 소거 정도와 

aliasing artifact 발생 정도 모두 적용 전보다 후가 평균 

98.94% 감소하였다. 이는, RF 차단 섬유가 RF를 완벽히 

차단한다는 것으로, RF가 인체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는데, 임상실험 또한, phantom 실험과 마찬

가지로 영상의 소거 정도와 aliasing artifact 발생 정도 

모두 적용 전보다 후가 평균 95.89% 감소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방호복이 RF를 완벽히 차단하여 

인체에 유해한 온도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인 개선 방안이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RF 방호복은, RF와 인체와의 상호

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규정된 SAR의 초과 

우려가 없으며, 이는 곧 온도 상승으로 인해 인체에 발생

할 수 있는 위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주자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RF 방호복이, 부분 촬영 시 전신에 인가되는 RF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의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

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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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MRI는 부분 영역을 자세히 영상화하는 검사임에도 인체에 위해한 RF를 전신에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자

들은 RF차단 방호복을 자제제작하여 적용한 결과 적용 전보다 적용 후가 95% 이상 RF를 차단하였다. 따라서 MRI 검사 시 본 

연구의 방호복이 인체의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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