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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실험의 목적은 2D TSE-SPIR 와 3D FFE-PROSET 기법을 비교하여 관절연골 묘출에 있어서 3D 

FFE-PORSET 기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3년 1월부터 9월 까지 정상인(30명, 남자:12, 여자:18, 

연령분포: 35 ~ 55, 평균연령: 49.48)을 대상으로 Philips 3.0T MRI 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였고, 사용된 두 기법
에 대한 관절연골 묘출을 정량적 분석으로 SNR과 CNR을 평가하였다. 정성적 분석은 영상의 묘출도을 3 등급에 관
하여 MRI 전문방사선사가 평가를 하였다. 결과로 관절연골에 대한 SNRs 과 CNRs 값은 2D TSE-SPIR(SNRs: 4.41, 

71.63, 7.34, CNRs: 64.30, 58.41) 과 3D FFE-PROSET(SNRs: 8.40, 114.02, 9.53, CNRs: 104.49, 139.49) 기법을 비교
했을 때 3D FFE-PROSET 기법이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고, 영상의 질 또한 3D FFE-PROSET(2.40) 기법이 높게 
나타났다(p=0.0021). 결론적으로, 3D FFE-PROSET MRI가 2D FSE-SPIR 기법과 비교 했을 때 관절연골에 대한 평가
에서 증가된 SNRs 값과 CNRs 값을 얻은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결론은 향후 관절연골 진단에 유용성 있는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경사자장에코, 스펙트럼사전포화 반전회복, 선택여기원리, 급속스핀에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a clinical usefulness for delineation of articular cartilage 
compared with 2D TSE-SPIR and 3D FFE-PROSET technique. From January 2013 to september 2013, a total 
of 30 normal volunteers(12 men and 18 women aged between 35 and 55 years; mean 49.48 years) were 
studied on a philips 3.0T MRI scanner. As a quantitative analysis, SNRs and CNRs were evaluated by using 
two methods for delineation of articular cartilage. As a qualitative analysis, image quality was evaluated  by 
special radiological technologist of MRI for image delineation on a three grade. As a results, SNRs and CNRs 
for articular cartilage were significantly greater for the 3D FFE-PROSET(SNRs: 8.40, 114.02, 9.53, CNRs: 
104.49, 139.49) technique compared to 2D TSE-SPIR(SNRs: 4.41, 71.63, 7.34, CNRs: 64.30, 58.41) technique, 
image quality also was higher for evaluation of 3D FFE-PROSET(2.40) technique(p=0.0021).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a 3D FFE-PROSET MRI has improved SNRs and CNRs for evaluating of the articular 
cartilage, these conclusions in the future will be provided useful information in diagnosis of articular cartilage. 

Key Words : Fast field echo, Spectral presaturation with inversion recovery, Principle of selected excitation 
technique, Turbo spin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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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산화 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CT)에 비해 비 

침습 인 방법으로 연골질환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수

한 장 을 가지고 있다[1-2]. 그  하나로 CT는 조 제

를 사용하여 연골을 묘출 할 수가 있지만, MRI는 조

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기법만을 이용하여 질환

을 묘출 할 수가 있다. 특히 연골(articular cartilage)

을 잘 묘출하기 해서는 지방소거(fat suppression) 기

법을 용함으로서 높은 진단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

다. 그 이유는 연골부 는 부분이 (bone)가 많이 분

포하고 있고, 에는 지질(lipid)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지방소거 기법을 용하여 연골부 와 주변조

직 간의 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을 소거하

는 방법으로는 MRI 기기의  다양한 펄스시 스(pulse se

quence)를 이용하여 소거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펄스시

스를 이하여 지방을 소거하는 가장 기본 인 방법으로

는 화학  이동 선택포화(CHEmical Shift Selective satu

ration, CHESS)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화학  이동효

과를 이용하여 지방이나 물만을 선택 으로 상화하는 

기법으로 물을 소거시키거나 지방을 소거시켜 상을 얻

는 방법이다[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조직과 공명이 되

도록 선택 으로 고주 (radio-frequence)를 인가하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부 에 속성분이 있거나, 발과 발

목(foot and ankle)같은 부  검사 시 환자가 움직임이 발

생할 경우 정확한 지방소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 이 

있어 반 회복(inversion recovery, IR) 기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하 다[4-5]. 본 실험에 용된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IR  원리를 변형시킨 2D TSE-SPIR(2 

dimension turbo spin echo-spectral pre-saturation with 

inversion recovery) 기법을 이용하여 연골(articular 

cartilage),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 질환을 

포함하여 심장(heart)  상동맥(coronary artery)  

묘출까지 많은 검사를 하고 있다  [6-8]. 그러나 환자 검

사 시 이 기법은 심장  상동맥  검사를 제외하고, 

연골  근골격계 검사는 기존 검사방식과 큰 차이

를 갖지 않고, 2차원 기법을 용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민감한 연골을 묘출하는데 있어서 신호  잡음비(si

gnal to noise ratio)와 조도 잡음비(contrast to noise r

atio)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9-10]. 한 2D TS

E-SPIR 기법은 지방을 소거하는 TI(inversion time) 시

간이 있기 때문에 검사소요 시간이 긴 단 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사소요시간을 

이기 해 속요소(turbo factor)를 사용하고, 유효에

코시간 (effective TE)을 용하여 raw date의 장 장소

인 K- space 앙 부분에 데이터를 우선 으로 채워 으

로서 조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하

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TE(echo time) 시간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흔들림(blurring)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단

으로 자기장의 균일도(magnetic field's homogeneity)

에 크게 의존하며, 심 역(filed of view)이 큰 경우는 

균일한 지방소가가 되지 않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RF pulse 때문에 높은 SAR(specific absorption r

ate)가 발생하여 검사  기기가 멈추는 상도 발생하고 

있다[11]. HJ. Kim et al. 보고에 의하면 1.5 T에서 2D TS

E-SPIR는 민감도(sensitivity) 73 %, 특이도(specificity) 

96 %, 정확도(accuracy) 93 % 이었고, 3D FFE-PROSE

T(3 dimension fast field echo-principle of selected excit

ation technique) 기법은 민감도 71 %, 특이도 100 %, 정

확도 93 %의 결과를 얻어 두 기법에 한 연골 평가

에서 3D FFE-PROSET 기법이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가 조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성이 없는 결과이었다[12]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2D TSE-SPIR 기법의 문제 을 

보완하고, 기존보고 와 다르게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는 3.0T MRI 기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용되었던 2D TSE-SPIR 기법과 이 기법에 보

완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신호  잡음비가 높은  3D FF

E-PROSET 기법을 비교평가 하여 최 의 무릎 연

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으로 3D  FFE-PROSET 기

법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2.1 대상

2013년 01월부터 2013년 09월까지 총 30명(남자 : 12

명, 여자 18명, 연령분포: 35 ∼ 55세(평균 49.48 ± 5.2세)

의 정상인 지원자를 상으로 하 으며, 모든 지원자는 

사 에 MRI 검사 경험자만을 선정하여 실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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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원자는 무릎부 에 검사를 요구하 으며, MRI 

검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득과 독

결과를 구두로 들을 수 있었다.  검사를 받기  본 실험

에 안 성에 한 설명한 후 참가동의서를 작성 후 검사

를 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3.0 T 자기공명 상

기기(Philips, Medical  System, Achieva, The Netherlan

ds)를 선정하여 실험하 고, 수신코일(received coil)로는 

knee 8 채 (channel) 다 코일을 사용하 다. 용된 매

개변수(parameter)는 3차 의료원에서 일반 으로 무릎 

검사 시 용되는 것을 이용하 다<Table 1>.

<Table 1> Scan parameters

PSa) TR TE FA MS FOV Th. Gap  ST

SPIRb) 500 15 90 300 150  2  1 4:52

Pros.c) 20  5 15 300 150  2  1 3:20

Note - Number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a)
PS : pulse sequence, 

b)
SPIR : 2D TSE-SPIR, 

c)
Pros. : 3D FFE-PR

OSET, TR(ms) : repetition time, FA : flip  angle, FOV(cm) : field 

of view, Th. : slice thickness,  MS : matrix size, ST : scan time.  

2.2 방법

본 실험에 용된 -PROSET 기법은 22.5˚ 여기 펄스

를 인간한 후 지방(blue color)과 물(red color)은 양성자

(proton)가 동 상(in-phase) 상태의 벡터(vector)의 값

을 가지게 된다.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두 조직은 

미미한 주 수 차이로 인하여 탈 상(out of phase)에 도

달되게 될 때 45˚ 여기 펄스를 인가하여 두 조직의 양성

자가 다시 흐트러질 때 까지 기다린다. 이후 마지막으로  

22.5˚ 여기 펄스를 인가하게 되면, 물 조직은 신호를 발생

하게 되지만, 지방 조직은 종축성분에서 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신호를 형성하지 않고 제거 되는 원리이다. 

180˚가 아닌 45˚이하로 여기 펄스를 용하기 때문에 

-SPIR 기법에 비해 움직임이 있는 장기  조직을 검사 

할 때 정확한 지방소거를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

다[Fig. 1][13].

-SPIR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CHESS 기법에 STIR 

기법을 목시킨 것으로 STIR(short tau inversion recov

ery)의 반  공명주 수(radio-frequence) 펄스로 지방성

분만 -z 축으로 반 시킨 후 IR(inversion recovery) 동

 22.5˚ pulse  45˚ pulse

 22.5˚ pulse
Opposed phase

[Fig. 1] PROSET pulse diagram for fat 
        suppression.

안 지방 신호가 null point(o)가 될 때 exciting RF 펄스를 

인가해서 지방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Fig. 2][14]. 반  

후 이완(relaxation)값에 따라 지방제거 정도가 차이기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임상에서 3.0T MRI 기기로 

검사를 할 때 주로 용되는 TI(inversion time) 값 180 

ms 주어서 지방 신호가 종축자기화 0 이 될 때 RF 펄스

를 인가하여 지방을 제거하도록 하 다. 

RF

Mz

TE TRTD

90° 90°180° 180°

Frequency Selective 

Fat inversion pulse

Other tissues

Fat(T1=180ms)

[Fig. 2] SPIR pulse diagram for fat suppression

2.3 정량적 분석

본 연구에서 두 기법에 한 연골묘출 정도를 분석하

기 해 무릎부 의 연골하골(subchondral bone)과 

연골(articular cartilage), 윤활액(synovial fluid)에 일정

한 크기의 심 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설정한 후 

신호강도(signal intensity)를 측정하여 연골 묘출정

도를 평가하 다. 측정한 각 조직에 한 평균 표 편차

는 -SPIR(6.36, 10.53, 3.16), -PROSET(6.70, 5.66, 4.8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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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배경잡음(background noise)에 한 신호강도는 

상부호화방향(phase-encoding  direction)인 무릎  

⦁ 후 측 공간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도록 일정하게 

심 역을 4구역 설정하여 측정을 하 다. 이 기본 수치를 

이용하여 두 기법에 한 연골 묘출평가를 SNR과 C

NR로 하 다.

1. SNR : 두 가지의 상기법에서 연골하골, 연골, 

윤활액 부 에 5 mm
2 로 심부 를 설정한 후 측정

하 다. 배경잡음의 신호강도는 상부호화방향인 

무릎  ⦁ 후 4구역에 30 mm
2 로 심부 를 설정

하 다.  SNR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 (eq. 1)을 

용하 다[15].

 

 
                 (eq. 1)

2. CNR : 연골하골, 연골, 윤활액의 평균 신호강

도(tissue1)에서 인 부 의 조직(tissue2)에 한 

심 역에서 얻은 평균 신호강도를 배경잡음의 표

편차의 형식으로 값을 구하 다  CNR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식 (eq. 1)과 같이 용하 다[15].

 

  
 (eq. 2)

2.4 정성적 분석

두 가지의 MR기법으로 얻은 상들은 3차 의료기

에 임상경력 15년 이상인 경험 있는 국제 문방사선사가 

평가를 하 다. 찰자는 각 상에 하여 연골의 

묘출도(delineation)를 세 단계로 수를 주었다. 구분의 

단계는 불량 (poor, 1), 보통(fair, 2), 양호(good delineatio

n, 3) 이었고, 각 상에 하여 얻어진 수를 평균화 하

여 비교하 다. 묘출도는 국소 신호강도가 미미하여 

연골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때 1 , 신호강도 변화가 

미미하고, 연골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2 , 신호

강도 변화가 뚜렷하고, 연골 경계가 좋을 때 3 으로 

평가하 다.

2.5 통계분석

두 가지 상기법에서 정량  분석으로 신호  잡음

비와 조도  잡음비에 한 통계  유의성은 paired St

udent’s t-test로 계산되었으며, 세 단계의 연골의 묘

출도에 한 통계  유의성은 Wilcoxon Rank test를 

용하 다. 통계에 사용된 로그램은 SPSS 14.0 로그

램을 이용하여 p 값이 0.05 이하일 때 유의성을 두었다.

3. 결과

총 30명의 정상인 지원자에서 정량  분석의 결과로 

두 기법에 한 윤활액, 연골, 연골하골의 평균 SNR

s (2D TSE-SPIR : 4.41, 71.63, 7.34, 3D FFE-PROSET 

: 8.40, 114.02, 9.53) 값은 3D FFE-PROSET가 약 2배 이

상 높게 나타났으며(p<0.05), <Table 1>), 연골과 연

골하골, 연골과 윤활액의 평균 CNRs(2D TSE-SPIR 

: 64.30, 58.41, 3D FFE-PROSET : 104.49, 139.49)값도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정성  분석에서 연골의 묘출도

는  2D TSE-SPIR(1.90), 3D FFE-PROSET(2.40)로 3D 

FFE-PROSET가 높게 나타났다(p<0.05), <Table 2>). 

연골하골에 한 SNR1은 지방성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

어 신호강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연골과의 구분은 

명확하 다. 3D FFE-PROSET가 높은  SNRs와 CNRs 

값을 갖게 되어 연골이 미세하고, 유동성이 있는 부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강도가 균일하고, 경계부 가 뚜

렷하게 묘출하게 되었다. 윤활액에 한 SNR1 값이 작은 

차이는 액체성분이 많아 기법의 향을 게 받았지만, 3

D FFE-PROSET은 3차원 특성의 정보를 얻기 때문에 

차이를 갖게 되었다. 2D TSE-SPIR 기법은 SE(spin ech

o) 기법이기 때문에 윤할액 부분에 한 신호강도가 어

두운(darkness) 신호를 나타냈고, 3D FFE-PROSET 기

법은 경사자장 신호(gradient echo)의 일반 인 특성 때

문에 윤활액 부분이 밝은(brightness)신호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골과, 윤활액에 한 조도  

잡음비가 3D FFE-PROSET 기법이 높게 나타났다.  두 

기법에 한 p-values 값을 비교하 을 때 모두 유의성

이 있다는 결과이었다.  

Figure 3은 무릎 2D TSE-SPIR 기법과 3D  FFE-PR

OSET 기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시상면과 축상면이다. 두 

기법에 하여 정량  분석에서 평가와 같이 b, d 상이 

a, b에 비해 신호  잡음비와 조도  잡음비가 높은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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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Different pulse sequences on 2D 
TSE-SPIR(a, c) and 3D FFE-PROSET 
(b, d).

<Table 2> Quantitative, qualitative values for 
delineation of articular cartilage 
(n=30).

2D 

TSE-SPIR

3D 

FFE-PROSET
t p

SNR1
a)  4.41 ± 0.91   8.40 ±  1.85 -4.392 .0002

SNR2
b) 71.63 ± 9.85 114.02 ± 11.85 -3.835 .0005

SNR3
c)  7.34 ± 1.01   9.53 ±  0.97 -6.662 .0001

CNR1
d) 64.30 ± 7.28 104.49 ± 10.22 -3.831 .0004

CNR2
e) 58.41 ± 7.19 139.49 ± 12.98 -4.395 .0029

ACD
f)

 1.90 ± 0.18  2.40 ±  0.05
 z = 

-2.984
.0021

Note - Data are given as mean ± standard. deviation.

a)SNR1 : signal to noise ratio in synovial fluid, b)SNR2 : signal to 

noise ratio in articular cartilage, 
c)
SNR3 : signal to noise ratio in 

subchondral bone, d)CNR1 : contrast to noise ratio in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bone, e)CNR2 : contrast to noise ratio in 

articular cartilage and synovial fluid, 
f)
ACD : articular cartilage 

delineation.

한 연골 부 의 경계면이 뚜렷하며(red arrow, 

arrow head), 반 인 신호강도 변화가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c, d의 축상면에서 d  (red arrow) 상이 

찰자 육안으로 보았을 때 하얗게 보이는 정도가 a 에 비

해 강하며, d (arrow head)를 보면 연골의 margin이 

c 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릎 상에 

한 반 인 상의 질(image quality)을 보면 b 상(re

d ellipse)이 a 상(yellow box)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Red ellipse 상을 보면 반막근(seminemb

ranosus muscle,  red circle)과 주변조직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yellow box 에서는  상이 흐릿하여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두 기법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 무릎자기공명 상의 

연골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두 기법에 한 장단 에 

하여 알 수가 있었다. SNRs과 CNRs 값은 -SPIR을 이

용한 속스핀에코  (turbo spin echo) 계열과 -PROSET

을 이용한 경사에코(gradient echo) 계열에 한 지방소

거 정도를 알 수가 있었다. 재 임상에서는 자기공명

상 기기를 이용하여 연골 묘출에 있어서 지방을 제

거하는 방법으로 STIR(Short T1  Inversion Recovery), 

SPIR[16], SPAIR(SPectral Attenuated Inversion Recove

ry), PROSET[17]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기법

은 이론  장단 에 따라 연골  사지 질환 검사에 

하게 사용하고 있다.  본 실험에는 -SPIR 기법과 -P

ROSET 기법에 한 평가를 하게 되었다. 두 기법에 

한 최 의 비교를 하기 하여 여러 매개변수를 고려하

게 되었다. 먼 , 사용된 SPIR 기법은 TI 값에 따라 지방

소거 정도가 차이기 있기 때문에 180 ms를 용하 다. 

이 값은 3차 의료 기 에서 사용되고 있는 값으로 상을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결과 얻었다. 2D TSE-SPIR

은 TI 뿐만 아니라 TF(turbo factor)에 의한 조도를 크

게 좌우하기 때문에 TF를 7번 인가하도록 하 다. TF 

가 4 ～ 7개 사이가 될 때에는 T1 강조 지방소거를 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상을 인가했을 때에는 검사소요 

시간은 감소하나 여러 번의 180˚ 인가로 인하여 상의 

흔들림이 발생 할 수가 있다. 기존 보고에 의면 -SPIR 기

법을 이용하여 연골평가 외에 직장암 (rectal cance

r), 립선암(prostate cancer), 자궁암(uterine cancer) 등

을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2D TSE-SPIR 평

가 방법과 다르게 3D TSE-SPIR 이거나 3D FFE-S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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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signal difference to CNRs for 
SPIR and PROSET techniques(Mean ± SD). 
Statistically significant greater cartilage 
contrast is obtained with the 3D 
FFE-PROSET technique(articular cartilage - 
subchondral, p= 0.004, articular cartilage - 
synovial fluid, p=0.0029).

기법을 용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18-20]. 본 실험에서 

2D TSE-SPIR와 3D FFE-SPIR 기법을 비교하지 않은 

이유도 기존 보고와 같이 연골 외에 인체의 종양(tu

mor)질환에 용했기 때문이다. 기존에 3D FFE-SPIR과 

3D EPI-SPIR 기법으로 연골을 평가한 실험에서 정

량  분석 값으로 3D  FFE-SPIR : 24.7 ± 1.3, 3D  EPI-

SPIR :25.3 ± 1.2 얻었고,  정성  분석에서는 2.89 ± 0.04, 

2.81 ± 0.07로 보고가 된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용된 3D FFE-PROSET 기법에서 정량  분

석에서는 낮은 결과 이었고, 정성  분석에서는 4 등 을 

기 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 실험에 3 등  기 에 비하

면 낮은 결과 이었다. Mosher et al. 보고에서 2D TSE-S

PIR 과 DRIVEN(driven equilibrium) 기법의 비교에서도 

윤활액과 연골, 연골하골과 연골에 한 SNRs 

차이가 p=0.001과, p=0.013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p=0.004와 p=0.0029로 기존보고에 비하여 더 큰 차이의 

값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22]. 3D FFE-PROSET 

기법은 경사에코이기 때문에 신호수집시간이 짧아 흔들

림(blurring)이 발생할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데이터 수집 

역폭을 432 Hz로 상변화에 향을 가지 않을 정도로 

설정하여 평가를 하 다. SNR과 CNR을 높이는 방법으

로는 SENSE(sensitivity encoding) 기법을 용 시켰다. 

De Zwart et al. 에  의하면 SENSE  기법은 용했을 때 

검사소유 시간을 단축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자상

태가 좋지 않은 경우 빠른 시간에 검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 고,[23]. 이러한 원

리를 이용하여 무릎 연골, 골 염에 한 SENSE 

기법에 한 우수성을 보고하 다[24]. 연골 외에 Ry

an et al. 은 고 (hip joint)을 묘출하는데 있어서 SEN

SE 기법을 용했을 때와 용하지 않았을 때의 SNRs

과 CNRs 값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 다[25]. 연골을 

묘출하는데 있어서 두 기법에 특성에 따라 이러한 매개

변수의 조 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연골과 연골하골, 

윤활액 사이에 2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 다[Fig. 4].

본 연구에 제한성이 있다면 첫째, 질병이 없는 정상인 

지원자를 상으로 했다는 , SNRs CNRs 값이 높게 타

나났기 때문에 연골 묘출은 보상이 되었을 거라 생

각한다, 둘째, 검사 로토콜에 한 최 에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 재 3차 의료기 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한다. 

본 실험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자는 실험에 용될 최 의 매개변수를 계속 연구할 계

획이며, 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실제 두 기법

을 비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결론

결론 으로, 3.0 T 무릎 자기공명 상에서 2D TSE - 

SPIR로 연골을 묘출하는 것 보다 3D FFE - PROSE

T로 연골을 묘출하는 방법이 반 으로 경계면을 

비롯하여 일정 역에 한 신호강도 변화가 잘 나타났다. 

그 외에 연골과 주변조직에 하여 2 이상의 높은  

신호 차이에 SNRs 과 CNRs 값을 얻었으며, 연골에 

한 우수한 상학  정보를 제공하 다. 이러한 으

로 볼 때 향후 무릎 역을 비롯하여 인체 여러 연골 

부 를 검사 할 때 3D FFE - PROSET 방법이 유용성 

있는 진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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