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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dict and prevent the disease of the abdominal aorta, which is the largest artery in the human

body and the most common aneurysm, the normal arterial blood flow oper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this end,

we are trying to solv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by executing FSI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4D

flow MRI. However, to match the similarity between the 4D flow MRI flow and the FSI flow, correlation was used

in previous papers, but the correlation did not show the degree of agre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4D flow MRI flow velocity of the human abdominal aorta and the two-way FSI flow veloc-

ity in which the three physical properties used for the aortic FSI were added to the CT abdominal aorta 3D model

and the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As a result, the physical property M2 showed the highest similarity in cor-

relation and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is property is intended to be helpful in the future study of the

abdominal aortic two-way FSI flow rate. 

Key words: Abdominal aorta, Two-way FSI, Correlation coeffcient, Intraclass correaltion coeffcient

I. 서 론

심혈관계의 주요 기능은 몸 전체에 영양분과 노폐물을 운

반하는 것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혈관은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심장에서 혈액을 멀리 옮기는 동맥, 혈액과 조

직 사이에 물과 화학 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모세혈관, 그

리고 모세혈관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정맥이 있다. 그 중

동맥혈류의 중요한 특징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간헐적으로

혈액을 전신에 배출하기 위해 박동성 흐름을 뜬다는 것이다.

이런 동맥혈류는 층류로 간주되나 협착증의 발달, 동맥벽의

경화 등이 난류를 유발 다양한 장기의 오작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혈류에 대한 자세한 지식은 동맥 질환을 감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다[1].

복부 대동맥은 인체에서 가장 큰 동맥으로, 모든 복부, 골반

장기, 다리에 산소와 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동맥으로

가장 흔히 동맥류가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복부 대

동맥류(Abdominal Aortic Aneurysm, AAA)는 무증상으로

발생,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대동맥 직경의 50% 또는 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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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복부 대동맥류로

판정되며 파열된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와 위치를 예측하

고자 정상상태의 동맥 혈류 동작도 고려하여야 한다[2-4].

복부 대동맥 혈류를 평가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도플러 초음파(Doppler ultrasound)가 있다. 그러나 도플러 초

음파는 각도에 따라 혈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처럼 보여주고 분기 영역 혈류 영상의 경우 복잡하게 보여

준다[5]. 이런 사항을 극복한 장비로써 4D flow MRI가 있

다. 4D flow MRI는 전체적인 심혈관계의 측정이 가능, 차

후 원하는 혈관, 각도에서의 혈류에 유속 및 혈류의 양을 후

향적으로 분석 가능하다[6]. 또한 2D 이미지인 CT와 MRI로

구축한 환자별 3D 모델을 이용하여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요

소와 질병의 시작, 진행 진단 또는 치료에 관련된 요소인 물

리적 현상의 연구에 사용되는 전산유체역학(CFD)와 유한요

소분석(FEA)를 결합한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도 있다[7]. 

4D flow MRI의 경우 현재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차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FSI의 경우 측정

하고자 하는 부위가 실제 인체 내에서의 거동과 다를 수 있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4D flow MRI

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FSI에 적용하여 신체 내 움직임과 유

사하게 만들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내

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8,9]. 이때 대

부분 실제 유동과 전산적으로 계산된 유동의 유사성을 확인

하기 위해 주로 상관분석을 사용한다[10,11]. 상관계수가 0

이 나왔다고 하여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 단지 두 변수

간 선형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상관계수가 높다고 하여 두

측정치 간의 일치도가 높다는 것도 아니다[12].

이러한 상관관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신뢰도

계수라고도 불리고 반복성과 재현성을 평가 하는데 흔히 사

용되며, 상관계수보다 더 좋은 지표로 여겨지는 급내상관계

수[13]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

속과 인체 4D flow MRI 유속을 분석하였고, 더불어 상관

관계와도 종합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차후 정상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 연구에 적합한 물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인체 복부 대동맥을 4D flow MRI로 촬영을 하고 얻어

낸 데이터에서 유속을 획득, 인체 복부 대동맥을 CT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3차원 모델을 획득,

COMSOL에 획득한 3차원 모델을 삽입하여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을 획득하였고 이전에 얻은 복부 대

동맥 4D flow MRI 유속과 상관관계 및 급내상관계수를

하여 분석한 연구 방법을 간략하게 그림 1로 표현하였다.

1. 인체 복부대동맥 4D flow MRI

실제 복부 대동맥에 흐르는 혈류 유속을 획득하기 4D

flow MRI(GE healthcare, SIGNA Architect)에 표

1의 요소를 삽입하여 혈관 질환 경력이 없는 건강한 26세

남자 복부 대동맥을 촬영하였다. 획득된 복부 대동맥 4D

flow MRI는 총 20개의 시간 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단계 간의 시간 간격은 52 msec, 51 msec가 있으며 이는 복

부 대동맥을 측정한 환자에게서 얻어낸 심박수 58 bpm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심박수 58 bpm을 이용하여 1초를

52 msec로 나누었을 때 20개로 획득되는 것이 아닌 19개로 획

그림 1. 인체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그림

Fig 1. Human abdominal aorta 4D flow MRI, simulated abdominal aorta two-way FSI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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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되며 이를 4D flow MRI 기기 자체에서 보정하고자

51 msec 포함하게 되었다.

얻어낸 4D flow MRI 데이터에서 혈류 유속을 추출하기

위해 4D flow MRI 이미지분석이 가능한 Arterys software

(San Francisco, CA)를 사용하였다. 복부 대동맥 4D flow

MRI의 축면 Magnitude image를 기준으로 하여 복부 대

동맥을 segmentation 하였고 신장 동맥과 복부 대동맥이

모두 드러나는 관상면 이미지를 기반으로 12개의 level로

나누어 혈류 유량(ml/sec)를 획득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그

림 2로써 표현하였다.

2.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양방향 FSI에 사용할 복부 대동맥 3차원 모델 제작을 위

해 표 2의 요소를 삽입하여 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건강한

26세 남성의 복부 대동맥 CT(SIEMENS, SOMATOM

Force)촬영을 하였다.

획득한 복부 대동맥 CT 영상을 3차원 의료 영상 처리 프

로그램인 Mimics software(Materialise, Belgium)에 삽

입하여 복부 대동맥 내강을 segmentation 하였다.

Mimics software에서 얻어낸 복부 대동맥 내강을 STL

편집 프로그램인 3-matics software(Materialise, Belgium)에

삽입하여 1.6 mm[14-16] 두께의 복부 대동맥 벽을 생성하

였다. 이때 양방향 FSI 수행 시 갑작스럽게 입구 부분에서

유체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3-matics software에서 입

구를 3 cm 연장하였고 또한 출구도 갑작스럽게 유체가 나

가는 것을 막기 위해 3 cm 연장하였다. 위와 과정들을 그

림 3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형상, 물성치 및 명시된 물리 현상을 묘사하는 물리적 설

정부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

표 1. 4D flow MRI 매개변수

Table 1. 4D flow MRI parameter

4D flow MRI parameter

MRI Machine GE healthcare, SIGNA Architect

TR (ms) 4.4

TE (ms) 2.4

Flip angle (degree) 8

FOV (mm) 300

Venc (cm/s) 200

Slice thickness (mm) 3

View per cardiac phase 20

Temporal resolution 63

Image matrix size 256 × 256 × 188

Voxel size (mm) 1.1719 × 1.1719 × 1.5

VENC (mc/s) 200

그림 2. 4D flow MRI 상의 유속 측정 과정: (1) 축면에서의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magnitude image segmentation, (2) 관상면

에서의 복부 대동맥 level 분할

Fig. 2. Flow rate measurement process on 4D flow MRI:  (1) Abdominal aorta 4D flow MRI magnitude image segmentation 

in the axial plane, (2) Abdominal aorta level division in the coronal plane

표 2. CT 매개변수

Table 2. CT parameter

CT parameter

CT Machine SIEMENS, SOMATOM Force

Rows (mm) 512

Columns (mm) 512

Pixel Spacing (mm) 0.759765625*0.759765625

Slice thickness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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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후처리 과정까지 모델링 작업흐름에 대한 모든 단계

를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플렛폼 인 COMSOL Multiphysics에

생성한 복부 대동맥 3차원 모델을 삽입하여 양방향 FSI를

실행하였다. 사용된 혈액 유체는 표 3과 같이 구성되었고 혈

류 유속은 4D flow MRI에서 얻어낸 박동성 유동을 삽입

하였다. 

또한 표 4과 같이 밀도와 영률, 포아송 비가 다른 3가지

물성을 혈관 벽에 적용하였는데 3가지 모두 대동맥 양방향

FSI에 사용된 물성이다. 등방성체의 탄성정수인 영률, 포아

송 비, 체적 탄성률, 라메 정수, 강성율, 압축률 중 어느 것

이든 독립적인 것 두 개가 정되면 그 외의 다른 인자들은

계산에 의해 확정이 된다[17]. 그렇기에 각기 다른 혈관벽

재료로써 양방향 FSI를 수행하였고 복부 대동맥 수축기 시

레이놀즈 수가 6000을 넘기 때문에 난류가 형성되고 이를

고려하여 난류 모델로 설정하였다.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에서의 혈류 유속 측정의 경우

갑작스럽게 유체가 들어오는 0~1초의 시간대는 제외, 1~2초 시

간대에서 측정하였고 시간 간격의 경우 4D flow MRI의 시

간 간격과 동일한 시간 간격을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Arteyrs software에서의 복부 대동맥 혈류 유속 측정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양방향 FSI 혈류 유속을 얻어내었다.

III. 연구 결과

1. 인체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유속과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 상관관계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유속과 기존 연구 논문에서

대동맥 양방향 FSI 의 물성으로 사용되어 현재 시뮬레이션

그림 3. CT이미지를 이용한 복부 대동맥 3D 모델 제작 과정: (1) Mimics software 상에서 CT 이미지를 이용한 복부 대동맥 segmentation,

(2) 3-matics software를 이용한 복부 대동맥 두께 제작, (3) 3-matics software를 이용한 입구, 출구 3cm 추가구조물 제작

Fig. 3. Abdominal aorta 3D model production process using CT image: (1) Abdominal aorta segmentation using CT images

on Mimics software, (2) Abdominal aorta thickness fabrication using 3-matics software, (3) Manufacture of inlet and outlet

3cm additional structures using 3-matics software

표 3. Comsol 안에서의 혈액 유체 매개변수

Table 3. Blood fluid parameters in comsol

COMSOL Blood

Viscosity [Pa*s] 0.0035

Density [kg/m3] 1055

표 4. 물성 M1, 물성 M2, 물성 M3의 물성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Properites M1, Properites M2, Properites M3

Properites M1 [17] Properites M2 [18] Properites M3 [19]

Density (kg/m3) 1120 1200 1000

Young’ Moduls (MPa) 1.08 0.8 1.7

Bulk Modulus (N/m2) 1.8 × 107 1.3333 × 107 5666700 × 106

Shear Modulus (N/m2) 3.6242 × 105 268460 × 105 586210 × 105

Possion’s ratio 0.49 0.49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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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적합한 물성이 사용되었다. 

밀도가 1120 kg/m3, 영률이 1.08 MPa, 체적 계수는

1.8×107N/m2, 전단 계수는 3.6242×105N/m2, 포아송 비가

0.49인 유한요소로 얻어낸 M1 물성[18]과 밀도가 1200 kg/

m3, 영률이 0.8 MPa, 체적 계수는 1.3333×107 N/m2, 전단

계수는 2.6846×105 N/m2, 포아송 비가 0.49인 문헌을 참

고하여 얻어낸 물성 M2[19], 밀도가 1000 kg/m3, 영률이

1.7 MPa, 체적 계수는 5.6667×106N/m2, 전단 계수는 5.8621

×105 N/m2, 포아송 비가 0.45인 MRI를 이용해 얻어낸 물

성 M3[20] 세가지 물성을 가진 재료(M1, M2, M3)를 시

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에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양방향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을 각각

동일한 level에서 복부 대동맥 4D flow MRI에 20개의 시

간 단계에서 나온 유속과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에 20개의 시간 단계에서 나온 유속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12개 level 상관 계수 평균이 물성 M1은 0.95936

이 나왔고, 물성 M2는 0.95931, 물성 M3는 0.95925가 나

오게 되었다. 유효숫자를 5개로 지정한 것은 각 상관계수 평

균 차이가 소수점 5자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T-test 결과 세 가지 물성 모두 대체로 p-value가 유의수준

0.05이하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물성 M1의

경우 level 10, 물성 M2, 물성 M3의 경우 level 10,8이 p-value가

0.05이상이 나타났다. 또한 level 12에서 level 7까지는 상관계수

가 0.98정도로 나왔으나 level 6에서 level 1까지 상관계수

가 0.96에서 0.89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인체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유속과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 급내상관계수

복부 대동맥 4D flow MRI 유속과 기존 연구 논문에서

대동맥 양방향 FSI 의 물성으로 사용되어 현재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적합한 물성이 사용되었다. 

밀도가 1120 kg/m3, 영률이 1.08MPa, 체적 계수는 1.8×

107N/m2, 전단 계수는 3.6242×105N/m2, 포아송 비가 0.49인

유한요소로 얻어낸 M1 물성[18]과 밀도가 1200 kg/m3, 영

률이 0.8 MPa, 체적 계수는 1.3333×107N/m2, 전단 계수는

26846×105 N/m2, 포아송 비가 0.49인 문헌을 참고하여 얻

어낸 물성 M2[19], 밀도가 1000 kg/m3, 영률이 1.7 MPa,

체적 계수는 5.6667×106N/m2, 전단 계수는 5.8621×105 N/m2,

포아송 비가 0.45인 MRI를 이용해 얻어낸 물성 M3[20] 세가

지 물성을 가진 재료(M1, M2, M3)를 시뮬레이션 복부 대

동맥 양방향 FSI에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양방향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을 각각

동일한 level에서 복부 대동맥 4D flow MRI에 20개의 시

간 단계에서 나온 유속과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에 20개의 시간 단계에서 나온 유속과 급내상관계수 분

석 결과 표 6과 같이 물성 M1은 0.94517이 나왔고, 물성

M2는 0.94538, 물성 M3는 0.94533이 나오게 되었다. 유

효숫자를 5개로 지정한 것은 각 물성 급내상관계수 평균 차

이가 소수점 5자리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T-test 결과 세가지 물성 모두 p-value가 유의수준 0.05

이하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level 12에서

level 7까지 0.98 정도의 급내상관계수가 나왔으나 level 6을 기

점으로 급내상관계수가 0.91로 낮아지고 이후 level 1까지

0.91이하의 급내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3. 상관관계 계수와 급내상관계수 비교

상관관계 계수의 경우 물성 M1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 계

수를 가졌고 다음 순서로 물성 M2, 물성 M3순으로 높았다.

표 5. 4D flow MRI 유속과 양방향 FSI 유속 상관관계

Table 5. 4D flow MRI flow rate and bidirectional FSI flow rate correlation

　

Properites M1 Properites M2 Properites M3

level 12 0.99677 0.99677 0.99679

level 11 0.99454 0.99453 0.99456

level 10 0.99456 0.99451 0.99451

level 9 0.99752 0.99750 0.99750

level 8 0.99585 0.99579 0.99577

level 7 0.98990 0.98981 0.98976

level 6 0.96793 0.96784 0.96776

level 5 0.94044 0.94044 0.94035

level 4 0.93439 0.93432 0.93421

level 3 0.91410 0.91403 0.91388

level 2 0.90005 0.90004 0.89989

level 1 0.88623 0.88620 0.88605

Average 0.95936 0.95931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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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급내상관계수의 경우 물성 M2가 가장 높은 급내상관

계수를 가졌고 이후 물성 M3, 물성 M2 순으로 전개되었다.

상관관계 계수와 급내상관계수를 종합해본 결과 물성 M2를

사용하여 만든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FSI가 인체 복부 대

동맥 4D flow MRI 유속과 가장 유사성을 보였고 이후 물

성 M1이 세가지 물성 재료들중 두 번째로 유사함을 보였

으며 물성 M3가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논문에서 실제 유동과 전산적으로

계산된 유동 사이에 유사성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상관

관계 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 함께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관관계와 급내상관계수의 경우 동일하게 level

6을 기점으로 계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체 복부 대동맥 4D flow MRI에서 level 6과 level 5 사

이의 신장동맥으로 혈액이 유출됨에 따라 level 12~6의 각

각 평균 순 유량과 level 5~1의 각각 평균 순 유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관관계와 급내상관계수 둘 다 0.8~0.9의 준수한 계

수를 나타내었는데 상관관계의 경우 물성 M1이 가장 높은

상관 계수를 나타내었고 급내상관계수의 경우 물성 M2가

가장 높은 급내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M1의 경우 상관계수에서 1순위로 높은 상관계

수, 급내상관계수에서는 3순위로 높은 급내상관계수이고,

M2는 상관계수에서는 2순위, 급내상관계수에서는 1순위이

고, 마지막으로 M3는 상관계수에서 3순위, 급내상관계수에

서는 2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물성

M2가 상관계수와 급내상관계수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서 실

제 복부 대동맥을 촬영한 4D flow MRI 유속과 가장 유사

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차후 인체 복부 대동맥에서

유속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의 경과, 상태, 혹은

해결 및 정상상태 인체 복부 대동맥에서 유속으로 인해 발

병할 수 있는 병변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체 복부 대동맥을 기준으로 상관관계의 결과와

급내상관계수의 결과를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의

물성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물성에 대해 일반화는 할 수 없

으나 기존 논문들에서는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의 물성 선택에 대해 제시된 바가 없으며 다양한 물성

으로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되기에 본 논문에 대한 필요

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다수의 인체 복부 대동맥 4D flow MRI와

시뮬레이션 복부 대동맥 양방향 FSI 유속의 상관관계와 급

내상관계수를 분석해 복부 대동맥 FSI 유속에 연구에 적합

한 물성을 사용하여 인체 복부 대동맥에 발생할 수 있는 질

병 발생 경위 및 예방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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