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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Multi Voxel Spectroscopy에서 SENSE와 NEX 변화에 따른
정상인 뇌 대사물질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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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분 법(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은 인체내 사물질을 정량분석하여 병변의 조기진단  정 진

단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임상에 이용되고 있는 자기공명분 법은 single voxel spectroscopy (SVS) 기법과 multi 

voxel spectroscopy (MVS) 기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NSE와 NEX를 변화시킨 multi voxel spectroscopy (MVS)의 데이

터와 기존 single voxel spectroscopy (SVS)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데이터의 유의성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

다. 정상 성인 지원자 13명(남자: 5명, 여자: 8명, 평균 41세, 표 편차 11.65세)을 상으로 chemical shift image (CSI)를 

이용한 MVS검사를 시행하 다. 장비는 3.0T Achieva Release Version 2.1 (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을 이용하

고, 8 channel head coil을 사용하여 brain thalamus 부 에서 CSI spectrum을 1 slice 획득하 다. Scan parameter로는 

FOV (field of view): 230×184 mm
2
, TR (time to repetition): 2000 msec, TE (time to echo): 288 msec, matrix: 15×12, VOI 

(view of interest): 110×110 mm2, voxel size: 15×15×15 mm3로 하 다. SENSE factor (S)와 NEX (N)는 S1*N1, S2*N1, 

S2*N2, S3*N2로 변화하여 스펙트럼을 획득하 고, 각 scan time은 5분 54 , 3분 32 , 6분 20 , 4분 20 다. 얻은 모

든 MRS 데이터는 jMRUI 3.0 Version 로그램에서 분석하 고, SENSE factor와 NEX를 변화시켜 얻은 MVS data 그룹들

이 정상 성인 뇌 사물질의 변화에 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해 그룹 간에 ANOVA분석을 실행하여 P 값이 0.05보다 

크게 나오면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 다. NAA/Cr과 Cho/Cr의 상  비율은 MV와 SVS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SENSE factor와 NEX를 변화시켜 얻은 MVS data에서 정상 성인 뇌조직의 사물질의 변화를 

찰한 결과, S1*N1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8±0.03이고, S2*N1의 NAA/Cr은 1.44±0.03, Cho/Cr은 0.87±0.05, 

S2*N2의 NAA/Cr은 1.43±0.02, Cho/Cr은 0.87±0.04이며, S3*N2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7±0.03으로 나타났다

(F-value : 1.37, D.F : 3, P-value : 0.262). 그러나 데이터의 질을 측정하기 한 MVS 데이터의 NAA Peak line-width는 SVS 

데이터의 NAA Peak line-width 보다 약 3배 정도 넓었다. 본 연구에서는 MVS에서 SENSE factor와 NEX 값을 다양하게 변

화시킨 MVS의 데이터와 SVS의 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즉, 어는 특정 부 의 뇌 조직의 사물질은 

MVS와 SVS 기법 모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MVS는 SVS보다 범한 부 를 짧은 시간 안에 검

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심단어: 자기공명분 법(MRS), SENSE, NEX (number of excitation), Multi voxel spectroscopy (MVS), Single voxel spec-

troscopy (S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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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46년 Felix Bloch이 핵자기 공명 상을 발견한 이후로 

자기공명분 법은 비침습 으로 생검을 하지 않고 인체내

의 여러 가지 사물질들을 식별하고 정량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과정이나 사물질의 생화학  분석  정보

획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뇌조직의 정

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방사선학  진단 가치를 높이고 

있다.1-7) 이를 해서 지난 60여 년 동안 자기공명의 주자

장 세기는 발 하여 3.0 Tesla의 고자장이 재 임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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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ference spectrum 

selection of brain thalamus level. 

(a) Axial view. (b) Coronal view.

이용하고 있다.8) 특히, 2008년도 한국에 설치된 MR 장비는 

831 로 이  3T는 총 36 로 약 4.3%을 차지하고 있어 

고자장을 이용한 MRS의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9) 이러한 사 물질정보들은 고자장에서 분석할수

록 화학  이동(chemical shift)을 크게 하여 분자구조를 분

리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획득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10) 

한 chemical shift imaging (CSI) technique을 기반으로 하는 

MVS검사는 상부호화 경사자장(phase encoding gradient)

을 사용하여 공간 치에 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범

한 부 의 생화학  정보를 동시에 알 수 있어 정상과 비

정상조직에 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11)

CSI 방법은 SVS에 비해 많은 화 소에 한 spectrum을 

산출하게 되어 측정시간이 길고 운동 인공물이 나타나는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이 있다.12) 한 체에 한 

자장균질 보정작업도 국소 인 부 를 하는 SVS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에 해 주 를 기울여야 한다. 이

러한 문제 을 극복하고자 기존의 2D imaging technique에

서 사용하던 fast scan technique을 이용할 수 있다. 그  

multi-channel coil을 이용한 SENSE imaging technique을 이

용하여 보다 빠르게 검사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sequential phase encoding방식은 처음부터 끝

까지 k-space 체를 모두 채워 데이터를 얻었지만 SENSE

방식은 phase array coil 혹은 multi coil을 사용함으로써 

phase encoding step을 건 뛰면서 데이터를 얻는다. 따라서 

phase encoding의 수가 어들기 때문에 신호 잡음비 (sig-

nal to noise, SNR)가 감소한다는 단 이 있지만 2∼4배의 

검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13) 한 NEX (number of ex-

citation)도 조 하면 scan time을 일 수 있다. NEX는 하나

의 상을 만들기 해서 동일한 부 에서 상신호를 몇 

번 반복해서 얻는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NEX를 증가시키

면 상의 SNR은 제곱근(=1.4)배로 증가하지만 SNR을 높

이기 하여 NEX를 늘이면 촬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비

례하여 상의 화질이 향상되지 않으므로 정한 NEX의 

사용 요구된다.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3T MRI 장비에서 정상 성인 뇌

를 상으로 SENSE와 NEX를 변화시킨 multi voxel spectro-

scopy (MVS)의 데이터와 기존 single voxel spectroscopy 

(SVS)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데이터의 유의성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상  검사장비

정상 성인 지원자는 28세에서 61세로 20 가 3명, 30 가 

4명, 40 가 3명, 50 가 2명 60 가 1명으로 남자는 5명, 여

자는 8명이었으며 평균(±표 편차) 나이는 41 (±11.65)세이었

다. 이들을 상으로 chemical shift image (CSI)를 이용한 

MVS를 시행하 고, 장비는 3.0T Achieva Release Version 

2.1 (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을 이용하 다. 

Multi-channel coil을 이용한 SENSE imaging technique을 

MVS검사에 용하기 해 8 channel head coil을 사용하

다.

2. 검사방법

Axial, Sagittal, Coronal 3방향의 T2 이미지를 scout로 하

고 Fig. 1과 같이 brain thalamus 부 에서 CSI spectrum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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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ine width of multi voxel spectroscopy in alterations of SENSE factor.

Fig. 2. The comparison of single voxel spectroscopy and multi 

voxel spectroscopy in the line width of NAA.

slice를 15 mm thickness로 획득하 다. 신호 획득 매개변수

들로는 FOV (field of view) = 230×184 mm2, TR (time to 

repetition) = 2000 msec, TE (time to echo) = 288 msec, ma-

trix = 15×12, VOI (volume of interest) = 110×110 mm2, voxel 

size = 15×15×15 mm3로 하 다. SENSE factor (S)는 1∼3, 

NEX (N)는 1∼2로 각각 변화시키고 S1*N1, S2*N1, S2*N2, 

S3*N2로 교차 조합을 하여 스펙트럼을 획득하 다. 한 

pre saturation pulse에 contamination 되지 않는 pixel만을 선

택하기 해 같이 5*5의 matrix의 스펙트럼  사물질들

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스펙트럼을 기 으로 삼았다. 기존

의 SVS검사로 얻은 사물질과 비교 분석하기 해 같은 

지 에서 SVS 데이터를 얻었으며, 신호 획득 매개변수들

은 TR = 2000 msec, TE = 288 msec, voxel size = 20×20×20 

mm3, SENSE factor = 0, NEX = 128로 하 다. 그리고 균일

한 자장을 얻기 해 장비에서 제공하는 Auto Shimming을 

이용했으며, 심 역 (ROI)설정을 해 PRESS (Point Re-

solved Spectroscopy Sequence)방법을 사용하 다.15) 

3. Spectral quantification

얻어진 MRS 데이터는 jMRUI (Java-based version of the 

magnetic resonance user interface) Version 3.0을 가지고 분석 

작업하 으며, SENSE factor와 NEX를 변화시켜 얻은 MVS 

와 SVS 데이터들은 최  frequency domain data에서 0 ppm

에서 신호가 크게 나오는 것을 물의 공명주 수로 하여 4.7 

ppm으로 맞춘 후 주 수 축을 calibration 하 다. 그리고 모

든 스펙트럼에 apodization과 baseline correction을 실행하

고, 신호의 real 값이 아닌 magnitude 값으로 분석하 다. 그

리고 phase correction은 post-processing 과정에서 제외시켰

다. Metabolite quantification은 AMARES (Advanced method 

for accurate, robust and efficient spectral fitting)를 통하여 실

행하 다. 신호의 강도는 Cr을 기 으로 하여 상 인 비

율(relative ratio)로 나타내었다. 한 NAA의 full-width at 

half-maximum (FWHM)에서 line width을 측정해 데이터의 

질을 비교하 다.

4. Statistical analysis

결과데이터는 SPSS software (SPSS 15.0 for Windows, 

SPSS, Chicago, IL USA)로 통계학  분석을 실행하 다. 

SENSE factor와 NEX를 변화시켜 얻은 MVS data 그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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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can time comparison of single voxel spectroscopy and multi voxel spectroscopy in alterations of SENSE factor 

and 
1
H metabolite ratios in normal adult brain with multi voxel spectroscopy in alterations of SENSE factor.

SENSE factor NEX Scan time NAA/Cr cho/Cr

Multi voxel

S1*N1

S2*N1

S2*N2

S3*N2

1

2

2

3

0

1

1

2

2

128

5m 54s

3m 32s

6m 20s

4m 20s

4m 56s

1.45±0.03

1.44±0.03

1.43±0.02

1.45±0.03

1.50±0.01

0.88±0.03

0.87±0.05

0.87±0.04

0.87±0.03

0.94±0.004Single voxel

Fig. 4. Alteration analysis of normal human brain metabolites with variation of SENSE and NEX. (a) Relative ratio of NAA/Cr. (b) 

Relative ratio of cho/Cr.

정상 성인 뇌 사물질의 변화에 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해 그룹간에 ANOVA분석을 실행하여 P 값이 0.05보다 

크게 나오면 그룹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

다.

결    과

Fig. 2를 보면 데이터의 질을 측정하기 한 MVS의 Line 

width의 평균은 3.7 Hz이며 표 편차는 0.97 Hz으로 조사되

었으며, SVS의 Line width의 평균은 1.06 Hz이고 표 편차

는 0.24 Hz이 다. 따라서 MVS의 Line width가 SVS의 Line 

width보다 약 3배정도 FWHM이 넓었다(Fig. 3).

Table 1은 MVS검사에서 SENSE factor (S)와 NEX (N)를 

S1*N1, S2*N1, S2*N2, S3*N2로 변화하여 data를 획득한 결

과, 각 scan time은 5분 54 , 3분 32 , 6분 20 , 4분 20

가 소요되었음을 보여 다. 

한 Fig. 4처럼 SENSE factor와 NEX를 변화시켜 얻은 

MVS data에서 정상 성인 뇌조직의 사물질의 변화를 

찰한 결과, S1*N1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8±0.03

이고, S2*N1의 NAA/Cr은 1.44±0.03, Cho/Cr은 0.87±0.05, S2* 

N2의 NAA/Cr은 1.43±0.02, Cho/Cr은 0.87±0.04이며, S3*N2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7±0.03으로 나타났다(F-val-

ue : 1.37, D.F : 3, P-value : 0.262). 그리고 같은 부 에서 얻

은 기존의 SVS data의 NAA/Cr은 1.50±0.01, Cho/Cr은 0.94± 

0.004로 찰되었다.

고찰  결론

MR의 발 은 고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도 자석의 

개발과 컴퓨터와 수학의 발 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 트웨

어 기술이 그 석이 되고 있다. 한 최근 노령인구의 증

가에 따라 치매· 킨슨병·우울증 등 퇴행성 뇌질환이 격

히 증가하고 있어 뇌에 한 연구가 세계에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16-20) 80년  이후 뇌연구는 방사선의학의 발

달로 살아있는 뇌 기능을 상으로 직  볼 수 있게 되었

다. 88년 죽은 사람의 뇌를 이용해 뇌좌표지도(Talairach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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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완성되었다.21) 특히 MRS는 생체내(in vivo) 사물

질을 비침습 으로 사과정이나 생화학  정보차이로 정

상조직과 병변조직을 구분하여 진단에 더욱 신뢰를 주고 

세포조직의 변화를 미리 발견하여 조기 방을 할 수 있도

록 그 분야가 발 하고 있다.22) 이를 해서는 살아있는 정

상 성인의 뇌조직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과

거 1994년 SVS을 이용하여 1.5T로 총6명의 지원자로 임상

연구가 발표되었지만23) 3T 고자장의 시스템과 MVS 기술

을 이용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임상연구와 달리 두 배가 넘는 연구 상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재, 1H 자기공명분 법

으로는 단일 화 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SVS검사와 동

시에 여러 화 소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MVS검사

로 나 어 할 수 있다.11) 특히, chemical shift imaging techni-

que을 기반으로 하는 MVS검사는 공간 치에 한 정보뿐

만 아니라 범 한 부 의 생화학  정보를 동시에 알 수 

있어 normal과 abnormal 조직에 해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체에 한 자장균질 보정작업도 국소 인 부 를 하

는 SVS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에 해 주 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측정하기 해 NAA의 

line width를 측정한 결과, MVS의 Line width가 SVS의 Line 

width보다 약 3배정도 FWHM이 넓었고, 표 편차도 4배정

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MVS가 SVS보다 많

은 noise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VS는 SVS에 비해 많은 VOI에 한 spectrum을 산출하

게 되어 측정시간이 길고 운동 인공물이 나타나는 검사시

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극

복하고자 기존의 2D imaging technique에서 사용하던 fast 

scan technique  Multi-channel coil을 이용한 SENSE imaging 

technique과 NEX (제조사에 따라 number of signal averages 

(acquisition): NSA라고도 한다)를 사용하여 검사소요시간과 

사물질의 변화를 찰하 다. 

MVS검사에서 S1*N1=5분 54 , S2*N1=3분 32 , S2*N2=6

분 20 , S3*N2=4분 20 가 각각 걸렸다. 비록 SVS검사에서

는 NEX를 128로 하여 4분 56 가 소요되었지만 만일 MVS

에서 NEX를 128로 한다면 3시간 21분이 소요되어 임상

으로 의미 있는 검사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Phase ar-

ray coil 혹은 multi coil을 사용하는 SENSE방식은 phase en-

coding step을 건 뛰면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SNR이 감

소하는 반면, NEX를 증가시키면 상의 SNR은 제곱근

(=1.4)배로 증가하지만 SNR을 높이기 하여 NEX를 늘이

면 촬 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비례하여 data의 질이 향상되

지 않는 을 고려하여야 한다.

1994년 Ros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보고된 정상 성인 뇌

의 사물질의 상  비율은 NAA/Cr은 26∼37세에서 

1.49±0.07, 40∼78세에서 1.41±0.12 으며, Cho/Cr은 26∼37세

에서 0.78±0.06, 40∼78세에서 0.82±0.04이 다.24) 한 1993

년 국내 학계에 보고 결과는 NAA/Cr은 1.8±0.2이 다 .23) 

이러한 결과와 3T의 고자장과 SENSE와 NEX를 변화시

킨 MVS를 이용하여 정상 성인 뇌의 사물질을 분석한 결

과를 비교해보면, S1*N1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8±0.03이고, S2*N1의 NAA/Cr은 1.44±0.03, Cho/Cr은 

0.87±0.05, S2*N2의 NAA/Cr은 1.43±0.02, Cho/Cr은 0.87± 

0.04이며, S3*N2의 NAA/Cr은 1.45±0.03, Cho/Cr은 0.87± 

0.03으로 나타나 그 결과에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

고, 3T 고자장에서 차이가 없음을 SVS data 결과(NAA/Cr = 

1.50±0.01, Cho/Cr = 0.94±0.004)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MVS는 

SVS에 비해 표 편차의 폭이 컸는데 이는 NEX을 상

으로 많이 걸어  SVS 데이터의 질이 안정 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정상군에 한 수가 다소 은 제한 이 있

었고, 좀 더 다양한 변수 용을 하지 못한 아쉬운 이 있

다. 재 많은 곳에서 인체 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만 그 외 유방25)과, 근육26) 그리고 립선27) 등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임상에도 빨리 용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질과 검사시간 등에 연구가 앞으로도 지

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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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ation Analysis of Normal Human Brain Metabolites with Variation of 
SENSE and NEX in 3T Multi Voxel Spectroscopy

Yeol-Hun Seong*,§, Jae-Dong Rhim†, Jae-Hyun Lee‡,
Sung-Bong Cho‡, Dong-Chul Woo*, Bo-Young Choe*

*Department of Biomedical Engineering,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Department of Radiologiccal Science, The Daewon University College, Chechon,

‡Department of Radiolog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Korea

To evaluate the metabolic changes in normal adult brains due to alterations SENSE and NEX (number of 

excitation) by multi voxel MR Spectroscopy at 3.0 Tesla. The study group was composed of normal volunteers 

(5 men and 8 women) with a mean (± standard deviation) age of 41 (±11.65). Their ages ranged from 28 

to 61 years. MR Spectroscopy was performed with a 3.0T Achieva Release Version 2.0 (Philips Medical 

System-Netherlands). The 8 channel head coil was employed for MRS acquisition. The 13 volunteers underwent 

multi voxel spectroscopy (MVS) and single voxel spectroscopy (SVS) on the thalamus area with normally gray 

matter. Spectral parameters were as follows: 15 mm of thickness; 230 mm of FOV (field of view); 2000 msecs 

of repetition time (TR); 288 msecs of echo time (TE); 110×110 mm of VOI (view of interest); 15×15×15 mm 

of voxel size. Multi voxel spectral parameters were made using specially in alteration of SENSE factor (1∼3) 

and 1∼2 of NEX. All MRS data were processed by the jMRUI 3.0 Ver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AA/Cr and Cho/Cr ratio between MVS and SVS likewise the previous results by Ross and coworkers in 1994. 

In addition, despite the alterations of SENSE factor and NEX in MVS, the metabolite ratios were not changed 

(F-value : 1.37, D.F : 3, P-value : 0.262). However, line-width of NAA peak in MVS was 3 times bigger than 

that in SVS. In the present study, we demonstrated that the alterations of SENSE factor and NEX were not critically 

affective to the result of metabolic ratios in the normal brain tissue.

Key Words: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 SENSE, NEX (number of excitation), Multi voxel spec-

troscopy (MVS), Single voxel spectroscopy (SV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