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호의특집주제로다루게될고자장자기공명 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최근 급속

히보급이진행되고임상적적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

는 3T MRI를포함, 이보다높은자장을갖는MRI를통칭한

다.  3T MRI는기존 1.5T 이하MRI 장비에비해훨씬높은

신호강도와고해상도 상및기능 상을제공하여그유용

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자장 MRI에 대한 간단한

물리적 특성부터 심장, 복부, 근골격, 뇌신경 및 소아 상

의학분야의실제임상응용사례에대해언급될것이다.

고자장 MRI 는 기존 1.5T MRI에 비해 2배의 신호 잡읍

비를 제공하여 높은 해상도를 통해 작은 혈관, 신경구조를

잘관찰할수있고[1], 화학적천이와자화율의증가에의한

고품질의자기공명분광및기능적 상을얻을수있다.  물

론 환자에게 흡수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고 자성의 불균질에

의한 상왜곡이올수있으나앞서기술된장점이충분히

상쇄하고있다. 심근의생존여부, 관상동맥질환의평가, 심

근운동의역동적 상또한높아진신호잡음비에기초하여

자세히평가가능하고 1.5T MRI에비해짧은시간에, 적은

조 제를 사용, 높은 대조도의 상을 얻을 수 있다. 복부

상의 경우 다양한 제한점으로 인해 아직은 1.5T MRI에

비해월등히좋은 상을제공한다고는할수없지만, 고형

장기에 대한 가돌리늄 조 제 상에 있어 그 민감도가 증

가하므로종괴를더잘묘사할수있는등나름대로의장점

이부각되고있으며향후더많은연구가필요한단계이다.

근골격계와뇌신경계는대부분의질환에있어서 3T MRI

가 월등하다. 관절-근육 조직이나 두개강내 고정되어 있는

뇌신경 조직 모두 움직임이나 공기가 없어 자화율 증가에

개의치 않고 최적의 고해상도, 기능적 상이 가능하며 다

양한 첨단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2]. 고자장 MRI를 이용하

여 3차원 체적 데이터를 얻으면 한번에 다방면의 고해상도

상을얻을수있어서짧은촬 시간과높은 상품질두

목적을한꺼번에이룰수있어어린이에게유용하다.

이와같이고해상도, 기능적, 역동적 상을단시간에얻

을 수 있는 3T MRI는 다양한 펄스열의 개발과 하드웨어의

발달로인한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조만간임상MRI의표

준이될것이며 1.5T MRI보다더낮은품질의 상을만드

는몇가지안되는조건, 즉공기나움직임, 자성인공물등

자화율-불균일도 증가와 연관된 조건들을 숙지한다면 3T

MRI를사용모든질환에있어서보다높은진단율과효율적

인치료계획을세울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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