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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담훼관촬영술:호흡정지 급속스판에코기법과 
호흡유발 급속스핀에코 기법의 비교l 

검명전 · 홍혜숙 · 정재준 · 정재복2 • 양희철 · 이종태 · 유형식 

목 적 ; 자기공명담훼관촬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 MRC

P)을 시행함에 있어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과 호흡유발(res piratory-triggered) 급속 

스핀에코 기볍 간의 질적 우수성을 비교하고， 담혜관을 나타내는데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 

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간질환이 의섬되어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고 다른 검사를 통해 담춰l관 

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41명의 환자와(‘담혜관 비이상군’) 담취l관 이상이 의십되어 자기 

공명검사를시행한 7명의 환자들에( ‘담혜관이상군’ ) 대하여 호흡정지 급속스펀에코방식과 

호흡유말 급속스핀에코 방식의 MRCP를 시행하였다. 최대강도투사(maximum intensity 

project ion)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차원 재구성한 영상을 얻어 두 방법을 비교하였다. 분석 

은 3인의 방사선과 의사가 각각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영상의 질을 점수화하여 비교하였 

고，두영상간의 전체적인 영상의 우열을판단하였다. 

결 과 : 총간관과 총담관의 관찰에 있어서 호흡유발 급속스핀에코 기볍에 의한 영상이 

호흡정지 급속스펀에코 기법보다 유의하게 우월하였다(p( 0.05) . 당관은 부위에 따라 호흡 

정지법은 59-88 %, 호흡유발법은 63 - 95%에서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나， 혜관의 

경우는 호흡정지법은 24 %. 호홉유방번유 l r:; O/n 어1 셔만 연산시 71 능킥섰r1 . 투 (3 S ;S 각 길 
직접 비교하였을 때， 25예 (52.1 % ) 에서 호흡유발법이 우수하고 12예 (25.0% )에서 두 영상 

방식이 동등하며 11예 (22.9% ) 에서 호흡정지법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 (0.05). 

결 론 : 간외 담관의 영상은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보다 호흡유발 급속스핀에코 기 

법이 우수하였으나， 두 방법 모두 아직 비확장성 담혜관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1991년 Wallner 등(1)이 약 30-40초간 호흉정지를 시킨 상 

태에서 고속 경사 에코 펄스 대열로 스캔 후 삼차원 후향적 재 

구성을 시행하여 자기공명 담도계 투사영상을보고한이래，다 

%댄} 펄스 대열을 이용한 자기공명당춰1관촬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MRCP)이 개발되어 

유용한 결과를 얻고 있다. 최초로 사용되었던 안정상태 (steady 

state) 경사에코방식은 신호대잡음비가 낮아 두꺼운 스캔단면 

과 큰 영상영역 (field of v iew)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제 

한점으로 해상도가 높지 못하여 정상 담춰l관을 관찰하기 어렵 

고， 공기나 혈류 등에 의한 자화율(magnetic susceptibi li ty) 

인공물 이 현저한 단점이 있였다(1 - 6 ) . 이후 많은 저자들에 의 

해 시용된 것은 고속 스핀에코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써 

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2 연서l 대학교 의과대 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병 연구소 
이 논문은 1997년 7월 29일 정수하여 1997년 9월 22일에 채택되었음. 
본 연구는 1996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하에 이루어졌음. 

Takehara 등(7 ， 8 )은 호흡정지하에서 급속스핀에코 기법을 사 

용하여 담관뿐아니라혜관의 영상도가능하게 하였다.호흡정 

지 급속스핀에코 방법은 짧은 시간에 검사가 가능하지만， 적어 

도 40초 내지 1분 이상 호흡을 정지하여 검사하여야 동}는 단점 

으로 인해 호홉정지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후 급속스핀에코방식을 사용하되 호흡정지 없이 약 

4-8분 이상 촬영하여 담춰1관영상을 얻는 비호흡정지 급속스핀 

에코 방식을 시도하여 그 결과가 내시경척 역행성담춰1관조영 

술， 경피척경간담도조영술의 소견과 잘 연관됨이 보고되고 있 

다(9-11). 

호흡정지하 MRCP와 비호흡정지 MRCP의 상대적인 평가 

에 있어서， Reinhold 등(12) 이 경사자계에코(gradient echo) 

에 의한 호흡정지 MRCP와 급속스핀에코에 의한 비호흡정지 

MRCP를 비교한 바 있고， 이 연구 결과 비호흡정지 급속스핀 

에코 MRCP가 호흡정 지 경사에코 MRCP 보다 우수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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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였다. 그러나 같은 급속스핀에코 방식하에서의 호흡정지 

기법과 비호흡정 지 기법인 호흡유발 기법간의 비교 연구는 저 

자들이 얄기 에는발표된 바가없다 

이에 저자들은 동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흡정 지 급속스핀에 

포 기 1닙 및 호흡유발 급속스핀에코 MRCP를 비교하여 영상의 

질을 비교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호흡-정 지 급속스펀에코 및 호흡유발 급속스핀에코 기법으로 

MRCP를 시행한 4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41명 

은 국소적 간질환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으며， 이 후 임상경과 

와 초유파 및 CT 등으로 담훼관 이상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판 

정하여 ‘탐훼관 비이%L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환자들의 진단명 

은 간암 23예， 간전이암 4예， 양성 간종괴 9예 ， 미만성 간질환 5 

예 등이었다. 담혜관 이상이 있었던 7명의 환자들(‘담혜관 이상 

군’)의 진단명은 각각 팽대부주위암 3예， 담관결석 3예， 만성 훼 

장염 ]예 등이었다 총 남자 39명， 여자 9명이였으며 나이는 25 

세에서 79세까지였다. 

자기공명영상은 1.5T 초전도형 자기공명영상기기 (Horizon ，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Milwaukee, Wisconsin, 

USA)를 사용하였고 11예에서는 표준형의 동체코일을， 37예에 

서는 위상배열 처1 부코일을 사용하였다. 호흡유발법을 시행하기 

위 해 환자의 복부에 호흡감지 장치를 부착한 후 호흡운동에 의 

한 복부의 움직임이 최소가 되는 일정한 호흡주기에만 데이타 

획득을- 제한하고 호흡수에 따라 TR이 조절되도록 하여， 고속 

스펀 에코 펄스로 T2 강조(TR / TE = 11000 -15000 / 250 

msec ) 관상연 영상을 얻었다. 호흡운동에 의한 인공음영 발생 

을 보상하기 위해 2회의 신호 평균화를 하였다. 호흡정지 기법 

에서는 1회의 급속스펀에코 펼스(TR/TE = 8000-11000 / 

250msec)로 T2 강조 관상면 영상을 얻였다. 두 방법 모두 에코 

열길이 (echo train length) 32, FOV 34x34cm, 자료 획득 행 

A 8 

김명진 오1 : 자기공밍담춰|관활영술 

렬 256 x 128, 절편두께와 간격은 각각 3mm와 Omm로 하였다. 

호흡정지 기법 사용시 검사시간은 30초 - 1분이었고 호홉유발 

기법 이용시 검사 시간은 1분 47초 5분이 소요되였다. 이렇게 

얻은 강한 T 2 강조 영상을 최대 강도 투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차원 재구성하여 15도 간격으로 좌우 회전 영상을 만들어 분 

석하였다. 

영상의 분석은 두 단계를 통해 시 행하였다. 첫번째 단계로， 

‘담혜관 비이ÀJ--군’을 대상으로 호흡정지 기법과 호흡유발 기법 

으로시행한 MRCP에 있어서 정상담혜관의 관찰정도를비교 

하였다. 두 검사 방법에 의해 얻어진 영상을， 사용한 기볍을 모 

르게 변수를 가리고 섞은 다음 무작위로 증례를 선택하여 두 명 

의 방사선과 의사와 한 명의 전공의가 담혜관계 해부학 구조물 

을 관찰하고 영상의 명확성을 점수화한 후 3인의 점수를 평균 

한 값을 정하였다. 영상의 명확성은， 0: 전혀 보이지 않음， 1 : 

보이나 불량함， 2: 잘 보이나 인공음영의 영향을 받음， 3: 매우 

잘 보이고 인공음영도 없음의 네 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때 각 

판독자의 평가는 독렵적으로 서로 상의 없이 시행하였다. 부위 

별 접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차 분지가 기시하기 직전까지의 

좌우 간내담관， 총간관， 총당관， 담냥， 담낭관， 춰1관 등 각 부위 

에 대한 점수를 따로 평가하였다. 세 사람의 평가에 의해 평균 

1.50점 이상일 때 적절한 영상을 얻었다고 간주하였다. 1.50점 

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이 점수는 적어도 두 판독자 이상이 

해부학적 구조가 잘 보인다고 평가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점수이 

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검사 방법 간의 상대척인 비교를 위 

하여 정상군과 담훼관 이상군을 포함하여 각 증례별로 두 방법 

에 의한 MRCP 영상을 같이 놓고 비교하였다. 이 때에도 두 영 

상이 어떤 방식에 의해 얻어진 영상인지를 가리키는 인자를 가 

런 상태에서 각 해부학적 구조물의 명확성을 관찰하고 서로 비 

교하여 영상의 질이 두 방식 중 어느 것이 우수한지 평가한 다 

음 3인 일치의 합의를 하였다. 이 결과에서 호흡정지 급속스핀 

에코 기법이 우수한 경우， 호흡유도기법이 우수한 경우， 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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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MRCP image with no 
pancreatobiliary disease . 
Both respiratory triggered non 
breath-hold FSE (A) and breath 
hold FSE (8) MRCP clearly demon
strate the non-dilated common hep
atic duct, common bile duc t, central 
intrahepatic duc t, cystic duct and 
gall bladder ‘ However, peripheral 
intrahepatic ducts and pancreatic 
duct are not clearly defined . There 
are less prominent artifacts on the 
non-breath-hol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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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대등한 경우로 나누어 두 방법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담혜관 구조물 

에 대하여 매긴 명확성의 점수에 대하여 paired t -test를 사용 

하였으며， 두 영상을 같이 놓고 비교한 결과에 대하여 x2 test 

를 사용하였다. 

결 과 

‘비담춰l관 이^d-군’ 41명의 환자에서 각각의 담훼관 구조물에 

대한 영상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에 도시하였다. 좌우 

간내담관， 총간관， 총담관， 담낭관의 영상에서는 호흡유도 기법 

이 호흡정지 기법보다높은점수를보였고，훼관과담낭의 영상 

에서는-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 

나， 총간관과 총담관에 대한 호흡유도 영상의 우월성만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호흡유발 기법과 호흡정지 급속 

스핀에코 기법 모두 좌우측 간내담관， 총간관， 총담관， 담냥에 

서는 평균 1.50점 이상으로 양질의 영상을 보였으나， 담낭관과 

훼관에서는 1.5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MRCP가 정상적 

인 담낭관과 혜관을 영상화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였다 

(Fig 1). 

A 8 

A B 

춰1관을 제외하고 적절한 해부학 구조물 영상이 관찰된 정도 

는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이 46.3-87.8 % , 호흡유도 기법 

이 48.8-95.1 % 였다. 두 방법 모두에서 총담관이 각각 87.8% 

와 95.1 %로 가장 잘 관찰되었으며， 두 기법 모두에서 총담관， 

총간관， 담냥， 우간과， 좌관간， 담낭관의 순으로 잘 관찰되었다. 

쉐관의 경우 각각 14.6%와 24.4 %에서만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두 검사 방법 간에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는 숫자 

에 있어서 통계적 인 차이는 없였다. 

모든 증례에 대하여 두 영상 방식을 같이 놓고 비교하였을 때 

25예 (52.1 %)에서는 호흡유도법이 우수하고 12예 (25.0% )에서 

는 두 영상 방식이 동등하며 11예 (22.9% ) 에서 호흡정지법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5)(Fig. 2, 3). 

고 찰 

MRCP는 강한 T2 강조 펄스 대열로 담즙이나 춰l액과 같이 

T2가 긴 액체를 고신호강도로 영상화하고 주변 조직으로부터 

의 신호는 억제하여 직접 담도조영술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영 

상 기법이다(1， 2). 1991년 Wallner 등(1)은 안정상태 자유세 

차(steady state free precession) 상태의 신호을 유발하는 강 

Fig. 2. Non-breath-hold image is 
better than breath-hold image in a 
case with a carcinoma of pancreatic 
head. 
A. Non-breath-hold image. 
8. Breath-hold image. The patient 
was not tolerated the breath-hold 
time and the image was blurred. 

Fig. 3. Breath-hold image is better 
than non-breath-hold image in a 
case with non-dilated pancreatobil
iary tree and a hepatic hemangioma 
(arrowhead). 
Pancreatic duct and a portion of 
intrahepatic duct are better visual
ized on the breath-hold image (A) 
than on the non-breath-hold im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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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2 강조 경사에코 펼스대열로 폐쇄성 황탈이 의심되는 환자 된 바 없다. 

들에서 간의 관상영상과 시상영상을 시행하고 삼차원 후향 재 본 연구의 결과에서 영상의 질은 총담관 및 총간관의 경우， 

구성하여 담혜관의 영상을 얻고 이를 MRCP라 명명하였다. 그 호흡유발 기법이 유의한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후 Morimoto 등(2)은 이 기볍을 이용하여 3차원적 데이터 획 담춰1관 부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득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었으며1). 해부학적 구조물이 적절히 관찰되었다고 평가된 환자의 수 

Ishizaki 등(4) 과 Hall-Cr aggs 등(5) 이 이와 유사한 경사에코 

방식으로 MRCP를 시행하여 이 기법이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이 기법에 의한 MRCP는 담혜관에 대해 비침습적으로 직접 담 

도조영 영상을 획득하고 진정 작용， 이환과 사망 가능성 및 삽 

관 실패 등과 같은 내시경적 역행성담춰l관조영술의 단점을 극 

복하였으나 신호대잡음비가 낮고 이로 인해 높은 공간 분해능 

을 갖는 영상을 얻기 어려웠으며， 확장된 담도계의 영상화는 가 

능하였으냐 확장이 없는 정상 소간내담관이나 훼관의 영상화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5-7). 또한 이 검사는 국소 자 

기장의 불균질성과 움직임에 민감한 것이 단점이었다(5-7). 

이후 Takehara 등(7)과 Guibaud 등(8)은 호흡정지하에서 

이차원 급속스핀에코 방식을 이용하여 MRCP의 해상도를 향 

상시켜 확장의 유무에 관계 없이 미세 직경의 간내담관과 훼관 

을 보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였으며， 고속 스핀 에코는 

자화율에 덜 민감한 장점이 있었으나， 40초 -1분간 호흡을 정 

지하여 촬영하기 위해 검사전 산소를공급하여 주어야동}는등 

의 불떤한점이 있었고，그래도호흡을정지하기 어려운환자에 

대하여서는 사용하기 어려웠다. 

호흡을 정지하지 않은 고속 스핀 에코 MRCP가 1993년 

Outwater 등( 11)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움직임에 의한 인공음 

영의 말생을 보상하기 위해 신호평균화를 실시하였다. 이후 

Barish 등(12)은 호흡주기 중 움직임이 최소인 호기말과 같이 

일정 시간에만 데이타 획득을 제한하는 호흡유도법과 3차원적 

데이터 획득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우수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Reinhold 등(9)은 담춰1관 이상 환자에 

서 이차원 급속스핀에코펼스대열과 호홉정지 경사에코방식을 

비교하여 급속스펀에코 기법의 경우 담훼관의 부위에 따라 

65-100%가 관찰된 반면 경사에코 기법에서는 23-44%에서 

만 담쉐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 2). 그러나 같은 급속스핀에코 방식에서 호홉정지 기법과 비 

호흡정지 기법과의 비교 결과는 본 저자들의 지식으로는 보고 

A 8 

Table 1. Comparison of Image Qualities of Both Techniq
ues by Scores 

BH NBH p-value* 

Lt .IHD 1.74 :t 0.72 1.76 :t 0.72 0.834 

Rt.IHD 1.65 :t 0.81 1.70 :t 0.82 0.571 

CHD 2.08 :t 0.88 2.31 :t 0.77 0.034** 

CBD 2.44 :t 0.65 2.63 :t 0.63 0.043** 

Cystic duct 1.40 :t 0.84 1.45 :t 0.89 0.677 

Pancreatic duct 0 .82 :t 0.91 0.68 :t 0 .73 0.253 

Gall bladder 2.40 :t 0.86 2.32 :t 0.83 0 .411 

Numbers: Average values :t one standard deviation 
BH: Breath-hold method. NBH: Non-Breath-hold method 
IHD : intrahepatic bile duct, CHD : common hepatic duct 
CBD : common bile duct 
* P-value : paired t-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Table 2. Number Of Cases That MR Cholangiopancreat
ography Showed Optimal Image Quality In Group Of No 
Evidence Of Pancreatobiliary Disease (N=41) 

BH( %) NBH( %) 

Left IHD 25(6 1.0) 30(73.2) 

Right IHD 24(58.5) 26(63.4) 

CHD 29(70.7) 34(82.9) 

CBD 36(87.8) 39(95. 1) 

Cystic duct 19(46.3) 20(48.8) 

Pancreatic d uct 10(24.4) 6(14.6) 

Gall Bladder 35(85 .4) 35(85 .4) 

Numbers : mean numbers of cases( %) 
BH: Breath-hold method , NBH: Non-Breath-hold method 
IHD : intrahepatic bile d uct, CHD: common hepatic duct 
CBD : common bile d uct 

Fig . 4. Breath-hold and non-breath
hold image show equal image qual
ity in a case of chronic focal pan
creatitis mimicked carcinoma of 
pancreatic head. 
Both of the breath-hold (A) and 
non-breath-hold image (8) equally 
demonstrate dilatation of biliary 
tree and main pancre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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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검사 모두 좌우 간내당관은 60-70%, 총담관 빛 총간관 

은 70-95% 정도로 관찰할 수 있어， 모든 부위에서 두 검사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 이는 호홉유발 기 

법이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에 비해 총당관이나 총간관의 

관찰에 영상의 질은상대적으로우수한경우가많았으나，두검 

사 모두 해부학적 구조를 나타내는 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을 의미한다. 반면에， 담훼관 이상이 있었던 환자들을 포함하여 

두 검사 영상을 대응하여 비교하였을 때는 호흡유발 기법이 우 

월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따라서 급속스핀에 

코방식에서는 호홉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에 비해 호홉유발법 

은 영상의 질은 유의하게 우수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담혜관 이상의 증거가 없는 대^J군에 있어 

서는 급속스핀에코 MRCP가 아직 한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담관의 영상에 있어서의 결과는 

Reinhold 등(12)이 비호홉정지， 비호홉유발 방식의 급속스핀 

에코 기볍으로 시행한 결과와 유사하나， 간내당관과 훼관의 묘 

사에있어서는 아직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이나 호홉유발 

기법 모두 아직 개선되어져야할 여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병적 변화가 없는 담낭관과 혜관 

은 14-50%에서만 적절히 관찰되어 이 부위의 검사에는 아직 

도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 

으나， 훼관의 경우 호흡유발 기법에서보다 호흡정지 기법에서 

높은 접수를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미세한 

춰l관 구조의 관찰에 호흡유발 기법에 사용되는 신호평균의 역 

할이 제한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하 

기는 어려우나 호흡정지 기볍을 더욱 개발하는 것이 춰l관 영상 

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생각되어 이에 관한연구가더 필 

요할것으로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정상적 담훼관의 구조물을 관찰하는 데 

비교 대상으로 상은 환자가 정상 자원자가 아닌 간병변의증 환 

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느 한 가지 기법이 

정상인의 담혜관을 얼마나 관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 

이 아니고， 호홉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과 호홉유발 급속스핀 

에코볍간의 비교를 목표로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점은 본 

연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호홉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과 호흡유발 

기법간에 해상도의 조건을 같게 하기 위하여， 두 방법 모두에서 

행렬크기를 호흡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인 256x 1 28로 일치시켜 시행하였고， 호흡유발 기법의 신 
호평균 회수도 2회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비호홉정지 기법의 

경우，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행렬크기를 256 
512 x256으로， 신호평균 횟수도 4회로 시행함으로써 영상의 질 

과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호흡유발법이 호흡정지법에 비한 우수성이 

담혜관의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호 

홉유발법의 검사조건을 다른 저자들이 보고한 것과 같은 정도 

로 유지할 경우 실제 검사에서는 호홉정지 급속스핀에코 기법 

에서보다 호흡유발 기법이 더욱 우수한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으로기대할수었다. 

최근 급속스핀에코 방법을 개선하여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호 

흡정지하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인 single -shot MRCP가 

시도되어 유망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0). 이 기법하에서 

는 원하는 경사부위 전체에 대한 한단면 스캔으로 영상을 얻어 

영상시간을 2 -3초 안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여졌고， 다 

단연 영상을 시행하여도 20초 이내에 필요한 만큼의 단면 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여졌다. 아직 이에 관한 논문이 많 

지 않으나 급속스핀에코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에 관해서는더욱연구가필요하리라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담훼관 이상소견이 없었던 환자에서 호흡정지 급 

속스핀에코 및 호홉유발 급속스핀에코 기볍은 아직 정상 해부 

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데 제한적이었으나， 호흡유발 급속스핀 

에코 기법이 총담관과 총간관을 관찰하는 데 우월하여 향후 급 

속스핀에코방식의 MRCP는 호홉유발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판단된다. 

치 71 드E 등4 
딩 

1. Wallner BK, Schumacher KA, Weidenmaier W , Friedrich JM. 

Oilated Biliary Tract: evaluation with MR cholangiography 

with a T2-weighted contrast-enhanced fast sequence. Radiology 

1991; 181 : 805-808 

2. Morimoto K, Shimoi M, Shirakawa T, et al. Biliary Obstruction: 

evaluation with three-dimensional MR cholangiography. Radi

ology 1992; 183: 578-580 

3. Ishizaki Y, Wakayama T,Okada y , et al. Magnetic resonance 

cholangiography for evaluation of obstructive jaundice. Am J 

Gastroenterol 1993; 88: 2072-2077 

4. Hall-Craggs M, Allen CM, Owens CM, et al. MR 

cholangiography : clinic허 evaluation in 40 cases. Radiology 1993 

;189 ’ 423-427 

5. Reinhold C. Bret PM, Guibaud L, et al. MR cholangiopancreat

ography :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s. RadioGraphics 1996; 16 

309-320 

6. Outwater EK, Gordon SJ. Imaging the pancreatic and biliary 

ducts with MR. Radiology 1994; 192: 19-24 

7. Takehara y , Ichijo K, Tooyama N, et al. Breath-Hold MR 

cholangiopancreatography with a long-echo-train fast spin echo 

sequence and a surface coil in chronic pancreatitis. Radiology 

1994; 192: 73-78 

8. Guibaud L, Bret PM, Reinhold C, Atri M, Barkun AN. Diag 

nosis of choledocholithiasis: value of MR cholangiography. AJR 

1994; 163: 847-850 

9. Guibaud L, Bret PM, Reinhold C. Atri M, Barkun AN. Bile duct 

obstruction 때d choledocholithiasis : diagnosis with MR 

cholangiography. Radiology 1995; 197 : 109-115 

10. Macaulay SE, Schulte SJ, Sekijima JH, et al. Evaluation of a 

non-breath-hold MR cholangiography technique. Radiology 

1995; 196: 227-232 

11. Barish MA. Yucel Eκ Soto JA, Chuttani R, Ferrucci JT. MR 

Cholangiography: efficacy of three-dimensional turbo spin-echo 

technique. AJR 1995; 165: 295-300 

12. Reinhold C, Guibaud L, Genin G, et al. MR cholangiopancreat

ogram : comparison between 20 fast spin-echo and 3D gradient

echo p비se sequences. JMRI 1995; 4: 379-384 

13. Low RN, Alzate GO, Shimakawa A. Motion suppression in MR 

imaging of the liver: comparison of respiratory-triggered and 

- 1085 -



김명E 오1: 자기공명담훼관휠엉술 

nontriggered fast spin-echo sequences ‘ AJR 1997; 168: 225-231 15. Reinhold C. Bret PM. MR cholangiopancrea tography. Abdom 

14. Soto J A, Yucel EK Barish MA, et al. MR cholangiopancreat- Imaging 1996; 21: 105- 116 

ography after unsuccessful or incomplete ERCP. Radiology 1996 16. Outwater EK . MR cholangiography with a fast spin-echo se 
; 199 :91-98 quence. JMRI 1993; 3: 13-19 

J Korean Radi이 Soc 1997; 37: 1081-1086 

MR Cholangiopancreatography: Comparison of Breath-hold Fast Spin Echo and 

Respiratory Triggered Fast Spin Echo Techniques 1 

Myeong-Jin Kim, M.D. , Hye-Suk Hong, M.D. , Jae-Joon Chung, M.D. 
Jae Bock Chung, M.D. 2, Hee-Chul Yang, M.D. , Hyung-Sik Yoo , M.D. , Jong-Tae Lee , M.D. 

1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Divison of Gastroenterolog)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urpose: To determine relative image qualities and to evaluate their ability to visualize biliary 
trees and pancreatic ducts, we compared the breath-hold fast spin echo (FSE) and respiratory
triggered FSE technique in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MRCP) 

Materials and Methods: Forty-seven patients with suspected of hepatic disease but no pancreatic 
or biliary ductal dilatation , as determined by other imaging techniques('group of non-pathologic 
pancreatobiliary tree ’), and seven with pancreatic or biliary disease (‘group of pathologic 
pancreatobiliary tree') underwent MRCP. Heavily T2-weighted FSE coronal images were obtained 
by both breath-hold and respiratory triggered techniques. These two images were 3D-reconstructed 
using a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algorithm. Three radiologists scored the image qualities of 
anatomic structures in each set of images, then directly compared the image quality of the images 
obtained by the two techniques. 

Resu Its: For the visualization of common hepatic ducts and common bile d vcts, FSE MRCP 
images obtained using the respiratory-triggered technique were triggered technique were signifi
cantly better than those obtained using the breath-hold technique(p < 0.05). Fifty-nine to 88 % of 
breath-hold images of the biliary tree and 63 - 95 % of respiratory triggered images were optimal. 
For the pancreatic duct, however, 24 % of breath-hold images and 15 % of respiratory-triggered 
images provided optimal image quality . In direct comparison, respiratory triggered images were bet
ter in 25 cases(52.1 %), both images were comparable in 12 cases(25.0 %), and in 11 cases(22.9 %), 
breath-hold images were better. These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p < 0.05). 

Conclusion : For the vizualization of extrahepatic bile ducts, the respiratory triggered FSE se
quence was better than the breath-hold sequence; for the evaluation of both a non-dilated and 
dilated pancreatobiliary system, however, both techniques need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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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MR) , comparative studies 
Magnetic resonance(M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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