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관련규격: IEC 60601-2-33)
1 장: 개요

1. 범위 및 목적

이 개별 기준규격은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하는 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1 범위
추가:
본 특별 규격은 2.2.101에 정의된 자기공명장치 및 2.2.102.에 정의된 자기공명시스템에
적용한다.
1.2 목적
대체:
이 특별 규격은 환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요건들을 수립한다.
이 규격은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조작자나 관계 직원, 일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요건을 수립한다.
이 규격은 또한 이 요건들의 실제적인 적용 방법들을 제공한다.
1.3 특별 규격
추가:
이 특별 규격은 일련의 IEC 출판물들(이하 '일반 규격'으로 표기)을 수정하고 보충한다.
일반 규격은 아래 문서들로 구성된다.
IEC 60601-1:1988, 의료용 전기장비 파트 1: 안전을 위한 일반 요건 및 그것의
개정1판(1991), 개정2판(1995)
- 954 -

IEC 60601-1-1:2000, 의료용 전기장비 파트 1-1: 안전을 위한 일반 요건 부수적 규격:
의료용 전기 시스템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IEC 60601-1-4:1996, 의료용 전기장비 파트 1: 안전을 위한 일반 요건 4. 부수적 규격:
프로그램화된 의료용 전자 시스템
이 특별 규격에서는 IEC 60601-1은 '일반 규격'이나 '일반 요건(들)'으로, IEC 60601-1-1
및 IEC 60601-1-4는 '부수적 규격'으로 간략하게 나타낸다.
'본 규격'이란 표현은 이 특별 규격을 가리키며, 일반 규격 및 부수적 규격이란 용어와 함께
쓰이게 된다.
특별 규격의 장, 절, 준절준절의 번호는 일반 규격과 일치되게 매겼다. 일반 규격의 본문과
달라진 부분들은 아래 어휘들을 써서 일일이 명기했다:
'대체(Replacement)'는 일반 규격의 항이나 준절이 이 특별 규격의 내용으로 완전히
대체됐음을 의미한다.
'추가(Addition)는 특별 규격의 내용이 일반 규격의 요건에 추가됐음을 의미한다.
'수정(Amendment)'은 일반 규격의 항이나 준절이 이 특별 규격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수정됐음을 의미한다.
일반 규격에 추가된 준절이나 그림에는 101부터 번호가 매겨졌으며, 추가된 부속문서는AA,
BB, 등으로, 추가된 세목은 aa), bb), 등으로 표기했다.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항이나 준절은 별표(*)로 표시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들은
부속문서 B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속문서 BB는 이 특별 규격의 한 부분이 아니며, 단지
추가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검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특별 규격에 상응하는 장이나 절, 준절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규격이나 부수적 규격의
장, 절, 준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일반 규격이나 부수적 규격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것이 어쩌면 적절한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을 예정일 때는 이 특별 규격에서 그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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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과 부수적 규격을 대체하거나 수정하는 이 특별 규격의 요건은 그에 상응하는
일반 요건에 우선한다.
2. 용어와 정의

다음과 같은 용어 이외에는 일반 규격의 조항이 적용된다.
추가된 정의:
2.2 장비의 형식(분류)
2.2.101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 장치)
환자의 생체 내 자기공명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전기장비. MR 장치는 주
공급선에서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이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MR 장치는 프로그램화된 의료용 전기 시스템이다(PEMS).
2.2.102
자기공명시스템(MR 시스템)
MR 장치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부속물들. 디스플레이 장치, 통제 장치,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접근통제 구역(설정돼 있을 경우) 등이 포함됨.
2.2.103
전신(Whole Body)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전신 MR 장치)
성인 환자의 전신 및 신체의 일부분을 MR-검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MR 장치.
볼륨 RF 송출 코일(Volume RF Transmit Coil), 국소 RF 송출 코일(Local RF Transmit
Coil)이나 특수 용도의 경사자장 시스템(Special Purpose Gradient System)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2.2.104
전신 자석(Whole Body Magnet)
전신 MR 장치에 적합한자석
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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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 자석(Transverse Field Magnet)
환자를 축으로 직각을 이루는 자장을 만들 때 쓰이는 자석
횡

2.2.106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Whole Body Gradient System)
전신 MR 장치에 적합한경사자장 시스템
2.2.107
특수 용도의 경사자장 시스템(Special Purpose Gradient System)
특수 용도의 MR 장치에 적합한 경사자장 시스템.
MR 장치에 통합돼 환자 머리에 대한 특수 검사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경사자장 시스템이
특수 용도 경사자장 시스템의 한 예다.
2.2.108
경사자장 발생장치(Gradient Unit)
함께 작용하여 MR 장치의 좌표체계의 한 축을 따라 경사자장을 발생시키는 모든 경사자장
코일(Gradient Coil)과 모든 증폭기(amplifier)를 가리킴
2.2.109
볼륨RF 송출 코일(Volume RF Transmit Coil)
코일에 의해 휘감겨진 확장 볼륨(extended volume)에 대하여 균일한 고주파 자장(RF
field)을 발생시키는 MR 장치에 적합한 RF 송출 코일. 볼륨 RF 송출 코일은 전신 RF 송출
코일이나 두부 RF 송출 코일,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균일한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RF
송출 코일로 쓰일 수 있다. 전신이나 신체의 일부를 에워싸는 단일 폐회로 코일(single loop
coil)은 볼륨 RF 송출 코일의 하나로 간주된다(예: 손목용 단일 폐회로 코일).
2.2.110
전신RF 송출 코일(Whole Body RF Transmit Coil)
성인 환자의 전신을 검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볼륨 RF 송출 코일
2.2.111
두부RF 송출 코일(Head RF Transmit Coil)
환자의 머리 부위를 자기공명 검사하는 MR 장치에 적합한 볼륨 RF 송출 코일
2.2.112
국소RF 송출 코일(Local RF Transmit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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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 RF 송출 코일이 아닌 RF 송출 코일. 국소 RF 송출 코일은 분광기 용으로 쓰일 수
있다.
2.10 장치의 작동
2.10.101
정상 작동 모드
환자에게 생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출력 값도 갖지 않는 MR 장치의 작동
모드
2.10.102
1단계 제어작동 모드(
하나 이상의 출력 값이 진료 감독(Medical Supervision)을 요하는 환자에게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 MR 장치의 작동 모드
2.10.103
2단계 제어작동 모드
하나 이상의 출력 값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하게 되는 MR
장치의 작동 모드. 따라서 이를 위해선 분명한 윤리적 승인이 필요하다(예컨대, 지역 요건에
따라 승인된 인간학 관련 프로토콜).
* 2.10.104
자기공명 검사
자기공명을 통해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과정
2.11 기계적 안전성
2.11.101
접근통제 구역
안전상 이유로 접근에 통제되는 구역
2.11.102
비상 자장 차단장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초전도형 자석이나 저항성의 자석(Resistive Magnet)을
디에너자이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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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퀜치(Quench)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의 전기전도도)가 초전도 상태에서 정상 전도 상태로 변하는 것.
액화 냉매의 급속한 증발과 자장의 약화를 초래한다.
2.12 기타
* 2.12.101
자기공명
자장 안에 위치한 일단의 원자 입자들에 의한 전자기 에너지의 공명 흡수
2.12.102
주기적인 감시
MR 장비의 조작자(Operator)나 관계직원 등의 책임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환자에 대한
감시. MR 검사 시 환자와의 적절한 시각적 그리고/또는 청각적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 2.12.103
진료 감독
MR 장치에 대한 몇몇 노출의 매개변수들로 인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환자에게
행해지는 충분한 의료적 관리. 환자의 의학적 상태나 노출의 정도, 혹은 그 둘의 조합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12.104
컴플라이언스 볼륨(Compliance Volume)
경사 출력의 컴플라이언스가 측정되는 공간으로,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
실린더형 전신 자석을 장착한 MR 장치에서는, 자석 축에 일치하는 축을 갖는, 반경 0.20 m
의 실린더가 컴플라이언스 볼륨에 해당한다.
자장 자석과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MR 장치에서는, 자극에 평행하며 자극
사이 접근허용 공간의 최대거리 만큼(최대거리가 0.40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0.40 m)
떨어져 있는 날개들에 장착된 볼륨이 그에 해당된다.
횡

이외의 모든 MR 장치에서는, 환자 몸의 어느 부위라도 MR 장치의 용도에 적합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볼륨이 컴플라이언스 볼륨이 된다.
- 959 -

2.12.105
최대 경사 슬루율(Maximum Gradient Slew Rate)
일반적인 스캔 상황에서 최소 램프 타임(ramp time) 동안에 최대경사강도(maximum
gradient strength)G ma 와 G-ma 사이에서 경사자장 발생장치를 스위칭(switching)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사자장 변화율
+

x

x

2.12.106
탐색 코일
경사자장 출력을 측정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이용되는 가느다란 코일
2.101 출력(Output)
* 2.101.1
SAR(Specific Absorption Rate)
물체의 단위 질량 당 흡수되는 고주파 에너지(W/kg)
2.101.2
전신SAR
지정된 시간과 환자 몸의 총 질량에 대한 평균 SAR
2.101.3
신체 일부의 SAR
지정된 시간과 볼륨RF 송출 코일에 의해 노출된 환자의 신체 부위의 질량에 대한 평균
SAR
2.101.4
두부 SAR
지정된 시간과 환자 머리의 질량에 대한 평균 SAR
2.101.5
국소 SAR
지정된 시간과 환자의 신체 조직 10g에 대한 평균 SAR
2.101.6
시간당 자장 변화율(dB/dt)
시간에 따른 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의 변화율(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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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7
경사 출력(Gradient Output)
자장강도의 변화율과 같은 자장경사 실행을 특징짓는 매개변수. 또는 여러 개의 지정 조건
하에서나 하나의 지정 조건에서, 하나 이상의 경사자장 발생장치(Gradient Unit)에 의해
유도된 전기장.
2.101.8
효과적인 자극 기간(Effective Stimulus Duration)(기호)
자장경사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든 기간. 심장이나 말초 신경의 자극 한계값을
기술하는 데 이용된다. 그 기간의 피크 간 자장 변화율과 자장경사의 시간 도함수의
최대치로 나타낸다.
그래프 a

 max

그래프 b
  
   max
 

자장경사
최대 자장경사
시간당 자장 변화율
최대 시간당 자장 변화율
효과적인 자극 기간

그래프 a에서 자장경사 G가 단조로운 변화를 보이는 세 기간이 보인다. 그래프b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사 출력  와 효과적인 자극 기간  을 나타낸다.
   

그림 101

자장경사 파형(waveform)과 효과적인 자극 기간

표 101
기호

기호표(List of symbols)

국제단위(SI-Unit)

정의



T

정자장



T

고주파 자장의 자기유도

dB/dt

T/s

시간당 자장 변화율(dB/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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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자장경사 스위칭으로 유도된 전기장



T/m

자장경사

 

V/m 또는T/s

규격 작동 모드에서의 경사 출력의 한도

 

V/m 또는 T/s

1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경사 출력의 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짐

경사 출력



상황에 따라 달라짐

경사자장 발생장치 당 경사 출력



V/m 또는 T/s

기전류(Rheobase)



W/kg

Specific Absorption Rate(SAR)

 

ms

효과적인 자극 기간

  

min

SAR 측정을 위한 평균시간



℃

온도



없음

한계치에 대한 장치의 경사 출력과 관련한
경사 장치대 무게 요인

3. 일반 요건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3.1 추가:
MR 장치는 환자나 조작자, 관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용인할 수 없는 안전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MR 장치가 이 규격에서 제시하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잘 따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문제는 IEC 60601-1-1에서 다루고 있다.
IEC 60601-1-4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 확인, 그것의 위험도 평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및 확인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 규격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이러한 절차들에 포함돼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제조사들이 영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모든 테스트는 그 세목(그것의 정확한 반복을
위한)에 테스트 프로토콜, 모든 입력 데이터, 예상된 결과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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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 평가, 문서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 6.8 첨부 문서
6.8.1 개요
추가:
부속문서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치 조작자, 관계직원, 일반인 등에 적절한
노출 한도에 관한 지역 규정과 요건에 따르게 해야 한다.
* 6.8.2 사용 설명서(Instructions for Use)
추가:
* aa) MR 검사 전의 프리스크리닝(Pre-screening)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에게 환자에 대한 프리스크리닝을 분명하게 권고해야 한다.
프리스크리닝은 특히 직업 활동이나 과거 병력, 현재의 의학적 상태 그리고/또는 MR
장치의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사용
설명서는 그처럼 위험에 처한 환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리스크리닝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리고, 이를 통해 환자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다음의 특정 환자군(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 MR 검사가 금기시되는 환자들
- MR 장치의 물리적 환경과는 상관없이, 응급처치를 받을 가능성이 보통 이상인 환자들
- 51절에서 설명했듯이, MR 장치가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조작될 때 적용된 자장의
출력 값 상승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가능성이 보통 이상인 환자들
* bb) 환자에 대한 진료 감독
사용 설명서는 6.8.2 aa) 에서 언급한 환자들과 2.10 에서 정의한 두 가지 MR 장치의
제어작동 모드(2.12.103에 대한 이론적 근거도 참조할 것)에 적절한 감독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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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는:
- 모든 환자들이 적어도 주기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
- MR 장치가 1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 운영될 경우,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들어갈 때
확실하게 진료 감독이 수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 MR 장치가 2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운영될 경우,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조작을
위해선 지역 요건에 따라 마련된 인간학 관련 프로토콜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려야
한다(예컨대, 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나 조사 위원회(investigational review board)
등).
덧붙여, 지역적 승인은 경사 출력이나 SAR, 정자장의 강도 등의 한계값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 cc) 응급 처치
사용 설명서는 MR 검사 시 환자가 어딘가 불편해 하거나 외적 요인들에 의해 부상을 입을
경우 응급 처치가 즉시 취해질 수 있도록, 자장의 존재를 고려해 환자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응급 처치 절차를 마련, 실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이들 사용 설명서는 환자를 자장의 영향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필요할 경우, 비상 자장 차단장치 사용).
* dd) 과도한 소음
99 dB(A)을 초과하는 A보정특성(A-weighted) r.m.s. 음압 레벨(기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MR 장치에 관한 사용 설명서는:
- A보정특성 r.m.s. 음압 레벨이 26 e) 와 26 g) 에 따라 측정됨을 언급해야 한다.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이 청력 보호구가 A보정특성
r.m.s. 음압 레벨을 99 dB(A) 아래로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 조작자가 청력 보호구를 적당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일반 귀마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환자가 어떤
보호구도 사용할 수 없는 신생아나 미숙아일 경우 특히 그러하다.
- 불안의 증가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 유아 및 노인들은 용인된 음압 레벨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 조작자나 직원의 안전을 위해 제어실의 소음 기준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 마취된 환자가 높은 수준의 음압에 대하여 기준 이하의 청력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환기시켜야 있다. 이들 환자들에 대해선 보통의 소리 수준에서도 청력 보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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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안 된다.
국가에서는 직원들의 소음에 대한 노출 정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주지시켜야

빠뜨려
몇몇

한다.

* ee) 접근통제 구역
MR 장비에 대해서 접근통제 구역의 설정이 필요할 경우(6.8.3. aa) 와 36.101 참조), 사용
설명서는:
- 접근통제 구역의 접근에 관하여 지역의 법령에서 정해진 요건을 따르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접근통제 구역의 넓이와 형태를, 가급적이면 스케치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 접근통제 구역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 통제 구역에 대한 접근 관리는, 구역 안에서 철을 함유한 물체 및
기타 자성을 띤 물체들의 인력이나 그러한 금속 물질에 대한 토크(torque)로 인하여
환자나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의 견지에서, 그리고 그 구역에 우연히
들어가는 바람에 심박동조절기(pacemaker)와 같은 의료용 임플란트의 오작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잠재적 위험의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 자장 강도가 0.5 mT 이하일 때는 통제관리가 필요치 않다.
- 제조사에서 접근통제 구역용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권장한 장비 및 도구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목록에 속한 모든 장치와 부속품들, 도구들에 대해서는, 주의사항뿐만
아니라, 만일 있다면, 설치에 필요한 특별한 방법이나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접근통제 구역용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권장되지 않은, 환자 감시, 생명 보조장치,
응급치료 장비등의 주변장치들은 고주파나 MR 장치의 자기주변 자장에 의해 교란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들 주변장치가 MR 장치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ff) 액화 냉매(cryogen)와 기체 냉매
사고와 소자(Quench)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전도형 자석을 장착한 MR 장치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 액화 냉매 공급을 위해 알맞은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 냉매의 재충전은 경험 있고, 훈련된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해야 한다.
- 액화 냉매의 수준을 포함하여 자석의 유지와 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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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조작에 필요한 최소 냉매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냉매 수준의 빈번한 점검은 사용자가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액화 냉매의 적절한 취급방법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액화 냉매 사용상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상 예방을 위한 보호복의 착용
가스 누출시 대응 절차
산소 부족에 대한 예방 조치
공급될 냉매용 용기로 자성을 띠지 않는 용기를 사용
냉매 용기 근처에서 가연성 물질을 발견했을 때 취해져야 할 조처들

동

주: 액체 산소는 축적될 수 있다. 그러나, 냉매 부근에서는 기체 산소의 농도가
높아질 수 도 있다.
* gg) 작동 모드
사용 설명서는, 51.101 에서 정의하였듯이, 규격 작동 모드, 1단계 제어작동 모드, 2단계
제어작동 모드 등 각 작동 모드의 의미와 배경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사용
설명서에는 또한 환자에 대한 경사 출력 수준과 SAR 수준이 안전에 관한 현재의 과학
문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노출 수준, 규격 작동 모드를 중지하는 결정, 환자에 대한
생리적 감시의 필요성 등이 환자의 잠재적 위험과 이득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사용 설명서는 각 작동 모드의 요건들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 규격 작동 모드로 조작되는 MR 장치에서는 특별한 조처나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없고,
주기적인 감시만이 권장된다.
- 1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에 대해서는, 51.101.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모드로 들어가기 전에 취해야 할 조처와 이 모드로의 전환 시 취해야 할
세심한 작동에 관련한 MR 장치의 특징을 설명해야 한다. 이 모드에서는 6.8.2 bb) 에서
요구된 바대로 진료진료 감독이 권장된다.
-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에 대해서는, 51.101.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단계 모드에서 공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 조처가 제시돼야 한다.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조작은 지역 요건에
따라 승인된 인간학 관련 프로토콜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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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는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의 전환 시 요구되는 세심한 작동과 진료 감독진료
감독에 의하여, 또는 2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들어갈 때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 조처와 지역
요건에 따른 인간학 관련 프로토콜의 승인에 의하여, 환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야 한다.
* hh) 정자장(Static Magnetic Field)
1단계 제어작동 모드나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에 관하여, 사용
설명서는:
- 현기증, 어지러움, 입안에서 느껴지는 금속성의 맛 등 MR 장치 안에서 환자의 머리가
빠르게 움직일 때 경험할 수 있는 효과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 정자장을 규격
작동 모드 수준에서 가할 때 환자가 겪을 수도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환자가 강한 정자장이 형성돼 있는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권고해야
한다.
- MR 장치가 만들 수 있는 기호 의 값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i) 시변 자장(Time varying magnetic fields)
규격 작동 모드를 넘어서는 경사 출력(Gradient Output)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에 관하여, 사용 설명서는:
- 특히 말초 신경계와 심장에 가해질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각 작동
모드의 경사 출력 수준에서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각 작동 모드에서 MR 장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사 출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경사 출력값이 규격 작동 모드의 한계값을 넘었을 때, MR 장치가 적절한 작동 모드를
표시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 경사자장 시스템을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이나 특수 용도 경사자장 시스템으로서
기술하고, 경사 출력이 컴플라이언스 되어 있는 볼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선 주파수 자장
사용 설명서는 국소적으로 과도한 고주파 가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주의해야 하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jj 무

- RF 송출 코일의 감도 구역 내의 전도성 있는 (금속) 물질이나 임플란트의 존재. 금속
실이나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의복류와 시계, 동전 등의 기타 금속성 물질은
환자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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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붙이는 패치류에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약품이 쓰인 경우.
- 피부와 피부 접촉으로 몸의 부분을 통해 전도성의 폐회로(conductive loop)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허벅지와 허벅지, 종아리와 종아리, 손과 손, 손과 몸, 발목과
발목 접촉.
- 젖은 옷
- 몸이나 손발이RF 송출 코일의 표면에 닿을 때
- RF 송출 코일 근처에서 환자와 RF 수신 코일 케이블이나 RF 코일 케이블의
라우팅(routing)이 접촉할 경우
- RF 수신 코일 케이블과 ECG 리드(leads)를 통한 폐회로 형성
- 양립할 수 없는 ECG 전극과 리드의 사용. 조작자에 알려 MR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예를 들어 MR 장치 제조사에서 제공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한, ECG 리드와 전극 만을
사용토록 할 것. 조작자가 항상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은 전극을 사용하게 할 것.
- 진정제를 맞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감각을 잃어, 예컨대 팔이나
다리의 마비, 과도한 가열이나 관련 조직의 손상에 대해서 조작자에게 알릴 수 없는
환자의 검사.
- 검사 시 RF 송출 코일에 남아 있는 연결되지 않은 수신 코일이나 전기 케이블.

정상 작동 모드의 한계값을 초과하는 SAR 수준에서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에 관하여,
사용 설명서는:
- 51.103 에서 볼 수 있듯, MR 장치에 의해 제한되는, 여러 형태의 SAR 측정치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체온 조절 능력은 감소하고 체온 상승에 대한 민감도는 증가한 환자(예컨대, 열병
환자나 심장 대상부전 환자, 발한 능력을 상실한 환자, 임산부)의 안전에 관해 특히
주의하면서, MR 장치가 제공하는 각 작동 모드에서 환자에 미칠 수 있는 SAR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덧붙여, 환자를 위한 환경 조건의 권장안과 함께, 환경
통제의 중요성이나 환자의 체내 온도 상승에 미치는 기온의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MR 장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각 유형의 SAR 측정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여러 유형의 SAR 예측치의 정확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 51.10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작동 모드에서의 전신 SAR의 한계값은 검사실의 온도와
상대습도가 각각 24℃, 60% 이하일 것을전제로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용
설명서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어떻게 SAR을 조절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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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온도가 24℃ 를 넘거나 습도가 60%를 초과할 경우, MR 장치를 가동하지 말 것을
명기하거나, 또는
․각 작동 모드에서의 SAR 한계값이 51.103.2에 따라 자동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다(단,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MR 장치에 한해서)
- 높은 SAR 스캐닝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관심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열을 식히기 위한 휴식의 필요성, 간편한 환자용 의복, 환자가 있는 장소의
충분한 환기 등.
* kk) 직업적 노출
사용 설명서는 몇몇 국가에서는 정자장 및 시변 자장에 대한 직업적 노출 한도를 다루는
법이 존재함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용 설명서는 정자장에 대한 노출의 시간에 따른 누적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알릴 수 있다.
* ll) 보조 장치
사용자는 환자에 대한 생리적 감시와 감지를 위한 어떤 장치의 이용도 사용자의 책임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감독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용 설명서는, 생리적 감시 장치나 개폐식(gating) 장치, RF 송출 코일과 같은, MR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테스트나 인가를 받지 않은 보조 장치의 사용이
환자에게 화상이나 기타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사용 설명서는 또한,
MR 장치나 MR 시스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평가된 보조 장치들도, 제조사의 (특히,
전기 전도선의 위치에 관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mm) 비상 자장 차단장치
사용 설명서는 비상시 비상 자장 차단장치를 언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긴급 자장 차단이 필요한 상황의 예들도 제시해야 한다.
주: 영구자석(Permanent Magnet)은 비상시 디에너자이징(de-energizing) 할 수 없다.
nn) 화재 예방조치
사용 설명서는 화재 예방조치에 대해서 소방서와 논의하고, 비상시 대처방법을 마련해
사용자가 솔선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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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인공물
자석의 균일성, 자장경사의 선형성, 절단, 위신호, 움직임, 흐름, 화학적 전이, 자화율의 변화
등 기술적, 생리적 요인의 결과로 영상 인공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영상에 미치는 효과(예컨대, 이미지의 비균질성, 기하학적 변형, 허상,
랩어라운드(wraparound) 등)와 이들 효과를 바로잡고 완화하는 방법(주파수 대역 변경,
자장경사 모멘트 널링(nulling), 전포화(pre-saturation)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pp) 훈련의 권장
사용 설명서는 MR 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작을 위해서는 의사나 조작자가 훈련
받아야 한다고 권고해야 한다.
)
보증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에게 권장한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qq 품질

rr) 유지/보수
사용 설명서는 MR 장치에 대한 권장 유지/보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A/S 요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6.8.3 기술적 설명
추가사항:
aa) 접근통제 구역
영구적으로 설치된 커버 밖으로 0.5 mT 를 초과하는 표유자장(stray field) 그리고/또는 IEC
60601-1-2를 따르지 않는 전자기적 간섭을 생성하는 MR 장치에 대하여, 기술적 설명서는:
- MR 장치의 주변에 접근통제 구역을 영구적으로 설정하고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이때 이 구역의 바깥은
1)자기주변자장의 세기가 0.5 mT를 초과해선 안되고,
2)전자기적 간섭 수준이 IEC 60601-1-2:2001을 따라야 한다.
- 이 접근통제 구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분명한 권장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에 표시하기, 책임있는 직원이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벽 그리고/또는 기타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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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구에 자장의 형성으로 강자성체에 인력이나 토크가 작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등의 적당한 경고 표지를 붙여 접근통제 구역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환자와의 시청각적 접촉이 제한 받기 쉬운 방에 MR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MR 검사
시환자와의 시청각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술 설명서에 방의 설계와 장치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환자에 대한 시청각적 접촉은 주기적인 감시와 진료
감독진료 감독이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bb)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설명
MR 장치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설명서는 주변장치와의 적절한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술적 설명서는 MR 장치에 특성을 부여하는 여러 매개변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매개변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자석: 종류, 자장 강도, 강내(bore)의 크기, 액매의 종류와 증발률, MR 장치의
통상적인 설치 도면들에서 주변 구역의 공간적 분포.
도면들은 등자기력선(iso-magnetic contours)의 최대 공간 한도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 중심부(iso-center)를 통과하며 수직을 이루는 세 개의 면을 표시해야 한다.
각 도면은 덧붙여진 자석의 윤곽과 거리계(distance scale)뿐만 아니라, 적어도 0.5
mT, 1 mT, 3 mT, 5 mT, 10 mT, 20 mT, 40 mT, 200 mT 의 세기를 갖는
등자기력선을 포함해야 한다.
주 자장의 자장경사가 최대치를 이루는 위치, 그 위치에서의 기호와 기호의
자장경사의 측정값. 그 위치에서 주 자장의 자장경사에 의하여 자기포화된 강자성체에
미치는 힘이 가장 크다.
자장 기호의 크기와 기호의 자장경사의 크기가 최대치를 이루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기호와 기호의 자장경사의 측정값. 그 위치의 자기포화점(magnetic
saturation point) 아래에서 비자성체(diamagnetic object), 상자성체(paramagnetic
object)나 강자성체에 미치는 힘이 가장 크다.
- 경사자장계(Gradient System): 종류, 진폭, 오름 시간, 슬루율(slew rate).
- RF 시스템: RF 송출 코일의 종류, 증폭기의 최대 r.m.s 출력, 적용된 최대 송출 RF
자장과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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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프로토콜:
MR 장치 제조사는 MR 장치에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여, 주변
장치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의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프로토콜들은,
주변 장치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MR 장치가 끼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높은 RF
자장을 형성하거나 자장경사의 진폭이나 슬루율이 큰MR 장치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테스트들은MR 장치의 영상에 주변 장치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주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 환자의 공간(Patient space): 크기, 환기상태, 의사소통, 조명.
- 페이션트 서포트(Patient Support): 치수, 자세, 정확한 하중과 최대 하중.
cc) 액화 냉매와 기체 냉매
초전도형 자석을 장착한 MR 장치에 대해서, 기술적 설명서는 소자(Quench) 현상을 막고,
소자 발생시 부근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실 바깥으로 연결된 통풍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통풍 시스템은 접근 가능 구역의 산소 농도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
기술적 설명서는 또한,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자 발생 시 압력이 상승하여 검사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취해져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실 벽이나 천장 또는 문 안에 이퀄라이징 웨이브 가이드(equalizing wave guide)를
설치하는 것 따위.
dd) 자장의 약화 특성
초전도형 자석이나 상전도형 자석을 장착한MR 장치에 대해서, 기술적 설명서는,
사용자가적절한 생명 유지 조처 및 기타 안전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자 발생 시나 긴급
자장 차단 시의 자석의 약화 특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 특성들은 비상 자장 차단장치
가동부터 자석 중심부의 자장 강도가 20 mT 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이 기술적 보고서에는 비상 자장 차단장치의 작동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지에
관한 지침이 들어있어야 한다.
ee) 경사자장 시스템의 종류
제조사는 기술적 설명서에서 경사자장 시스템을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이나 특수 용도
경사자장 시스템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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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환경 조건

일반 규격의 이 장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3장: 전기쇼크 위험의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장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4장: 기계적 위험의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장의 절과 준절들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 26 진동과 소음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대체:
MR 장치는 접근 가능 구역 어디에서도140 dB(기준음압 20 Pa)를 초과하는, 보정하지 않은
피크음압 레벨(Lp)을 갖는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한다.
주어진 요건을 충족시킴을 증명하고, 주어진요건과 관련된 수준의 평가를 위한 소음 측정
방법:
a) 음압 레벨은 실효치(r.m.s.)와 피크값에 의해 측정한다. 소음이가장 심한 곳을 찾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환자 지지대 위에 환자가 없을 때 자석의 자기 중심부에
마이크로폰을 놓은 다음, 페이션트 서포트에 평행하게 환자의 축을 따라 마이크로폰을
이동시킨다.
모든 자기공명 검사에서 두부 코일이 환자의 머리 위에 놓이지 않는다면, 마이크로폰은
그 두부 코일 안쪽에 놓지 않는다.
b) 자기주변 자장의 영향으로 소음 측정기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음 측정기는
자석 중앙으로부터 충분히 먼 곳에 둔다. 따라서 대개 측정기와 마이크로폰을 연결하기
위해 익스텐션 케이블(extension cable)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폰은
전방위적이며 자장에 둔감해야 한다. 또는 자장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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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영향(예컨대, 전자기적 간섭, 경사자장 펄스 따위)을 피하고, 적절히 상쇄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 소음 측정기는 IEC 60651의 타입 0이나 타입 1 그리고/또는 IEC 60804의 타임 0이나
타입 1을 따라야 한다.
d) 일반적인 의료적 용도로는 정상 와상 전류 보정
e) MR 장치가 최악의 소음을 만들어낼 때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개의 경사자장 축
모두에 동시에 적용되며, 최대 진폭의 양극을 갖는 경사자장 파형(그림 102 참조)을
이용하거나 최대 소음을 만들어내는 의료적 스캔 조건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대 진폭의 경사자장 파형을 이용할 때, 전이 시간 t1, t2, t3는 MR 장치가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치가 되어야 한다. 진폭, A ma 와
A-ma 는 보통의 자장경사 조작 조건에서 MR 장치가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경사강도로
정의된다. 펄스 온-타임(on-time of the pulse), ton,는, 전류 파형이 파형이 요구하는
최대 전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가 되어야 한다. 주기 TR은 경사자장 시스템의
실행주기 한계값(duty cycle limits)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짧아야 한다.
최

+

x

x

f

) "최대값 유지(max hold)" 기능을 이용, 다음의 소음 측정기 설정과 조건으로 보정하지
않은 피크음압 레벨 Lp 를 측정한다(ISO 1999의 3.1에 따라).
검출기:
시간 보정:
주파수 보정:
측정 시간:

g

피크

적용 불가
보정 안함
≥ 20 s

) 다음의 소음 측정기 설정과 조건으로 A 특성보정 r.m.s 음압 기호 을 측정한다(ISO
1999의 3.5에 따라).

h) 측정값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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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 , t 2 , t 3 and t 4
t ON
TR
A + max and A - max
그림 102

전이 시간
펄스 온-타임
주기
최대경사강도

소음 측정을 위한 경사 출력 파형

5 장: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방사로 인한 위험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장의 절과 준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36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일반 규격의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추가사항:
접근통제 구역 밖에서는 자석의 표유 자장(magnetic stray field)이 0.5 mT 보다 작아야
하며, 전자기적 방해 수준은 부수적 규격 IEC 60601-1-2 을 따라야 한다.
접근통제 구역 안에서는 6.8.2 ee) 에서 언급된 요건이 적용된다.
주1: 전자파 적합성의 용도에서 접근통제 구역은, 그것이 설치됐을 경우, MR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주2: 접근통제 구역 안에서의 특수 인터페이스의 요건은 MR 장치 제조사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6 장: 가연성 마취가스의 발화 위험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장은 그대로 적용한다.
7 장: 과온과 기타 안전상 위험 요소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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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격의 이 장의 절과 준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45 압력 용기(Pressure vessels) 및 압력을 받기 쉬운 부품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추가:
45.101 헬륨 용기가 압력 용기로서 설계됐다면, IEC 60601-1의 45절이나 국가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검사해봐야 한다.
49 전원 차단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추가사항:
49.101 비상 자장 차단장치
전도형 자석이나 상전도형 자석을 갖추고 있는 MR 장치에는 비상차단장치가 필요하다.

초

주1: 강자성체로 인하여 사람이 자장 안에 갇히는 것이 그와 같은 긴급상황의 한 예다.
주2: 비상 자장 차단장치 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 설명서의 조항에 관한 요건은 6.8.2
mm)에서 제시하고 있다.
주3: 6.8.3 dd) 에서는 부속문서에 긴급 자장 차단 시 자장 약화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49.102 스캔 중단
조작자(Operator)가 경사자장 시스템과 RF 송출 코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즉시 스캔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8 장: 조작 데이터의 정확성과 위험한 출력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장의 절과 준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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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위험한 출력 방지
일반 규격의 이 절은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51.1 의도적인 안전 한도의 초과
이 준절은 적용하지 않는다.
51.2 안전 관련 매개변수들의 표시
이 준절은 적용하지 않는다.
51.4 과도한 출력값의 우발적인 선택
이 준절은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51.101 작동 모드
MR 장치의 조작 중에 하나 이상의 출력값이 환자에게 과도한 생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용자는 현재의 조작이 환자에게 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사용자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돕는 MR 장치의 설계
요건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절의 요건들에서는 MR 장치 조작의 세 단계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51.101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조작자에게 주어진 정보와 관련하여, 51.102
51.104에서는 허용 출력값과 관련하여 상술될 것이다.
이 준절의 요건들은 각 작동 모드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경사 출력(Gradient
Output)이나 SAR, 정자장(Static Magnetic Field)을 얻기 위한 작동 모드들에는 보다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작동 모드에 관한 이 준절의 요건들을(즉, 통제 방법, 필요한 신중한 행동, 제공된 정보와
지시) 따르고 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51.102 와 51.103에 포함된 작동 모드
한도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측정 방법들은 51.105.1에서 51.105.3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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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1.1 모든 작동 모드
MR 장비는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한다:
a) (선택된) 작동 모드의 한계값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제는 조작자의 (환자의 신체치수, 질량, 자세에 관한) 입력 정보에 대해
독립적이거나, 아니면 조작자의 입력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MR 장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b) SAR나 dB/dt와 관련한 규격 작동 모드의 재설정은 환자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 MR 장치는 적절한 SAR 값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6.8.2 jj) 참조).
51.101.2 정사 작동 모드
51.102 와 51.103에서 상술한 것처럼, 규격 작동 모드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조작할 수 없는
MR 장치에서는 작동 모드나 최대 경사 출력, SAR 예측치 등이 제어반(control panel)에
표시될 필요가 없다.
51.101.3 1단계 제어작동 모드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는, 51.102 와 51.103에서 상술한 것처럼,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a) 스캔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 경사 출력값에 의해 규정되는 작동 모드와 스캔시
실질적으로 적용될 SAR 예측치가 제어반에 표시되어야 한다.
b) 스캔을 제어하는 자장 경사 출력값이나 SAR 측정값이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정도에 이르면, 제어반에 분명하게 표시돼 조작자가 이런 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작동 모드의 기록이나 그에 상당하는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다.
c) 1단계 제어작동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작자의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51.101.4 2단계 제어작동 모드
원에서의 일반적 용도를 넘어, 51.102 와 51.103 에서 밝히고 있듯이 경사 출력값이나
SAR 측정값에 있어서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조작이 가능한 MR 장치는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한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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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모드로의 전환을 막는 특수 안전 조처의
기능을 해제해야 한다. 이 특수 안전 조처는 2단계 제어작동 모드가 지역 요건에 따라
승인된 인간학 관련 프로토콜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의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의
허가를 통해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 안전 조처에는 열쇠, 다이얼
자물쇠, 소프트웨어의 비밀번호, 기타 보호장치 등이 수반된다.
b) 스캔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 경사 출력값에 의해 규정되는 작동 모드와 스캔시
실질적으로 적용될 비흡수율(SAR) 예측치가 제어반에 표시되어야 한다.
c) 스캔 값을 제어하는 경사 출력이나 SAR의 기록과 그에 상당하는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에서 빠져선 안 된다.
d) 조작자는 조작 조건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이런 조건들은 일반적인 의료적
용도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e) MR 장치는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 조작자는 허가 없이는 조정할 수 없는, 경사
출력이나 여러 종류의 SAR의 조정 가능한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51.102 경사자장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도한 저주파 자장 변이의 방지
경사자장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저주파 자장 변이에 관해서 본 규격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심장 자극이나 말초신경 자극을 방지하는 데 있다(효과적인 자극 기간 20 s).
51.102.1 경사자장 출력 제한의 목적
MR 장치는 모든 작동 모드에서 환자에 대한 심장 자극을 방지해야 한다.
MR 장치는 모든 작동 모드에서 참을 수 없는 말초신경 자극(PNS)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 진단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다음 준절들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MR
장치는, 이러한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특별 규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진다.
- PNS는 자장경사 스위칭(gradient switching)에 의하여 신경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느낌이다.
- 임계값 PNS (threshold PNS)는 그런 감각이 시작되는 수준을 이른다.
- 고통스러운 PNS(painful PNS)는 환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자극을 주게
된다면 환자가 참을 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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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 없는 PNS(intolerable PNS)는 환자가 스캔 과정을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는 수준이다.
- 심장 자극은 이소 박동이나 기타 심장성 부정맥)을 유도하는 것이다.
MR 장치는 규격 작동 모드에서 고통스러운 PNS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51.102.2 경사 출력의 한계값
이 준절에서 한계값은 변화하는 경사자장에 의해 환자에게 유도되는 전기장 E 나 시간당
자장 변화율 dB/dt 로 표시될 것이다. 그 한계값은 일종의 효과적인 자극 기간 기호 의
함수다. 몇몇 파형에서의 효과적인 자극 기간은 그림 101 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값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검사 조건은 51.105.2 에서 규정하고 있다.
51.102.2.1 심장 자극 방지와 관련한 한계값
작동 모드에서 심장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사자장 발생장치의 경사 출력이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각

E≺

{

2
1-exp - t s3, eff

(

)}

여기서
기호 (ms)는 효과적인 자극 기간
E (V/m)는 자장경사 스위칭으로 유도된 전기장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MR 장치에 있어서, 이 한계값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dB/dt≺

{

20
1-exp - t s3, eff

(

)}

여기서
dB/dt (T/s)는 자장경사를 스위칭하는동안의 자장 변화율
기호 (ms)는 효과적인 자극 기간
51.102.2.2 말초신경 자극(PNS)과 관련한 한계값

경사 출력 한계값은 이 준절의 a) 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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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하거나, b) 에서 언급하고 있는 값을 가져야 한다.
a) 직접 측정한 한계값
기존의 어느 경사자장 시스템에 있어서 PNS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계값은 실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접 측정된 것을 토대로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규격 작동 모드에서는 직접 측정된 평균 임계값 PNS의 8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장경사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 1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는 직접 측정된 평균 역 PNS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장경사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이에 더해, 경사 출력을 제어하는 데 적합한, 각 경사자장 발생장치에 대한
가중인자(weight factor)들을 얻는 데 이 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실험 자원자에 대한 연구에서 직접 측정된 역 PNS와 가중인자들을 얻는 방법은 51.105.1
에서 언급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한계값과 가중인자들은 다른 유형의 경사자장 시스템에는-충분히 유사한 설계
구조를 갖지 않는다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b) 디폴트값
한계값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규격 작동 모드(L01)에서의 경사
출력의 한계값과 1단계 제어작동 모드(L12)에서의 경사 출력의 한계값은, (6.8.3 ee)
에서 규정된) 분류에 따라, 아래에 언급된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L12 = 1,0rb(1+0,36/t s, eff ) , ( t s, eff in ms )
L01 = 0,8rb(1+0,36/t s, eff ) , ( t s, eff in ms)

여기서
기호 (ms)는 효과적인 자극 기간
rb (T/s)는 표 102에서 제시한 기전류(rheabase)
rb 뿐만 아니라 L01 과 L12 도 유도된 전기장 E (V/m)나 시간당 자장 변화율 dB/dt
(T/s)로 표시해야 한다.
표 102

경사자장 시스템 유형별 기전류값(Rheobase values)

경사자장 시스템의 유형

E (V/m)로 표시한 rb

dB/dt (T/s)로 표시한 rb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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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도 경사자장 시스템

2.2

적용할 수 없음

그림 103은 심장 자극과 말초신경 자극과 관련하여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의 경사 출력의
한계값(효과적인 자극 기간의 함수로서 dB/dt 로 표시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규격 작동 모드(L01)와 1단계 제어작동 모드(L12)에서의 말초신경 자극에 대한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의 경사 출력 한계값. 비교 를 위해 51.102.2.1 의 심장 자극에
대한 한계값을 함께 나타냈다.
그림 103.

심장 자극 및 말초신경 자극에 대한 한계값

51.102.2.3 경사 출력의 제어
MR 장치는 경사자장 시스템의 경사 출력 O 가 말초신경 자극에 대한 한계값을 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O 는 각 경사자장 발생장치 i 의 최대 경사 출력 기호 에서 가중치
2차 가법을 통해 구하거나, 적절히 입증된 대안적 합산 규칙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가중치 2차 가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O = ∑( w iO i ) 2

여기서 wi는 각 경사자장 발생장치 당 가중인자(weight factor)
전기장 E 에 대한 가중인자는 항상 1이며, dB/dt 에 대한 가중인자는 표 103에서 보여주고
있다. 직접 측정한 결과나 기타 적절히 입증된 방법들에 의해 얻은 가중인자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03.

각 경사자장 발생장치 당 최대 출력 기호 의 합산에 있어서의 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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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자장 시스템의 유형

전신 경사자장 시스템

특수용도 경사자장 시스템

특수용도 경사자장 시스템

가중인자
디폴트

wAPa

wLRa

wHFa

실린더 자석

1,0

1,0

1,0

경험적 측정

1,0

0,8

0,7

디폴트값

1,0

b

b

경험적 측정

1,0

1,0

1,0

1,0

b

b

디폴트값

1,0

1,0

1,0

경험적 측정

1,0

b

b

주: 전기장E 에 대한 가중인자들은 항상 하나이다.
a

wAPa, wLRa,wHFa: AP축(전후방), LR축(좌우), HF축(머리/발)을 가진 환자의 좌표체계에서의 경사자장

발생장치의 방향에 따라 경사자장 발생장치 당 허용된 가중인자.
b 직접 측정한 결과나 기타 적절히 입증된 방법들에 의해 얻은 가중인자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 51.103 과도한 고주파 에너지 방지
51.103.1 온도의 한계값
MR 장치는 펄스 시퀀스 매개변수와 무선 주파수 세기를 조절하여 체심부 온도의 상승을
제한하고, 환자 몸의 부위별 온도를 표 104에서 제시된 수준으로 제어해야 한다.
표 104

온도의 한계값

체심부 온도의 상승(℃)

신체 부위별 온도의 제어

작동 모드 ↓
두부(℃)

몸통((℃)

사지(℃)

규격

0,5

38

39

40

1단계 제어조작

1

38

39

40

2단계 제어조작

>1

>38

>39

>40

주: 고주파 에너지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요건은 주변 온도,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에 관한
제조사의 권고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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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면에 대해서는 일반 규격 IEC 60601-1의 온도 한계값이 적용된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 참조.
노

51.103.2 SAR의 한계값
이들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51.105.3 에서 기술하고
있다.
표 105에서는 규격 작동 모드와 1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의 전신 SAR, 신체 일부의 SAR,
두부 SAR, 국소 SAR 등에 대한 허용 범위가 제시돼 있다. 2단계 제어작동 모드에서는
한계값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값들은 그것의 적용을 허가한 지역 조사위원회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전신 SAR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질량은 환자의 체중이다. 신체 일부의 SAR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질량은 환자의 노출 질량으로 부른다. 환자의 노출 질량은 RF 송출 코일의
볼륨 안에 있는 신체 부위의 질량이다. RF 송출 코일의 볼륨에서는 총 흡수 RF 에너지의
95 % 이하가 통상 환자의 접근이 가능한 볼륨을 채우고 있는 균질적인 한 물질 안에
축적되어야 한다.
부 SAR 측정에 쓰이는 질량은 적절한 모델에 의해 추산된 머리의 질량이며, 국소
SAR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질량은 10그램이다.
두

표 105

SAR 한계값

평균 시간

6분
전신
SAR

신체일부 SAR

두부 SAR

국소 SAR

신체부위→

전신

노출부위

머리

두부

몸통

사지

작동모드↓

(W/kg)

(W/kg)

(W/kg)

(W/kg)

(W/kg)

(W/kg)

규격

2

2 -

3,2

 

10

20

1단계 제어

4

4-

3,2

 

10

20

2단계 제어

>4

>    

>3,2

>  

>10

>20

단기 SAR
a

10초 동안의 SAR 한계값이 제시된 값의 세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계값은 '환자의 노출 질량/환자의 질량' 비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규격 작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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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일부의 SAR = 10W/kg

(8W/kg * 환자의 노출 질량/환자의 체중)

1단계 제어작동 모드:
신체일부의 SAR = 10W/kg
b

(6W/kg * 환자의 노출 질량/환자의 체중)

궤도가 국소 RF 송출 코일의 자장 안에 있을 경우, 온도 상승을 1 C 내로 제어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105에서 전신 SAR에 대하여 제시한 한계값은 주위 온도가 24℃ 아래일 때 유효하다.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이 한계값은 주변의 실제 온도, 습도에 따라 낮춰야 한다. 주위
온도에 대한 SAR 한계값의 축소는 경감경감온도에서 시작된다. 상대습도가 60 % 아래일
때 경감온도는 25℃ 이다. 상대습도가 60 % 를 넘을 경우에는 상대습도가 10 % 증가할
때마다 경감온도는 0,25℃ 씩 낮아진다(예컨대, 상대습도가 100 %라면 경감온도는 24℃).
주위 온도가 SAR-경감온도를 초과할 경우, SAR의 한계값이1단계 제어제어작동 모드와
규격 작동 모드에서 제각각 2 W/kg, 0 W/kg 이 될 때까지, 1℃ 마다 전신 SAR의
한계값을 0,25 W/kg 씩 낮춰야 한다. 그림 104는 이 준절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4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의 전신 SAR 한계값의 축소

위 그래프는 상대습도 h 가 세 가지 값을 가질 때 주위 온도 T 에 대한 전신 SAR의
한계값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곡선: 규격 작동 모드. 위 곡선: 1단계 제어작동 모드.
51.103.3 SAR의 제어

볼륨 RF 송출 코일에 의한 노출에 있어서, MR 장치는 두부SAR, 신체 일부의 SAR, 전신
SAR 등을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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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RF 송출 코일에 의한 노출에 있어서, MR 장치는 국소 SAR와 전신 SAR를 제어해야
한다.
주 1: 실제로 주어진 노출 상태-RF 송출 코일의 크기와 환자의 신체 크기, 그리고 코일에
대한 환자의 자세 등으로규정되는-에 따라, SAR의 특성들 중 하나가 제한 요인(limiting
factor)이 되고, 그리하여 송출될 수 있는 최대 고주파(RF) 에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주 2: SAR의 표시에 관한 요건은 51.101.1 에서 제시하고 있다.
* 51.104 정자장에 대한 노출의 방지
MR 장치의 정자장은 작동상의 자장 강도이다.
정자장에 대하여, 다음의 작동 모드 한계값이 적용된다:
a) 규격 작동 모드는 2 T 이하의 정자장 값을 갖는다.
b) 1단계 제어작동모드는 2 T 초과, 4 T 이하의 정자장 값을 갖는다.
정자장 값이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1단계 제어작동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조작자의 신중한 행동이란 개념은 불필요하다. 조작자가 취해야 할 모든 행위와
환자에게 주어야 할 정보, 6.8.2 bb) 에서 기술한 환자에 대한 감독이 제공되어야 한다.
c) 2단계 제어작동모드는 자기 중심부에서의 자장강도가 4 T를 초과하는 정자장의 값을
갖는다.
51.105 요건 충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51.105.1 경사 출력 한계값의 직접 측정
구실 의 직접적인 측정을 토대로 자장경사의 출력 한계값을 구할 때, 이 연구의 수행과
계 의 도출은 이 준절을 따라야 한다.

연
험
임 값

구는 실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여야 한다. 관찰된 매개변수는 임계값 PNS가 된다.

연

주: 역 PNS는 이 규격에서 감각의 시작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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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실험자의 훈련 기간, 경험의 반복성 검사 등을 포함하여 분명하게 규정된
실험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표본 크기는 최소 11이 되어야 한다. 양 성(sex)에서 보통의
건강한 성인 피실험자를 포함함으로써 대표표본(representative sample)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환자의 모든 자세를 다루기 위하여, 지원자가 자장경사 시스템 안에서 순차적으로 자세를
전환하도록 하여 하나의 효과적인 자극 기간(Effective Stimulus Duration)과 그 지원자에
있어서의 최악의 자세를 측정한다.
모든 파형을 다루는 데는 다음의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a) 모든 대표적 파형에 대한 역을 기록해야 한다.
b) 사인꼴 파형이나 사다리꼴 파형에 대한 임계값을 기록하고, 다른 파형들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입증된 모델을 통해 임계값이 파형에 의존함을 추론해낸다.
c) 모든 파형에서 임계값은 사다리꼴 파형이나 사인꼴 파형에서 기록된 임계값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경사자장 시스템에 의해 주어진 효과적인 자극 기간 전 범위를 다루기 위하여, 열 개 당
최소 세 개의 값을 임상적으로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검사해야 한다. 결과들 사이에서
보간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모든 경사자장 발생장치를 개별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최대경사출력에 도달하는 자극이 없을 때는 두세 개의 경사자장 발생장치를 함께 검사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적에도 하나의 유니트는 최대 출력에까지 이르게 된다.
검사된 각 경사자장 파형에 대하여, 각 경사자장 발생장치와 각 효과적 자극 기간에 대하여,
최악의 자세에서 지원자마다 보이는 임계값의 값으로부터 임계값 PNS의 평균을 얻는다.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경사자장 발생장치들의 같은 파형에 대한 임계값에 있어서의 차이는
가중인자의 근거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규격의 충족 여부를 문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시험설비에 대한 요건에 관해서 열람해 볼 수
있도록 이 인간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MR 장치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국가의 규제 기관 또한 이 연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실험에 사용된 파형(들)과 효과적인 자극 기간
- 경사 출력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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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장치에서 지원자들의 최악의 자세
- 지원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들
- 지원자의 수
- 연구 계획안
- 관찰된 자극에 대한 임계값의 평균
- 직접 측정된 자극에 대한 임계값
- 검사하지 않은 파형들에 대한 임계값을 추정하는 데 이용된 모델에 대한 설명(만일
있다면)
- 요구된 가중인자
51.105.2 최대경사출력 측정

플라이언스 측정

컴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서 만들어내는 파형 또는 사다리꼴 파형이나 사인꼴 파형을
사용하여 컴플라이언스 볼륨에서의 최대경사출력을 최대경사 슬루율에서 측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a) 계산 또는 b) 시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a) 계산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측정
경도 출력이 dBidr로 표시될 때 비오 사바르 법칙을 이용하여 경사 코일의 전류 권선
형태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다.
경도 출력이 E로 표시될 때 자기 벡터 포텐셜 A를 정자기식으로 표시하여 경사
코일(gradient coil)의 전류 권선 형태에 기초하여 계산할 수 있다. 유도 전기장 E는 전하로
인한 정전기 포텐셜의 A 마이너스 경도의 음성 시간 도함수이다. 표 102에 나열된 경도
유도 기전류 전기장값은 L12와 L01을 계산하는데 쓰인다. L12와 L01은 동질 (전도율=0,2
S/m) 단일 기하학 환자 모델, 가령 전신 원통모양의 구멍인 0,2m 반경의 원통이나
헤드코일인 타원체에서 발견된 최고등급 전기장값이다. 전기장은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 =-∂A/∂t- ▽Φ

여기에서
A는 경사코일(gradient coil)의 전류로 인한 자기백터 포텐셜이다
Φ 은 (섹션 15의 원리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전하로 인한 정전기 포텐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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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알맞은 모델(가령 비동차 모델)은 다른 전기장 한계값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옳다고 한다면 대안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직선선분에 대한 자기벡터 포텐셜은 폐쇄형으로 계산한 후 (백터 성분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과 보고:
- 컴플라이언스 크기 넓이 및 그 영역 좌표
- 데이터는 각 개별 경사 유닛에 대해 기록되어야 한다.
- 최대경사강도 G ,ma ,G-, ma
- 최대 경사 슬루율
- 최대경사 슬루율에서 최대 특정경사 강도 사이의 경사 유닛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경사시간값(ms)
- 경사출력값(dB/dt 또는 E)
- 최대경사출력 위치좌표
- 사용 시 환자의 비동차 전도율모델 세부사항
+

x

x

b) 시험에 의한 경사출력의 컴플라이언스 측정
시험 장치
1) 탐색코일 설계
탐색코일은 경사출력의 세 가지 직교성분(직교 또는 원통모양)이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독립 직교 탐색코일 요소는 공통중심에 대해 구성될
수 있다. 이 탐색코일 설계를 이용하면 측정 절차 중 재위치할 필요없이 각 경사출력
독립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
각 탐색코일 요소는 원형이고 매우 정확해야 하며 시험 시 경사 유닛은 소형이어야 한다.
탐색코일 요소는 반경 r인 와이어 회전 n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일의 축 길이는 코일
지름의 20% 미만이어야 한다. 탐색코일요소의 반응은 계산 또는 측정으로 정해야 한다.
탐색코일 요소와 동축인 dB/dt 성분의 순간치는 시간 변화 자속으로 인해 코일에서
유도된 최대전압 Vcoil에서 측정해야 한다.
| dB/dt |= | V coil/( n π∙r 2 ) |

가령, 대표적인 탐색코일 요소는 길이가 약 9mm의 원형 코일인 지름이 50mm 형태에서
지름이 0,6mm인 구리전선의 15회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유도전압 200mV는
결과적으로 탐색코일과 동축인 dB/dt = 6,79 T/s가 될 것이다.
개별 탐색코일 요소는 각 탐색코일에서 동일한 감도를 만들어내도록 보정해야 한다. 개별
탐색코일 요소의 신호는 각 입력의 제곱의 총합의 제곱근인 출력 단위와 평행하여
공급되야 한다. 이 단위는 전압, 즉 탐색코일전압으로 그 출력을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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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수는 dB/dt(T/s)에 대해 탐색코일전압 Vout을 다음으로 관련한다.
Vout = S dB/dt
최소 감도 0,01 V/T/s는 작은 dB/dt 영역에서 신호증폭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T/s범위에서).
감

2) 탐색코일 보정
탐색코일을 보정할 때에는 탐색코일 감도 인수 S를 측정해야 한다.
3) 전압측정기구
탐색코일에서 유도된 전압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장치는 신호 감쇠, 가령 축적형
오실로스코프(storage oscilloscope)를 막기 위해 고입력 임피던스와 충분한 대역폭을
가져야 한다.
전압을 측정하는 기구(축적형 오실로스코프)는 정확해야 하며 자기장에 영향받지 않는
장소에 위치시켜야 한다.
탐색코일전압은 고임피던스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압측정기구와 연결해야 한다. 가령,
동축케이블에서 사용되는 파형에서 공명을 피하기 위해 이중 와선 케이블을 사용한다.
탐색코일 출력은 오실로스코프에 스위칭 주파수 성분을 최대로 감소하기 위해 스위치
출력 공급장치를 이용하는 경사 증폭기용 아날로그 필터링 기구를 사용한다.
4) 위치 측정기구
이 방법은 안정되고 재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석에서 탐색코일의 위치를 측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급되야 한다. 이 기구는 컴플라이언스 볼륨을 통해 탐색코일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방법:
측정방법은 각 단일 경사 유닛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볼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의료용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서 만들어내는 파형이나 사인꼴 파형 또는 사다리꼴 경사 파형을
이용한다.
1) 전파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파(RF) 송신기 전원을 끄거나 최대로 감쇠한다.
2) 시험 중 경사 유닛 이외의 모든 경사 유닛의 전원을 끈다.
3) 최대경사 슬루율에서 경사 유닛을 반복 파형으로 작동한다.
4) 컴플라이언스 볼륨 범위의 탐지 코일을 탐색코일 전압이 최대인 위치로 이동한다.
5) 이 위치에서 탐색코일전압의 최대전압 Vout을 측정한다.
6) 경사출력 크기는 dB/dt =Vout/S 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결과 보고
매개변수, 일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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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볼륨 및 그 영역 좌표크기
m
- 경사 유닛 당 최대경사 슬루율값
mT/m/ms
각 개별 경사 유닛에 기록된 데이터
- 최대경사강도 G ,ma ,G-, ma
mT/m
- 최대경사 슬루율에서 최대 특정 경사강도 사이의
경사 유닛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경사시간값 ms
- 최대 경사출력 위치 좌표
m
- 경사출력 dB/dt 값
T/s
+

51.105.3
51.105.3.1

x

x

고주파 에너지증착 측정
온도

51.105.3.1에서 명시된 온도 범위는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의 작동 매개변수를 위해 동등한
범위를 얻는데 쓰일 수 있다. 이 측정은 실험 데이터 또는 수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가령,
유한요소 측정법(finite element method)).
51.105.3.2 SAR 측정
전신 SAR은 흡수된 RF 출력과 작동자 입력 또는 기타 적합한 방법에 기초하여 환자의
체중을 측정해야 한다.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로 측정한 흡수된 RF 출력은 아래에 명시된
방법이나 이와 등가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시험해야 한다.
국부 SAR은 신체부분 SAR이 볼륨 RF 송출코일, 환자의 노출 부위(mass) 및 크기, 환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올바로 확인된 확고한 이론적 모델이나 실험적 모델을 적용하여 전신
SAR로부터 측정해야 한다. 가령 노출된 환자의 부위를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모델은 여러
가지의 균일한 실린더를 사용하여 환자 전신을 모의 실험하는 것이다. 국부SAR 분포부위는
이론적 모델이나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신체부분(partial body) SAR 및 국부(local) SAR의 경우 적용된 모델은 측정하기 위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수치와 이 모델에서 얻은 값을 비교함으로써 입증해야 한다(가령,
인체모형에서 온도 분포 범위).
플라이언스는 명시된 SAR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여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출력수준 전체 범위에 걸쳐 SAR 측정을 검증하는 측정 검사로 측정해야 한다.
컴

사용되는 흡수된 RF 출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펄스에너지 측정법(pulse energy
method)” 및 “열량측정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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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에너지 측정법
a) 보조 정의
팁 각도 거시적 자화벡터가 고주 파펄스에 의해 움직이는 각도
P or ard2 시험체 2를 부하로 할 때 RF 송출코일의 단자로 진행되는 최고 주파전송출력
Pre lected 2 시험체 2를 부하로 할 때 RF 송출코일의 단자에서 반사되는 피크 고주파출력
Pother 2 코일에 시험체 2를 부하로 할 때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흡수되거나 소모된
최고 전파출력. 가령, 4-포트 분할기로 공급되는 직교 시스템에서는
의사부하(dummy load)에 전달되는 피크 고주파출력을 말함.
Pob ect 시험체 2에 전달되는 피크 고주파 전체출력
Pcoil
규정된 팁 각도에 대해 RF 송출코일에 의해 흡수되는 피크 고주파 전체출력
P or ard 1 시험체 1을 부하로 할 때 RF 송출코일의 단자로 진행되는 피크 고주파전송출력
Pre lected 1 시험체 1을 부하로 할 때 RF 송출코일의 단자에서 반사되는 피크 고주파출력
Pother 1 RF 송출코일을 거의 무부하 상태로 할 때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흡수되거나
소모된 피크 고주파출력. 가령, 4-포트 분할기로 공급되는 직교 시스템에서 RF
송출코일에 시험체 1을 부하로 했을 때 의사부하(dummy load)에 전달되는 피크
고주파출력을 말함.
B1
자기공명영상 및 분광학에서 사용되는 전파자기장의 자기유도
f w
f

j

f w
f

b) 시험 장치
시험체 1
시험체 1은 팁 각도의 교정 및 펄스 에너지 측정법에서의 고주파 송출 코일의 손실을
측정하는 동안 사용되는 시험체이다. 시험체 1은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의해 영상화가
가능한 물질로 채우고 그 전도도는 0.003S/m 미만으로 한다. 이것은 시험체에서의 고주파
손실을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따라서 시스템 손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코일
손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시험체 1은 물리적인 형상이나 그 크기가 작고 조밀하여야
한다. 시험체의 부피는 250mL 미만으로 한다. 시험체의 치수는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시험체 2
시험체 2는 펄스 에너지 측정법을 사용하여 SAR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시험체이다.
시험체는 환자 부하와 비슷한 코일 부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인체모형과 대등한 체적을
사용하여 전신 SAR에는 환자의 체적을, 두부 SAR에는 두부 체적을 배정할 수 있다.
c) 측정 절차
다음에 나오는 시험 절차 또는 이와 대등한 절차가 사용된다.
1) 시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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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출력 측정에는 대역폭이 대상 주파수보다 5배 이상인 오실로스코프 및 30dB
이상의 지향성을 갖는 양방향 결합기 또는 감쇠기를 사용한다.
그림 105 또는 그림 106과 같이 양방향 결합기, 오실로스코프 및 기타 출력측정기를 50 Ω
의 동축전송선과 연결한다. 오실로스코프 입력은 50 Ω 임피던스로 종단시킨다.
오실로스코프를 자장 영향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시킨다.
피크

주. 오실로스코프에 50 Ω 종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105 - 직교형 RF 송출코일로 SAR 측정하기 위한 펄스 에너지 측정 하드웨어
설치

주. 오실로스코프에 50 Ω 종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106- 선형 RF 송출코일로 SAR 측정하기 위한 펄스 에너지 측정 하드웨어 설치

2) 측정 절차
단계 1 :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의 자기 중심부(isocenter)에 시험체 1을 위치시킨다
단계 2 : 팁 각도를 보정한다. 각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표준방법(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선택된 스캔 유형에 맞는 값에 팁 각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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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1및 시험체 2의 출력을 측정하는데 동일한 팁 각도가 사용된다.
단계 3 : SAR측정을 위해 선택된 스캔 시퀀스를 시작한다. 스캔 시작은 충분히 길게 잡아
원하는 측정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스캐너가 펄스 시퀀스를 무한정
반복하도록 설정한다.
단계 4 : 시퀀스 내의 각 고주파 펄스에 대하여 피크간 고주파 포락선 전압(진행, 반사 및
기타)을 측정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순시 피크 고주파 출력
레벨(진행, 반사 및 기타)을 측정한다.
단계 5 : 전신 코일과 결합기 사이의 전송선 사이 및 의사 부하 포트 밀 오실로스코프 간의
전송선 사이의 츨력 감쇠를 측정한다.
단계 6 : 피크간 전압 측정을 피크값으로 변환시킨다.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한 피크 출력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 측정된 피크간 전압

: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오실로스코프에서 계산된 피크 출력은 전송 선로의 감쇠와 지향성 결합기의 결합 상수를
고려하여 고주파 송출코일의 입력 단자를 참고로 한 피크 출력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직교 고주파 송출코일에 대하여




여기에서  : 오실로스코프 결합기 단자에서 측정한 진행 출력
: 오실로스코프 단자에서 측정한 반사 출력


: 오실로스코프 단자에서 측정한 “기타” 출력
 : 진행출력 결합기의 전송선의 분할출력 감쇠(㏈가 아님)
 : 반사출력 결합기의 분할출력 감쇠(㏈가 아님)
α3 : 전신코일 및 결합기 사이에 전송선로의 분할출력 감쇠(㏈가 아님)
α4 : 의사부하 포트 및 오실로스코프 사이에 감쇠(선형 고주파 송출코일에서 = 0 )
비정합(unmatched) 선형 고주파 송출코일인 경우 전송선 감쇠는 부정합(mismatch)에 따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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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 결과적인 감쇠
 = 정합 조건에서의 감쇠
 : 전압정재파비


부하 코일에 의해 흡수되는 피크 출력을 계산한다 :

무

,  ,  은 시험체 1을 사용한 실험에서 나온 값임을 주의한다.
시험체 1을 측정하고, 시험체 2에 대하여 반복한다.
코일에서 시험체 1을 제거하고 스캐너의 자기 중심부에 시험체 2를 놓아 단계 4 및 단계
6 을 반복한다. 시험체 1 에 사용된 동일한 팁 각도를 시험체 2 에도 똑같이 사용한다.
시험체 2에 의해 흡수된 피크 출력,  을 계산한다.
 for 

 

  



,

,
는 시험체 2를 측정한 값이고, 은 시험체 1을 사용하여 계산하여
구하는 값임에 주의한다.
시험체에 흡수된 펄스당 에너지를 계산한다. 펄스 시퀀스 내의 고주파 파형 각각을
적분하고 평가되는 펄스 시퀀스와(에너지가) 동일한 피크 출력 레벨을 갖는 등가 사각
펄스의 펄스 구간을 구한다
이 단계를 펄스 시퀀스(180° 펄스와 마찬가지로 90° 펄스에 대해서도) 내의 모든 유형의
고주파 펄스에 대하여 반복한다. 등가 사작 펄스는 평가되는 펄스와 동일한 피크 출력 및
동일한 에너지 증착 결과를 얻는다. 펄스 구간, 
은 다음과 같이 피크값인  에
정규화시킨  (t)이라는 고주파 펄스 파형으로부터 계산된다. :
 for         

  

W rectangular =



⌠
⌡ B t( t) 2dt
B 1peak

2

예를 들어, 표본 함수(또는 sin / )펄스는 동일한 피크 출력 및 표본 함수 펄스의 주
로브(lobe)의 1/2 폭을 갖는 직각 펄스와 에너지 측면에서 거의 등가이다.
펄스당 에너지,U 는 다음으로 계산한다.
j

정 시간 동안 시험체에 의해 흡수되는 총 평균 출력,  를 계산한다. 정확한 펄스 반복
시간(TR )의 시퀀스에 대한 총 평균 출력은 반복 횟수당 모든 펄스의 에너지를 합하여
TR 로 나눈 다음의 값이 된다 :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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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 i
P ave = TR

TR 이 정의되지 않는 시퀀스(일회 발사 시퀀스 등) 에 대한 총평균 출력은 스캔에 사용된
모든 펄스 에너지의 합을 총스캔 시간, S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P ave =

∑i U i
S

등가 질량이  인, 시험체 2에 대한 SAR을 다음으로 계산한다.:

결과 보고, 펄스 에너지 측정법
다음 데이터를 기록한다.
1) 시험에서 사용된 고주파 송출코일 유형
2) 각 시험체 및 사용된 펄스 시퀀스에 대한 SAR 측정값
파라미터
단위
- 피크 진행 출력
W
- 피크 반사 출력
W
- 피크 코일 손실 출력
W
- 기타 피크 출력 손실
W
- 고주파 파형
- 펄스 파라미터
- 팁 각도
degree
- 등가 직각 펄스 구간(
)
ms
- TR 또는 S
ms
- 반복성 확보에 필요한 기타 매개변수
- 계산된 흡수 고주파출력(Pa e)
W
- 시험체 2의 질량
㎏
- 측정된 SAR
W/kg
- 표시된 SAR(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로 제어된)
W/kg
- 출력 측정의 정확도
% (또는 dB)

d)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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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 ≥ 측정된 SAR로 제어되는
표시된 SAR
(y/n)
열량 측정법
e) 시험 하드웨어
시험체 1
시험체 1은 팁 각도의 교정 및 펄스 에너지 측정법에서의 고주파 손실 동안 사용되는
물체로 한다. 시험체 1은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의해 영상화가 가능한 물질로 채우고,
그 전도도는 0.003S/m 미만으로 한다. 이는 시험체에서의 고주파 손실을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따라서 시스템 손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코일 손실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시험체 1은 물리적인 형상이나 그 크기가 작고 조밀하여야 한다. 시험체의
부피는 250mL 미만으로 한다. 시험체 치수는 가장 큰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시험체 3
시험체 3은 SAR이 열량 측정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는 고리 모양의 물체로 한다. 시험체는
환자를 부하로 하는 것과 유사한 코일 부하 특징이 있어야 한다. 전신 SAR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체는 50㎏에서 90㎏ 사이의 환자와 동일한 하중으로 한다. 두부 SAR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시험체는 두부 고주파 송출코일의 범위에서 환자의 두부와 유사한
특징의 하중을 해야 한다. 전자에서는 환자의 체중을, 후자에서는 두부의 하중을 인체
모형에 할당한다(인체 모형과 등가 질량, Mequivalent). 고리는는 시험체 1이 들어갈
정도로 넓어야 한다.
주. 예를 들어, 인체 모형에 위에 기술된 부하 조건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도도를
갖도록 조절된 염화나트륨 용액으로 채운다. 또한 이 용액에는 염화망간과 같은
불순물을 포함시켜 용액의 이완 특성을 짧게 함으로써 자기 공명 영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시험체의 총 부피는 25L 미만이다. 시험체는 고주파 송출코일의 유효
고주파장 범위 내에 완전히 위치한다(시험체의 등비 길이 < 유효 코일 길이).
환형(環形)시험체의 열 특성은 주위 온도(용액 내에서)보다 2℃ 정도 높은 온도로
1시간에 5% 범위내에서 유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
15℃에서 45℃ 범위에 걸쳐 0.1℃ 이내의 정확도를 가진 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 장치로 시작 온도와 종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의 영향에 대하여
간섭 방지된 온도 측정 장치는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로부터의 고주파 간섭이나 정 자장에
의해 유도된 허상온도로부터 보호할 필요는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온도 측정 장치의
예로서는 광섬유 온도 센서, 써미스터 온도 센서, 열전대 온도 센서 등이 있다.
f) 시험배치
온도 측정 하드웨어를 고주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석에서 떨어진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스캔 전 후의 시험체 내용물 온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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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3을 스캔 전에 고주파 송출 코일의 자기 중심부에 위치시킨다.
스캔시 테이터 수집 횟수는 충분히 긴 스캔 시간을 얻도록 조절하여 온도 측정 장치의
오차보다 최소한 20배 큰 온도 상승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1W/kg의 SAR로 1시간노출시켰을 때 수용액의 평균 온도는 0.86℃ 상승(0.0143℃/min)한다.
높은 온도 상승이 작은 온도 상승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높은 온도 상승은 열
손실 오차를 증가시킬수 있다.
g) SAR측정 절차
단계 1 : 자석 강내에 시험체 3을 넣고 공기 흐름을 차단시켜 평형 상태를 만든다.
단계 2 :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의 초기 강내 온도를 측정하고 스캔실의 초기 온도를
측정한다.
단계 3 : 시험체를 강내에서 제거하고 충전재를 3회 뒤집어 뒤 섞는다.
단계 4 : 충전재에 온도 센서를 삽입하여 시험체의 초기 온도,  를 측정한다. 초기 강내
온도는  와 1℃이상 달라서는 안된다.
단계 5: 자기 공명 스캐너의 중심부에서 시험체 3을 재빨리 교체하여 시험체 1을 중앙에
놓는다.
단계 6 : 팁 각도를 교정한다. 각 제조자가 사용하는 표준 방법(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선택된 스캔 유형에 맞는 값으로 팁 각도를 설정한다.
단계 7 : 의도한 측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캔한다.(위의 f) 참조)
시험체를 강내에서 제거하고 시험체를 3회 뒤집은 다음 시험체 3 충전재의 최종 온도,를
측정한다.  -  < 2℃ 라면 강내의 시험체를 교체하고 스캔을 재개하여 실험을 계속한다.
측정 지연 시간은 전체 시간에서 뺀다.
최종 강내 온도 및 스캔실 온도를 측정한다. 스캔실 온도 또는 강내 온도가 0.5℃/h이상
변화되었다면 좀 더 안정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한다.
충전재의 질량,  (㎏), 충전재의 비열, c(J/㎏℃)로 시험체 3에 흡수된 에너지,  (J로
표시)를 다음으로 계산한다.:








스캔시간 t(초로 표시) 동안 흡수 출력 (W로 표시)를 다음으로 계산한다. :
P=U/t
시험체의 충전재 SAR을 다음으로 계산한다.
SAR = P / M
외견상 SAR 값, SAR 를 다음으로 계산한다. :
SAR = P / Me ui alent
여기에서 Me ui alent: 시험체 3이 모사하는 환자의 질량(각 코일 품질 요인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q v



q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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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결과 보고 , 열량 측정법
파라미터
단위
- 시험체 3의 초기 온도
℃
- 시험체 3의 최종 온도
℃
- 강내의 초기 온도
℃
- 강내의 최종 온도
℃
- 스캔실의 초기 온도
℃
- 스캔실의 최종 온도
℃
- 시험체 3 질량
㎏
- 시험체 3의 모사 질량(Me ui alent)
㎏
- 시험체 3 부피
L
- 시험체 3 치수
m
- 고주파 파형 기술
- 연구에 사용된 팁 각도
°
- 반복 시간(TR)
㎳
- 반향 시간(TE)
㎳
- 슬라이드 개수
- 반향 횟수
- 총 스캔 시간
s
- 반복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기타 파라미터
- SARapp
W/kg
-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표시된 SAR W/kg
- 측정 시 온도 측정 지점
q v

9 장: 비정상작동 및 고장 상태;
환경시험

일반 규격의 절 및 조는 다음을 예외로 따른다
52 비정상 작동 및 고장 상태
52.1 추가사항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안전성은 부차 규격 IEC 60601-1-4의 52절에 대해 평가된다.
잔류위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는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사용 설명서 및 IEC
60601-1-4 위험관리 파일을 검사하여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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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조절 프로그램은 권한없이 액세스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주.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권한없이 변경하면 유해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가 본 규격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게 될 수 있다.
10 장: 구조적 요구사항

일반 규격에 나와 있는 본 섹션의 절과 조항은 다음을 예외로 따른다.
59 구조 및 설계법
일반 규격의 절은 다음을 예외로 따른다.
추가사항:
59.101 액화 냉매 및 냉매 가스
초전도자석을 갖춘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에는 냉매 농도(level)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있도록 한다.
6.8.2. ff)에는 액화 냉매 및 냉매 가스에 관한 정보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조항
요구사항이 나와 있다.
11 장: 성능에 관한 시험

1. 기하학적정확성에 관한 시험
1.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2. 고대조도 공간 분해능에 관한 시험
2.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절편 두께의 정확성에 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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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4. 절편 위치의 정확성에 관한 시험
4.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5. 영상의 균일성에 관한 시험
5.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6. background에서의 영상 ghosing의 정도에 관한 시험
6.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7. 저 대조도 물체 인식 가능 정도에 관한 시험
7.1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ACR(미국방사선협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기재사항]

일반 규격의 부록은 다음을 예외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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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참조문헌 - 본 규격에 참조된 출판물

대체 문헌:
IEC 60601-1-2-2001, 의료기기 - Part 1-2: 안전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부속 규격:
전자기적합성-요구사항 및 시험
추가 문헌:
IEC 60651:1979, 음레벨미터
수정 1(1993)
수정 2(2000)
IEC 60788:1984, 의료용 방사선학-전문용어
IEC 60804:2000, 통합과 평균화가 가능한 음향 레벨 미터
ISO 3846:1989, Liquid flow measurement in open channels by weirs and
flumes-Rectangular broad-crested weirs
ISO 3864: 안전 색상 및 안전 기호
ISO 1999:1990, 음향학-직업상의 소음 노출 결정과 소음으로 인한 청각 손상 측정
ISO 7731:1986, 작업장에 대한 위험 신호-청각상의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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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A
(참고용)

경고 표시 및 금지 신호의 예4)
경고 표지
강한 자기장의 경고, 위험

경고 표지
비전리방사선의 경고, 위험

금지 표시
심박 조절기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 접근
금지

금지 표시
금속 임플란트를 한 환자에게 접근 금지

금지 표시
금속 물질이나 시계 반입 금지

4) 경고 표시 및 금지 표시의 색과 기본 형태는 ISO 3864 8.3 및 8.1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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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용)

부속서 BB

특별 준절의 지침 및 해석
2.12.101 자기 공명(MR)
자기 공명 현상은 전자기 방사 주파수가 핵의 라모어(Larmor) 세차 주파수 또는 전자 자기
모멘트와 동일할 때 발생한다.
2.12.103 의료 감독
의료 감독은 자격이 있는 의료진에 의한 특정 스캔에 대한 위험 대 이익에 대한 적극적
평가, 의료진이 처방한 스캔 파라미터와 환자의 조건 등 일련의 객관적 기준에 대한 환자의
만족여부에 대한 자격이 있는 의료진의 대행자에 의한 결정을 요구한다. 의료 감독은
환자의 여러 생리학적 상태를 측정 또는 평가하도록 설계된 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생리학적
모니터링을 수반할 수도 있다(예를 들면, 심장박동수,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 그러나
6.8.2 bb)의 주의 사항을 참조할 것.)
2.101.1 (SAR(Specific absorbsion rate)
SAR은 주파수(대략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 고주파 펄스의 종류와 개수, 펄스
지속 시간 및 반복율, 전송에 쓰이는 코일 유형에 대한 함수이다.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은
조직의 전도성, 조직의 무게, 검사된 해부학적 부위, 조직 종류(예를 들면 관류의 정도) 및
환자의 체중이다.
6.8 부속 문서
적절한 기초와 구조에 대한 통상적인 요구 사항 이외에, 주위의 구조가 자장의 균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 주변 자장이 다른 장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석 근처의
금속 물체는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정 자장에 의해 강하게 견인되거나 강한 토크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것은 금속물이 환자의 몸 안에 내장되거나 몸에 부착되어 있어도
그렇다.
자기공명 영상 진단장치로부터 발생되는 고주파(RF) 신호는 인접한 시설내의 장비와 자기
공명 시설이나 부근에 있는 환자, 조작자,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장착한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8.2 사용 설명서
본 규격을 만족하는 자기공명 영상 진단장치를 위한 사용설명서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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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안전에 있어서 이들 문서들은 비상시 및 정상적으로 시스템 사용시 환자에 대한
의료 감독 및 환자 선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 설명서에는 접근 통제 구역 내 금속 물체나 전자기기의
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초전도 자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냉매의 사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6.8.2 aa) 자기 공명 검사 전의 선별 검사
자기 공명 검사는 금속성 임플란트나 전기적, 자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임플란트를
한 환자의 경우는 보통 금기시 되어 왔는데[1]5) [2], 이는 자석 및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의해 발생된 자장은 금속성 임플란트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토크(torque)를 주거나 이들
기기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전기적, 자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인체 외부에 있는 생명 보조 장치를
부착한 환자에도 적용된다.
두개골내 동맥 클립을 한 환자를 스캔하는 것은 의사가 클립이 자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금기시 된다.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에 의한 검사는 환자의 선별 검사 관점에서 다음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외과용 클립(지혈 클립)이나 (자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강자성 물체를 이식한 환자
- 우연히 강자성 물체가 이식될 수 있는 활동이나 직업에 종사하거나 군사 활동에 의하여
금속 파편이 내장된 환자
- 영구적인 눈썹 문신을 했거나 얼굴 화장을 한 환자(심각한 안검 자극이 보고되었음)
- 온도 조절 장치의 도움을 받는 환자(예를 들면 신생아, 저체증 유아, 일부 암환자 등)
- 금속성 임플란트를 한 환자, 그 사유는 자장의 왜곡으로 진단 영상에 허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 인공 심장 판막을 이식한 환자
- 임산부 : 2-3개월 된 태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의 안전성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음. 자격이 있는 의료진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자기공명영상
진단장치로 검사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가치 있는가를(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6.8.2 bb) 환자에 대한 의료 감독
환자에 대한 의료 감독의 잠재적인 필요 측면에서, 다음 경우는 MR 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정상 수준보다 높은 환자
- 중풍이나 밀실 공포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환자
- 심부전증 환자, 열병 환자, 발한 기능이 손상된 환자
5) 괄호 안의 숫자는 참고문헌 번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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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고 진정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 있는 환자, 또는 혼란에 빠져 있거나 신뢰성
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
- MR 장비에 갖춰진 음성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없는 신생아 및 저체중 유아
- 24℃ 또는 상대 습도 60%를 초과하는 검사실에서의 검사
6.8.2. cc) 비상 의료 절차
특정 환자 상태에 필요한 비상 조치와 관련된 안전상의 고려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의무 사항에 관한 것이나, 제조자가 이 문제에 조언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상시 환자를 자석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게 제거하는 절차(필요한 경우 자석의
가동을 정지시킴)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 비상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자성체 영향 밖에서 다루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사용자에 대한 권고(자성체 부근에서는 전자식 또는 다른 금속체
비상 장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와의 대화나 마취된 환자의 감시는 자기 공명 검사 과정 전체를 통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어떤 환자는 계속하여 밀실 공포증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공명 검사 전에
논의되어야 한다.
6.8.2 dd) 과도한 청각적 소음
난청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장기간 직업에서 노출의 원인으로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을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바탕을 둔다. 널리 수용되고 있는 한도는 90 dB(A)이며 평균 노출
시간이 일일 8시간인 경우이다. 하루 8시간 미만 동안 노출된 경우 그 한도는 변수가 2
적은 시간 당 3 cB로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일 노출 수준이 85dB(A)일
때 적절한 측정치로 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4]. 이 기준은 MR 장비가 강도 높은
소음을 낼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사용 설명서가 환자의 청력 보호에 적용될 필요를
나타낸다는 것을 요구로 한다. 이 요구치 이상 적용하는 소음 레벨은 위에서 언급한
85dB(A) 수치에서 나온다. 사용된 수정치는 1시간만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된 값은
+9dB이다. 노출이 매일 발생하는 대신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된 값은 +5dB이다. 두
번째 수정치는 Kryter가 비평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5]. 크라이터는 직업상 소음에 노출된
사람에게 영구적인 청각 임계값의 수이(shift)는 평생 직업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음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환자에게 요구되는 청각 보호에
대해 위에서 말한 소음도의 총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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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dB(A) + 9 dB = 99 dB(A)
이 요구사항은 현대 MR 장치가 환자에게 99 dB(A)보다 훨씬 큰 소음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외에 Mc Jury [6]가 최근에 발표한 소음도는 최고 115 dB(A)이다.
MR 장치는 약 1 kHz 중심의 광대역의 소음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다 [7]. 그러나 신 MR
장비는 강도있는 경사유닛으로 설계되어 고중심 주파수뿐만 아니라 고소음을 낼 수 있다
[8](26절 참조). 청력 보호기(귀마개 등)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소음 감쇠 범위는 2
kHz에서 25 dB - 30 dB가 된다. 청력 보호기를 우연히 준최적으로 사용하거나 착용
누락하는 일은 대부분 환자들에게 있어 정확한 안전 문제는 아니다 [9]. 이들의 대표적인
노출 기간은 1시간 보다 훨씬 적으며 대부분 스캔 시 대표적인 소음도는 MR 장치가
가능한 최대값 보다 훨씬 이하이다 (5 dB - 10 dB). 그러나 고소음도를 낼 수 있는 MR
장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환자가 마취상태인 경우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다. 이 경우
중이 등골근에 근육이완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청각반사는 비효과적이거나 의식있는
환자에게 보다 훨씬 효과가 적을 수 있다 [10]. 특히 이 상황에서는 귀보호기를 주의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사용 설명서에 강조되어야 한다.
6.8.2 ee) 접근 통제 구역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 높은 자장에 노출되거나 강자성 물체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주의 문구와 표시 사항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설 6.8.2 jj) 및 6.8.3 bb) 참조)
1) 강자성 물질의 인력과 금속 물질에 대한 토크
비 고 이 절은 접근 통제 구역 내의 영역을 언급한 것임
모든 자성체는 자기 주변 자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된 안전 고려 사항은 강자성 물체가
사고로 접근 통제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물리적, 행정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환자 내 또는 사고로 들어온 작은 자성 물체에 의해 형성되는 자장의 왜곡과
이것이 자석 안쪽에 부착되었을 경우 허상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기 공명
검사 구역은 허가되지 않은 출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자성 물체와 자장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환자 내에 있는 강자성체 동맥류 클립(aneurysm clips)이나 강자성체 조각들에 의한
주위 조직의 손상
-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물질이 자석 안쪽으로 견인되면서 환자 외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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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킨다. 그리고
- 거 자성 물체가 자석 표면으로 견인되면서 환자가 강자성 물체와 자석에 끼이게
된다.
자석에 의해 강자성 물질로 구성된 물체에 발생되는 인력 및/ 또는 토크는 자장과 그
물체에 유도된 자화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힘은 자성체의 중량과 모양 뿐
아니라 자장의 세기와 공간 내 자장의 변화율, 물체를 구성한 물질의 특정 자기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손
무 운 강

찬가지로, 자석에 의해 물체에 가해지는 토크도 같은 수치들에 의해 결정된다. 토크는
완전히 균일한 자장 내에서 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물체라도
자장과 완전히 정렬되지 않으면 토크가 가해지는 반면, 인력은 비균일 자장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마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그 물체의 자기 특성과 자장의 공간 변화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 자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쉬운 일이므로 자장의 세기의
제한값을 사용하여 필요한 주의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다. 일반적으로 인력은
자기 주변 자장이 3mT 보다 강한 경우에 실제적인 작용을 한다.
자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 초전도 자석
- 상전도 자석 그리고
- 영구 자석
자체차폐형 자석은 자기 주변 자장의 분포에 있어 비자체차폐형 자석과 상당히 다르다.
공심 솔레노이드가 있는 상전도 자석과 비자체차폐형 초전도 자석은 동일한 자기 주변
자장을 갖게 되며 자장의 강도만이 다르다.
여러 종류의 자석은 강자성 물질의 견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비 자체 차폐형 자석
이 종류의 자석은 가장 광범위한 영역의 자기 주변 자장을 가지며, 따라서 가장 넓은
지역의 위험한 영역을 발생시킨다. 자장의 변화율이 낮으므로 예상되는 힘은 덜 강하다.
낮은 자장으로 인해서, 상전도 자석은 초전도 자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 영역을
갖는다.
- 자체차폐형 자석
자기 주변 자장이 제한되므로 위험 영역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장 경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종류의 자석에 의한 최대 인력은 비자체차폐형의 그것보다 크다.
-영구자석
자기 주변 자장이 가장 많이 제한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위험 영역을 갖는다. 그러나
자장 경사가 크기 때문에 약한 자기 주변 자장 영역에서도 강자성 물체가 견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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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 있다. 또한 영구 자석은 사실상 비상시 탈자성화(de-magnetized)가 불가능한 반면,
다른 종류의 자석은 탈자성화가 가능하다.
2) 다른 장치에 정자장이 미치는 영향
경고 표시의 사용 및 접근 통제 구역의 규정은 의료용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의 노출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0.5mT 이하의 지역은 간섭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 심장 박동기에 대한 간섭이 그러하다 [11]. 유럽
규격 EN 50061 [12]은 1 mT의 임계값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실을 반영한다.
병원에 설치된 여러 전자 장비(예를 들면 X선관, 음극선관, 신티레이션 카메라, X선 영상
증폭기 등)들은 0.1mT에서 5mT 사이의 자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의 자기 주변 자장에 의해 이러한 장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는 차폐가 필요하다. 이 차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점차로 병원의 공통 설비가 되고 있는 텔레비전 시스템, 비디오 표시
단말기 및 자기 저장 매체는 특히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전자 부품은
가장 낮은 자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나 컴퓨터에 부속된 자기 저장 매체로 인하여 설치
장소는 다소 제한된다. 신용 카드나 자기 테이프상의 정보와 같은 자기 정보를
삭제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자장으로 가능하며, 필요 자장 강도로 20mT 정도의 낮은
임계값이 보고되어 있다.
전자 증배관의 출력은 자장의 세기와 방향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작동이 광전자
관(예를 들어 신티레이션 카메라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에 부속된)의 이득에 극히
한 장비는 가장 낮은 자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광전자
관이나 장비 전체는 자기적으로 차폐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티레이션 카메라의
은 구멍은 자기 차폐를 어렵게 한다.
뇌파계와 심전계는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가 설치된 곳 부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전자는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자장에 매우 민감한 반면, 심전계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그러나
제조자로부터 뇌파계와 심전계의 정량적인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광
증배
민감
증배
넓

6.8.2 ff) 액화 냉매와 냉매 가스
1) 액화 냉매의 취급 : 헬륨과 질소
a) 냉매의 특성
- 건강에 위해하며 ( 2) 참조 )
- 무취
- 비가연성
- 비독성
-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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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할 때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찬 안개를 형성
질소 안개는 바닥으로 빠르게 번진다.
주위 온도(20℃)에서 액화 헬륨 1L는 750L 헬륨 가스를 만들고 액화 질소 1L는 700L의
질소 가스를 만든다.
b) 냉매와 관련된 위험
헬륨과 질소의 부정확한 취급은
- 한랭상해(cold injuries)의 위험
- 질식의 위험
- 산소 농도상의 위험
⋅ 한랭상해
액화 질소/헬륨의 취급시는 한랭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와의 어떤 접촉도 피해야
한다. 피부 위에 튀는 경우 화상과 비슷한 피부 손상을 일으킨다. 눈은 특히 상처입기
쉽다.
⋅ 질식의 위험
헬륨이나 질소 가스의 누출은 산소를 대체할 것이다. 17%에서 18% 보다 적은 공기중의
산소 농도는 사람의 호흡에 충분하지 않다. 공기중 산소 농도의 제한 값은 개별
국가법이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헬륨이나 질소 구름이 검사실로 들어간 경우, 실내 인원을 즉시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
농도를 다시 측정하여 충분히 높아진 다음 다시 들어가게 한다.
⋅ 산소 농도
질소와 헬륨 용기 표면 온도는 충분히 낮아 산소나 산소가 많이 포함된 공기를 응축시켜
화재 위험을 더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나 기름, 기타 다른 연소성 물질이 용기 부근에 있다면 냉매 가스의 분출은 공기의
액화와 산소의 응축으로 인하여 잠재적 연소성 액체의 형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
c) 보호 장구
액화 냉매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보호 장구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러한 장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안전 장갑
- 작업 장갑
- 안면 차폐기
- 시험실 상의 하의(면 또는 린넨)
- 비자성체 안전 신발
2) 퀜치(Quench)
소자는 액화 헬륨 내에 잠겨있는 자석 권선의 과열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진공 방출,
기계적 섭동, 과도한 외부의 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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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자석은 정상 작동 중 시간당 수백 리터의 냉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소자 동안,
대기압에서 대략     의 가스가 수분내 배출될 수 있다.
보통 소자는 액화 헬륨의 양이 초전도 코일을 냉각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된다. 코일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초전도 권선은 보통의 전도도를 나타내게 되고
비등이 시작되게 된다.
적절한 가스 배출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소자 상태에서 급격한 비등 중에 다음 3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 과도하게 냉각된 가스는 자석 주변의 물 분자를 냉동시켜 짙은 흰 안개를 형성시킨다.
- 방안의 공기중 산소가 헬륨 가스로 대치되어 호흡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곤란하도록
만든다.
- 소자 도중 방출되는 헬륨 가스는 그것이 접촉하는 어떤 물체든 냉각 및 냉동시킨다.
초





3) 냉매의 충전
소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헬륨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매를 주기적으로
재충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재충전하는 동안 위에 언급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비등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재충전시 약 10-30%의 액화 헬륨이 가스로
변환된다.
6.8.2 gg) 작동 모드
해설 51.103를 참조할 것
6.8.2 hh) 및 6.8.2 kk) 정자장
상업용 MR 장비에 쓰이는 정자장의 강도 범위는 약 0,02T ~ 3,0T이다. 현재 쓰이는 실험
유닛의 전계강도는 최고 10T이다. 영구자석 및 상전도자석은 일부 MR 장비에서 사용되며
대부분의 상업용 MR 장비는 초전도자석을 사용한다.
전도자석의 정자장은 본체의 장축과 평행을 이룬다. 일부 MR 장비에는 가로형 자장
자석이 부착되며 정자장은 환자의 장축과 수직이다.
초

주로 환자에 쓰는 자장은 자석의 작동 자장 강도에 제한된다. 다음에 나오는 6.8.3 bb)과
같이 제조자가 공급하는 기술 규격 시트에서 보면 일부 자석의 강내 외부 표유자계는
자석의 작동 자장 강도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적 업무를 할 때만 제외하고 작동자는 대체로 MR 장치의 정자장에만 특히 정자기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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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자장에만 노출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이 작동자에 노출되는 부분은 MR 장비의 강내 외부 상당히
작다. 정자기 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에 노출되어 사람에 축적된다는 생물학적
효과의 실험적 또는 이론적 근거는 없다.
생체효과에 대한 전위 메커니즘

자력, 토크 및 투과율

MR의 생체효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미사일 위해이다. 강자성체는 자석의
고자장 부분으로 견인하는 병진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15]. 병진력은 정자장 강도의 물체와
자장 강도의 공간 경사에 따라 바뀐다. 특정한 공간에서 저자장 차폐형 자석의 경사 강도는
고자장 비차폐형 자석보다 훨씬 크다 [16]. 그 결과 특정 위치에서 저자장 차폐형 자석의
자력은 고자장 비차폐형 자석보다 강자성체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16]. 미사일 위해는
직원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반자성체는 자석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저자장으로 견인하는 병진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15, 17, 18]. 물은 약한 반자성체이다. 우에노(Ueno)와 이와사카(Iwasaka) [17, 18]는 8
T인 소형 강내 자석에서 물이 최대 30%의 중력까지 자력을 갖는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
자력으로 인해 물은 자석의 균일한 자장 영역에서 분리된다. 1차로 접근시킨 초전도 자석에
대해 MR 장치에 사용된 솔레노이드 자석은 헬름홀츠(Helmholtz) 페어로 추정될 수 있다.
헬름홀츠 페어는 반경 R에 코일 쌍의 중심에 있는 정자장이 B 0라고 가정한다. 물체의
감수율은 χ이며 그 밀도는 ρ라 한다. 중력가속도는 g, 자유공간의 투과율은 μ0, 헬름홀츠
페어 축은 z로 하자. 이 물체가 반경 R인 헬름홀츠 페어의 자장에서 영향받아야 하는
최대가속도 a(중력가속도로 표준화됨)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
a = μ χρBｇ ( ∂∂Bz )≈ μ χρｇ ( -0,569
) (BB1)
R
헬름홀츠 코일에서 피크힘은 z/ R = 0.787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헬름홀츠 페어는 z =
0과 같다고 가정). 우에노는 이 소형 강내 장치의 최대자력의 생성값( B∂B/∂z)은 z =
75mm에서 400 T2/m 이라고 했다. 헬름홀츠 모델을 적용하면 헬름홀츠 페어의 반경은 R =
z/0.787 = 0.075 /0.787 = 0,095이어야만 하고 최대자력의 생성값은 B∂B/∂z = 0,569 B02/R =
381 T2/m이다(편차는 4.7% 미만).
0

0

2

0

우에노의 “모세(Moses)" 효과는 8 T 자석인 소형(0.05m) 강내에서 관찰되었다. 방정식 (BB
1)은 반자성체인 물이(χ = -9.05 × 10-5 및 밀도 = 1000 kg/m3) 중력가속도의 약 30%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평평한 트레이에 담겨있는 물은 자석 부품 안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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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트레이의 중앙 부분은 수위가 자석 중심의 한쪽에서 최대인 한 건조한 상태이다.
또한 우에노는 자력 생성값과 관련한 다른 미묘한 생물학적 효과를 발견했다[19]. 방정식
(BB 1)은 헬름홀츠 자석(가령 솔레노이드 자석)과 비슷한 자력( 및 가정되는 생물학적
효과)은 자장 강도의 제곱근과 반대로 효력있는 헬름홀츠 페어 반경에 따라 변한다.
전신자석의 반경이 헬름홀츠 페어와 같은 1m라고 가정하면 4 T인 전신자석 자력
생성값은 우에노 자석의 자력 생성값의 4%일 뿐이다. 그래서 4 T인 전신 자석에서 물은
중력가속의 약 1%에 대해서만 가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자성체와 관련하여 상당히 간접적이지만 중대한 생체효과는 심장박동기를 포함한다.
장 기는 몇 개의 가우스 자장에 의해 작용되는 강자성체 리드 릴레이 스위치를 가질
수 있다 [16]. 제한적 보철, 병렬기, 스크루 및 기타 임플란트는 정자장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간호해야만 한다.
강
심 박동

자성체 주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간접적인 전위 위해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이 전위
위해 메커니즘은 변압기의 자기핵 주파수와 고자장이 있을 때 포화시킬 수 있는 도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기핵을 포함하는 장치는 손상될 수 있고 기능이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장비가 모니터링이나 소생기능을 지원한다면 자기핵 포화는 환자에게 중요한 전위 위험을
지닐 수도 있다.
강

상대 투과율이 통일체에 가까운 유도체를 포함하는 전기적 유도체는 기계적 감쇠력에
내성의 가능성이 있다. 이 감쇠력은 유도체의 운동이 자력의 자기선을 교차하여 자르면
발생한다. 렌츠의 법칙[20]에 의해 유도체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정자장을 방해하고 운동을
감쇠하는 자장을 형성한다.

신경전도 속도
정자장에 직각으로 움직이는 전하는 정자장과 속도벡터에 직각 방향으로 로렌츠 힘을
받는다. 홀 효과인 이 메커니즘은 신경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1]. 정자장은 전도
통로와 신경 저항률을 변경함으로써 신경섬유 아래의 활동 전위 증식시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1]. 변경 유형은 정자장과 자장의 강도에 따라 신경섬유의 상대적 배향에 따라
바뀐다. 자장이 없는 신경물성에서 10%만 변화할 때 조차 24 T의 정자장 강도를 필요로
한다 [21].

도전기장

유

혈류와 같이 정자장에서 이동하는 전하운반체는 횡전압을 유도한다 [22]. 자기유체역학에
의해 유도된 전압 V는 로렌츠의 힘 F를 고려하여 끌어낼 수도 있다. 이 힘은 기본전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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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때 횡전기장를 나타낸다. 혈관 지름이 D, 혈류 속도가 μ 그리고 속도 벡터와
정자장 사이 각도가 θ라고 하면 로렌츠의 법칙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그림 BB. 1
참조).
V = FD
q = μ∙BD∙sin(Θ )

(BB 2)

러 이의 유도 법칙은 유도 전압을 범위 A 전체에 걸쳐 유속 변화율에 관련시킨다.
속은 이 범위에서 자장 강도 B의 도트 생성물을 적분한다. 정자장에서 이 범위의 평균은
시간 t에 따라 변해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유도 전압 V는 다음과 같다.
패 데
유

d⌠
B ∙d A
V = ⌡ dt

(BB 3)

호흡, 심장변위 및 혈류는 신체의 전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 유도 전압으로 표시(그림
BB.1)되는 한 가지는 고자장 수준에서 심전도의 “T" 파동 부분의 상승이다 [23]. 심장수축
시 작동하는 심장 및 혈류는 진폭과 ”T" 파동의 심계수 시간에 가까운 신체 전압을
유도한다 [23]. 정자장에서 호흡 중 흉벽운동은 신체의 소형 전압을 유도하게 된다. Schenck
[24]는 고자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현기증을 움직임을 유도하는 전기장이
내이의 반규관에 발생시키는 압력과 관련시켰다.
송전선 생체효과 및 MR
송전선과 연관된 낮은 레벨의 정자장과 유동자장이 암을 유발시키는지의 유무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주택가에서 50 Hz 및 60 Hz의 전송선에 노출될 시 어린이 암에
영향을 끼친다는 역학적 연구는 특정 암환자(25 - 31)에 과도한 위험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결과의 통계학적 중요성은 혼재되었다. 직업상 50 Hz - 60 Hz 자장에 노출되는
경우를 조사한 몇 가지 연구가 행해졌다 [25, 32 - 36]. 결과의 통계학적 중요성에서처럼 이
결과 또한 혼재되었다. 이 연구는 자연 발생하는 자장보다 낮은 밀리가우스(mG)가
생체효과를 야기시킨다고 가정한다. 반직관적 전제와 혼재된 실험적 결과로 인해 최근
번하트(Bernhardt)는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전력선 노출과 MR에서 마주하는 노출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 째 차이는 MR
자장은 60 Hz 전력선 자장과 달리 정자장이라는 점이다. 다른 차이는 MR의 정자장과
연관된 전기장 성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모든 극저주파(ELF)의 생체효과에 대해 제시된
메커니즘은 칼슘이온의 사이클로트론공명을 포함한다 [38]. 이러한 메커니즘은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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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과 아마도 칼슘의 사이클로트론공명 주파수에서 변화하는 직교 전기장 모두 필요로
한다. 칼슘 이온의 사이클로트론공명 주파수는 38.4 Hz/Gs이다. 지구는 약 0.2 Gs - 0.5 Gs
범위의 자장 강도를 가진다. 60 Hz 의 전기장은 칼숨 이온의 사이클로트론공명에 대해 1.56
Gs의 직교 자장 강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전기장과 자장의 이러한 결합은 전력선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1.5 T 자석에서는 576 kHz의 직교 전기장이 사이클로트론공명에
필요하다. MR 장치의 공명주파수는 동일한 자석에서 칼슘의 사이클로트론공명 주파수 보다
큰 크기의 2위수 이상이다. MR 장치에는 차폐형 전자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이클로트론공명 주파수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차폐는 MR 신호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 신호가 MR 영상의 질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한다.

정자장 생체효과에 대해 제시된 기타 메커니즘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열역학반응을 상당히 변경하는 자기모멘트가 있다면
화학반응속도, 평형 및 농도는 바뀔 수도 있다 [16, 17, 24, 39 - 41]. 그러나 열역학적
연구는 최고 4T 까지 이 효과가 거의 측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24].
정자장의 생체효과에 대한 기타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시되어왔다. 예를 들어, 정자장에 의해
야기되는 전위 높이의 변화로 인한 DNA의 양자터널링이 그러하다 [40]. 다른 메커니즘은
우수 평론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다 [16, 24, 37, 40, 42 - 46].
관찰된 정자장 생체효과

실험 연구

T-파의 상승인 심전도 인공물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비기계적 정자장의
생체효과이다. 환자들은 최소한 0.3 T의 정자장에 배치된다고 보고된다. 이 현상은 생물학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생물학적 원인의 영역과 관련된다. 결과적으로 혈류는 T-파 인공물로
통하는 유도 전압이 된다.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는 자장을 통과하자마자 환자의
심전도 기록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또한 지헨슨(Jehenson)은 2 T 자장에 10분간 노출된
후 심계수 길이가 17 % 증가함을 발견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심계수 길이는 10분간 노출된
후 정상으로 돌아왔고 22시간이 지나도 정상을 유지했다.
MR 검사에 사용된 정자장의 결과 암시되었던 [48] 바와 같이 체온은 증가하지 않는다 [47].
돌연변이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6, 42, 49]. 그러나 나라(Narra)는 [70]
또한 실험용 쥐들을 1.5 T 자장에 30분간만 노출해도 노출 후 16일 - 26일 째에 고환의
정자가 15% 감소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경전도와 기시잠시(latency)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 -52]. 신경 자극성은 고자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거나 [50] 상당히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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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시된 다수의 메커니즘은 고자장 강도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2.0 T 이하의 정자장
레벨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앳킨스(Atkins) [53]는 열역학 연구는
정상 체온에서 효소 구조를 현저히 변경시키는 최소 10 T의 동자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Wikwso와 Barach [20]는 24 T 크기의 자장은 신경전도만 약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Kinouchi, Yamaguchi 그리고 Tenforde [72]가 정자장은
최고 10 T까지는 대동맥의 유도 전압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자장의 생체효과에 관해 입증되지 않은 보고서가 몇 편 있다. 산소 소비는 0.7 T
자장에서 실험용 쥐의 수정란의 신장 세포와 간세포에서 약간 둔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5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0.6 T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55]. 이
정반대의 결과는 고 정자장에 수 주간 노출된 동물의 혈액학에 관해 발표되었다 [56 -58].
이 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있게 연구한 종설(review article)이 몇 편 있다 [16, 24, 37, 40,
42-46].
위의 2T의 정자장에서 실험한 연구는 결정적이지 않다. Prasad [66]는 참개구리의 난자를
0.15 T 또는 4.5 T 또는 무자장에 노출시킨 후 실험 그룹에서 그 차이를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Prasad는 최고 4.5 T까지의 자장은 초기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Schenck [67]는 1.5 T와 비교되는 4 T 자장에서 현기증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자원한 인간 실험자들은 4 T에서 머리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통계상 멀미, 금속성 미각, 자기 안내 섬광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Raylman, Clavo 그리고 Wahi [68]는 인간의 암세포를 64시간 동안 7 T 자장에
노출시켰다. 이들은 정자장이 살아있는 흑색종 암세포 수치를 19 %, 난소암 세포 수치를 22
% 그리고 림프종 암세포 수치를 41 %까지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세포 성장
주기 또는 DNA의 총 분열이 변화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Kroeker
[69]는 0.08 T와 7 T에 노출시킨 쥐들 간의 송과 멜라토닌 또는 혈청 멜라토닌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고 정자장에 노출시킨 역학적 인간 실험이 실시되었다 [59 -63]. 최고 0.1 T의 정주파수
자기장과 저주파수 자기장 모두에 노출된 러시아 산업근로자들에 관한 연구 데이터에는
주관적 관찰 증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예를 들어, 두통, 흉통, 현기증) [62, 63]. 또한 이
연구에는 근무지에 산재하는 화학품과 같은 복잡한 요인들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부족했다.
이와 현저히 대비되는 고자장에 노출되어 일하는 미국 근로자들에 관한 연구는 한
연구에서는 최고 0.5 T [59], 다른 연구에서는 2.0 T의 자장 [60]에 위해 영향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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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혔다.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2.0 T 미만의 정자장에 노출될 때
환자에 위험을 준다는 증거는 없다.
요한 한 부문은 정자장이 정자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태아에 위해한 지의 여부이다.
절대적인 면에서 안전을 입증하는 것은 무수한 실험자들을 필요로 하지만 정자장에
노출되면 위해하다는 자료를 포함한 문헌 증거는 없다. 미국의 MR 전문가들이 최근에
실시한 역학적 조사 [61]는 고 정자장 노출과 지속적인 낙태율, 불임, 저체중아 또는 조산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Ueno는 6.34 T 자장에서 개구리의 배아
성장을 연구하여 급속 분열, 세포 증식 및 변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8]. Kay 또한 고 정자장에서 개구리의 배아 성장을 연구하여 유해 작용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64]. McRobbie는 경사자기장에서 임신한 실험용 쥐를 연구하여 저출산율 또는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65].
중

정자장: 직업 안전 기준

표 BB. 1에는 직업적 정자장 노출 기준 목록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청(NRPB),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및 호주 방사선연구소(ARL)의 안전기준 [74 - 77]을 포함한다. 이 모든
기준은 200 mT 또는 60 mT의 정자장 “선량”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한도는
0.5 T에서 일일 8시간으로 가정하면 일일 한 시간만 60 mT 자장에서 보낼 수 있다.
이 정자장 선량 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결여되어 있다. 1mV 이하의 보존하는 유도
실효(r.m.s) 전압에 대한 참조사항이 있다. 외관상 혈압은 고 정자장에서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다는 중요성으로 인해 정자장에 대한 노출 거리 한도를 만들어냈다. 다음 섹션에서
논의되듯이 이 중요성은 옳지 않다고 주장되었다 [79]. 그러나 선량에 근거한 직업 노출
기준은 존속한다. 향후 정자장 노출 기준은 MR 노출과 함께 마음속으로 업데이트될 수도
있다.
표
출처
ICNIRP

a

NRPBb
ACGIH
LLNL
ARL
a

e

c

d

BB. 1 - 정자장 직업상의 기준

전신

전신

사지

사지

평균시간(8 h)
200 mT

최대
2 T

평균시간(8 h)
-

최대
5 T

200 mT

2 T

200 mT

4 T

60 mT

2 T

600 mT

2 T

60 mT

2 T

600 mT

2 T

60 mT

5 T

200 mT

10 T

국제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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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국 국립방사선방호청

c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d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e

호주 방사선연구소

정자장: 직업적 우려에 대한 매커니즘
위에서 논의했듯이 정자장이 있을 때 강자성물질은 고 자장강도 부근쪽으로 병진력을 가질
수 있다 [24]. 강자성체는 또한 정자장과 함께 자장 모멘트를 정렬하는 토크를 가질 수도
있다. 움직이는 전기유도체는 렌츠의 법칙으로 인해 정자장에서 자력과 토크를 가질 수
있다 [24].
전위 [22]는 정자장을 통해 움직이는 전도성 유동체(가령 혈액)에서 유도될 수도 있다.
체 전위는 심전도(EKG) 기록에 대한 인공물을 야기한다 [23]. 신속한 헤드 운동은
내이의 반규관에 현운 지각 임계갑을 초과하기에 충분한 전압을 유도할 수도 있다. 외관상
유체유발 혈압 상승의 이론적 예측은 직업 안전 기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 효과의
크기는 극히 작다고 입증되었다 [79].
유동
유 유발

전위 유발 전기장은 심전도의 상승된 T-파 인공물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이 전기장
E는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다(BB 4) (그림 BB. 1 참조).
유동

V = FD
q = vBDsin ( θ )

(BB 4)

이 전기장은 유동속도 벡터와 정자장을 갖는 평면에 수직이다. 최고 유동속도는 곧
심전도의 T-파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피크 혈류속도가 0.6 m/s [40]이고 유속과 정자장이
30〫
°를 이루고 동맥 지름이 0.02 m이면 유도전압은 9 mV이다. 이 결과를 약 10 mV인
〫
크기의 대표적 EKG “R" 파와 대조한다. 이 결과 발생하는 ”T"파 너울은 정자장과
사라진다. ”T"파 너울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한 전압이
지속적으로 유도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증된 결과로 보아 최소
7 T까지에 대해서는 안전 사안이 아님을 시사한다.
상당한 고자장의 MR 장치에서 환자들은 정자장에 평행하게 배치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최고 혈류 속도는 대동맥에서 발생한다 [80]. 대동맥이 정자장 주변에 있다고 가정하면
전형적인 MR 장치의 유도 전기장은 작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석의 틈에 서있는 근로자를
고찰해보자. 이 경우 θ는 약 90°와 같고 유도 전기장은 더 크다. Reilly [81]는 경사
램프시간 >> 3 ms에 대해 가장 민감한 집단의 백분위수에 6.2 V/m의 전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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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600 ㎲ 의 경사 램프 시간(MR 장치에 대표적으로
사용됨)으로 가장 민감한 집단 백분위수에 심장 자극을 하면 액 31 V/m까지 상승한다.
가장 민감한 집단에 심장 자극을 하면 정자장은 최소 10 T(램프시간 >>3 ms)를
요구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약 52 T(600 ㎲ 램프 시간으로)를 사용한다. 고자장을
발산하는 MR 장치에 개방형 자석을 설치하기 전에 심장의 안전 연구를 실험하는 신중함을
기한다.
심

그림

BB. 1 - 정자장: 유동전위 및 감속도

정자장의 혈류는 속도, 정자장 그리고 이들 사이의 각도에 비례한 유동 전위를 발생한다.
혈류와 반대로 작용하는 제동력 또한 발생하지만 그 크기는 최소 5 T까지는 생리학적으로
중요하다.
도전기장은 전기장을 따라 하전입자의 흐름을 생성하게 된다. 자장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 하전입자는 혈류에 저항하는 힘을 받게 된다 [22] (그림 BB.1 참조). 외관상 이 힘은
혈압 증가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Keltner [79]는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증했다.
유

결론
정자장 노출로 인해 위해한 결과의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본 검토에서
최고 7 T를 실험한 결과). 이론상 우려되는 바는 10 T 정도의 낮은 수치에서 시작한다.
강한 정자장의 결과에 대한 비평이 발표되어왔다 [82]. 이 자료와 다른 자료로 인해 미
식품의약국은 4 T 이하의 정자장은 위해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73].
6.8.2 II) 보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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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지 장치의 선정 시 이들 기기가 MR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것임(가령 고저항 ECG
리드선)을 확실히 하도록 주의를 요한다. 환자와 전기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물체(가령
심전도 전극)를 제외하고 전기적 전도 물체는 환자와 전기적으로 절연되야 한다. 모든 전도
물체는 환자를 열적으로도 전열되야 한다. 감시 장치 리드선(폐회로를 막기 위해)과 다른
케이블을 환자 주변에 배치할 때 제조자의 지침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모든 조치의 목적은
고주파 전송 코일과의 결합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발생과 이에 수반되는 환자의 화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6.8.3 bb) 적합성 기술 규격표
요약 규격표는 때로 제품 데이터표로 참조된다. 규격표의 특정 정보는 사용자가 특수 MR
장치와 주변 장치를 비교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변 장치의 적합성은 제조사 두
곳 모두 부합하며 제조사 두 곳 모두 적합성 증서를 발행할 때만 사용자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다른 모든 상황에서 두 종류의 장치가 다른 장치의 적합한
기능성을 방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NR 장치의 시스템 규격이 주변 장치의 적절한 작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등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MR 장치에서 보다 강도있는
경사자장계를 설치하면 자기 강내 주변에 설치된 생리현상 모니터링과 감지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의 기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MR 장치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MR 장치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변 장치를 납품한 제조자에게 알려야
한다 [83].
26 진동 및 소음

정자장에서 경사코일을 통해 흐르는 전류 변화율이 크면 가청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을
발생한다. 이는 종종 크게 “두드리는” 소리와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두드리는 것 같은 짧고 매우 큰 소음으로 인해 갑작스런 청력 손실이 야기될 수
있는데, 여기서 20  을 기준한 피크 음압 레벨(dB)이 안전에 관한 변수가 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값으로 피크 음압 레벨은 140 dB를 상한값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값은 MR 장치가 가청 소음을 유발하는 최악의 상황을 야기하게될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MR 장치의 주파수 반응 특성 때문에 최악의 가청 소음 상황은 (기계 공명
주파수에서 MR 장치를 자극하여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가청 소음을 발생하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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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 발견되는 일이 빈번할 수도 있다
36. 전자파 적합성

접근 통제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는 현행 고주파 방사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들 요구 사항은 CISPR 11과 같은 국제 규격에 있으며,
일차적인 목적은 고주파 통신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고주파 방사에 대한 허용값은 30dB
   에서 50dB    범위로 되어 있다. 향후 규격에서는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및 대형 X선 장치로부터 방사되는 출력 측정을 건물이나 방의 경계선에서
측정하도록 제안되고 있다.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IEC 규격에서는 의료 기기의 고주파 전자장에 대한 내성을
다루도록 준비 중이다. 내성은 일반적인 경우 1V/m나 3V/m까지, 생명 유지용 장비나 특정
환자 감시 장치 같은 특별한 경우 10V/m나 100V/m까지의 전자장에 견디는 내용의 요구
사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 주위의 접근 통제 구역 내 고주파 전자장의 세기는 이러한
제한값들을 쉽게 초과할 수 있으며 100V/m를 넘는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고주파 전자장이
접근 통제 구역에서 사용되는 주변 장비들에게 분포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51 위해 출력으로부터 보호

MR 장치가 발산하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사) 자장, 고주파 자장 및 정자장은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정도까지 생리학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주어진 권고 사항은 전류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기존의 지침사항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수립하는데 고려되었다. 새로운 실험 증명이 이용가능 할 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진단용 MR 검사는 약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가 약 1시간 동안
노출될 때 즉각적인(예리한) 역반응을 강조하여 그 결과를 고려한다.
51.102

경사 장치에 의해 발생되는 과도한 저주파 자장 편차로부터 보호

1) 서론

러 이의 법칙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은 전기장 E를 유도한다. MR 장치에서
경사코일의 변경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dB / dt 또는 B )을 나타내기 때문에 환자의
패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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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유도 전기장에 노출된다. 이 자장은 주파수에 좌우되는 임계값으로 흥분성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 kHz에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고자장이 필요하다. 옴(Ohm)의
법칙에 따라 전기장은 전류를 유도하고 전류는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실제로 경사 출력에
의한 열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
자장 B 에 평행한 축이 있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균일한 자장과 균일한 전도성을 갖는
원통형체의 단순한 경우 전기장 E 는 B 에 수직인 원형 통로를 따라 직선을 이룬다.
따라서 그 크기는 원형 통로의 반경에 비례한다. 이 결과 중요한 높이는 경사 장치 크기와
전도체의 크기에 따라 변한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사 자장이 대형 경사 장치에서 발생할
때 조직 자극은 보다 쉽게 일어난다.
2) 안전에 대한 우려

경사 출력에 대해 1차로 우려하는 바는 심장 세동과 주변 신경의 자극이다. 심장 세동은
즉시에 심장을 위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 신경의 자극은 강한 자극으로
지독한 통증을 갖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현상은 심장 자극(CS)과 주변 신경 자극(PNS)의
역치 임계값 크기에서 발생한다.
번 째 우려는 환자의 발열이다. 유도된 전류에 의한 발열은 낮지만 MR 장치에서 RF
출에 의해 발생되는 발열은 습관성이며 우려하는 바는 두 차례의 발열 원인이 결합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노

3) 흥분 모델

Reilly의 이론적 공간 확장 비선형 노드(SENN) 신경 모델 [85]은 신경 자극의 임계값
조건은 전기장과 평행한 신경 말단 지점의 전기장 강도 E 와 자극 지속시간 ts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자극 시정수가 길 때 임계값 자장은 최저 레벨 E mim 에 점근선으로 이르며
자극 시정수가 짧을 때 임계값은 E mim 와 1/ ts 결과에 비례한다.
Reilly는 임계값 함수 ts 는 다음과 같이 지수 형태로 근사치를 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min
E TH = 1-expE(t s/t c )

(BB 5)

이 모델을 통해 심장 자극에 대한 인간의 임계값 E mim 의 최소값과 단극성 직각 전기적
자극에 대한 PNS는 6.2 V/m으로 추정된다. 시정수 tc 에 대한 실험값의 범위는 P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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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약 0.12 ms ~ 0.8 ms 이다. 심장 자극에 대한 이 범위는 1 ms ~ 8 ms이며 Reilly는
대표값으로 3 ms를 제시한다.
방정식의 지수 관계식(BB 5)에 대한 대안으로 실험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86, 87]. 이 대체 함수는 임계값이 자극 시정수에 따라 지나치게
변함을 보여준다.
E TH = rheobase (1+ chrona xie/t s)

(BB 6)

이 방정식에서 기전류는 임계값 자극의 저주파수 상한치이며 시치는 신경의 특유한 반응
시간이다. 방정식(BB 5)에서와 같이 ts 는 자극 시정수이다. 방정식은 단극성 직각 자극에
대해 적용된다. 아래에서 논의 되듯이 최근의 실험은 통해 경사 자장에 의한 PNS는 360
㎲의 시치를 사용하여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입증하였다 [89, 90, 91].
Schaefer [88]는 방정식의 지수 관계식(BB 5)과 비교하여 방정식의 쌍곡선 표시 (BB 6)
또한 Reilly의 SENN 모델에서 제기한 임계값의 이론적인 값에 잘 드러맞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정식 (BB 6)은 주변 신경 자극에 대한 한계값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사용된다.
4) 심장 자극 및 주변 신경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한계 및 발열

Reilly [85]는 동물 실험에서 전기 자극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비교했다. 그는 심장 세동
임계값이 중앙값 보다 두 개 낮은 요인에 대해 가장 민감한 그룹을 백분위수로 표시하여
로그 식으로 분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이 동물에서 자극 임계값(이소박동이 시작
시)은 심장 세동 레벨의 40%가 된다고 추정한다. 인간 실험에서는 외삽법을 이용하여
SENN 모델에서 인간 자극 임계값은 평균 세동 레벨의 20 %라고 가정한다. (x, y, z)
경사를 변경하기 위한 TS(71.3; 72.1; 50.8)의 dB / dt은 가장 민감한 그룹인 1 백분위율에서
자극의 기전류 자장 추정치인 6.2 V/m의 심장에 전기장을 얻어야 한다.
이 밖에 Bourland [90]는 개를 실험하여 530 ㎲의 램프 시정수에 2 700 T/s를 초과하여 HF
경사를 변경하기 위한 중간 심장 자극 임계값을 발표했다. 이는 3 ms 의 심장 신경
시정수와 함께 440 T/s의 자극 레벨의 점근값에 일치한다. 개와 인간의 생리현상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 실험자의 길이와 더불어 dB / dt 단위는 개의 심장보다 인간의
심장에서 2.81배 더 큰 전기장을 유도한다. 따라서 인간의 점근 자극 레벨은 Reilly의
예측과 일치하여 156 T/s 로 추정되며 78 T/s에서 1 백분위율 레벨이 예상된다.
장 자극을 피하기 위해 본 규격에서 사용된 한계값은 1-백분위수의 임계값 이하의 안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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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3을 포함한다. 이는 SENN 모델과 실험 측정된 심장 흥분 임계값 레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가정 하에 이 한도는 2× 10-9 미만의 심장 자극이 발생할 가능성과 일치한다. 또한
본 규격에서 정한 주변 신경 자극 한도는 실제적인 모든 자극 지속 시간 동안 심장 자극의
한도 이하임이 밝혀졌다.
이 밖에 Bourland [90]는 84가지 주제에 관한 Purdue 연구에서 불편한 자극의 최저
백분위율에 필요한 dB / dt는 전후방(AP) 및 상하(HF) 경사 방향 모두에서 경사를 변경하기
위한 PNS의 중간 임계값과 대략 같다. 견딜 수 없는 자극의 최저 백분위율은 중간 PNS
임계값 이상의 20 %에 대한 dB / dt에서 발생했다. 통감자극은 심한 불편의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불수의근 수축과 관련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협조와 검사의 효능이 진지하게
절충된다. 이 점에서 견딜 수 없는 자극은 확실히 끝점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반응은 심한 안전도의 위험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규격에서 평균 자극 레벨은 1차 레벨
통제 작동 모드의 한계값으로 선택되여 이의 80 %는 정상 작동 모드 한계값으로 선택된다.
5) MR 장치의 E -장과 dB/ dt 의 관계

E -장 한도에서 한도로 변환하려면 환자의 경사 장치의 대표 기하학에서 이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신체에서 경사 장치에 의해 유도된 전기장 E - 는 dB / dt 의 공간 분배와 신체 기하학과
관련되어 있다. 표면 S 둘레에 경계를 긋는 폐쇄 괘적 l 에 대한 기본 물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dB
E ∙d l = - ⌠
⌡ dt ×d S

(BB 7)

이는 경계 조건이 명시될 때 풀 수 있다. 환자는 궤도 장반경 길이 a와 궤도 단반경 길이
b를 갖는 균질의 편장형 회전 전도 타원체와 떨어진 매체에 의해 환자 외부의 공간을
이용하여 단순한 예시로 나타낼 수 있다. 공간적으로 균일한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이
이 회전체의 장축과 수직일 때 전기장 E 의 최대값은 그 둘레 길이와 더불어 타원체의
중간 평면에서 나온다. 이 둘레 길이는 PNW가 처음 나타날 때의 궤적이다. 이 때 Reilly
[85]는 다음을 나타낸다.
| E |= a 2 b/( a 2 + b 2 )×dB/dt

(BB 7a)

환자의 횡단면이 AP 방향의 자장을 나타내며 타원체의 장반경 길이 a = 0.4 m 이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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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m 일 때 결과 관계는
| E |= 0,16 dB /dt

(BB 7b)

여기에서
는 V/m에 있으며
dB / dt 는 T/s에 있다.
Σ

F 방향의 자장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자장이 타원체의 장반경과 평행일
때 유도 전기장은 반경 b = 0.2m 인 회전 횡단면과 평행이다. 이 경우
H

| E |= 0,10dB/d t

(BB 7c)

여기에서
는 V/m에 있으며
dB / dt 는 T/s에 있다.
Σ

실제로 MR 장치의 경사자장계에서 나오는 자장은 비균일하다. 경사자장계 내부에 환자의
주변 dB / dt 의 공간 최대값은 환자 신체의 dB/ dt 평균 보다 크다. 최근에 형태학적으로
실제와 같은 인간 모델을 이용한 계산은 0.2m의 반경에서 최대값으로 택한 dB / dt 에 대해
방정식(BB 7b) 와 (BB 7c)의 계수가 각각 0.11 및 0.08이라고 기록한다. Botwell과 Bowley
[92]은 이와 유사한 값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상분석기 내부의 반경 0.195 m 인 전도하는
원통에 유도된 전류를 계산했다. 이들 논문에 발표한 결과에서 보면 E/dB / dt 값(r = 0.195
m에서 최대값인 dB / dt )을 정할 수 있다. 횡방향 경사를 변경하려면 비는 0.121이며 종방향
경사를 변경하려면 비는 0.087이다. 이 모델이 뼈의 내포물에서 발생하듯이 비균일한
전도성을 간주하면 궤적의 극대 전기장은 2 계수까지 커질 것이다.
계 이 특정 대응 위치와 관련되어 있을 때 방정식 (BB 6)을 dB / dt 의 임계값에 대한
표현법으로 변환 가능하다. MR 장치의 경사 파장 형태의 특징은 반복적인 양극성 형태를
띈다는 점이다. 그림 201과 같이 사다리꼴 경사 파형에서는 유도된 E 자장은 변경 신호와
같이 일련의 직각형태를 띄는 자극이다. 최대 진폭 G ma 의 사다리꼴 경사 파형의 양극성
램프의 자극 지속시간 ts 은 다음을 따른다.
임 값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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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 2GGmax

(BB 8)

6) 기계적으로 정의된 CS 한계값

본 규격에서 방정식 (BB 6)은 4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심장 자극의 생리학적 한계를
바꾸기 위해 사용되었다. 심장 시정수 tc 는 3 ms로 가정한다. 1 백분위율 임계값의
전기장의 Reilly 값은 심장 자극 전기장의 기전류 rbc 로 사용된다. 방정식 (BB 7c)는
전기장 기전류에서 dB / dt 기전류로 전환하는데 사용되었다. 44에서 소개된 안전 계수 3이
사용된다. 심장 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한계값은 다음과 같다.
1
L = rbc
3 1-exp(- t s/t c )

(BB 9)

여기에서 rbc = 6.2 V/m 또는 62 T/s이다
7) 전신 MR 장치에서 PNS에 대한 경사 출력 한계값의 직접 검증

본 규격은 MR 장치에서 임계값 PNS의 특수값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접근방법을 설명한다.
이는 7)과 8)에서 논의된다. PNS의 한계값을 세울 때 본 규격은 한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직접 측정)으로 임계값의 실험적 평가를 허용한다. 직접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사
유닛의 대표 모델에서 실험 지원자들과 작업해야 한다. 가능한 직접 검증 접근법은
임계값과 램프 시간 간의 유효한 쌍곡선 관계값을 가정하여 기전류를 비롯하여 램프 배수의
제한된 회수 동안 시치를 검증하여 사용된 램프 시간 동안 회귀 관계식을 산출한다. 보다
발전한 모델링은 실제로 시험된 파형 수를 제한하는데 쓰일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의
일례는 16)에 나와 있다.
지원 실험자들을 통해 얻은 한계값은 4)에 열거된 바와 같이 생리학적 요구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직접 검증의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을 수 있으며 본 규격은 8-14에서
논의된 대안으로써 일부 중요 파형에 대해 수적 제한값을 제시한다.
8) 수로 규정된 PNS의 디폴트 한계값

PNS 한계값을 직접 검증하는 일은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의 대안으로 본
규격은 dB / dt 와 E 의 수로 규정된 디폴트 한계값을 제시한다. 3명의 지원자가 참여하여
MR 장치가 PNS를 얻는데 쓰였던 연구를 근거로 하여 이 한계값을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Ham [89], Bourland [90] 그리고 Hebrank [91]가 발표하였다. 이들의 각 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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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원통형 전신 자석 내부의 전신 경사 장치의 경사를 변경할 때 노출된 지원
실험자들에게서 dB / dt 함수와 펄스 지속시간으로써 임계값 PNS가 관찰되었다. 임계값
PNS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값은 직접 비교 가능하지 않으며 경사 파형의 세부사항이
상이했지만 이 실험 연구가들의 결과는 비교 가능했다. 본 규격에서는 여기서 사용된 PNS
한계값의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미발표의 이 세부사항을 수집하여 비교한다. 비교한 근거는
9)에 요약 설명되어 있다. 이에 근거한 전신 MR 장치의 경사 출력 한계값은 10)에 나와
있다.
9) 경사 출력의 비교 근거

실험 연구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 [89, 90, 91]는 다음과 같다. 모든 dB/ dt 값은
자석과 동축인 2m의 원통 벽에서 나타나는 계수값 dB / dt 의 시공간 최대값인 dB / dt 로
재검토되었다. 이 원통형의 부피는 대체로 환자에게 접근 가능한 부피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사용된 모든 경사 파형은 사다리꼴 모양의 EPI 파형이다. 변경된 경사 방향은 3가지 실험
중 두 실험에서는 전후방(AP)이었으며 동시에 추진한 모든 경사 유닛의 결과는 세 번째
실험에서 쓰였다 [89]. 이 발표에서 변경된 경사의 AP 방향에 대한 임계값은 회귀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 파형의 평평한 정점 길이는 Bourland [90]는 0.3m, Ham [89]은
0.4m 그리고 Hebrank [91]는 0.5m 였다. 평평한 정점의 지속시간의 차이는 두 번째 순서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어 무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많은 지원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개별
임계값의 분포 너비는 세 연구의 두 연구에서 평가될 수 있었다 [90, 91]. 평균의 소수부로
나타낸 표준 편차는 두 연구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임계값의 신뢰 구간을
규정하기 위해 채택된 평균 임계값은 0.24 이다.
경사 장치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임계값이 램프 시간에 대해 모든 주제에 이를 수 없을 때
평균 추정값으로 절단된 평균이 사용되었다. 지원자 N에서 최고 임계값이 관찰될 수 없을
때 이 통계는 정연한 임계값의 중앙 소수 N-2c 이상의 평균으로 규정된다.
10) 전신 MR 장치에서 인간 실험 지원자의 PNS 임계값에 대한 실험 데이터

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교 근거에 대해 전환된 실험값 결과는 그림 BB 2에 나와 있다.
사용된 MR 장치 제조자는 서로 달라서 경사 하드웨어 디자인이 차이나지만 데이터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방정식 (2)에 따라 단일 쌍곡선 임계값 자극 함수는 인용된 각
보고서에서 검사받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는 각 데이터 지점에 통계 가중치를 두어 모든
데이터 지점에 맞춰서 획득하게 된다. 획득한 기전류값은

rb = 19.7 ± 1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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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격에서 20 T/s로 반올림했다. 시치는 tc = 0.36 ms 이다.

사다리꼴 EPI 파형 대 램프 시간 ts 의 주변 신경 자극에 대한 실험 임계값의 이중 로그
도표(◇ Ham [89], + Bourland [90],× Hebrank [91]). 이 모든 실험에서 데이터는 변경된
경사 방향의 AP 방위를 유지한다. 임계값은 0.2 m의 자석과 동축인 원통 표면의 시공간
계수 최대값인 dB / dt 로 표시된다. 실선은 인용된 각 보고에서 실험된 지원자 수를 반영한
지점 당 통계 가중치와 함께 모든 데이터 지점에 맞춘 쌍곡선이다. 쌍곡선의 지표 매개
변수는 기전류 rb = 19.7 T/s이며 시치 tc = 0.36 ms 이다(방정식 (2) 참조).
그림 BB. 2 - 전신 MR 장치에서 인간 실험 지원자들의 PNS 임계값에 대한 실험
데이터
11) 사다리꼴 파형 이외의 PNS 임계값에 대한 실험 데이터

계 dB / dt은 자극 지속시간 ts 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사다리꼴이 아닌 경사
파형에서 자극 지속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Harvey [93]와 Mansfield [94]는 사인
곡선 파형에서 B(t) = Bma sin(2πt / T)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이 전파비와 최대 변화율로
규정될 때 사인 곡선 파형의 임계값은 사다리꼴 파형과 거의 같게 된다.
임 값

x

ts,e = 2 B ma / B(0) = T/ π
ff

(BB 10)

x

이 밖에 Frese [95]는 동일한 MR 장치에서 사다리꼴 파형의 AP 방향과 사인곡선 파형의
AP 방향을 비교했다. 그림 BB.3 은 ts,e 함수 그래프로 나타낼 때 획득한 표준 적합도를
설명한다. 이 규격에서 ts,e 는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을 설명하는데 쓰인다.
ff

ff

- 1028 -

파형은 사다리꼴 EPI (+)과 사인 곡선 EPI 파형(◇) 이다. 이 파형들은 Frese [95]의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인 ts,e 데이터에 대해 나타낸다. 이 데이터는 변경된 경사의 AP 방향을
지속한다. 임계값은 반경이 0.2m인 자석에 동축인 원통 표면에 공간 최대 계수 dB/ dt 로
표시된다. 실선은 그림 BB. 2의 것과 동일한 모든 데이터 지점에 맞춘 쌍곡선이다.
ff

그림 BB.3 - 주변 신경 자극에 대한 실험 임계값의 이중 로그 도표

12) 변경된 경사 방향에 대해 환자 신체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PNS 임계값에 관한
실험 데이터

경된 경사 방향의 함수로써 기전류값은 전신 MR 장치에서 실험적으로 획득되었다.
F-경사 코일에서 Purdue는 84명의 실험 지원자를 연구하여 기전류 29.5 T/s 와 시치 0.36
ms를 보고했다. 이 실험에서 실제 HF-경사 코일의 각 끝에서 자장 패턴을 재형성하는
단일 권선은 HF-경사를 변경할 때 자극하는 결과를 모의 실험하는데 사용되었다. 대상은
최저 PNS 임계값에 종방향으로 위치시켰다. 이 실험은 이러한 MR 장치의 상하 (HF)경사
방향에서 AP 및 HF 경사 방향비가 0.66인 PNS 임계값이 AP 방향에서 보다 더 크다는
점을 밝혔다. LR 경사와 AP 경사의 임계값 차이는 유사하다. 지원자에 대해 경사 코일을
교대로 사용하여 이 임계값을 조사한 Budinger [96]의 지원자 10명에 관한 데이터는 0.8의
AP 경사 임계값과 LR 경사 임계값 간의 비를 제시한다. 이 결과로 인해 본 규격은 w F =
0.7 및 w LR = 0.8과 같은 HF 경사 및 LR 경사의 경사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가중치 계수
사용을 허용한다.
변
H

H

13) 한 개의

경사 단위 이상에서 파형을 결합할 경우 신경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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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공명 시퀀스는 세 개의 모든 경사 유닛에서 결합된 경사 파형을 포함한다.
모든 코일이 최대 경사 출력에서 동일한 파형과 동시에 통할 때 가장 강한 자극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 중심부 주변 공간의 각 모멘트에서 전체 변화율 값 (dB / dt)total은 각 경사 유닛 i
에서 기여값 (dB / dt)i 의 벡터 총합이 된다. 자극에 대한 기전이라고 간주되는 유도
전기장은 각 변경 경사에서 발생하는 전기장 E i 에 벡터를 추가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된다.
(dB / dt)total값은 경사 좌표계에 의해 규정된 팔분원에 따라 강하게 바뀌는 식의 공간 함수일
것이다. 최대값은 (dB / dt)total의 방향과 각 (dB/ dt)i 방향이 90°보다 작은 각도에 있는
팔분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조건은 항상 팔분원의 2에서 존재할 것이며 최악의
조건은 경사가 기호를 바꾸는 복합 파형이 다른 팔분원으로 변경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팔분원 내에서 (dB / dt)total의 공간 최대값은 (dB / dt)i 의 공간 최대 총합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후자는 같은 지점에 나타나기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팔분원에서 조차
(dB / dt)total의 최대 위치에서 (dB / dt)i 의 벡터 방향은 완전히 평행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려한 경우 (최대 dB / dt의 동일한 파형으로 동시에 통한 모든 코일)
자극의 결합 효과는 개별 코일의 선형 결과의 총합보다 적다.
본 규격은 동시 변경된 경사의 효과는 개별 경사 유닛인 (dB / dt)i 의 가중치를 적용한
이차방정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중계수는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 드라이브에서 세 경사의 자극 지속시간 ts 이 다를 때 이차방정식의 합은 여전히
의미있을 수 있으나 각 자극 지속시간 ts 에 대한 개별 한계값이 공통 한계값을 대체해야
한다.
최

경사의 최대 크기에서 동시적 파형을 가진 시퀀스는 MR 검사에서 드문일이다. 따라서
이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각 파형의 형태를 고려하는 보다
정확한 모델을 통해 다른 코일에서 부분적으로 동시 파형의 임계값을 보다 실제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예는 16)에서 설명한다.
각
런

14) 전신 경사 장치의 PNS 한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차 통제 작동 모드의 한계는 임계값 PNS를 나타내는 경사
출력이다. 이 생리학적 규정은 다시 설명할 수 있다. 전신 경사 장치에서 이 한계는 10)의
AP 경사를 변경하기 위해 구한 임계값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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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어진 파형을 가진 경사 장치의 최대 경사 출력을 유지하는 한계이다.
- MR 장치의 최대 경사 출력은 최대 슬루율과 최대 경사 진폭에서 모든 경사 유닛의 동시
출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 컴플라이언스 볼륨은 본 규격에 규정되어 있다. 그 크기는 대체로 지름이 큰 환자의 신체
일부가 없는 구역을 차단하며 이는 환자를 접촉할 수 있는 실제 공간보다 작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11)의 사인 곡선과 사다리꼴 간의 임계값을 수정하는 동안 자극에 의존한다.
- 동시 출력은 12)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변하는 임계값 비와 13)의 이차방정식의 합을
이용하여 각 경사 유닛의 경사 출력을 조사하여 얻는다.
이 결과
∑( w i dB/dt i ) 2 < 20× (1+0,36/t s)

(BB 11)

dB / dt 값은 계산 또는 시험으로 구할 수 있다. 바이오 사바르의 법칙을 이용하여 코일
기하학과 전류 분포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B ( r )= ⌠
⌡

μ İ (

r ' )× ( r ' - r )×d l'
4π | r ' - r | 3

(BB 12)

여기에서 dl'은 r' 위치에서 코일 권선의 한 성분이다.
15) E

자장 계산에 근거한 PNS 한계값

전신 경사 장치와 크기면에서 다른 경사 장치에 관해서 경사 출력을 전신 경사 장치의
임계값 PNS와 관련하는 실험 연구에서 얻은 정보는 직접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 관계는
코일의 기하학과 환자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경이 0.1m인 두부만이 경사
장치에 노출되면 8)에서 제시한 경사 출력 한계값은 약 2인 계수(방정식 (4a) 참조)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적일 수 있다. 특수 목적을 가진 MR 장치에서 경사자장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예를 들어, 흉부, 수족 또는 두부에 사용되는 특수 MR 장치나 특수 경사 장치는 전신 MR
장치(현미경법, 심장 및 두부에 사용되는 경사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본
규격은 경사를 변경함으로써 유도된 전기장 E에 대한 한계값의 이용을 허용한다. 이의
타당성은 E 가 3)에서 설명된 생리학적 모델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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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코일의 E 값과 환자의 기하학적 형태를 쉽게 측정할 수 없지만 환자에 유도된
전류의 결과를 무시할 때 코일의 기하학적 형태와 전류 분포가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변경된 경사로 인한 환자에게 분포된 전기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 -∂A/∂t -∇Φ

(BB 13)

여기에서 A는 경사 코일의 전류로 인한 자장 벡터 전위이다. 시간 계수 기호 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여기에서

× İ ( r ')d l'
E ( r ) = Ȧ ( r )= ⌠
⌡ μ4π | r - r '|

(BB 14)

기호 는 코일 전류의 변화율이다
dl'은 r' 위치에서 코일 권선의 한 성분이다.
정전기 전위 Φ은 전기 전도성의 불연속 사이의 중간면(가령 공기와 환자 사이의 중간면)의
전기 전하로 인해 발생하며 전기 전하를 보전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정전기 전위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Φ가 0인 주목할만하게
특별한 경우 전도성 원통축을 따라 적용된 원주형의 대칭인 z-경사에 대해서 이다. 이 경우
수식. 방정식 (BB 14)는 복합 완자 모델에 적용된다. 이는 원통이나 균일한 전도성
타원체와 같이 신체의 관심 부분을 근사치로 구하기 위해 유용하게 단순화한 형태이다.
본 규격에서는 E에 대한 임계값이 1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0.36의 시치와 dB/ dt 값과
관련한 방위 및 E 와 dB/ dt 의 비율에 대한 Purdue의 계산 결과에 근거한 기전류를 가진
방정식 (BB 6)의 임계값 함수의 쌍곡성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4) 참조). 전기장은
환자의 전신을 대상으로 균일한 전도성을 가정하여 계산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획득한 기전류 전기장은 AP 경사의 변경 시에는 2.16 V/m이며 HF 경사의 변경 시에는 2.4
V/m이다. 이 두 값의 차이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2.2V/m은 모든 경사
방위에 대해 사다리꼴 펄스 열을 이용하여 PNS 의 전기장 기전류에 대한 올바른 추정치로
보인다. dB/ dt 의 한계값에 대한 논쟁과 유사한 1차 레벨 통제 작동 모드의 E 한계값은 E
임계값과 같다. 정상 작동 모드에서 E 한계값은 0.8 인수로 감소된다. E 한계값은 모든 MR
장치 종류에 적용된다. E 값은 주어진 경사 출력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볼륨에서 발생하는
최대값이다. 이는 14)의 설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 컴플라이언스 볼륨은 환자에게 접근 가능한 전체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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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유닛의 동시 출력은 13)에서 제시한 이차방정식의 합에 대한 규칙에서 유도될 수
있으나 방향에 따라 바뀌는 가중치 계수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자극 지속시간
t ,e 을 가진 EPI 파형에서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다.
x ff

∑( E t ) 2 < 2,2× (1+0,36/t s, eff )

(BB 15)

16) 복합 파형에 대한 PNS 임계값 모델
10)에서 규정한 기전류와 시치를 가진 방정식 (BB 6)과 유사한 쌍곡선 임계값 함수는
반복된 쌍극 직사각형의 자극(및 방정식 (BB 11)에서 규정된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을
이용하여 사인 곡선)에서 적용된다. 가끔 MR 공명 검사에서 사용되는 복합 경사 파형을
다루려면 이러한 파형에 대해 임계값이 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보다 일반적인 임계값 함수는 결과적으로 임계값에 이르기 위해 신경
반응을 늘리도록 야기하는 Dirac 의 일련 함수와 같이 이 파형에 속하는 자극 B (t)을
고려하여 찾아볼 수 있다 [97]. 방정식 (BB 6)를 통해 지속시간 ts 의 단일 직사각형 자극에
대한 부임계값 반응 Rrect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 s
R rect = BḂ = rb ( tB +
c t s)
TḢ

(BB 16)

Rrect 는 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 ts 에 대한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d R recṫ ( ts) = Ḃ ×
tc
d ( t s)
rb ( t c + t s) 2

(BB 17)

방정식 (BB 17)은 B 값을 가진 t = 0에서의 자극에 디랙(Dirac) 형으로 합하여 t = ts 의
반응값에 대한 기여값을 나타낸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 강도 B(θ)와 함께 시간 θ 에서
디랙(Dirac) 형태의 자극으로 부터 시간 t 의 반응값 [기호] 의 증가는 다음과 같다.
tc
θ )dθ
dR( t)= Ḃ (rb
( t c + t- θ ) 2

0 < θ < T 에서 모든 자극 B(θ)에 대해 언제든지 신경 반응 R(t) 의 전체값은
합성곱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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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18)

1 ⌠ t Ḃ ( θ )t c dθ
R ( t)= rb
⌡0 ( t c + t- θ) 2

(BB 19)

그림 BB.4는 단순 직사각형 자극에 대한 R(t) 을 나타낸다. 자극의 진폭 dB / dt ma 이 최대
시간값 R(t)을 1보다 크게 야기할 때 흥분이 발생할 것이다.
x

일례로 에코 평면 영상(EPI)의 파형에서 복합 자극은 일련의 자극에서 첫째 자극이 다른
자극의 지속시간의 절반을 가진 신호를 변경한 일련의 직사각형 자극이다. 경사 파형의
편평 정점은 자극 사이의 간극 시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방정식 (BB 18)의 적분 결과는
그림 BB.5에서 PNS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최대값 R(t)는 첫 번째 전체 지속시간
자극의 끝에 있다. 그림은 단순 파형에 대한 임계값이 주어진다면 이 모델은 모든 파형에
대한 임계값 조건을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모델이 예측하는 바는 그림 BB.6과 BB.7의 실험과 비교된다. 그림 BB.6은 Purdue의
사다리꼴 파형의 임계값을 나타낸다(자세한 사항은 10) 참조). 방정식 (BB 19)는 실험
사다리꼴 파형을 막아 임계값 함수를 B(θ)으로 찾는데 사용되었다. 기전류 rb 와 시치 tc
(방정식 (BB 19))는 최적으로 조절되었다. 획득된 값은 10)의 동일한 자료에서 발견된
기전류 및 시치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방정식
(BB 19)에서 rb와 rc는 단극성 직사각형 자극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그림 BB.6은 동일한
기전류와 시치에 대해 방정식 (BB 19)에서 획득한 임계값 함수를 나타내지만 사인 곡선
파형에서는 방정식 (BB 11)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에 대해 관련한다.
이 모델은 이 정의를 타당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델은 두 개의 파형에 대한
임계값이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의 큰 범위에 걸쳐 10% 이내에서 동일할 것으로 추정한다.
단일의 지속시간의 절반과 지속적인 사인 곡선의 실험 간에 실험 임계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간 1과 10 사이의 범위를 가진 사인 곡선에서 실험적으로 발견한 보다
미세한 변화는 추정되지 않는다. 보다 광범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91]. SAFE(여과 및
평가에 의한 자극근사법) 모델은 경사 파형에 세 개의 임시 여과기를 적용하여 그 출력을
합한다. 여과기는 신경 세포 내의 활동 전위의 발생과 신경 연접부를 통해 신호의 확산을
모델로 나타낸다. 이 모델은 생리학적 행동을 설명한다고는 안하지만 자극 지속시간, 사인
곡선 대 사다리꼴형 그리고 경사 주기의 수에 대한 자극 임계값의 모든 의존도를 예측한다.
그림 BB. 7은 임계값을 사인 곡선형의 자극 시간의 절반 수치의 함수로 나타낸다. 임계값은
조정되어 Budinger의 실험 데이터에 일치한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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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B.4 - 직사각형 자극 dB/ dt 과 신경 충동반응 함수 n(t-θ) 에 의해 발생한
반응값 R(t)

수직축은 상대 단위를 가진다. R 은 tc = 0.36 ms을 적용하여 방정식 (16)에서 구한다.
동일한 세로좌표 값에서 최대 신경 반응은 첫 번째 음성 램프 후에 도달함을 보여준다.
그림 BB.5 - t = 0에서 시작하는 사다리꼴형 EPI 파형의경사 파형 G, 자극 파형 dB/dt 및 반응값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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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곡선은 사다리꼴 파형에 대한 것이다. 이는 Bourland [90]의 실험 데이터 (+)에
추어 방정식 (16)에서 구한다. 획득한 기전류 및 시치 값은 각각 17.3 T/s 및 0.3 ms이다.

낮
맞

상위 곡선은 동일한 기전류 및 시치 값을 사용한 사인곡선 파형에 대한 것이다.
그림 BB.6 - 유효한 자극 지속시간에 대해 짜여진 두 경사 파형에 대한 임계값 dB / dt

주. Budinger [96]의 실험 데이터: N=64일 때 방정식 (19)에서 나온 실선을 포함
그림 BB.7 - 파형의 반 주기 수치 함수로써 사인 곡선 경사 파형에 대한 임계값 dB/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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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3

과도한 고주파 에너지로부터 보호

은 자기 공명에 사용되는 고주파(대략 1MHz 보다 큼)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된
결과이다. 고주파에 심하게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많은 생물학적인 영향들은 약 1℃ 또는
그 이상으로 조직이나 체온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유도 발열에 대한 반응이나 전체
열부하[98]를 최소화하기 위한 반응과 일치한다.
발열

부하를 유도하는 고주파는 SAR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열 부하에
대한 환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주위 온도, 상대 습도, 공기 유속,
그리고 환자의 절연 정도이다. 때로 국소 및 전신 SAR 한계는 우려 수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지만 체온 상승은 제 1차 기준이다. 이로 인해 체온 상승 기준이 본 규격에
포함되었다.
열

부위나 "열점(hot spots)“은 지엽적인 체온 상승을 초래한다. 지엽적 발열 상승을
기할 수 있는 이식되지 않아야 하는 임플랜트, 문신 등을 환자에게 차폐하는 것이
요하다 [2]. 흡수되는 전력은 몸의 중심부에서 부터 반경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가하며 [99] 몸의 전기적 불균질성은 전류의 흐름과 국소적인 에너지 흡수를 변경시킨다.
구면의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에서 최악의 경우 ”열점“이 근육과 같은 커다란 전도성 영역의
외각 끝에 위치한 뼈나 지방과 같이 낮은 전도성의 영역에 생성될 수도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열점"은 국소적인 평균값의 2.5배까지 SAR을 가질 수 있다 [100]. 인체의 불균질적인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인체내 국소 조직 SAR이 전신
평균값과 비교하였을 때 작은 체적상에서 5배에서 심지어 8배 정도라고 한다[103].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증가들은 인체내 모든 장기들을 하나 하나씩 모두 평균하였을 때는 약
2배에서 4배까지로 줄어든다[103,104]. 국소 조직에 대한 높은 SAR의 가능성은 구적
여기(Quadrature excitation)에 의해 감소되며, 이 영향은 열의 발산과 혈액 흐름에 의해
완화된다.
발열
야
중
증

적 효과는 대부분의 생리학적 과정의 온도 민감성으로 인하여 제기된다. 고주파 노출에
관한 일차적인 관심사는 체온의 현저한 상승과 같은 과도한 생리학적 반응을 피하는데 있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조직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피하는데 있다.
고주파에 의한 급격한 전신 가열로 인하여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동맥압의
경미한 하강과 함께 심박 출량과 표피 혈액의 증가 등을 포함하여 체온 조절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105]. 이러한 반응들은 주위 온도에 대해 수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2℃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면 최고조가 된다. 체온의 증가가 1℃를 넘지 않는다면 체온 조절
기능과 심혈관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에는 건강에 위해가 없다[106]. 다음은 몇 가지
특정 예외적인 것들이다.
열

- 1037 -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환자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증가되는 열 부하에
적응하려는 능력의 감소에는 노화, 비만, 고혈압과 같은 생리학적, 물리학적인 관계들이
있다 [107]. 이뇨제, 신경 안정제, 진정제, 혈관 확장제 등과 같은 약품은 열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킨다[108]. 더욱이 유아의 체온 조절 능력은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았다. 임산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열발산 능력은 떨어진다. 이에 관련하여, 태반 벽을 통한 태아나 배아의
열적 손실이 잘 발달된 혈관 조직들에 의한 열 배분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주지할만한
가치가 있다. 상승된 체온은 영장목을 포함한 포유류에게서 기형 발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간의 심각한 고열(39℃ 이상)을 겪은, 특히 임신 후 3개월 이내에 , 임산부에게
태어난 아기가 중앙 신경계와 안면 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109, 110].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
볼 때 체온의 상승을 0.5℃ 보다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6].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에 노출된 사람의 전신 체온 조절 반응이 수학적으로
모델링 되어 왔다. Adair 와 Berglund [111]는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이고 얇은 옷을 걸친
환자의 체온은 전신 SAR이 4W/kg까지 노출되는 동안 주위 환경 조건에 의하여 0.6℃까지
상승한다고 계산했다. 이러한 계산값의 결과들은 20분에서 30분 동안 4W/kg까지 노출된
지원자들을 연구한 결과로써 합당하다고 본다 [112-115]. 더욱이 1.5W/kg의 전신 SAR에
노출된 환자가 과도한 국소나 계통적인 발열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다는 보고서는 없었다
[116].
전신 SAR의 제한값은 51.103에 기술되어 있다. 정상 동작 모드에서 1.5W/kg의 제한값은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허용 전신 SAR을 허용해야
한다. 체온 조절 기능과 심장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전신 SAR을
허용해야 한다. 레벨 1 제어 동작 모드에서 최대 4W/kg를 권고한다. 개인마다 허용된 체온
상승이 다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체온 상승의 개인차는 상당히 높다[117].
그러므로 의료 감독이 필요하다.
위에 설명한 제한값은 공기의 흐름이 적고 상대 습도가 60%보다 낮으며 온도는 24℃보다
낮은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 시험실내의 온도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환자는 가벼운 옷차림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Adair와 Berglund [118, 119]의 계산식은 열
손실을 제한하는 환경에 대한 보정 계수로 이용될 수 있다. 24℃ 이상인 주위 온도가 각
1℃ 상승할 때마다 전신 SAR에 대한 제한값은 0.25W/kg만큼 낮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대 습도가 10% 상승할 때마다 제한값은 0.1W/kg만큼 낮아야 할 것이다. 본 규격에서는
이 결과를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SAR을 줄이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간주한다. 개인의
반응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보정 계수를 사용할 때에는 관찰하여야 할 감독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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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같은 신체의 일부 영역은 특히 온도 증가에 따라 손상받기 쉬울 수도 있다. 자라고
있는 배아나 태아들은 특히 온도 증가에 민감하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몸통과
팔다리의 조직들은 덜 민감한 것으로 간주된다. Czerski와 Athey [120]는 머리 약 38℃,
몸통 약 39℃, 사지 약 40℃의 국소적인 온도는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두부 SAR에서 눈의 국소 가열 관계에 대한 간단한 계산 [121]에서 머리에 대한 3W/kg의
노출이 눈에 대해서는 1.6℃ 이상의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뇌의
온도는 1℃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털을 깍지 않은 양의 실험 측정에서 [122]
몇 종류의 동물의 각막, 초자체 종양, 두피, 혀, 경정맥 및 직장과 같은 주변 조직 및 심부
조직 온도를 측정하는 반면 60분에서 90분 간 4 W/kg 의 머리를 스캔하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 전신 SAR이 1.5, 2 또는 4 W/kg인 6마리의 동물에서 유사한 온도가 측정했다.
두부를 스캔한 측정에서 피부와 눈은 약 1.5 ℃ 만큼 온도가 상승했다. 60분에서 90분 간
스캔한 후 경정맥 온도(뇌 온도)는 0.46℃± 0.05℃ 상승했다. 전신 스캔에서 직장과 경정맥
온도는 노출하기 전의 값을 초과하여 약 1℃ 상승한 반면 복부 피부 온도는 7℃만큼
상승했다. 모델과 동물 실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최고 3.2 W/kg 두부 SAR 레벨(두부로
평균한)은 우려되는 레벨 이하로 간주했다. 눈의 온도 상승을 1℃까지 제한하는데 필요한
값인 3.2 W/kg 두부 SAR 한계값은 이에 대한 반대 보고서없이 미국에서 십년 이상 동안
사용되어 왔다. 또한 다른 국소 SAR 한계값은 ICNIRP의 것과 같게 사용되었다.
머

예를 들어 펄스화 된 고주파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주파 에너지의 간헐적 흡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느 물체의 온도 상승은 열원에 노출된 이후 가열 중심부가 최대 값의
50%까지 온도 상승에 걸리는 시간, 즉 50% 열평형 시간의 평균된 SAR 값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신체의 열평형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15분에서 30분
정도라고 생각되고 있다. 반면에 눈과 같이 작은 질량의 조직은 약 5분의 열평형 시간을
갖고 있다 [123]. 본 규격에서는 모든 조직과 신체의 SAR을 정하기 위한 평균 시간으로
6분을 사용한다.
RF 송출 코일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볼륨 RF 송출 코일이며 다른 하나는
국소 RF 송출 코일이다. 볼륨 RF 송출 코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바디 공명기와 헤드
코일이다. 국소 RF 송출 코일은 분광 응용에 대해 공통으로 이용된다.
RF 송출 코일의 두 가지 분류법은 단순한 규정일 수 있지만 안전도의 관점에서는 SAR의
제어에 여전히 충분한 규정이다.
볼륨 RF 송출 코일에 대해서는 전신과 국소 조직 SAR(두부 SAR 포함)의 측면만 제어하는
것이 충분하지만 국소 RF 송출 코일에 대해서는 전신과 국부 SAR을 제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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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코일의 종류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노출 상황의 다양성, 환자의 크기 및 이들의 상관
자세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신 SAR을 국소 조직 SAR 또는 국부 SAR과 같이 동시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 요구사항은 SAR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 대해 SAR 관리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예에서 입증된다.
예 1: 두부 RF 송출 코일을 이용하여 성인을 검사하는 것은 부분적인 신체(일반적으로
두부)의 노출을 뜻한다. 이 경우 국소 조직 헤드 SAR은 RF 출력 송출량을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두부 RF 송출 코일을 이용하여 유아를 조사하는 것은 전신 노출로
판단해야만 한다(유아의 크기가 이 코일 내에 완전히 맞는다면). 이 경우 전신 SAR은 제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 2: 상대적인 크기의 전신 공명기 내에서 어린이의 두부를 검사하는 것은 국소 조직 헤드
SAR 값 보다 중요한 전신 SAR 값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 3: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전신 공명기를 이용하여 체격이 큰 성인을 검사하는 것은
전신 노출 보다 많은 국부 노출을 뜻한다. 이 경우 노출된 국부의 SAR은 안전한 레벨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예 4: 국소 RF 송출 코일을 이용하여 성인을 조사할 때는 국부 SAR을 분명히 제어해야
한다. 그러나 유아와 상대적으로 큰 국소 RF 송출 코일의 경우 전신 SAR은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될 수도 있다.
두부 SAR, 전신 SAR 및 국부 SAR은 실험 데이터와 이론적인 모델링의 몇 가지 근원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러나 RF 송출 코일의 볼륨 형태에 대해 SAR 제어를 바람직하게
단순화하면 신체의 노출 부위에 대한 국소 조직 SAR 제한값을 소개해야 하게 한다(예 3
참조). 이 제한값은 비에 의해 변하도록 선택되어 왔다.

(신체의 노출 부위 질량)/ (환자의 체중)
다음의 고려 사항이 이 규정을 이끈다. 환자의 체격이 RF 송출 코일 내에 완전하게
맞는다면 노출 질량은 환자의 체중과 같으므로 신체의 부분 노출에 대한 제한값은 전신
SAR 제한값과 같아야만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제한값은 줄어드는 코일의 길이로
증가할 수도 있다. 길이가 매우 짧은 RF 송출 코일에 대해 신체 부분 SAR은 국부 SAR
제한값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질량비에 대한 선형 의존도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같다. 그림 BB.8은 이를 그래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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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흡수된 RF 출력 분포를 측정하고 신체의 노출 부위의 질량을 측정하려면 환자의
형상은 환자의 등록 데이터에 근거하여 모델링 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단순한 원통 모의
실험 두부, 나체 흉상 및 사지에 의해). 성장 중 정상 측정의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인 인체 측정학 데이터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림

BB.8 -

환자의 노출 부분 질량에 대한 SAR 제한값

51.103.1 온도 제한값

IEC 60601-1은 신체를 접촉할 수도 있는 물체에 대해 표면 온도 제한값(T limit = 41 ℃)을
설정한다.
그러나 이는 전자 회로도의 표면열에 대한 제한값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예를 들어 RF
수신 코일). 정상(스캔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 온도는 약 33℃이나 전신 SAR이 높은 MR
검사 중 피부 혈관은 팽창하고 피부 온도는 핵에 가까워진다(약 37℃).
다음의 값을 매개변수로 가정한다.
- 주변 온도 Ta 는 273 K + 21 K
- 피부 온도 Ts 는 Ta + △T
- SAR을 전신 특정 흡수율로 한다
- MET을 기초대사(= 1.2 W/kg)로 한다
- m을 환자의 체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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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 를 상수(5.67× 10-8 W/(m2k4)로 한다
- 범위 A를 환자의 표면적(= 1.9m2)으로 한다
시험 시 전기 회로도는 적절한(열적으로 절연된) 인체 모형 위에 위치시키고 20분 간의
스캔 프로토콜은 MR 장치에 대한 최고의 의료 전신 SAR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전기 회로도 표면 온도의 가열 작용은 다음으로 제한될 수 있다.
12.9℃ - 6.9

℃



SAR 또는 4℃ (어느 것이든 큰 값)

51.104 고 정자장에 대한 보호
정상 작동 모드에서 제한값으로 2T의 선택비와 레벨 1 제어 작동 모드에서 제한값으로
4T는 부록의 6.8.2 hh)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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