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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지침서는 2008년 심장자기공명학회(Society for 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SCMR) 표준화 프로토콜 운영위원
회 내 대책위원회에서 출간한 지침서의 개정본이다. 최초 지침서 출간 이후 세 개의 추가적인 전문위원회 (판독문, 영상후 재처리
post-processing, 선천성 심질환)에서 각각의 지침서를 출간하였고, 이들 지침서를 본 지침서와 함께 참조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일
반적인 심장자기공명 CMR 관련 기술이 표준화되었기에, 일반적인 원리와 기법 부분이 추가되었다. 조직특성감별 tissue characterization/분포도 mapping 분야는 아직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 분야 관련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적으로 놔
두었다. 저자들은 이 지침서로 통해 임상에서의 심장자기공명영상이 지속적으로 표준화 되고 환자중심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장자기공명 분야가 발전을 하는 것에 맞춰 이 지침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개정될 것이다.

서문

역시 심장자기공명학회 영상후 재처리 대책위원회에서 최근
출간한 지침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에 현 프로토콜 지침서

이 지침서는 2008년 심장자기공명학회 표준화 프로토

에서 제외하였다[3]. 선천성 심질환에 관련된 프로토콜 또한

콜 운영위원회 내 대책위원회에서 출간한 지침서의 개정

별개의 지침서가 최근에 출간되었기에 현 지침서에서 이 주제

본이다[1]. 최초 문서 출간 이후 세 개의 추가적인 대책위

역시 제외하였다[4].

원회(판독문, 영상후 재처리, 선천성 심질환)에서 각각의

많은 일반적인 심장자기공명 관련 기술이 표준화되었기

지침서를 출간하였고, 이들 지침서를 본 지침서와 함께

에, 일반적인 원리와 기법 부분이 추가되었다. 조직특성감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는 2010년 심장자기공명학

분포도 분야는 아직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

회 대책위원회에서 출간한 판독문에 관한 지침서 이다

분야 관련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적으로 놔두었다.

[2]. 이 지침서에 판독에 관련된 부분을 망라하고 있기에,

저자들은 이 지침서를 통해 임상에서의 심장자기공명영상

이번 프로토콜에서 판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이 지속적으로 표준화 되고 환자중심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

모든 언급은 제외하였다. 분석 방법론에 관한 모든 언급

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장자기공명영상 분야가 발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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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맞춰 이 지침서는 일정 간격을 두고 개정될 예정이다.

15쪽 중 2쪽

• 심한 대동맥판 협착증 (최고 대동맥판막 경사압력차 >
50 mmHg 또는 대동맥판막 개구부 면적 < 1cm2)

일반적 기법
자장세기 고려사항
1. 심장자기공명은 다양한 자장세기에서 시행될 수 있다.
1.5T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대다수의 검사에서 쓰인다.

2. 3T에서 심장자기공명을 시행하려면 인공음영을 피하기

•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을 포함하는 복합성 부정맥
• 비대심근병증

• 심근염, 심내막염, 심낭염

• 조절되지 않는 울혈성 심부전

아트로핀

위해 고주파 펄스의 세심한 보정 및 조정이 필요하다.
3. 향상된 신호대잡음비의 결과로, 일차 조영증강 관류영

• 협각녹내장

상 first pass contrast-enhanced perfusion imaging을 얻

• 중증 근무력증

4D 혈류기법 4D flow technique 또한 3T가 더 유리할 수

• 폐쇄성 위장관장애

는 데에는 3T가 유리하다. 표지기법 tagging 시퀀스와

• 폐쇄성 요로병증

있다.
4. 1.5T에서 영화영상 cine imaging에 가장 적합한 항정상
태자유세차시퀀스 steady-state free precession sequenc-

es (SSFP)는 3T에서는 특이흡수율 specific absorption
rate (SAR)의 제한으로 인한 검은 밴드 인공음영 dark
banding artifacts과 유동 인공음영 flow artifacts의 증가
를 비롯하여 숙임각 flip angle 최적화의 제한 등 여러 어
려움이 있다.

아데노신 또는 레가데노손
•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또는 동결절 장애
• 수축기 혈압 90 mmHg 미만

• 동성 서맥 (심박수 <40 bpm)

• 규칙적 흡입기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활동성 기관협착 또
는 기관연축질환

5. 1.5T에서 안전하다고 검증된 여러 장치가 3T에서 안

• 알려진 아데노신 또는 레가데노손에 대한 과민증 (레가

전하지 못할 수 있다. 더 높은 자장세기에서 여러 의료

도노손에 의한 부작용이 아데노신에 의한 부작용보다

기기의 MRI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요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레가도노손의 반감기가 더

한다.

길다)

부하 약물

환자 준비

1. 도부타민: 보통 최대 용량 40 μg/kg/min

2. 아트로핀: 보통은 0.25 mg 분할 (최대 용량 2 mg)

3. 아데노신: 140 μg/kg body weight/min, (심박수가 2-3분

후에도 10 bpm 이상 증가 또는 혈압이 10 mm Hg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 기관이나 현지 표준에 따라 210

1. 부하검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는다.

2. 확실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환자들은 부하약물에 대
한 잠재적 중화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다음의 약물을
12-24시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부타민: 베타차단제와 질산염계통nitrates 약물.

μg/kg body weight/min까지 투여량을 올리는 것을 고

아데노신/레가데노손: 카페인 (커피, 차, 초콜릿 등의

려)

카페인 함유 음료 또는 식품, 카페인 함유 약물), 테오

4. 레가데노손 Regadenoson: 0.4 mg 단일 주입

필린 theophylline, 디피리다몰 dipyridamole
주: 아데노신이나 레가도노손 모두 더 높은 용량을 쓸

금기

경우 카페인이나 니코틴의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도부타민

보고가 느는 추세다.

• 심각한 전신적 고혈압 (≥ 220/120 mmHg)
• 불안정 협심증

1. 금식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오심과 구토 등 부하약물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공간이 제한된 마그넷 안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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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권장된다.
2. 한쪽 팔에 한 개씩, 총 두 개의 정맥주사경로가 확보
되어야 하며, 하나는 가돌리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

15쪽 중 3쪽

3. 응급소생 계획
4. 제세동기

5. 응급처치용 약물

데노신을 위한 것이다. 조영제 주입에 선호되는 곳은 전

a.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약물: 베타차단제 (에스몰

주와이다. 혈압계 커프는 가돌리늄이나 아데노신 주입

롤 esmolol 또는 메토프롤롤 metoprolol), 니트로글리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레가도

세린 nitroglycerin, 아미노필린

b. 응급카트 내: 응급약물 전체 세트 (에피네프린 epi-

노손 주입을 위해서는 한 개의 정맥주사경로만 있으면

nephrine, 베타차단제, 아트로핀, 기관지확장제, 항부

된다.

정맥약 등)
6. 도부타민의 경우-영상 획득 후 바로 시행한 영상 재구

잠재적 부작용

성 도중 온라인으로 심근운동 평가
고용량 도부타민은 흉통, 두근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외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드물다:
• 심근경색

가돌리늄 용랑 모듈/안정성
표1 참조

• 심실세동

주:

• 지속성 심실 빈맥

1. 용량과 주입속도는 스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주어
진 값들은 일반적인 스캔 시간에 대한 권장사항이다

아데노신과 레가데노손은 홍조,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
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심각한 부작용은 다음

2. 조영제 주입속도는 1몰 농도의 조영제에서는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주입속도를 2의 배수로 나눈다.

과 같다:
• 일시적 심차단

3. Gadobenate dimeglumine와 같이 높은 이완성을 가진

• 일시적 저혈압

조영제일수록 더 적은 농도를 필요로 한다.

• 일시적 동성빈맥

4. 이 프로토콜에서 “가돌리늄”은 가돌리늄 킬레이트를

• 기관연축

의미한다.

부하 장치 및 안전성

안전에 관한 고려사항:

1. 모니터링 장치 (혈압, 심전도,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인

1. 4기 또는 5기의 만성신장질환 (추정 사구체여과율 <30

mL/min/1.73 m2)이 있는 환자, 특히 투석을 시행받는

터컴)
2. 마그넷에서 환자를 빨리 꺼낼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및

환자와, 급성신부전, 그리고 만성간질환 환자에서는 신
성전신섬유화증 nephrogenic systemic fibrosis (NSF)에

정기적 훈련
표 1. 조영제와 chasing bolus 용량 및 주입속도
적응증
관류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혈관조영술 (경동맥,

조영제 용량
(mmol/kg body weight)

주입속도

식염수
chasing bolus

주입속도

0.05-0.1

3-7 mL/s

30 mL

3-7 mL/s

0.1-0.2

2-3 mL/s

20 mL

2-3 mL/s

0.05

3-5 mL/s

30 mL

3-5 mL/s

0.1-0.2

20 mL

신동맥, 대동맥)
Time-resolved 혈관조영술
말초 혈관조영술

0.2

첫 10mL @ 1.5 mL/s,

나머지 @ 0.4-0.8 mL/s

20 mL

0.4-0.8 m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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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성 때문에 가돌리늄 조영제는 피해야 한다.
2. 적절한 질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 용량의 가돌
리늄 조영제를 사용해야 한다.
3. 신성전신섬유화증의 위험도의 일정 부분은 사용된 가

15쪽 중 4쪽

c. 가능할 경우 병렬영상 parallel imaging 사용

6. SSFP 장축 영화 영상

a. 4방4 chamber 장축은 승모판막과 삼첨판막의 중앙
과 심첨을 지나는 수직 장축에 의해 책정된다. 이는

돌리늄 킬레이트의 종류에 달려 있다. 신기능장애가

우심실자유벽 RV free wall의 갈비가로막각 (경계)를

있는 환자에서 조영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관, 지

사용해서 기저부 단축 영화 영상에서 대조 검토할

역,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한다.

수 있다.

4. 투석환자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가돌리늄을 피치 못
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 지역, 국가의 가이드라인
에 따라 투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b. 정찰 영상에서 수직 장축은 이미 획득함

c. 좌심실유출로 LVOT 장축은 기저부 단축 영화 영상
에서 보인 것처럼 심첨을 지나고 승모판막 중심을 지
나며 LVOT의 중심과 대동맥판막까지 정렬하여 획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1. 정찰 영상 scout imaging–축상 transaxial, 관상 coronal,

득한다.
d. 선택사항-3개 이상의 회전된 장축상을 한 세트로 얻
어도 된다.

시상 sagittal

2. 흉부를 통과하는 SSFP 또는 고속스핀에코 fast spin
echo 축상 (8-10 mm) 영상

3. 단축면 short axis 영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기 위한

우심실 구조 및 기능
1. 우심실 단축영상은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과 비슷

정찰 영상-장축 long axis 영상으로 운동과 혈류유입이

한 양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일회영상힉득 single shot보다는 영

정량화를 위해 단축을 사용한다면, 기저부 단축 절편

화 획득이 더 선호됨.

을 좌심실의 심근면에 바로 위치하게 해야 하고 이완

a. 심첨부에서 승모판막의 중심까지의 축상 정찰 영상

기말 최소 한 개의 기저부 절편에서 적절한 양의 심방

들에 직각인 수직 장축
b. 수직 장축에 직각이며 심첨부와 승모판막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 장축
4. 높은 신호대잡음비와 심근과 혈액저류 blood pool와의

우수한 대비를 줄 수 있는 SSFP가 영화 영상에서는 최
적의 방법이다.
a. 3T에서는 SSFP 영화 영상이 인공음영에 의해 왜곡
될 수 있어서 훼손경사에코 spoiled gradient-echo 시

부피를 제외하는 데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2. 우심실 용적측정 volumetry을 위해서는 우심실을 축상
으로 지나는 영화 영상을 고려한다.
3. 장축 영상은 삼첨판막 유입구에 맞춰진 우심실 수직 장
축상과 우심실유출로상(폐동맥판을 지나는 시상 또는
사위시상 oblique sagittal 평면)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일차 관류 모듈

퀀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b. 띠 인공음영 banding artifact을 줄이거나 이동시키
는 전략으로는 보정, 반복시간 감소, 고주파수(주파
수 ‘정찰’ 시퀀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음) 조절이 있다.
5. SSFP 단축 영화 영상은 승모판막 평면에서 심첨 apex
까지이다. 단축영상 중 가장 기저부 절편은 이전에 장
축 영화영상에서 책정된 이완기말 방실접합부 atrioventricular junction의 심근면에 바로 위치해야 한다.

a. 절편두께 slice thickness 는 6-8 mm, 두께사이 간격

interslice gaps 은 2-4 mm으로 전체적으로 10mm에
맞출 것

b. 시간해상도 temporal resolution ≤45 ms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과 같은 정찰 영상

2. 하이브리드 경사에코 에코평면영상 echo planar imaging (EPI), 경사에코, 또는 SSFP 영상획득 readout을 사

용하는 포화회복 saturation-recovery 영상

3. 단축상 영상 (심박 당 최소 3 절편)

a. 허혈 평가시, 매 심박 당 데이터를 획득해야 함
b. 절편 두께 8 mm

c. 가능할 경우, 병렬 영상

d. 평면내 해상도 in-plane resolution ~ <3 mm

e. 영상획득 시간해상도 ~100-125 ms 또는 가능한 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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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조영제 주입 (0.05-0.1 mmol/kg, 3-7 mL/s) 후 최소 30
ml saline ﬂush (3-7 mL/s)

g. 호흡정지는 조영제가 좌심실 내에 도달하기 전인 조
영제 주입 초기에 시작
h. 조영제가 좌심실 심근을 이미 지났을 시기에 40-50
심박 동안 영상 획득

15쪽 중 5쪽

2. 아데노신 부하 관류 영상 (최소 3분간 140 ug/kg body
weight/min 주입, 선택적으로 210 ug/kg body weight/

min 까지도 가능).

선택사항-최초 아데노신 주입은 마그넷통 바깥에서
할 수 있다.
a. 일차관류 모듈

b. 아데노신 주입 마지막 1분에 가돌리늄을 주입한다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c. 40-50 심박 동안 영상을 획득하고, 가돌리늄이 좌심
실 심근을 통과했을 때쯤 아데노신 주입을 멈춘다.

1. 펄스 시퀀스:

a. 신호대잡음비가 충분하고 호흡정지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환자의 경우, 2D 분절 역전 회복

d.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 기준치, 주입 도중, 주입
후 최소 2분 후 각각 혈압 측정

3. 대안: 레가데노손 부하 관류 영상 (0.4 mg 볼루스 주입)

경사에코 2D segmented inversion recovery GRE 또

a. 일차관류 모듈

sion recovery (PSIR), 그리고 3D 시퀀스를 선호한다.

c. 가돌리늄이 좌심실 심근을 통과하기까지 40-50 심

는 SSFP, 위상민감역전회복 phase-sensitive inver-

b. 환자가 호흡정지를 힘들어하거나 심장 리듬이 불규
칙적인 경우, (SSFP형태)의 single-shot 영상을 예비

책으로 시행한다.
2. 가돌리늄 주입 후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한다 (가돌리
늄 킬레이트 용량에 관해서는 표 1을 참조).

b. 레가데노손 주입 약 2분 후 가돌리늄 주입
박 동안 영상 획득

d.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기준치 및 레가데노손 주
입 후 매 2분마다 최소 6분 동안 혈압 측정

4. 휴식 관류

a. 부하 관류 영상에 쓰인 가돌리늄이 배출되기까지 최

주-10분보다 더 빨리 찍을 수도 있는데, 이는 혈액저류

소 10분은 기다려야 함. 이 동안 부하 영상을 검토하

의 신호가 지연조영증강된 심근보다 낮아서 더 적은

거나 장축상 등의 영화 영상을 완료하거나 판막 평

용량을 사용했을 경우이다. 이완기 정지시에 영상을

가 등을 할 수 있음.

획득한다.
3. 영화 영상과 같은 상 (단축 및 장축상)
4. 영화 영상과 같은 절편 두께

5. 평면내 해상도 ~ 1.4-1.8 mm

b. 아데노신/레가데노손 없이 같은 용량의 가돌리늄을
사용하여 관류 영상을 반복한다(주: 혈류가 레가데
노손 주입 10분 이후에도 기준치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6. R-R 간격 당 획득 시간 200 ms 미만이나 영상의 흔들

c. 부하 영상이 정상이고 인공음영에서 자유롭다면, 휴

림을 방지하기 위해 빈맥 시에는 획득 시간을 더 줄여

식 관류는 건너 뛰어도 무방하다. 지연 가돌리늄 조

야 한다.

영증강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돌리늄을 주입할 수 있

7. 정상 심근을 무효화 nulling시킬 수 있게 역전시간 inversion time을 맞춘다. 대안으로, 역전시간 조정을 덜

빈번하게 해도 되는 PSIR 시퀀스를 사용할 수 있다.

8. 영상획득은 대개는 2 심박 당 한번이나, 서맥인 경우,
매 심박 당 한번으로 조정해야 하며, 빈맥이나 부정맥
인 경우 3 심박당 한 번으로 조정해야 한다.
아데노신/레가데노손 부하 관류 심장자기공명영상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대안으로, 이것은 부하와 휴

다 (총 0.1-0.2 mmol/kg)

5.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a. 휴식 관류를 시행한 경우, 최소 5분은 기다려야 함

6. 선택사항-전폭적 정량화 full quantification

a. 조영제 농도와 신호강도의 비선형성의 효과를 제거
하기 위해 이중 볼루스 dual bolus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려면 희석된 pre-bolus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주입해야 한다.

b. 이중 조영 dual contrast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
려한다. 이는 이중 볼루스 방법과 비슷하나 추가적

식 관류 영상 사이에 찍을 수 있으나, 가돌리늄 주입 직

인 조영제 희석 없이 조영제 농도와 신호강도의 비

후여서 혈액-심내막 경계면의 대조가 떨어질 수 있다.)

선형성을 보완해 준다. 그러나 이 방법에 특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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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모든 장비에 완비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c. 조영제 주입 전에 양자 밀도 영상 proton density im-

15쪽 중 6쪽

4. 영상 파라미터: 절편두께 5-8 mm; 평면내 해상도 혈관
직경의 최소1/10
추정 속도에 속도부호화 민감도 velocity encoding sen-

ages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것은 완전 정량

sitivity (Venc)를 맞춰야 한다-각 스캔마다 위상차 영상

화를 위한 기준치 조정에 쓰일 수 있으나 특이적인

에 에일리어싱 aliasing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일

장비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며, 모든 장비에 완비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리어싱이 있는 경우 Venc를 그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속도 정찰 영상을 획득하면 최적의 Venc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도부타민 부하 자기공명영상

5. 대개의 임상 기본용으로는 20-30개의 시간 프레임이
면 충분하다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도부타민 자극

a. 도부타민을 10 μg/kg body weight/minute 에서 시작
하여 목표 심박수 [85% × (220-age)]에 도달할 때까

지 매 3분당 10 μg/kg body weight/minute씩 증가한
다.
b. 심박수 반응이 부족할 경우, 아트로핀을 적은 용량

영상획득을 할때 호흡정지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서 여러 번의 심박 동안 k 공간 분절화를 사용할 수 있
다. 시간 또는 공간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
다면 항해기반 비호흡정지 기법 navigator-based nonbreathhold techniques을 사용할 수 있다.

6. 특히 협착을 찍는 경우, 에코시간 echo time (TE)은 최
소한으로 설정한다.

으로 조금씩 추가한다(1.2 부하 약물을 참고).
c. 3개의 단축 및 3개의 장축 영화상을 매 증가량마다
반복한다.
d.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및 매 단계마다 혈압 측정
e. 영화영상은 획득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확인

f. 심박수가 증가할 경우, SSFP 영화 시퀀스를 적용하
여 시간해상도를 최적화한다.

g. 새로운 심벽 운동이상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
나 최고 심박수에 도달할 경우 검사를 중단한다.
혈류 모듈
1. 대개는 다른 심장혈관 프로토콜의 일부로 시행된다.
이미 있는 정찰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보고자 하는 혈
관이 두 방향에서 찍히거나 장비에서 자기공명혈관조
영술을 재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예로, 추가적인

bSSFP, CE-MRA, 또는 T2 검정혈액 black blood 정찰
영상 등이 도움이 된다)
2. 시퀀스: 보통은 한방향 (“통과 평면”) 운동부호화 motion-encoded 영화 경사에코 시퀀스를 적용함

3.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 영상 평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보고자 하는 혈관의 중앙에 위치

b. 추정 주요 혈류 방향에 두 공간방향으로 직각이어야
함.
c. 마그넷의 등각점 iso-center에 중심을 맞춰야 함.

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Advanced Tissue

Characterization Module
조직특성감별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각각 다른
기기회사 vendor 플랫폼마다 가능한 펄스 시퀀스가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기술된 모듈은 아직 표준
화가 되지 않은 이 분야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각 기
관별 또는 비슷한 플랫폼과 펄스 시퀀스를 사용하는 협력
기관별로 정상 수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T2-강조 영상 (선택사항)

a. 검정 혈액T2-강조 단시간반전회복 short tau inversion recovery (STIR)

i. 잠재적 함정-느린 혈류 부위에서 밝은 신호, 운동
으로 인한 드롭 아웃 신호 signal dropout

b. 명혈류 bright blood T2-강조 시퀀스
i. T2-준비 single-shot SSFP 시퀀스

ii. 대안으로 터보스핀에코-항정상태자유세차 하이
브리드를 쓸 수 있다.

iii. 잠재적 함정-밝은 신호가 심내막 경계를 모호하
게 할 수 있음.
c. T2 분포도 (선택사항)

i. 다양한 T2 준비 시간을 사용하여 획득한 T2-준비
single-shot SSFP 시퀀스

ii. 필요에 따라 운동 교정 motio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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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1 분포도(선택사항)

a. Look Locker 영상 (MOLLI 또는 SHMOLLI 또는 이

15쪽 중 7쪽

막힌 혈관이 재개통되었을 경우에만 고려할 것
4. 미세혈관폐색 microvascular obstruction을 찾기 위해

에 상응하는)

서는, 일차 관류 시퀀스를 반복하거나 조기 가돌리늄

i. 조영전 및 조영 볼루스 주입 2-4 시간점 time points

조영증강 (조영제 주입 1-3분 이내)를 고려한다.

후
ii. 대안으로, 볼루스 대신 지속적 조영제 주입 또한
사용될 수 있음
T2* 모듈
1. 중증 지중해빈혈 같은 질환에서 심장 내 철분침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됨. 영상은 대개 좌심실 구조 영
상과 함께 얻어진다. T2* 영상을 심근병증 평가를 위한
조영증강검사의 일부로 행해진다면, 조영제 주입 전에
T2* 영상을 얻어야 할 것이다.

2. 펄스 시퀀스는, 단일 호흡정지, 경사에코, 다중에코

multi-echo 스캔이며, ~2 ms에서 시작하고 ~18 ms 까지
연장하는 6-9 에코시간의 시리즈로, 각 에코는 ~2 ms

의 반복적 간격을 둔다. R파 이후 0 ms의 지연시간이

5.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만성 허혈성 심질환 및 생존능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선택사항-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3. 선택사항-저용량 도부타민과 함께 5-10분간 도부타민
10 μg/kg/min을 주입하여 벽두께의 호전으로 나타나는

수축예비능 contractile reserve을 평가할 수 있다.

4. 선택사항-아데노신 부하-휴식 관류 또는 고용량 도부

타민 기능 영상 (자세한 사항은 부하 프로토콜 참조)을
사용하여 유발 가능한 관류 감소 perfusion deficit나 심
벽 운동이상을 평가할 수 있다.

5.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대개는 사용된다.

혈관조영술

선택사항-심한 철분 침착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T2*

말초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값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짧은 에코 간격
echo spacing을 가지는 펄스 시퀀스가 도움이 될 수 있

1. 말초 혈관 코일 또는 코일들의 조합을 가능한대로 사

코시간의 시리즈로, 각 에코는 ~1 ms의 반복적 간격을

에 위치시키고, 이완기 압력 미만으로 공기를 넣는다).

다: ~1 ms에서 시작하고 ~12 ms 까지 연장하는 6-9 에
둔다.
3. 한 개의 심실중간 단축 영상을 얻는다.

4. 절편 두께 8-10 mm; 평면내 해상도 ~ 1.6-3.0 mm

5. (선택사항) 간 내 철분 침착을 평가하기 위해 위의 영
상 시퀀스와 비슷하나 심전도 동기화 하지 않은 영상

용한다. 정맥 압박 커프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 (허벅지

2. 유속강조 혈관조영술 time-of-flight MRA 또는 SSFP를
이용한 축상, 저해상도, 혈관 정찰
3. 가돌리늄 타이밍

a. 선택 1-원위부 복부 대동맥 레벨에서 축상 시험용 볼

루스. 2 mL 가돌리늄 주입 후 20 mL 식염수 주입.

을 간의 중간 부위에 대해 축상 방향으로 획득할 수 있

Single shot 볼루스 추적 bolus tracking 시퀀스를 사

다. 심전도 동기화의 부재는 좀더 좁은 간격의 반복적

용하여 조영제 주입 이후 최고점 도달 time to peak

으로 진행된 에코시간을 가능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증강시간을 결정한다.

더 많은 수의 에코를 얻게 될 것이다.

b. 선택 2-볼루스 유발 bolus trigger 기법을 사용하여
스캔 시작시간을 정한다.

질환 특이적 프로토콜-

4. 복부 대동맥의 중간부부터 발까지 stepping-table, 가돌

허혈성 심질환

리늄 조영증강 혈관조영술을 관상 면으로 시행한다.

급성 심근경색 또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a. 두 번의 부피영상 획득-한 개는 조영 전 (감산을 위
해), 한 개는 조영제 주입 후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b. 식염수 볼루스로 인한 정맥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3. 선택사항-일차관류 모듈 (휴식기 영상만), 부하검사는

c. 절편 두께 1-1.5 mm; 획득 공간해상도 평면 내 0.8-

2. 선택사항-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가돌리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주입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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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m.

d. 절편-보고자 하는 혈관에 맞춰서 대개는 60-100

e. 복부/골반과 대퇴 부위의 영상 (더 큰 혈관들)은 더
거친(낮은) 공간해상도로 충분할 수 있는 반면, 다리
부위의 영상은 밀리미터 미만의 공간해상도로 획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획득하는데 대개 15-

20초가 걸리는 반면 다리 부위는 증가된 공간해상도

로 인해 60-90초 정도 걸릴 수 있다. 타원형 중심 k공간 획득이 다리 부위에는 더 유리하다. 가능한 경
우, 다리 부위에는 time-resolved 획득이 선호된다.

f. 병렬 획득을 권장 (다중채널 표면 코일이 필요함)
대안: 이중 주입 프로토콜

15쪽 중 8쪽

흉부 대동맥 MRA

1. 위치확인localizer, 3 방향

2. Half-fourier single shot 고속스핀에코 또는 SSFP (한번
의 호흡정지로 전 흉부), 축상 방향
3. 대동맥을 따라 축상 T1-강조 고속스핀에코 (대동맥 혈
관벽내 혈종, 대동맥박리를 보기 위함)
4. 대동맥의 중심선에 평행하고 중심선을 따르는 시상옆
parasagittal 평면의 SSFP 영화 영상. 선택 – 3-점 조종

법을 사용
5. 판막 프로토콜에 따라서 대동맥판을 평가한다.

6. 조영 시기선택

a. 선택 1-원위부 복부 대동맥 레벨에서 축상 시험용 볼
루스. 2 mL 가돌리늄 주입 후 20 mL 식염수 주입. 조

1. 가돌리늄 단일 용량: 종아리와 발 혈관의 time-resolved
MRA

2. 가돌리늄 단일 용량: 복부 및 대퇴 혈관

영제 주입 이후 최고점 도달 조영증강시간을 결정
한다.
b. 선택 2-스캔 시작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볼루스 유
발 기법

대안: 비조영 MRA 기법

c. 선택 3-타이밍 없이 신속 다중위상 multiphase 3D 획
득

1.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접근법이 가능하다 (다른 것
들도 있음):
1. “Fresh Blood Imaging”: 첫번째는 수축기에 동기
화하고 두번째는 이완기에 동기화한 두 개의 심
전도 유발 3D 고속스핀에코 시퀀스 수축기 영상

에서 이완기 영상을 감산하면 동맥혈 arterial-only
영상 데이터 세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부피와 더 큰 z-축 획득에 알맞다.

a. 절편 두께 ~2 mm; 획득 공간해상도 평면내 0.60.8 mm.

b. 절편-보려는 혈관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40.

c. 병렬 획득을 권장 (다중채널 표면 코일이 필요)

2. 3D SSFP. 배경조직 억제와 적절한 역전시간을 통해 역
전회복 inversion recovery 부피 밖 동맥혈의 관심영역

으로 수정해주세요. 안으로의 유입을 유도하여 높은 동
맥신호를 제공하는 역전 준비 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것은 적은 부피획득에 더 알맞다.
a. 획득 부피: ~340 × 300 × 70; 획득 공간해상도 ~1.3
× 1.3 × 1.4.

b. 병렬 획득을 권장 (다중채널 표면 코일이 필요함)

7. 3D 가돌리늄 조영증강 MRA (0.1-0.2 mmol/kg)
(선택사항-심전도 동기화 획득)

a. 최소 1-1.5 mm의 공간해상도를 사용
b. 가능하다면, 병렬 획득

c. 조영제 주입 후 최소 2 개의 획득

8. 선택사항-대동맥염을 보기 위한 축상 T2-강조 경사에
코 또는 T1-강조 경사에코 조영증강

9. 선택사항-비조영 MRA 기법에 관해서는 3.2.1 부분 (말
초 MRA) 참조

관상동맥 기형 평가
1. 심벽 운동 이상을 보기 위한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a.

우관상동맥의 휴지기 quiescent period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수평 장축의 고시간해상도 시퀀스 (위

상당 ≤ 20 ms)를 추가한다.

2. Navigator-gated, 3D, 자유호흡, 혈관조영술 시퀀스:

a. 근위부 주폐동맥 수준에서 우심방 중심부 (필요시
심장 전체도 가능)까지의 축상 절편. 절편두께 1-1.5

mm; 획득 공간해상도 평면내 1.0 mm 이하.

b. 절편-보기 위한 혈관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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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찰되는 관상동맥 휴지기에 맞춰 유발 지연 trigger

15쪽 중 9쪽

c. 수축기말 (=최대 정맥 직경)에 맞춰 유발 지연과 획

delay과 획득창을 조정한다.

d. 병렬 획득이 선호됨

e. Navigator를 우측 횡경막 위에 올린다.

f. 선택사항-혈관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가돌리늄 조영증
강

3. 선택사항-

a. 영상질이 떨어지거나 navigator가 없거나 질이 떨어

득창 조정 또는 대안으로 이완기 중반에 휴지기, 보
통 심박당 획득 시간 60-90 ms.

d. 병렬 획득이 선호됨
e. 지방억제

f. Navigator를 우측 횡경막 위에 올린다.

g. T2 준비 prepulse는 없이, 역전 prepulse는 사용한다
(T1-정찰이나 Look-Locker를 사용하여 스캔 전에

지는 경우, 호흡정지 기법 사용
b. T2-준비 시퀀스가 도움이 될 수 있음
폐정맥 평가-절제술ablation 전후

역전시간을 정한다)
h. 조영제 주입 후에 시행
기타
심근염 등 비허혈성 좌심실 심근병증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폐정맥과 좌심방 (호흡정지를 계속 할 수 있다면 더 큰
범위도 가능)을 포함하는 관상 호흡정지 3D 조영증강

영상
a. 선택사항-폐정맥에 중심을 맞춘 사위상은 판 두께
slab thickness를 줄이므로 호흡정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좌심방 포함부위 또한 줄어든다.
b. 선택사항-심전도 동기화. 심박동이 불규칙한 경우,
영상획득은 수축기에 동기화 한다 (유발 지연 없음).

c. 2-3 용적측정용 획득-조영 전 한 개 (감산용), 조영제
주입 일차시, 그리고 조영 후 (선택사항) 한 개

d. 가돌리늄 (0.1-0.2 mmol/kg)은 2-3 mL/s의 속도로 주
입.
e. 절편두께 1-2 mm; 획득 공간해상도 평면내 1-1.5
mm.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선택사항-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3. 선택사항-심근염만 해당

조기 가돌리늄 조영증강 비율-가돌리늄 주입 전후 T1-강
조 영상에서 심근의 신호강도 변화 대 골격근의 신호강도
변화 비율 측정
4.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5. 선택사항-복합성 심근병증 mixed cardiomyopathy이 있
을 수 있으므로, 아데노신 부하-휴식 관류 영상 또는 고
용량 도부타민 부하 기능 영상 (방법과 금기에 관해서
는 부하 프로토콜 참조)을 사용하여 허혈의 유무를 볼
수 있다.

f. 절편-보통은 보려는 부위를 포함하려면 60-80.
g. 가능하다면 병렬 획득을 시행.

3. 선택사항-각 폐정맥을 통해 통과 평면의 위상대조 혈
류 분석.

비대심근병증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승모판막 또는 힘줄근 chordae의 와류와 수축기전방

관상정맥조영술

1. Navigator-gated, 3D, 자유호흡 free-breathing, 역전 준
비 MRA 시퀀스:

a. 근위부 주폐동맥 수준에서 우심방 중심부 (필요시

심장 전체도 가능)까지의 축상 절편. 절편두께 1-1.5
mm; 획득 공간해상도 평면내 1.0 mm 이하.

b. 절편-보고자 하는 혈관을 포함하려면, 대개는 110130.

운동 systolic anterior motion을 평가하기 위한 3방상

SSFP 영화를 포함하는 좌심실유출로 위상영상, 그리
고 압력차가 있다면, 위상 속도 측정값
3. 선택사항-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고려

4. 선택사항-혈관확장제 부하 관류 모듈 고려
5.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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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 5-6 mm 절편 두께 고려

2. 우심실과 우심실유출로를 포함하는 축상 또는 사위축

상 SSFP 영화 (절편 두께 5-6 mm). 삼천판 유입에 줄
맞춘 우심실 수직 장축상을 권장한다.

3. 선택적 시퀀스

a. 선택적 축상 또는 사위축상 검정 혈액 영상 (이중 역
전회복 T1-강조 고속스핀에코)

b. 방억제로 같은 방향 및 구조 반복

c. 위의 방향 및 구조로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15쪽 중 10쪽

d. 승모판 또는 삼첨판 역류의 경우, 유입혈류의 방향
에 맞추어 판막이 닫히는 부위를 가로지르는 면의
연속적인 5mm 간격의 stack 영화영상을 상교련 superior commissure에서 하교련 inferior commissure
까지 얻는다. 방향은 승모판막의 경우 좌심실유출
로 평면, 삼첨판막의 경우 축상이면 된다. 이런 stack

으로 양 승모판막엽의 scallop을 통한 역류나, 탈출,
묶임 tethering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 실제 속도에 맞춰 속도 부호화를 조정한다(에일리어
싱이 생기지 않는 가장 낮은 속도를 사용).
f. 높은 속도의 제트 혈류인 경우 가능한 에코시간을 작
게 유지한다.

우심실은 T1 무효화 고려.

심낭 질환
판막 질환

인공 판막을 가진 환자도 안전하게 1.5 T와 3T에서 심장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할 수 있다. 뛰는 심장이 가하는 힘이
자기장이 가하는 힘보다 몇 배는 강하다.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a. 수평 장축을 사용하여 판막 구조와 승모판막과 삼첨
판막의 와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b. 승모판막과 대동맥판막을 위해서는 좌심실유출로
상을 사용한다

c. 승모판막을 위해서는 수직 장축을 사용한다.
d. 대동맥판막을 위해서는 관상을 사용한다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2. T1 또는 T2-강조 고속스핀에코 영상

a. 심낭의 두께 (정상 ≤3 mm)를 측정하기 위한 2-3 개
의 대표적 장축 영상과 3-4 개의 대표적 단축 영상

b. 심낭낭포 pericardial cyst가 의심되는 경우, 종괴 프
로토콜 참조
3. 선택사항-두꺼워진 심낭 부위가 보인다면-T1-강조 경
사에코 심근표지 영화 시퀀스를 사용하여 심외막/심낭
사이의 미끄러짐 유무를 확인한다 (2-3개 장축 영상과

1-2개의 단축 영상)

4. 역동적 호흡조작 동안의 실시간 real-time 영상이 심실
상호의존도 평가에 도움이 된다.

e. 추가상 (필요시 우심실 장축, 우심실유출로).

a. 심실중간부위 단축평면이 선호된다

a. SSFP 영화영상으로 판막의 평면에서 하는 대상 판

c. 환자에게 심호흡을 하게 지시하고, 총 영상획득 기

2. 구체적 고려사항

막 형태 평가. 영상의 각도와 높이를 적정화하기 위
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b. 주-폐쇄성 판막의 면적측정 planimetry을 하려면, 분
출하는 혈류 jet를 중심으로 시작점에서 끝나는 점까
지의 연속적 또는 살짝 겹치는 stack의 고해상도 영

화영상을 얻기를 권장한다

b. 영화 영상 시간해상도는 바람직하게는 60 ms 미만

간은 최소 2개의 완전한 호흡 주기 동안이어야 한다.

d. 흡기 초기 비정상적인 중격 운동 (초기 이완기 중격
편평화 septal flattening 또는 전위 inversion)은 관찰
되면 교착 constrictive 생리에 합당한 소견이다.

5.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a. 지방 억제 영상과 지방 억제 없는 영상을 획득하면

면적측정이 유효 하려면, 분출하는 혈류 입구나 혈

심낭 염증을 심외막 또는 심낭 지방과 감별하는 데

류단면이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분열되거나 비스듬

에 도움이 된다.

한 분출 혈류로 인해 잘 얻을 수 없을 때도 있다.
c. 경사에코나 하이브리드 경사 에코/에코평면영상이

혈전 등 심장 또는 심장주변 종괴

역류 분출혈류 영상화에 예민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질적 분석 용도로만).

1. 좌심실 구조 및 기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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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1 강조 고속 스핀 에코-종괴와 주변 구조물을 지나는
절편 (절편 숫자는 종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3. T2 강조 지방 억제 고속 스핀 에코 (선택 사항-지방 억
제 없이)-위와 같이 종괴와 주변구조물을 지나는 절편.
자세한 시퀀스는 비허혈성 심근병증을 참조.
4. 종괴를 지나는 절편으로 일차 관류 모듈

5. T1 강조 터보스핀에코를 지방억제로 반복

6. (선택사항) SSFP 영화 영상을 조영 증강 후 반복
7. 지연 가돌리늄 조영증강 모듈

a. 혈전과 종양을 감별하거나 종양 주변 또는 종양과 연
관 되어 있는 혈전을 확인하는 데에는 혈전을 무효
화시킬 수 있는 역전시간에 맞춘 영상 (1.5T에서 대
략 500-550 ms, 3T에서 850-900 ms)이 도움이 된다.

b. 저관류 종양의 괴사성 중심과 혈전을 감별하는 데에
순차적 영상 serial imaging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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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중 12쪽

약어 및 용어 목록:
주의: 용어는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영문 원본 그대로 유지하였음.
용어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Post-processing

Post-processing

영상후 재처리

Tissue characterization
mapping

First pass contrast-enhanced perfusion
imaging
tagging

4D ﬂow technique
Cine imaging
SSFP
SAR

Dark banding artifact

Flow artifact
nitrates

Scan duration
NSF

Scout imaging
transaxial
coronal
sagittal

fast spin echo
short axis
long axis

single shot

blood pool

spoiled gradient-echo

banding artifact
apex

atrioventricular junction
slice thickness
interslice gap

temporal resolution
parallel imaging
4 chamber

RV free wall
LVOT

Tissue characterization
mapping

First pass contrast-enhanced perfusion
imaging

조직특성감별
분포도
일차 조영증강 관류영상

tagging

표지기법

Cine imaging

영화영상

4D ﬂow technique
Steady-state free precession sequence
Speciﬁc absorption rate

Dark banding artifact
Flow artifact
nitrates

Scan duration

Nephrogenic systemic ﬁbrosis
Scout imaging
transaxial
coronal
sagittal

fast spin echo
short axis

4D 혈류기법
항정상태자유세차시퀀스
특이흡수율
검은 밴드 음영
유동 인공음영
질산염계통
스캔 시간
신성전신섬유화증
정찰 영상
축상
관상
시상
고속스핀에코
단축면

long axis

장축

blood pool

혈액저류

single shot

spoiled gradient-echo

banding artifact
apex

atrioventricular junction
slice thickness
interslice gap

temporal resolution

single shot
훼손경사에코
띠 인공음영
심첨
방실접합부
절편두께
두께사이 간격
시간해상도

parallel imaging

병렬영상

Right ventricular free wall

우심실자유벽

4 chamber

Left ventricular outﬂow tract

4방
좌심실유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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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중 13쪽

용어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volumetry

volumetry

용적측정

oblique sagittal
EPI

readout

saturation-recovery
in-plane resolution
saline ﬂush

2D segmented inversion recovery GRE
PSIR

Single-shot imaging

nulling

inversion time

full quantiﬁcation
dual bolus
pre-bolus

dual contrast

proton density images
bSSFP

CE-MRA

black blood

motion-encoded
iso-center
Venc

oblique sagittal

echo planar imaging
readout

saturation-recovery
in-plane resolution

사위시상
에코평면영상
영상획득
포화회복
평면내 해상도

saline ﬂush

saline ﬂush

phase-sensitive inversion recovery

위상민감역전회복

2D segmented inversion recovery gradient 2D 분절 역전 회복 경사에코
recalled echo
Single-shot imaging

nulling

inversion time

full quantiﬁcation

Single-shot imaging
무효화
역전시간
전폭적 정량화

dual bolus

이중 볼루스

dual contrast

이중 조영

pre-bolus

proton density images

pre-bolus
양자 밀도 영상

bSSFP

bSSFP

black blood

검정혈액

CE-MRA

motion-encoded
iso-center

velocity encoding sensitivity

CE-MRA
운동부호화
등각점
속도부호화 민감도

aliasing

aliasing

에일리어싱

TE

echo time

에코시간

vendor

vendor

기기회사

navigator-based non-breathhold techniques navigator-based non-breathhold techniques 비호흡정지 기법
Advanced Tissue Characterization Module Advanced Tissue Characterization Module 고급 조직특성감별 모듈
STIR

signal dropout
bright blood

motion correction

short tau inversion recovery
signal dropout
bright blood

motion correction

단시간반전회복
드롭 아웃 신호
명혈류
운동 교정

Look Locker

Look Locker

Look Locker

SHMOLLI

SHMOLLI

SHMOLLI

MOLLI

time points
multi-echo

MOLLI

time points
multi-echo

MOLLI
시간점

다중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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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중 14쪽

용어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echo spacing

echo spacing

에코 간격

microvascular obstruction
contractile reserve
perfusion deﬁcit
MRA

time-of-ﬂight MRA
bolus tracking
time to peak

stepping-table
time-resolved

Fresh Blood Imaging

arterial-only

inversion recovery
localizer

Half-fourier single shot
parasagittal
multiphase

quiescent period
Navigator-gated
trigger delay
ablation

slab thickness

microvascular obstruction
contractile reserve
perfusion deﬁcit
MRA

time-of-ﬂight MRA
bolus tracking

미세혈관폐색
수축예비능
관류 감소
자기공명혈관조영술
유속강조 혈관조영술
볼루스 추적

time to peak

최고점 도달

time-resolved

time-resolved

stepping-table

stepping-table

Fresh Blood Imaging

Fresh Blood Imaging

arterial-only

inversion recovery

동맥혈
역전회복

localizer

위치확인

parasagittal

시상옆

Half-fourier single shot
multiphase

Half-fourier single shot
다중위상

quiescent period

휴지기

trigger delay

유발 지연

Navigator-gated
ablation

slab thickness

Navigator-gated
절제술
판 두께

free-breathing

free-breathing

자유호흡

mixed cardiomyopathy

mixed cardiomyopathy

복합성 심근병증

prepulse
chordae

systolic anterior motion

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planimetry
jet

stack

superior commissure
inferior commissure

scallop

tethering

pericardial cyst
real-time

prepulse
chordae

systolic anterior motion

Arrhythmogenic right ventricular
cardiomyopathy
planimetry

prepulse
힘줄근
수축기전방운동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면적측정

jet

혈류

superior commissure

상교련

stack

stack

inferior commissure

하교련

tethering

묶임

scallop

pericardial cyst
real-time

scallop
심낭낭포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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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중 15쪽

용어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영어

한국어

septal ﬂattening

septal ﬂattening

중격 편평화

inversion

constrictive

serial imaging

inversion

전위

constrictive

교착

serial imaging

순차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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