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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all shear stress (WSS) is widely known and has been actively studied for diagnosis
of cardiovascular diseases. Despite its importance, the accuracy of WSS estimation is often low
and vague when using 4D flow MRI due to its low spatial resolution. We first propose a
criterion, named as Reynolds resolution (RR), to assess the accuracy of WSS estimated by 4D
flow MRI. Three different laminar circular pipe flows have been measured by 4D flow MRI
with different MRI scanners, different RF coils, and different spatial resolutions. In addition, the
near-wall velocity gradient, required to determined prior to the WSS, is calculated using two
different assumptions on the velocity profile. An error of estimated WSS is investigated against
the RR utilizing a theoretical WSS value of the circular pipe. Next, we introduce a facile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WSS estimation considering the partial volume effect
(PVE) of data obtained by 4D flow MRI. The same circular pipe data as mentioned above are
utiliz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sidering PVE on the WSS estimation accuracy.
1. 서 론
＊

벽면전단응력(Wall Shear Stress, WSS)은 유체와
고체 경계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 당 전단힘을
의미하며, 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의학 분야, 특히 심혈관질환에
있어서는 WSS가 동맥경화 초기단계 발달에 중요한
(1-3)

4D flow MRI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혈관의 해부학적 정보와 3차원, 3성분 혈류속도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유동가시화 기술로,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혈류역학적 parameter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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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WSS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지만
측정된 WSS의 정확도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4D flow MRI를 이용하여
측정한 WSS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Reynolds
resolution(R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다양한
case를 상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MRI 기기, 서로 다른
RF 코일, 서로 다른 공간해상도의 4D flow MRI
기법으로 세 종류의 층류 원관유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WSS를 얻기 위해 필요한 벽근처 속도구배를
계산하기 위해 두 종류의 속도분포를 가정했다.
원관에서의 이론 WSS 값을 이용하여 각 case의 WSS
오차를 계산했고, RR과 WSS 오차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 4D flow MRI로 얻은 데이터의
부분체적효과(Partial
Volume
Effect,
PVE)를
고려하여 WSS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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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를 고려하는 것이 WSS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서 설명한 원관 유동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았다.

2. 본 론
2.1. Reynolds resolution
유체역학적으로 WSS 측정은 세 가지 scale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geometric
scale, 두 번째는 kinematic scale, 마지막은 dynamic
scale이다. 4D flow MRI로 측정한 원관 데이터에서
각각의 scale은 원관 지름(  ) 대비 voxel 크기(∆ ),
최고 속도( max ) 대비 encoding velocity( ),
그리고 Reynolds 수( )에 해당한다. 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무차원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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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시 나타내면,
∆ ∙ 
  
(2)


이며, 는 유체의 동점성계수이다.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 그리고 동점성계수로 이루어진 형태가

Fig. 1 Wall position estimation considering PVE

와 비슷하다 하여 Reynolds resolution(RR)이라
명명하였다. 이 무차원수에 의하면 voxel 크기가
작을수록, encoding velocity가 작을수록(다시 말해,
유동장 속도가 낮을수록) WSS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2. PVE를 고려한 벽면 위치 추정
벽근처 속도구배 계산은 WSS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이 때 정확한 벽면의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Fig. 1은 PVE를 고려하여 벽면을
포함한 경계 voxel(회색)에서 벽면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외부영역(검은색)에서 유의미한
자기공명 신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경계 voxel에서의

Fig. 2 Two assumptions on velocity profile
Table 1 Flow conditions

유체점유공간(L)은 외부영역과 유동영역(흰색)에서의
4D flow MRI 신호세기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4)
2.3. 속도 분포 가정
Fig. 2는 벽근처 속도구배를 계산하기 위해 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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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관 직경

40 mm

Reynolds 수

610

8 mm

2 mm

720

100

작동 유체

CuSO4 수용액

밀도

1000 kg/m3

점성계수

1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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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4D flow MRI conditions

WSS 오차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case에서는 오차가
조금씩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40 mm 원관처럼
공간해상도가 나쁜 case에서는 PVE를 고려하여도

40 mm
Philips
3 T

8 mm
Bruker
4.7 T

2 mm
Bruker
4.7 T

Voxel
크기

0.5 mm

0.2 mm

0.09 mm

RF 코일

8-channel
knee coil

Birdcage
coil

Custom
solenoid
coil

4 cm/s

20 cm/s

11 cm/s

20

40

9.88

원관 직경
MRI 기기

Encoding
velocity
Reynolds
resolution

WSS 오차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1) 본 연구에서 제안한 Reynolds resolution을 이용하여
WSS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WSS
참값을 모르더라도 Reynolds resolution을 통해 미리

두 종류의 벽근처 속도분포를 나타낸다. 경계 voxel
에서의 속도는 낮은 signal-to-noise(SNR)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속도는 voxel의 정중앙에

WSS 오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Reynolds resolution과 WSS 정확도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탐구하고자 한다.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PVE를 고려하는 경우
경계 voxel에서의 벽면 위치를 Fig. 1의 L 위치에
놓게 되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 벽면 위치는 경계
voxel의 정중앙으로 고정되는 차이가 있다.
2.4. 실험 setup
세 가지 원관유동 조건과 각 유동에 대한 4D flow
MRI 조건을 각각 Table 1과 Table 2에 표시하였다.
황산구리 수용액은 4D flow MRI로 측정한 데이터의
SNR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2 mm 원관의
경우 0.09 mm의 높은 공간해상도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사용하였다.

솔레노이드형

custom

RF

코일을

Fig. 4 WSS error with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PVE

2.5. Reynolds resolution vs. WSS 오차
Fig. 3은 RR에 따른 WSS 오차의 root-meansquare(RMS) 값을 나타낸다. LP와 QP 모두 예상했던
대로 RR과 RMS WSS 오차가 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추가 실험을 통해 더 높은
RR에서 WSS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6. PVE 고려에 의한 WSS 오차 변화
PVE를 고려하여 벽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WSS
오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Fig. 4에 나타내었다. 40
mm 원관의 경우 PVE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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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SS error against the Reynold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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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VE를 고려하여 경계 voxel에서 벽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 WSS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단, 공간해상도가 좋은 case에서만 PVE
고려가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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