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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Brain MRI, RF Pulse is irradiated on the human body in order to acquire an image. At this time, a 
considerable part of the irradiated RF Pulse energy is absorbed as it is in our body. This will raise the 
temperature of the human body, bu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posure, it will affect the human body. The 
change of the SAR and the temperature of the hea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magnetic field strength is 
examined.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results depending on the use of dental implant. 

In the human head model, 64 MHz RF Pulse frequency generated from 1.5 T, 128 MHz RF Pulse frequency 
generated from 3.0 T, and 298 MHz RF Pulse frequency generated from 7.0 T send a frequency and experiment 
was performed using dental implant using the XFDTD program, we measured the SAR and body temperature 
changes around the head.

The SAR value showed up to about 5800 times the difference at the RF Pulse frequency of 256 MHz, when 
with dental implant than without dental implant and as the frequency increased, the use of the dental implant 
increased difference in the SAR value.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of the head showed a temperature rise 
nearly 2 to 4 times when with dental implant than without dental implant. As the RF Pulse frequency increase, 
the SAR value increase, but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of the head decrease. Because of as the frequency 
increase, wavelength is smaller and the more the amount absorbed by the surface of the human.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studies of the human body ar necessary through studies of the presence of dental 
implant and the cause of reaction caused by change in the RF Pul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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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오늘날 환자로부터 우수한 영상을 얻기 위한 많
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MRI에서는 높은 화질
의 영상을 위해 장비 성능의 발전과 함께 자기장의 
세기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체에 부과
되는 RF Pulse의 주파수 역시 증가한다. MRI 검사 
시 MR 영상을 얻기 위해 인체에 조사되는 RF 
Pulse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에 그대로 흡
수되게 된다. 이렇게 인체 조직에 흡수된 RF Pulse 
에너지로 인해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가 중단되거나 열감 현상
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화상 위험의 소지도 발생한
다.[1]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국제
기구 등에서는 인체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인
체의 전자파 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W/kg)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는 일정 자기장 세기 이상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2,3] 또한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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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에 의해 1℃ 이상의 체온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탈진이나 열사병을 일으킬 수 있고 화상을 초
래하기도 한다.[4] FDA와 IEC에서는 SAR 수치로서 
전자기장의 열 효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SAR는 전
자기장에 의한 조직의 에너지 흡수율을 뜻하는 것
으로, 인체가 받은 전자기장 에너지의 양을 간접적
으로 나타내어준다.[5]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치아 
임플란트 시술은 한해 건수가 50만 건에 달할 정도
로 보편적인 치료가 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 치아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서 치아 임플란트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치아 임플란트
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임상에서 두부 MRI 검
사 시 치아 임플란트 시술 여부와 관련하여 장비에 
입력시키는 프로그램도 없고 치아 임플란트를 시
술한 환자와 시술하지 않은 환자의 SAR와 관련된 
입력 정보를 같이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치과 보
철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고 검사를 하지만 치아 임
플란트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없이 검사를 
하였다. 인체 자체만으로도 SAR값에 대해 제한치
를 두고 그 위험과 관련하여 경고하고 있지만 치아 
임플란트와 같이 인체에 금속이 삽입된 경우의 
SAR 제한치는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임상 MRI에
서는 자장 세기와 상관없이 수소의 세차주파수에
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전자기 스펙트럼의 고주파 
대역(RF Pulse)과 일치한다. 수소를 공명시키려면 
수소의 라모아주파수와 똑같은 RF Pulse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자장의 세기가 증가하면 공명을 일으
키기 위해서 더 큰 에너지(주파수가 더 높은)가 필
요하다. 결국, MRI의 장비 발전으로 인해 MRI 장
비 내에서의 RF Pulse 세기는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 임플란트의 여부와 MRI 영
상을 얻기 위해 증가되는 RF Pulse의 세기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두부 전체의 SAR값과 온도 변화를 
XFDT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Ⅱ. MATERIAL AND METHODS

인체의 SAR값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임상 시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험을 목적으로 전자파를 사람에게 직접 
노출할 수 없고, 인체 각 부위의 SAR값도 직접 측
정하기가 어렵다. 인체 두부의 경우 인체 두부 조
직과 같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매질을 이용한 모
형을 제작하여 전계나 온도 분포를 프로브를 이용하
여 측정하는 모형실험 방법과 MRI 데이터를 이용한 
해부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인체 두부의 전계 및 자
계를 계산해서 SAR값을 계산하는 모의 계산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측정 장비를 구성하기에는 큰 
비용이 들고, 제품의 설계단계에 SAR 개념을 포함
해 신속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모의 계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6] 

모의 계산 방법은 일반적으로 매질의 복잡성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전파해석이 가능한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방법을 사용한다.[7]

FDTD는 시 공간상 전자기파의 정보를 해석, 계
산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기술 중 하나이다. FDTD
의 기본적인 원리는 아래 Fig. 1과 같이 Yee Cell 구
조로 설명할 수 있다. 공간을 입방체면으로 이루어
진 격자 구성으로 보고 각 면을 따라 E-Field와 
H-Field가 x, y, z 방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 변수를 두어 시간이 n일 때는 E-Field 만 존재
하고 n + 1/2일 때는 H-Field만 존재하여 시간의 흐
름에 따라 E-Field와 H-Field와 서로에게 영향을 주
는 상호작용을 통해 전자기파가 형성되고 있다. 시
간과 공간에 따른 E-Field와 H-Field의 관계를 기술
하고 계산한 것이 FDTD다. 그러므로 FDTD는 시간 
영역상 전자기파의 움직임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인 
기술이다.[8]

Fig. 1. Structure of Yee Cell for FDTD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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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RF Pulse에 의한 인체 두부의 전자파 결합 
분포를 해석하려면, 우선 인체 두부의 정확한 모델
이 필요하다. 인체 두부를 단순 구조나 단순 매질
로 모델링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제 복잡한 인
체 두부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체 두부의 
전계 분포나 SAR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MRI RF Pulse에 의한 인체 두부의 전자파 위해성 
여부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한 모
델링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MRI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인체 두부의 내부 구조까지 정확한 모델링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인체 두부에 대한 몇 가지 상용 
FDTD 모델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XFDTD라는 
FDTD 시뮬레이터를 제작 판매하는 Remcomm사의 
모델링이 유명하다. 이 모델링은 미국의 NLM(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수행되고 있는 
The Visible Human Project에서 촬영된 MRI 데이터
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한 셀의 크기는 3mm × 
3mm × 3mm이다.[9]

전자파 인체 결합 특성연구로 모의 인체를 이용
한 측정방법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계산방법이 있
다. 노출 위험을 평가하는 계수로서는 열적 작용으
로 대변되는 전자파 비흡수율(SAR)을 사용하는데, 
SAR는 인체 조직의 단위 질량이 전자파로부터 흡
수되는 에너지양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 두부 모델을 전자장 분석 소
프트 프로그램인 XFDT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
파 인체 결합 특성연구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MRI 
사용 시 인체 두부 모델에 삽입된 치아 임플란트 주
위의 비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분포
와 온도상승(Temperature-Rise)을 분석하였다. 

1. 장비
1.1 XFDTD(제조사 : REMCOM)

위 실험의 측정은 미국 램콤사의 전자장 분석 소
프트 프로그램인 XFDT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XFDTD 프로그램은 안테나 분포, 낙뢰 범위, 사
드 기지 주변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측정에 사용되

기도 하지만 인체를 많은 수의 셀로 분할하여 인체
의 셀 하나하나가 전자장에 대하여 받는 영향을 
SAR sensor와 Thermal sensor를 작동시켜 해석 솔루
션을 이용, 수치계산을 통해 SAR와 온도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다.

Fig. 2. XFDTD Program (Remcom).
 

- SAR 계산
전자파에 의해 인체 조직의 단위 질량에 유기되는 

전력의 양을 SAR라고 하며, 단위는 [W/kg], 또는 
[mW/g]으로 나타낸다. 아래의 (1)은 SAR의 수식적인 표현
이다. 

(1)

σ = 조직의 전도도 [S/m]            ρ = 조직의 밀도[Kg/㎥]
E = 내부 전계의 최대값

1.2 인체두부 모델
본 논문에 사용된 인체 두부 모델은 미국의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MRI 검사로 구성한 
Jensen 모델로 공기를 제외한 뼈, 피부, 근육, 뇌, 렌즈, 
수양액, 각막 등 7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인체 두
부의 크기는 15.74 × 21.65 × 20.34 [㎤]로 되어 있다. 

Fig. 3. Human head phantom (front, side,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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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아 임플란트 모델 
3D 모델링 CAD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3차원적 

입체모형으로 크기는 가로 2.14, 세로 0.52로 되어 있다.

Fig. 3. Dental implant model. 

2. 실험방법
MRI의 자장강도에 따른 RF pulse의 영향이 치아 

임플란트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SAR값과 두부의 
체온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XFDTD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
을 하였다.

          

실험 1.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①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②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③ 7.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실험에서 두부 전체의 SAR값 변화와 두
부 전체의 온도 변화를 알아본다. 

          

실험 2.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①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②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③ 7.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를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실험에서 두부 전체의 SAR값 변화와 두

부 전체의 온도 변화를 알아본다.

Table 1. Table of Experiment.
 No implant

실험 1

① 64 MHz

② 128 MHz

③ 296 MHz

 One implant

실험 2

① 64 MHz

② 128 MHz

③ 296 MHz

Fig. 4. Dental implant inserted into phantom of human 
head.

Fig. 5. Method of frequency input.

Ⅲ. RESULT

1. 두부 전체의 SAR값 변화
1.1.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부 

전체의 SAR값 변화
Table 1과 Fig. 6과 같이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

지 않았을 때 1g SAR의 최대 상승 값은 RF Pulse 
주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하는 64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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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Pulse 주파수에서 0.0006443 W/kg으로 나타났
고,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01647 W/kg으로 나타났고, 7.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04213 W/kg으로 나타났다. 

Table 2. SAR value change of SAR sensor of human 
head phantom without using dental implant.

No Implant

Quantity 64 MHz 128 MHz 296 MHz

SAR 
Sensor
(Raw)

Maximum 
Value

0.0006245 
W/kg

0.007967 
W/kg

0.02905
W/kg

Average 
Value

3.564e-05 
W/kg

5.856e-05
W/kg

0.001509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03336 W 0.0005482 W 0.002855 W

Total Tissue 
Mass 9.361 kg 9.361 kg 9.363 kg

SAR 
Averaging 

Sensor
(10g 

Average)

Maximum 
Value

0.0002078 
W/kg

0.0003131
W/kg

0.0008981
W/kg

Average 
Value

3.564e-05 
W/kg

5.856e-05
W/kg

0.002855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03336 W 0.0005482 W 0.002855 W

Total Tissue 
Mass 9.361 kg 9.361 kg 9.363 kg

SAR 
Averaging 

Sensor
(1g 

Average)

Maximum 
Value

0.0004674 
W/kg

0.0006443
W/kg

0.001647 
W/kg

Average 
Value

3.564e-05 
W/kg

5.856e-05
W/kg

0.0001855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03336 W 0.0005482 W 0.004213 W

Total Tissue 
Mass 9.361 kg 9.361 kg 9.363 kg

Net Input Power 0.0003238 W 0.00055 W 0.001204 W

Power Scaling Factor 1

Fig. 6. 1g average SAR value change according to RF 
Pulse at No implant.

1.2.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두부 전체의 
SAR값 변화

Table 2과 Fig. 7과 같이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
지 않았을 때 1g SAR의 최대 상승 값은 RF Pulse 
주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2.21 W/kg으로 나타났
고,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3.433 W/kg으로 나타났고, 7.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9.501 W/kg으로 나타났다. 

치아 임플란트 사용 유무에 따른 SAR값의 차이
를 비교했을 때 Fig. 8과 같이 치아 임플란트를 사
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의 두부 전체의 1g 
SAR의 최대 상승 값은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
을 때 최대 약 5800배에 가까운 SAR의 상승효과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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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1g average SAR value change according to FR 
Pulse at One implant.

Table 3. SAR value change of SAR sensor of human 
head phantom without using dental implant.

One Implant

Quantity 64 MHz 128 MHz 296 MHz

SAR 
Sensor
(Raw)

Maximum 
Value

47.549 
W/kg

74.362
 W/kg

192.34
W/kg

Average 
Value

0.0003903 
W/kg

0.0006231
W/kg

0.001151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3649 W 0.005826 W 0.01285 W

Total Tissue 
Mass 9.35 kg 9.35 kg 9.352 kg

SAR 
Averaging 

Sensor
(10g 

Average)

Maximum 
Value

0.285 
W/kg

0.4492
W/kg

0.8191
W/kg

Average 
Value

0.0003903 
W/kg

0.0006231
W/kg

0.001151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3649 W 0.005826 W 0.01285 W

Total Tissue 
Mass 9.35 kg 9.35 kg 9.352 kg

SAR 
Averaging 

Sensor
(1g 

Average)

Maximum 
Value

2.21
 W/kg

3.433
W/kg

9.501
 W/kg

Average 
Value

0.0003903
W/kg

0.0006231
W/kg

0.001151
 W/kg

Total Power 
Dissipated 0.003649 W 0.005826 W 0.01285 W

Total Tissue 
Mass 9.35 kg 9.35 kg 9.352 kg

Net Input Power 0.0003255 W 0.0005513 0.001248

Power Scaling Factor 1

Fig. 8. Graph of 1g average SAR change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dental implant.

2. 두부 전체의 온도 변화
2.1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부 

전체 온도 변화
Table 3과 Fig. 9과 같이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

지 않았을 때 두부 전체의 최대 온도 변화 값은 RF 
Pulse 주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456℃,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
에서 0.04185℃, 7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3331℃로 나타났
고 두부 전체의 평균 온도 변화 값은 RF Pulse 주
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03973℃, 3.0 Tesla MRI 장
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03804℃, 7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02931℃로 나타났다.  

Table 4. Head temperature change of human head 
phantom whthout using dental implant.

Thermal Sensor (Thermal Statistics for) - No implant  
                                                  Unit:℃
Temperature 

Rise 64 MHz 128 MHz 296 MHz

Maximum 0.0456 0.04185 0.03331

Average 0.003973 0.003804 0.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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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ead temperature change of human head
phantom whthout using dental implant.

2.2.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두부 전체 온
도 변화

Table 4과 Fig. 10과 같이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
했을 때 두부 전체의 최대 온도 변화 값은 RF 
Pulse 주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1066℃, 3.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
에서 0.09858℃, 7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8578℃로 나타났
고 두부 전체의 평균 온도 변화 값은 RF Pulse 주
파수가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1252℃, 3.0 Tesla MRI 장
비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1249℃, 7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0.01193℃로 나타났다.

치아 임플란트 사용 여부에 따른 두부 전체의 온
도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Fig. 11과 같이 치아 임플
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의 두부
의 최대 온도 변화 값은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
을 때 최대 약 3배에 가까운 두부 전체의 온도 상
승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 Head temperature change of thermal sensor of 
human head phantom when using dental implant.

Thermal Sensor (Thermal Statistics for) - One implant
                                                   Unit:℃

Temperature 
Rise 64 MHz 128 MHz 296 MHz

Maximum 0.1066 0.09856 0.08578

Average 0.01252 0.01249 0.01193온

Fig. 10. Graph of head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dental implant.

Fig. 11. Graph of head temperature change according
 to with or without dental im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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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MRI 장비에서 치아 임플란트로 인해 인체 두부 
모델에 흡수되는 SAR의 최대 상승값과 두부 전체
의 최대 온도 변화 값, 그리고 MRI 장비에서의 각 
Tesla 별 RF Pulse 주파수에 따라 발생하는 SAR의 
최대 상승 값과 두부 전체의 최대 온도 변화 값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
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 SAR
의 최대 상승 값은 증가하였고 두부 전체의 최대 
온도 변화 값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
트를 하였을 때 7.0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하는 
296 MHz RF Pulse 주파수에서 1g Maximum SAR값
은 최대 약 5800배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치아 임플란트 유무로 인한 SAR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파수별 치아 임플
란트 사용 유무에 따른 두부 전체의 온도 차이는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
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 2배에서 최대 4배에 가까
운 두부 온도 상승을 나타내었다. 

또한, RF Pulse 주파수의 세기 변화로 인해 인체 
두부 모델에 흡수되는 SAR의 평균 값과 두부 전체
의 온도 상승을 살펴 본 결과 RF Pulse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SAR값은 증가하지만, 두부 전체의 온
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두부 모델 표면부에서의 SAR값
이 크고 내부로 갈수록 조직침투율이 감소되어 낮
은 주파수에 비해 SAR값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
렇게 발생한 열에너지 대부분이 인체표면에 흡수
되어 두부 전체의 온도는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낮은 주파수에서는 두부 모델 표면부에서의 
SAR값은 작지만, 더 깊은 거리까지 SAR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인체 내부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높은 주파수 보다 온도의 상승은 미약하지만 
크게 나타난다.[10,11]

ANSI/IEEE에서 인체 조직 1g 평균 첨두 SAR값
은 1.6W/kg, 뇌 부분은 최대 온도상승은 0.06℃ 이
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ICNIRP/Japan의 안전 기준
치는 10g 평균 첨두 SAR값을 2W/kg, 뇌 부분의 최

대 온도상승을 0.11℃ 이하로 규정[12]하고 있는데 치
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RF Pulse의 세
기에 따른 SAR값과 두부 전체의 온도 상승은 미약
하여 인체뿐만 아니라 인체의 뇌 부분에는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의 RF Pulse의 세기에 따른 SAR값은 
IEEE 국제 안전 권고치에서 제안하는 1.6W/kg에서 
제한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RF 
Pulse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제한치의 약 6배의 SAR
값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부 체온 역시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 상승하였다. 

위 논문은 치아 임플란트 유무와 RF Pulse 주파수
의 세기 변화로 인한 SAR와 두부 전체의 온도 변화
에 대한 관계를 값으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체의 영향 평가는 불가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 치아 임플란트 유무와 RF Pulse 주파수의 세기 
변화로 인한 이상 반응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
체의 생리적 연구와 생화학적 연구 등 인체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CONCLUSION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트
를 하였을 때 SAR값은 증가하였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클
수록 주파수가 증가하여 SAR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두부 전체의 온도변화에서는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였을 때 두
부전체의 온도상승을 나타내었다. 또한, RF Pulse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SAR값은 증가하지만, 주파수
가 증가할수록 파장이 작을수록 인체표면에 흡수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부 전체의 온도는 감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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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MRI 검사 시 치아 임플란트 시술유무와 RF Pulse 세기에

따른 인체 영향에 관한 연구: XFDTD 프로그램을 이용

최대연, 김동현*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요  약

Brain MRI 검사에서는 영상을 얻기 위해 RF Pulse를 인체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된 RF Pulse 에너
지의 상당 부분은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되게 되고 이로 인해 인체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노출 정도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RF Pulse 에너지는 MRI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자기장의 세기가 1.5 
Tesla에서 3 Tesla, 3 Tesla에서 7 Tesla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따른 두부 전체의 SAR
와 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위의 결과가 치아 임플란트 사용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
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실험은 인체 두부 모델에 1.5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64 MHz RF Pulse 주파수, 3.0 Tesla MRI 장비
에서 발생되는 128 MHz RF Pulse 주파수, 7 Tesla MRI 장비에서 발생되는 298 MHz RF Pulse 주파수를 조
사하고 위의 실험을 치아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로 나누어 XFDT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머리 주변의 SAR와 체온의 변화를 각각 실험하였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였을 때 SAR값은 7T의 RF Pulse 주파수 256MH
z에서 최대 약 5800배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치아 임플란트 사용으로 인한 SAR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 임플란트를 하였을 때 두부전체의 온도 
변화는 2배에서 최대 4배 가까운 온도 상승을 나타내었다. 또한 RF Pulse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SAR값은 증
가하지만, 두부 전체의 온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파장이 작을수록 인체표면에 흡수
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향후 치아 임플란트 유무와 RF Pulse 주파수의 세기 변화로 인한 이상 반응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
체의 생리적 연구와 생화학적 연구 등 인체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XFDTD, 치아 임플란트, 인체 두부 모델, 치아 임플란트 모델, SAR, 체온, RF Pulse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