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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레임 MRI를 위한 CNN의 설계 및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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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망을 사용한 심장 MRI 영상 재구성에서 복잡
한 신경망은 학습 시간과 영상 재구성 시간을 증가시키고, 많은
메모리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프레임
CNN(SF-CNN) 대비 신경망의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
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
하거나, SF-CNN 대비 더 다양한 정보를 신경망의 정보로 입력
하는 멀티프레임 CNN(MF-CNN)을 평가하고 제시한다. 신경망
성능 평가에서 MF-CNN(time)의 평균 NMSE는 SF-CNN의 평
균 NMSE에 비해 7.1% 감소하였고 MF-CNN(channel)의 평균
NMSE는 SF-CNN의 평균 NMSE에 비해 8.1% 감소하였으며
학습시간은 35.2% 감소하였다.
Abstract

1. 서

론

최근에 심장 CINE MRI 영상 재구성에 신경망을 적용하는 사
례들이 증가하고 있다[1-3]. U-net[4]은 영상 재구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복잡성을 증가시
키지 않고 시간 및 공간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 다양한 정보를
신경망의 정보로 입력하는 MF-CNN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
다.
2. 본

론

2.2 Dataset 가공 및 학습

그림 1 에서는 MF-CNN(time)과 MF-CNN(channel)의 Input
data과 Label data의 예시를 나타내게 된다.
SF-CNN의 학습 Dataset의 경우 Nx와 Ny를 이용해 slice를 구
성하고, 그 외의 변수는 학습 Dataset의 양에 영향을 주게 된다.
MF-CNN(time)에는 현재의 프레임과 시간상으로 인접한 4개의
프레임들이 결합 되어 multi-frame data를 형성한다. 다음 프레
임 데이터는 프레임을 이동함으로써 유사하게 구성된다. 심장의
움직임이 주기적임에 따라서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이
연결됐다고 가정하고 학습 Dataset을 구성하게 된다.
MF-CNN(time)의 Label data는 현재 시간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SF-CNN과 MF-CNN (time)의 학습 Dataset의 양
은 같게 된다.
MF-CNN(channel)에는 5개의 채널에서 얻은 동일시간대의 데
이터를 하나의 Dataset으로 결합하여 multi-frame data를 형성
하게 된다. 각각의 채널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모양은 유사하지
만, 각각의 채널마다 밝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MF-CNN
(channel)의 Label data는 5개의 채널을 기준으로 만들어 지며,
MF-CNN(channel)에서 Nc가 학습 Dataset의 양을 구성하는 변
수에서 slice를 구성하는 변수로 이동하게 된다. MF-CNN
(channel) 학습 Dataset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다른 CNN
의 학습 Dataset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같지만, 기존
SF-CNN에서 5개를 구성하던 Input과 Label data가 1개를 구성
하여 학습이 진행되므로, 학습 시간이 단축된다.

2.1 데이터

심혈관 CINE MRI는 균형 잡힌 SSFP 시퀀스를 사용하여
3.0T MRI 시스템(Siemens)에서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5 channel 위상 배열 코일이 사용되었다. k-space의 전
체 데이터는 민감도 인코딩(SENSE) 계수가 2인 상태에서 얻었
다. 데이터는 각각 영상의 가로, 세로, 슬라이스, 시간, 측정 채
널을 나타내는 5개의 변수(x,y,z,t,c)로 나타내어지며 각 변수의
크기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위와 같이 획득한 데이터를 풀 데이터라 정의하고 풀 데이터
를 2차원 Fourier 변환하여 재구성한 영상을 Ground truth라 정
의하였다. 학습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풀 데이터를 위
상 부호 축으로 언더샘플링 하였다. 언더샘플링된 데이터에서
측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인접한 프레임의 데이터로 선형 보간을
한 다음 2차원 Fourier 변환으로 재구성을 한다. 이렇게 재구성
된 영상을 초기 재구성 영상으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지원자들의 풀 데이터 1104장을 가속비
3, 4, 8로 언더샘플링한 3312장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였고,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지원자들의 2차원 풀 데이터
912장을 가속비 3, 4, 8로 언더샘플링한 2432장의 데이터를 테스
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1> 데이터 파라미터

Nx
256

Ny
256

Nz
12

Nt
16 - 24

Nc
5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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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CNN(time)과 (b)MF-CNN(channel)의
Input data과 Label data의 예시

그림 2는 MF-CNN의 훈련 및 재구성 절차를 보여준다.
MF-CNN의 경우 multi-frame data를 U-net의 Input channel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재구성 시, 신경망의 출력은 역정규화 후
5 channel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후 이 5 channel 이미지를
SENSE 기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구성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
다.

<표 2> 다양한 신경망으로 재구성한 영상들의 평균 NMSE,
학습 시간, 재구성 시간. NMSE의 단위는 10-3이고, PSNR 의
단위는 dB이며, 학습 시간의 단위는 [s]이다.

신경망
SF-CNN
MF-CNN(time)
MF-CNN(channel)

평균 평균
NMSE PSNR
4.228 45.21
4.139 45.33
4.093 45.38
3. 결

<그림 2>

MF-CNN의 훈련 및 재구성 절차

2.3 실험 결과 및 분석

표 2에 다양한 신경망으로 재구성한 영상들과 ground truth
영상과의 평균 NMSE, Peak Signal-to-Noise Ratio(PSNR),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SSIM), 학습 시간을
U-net과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NMSE의 단위는
10-3이고, PSNR 의 단위는 dB이며, 학습 시간의 단위는 Second
이다. 평균 NMSE는 각 가속비 별 재구성 영상과 ground truth
영상 간의 NMSE의 평균이다. MF-CNN(time)은 기존의
SF-CNN과 비교하여 학습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MF-CNN(channel은 학습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다.
MF-CNN은 U-net에서 입력의 채널 데이터로 멀티프레임 데
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망의 복잡성 또는 학습 시간을 크
게 증가시키지 않는다. MF-CNN(time)은 시간과 공간 정보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만을 사용한 SF-CNN보다 성능
이 크게 향상된다. MF-CNN(channel)은 5 channel의 공간 정보
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1채널의 공간 정보만을 사용한
SF-CNN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MF-CNN(time)의 훈련 시
간은 2.4% 증가했지만 재구성된 이미지의 평균 NMSE는 7.1%
감소했다. MF-CNN(channel)의 훈련 시간은 35.2% 감소하였고,
재구성된 이미지의 평균 NMSE는 8.1% 감소했다.
그림 3에 좌측에는 가속비 4의 테스트 데이터를 각 신경망으
로 재구성한 영상과 (a)에서 보인 심근을 지나는 하나의 선에
대해 심장 위상에 따라 세로축으로 나타낸 프로파일 영상, 그리
고 우측에는 (a)와 비교하여 얻게 된 에러 영상을 나타내었다.

평균 학습
SSIM 시간
0.9767 32554
0.9773 33415
0.9775 21076

론

MF-CNN(time)은 현재 프레임과 시간상으로 인접한 프레임
을 결합한 multi-frame data를 사용한다. MF-CNN(channel)은
동일시간대의 다른 채널의 프레임을 결합한 multi-frame data를
사용한다. multi-frame data를 U-net신경망 입력의 채널 데이터
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경망의 복잡성은 기존의 SF-CNN과 유
사하다. 이때 Dataset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 시간을 단
축할 수 있게 되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신경망의 성능 검증에서
MF-CNN(time)은 기존의 신경망과 비교하여 비슷한 학습 시간
을 보였으며, MF-CNN(channel)은 기존의 신경망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학습 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MF-CNN(time)과
MF-CNN(channel) 모두 기존 신경망과 더 나은 평균 NMSE,
PSNR, SSIM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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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재구성 영상과 에러 영상
(a) Ground truth (b) SF-CNN
(c) MF-CNN(time) (d) MF-CNN(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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