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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3차원 관상동맥 병변 형상 경계조건과

CAMS 값을 이용한 CT-FFR 개선

현대인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관상동맥 질환 진단 중요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중재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 진단 지표는 관상동맥 조영술(Coronary Angiography)이지만 중증

협착병변의 경우엔 영상에 사각이 발생할 수 있어 조영술로만으로는 심근허혈

유발 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심근허혈 유발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압력철선을 이용한 심근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FFR)}이 현재 GoldenStandard로써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관상동맥 내부에 압력철선을 삽입해야 하고, 혈관확장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CT-FFR은 환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r Tomography(CT)}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3차원 심혈관 모델을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을

이용해 풀이하는 방법으로써, 비침습적이고 투약이 필요없는 압력/혈류

측정술이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T-FFR방법은 Lumped Parameter를

사용하여 관상동맥을 전자회로화한 후, 환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계산을

하기위해 Dirichlet, Neumann 경계조건등의 여러 조건들을 저항화 시켜 회로에

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저항에는 계산된 혈관 벽면의 변위 값, 혈관 벽

탄성 값, 심장박동시의 관상동맥의 움직임 등이 포함되며, 이 조건들이 많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나 계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심혈관 병변 형상정보에만 해당되는 값인 관상동맥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IVUS)}를 이용한 MLA(Minimal Lumen 

Area)값과 환자 개개인의 관상동맥 혈관 기반 심근 분할{Coronary artery-based 

myocardial segmentation(CAMS)}값만을 가지고 푸아죄유의 법칙(Poiseuille’s law)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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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식적으로 풀이된 진단지표가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에 기인하여

복잡한 경계조건 없이 환자의 병변형상정보만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수행될

수 있는 CT-FFR 진단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된 CT-FFR 방식은 2011년 5월~2015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FFR 측정을 시행한 환자 639명을 대상으로 CFD 계산이

가능한 환자 220명 246개의 병변에서 진행되었으며, 같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민감도 75.0%, 특이도 68.5%, 0.77의 AUC값(CI 95%)을 갖는 기존의 CT-FFR방식에

비해 민감도 50.0%, 특이도 83.2%, 0.74의 AUC값(CI 95%)으로 민감도 부분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 관상동맥이 아닌 병변 혈관만을 대상으로 계산이

진행되기에 계산시간이 평균 5시간에서 1시간으로 5분의1가량으로 줄었으며, 

복잡한 경계조건을 대입하지 않으므로 과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심단어: CT-FFR, CFD, FFR, CAMS,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압력/혈류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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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압력/혈류 측정술은

혈관조영술을 기반으로 한 진단방법으로써 혈관확장제를 투약하고, 압력철선을

체내로 삽입해야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병변 부위만을 3차원

모델로 형상화하고, 정상상태의 혈류 1cc/s와 혈관이 확장됬을 때의 혈류 3cc/s를

전산 유체 역학을 이용하여 병변 원위부와 근위부의 압력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병변과 독립적인 변수이자 진단지표로써 높은 성능을 보였던 CAMS 값을

전산유체역학 계산으로 얻은 압력차이와 유량사이의 상관관계식에 도입함으로써

다른 CT-FFR방법처럼 각 환자의 임상 데이터 경계조건이 많이 필요 없고,

기존방식보다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한 CT-FFR방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는 (1) 심혈관 질환 진단 지표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구 배경, (2) 심장의

기능 및 구조와 관상동맥질환 정의,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는 진단지표, (3) 현재

연구되어지고 있는 관상동맥질환 진단 지표들에 관한 내용, (4) 연구목표를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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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현대인들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식습관이 기름져 지면서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약 1800만명의

사람들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사망자의 약 1/3 (31%)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1)이다. 한국도 심장 질환 환자의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아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2)을 확인할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진단 방법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개선된

진단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기관에서 혈관조영술, CT-FFR, 

CT 및 MR영상, 혈관의 석회화된 정도{Agatston Score(AS)}등11)을 응용한

복합적인 진단지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림 1. 한국의 최근 주요 사망원인 별 사망률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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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장의 기능 및 구조

인체의 심장은 그림 2의 (a)와 같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심실에서 폐를 거쳐 좌심방으로 이어지는 폐순환과 온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좌심실로부터 우심방으로 이어지는 체순환의 흐름을 가진다. 

이처럼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심장의 특성상 심장근육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하며 막대한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대동맥으로부터 분지되어 나온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한다.

관상동맥은 크게 3개의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LAD)}, 좌회선지동맥{Left Coronary Artery(LCX)}, 오른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RCA)}으로 명명된다. 좌전하행동맥은 심실중격, 좌심실전벽, 

좌심실측벽에 혈액을 공급하고, 좌회선지동맥은 좌심실의 측벽과 하벽을, 

오른관상동맥은 우심실과 심실중격에 혈액을 공급한다. 관상동맥의 자세한 

모양은 심장을 CT로 촬영한 그림 2의 (b)에 표현되어 있다.

그림 2. 혈류 순환도 & 관상동맥 종류

(a) 혈류 순환도, (b) 관상동맥 종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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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 외막의 동맥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인해 혈관 내막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인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현상인 혈전증이 관상동맥에서 발생할 때 발병한다. 혈관이

좁아지는 경화증은 죽상경화증과 동맥경화증 2가지로 분류되지만 통칭하여

죽상동맥경화증이라 불린다.

죽상경화증은 병변이 혈관의 일부분에만 국소적으로 생기는 것으로써, 동맥벽을

이루는 3개의 층(외막,중막,내막) 중 내막에 지방과 죽종이 생성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적게 흐르는 것을 말한다. 동맥경화증은 노화로 인해 혈관의

탄성이 저하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해 중막이 섬유화되어 혈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경화증이 진행되어 관상동맥이 좁아지게되면 심근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심근세포가 괴사하게되고, 이 때문에

심장의 혈액공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는 관상동맥의 자율적인 수축과 이완기능

때문에 내강의 50%가 협착되어도 징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과정이 약

수십년에 걸쳐 오랜시간에 따라 협착이 약 70%까지 진행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질환의 징후를 관측할 수 있다3-4). 병변의 중증도에 따라 약물치료, 풍선 혈관

성형술, 스텐팅,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CABG)}과 같은

외과적 시술로 치료가 진행된다. 그림 3에 동맥벽 내에 콜레스테롤, 섬유조직, 

칼슘이 점진적으로 침착되어 염증을 동반한 죽상동맥 경화성 플라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었고, 그림 4에는 CT영상을 기반으로 한 좌전하행동맥과

오른관상동맥의 병변을 3차원 모델로 형상화한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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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

그림 4. 동맥경화 환자의 3차원 CT 영상 이미지

(a) 좌전하행동맥(LAD), (b) 오른관상동맥(R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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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상동맥질환 진단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이 있으며, 흥분하거나 과식, 운동 등으로

심근이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할 때, 가슴이나 숨이 답답 또는 뻐근한 느낌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을 시작한다3). 심전도 검사, 가슴 X-ray는 가장

기본적인 검진으로 병변이 매우 위급한 관상동맥질환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장 내부 혈관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실시한다.

정밀 검사는 운동부하 심전도, 핵 의학 심근영상촬영을 포함하는 부하검사, 

관상동맥 CT,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1.4.1에서 서술할 도플러 와이어 또는

압력와이어를 이용한 혈류/압력측정술 약 5가지 방식이 있다. 심장 초음파는

협착이 얼마나 진행 되었는지의 판단 여부보단 심장 근육의 활동성과 심혈관 외

판막부분에 합병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관상동맥 CT의

경우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CT방법과는 달리 심장의 움직임을 늦추는 약을

복용한 후 정밀하게 심장만을 촬영하여 좁아진 병변부위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CT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지고, 이를 응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관상동맥 조영술만이 가장 대표적인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으로 삽입한

카테터 및 유도철선을 관상동맥 내부에 직접 삽입한 후 조영제라는 요오드성

약물을 혈관에 투약하여 관상동맥내부를 X-ray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3차원의 구조를 2차원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상각도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며, 복잡하거나 해부학적으로 병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다혈관 병변, 분지 병변 등은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혈역학적으로 관상동맥 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의 협착 정도를

확인하고, 협착 정도가 심근의 허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재시술여부가 판단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에서는 관상동맥

조영술 이미지를 기반으로 관상동맥의 혈관경이나 길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정량적 관상동맥 조영술{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QCA)}를

사용하여 내경 협착정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진단을 내린다5).(내경 표준편차

5% 이내) 그림 5는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보된 영상을 QCA로 확인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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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QCA로 확인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인된 협착 심각도에 따라 스텐트{Bare Metal Stent(BMS)}, 

풍선 카테터, 방사선치료등의 관상동맥중재시술을 진행하거나 개흉 수술을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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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심근분획혈류예비력(FFR)

심근분획혈류예비력(약어로 FFR, 이 후부터 약어로 사용)은 혈역학적인 방법으로

관상동맥에 협착병변이 있을 때 관상동맥 내에 압력 와이어, 또는 도플러

와이어를 삽입하여 미세혈관기능을 평가하고 혈류가 병변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와 관류압력의 손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변 전 후 근위부와

원위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6). FFR은 관상동맥 내에 압력 와이어, 또는

도플러 와이어를 삽입하여 미세혈관기능을 평가하고, 관상동맥 협착의 정도를

혈역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에 나와있는

것처럼 관상동맥 미세혈관의 저항이 없고, 정상혈관인 경우를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 혈류량(Qn)과 협착 병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 혈류량(Qs)의 비율로

정의되며, 아래 과정대로 유도된 공식을 통해 병변 원위부의 평균

관상동맥압(Pd)과 평균 대동맥압(Pa)의 비율(Pd/pa)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FR 값이 0.8 이상이면 병변이 아니며, 0.8미만이면 병변이 발생했다고 진단한다. 

FFR =
병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 혈류량(��)

정상혈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 혈류량(��)

Qs =
(�� − ��)

�

Pa: 평균대동맥압, Pv: 평균정맥압력

Pd: 혈관을 확장시의 원위부 평균 압력

Qn =
(�� − ��)

�

FFR =
(�� − ��)

(�� − ��)

Pv ≒ 0 (심근 혈관층이 최대로 확장되었을 때 중앙 정맥압은 0에 가까움.)

FF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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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은 6Fr이나 7Fr의 가이딩카테터를 요골동맥이나 대퇴동맥으로 삽입하여 

관상동맥의 개구부에 위치시키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먼저 실시한다. 그 후 

압력와이어를 가이팅카테터 내로 삽입하고, 관상동맥 개구부에서 대동맥압과 

보정작용을 끝내면 병변으로부터 약 3cm 떨어진 근위부와 원위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혈류/압력 측정술은7) 

그림 6에 간단한 모식도로 나타내었으며, FFR측정시 환자감시장치로 출력되는 

화면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6. 압력철선을 이용한 관상동맥 혈류/압력 측정술

관상동맥 내로 압력철선을 집어넣고 병변 근위부(Pa)와 원위부(Pd) 압력 측정

그림 7. FFR이 나오는 Patient Monitor

Pa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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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 진단 지표

앞서 서술한 관상동맥 내로 카테터를 삽입해 염색약을 주입하는 침습적인

방법인 관상동맥 조영술과 압력철선을 이용한 병변 원위부와 근위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FFR방식이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지표라면, 

임상진단지표보다 더 나은 진단률 및 편의성을 위한 여러 관상동맥질환

진단지표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혈류를 측정하는 CFR(Coronary Flow Reserve), 

FFR과 동일한 압력 측정 방식을 사용하지만 혈관확장제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는 iFR(instantaneous wave-Free Ratio)8), 단일 환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장치{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SPECT)}를 사용한 방법9), 혈관

내부 감쇠 기울기{Transluminal attenuation gradient(TAG)}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방법10), 석회화 지수{Agatston Score(AS)}를 응용한 방법 등11) 많은 진단지표가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CT-FFR은 관상동맥조영술 외 유일하게

GoldenStandard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FFR을 기반으로 한 비 침습적인

진단지표로써, 다양한 곳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5에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MLA
� >4.04 진단지표와 CT-FFR의

대표격인 Heartflow사의 CT-FFR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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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MLA
� 진단지표

����/MLA
� 방법은12) 최근 연구를 통해 높은 진단 정확도를 기록한 수학적인

진단지표이다. 관상동맥 혈관내 초음파로부터 추출된 최소 혈관 면적 {Minimal 

Lumen Area(MLA)}과 관상동맥 혈관 심근 분할로부터 Voronoi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한 환자 고유 관상동맥심근체적{myocardial volume subtended by a stenosis 

coronary segment(���� ), 이 후 ����로 서술}을 압력과 유량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푸아죄유의 법칙에 적용하여 형상정보에서 추출된 정보만을 수학적으로

풀이하였다.

���� 지표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FFR 측정을 시행한 639명의 환자 중 연구에 적합한 환자220명의 246개 병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방법{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CTA) grade}, 최소루멘면적(MLA), 병변 영역{Area 

Stenosis(AS)}, 수집된 플라크의 체적 %{Aggregated Plaque Volume(APV)}, 기존 CT-

FFR, 정량적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등의 방법과 비교하여 83.3%의 민감도, 

67.9%의 특이도, 57.4%의 양성예측치, 88.7%의 음성예측치, 73.2%의 정확도를

보였고,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본 연구에서는 FFR과 독립성을 지닌 지표인 관상동맥심근분할로부터 추출된

환자 고유 관상동맥심근체적 형상정보만을 가지고 진행된 ����방법에 기인하여

형상정보만을 가지고 CT-FFR 계산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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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CT-FFR

관상동맥 질환을 비 침습적으로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 CT-FFR은

환자의 CT 영상 데이터로부터 3차원 관상동맥 모델을 추출하고, 만들어진

모델에 환자의 생체정보들을 대입하여 전산유체역학을 통해 비압축성 나비에

스토크스 방정식(in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으로 혈류를 풀이하는

방법이다14). 현재 SIEMENS나 Toshiba등 여러 기업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Heartflow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Heartflow의 CT-FFR을

사용하여 단일 환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방법과 비교하거나, 혈관 내부

감쇠 기울기, 석회화 지수를 응용하는 방법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8-11).

Heartflow사의 CT-FFR16)에서는 슬립 조건 및 변형률에 따른 혈관벽에서의 마찰력

조건을 노이만 경계조건(Neumann Boundary Condition)과 디리클레 경계조건

(Dirichlet Boundary Condition)을 이용하여 구하고, Windkessel model을 통해 대동맥과

같은 고탄성 혈관벽에서의 심장 박동시 혈압 반동 조건을 계산하였다. 이 외에도

저항 정맥압, 평균 혈류 값에서의 미세혈류 저항, 좌심실과 우심실의 다른

압력범위 반영을 위한 심장수축기의 심근 내부 압력,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의

조건 등 환자의 많은 생리학적 정보조건들이 고려되었으며, 이 조건들을

회로소자로 하여 CT-FFR 모델이라는 전자회로에 대입하는 집중상수회로화

(Lumped Parameter)를 통해 하나의 CT-FFR 모델이 구성되었다10). CT-FFR의

진행과정을 다음 페이지 그림 8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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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T-FFR의 진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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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목적

1.5.2에서 서술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CT-FFR 방법들은 많은 경계조건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경계조건을 위해

다량의 환자 생체 정보가 요구되어진다15). 전산유체역학의 특성상 경계조건이

많을수록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그만큼 계산시간도 많이 필요하기에

적절한 수의 경계조건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근수요가 많을 수록 관상동맥 유량도 많아진다는8) 점과

1.5.1에서 서술한 ����지표에 기인하여 형상정보 하나의 경계조건만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의 단순화를 꾀하고, 관상동맥 전체가 아닌 병변 부위만을 3차원

모델링하여 계산시간 소요가 적은 CT-FFR 진단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9에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CT-FFR의 진행 순서도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9. 병변 형상만을 이용한 CT-FFR의 진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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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다른 방법과의 데이터 비교를 위해 앞서 ���� 지표를 검증한 논문과 동일한

환자군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사이에 서울아산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FFR 측정을 시행한 환자 639명 중 다른 심장질환이 없고, 

스텐팅과 같은 시술을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30~80%의 중간 협착증을 지닌

220명의 환자 246개의 병변을 대상으로 하였다13). 환자군에 대한 자세한 특성은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Baseline Characteristics (N = 220)13)

Age, yrs 61.7 ± 10.3

Male 168 (76.4)

Hypertension 128 (58.2)

Diabetes mellitus 50 (22.7)

Hyperlipidemia 153 (69.5)

Current smoker 65 (29.5)

Body mass index, kg/�� 25.0 ± 2.8

Agaston calcium score 173.0 (11.3-517.9)

CAMS data

Left ventricular myocardial volume 111.0 ± 32.1

Myocardium of LAD territory, % 42.1 ± 6.5

Myocardium of LCX territory, % 30.6 ± 9.2

Myocardium of RCA territory, % 27.1 ± 9.0

Values are mean ± SD or n (%).

CAMS = Coronary Artery-based myocardial segmentation; 

FFR = Fractional Flow Reserve; LAD =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LCX = Left Circumflex Coronary Artery; RCA = Right Coronary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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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2.2.1 데이터 획득 경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2.1에서 서술했듯이 같은 연구대상을 상대로 진행된 측정

방식과 개선된 CT-FFR 방식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에 대한 데이터

획득 경로도 동일하다13).

연구대상의 CT 데이터는 요오드화 조영제 60~70ml를 4.0ml/s의 속도로 주입한 후

1세대 혹은 2세대의 듀얼소스 CT(Definition or Definition FLASH, Siemens, Erlangen, 

Germany)와 64-section CT(LightSpeed VCT, GE Healthcare, Chicago, Illinois)기기를

이용하여 촬영되었다. 촬영된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연구용 소프트웨어인 A-view를(A-view Cardiac ver.2010, Asan Medical Center, South 

Korea)사용해 관상동맥 병변 부위의 3차원 stl 모델을 추출하였다.

전체 관상동맥심근분할로부터 병변 부위만을 특정한 ���� 값도 앞서 사용한

연구용 소프트웨어인 A-view를 사용했으며, 비교군으로 사용된 기성 CT-FFR은

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cFFR prototype version 1.4, Siemens)를 사용하여

측정되어졌다. FFR은 140 ~ 200 μg /kg/min의 속도로 adenosine(혈관확장제)이

투약된 후 2.5mm이상의 모든 혈관에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30%이상 협착이

진행된 혈관을 대상으로 측정되었고, 정량적 관상동맥 조영술은 CAAS-5(Pie-

Mediacl, Maastricht, the Netherlands)의 자동 edge-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을 상대로 사용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과 정량적 관상동맥

조영술의 parameter는 reference 14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2에 재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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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에 대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과 정량적 관상동맥 조영술 parameter13)

FFR ≤ 0.80

(n = 84)

FFR > 0.80

(n = 162)
P Value

Qualitative stenosis grading in 

coronary CTA
< 0.001

≥ 50% stenosis 82 (97.6) 126 (77.8)

< 50% stenosis 2 (2.4) 36 (22.2)

Coronary CTA measurements

MLD, �� 1.2 ± 0.3 1.5 ± 0.4 < 0.001

MLA, ��� 2.2 ± 0.9 3.3 ± 1.5 < 0.001

Diameter stenosis, % 59.8 ± 10.2 52.9 ± 12.2 < 0.001

Area stenosis, % 76.7 ± 8.4 67.8 ± 12.3 < 0.001

Plaque burden at MLA, % 83.1 ± 8.9 76.9 ± 9.3 < 0.001

Lesion length, �� 21.6 ± 8.7 17.1 ± 8.1 < 0.001

Lesion length/���� 21.0 ± 34.6 20.7 ± 139.6 0.984

Reference lumen area, ��� 9.7 ± 2.5 10.4 ± 2.9 0.049

Plaque volume, ���/ �� 10.4 ± 4.2 9.5 ± 3.6 0.094

% APV, % 56.4 ± 10.1 49.4 ± 8.7 < 0.001

CAMS data

������, ��
� 113.5 ± 32.6 110.3 ± 31.2 0.461

����, ��� 37.9 ± 11.8 31.3 ± 15.2 < 0.001

����/���� 11.6 ± 9.9 4.9 ± 6.4 < 0.001

CT-derived FFR 0.74 ± 0.14 0.087 ± 0.09 < 0.001

QCA data

Diameter stenosis, % 57.0 ± 10.0 48.4 ± 11.2 < 0.001

Lesion length, �� 21.9 ± 10.0 16.9 ± 8.9 < 0.001

Values are n (%) or mean ± SD. Blod indicates p < 0.05.
%APV = percentage of aggregate plaque volume; CT = computed tomography; CTA =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MLA = Minimal Lumen Area; MLD = Minimal lumen diameter; QCA =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subtended myocardial mass; CAMS = Coronary Artery-based myocardial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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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상 정보만을 이용한 CT-FFR

형상 정보만을 이용한 CT-FFR을 3차원 형상정보는 앞서 진행된 연구와13) 동일한

A-view software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CT영상을 통해 관상동맥에서 병변으로

의심되는 혈관 모델만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모델의 FFR값, 병변 및 FFR의

원위부, 근위부 측정 위치는 각 환자의 검사기록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관상동맥별 3차원 병변 부위 모델은 전산유체역학 계산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Meshmixer(AutoDesk Research, San Rafael, California, 

United States)를 이용해 관상동맥의 출입구 부분을 혈류의 진행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수정되었다. 수정된 각 혈관 별 병변모델은 평활화 작업까지

진행되었으며,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1.4.1에서 정의되었듯이 심근분획혈류예비력은 ‘병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혈류량(��������� ) ÷ 정상혈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혈류량(������� )’ 계산을

통해
��

��
로 정의된다. 이 때 혈류량 Q는 아래의 공식 (1)로 설정할 수 있으며,

협착부위의 Pa와 Pd의 압력차 값(FFR값)은 압력과 혈류속도와의 관계에

기인하여 아래(2)의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8). 

������� = � × ����������� (1)

∆�(�� − ��) = ����������

× ����������
�

(2)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모델을 병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혈류량 3cc/s, 

정상혈관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최대혈류량 1cc/s 2개의 경계조건으로15~16)

설정하여 전산유체역학 계산을 실시하였으며, 계산된 압력 차 값을 연립방정식에

대입하여 상관계수 A와 B의 값을 역으로 도출하였다. 관상동맥심근분할값을

대입한 Q값에 도출된 A와 B값을 대입하여 ∆� 를 구하였으며, 1~1000까지의

기준을 대입해 진단률이 가장 놓은 80을 기준으로 하여 ∆�/100  < 80인 경우를

병변으로, ∆�/100 > 80인 경우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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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병변 부위의 3차원 모델링

(a) 좌전하동맥(LAD), (b) 좌회선동맥(LCX), (c) 우관상동맥(RCA), 

붉은 원: 병변부위, 노란선: 검사기록지에서 확인한 FFR의 Pa, Pd 측정위치

분홍 색 부위: 전산유체역학 계산을 위한 평활화 작업이 진행된 병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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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Ansys를 이용한 분석

2.2.1에서 수정된 stl모델은 Ansys ICEM(ver.15.0, Pensylvania, United States)을 이용해

meshing을 진행하였다. 입구와 출구부분을 분할하기 위해 각도가 20도이상

차이나는 면을 별도의 부분으로 지정하여 입구와 출구, 혈관벽 총 3개 부분으로

나누었고, 3개부분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유체로 지정하였다. 기본 meshing은

Tetrahedral로 진행하였으며, 혈관벽과 맞닿는 부분은 0.01의 두께로 3개의 층을

Prism meshing을 적용하여 총 mesh갯수 50만개 미만으로 생성하였다.

전산유체역학 계산은 Ansys Fluent(ver.15.0, Pensylvania, United States)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Type은 Pressure-based, Time은 Transient, Model은 Viscous Laminar로

설정하였고, 혈액의 밀도 및 점도는 1060kg/�� , 0.0035��/� − �로 적용하였다16).

CT-FFR이 비압축성 유체로14) 계산되므로 혈관 입구부분은 velocity inlet조건이

설정되었고, ICEM에서 측정한 혈관 입구 면적( ��� )을 각 혈관모델에 1cc/s, 

3cc/s로 흐를 수 있도록 입구부분의 유속을 m/s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출구

부분을 outflow로 설정하여 유량이 출구로 흘러 나가도록 하였다. Residual의

Absolute Criteria는 10��으로 설정하였고, Time step size를 0.001로 3천번으로하여

3초 동안의 혈류 흐름을 계산하였다. 다만 3차원 CT 모델의 병변 부위가 너무

협소하여 계산이 발산하는 7개의 모델은 Time step size를 1/10로 줄이고, 계산

횟수를 3만번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Meshing을 진행한 LCX 혈관을 그림 11에, 각 혈관별 1cc/s, 3cc/s 압력 분포 계산

결과는 그림 12,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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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nsys ICEM으로 진행한 LCX혈관 Meshing

파란색: 입구, 초록색: 출구, 붉은색: 혈관벽, 내부: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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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cc/s의 혈류가 흐를 때 각 병변의 압력분포도

(a) 좌전하동맥(LAD), (b) 좌회선동맥(LCX), (c) 우관상동맥(RC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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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3cc/s의 혈류가 흐를 때 각 병변의 압력분포도

(a) 좌전하동맥(LAD), (b) 좌회선동맥(LCX), (c) 우관상동맥(RC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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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Ansys를 통해 총 229개의 관상동맥 병변 모델이 계산되었으며, 전체 혈관 지표는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p<0.0001, 신뢰구간 95%, AUC: 0.74)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50.5%의 민감도, 85.4%의 특이도를 보였다. 좌전하동맥 또한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p<0.0002, 신뢰구간 95%, AUC: 0.73)으로 분석되었으며, 66.7%의

민감도, 67.7%의 특이도를 보였다. 좌회선동맥과 우관상동맥은 2개의 셀이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가져 피셔의 정확검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좌회선동맥의

경우(p<0.061, 신뢰구간 95%, AUC: 0.76) 47.1%의 민감도, 84.1%의 특이도를 보였고, 

우관상동맥의 경우(p<0.113, 신뢰구간 95%, AUC: 0.54) 16.7%의 민감도, 100%의

특이도를 보였다.

검사기록지를 통해 연구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변이 한군데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영역에 걸쳐 있는 Diffuse 혈관이 전체 병변 229개 중 88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어 각 혈관별 분석에 Diffuse와

Non-diffuse 혈관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Non-Diffuse의 경우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p<0.0005, 신뢰구간 95%, AUC: 0.73)을 사용하였으며 47.1%의

민감도, 84.1%의 특이도를 보였고, 동일하게 피어슨의 카이 제곱 검정(p<0.0001, 

신뢰구간 95%, AUC:0.78)을 사용한 Diffuse의 경우 52.6%의 민감도, 88%의

특이도를 보였다. 표 3에서 Ansys로 계산한 CT-FFR의 교차분석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14엔 전체 혈관, 좌전하동맥을, 15에는 Diffuse와 Non-Diffuse ROC 

커브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R software(ver 3.2.2 13, R Foudn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와 MedCalc(ver 15.0, MedCalc Software, Ostend, Belgiu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표 3에 자세한 사항을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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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T-FFR Ansys로 계산된 FFR < 0.8 진단 정확도

TP/FP/

TN/FN, n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PPV

%

(95% CI)

NPV

%

(95% CI)

Accuracy,

%

AUC

(95% CI)

Total

Vessel

36/23/

134/36

50.5

(38.0-62.0)

85.4

(78.8-90.5)

61.0

(47.4-73.5)

78.8

(71.9-84.7)
68.0

0.74

(0.68-0.80)

LAD
32/16/

63/30

66.7

(51.6-79.6)

67.7

(57.3-77.1)

51.6

(38.6-64.6)

79.8

(69.2-88.0)
66.0

0.73

(0.65-0.80)

LCX
3/7/

24/1

75.0

(19.4-99.4)

77.4

(59.0-90.4)

30.0

(6.70-65.3)

96.0

(79.7-99.9)
76.0

0.76

(0.58-0.89)

RCA
1/0

47/5

16.7

(0.40-64.1)

100

(92.5-100)

100

(2.50-100)

90.4

(79.0-96.8)
58.0

0.54

(0.40-0.68)

Non-

Diffuse

16/17/

90/18

47.1

(29.8-64.9)

84.1

(75.8-90.5)

48.5

(30.8-66.5)

83.3

(74.9-89.8)
66.0

0.73

(0.64-0.80)

Diffuse
20/6/

44/18

52.6

(35.8-69.0)

88.0

(75.7-95.5)

76.9

(56.4-91.0)

71.0

(58.1-81.8)
70.0

0.77

(0.67-0.86)

Total => Person’s chi-squared P-value 사용(P<0.0001); LAD => Person’s chi-squared P-value 사용(P<0.0002);

LCX => 2개셀이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져Fisher’s Exact test P-value 사용(P<0.061); 

RCA => 2개셀이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져Fisher’s Exact test P-value 사용(P<0.113); 

Diffuse => Person’s chi-squared P-value 사용(P<0.0005); Non-diffuse => Person’s chi-squared P-value 사용(P<0.0001);FN = false negative, FP = 

false positive;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TN = true negative; TP = tru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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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체 혈관과 좌전하동맥(LAD)의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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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iffuse 혈관과 Non-Diffuse 혈관의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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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계조건이 필요한 기존의 CT-FFR방식과는 다르게 관상동맥

병변 부위만을 추려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 지표로부터 기인한 관상동맥심근분할 값을 이용하여 형상정보 경계조건

만으로 CT-FFR 계산을 진행하였다.

표 4를 통해 형상정보만으로 계산한 CT-FFR Ansys이 50.0%의 민감도, 85.4%의

특이도를 가지며 68%의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고, 기존 CT-FFR(표 4의 CT-

derived FFR)이 75.0%의 민감도, 68.5%의 특이도, 70.7%의 정확도를 보이므로 형상

정보만으로 계산했을 때, 특이도는 높은 반면에 민감도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229개의 모델 중 Diffuse 혈관이 88개나 있다는 점이 민감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어 전체 모델을 표 5와 같이 Diffuse와 Non-Diffuse혈관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고, CT-FFR Ansys의 경우 앞서 연구방법에서 사용된

(2)식으로 진단지표를 예측하므로 관상동맥심근분할 값과 상관계수B의 관계가

1/x과 같은 쌍곡선 그래프로 나타나야함을 그림 16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Diffuse와 Non-Diffuse와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표 3의 교차분석

값을 통해 Diffuse 여부보다 오른관상동맥의 낮은 민감도가 분석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FFR <0.8 진단지표들과 형상정보만을 이용한 CT-FFR(CT-FFR Ansys)의

정확성 비교는 다음장의 표 4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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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형상정보만으로 계산한 CT-FFR과 다른 진단지표와의 FFR < 0.8 진단 정확도13)

Optimal

Cutoff

TP/FP/

TN/FN, n

Sensitivity,

%

(95% CI)

Specificity,

%

(95% CI)

PPV

%

(95% CI)

NPV

%

(95% CI)

Accuracy,

%

AUC

(95% CI)

Coronary CTA 

grade≥50%

-

82/126/

36/2

97.6

(91.7-99.7)

22.2

(16.1-29.4)

39.5

(32.8-46.5)

94.7

(82.8-99.4)

48.0

0.60

(0.54-0.66)

Coronary CTA 

grade≥70%

-

42/38/

124/42

50.0

(38.8-61.1)

76.5

(69.2-82.8)

52.5

(41.0-63.7)

74.7

(67.3-81.1)

67.5

0.68

(0.62-0.74)

MLA, ��� ≤ 2.8

68/65/

97/16

80.9

(70.9-88.7)

59.9

(51.9-67.5)

51.1

(42.3-59.9)

85.8

(78.0-91.7)

67.1

0.74

(0.68-0.79)

AS, % ≥ 74.2

60/52/

110/24

71.4 

(60.5-80.8)

67.9

(60.1-75.0)

53.5

(43.9-63.1)

82.1

(74.5-88.2)

69.1

0.73

(0.67-0.78)

%  APV,  % > 49.9

64/64/

98/20

76.1

(65.7-84.8)

60.4

(52.5-68.1)

50.0

(41.0-59.0)

83.1

(75.0-89.3)

65.9

0.71

(0.65-0.76)

����/���
� > 4.16

70/52/

110/14

83.3

(73.6-90.6)

67.9

(60.1-75.0)

57.4

(48.1-66.3)

88.7

(81.8-93.7)

73.2

0.80

(0.75-0.85)

CT-derived FFR ≤ 0.85

63/61/

111/21

75.0

(64.4-83.8)

68.5

(60.8-75.6)

55.3

(45.7-64.6)

84.1

(76.7-89.9)

70.7

0.77

(0.71-0.82)

QCA DS, % > 56

49/29/

133/35

58.3

(47.1-69.0)

82.1

(75.3-87.7)

62.8

(51.1-73.5)

79.2

(72.2-85.0)

74.0

0.72

(0.66-0.78)

CT-FFR 

Ansys

< 0.8

36/23/

134/36

50.0

(38.0-62.0)

85.4

(78.8-90.5)

61.0

(47.4-73.5)

78.8

(71.9-84.7)

68.0

0.74

(0.68-0.80)

CT-derived FFR과 ����/����보다 조금 떨어진 정확도를 보임

AS = area stenosis; AUC = area under curve; CI = Confidence interval; DS = diameter stenosis; 

FN = false negative, FP = false positive; NPV = negative predictive value; 

PPV = positive predictive value; TN = true negative; TP = tru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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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Diffuse 병변 및 Non-Diffuse 병변 혈관 개수

Diffuse Non-Diffuse

LAD 61 81

LCX 10 25

RCA 17 35

0.8 ≤ FFR 53 108

0.75 ≤ FFR < 0.8 14 15

 FFR < 0.75 21 18

Diffuse의 경우 심장 박동시 심근에 파묻히는 현상(milkng)된 6개의 case 제외

그림 16. Diffuse와 3cc/s 상관계수(Coefficient B)와의 관계

Non-DiffuseDif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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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현대인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관상동맥 혈관 진단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상에서는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CT-FFR을 비롯한 여러

진단지표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산소요시간이 길고, 경계조건이 많이 필요한 기존의 CT-FFR을

개선하기 위해 CT 영상정보로부터 3차원 병변 혈관부위만을 추출하였고, ����/

MLA�진단지표의 높은 정확성에 기인하여 관상동맥심근분할 형상정보를 유량과

압력간의 식에 대입하여 계산소요시간이 적고, 경계조건이 형상정보 하나로

간단한 CT-FFR을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개선된 CT-FFR Ansys의 계산을 위해 각 모델은 검사기록지에 기록된 FFR 

측정위치와 병변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유체해석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 ICEM, 

Fluent를 이용하여 meshing을 진행하였고, 각 모델당 정상 상태의 혈관 혈류량

1cc/s, 확장된 상태의 혈관 혈류량 3cc/s 2번의 전산유체역학 계산을 진행하였다.

전산유체역학으로 계산된 전체 혈관 모델에서 검사기록지로 확인된 FFR 측정

위치의 압력 값을 유량과 압력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2)에 대입되어

상관계수가 계산되었으며, 환자의 고유 관상동맥심근분할 값과 계산된

상관계수를 통해 FFR 진단 값을 판단하였다. FFR 진단 값은 예측 진단률이 가장

높은 80을 기준으로 하여 80 <진단 값이면 FFR <0.8, 80 >진단 값이면 FFR 

>0.8으로 설정하였고, R과 MedCal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CT-FFR Ansys는 50.0%의 민감도, 85.4%의 특이도를 가지며

68%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같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기존 방식의 CT-FFR이

75.0%의 민감도, 68.5%의 특이도, 70.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므로 형상

정보만을 경계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특이도는 높은 반면에 민감도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T-FFR Ansys의 민감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연구 대상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Diffuse 혈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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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고 분석하였으나, 분석결과 Diffuse의 유무는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엔 병변혈관이 적어 낮은 민감도를 보였던 오른관상동맥 모델을

추가하여 분석을 추가로 진행해 볼 예정이며, 기존의 CT-FFR방법보다 적은

계산소요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임상적인 지표를 경계조건삼아 하나씩

추가해보면서 정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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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s

CT-FFR Improvement Using 3D Coronary Lesion Shape Boundary 

Conditions and CAMS Values

As the mortality rate of cardiovascular disease increases, the importance of diagnosing 

coronary heart disease is also increasing. Currently, the standard diagnostic indicator for 

determining interventional procedures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is coronary 

angiography, but in severe stenosis case, blind spots may occur in the image and it makes 

difficult to assess ischemia with angiography alone. For quantitative measurement of 

myocardial ischemia, the coronary fractional flow flow reserve (FFR) is the only 

GoldenStandard using pressure wires. However, pressure wire must be inserted into the 

coronary arteries and adenosine(vascular extension drug) must be used.

CT-FFR is a non-invasive, drug-free pressure/blood-measuring method that analyzes extracted 

three-dimensional cardiovascular model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e 

most common CT-FFR method is calculated by replacing coronary arteries to electronic 

circuits using lumped parameters and replacing boundary conditions such as Dirichelet and 

Neuman with the resistance values of the circuit. Each resistance includes the displacement 

value of the calculated microvascular value, elastic of the vessel wall, and the movement of 

the coronary artery during the heartbeat. The more Boundary conditions insert, it can get the 

higher accuracy, but need more calculation time.

In this study, we proposed CT-FFR that can be calculated quickly without complex boundary 

conditions based on the high accuracy of the MLA(Minimal Lumen Area) values obtained 

from IntraVascular UltraSound(IVUS)and Coronary Artery-based Myocardial Segmentation

(CAMS) values using Poiseuille's law.

The improved CT-FFR method was performed with 246 lesions in 220 patients who could 

calculate CFD among 639 patients who performed coronary angiography and F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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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at Asan Medical Center from May 2011 to July 2015, with a sensitivity of 50.4% 

compared to the existing CT-FFR method of 75.0%, specificity of 68.5% and AUC value of 

0.77 (CI 95%). However, the time required to perform calculations on only lesion vessels other 

than the entire coronary artery was reduced by an average of 5 hours to 1 hour and need one

boundary conditions.

Key words: CT- FFR, CFD, FFR(Coronary artery pressure / blood flow measurement using 

pressure wire), C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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