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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배경

Blurring / Ghosting artifact

Motion-corrupted image

    

      

Motion-clean image

MRI는 긴 촬영 시간 때문에 촬영 중 환자들의 움직임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영상에 왜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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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개요

환자가 MR 촬영을 하는 동안
환자의 움직임을 함께 촬영하여 재촬영 하지 않고,
움직임을 보정하여 영상 왜곡을 해소!

    

      

Motion-corrupted image Motion-compensat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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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특징 및 장점

환자의 편의성 증가

움직임으로 따른 재촬영 비용 절감

촬영자의 편의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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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특징 및 장점

환자의 편의성 증가

환자의 심리적, 시간적 부담 해소

• 긴 촬영 시간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감소



• 또한, 움직여도 다시 촬영할 필요가 없어 시간적 부담 감소

• 기존 방법들의 환자에게 마커를 부착하는 등의 물리적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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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특징 및 장점

촬영자의 편의성 증가

기존의 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보정하는 연구들은 optical camera 등의
복잡한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MR scanner와의 연동 필요



복잡한 하드웨어의 불필요성으로 인한 촬영자의 편의성 증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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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특징 및 장점

움직임으로 따른 재촬영 비용 절감

이를 한국에 대입해보면, 움직임으로 인한 재촬영 비용이
연간 2,000억원 정도 필요

2014년 미국에서 연간 하나의 MRI 스캐너당 $115,000의 비용이 발생



국가의 재촬영 비용 부담 감소

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움직임을 보정한다면, 재촬영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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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팀원 소개
MILAB

최상혁이 슬

Surface matching 적용

화각 계산 및 하드웨어 실험

Filter 개발 및 적용

팀원

역할



MRI motion tracking with Phone Camera

03. 진행 일정
10월 초 ~ 11월 말

1주차
아이디어 회의

1 2 3

4 5

2 ~ 3주차
가상의 환경으로 실험준비

및 이론확인

4주차
실제 환경으로 실험

5주차
가상과 실제 환경
의 차이 여부 확인

6 ~ 7주차
실험 보완 및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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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