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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고양이의 일시적 국소 뇌허혈 모델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가역적 허혈부의 자기공명 상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혈전용해제를 이용한 조기 재관류요법이 적극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재관류요법의 목적은 허혈성 반연부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에 있다. 허혈성 반연부는 주로 뇌경색 병변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부위로 뇌 혈류의 감소

에 의하여 신경학적 기능은 소실되어 있으나 소량의 뇌 혈류에 의하여 세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 작용은 남아있는 부위이며 구조적인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재관류에 의하여 다시 소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말한다.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에 힘입

어 단지 뇌경색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영상방법 이외에 허혈 조직의 생존, 회복여부

를 알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확산강조영상 및 관류영상 등에 의하여 뇌경색

의 조기 진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뇌허혈에 의한 부종과 비가역적인 뇌경색과의 감별, 

그리고 허혈성 반연부의 존재 및 진행양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만약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뇌경색이 더욱 진행할 것인지 혹은 생존가능성이 있는 반연

부가 존재하는 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 있다면 부작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혈전용해제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의 예후 

예측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양이를 이용한 1시간 동안의 일시적 뇌허혈 모델을 통하여 가역적 허혈부

를 만들고 확산강조영상과 관류영상을 촬영한 후 48시간 동안 가역적 허혈부와 뇌경색중

심부에서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확산 및 관류영상 변수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가역적 

허혈부의 회복 양상이 허혈중심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총 20마리의 성숙한 고양이를 이용하였다. Transorbital approach를 통하여 왼쪽 중간

대뇌동맥을 1시간 결찰한 후 재관류시켰고 1시간, 3시간, 6시간, 24시간, 48시간 후에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와 regional cerebral blood volume (rCBV), time 

to peak (TTP) 영상을 구하였다. 48시간 영상을 얻고 동물을 희생하여 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TTC) 용액에 담가 염색을 시행하였다. 초기 영상에서 ADC가 감소

되었다가 회복되어 TTC에 정상염색을 보인 부위를 가역적 허혈부로 정하였고, 지속적인 

ADC감소를 보이다 TTC 염색이 되지 않는 부위를 허혈중심부로 정한 후 두 부위에서 

각각 ADC, rCBV, TTP값을 구하고 변화양상을 알아보았다.

  총 20마리 중 12마리는 지속적 경색소견만 보였고 7마리에서 가역적 허혈부가 관찰되

었다. 한 마리에서는 ADC가 감소되었던 부분이 24시간 영상에서 회복되고 다시 48시간 

영상에서 감소를 보이는 지연성 손상을 보였다.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위의 ADC 

값은 초기부터 저하소견을 보였고 허혈중심부가 24시간 영상 이후 급격한 감소 소견을 

보이는 반면 가역적 허혈부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두 부위간에 24시간 

영상 이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rCBV값은 1시간, 3시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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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재관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과관류가 양측 부위 모두에서 관찰되었고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허혈중심부는 후기영상에서 급격한 감소 양상을 보인 반면 가역적 

허혈부는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유지하였고 24시간 영상 이후 두 부위간에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TTP는 두 부위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부위와

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의 구분에 있어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의 구분은 24시간 영상 이후부터 가능하였으며 

ADC와 rCBV값이 가역적 허혈부의 예측에 유용하였다. 그러나 한 예에서는 지연성 손상

이 관찰되었고 뇌경색이 재관류 후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진행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영상소견의 변화를 잘 조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뇌허혈의 향

후 진행 양상과 예후를 가늠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

핵심되는 말: 허혈성 반연부, 재관류, 자기공명영상, 확산강조영상, 현성확산계수, 관류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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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일시적 국소 뇌허혈 모델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가역적 허혈부의 자기공명 상

＜지도  김    동    익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황      윤      준

I. 서      론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뇌경색은 높은 사망률과 함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급성뇌경색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다는 데에 기인한

다.1,2 이와 더불어 방사선과적 영상진단도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역할이 미미하였으

며 급성 뇌경색시기의 영상진단도 뇌경색의 발견 자체보다는 뇌종양이나 감염, 염증성 질환과 

같은 뇌경색 이외의 질환을 감별해내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전용해

제의 발달에 따라 뇌경색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3-5 혈전 용해제를 통한 치

료의 목적은 허혈성 반연부를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있다. 허혈성 반연부는 

뇌경색 병변의 주변에 위치하며 정상 뇌조직에 비하여 뇌혈류가 약 20～40% 정도 감소된 부

위로 신경학적 기능은 소실되어 있으나 소량의 뇌 혈류에 의하여 세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의 대사 작용은 남아있는 부위이며 구조적인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관류에 의하여 

다시 소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말한다.6,7 초급성 뇌경색의 경우 혈전에 의하여 폐색된 혈관

을 미세도관으로 선택하여 혈전용해제를 동맥 내 주입하거나 정맥을 통하여 투여함으로써 허

혈성 반연부의 생존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혈전용해제로는 streptokinase, urokinase, rt-PA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등이 있으며 이중 rt-PA가 thrombin에 결합된 plasminogen에만 반응을 보여 가

장 특이성을 보이는 혈전용해제로 알려져 있고 1996년 FDA로부터 정맥 내 사용이 승인을 얻

은 후 초급성 뇌경색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8,9 rt-PA에 대한 

임상적용 연구결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시기는 연구 군에 따라 3시간 내지 6시간으

로 알려져 있고8,9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에 힘입어 단지 병변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목적 이

외에 조직의 생존여부나 회복 가능성 등을 뇌경색 초기에 판별하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영상진단 방법 중에는 세포의 기능이상을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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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강조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과 혈류의 이상을 알아보는 관류영상(perfusion 

weighted image)이 있다.

  확산강조영상은 물 분자 자체가 갖는 열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Brownian motion을 이용하는 것으로 magnetic resonance (MR)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내 

물 분자의 자체 확산 정도를 영상화하게 된다. 이런 물 분자의 확산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

이 확산계수(DC: diffusion coefficient)이고 실제 인체 뇌조직내의 물분자는 작게는 세포막이

나 거대 단백질분자 또는 신경섬유 등에 의하여 확산에 제약을 받게 되고, 물 분자 확산 이외

에도 혈관 내 혈류의 움직임, 뇌조직 자체의 움직임, 환자의 움직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인체에서 측정한 확산계수는 이런 모든 요소의 영향이 포함되어 현성확산계수(AD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라고 부른다. 확산강조영상의 각 화소별 ADC 값을 계산함으

로써 ADC map을 얻을 수 있고 ADC map은 T1, T2 및 양성자 밀도효과가 모두 배제된 조직 

내 물분자의 확산 정도만을 대변하게 된다. 뇌경색에 의하여 세포독성 부종을 보이는 뇌조직

에서는 세포막 기능의 손실에 의하여 세포외액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물분자의 운동이 제한을 

받아 ADC값이 떨어지게 되며 확산강조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를 보이게 된다.

  관류영상은 상자성(paramagnetic) 조영제를 일시에 주입한 후 echo planar imaging (EPI) 

펄스열을 이용하여 50～200개의 역동적 영상들을 얻고 의심되는 부위에 대한 신호 변화 곡선

을 얻음으로써 그 부위에 대한 혈류량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예측하는 영상방법이다. 조영제는 

뇌혈관 장벽(blood brain barrier)을 넘지 못하고 혈관 내에 존재하게 되며 고농도의 상자성 

조영제는 강한 T2 이완효과를 나타내므로 조영제가 통과하는 순간 모세혈관내부 혈액의 T2 

이완이 현저하게 짧아지게 되고 국소 자장의 불균질을 초래하게 된다. 이 불균질한 국소 자장 

속에서 물분자들이 확산운동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한 위상차가 생겨 신호강도의 감소를 초래하

게 된다. 이때 신호강도의 감소는 조영제의 농도에 비례하게 되므로 국소농도의 변화를 시간

에 대해 적분하여 뇌혈용적(regional cerebral blood volume: rCBV)을 계산해 낼 수 있다. 

평균통과시간(mean transit time: MTT)은 시간-농도커브의 면적을 최고 농도 치로 나눈 값

에 해당한다고 하며 rCBV과 MTT로부터 뇌혈류(cerebral blood flow: CBF)를 계산해낼 수 

있다(CBF = rCBV/MTT).

  관류영상은 확산강조영상과 마찬가지로 뇌경색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경색 부위도 확산

강조영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왔다.10-14 일반적으로 확산강조영상보다 관류영상의 결손부위 

면적이 더 넓으며 두 영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위를 허혈성 반연부로 여기고 있다.15-18 관류

영상은 CBF, CBV, MTT, bolus peak-relaxivity, bolus time-to-peak map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중 어느 방법이 또는 어느 방법의 조합이 가장 조직의 상태를 잘 반영하여 반연부의 

존재 및 세포 생존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지에 대하여는 많은 궁금증이 남아 있다.

  뇌경색의 진행 과정은 뇌의 부종, 경색 내 출혈, 측부 혈관의 발달 정도, 혈압 및 혈당농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동물 실험 및 임상 실험을 통하여 허혈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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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생 또는 뇌경색으로의 진행 등이 밝혀졌다. Castillo 등은 뇌경색 환자의 33.6%에서 내

원 후 48시간 내에 Canadian stroke scale score가 1 이상 악화되는 것을 보고하였고,19 

Bryan 등도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을 통하여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24시간 후 뇌

경색 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20 이러한 소견은 초급성 뇌경색에 있어서 아직 경색으

로 진행되지 않은 허혈부위, 즉 허혈성 반연부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고양이를 

이용한 영구적 뇌허혈 실험 모델에서도 뇌경색의 범위가 첫 3시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후 24

시간까지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연부가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21

  초급성 뇌경색에서의 적극적인 치료로써 혈전용해제의 투여가 중요하나 혈전용해제는 출혈

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문제도 갖고 있어 정확한 치료의 적응증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기

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5 이미 확산강조영상 및 관류영상 등에 의하여 뇌경색의 조기 

진단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뇌허혈에 의한 부종과 비가역적인 뇌경색과의 감별, 그리고 허

혈성 반연부의 존재 및 위치판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각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17,22-28 만약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뇌경색이 더욱 진행할 것인지 

혹은 생존가능성이 있는 반연부가 존재하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진단방법이 있다면 부작

용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혈전용해제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선택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

각되며 환자의 예후 예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혈전용해제에 의한 재관류 후의 생체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동물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다. 

Mancuso 등은 랫트를 이용하여 중간대뇌동맥을 30, 60, 90분 간 결찰하였고 재관류 30분 후

에 ADC map을 얻어 72시간 후의 조직과 비교를 하여 초기 ADC 저하 부위의 약 45%가 정

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고하였다.23 Li 등도 랫트의 중간대뇌동맥을 8, 15, 30, 60분 간 결찰 

후 재관류시키고 90분 후에 영상을 얻고 72시간 후의 조직과 비교하는 유사한 실험을 하였고 

일부 조직에서 완전한 ADC값의 회복을 관찰하였으며, 기저핵보다 뇌피질에서, 그리고 결찰 

시간이 짧을수록 회복되는 정도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24 이러한 보고들이 초기 뇌경색으로 

생각되었던 조직들이 적절한 재관류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으나 영상시기

가 재관류 후 초기에 국한되어 있어 ADC값의 회복되는 양상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김 

등은 고양이를 이용하여 30, 60, 180분 간의 일시적 결찰 군과 영구적 결찰 군에서 재관류 후 

MRI 소견을 관찰하였는데 30분 결찰 군에서는 뇌경색이 형성되지 않았고 180분 결찰 군과 

영구 결찰 군에서는 지속적 뇌경색만이 보였으나 60분 결찰 군에서 총 7마리 중 4마리에서 

회복부위가 관찰되어 고양이의 중간대뇌동맥 일시적 허혈 모델에서는 60분의 결찰이 회복되

는 조직의 연구에 유용하다고 보고하였다.21 이 연구는 재관류 후 24시간까지 MRI 영상을 얻

었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일시적 허혈 모델에서 48시간까지 관찰을 해본 결과 ADC값의 

변화 양상이 지속적 저하를 보이는 군, 일시적 저하 후 회복되는 군, 일시적 저하 후 회복되었

다가 다시 저하되는 군 등으로 다양하게 보이고 있어30 적절한 조직의 회복 양상을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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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4시간 이후의 영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양이를 이용한 1시간 동안의 일시적 뇌허혈 모델을 통하여 가역적 허혈부를 만

든 후 확산강조영상과 관류영상을 촬영하고 48시간 동안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에서 각

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MRI 변수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가역적 허혈부의 회복 양상이 허혈중

심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려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선택 및 전처치

  본 동물실험은 연세대학교 임상연구센터 실험동물위원회의 검토와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

며 암수 구별 없이 약 3～3.5 kg의 성숙한 한국산 고양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20마리의 고양이를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5 mg/kg의 Ketamine hydrochloride (ketara
Ⓡ,  유한양행, 한국)를 고양이의 대퇴부에 근육주사하여 마취유도를 시행하였다. 좌측 대퇴정

맥에 도관을 삽입한 후 ketamine hydrochloride를 사용하여 정맥 마취 유지를 하였다. 고양

이의 혀에 pulse oximeter를 부착한 후 동맥 내 산소 포화율이 92% 이상 유지되도록 조절하

였으며 직장 내 체온을 모니터 하면서 37도가 유지되도록 heating pad를 사용하였다.

    2. 뇌허혈 모델

  뇌허혈을 유발하기 위하여 transorbital approach를 시행하였다.31 좌측 안구 적출 후 안와 

내측벽 절개를 통해 좌측 중간대뇌동맥을 노출시켰다. Microvascular clamp (Acland clamp, 

S&T microlab, Rheinfal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분지하기 전의 중간대뇌동맥 M1 부위를 

결찰하였고 1시간이 지난 뒤 재관류시킨 후 적출하였던 안구를 봉합하였다. 수술 후 아크릴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실험동물 고정대에 고양이의 양측 외이도와 상악의 앞니를 고정한 후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다.

    3. 상의 획득과 상 후 처리 과정

  1.5 T 임상용 자기공명영상장치(Horizon,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C, USA 또

는 Gyroscan Intera T15,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Netherlands)를 사용하여 T2 강

조영상, FLAIR영상, 확산강조영상, 그리고 관류영상을 시행하였다. T2 강조영상은 TR 3,000 

msec, TE 85 msec, slice thickness/gap을 5 mm/2.5 mm, NEX 1, ETL 12, FOV 12 cm, 

matrix 256×160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FLAIR영상은 TR 10,000 msec, TE 120 msec, 

IR time 2,200 msec으로 하였으며 기타 변수는 T2 강조영상과 동일하게 하였다. 전뇌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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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뇌교를 연결하는 축에 수직선을 그어 평행하게 영상을 얻었고 같은 단면으로 확산강조영상

을 얻었다. 확산강조영상은 경사자계의 세기를 나타내는 b factor를 0, 500, 1,000 s/mm2으

로 3단계로 변화시키면서 세 방향으로 걸어주었다. 확산강조영상은 single shot EPI 펄스열 

이용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매개변수는 FOV 12 cm, TR 2,000 ms, TE minimum, slice 

thickness/gap은 5 mm/2.5 mm, NEX 1, matrix 128×128이었다. ADC map은 Philips 

Medical System의 경우 operating console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었으며 GE system의 자

체 제작한 영상 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관류영상은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가 있는 부위의 단면에서 gradient echo EPI 영상

을 얻었다. EPI 영상을 얻기 위한 매개변수는 FOV 12 cm, TR 1,500 ms, TE 40 ms, flip 

angle 90 degree, slice thickness/gap은 5 mm/2.5 mm, matrix 128×128을 사용하였다. 고

양이의 좌측 대퇴정맥으로 체중 1 kg 당 0.2 mM의 상자성 조영물질(Magnevist, Shering, 

Germany)을 급속 주입하고 다시 1 ml의 생리식염수를 급속 주입 후 1.5초 간격으로 한 단면 

당 40개의 영상을 얻었다. GE system에서 얻어진 영상은 PC로 전송 후 interactive data 

language (IDL) (Research System Inc., Boulder, CA, USA)을 이용하여 자체 제작한 프로

그램에서 시간-신호강도, 시간-이완도(농도) 곡선을 구하였다. 이것으로 rCBV영상과 MTT를 

간접 반영한다고 알려진 최대조영증강시간(time to peak enhancement: TTP)을 구하였다. 

Philips System은 상용화되어 있는 Easyvision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Netherlands)에서 같은 관류도 영상을 얻었다. 이와 같은 영상을 재관류 후 1, 3, 6, 24, 48시

간에 시행하였다.

    4. 뇌절편의 획득

  48시간째의 자기공명영상을 마친 고양이를 희생시키고 7 mm 두께의 뇌조직을 영상을 얻었

던 부위와 동일하게 관상절편으로 얻었다. 관상절편을 식염수로 세척 후 2% 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TTC) 용액에 담가 38도로 유지된 항온기에서 45분간 염색하였다. 염

색 후 뇌절편을 10% formalin 용액에서 2일간 고정하였고 붉게 착색이 되지 않은 뇌경색부위

의 존재여부 및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였다.

    5. 상의 분석

  관심지역을 두 종류의 뇌구역, 즉 최종적으로 경색이 된 허혈중심부와 초기 확산강조영상에

서 허혈부위로 생각되었으나 ADC값이 회복을 보이고 최종적으로 병리조직 상 경색에 빠지지 

않은 가역적 허혈부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시간에 따른 rCBV, TTP 및 ADC값을 구하였고 반

대측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 부위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고(그림 1) 그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관심영역은 20 pixel 이상을 포함하였으며 방사선과 전문의 2명이 각 3회씩 측정 후 그 평균

값을 이용하였고 각 값을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Repeated measures ANOVA test를 



- 8-

이용하여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을 알아보았고 두 구역간

의 각 수치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며 p＜0.05를 유의수준으로 정하였다.

III. 결      과

    1. 뇌경색의 양상

  총 20마리의 고양이 중 12마리에서는 초기 ADC값이 저하된 후 회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지

속적 경색만이 관찰되었고 경색 부위는 기저핵 및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이었다.

  7마리에서는 지속적 경색 부위 외에 ADC값이 저하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가역부가 관찰

되었고 7예 모두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에서 관찰되었다. 이 부위는 TTC 염색에서 정상적인 

그림 1. 가역적 허혈부(reversible zone)와 허혈중심부(core)의 영상 분석.

3시간 확산강조영상에서 신호강도의 증가가 기저핵 및 피질에서 관찰되며

(화살표) 피질의 신호강도는 48시간 영상에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가역적 

허혈부로 규정하였고 기저핵은 지속적인 신호강도의 증가 소견을 보여 허

혈중심부로 규정하였다. 각 부위의 MR변수(pink)를 측정한 후 반대 정상 

측의 값(blue)과 상대적인 비를 구하였다.

3Hr DWI

48Hr DWI

Reversible
zone

core

3Hr DWI

48Hr DWI

Reversible
zone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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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을 보였다. 나머지 한 예에서는 초기 영상에서 ADC의 저하가 보이다가 24시간 영상에서 

회복되고 다시 48시간 영상에서 감소하는 지연성 손상이 기저핵에서 관찰되었다.

    2. 지속적 경색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가. ADC의 변화

  지속적 경색부위의 ADC ratio값은 1시간 영상부터 0.746±0.0889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48시간 영상에서는 급격한 저하를 보여 

정상인 반대측에 비하여 50% 정도로 감소된 값(0.459±0.0775)을 보였다(표 1).

  나. rCBV의 변화

  rCVB ratio값은 1시간 및 3시간 영상에서는 재관류 후의 과혈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증가 소견을 보였다. 그 후 급격한 감소 양상을 보여 48시간 영상에서는 정상 측에 비하여 약 

50% 정도 감소된 값(0.492±0.0510)을 보였다(표 2).

  다. TTP의 변화

  TTP ratio의 변화는 정상 측에 비하여 약간 지연된 양상을 보였으나 모든 시간대에서 정상 

측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3).

표 1. 지속적 경색부의 ADC ratio 변화
ꠧꠧꠧꠧꠧꠧꠧꠧꠧꠧꠧꠧꠧꠧꠧꠧꠧꠧꠧꠧꠧꠧꠧꠧꠧꠧꠧꠧꠧꠧꠧꠧꠧꠧꠧꠧꠧꠧꠧꠧꠧꠧꠧꠧꠧꠧꠧꠧꠧꠧꠧꠧꠧꠧꠧꠧꠧꠧꠧꠧꠧꠧꠧꠧꠧꠧꠧꠧꠧꠧꠧꠧꠧꠧꠧꠧꠧꠧꠧꠧꠧꠧꠧꠧꠧꠧꠧꠧꠧꠧ

ADC ratio
C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3 hr 6 hr 24 hr 48 h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0.73 0.71 0.73 0.74 0.57

 2 0.68 0.65 0.72 0.68 0.46

 3 0.89 0.74 0.68 0.69 0.51

 4 0.67 0.69 0.54 0.57 0.38

 5 0.75 0.74 0.71 0.73 0.42

 6 0.82 0.81 0.76 0.68 0.52

 7 0.91 0.82 0.78 0.79 0.46

 8 0.67 0.72 0.65 0.72 0.37

 9 0.79 0.63 0.64 0.68 0.33

10 0.64 0.66 0.60 0.52 0.47

11 0.71 0.73 0.71 0.77 0.58

12 0.69 0.64 0.63 0.68 0.4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0.746±0.088 0.713±0.061 0.679±0.069 0.688±0.074 0.459±0.077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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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속적 경색부의 rCBV ratio 변화
ꠧꠧꠧꠧꠧꠧꠧꠧꠧꠧꠧꠧꠧꠧꠧꠧꠧꠧꠧꠧꠧꠧꠧꠧꠧꠧꠧꠧꠧꠧꠧꠧꠧꠧꠧꠧꠧꠧꠧꠧꠧꠧꠧꠧꠧꠧꠧꠧꠧꠧꠧꠧꠧꠧꠧꠧꠧꠧꠧꠧꠧꠧꠧꠧꠧꠧꠧꠧꠧꠧꠧꠧꠧꠧꠧꠧꠧꠧꠧꠧꠧꠧꠧꠧꠧꠧꠧꠧꠧꠧ

rCBV ratio
C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3 hr 6 hr 24 hr 48 h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1.32 1.22 1.12 0.64 0.49

 2 1.92 1.72 0.90 0.64 0.51

 3 1.85 1.65 0.81 0.56 0.52

 4 1.67 1.40 1.14 0.55 0.44

 5 1.35 1.38 0.95 0.61 0.49

 6 1.40 1.35 0.96 0.63 0.48

 7 1.61 1.64 0.92 0.56 0.55

 8 1.56 0.80 0.91 0.71 0.50

 9 1.58 1.09 0.67 0.80 0.46

10 1.32 1.44 1.05 0.79 0.45

11 1.19 1.56 0.75 0.79 0.60

12 1.35 1.16 0.82 0.76 0.4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1.510±0.226 1.368±0.267 0.916±0.142 0.670±0.095 0.492±0.0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 3. 지속적 경색부의 TTP ratio 변화
ꠧꠧꠧꠧꠧꠧꠧꠧꠧꠧꠧꠧꠧꠧꠧꠧꠧꠧꠧꠧꠧꠧꠧꠧꠧꠧꠧꠧꠧꠧꠧꠧꠧꠧꠧꠧꠧꠧꠧꠧꠧꠧꠧꠧꠧꠧꠧꠧꠧꠧꠧꠧꠧꠧꠧꠧꠧꠧꠧꠧꠧꠧꠧꠧꠧꠧꠧꠧꠧꠧꠧꠧꠧꠧꠧꠧꠧꠧꠧꠧꠧꠧꠧꠧꠧꠧꠧꠧꠧꠧ

TTP ratio
C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3 hr 6 hr 24 hr 48 h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0.97 1.33 1.13 1.15 1.08

2 0.88 0.97 1.08 1.11 1.10

3 1.02 1.21 1.11 1.05 0.97

4 1.21 1.28 0.98 1.21 1.18

5 0.79 0.97 0.97 0.89 0.97

6 0.88 1.18 1.15 1.32 1.23

7 0.97 0.93 0.97 1.21 1.24

8 0.89 1.16 1.06 1.04 1.11

9 0.90 1.03 1.12 0.98 1.05

10 0.87 1.35 1.32 1.15 1.20

11 1.13 1.06 1.15 1.35 1.24

12 1.00 1.33 0.89 0.98 0.9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SD 0.961±0.018 1.150±0.154 1.078±0.114 1.120±0.139 1.108±0.113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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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역적 허혈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가. ADC의 변화

  가역적 허혈부는 초기에 ADC ratio값이 0.817±0.0454으로 정상에 비해 약간 감소된 소견

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48시간 영상에서는 정상 측과 유사한 정

도로 회복되었고 repeated measures ANOVA test상 정상 측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허혈

중심부에 비하여 모든 시간대에서 0.8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1, 3, 6시간 영상에서는 두 군간

에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영상에서는 p value가 0.0294로 측정되어 유의수

준 0.05에서 차이를 보였고 48시간 영상에서는 허혈중심부와 가역적 허혈부가 각각 

0.443±0.0824, 1.029±0.0710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표 4, 그림 2, 3).

  나. rCBV의 변화

  허혈중심부와 마찬가지로 가역적 허혈부의 1시간 및 3시간 영상에서도 과혈류가 관찰되었

다. 이후 완만한 감소양상을 보여 24시간 및 48시간 영상에서 rCBV ratio는 각각 

1.181±0.1920, 1.163±0.0591으로 측정되었고 정상에 가까운 값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

다. 24시간 이후 급격한 감소양상을 보인 허혈중심부에 비하여 24시간 이후의 영상에서는 두 

구역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표 5, 그림 4, 5).

표 4. 가역적 허혈부의 시간 경과에 따른 ADC ratio 변화
ꠧꠧꠧꠧꠧꠧꠧꠧꠧꠧꠧꠧꠧꠧꠧꠧꠧꠧꠧꠧꠧꠧꠧꠧꠧꠧꠧꠧꠧꠧꠧꠧꠧꠧꠧꠧꠧꠧꠧꠧꠧꠧꠧꠧꠧꠧꠧꠧꠧꠧꠧꠧꠧꠧꠧꠧꠧꠧꠧꠧꠧꠧꠧꠧꠧꠧꠧꠧꠧꠧꠧꠧꠧꠧꠧꠧꠧꠧꠧꠧꠧꠧꠧꠧꠧꠧꠧꠧꠧ

ADC ratio
C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hr 3 hr 6 hr 24 hr 48 h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v Core Rev Core Rev Core Rev Core Rev Cor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0.85 0.91 0.73 0.78 0.75 0.74 0.81 0.51 0.96 0.52

2 0.81 0.74 0.85 0.85 0.9 0.73 0.83 0.78 1.04 0.44

3 0.84 0.68 0.91 0.61 0.84 0.77 0.91 0.48 1.11 0.53

4 0.88 0.87 0.78 0.77 0.74 0.65 0.78 0.66 1.03 0.41

5 0.74 0.69 0.79 0.83 0.83 0.84 0.78 0.81 0.95 0.38

6 0.79 0.86 0.92 0.74 0.82 0.68 0.81 0.66 0.98 0.31

7 0.81 0.79 0.81 0.72 0.76 0.78 0.79 0.65 1.13 0.51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Mean 0.817 0.791 0.827 0.757 0.806 0.741 0.816* 0.650 1.029* 0.443

±SD ±0.045 ±0.091 ±0.070 ±0.080 ± 0 . 0 5 8
±0.063 ±0.045 ±0.123 ±0.071 ±0.08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v: 가역적 허혈부

Core: 허혈중심부

*: 허혈 중심부에 비하여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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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뇌경색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2시간 이상의 장시간 결찰 시에는 뇌경색의 진행이 너무 

급격하여 동측 대뇌반구 전체가 뇌경색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어24,25,29,30,32-34 고양이의 

뇌경색 모델에 있어서 1시간의 결찰이 가역적 허혈부의 생성에 있어서 적절한 기간으로 사료

되며 본 실험에서도 총 20마리 중 7마리(35%)에서 가역적 허혈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뇌허혈이 지속되면 수분 이내에 ADC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분 이내에 약 30～50% 정도

의 ADC가 감소된다.35 뇌허혈시의 생리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있으나 ADC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Na+, Ka+-ATPase 펌프의 손상에 의한 세포외액의 세포내 이동

을 들고 있다.36,37 동물 실험에서는 이러한 ADC 감소가 재관류 후 회복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

으나21-25,29,30 실제로 임상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초기 ADC의 감소가 반드시 영

구적 경색으로만 연결된다고는 생각되고 있지 않으며 충분한 시간 내에 재관류가 일어난다면 

ADC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영상에서 ADC의 감소가 허혈중심부와 가역적 허혈부 모두에서 관찰되

었으며 일부는 수치가 중복되는 등 두 구역 사이를 정확히 구분지을 수 없었으나 24시간 이후

의 영상부터는 두 구역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48시간 지연기 영상에서는 

허혈중심부의 경우 정상보다 50% 이상 ADC가 감소되는 반면 가역부에서는 반대측 정상 조

직과 거의 같은 값으로 회복을 보여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혈전용해제를 이용

한 초급성 뇌경색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은 3～6시간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시기 이내에 회복 가능한 생존 조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 방향의 선택에 있어 중요하

나 아직까지 명확한 도움을 받을만한 진단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고 본 실험에서도 6시간 이

내의 MR 영상에서 가역적 허혈부를 구분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ADC의 절대값으로 가

역적 허혈부를 허혈중심부로부터 구분하려는 연구가 있었고21 본 실험의 결과도 6시간 이내의 

가역적 허혈부의 ADC 평균치가 0.8 이상으로 측정되어 허혈 중심부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

적인 차이는 보이지 못했으며 두 부위간에 서로 교차되는 부위가 존재하여 두 구역 사이를 하

나의 절대값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Mancuso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23

  뇌경색에 있어서 가역적 허혈부의 구분은 초기 확산강조영상에서 신호강도의 증가가 존재

하다 24～48시간 영상에서 정상 값으로 환원되는 부위로 TTC 염색에서 염색되지 않는 부위

로 정하였는데, 기저핵에서 24시간 지연기 영상에서 가역적 변화를 보여 ADC 저하가 회복되

었던 부분이 48시간 지연기 영상에서 더욱 광범위한 경색에 빠진 예가 1개체에서 관찰되었다. 

확산강조영상의 가역적 변화가 결국에는 세포손상을 비롯한 지연기 손상에 이르게 된다는 보

고는 있었으나,29,30,32-34 육안적으로 지연기에 자기공명영상에서 신호강도의 증가를 보이는 경

우는 드물었다. 이는 초기 ADC값의 변화만으로 뇌경색의 진행 양상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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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임을 뜻하며 앞으로 좀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한 마리의 결

과만으로 통계적 의미나 다른 변화양상을 보인 개체와의 절대값 비교 등은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나 지연성 손상을 보여준 48시간 영상에서 측정된 지연성 손상부의 rCBV값이 확연히 저

하된 값을 보인 허혈 중심부에 비하여 정상보다는 약간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 재관류 후 

48시간 영상에서도 아직 뇌경색이 진행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뇌경색의 진행과정은 매

우 복합적이며 수일에서 수주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38,39 72시간 또는 그 이후의 지

연기 영상을 얻는다면 좀더 지연성 손상에 대한 정확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연기 손상의 기전은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가설이 존

재한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대사가 뇌허혈 후 회복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이

후 이차적인 에너지고갈을 맞게 된다는 것으로40 자기공명분광법을 통한 연구에서 뇌허혈 후 

이차적인 에너지 고갈이 보고된 바 있다.41 이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

애42 또는 지연성으로 발생하는 관류의 저하가43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지

연기 손상의 기전으로는 칼슘의 축적에 의한 효소의 과활성과 이에 의한 free radical의 생성

이 손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44 칼슘의 농도가 허혈 후 48～72시간에 증가된다

는 보고가45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 외에 apoptosis38,46,47 및 단백질의 생성장애가48 지연기 손

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혈중심부와 가역성 허혈부에서 공히 재관류 후 과관류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 대뇌반구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뇌혈액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재관류 후 첫날 

시행한 영상들에서는 허혈 중심부나 가역성 허혈부 모두에서 뚜렷한 혈류의 증가를 볼 수 있

었다. 최종적으로 경색으로 이행된 부위는 24시간이 지난 rCBV 영상에서 판단 가능하였고, 

특히 지금까지 최종 경색부를 판명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확산강조영상에서

도 24시간이 지난 영상에서는 회복을 보이다가 지연기에 더욱 광범위한 경색에 빠지는 경우

가 관찰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따라서 최종 경색을 가늠할 수 있는 영상진단법은 최소

한 재관류가 일어난 후 변화된 혈역학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에 적용되어야 하며 관류자기공

명영상, 확산강조영상을 조합하여 해석을 하여야 정확한 예후의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Hamberg 등도 고양이를 이용하여 유사한 일시적 뇌허혈 실험을 하였고 재관류 직후 CBV

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45분 영상에서 거의 정상으로 떨어지고 다시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49 본 연구는 주입된 조영제가 충분히 빠져나간 뒤 다음 관류영상을 시행

하기 위해 최소한 2시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영상을 시행했기 때문에 초기 수분 간의 변화 양

상은 감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4시간 및 48시간에 이르는 지연기의 rCBV 

변화 양상에 대한 관찰은 다른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사항들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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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의 양상을 정립하는데 충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TP의 경우 모든 시간대의 영상에서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 간에 통계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두 영역 모두 반대 정상 측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TTP map

이 뇌경색의 발견에 있어서 rCVB map보다 더 예민하다는 보고와50,51 상반되는 내용이나 본 

실험의 경우 관류영상의 촬영에 있어 1.5초 간격으로 한 단면당 40개씩의 영상을 얻었는데 각 

영상 사이의 1.5초라는 경과시간이 뇌용량이 작은 고양이 뇌혈류의 순환시간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길어 뇌허혈부와 정상 측과의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류영상의 변수로 rCVB와 TTP를 이용하여 허혈 조직의 관류상태를 평가

하였다. TTP영상은 시간-이완도 곡선에서 각 화소별 일차 관류의 시작점부터 최고 이완을 나

타낼 때까지의 시간을 영상화한 것으로 MTT를 간접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CBV와 

함께 MTT와 CBF를 측정하는 것이 관류상태의 절대적인 정량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

나 MTT와 CBF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convolution-deconvolution analysis 

영상 후 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외국의 일부 기관에서만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좀더 정확하게 조직의 관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관류영상 기법 또는 이의 조합을 통

하여 조직의 정확한 관류 상태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 중 동물의 외과적 처치와 영상촬영 과정시의 유지에 있어서 마취제로 Ketamine 

hydrochloride를 이용하였다. Ketamine은 카테콜라민이 postganglionic sympathetic nerve 

ending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뇌혈류와 대사를 증가시키며,52 뇌허혈 시에 

ionotropic glutamate receptor를 통한 Ca++과 Mg++의 세포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세포막

을 파괴시키는 효소들의 활성화를 감소시켜 뇌허혈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

어53-55 관류영상의 결과 및 뇌허혈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S(+)-ketamine이나 racemic ketamine에서 영향이 크고 본 실험에서 사용한 

ketamine hydrochloride는 이러한 작용이 적은 R(-)-ketamine과 S(+)-ketamine의 혼합물

이므로 그 영향이 작았을 것으로 보이고 모든 개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 각 개체간의 차이

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동물실험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결과의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양이는 중대형 동물에 속하고 다루기도 어려우나 몸체에 비하여 뇌용량이 비교적 커서 

1.5 Tesla의 MR 기기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고 회백질과 백질의 발달 정도

도 인체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56 뇌허혈의 정도 평가에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실험에서 혈관촬영을 통한 고양이 중간대뇌동맥의 해부학적 형태 및 공급영역을 확인하지

는 못하였으나 이전의 보고들에 의하면 결찰 시간에 따른 뇌경색 범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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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찰 시간 내에서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정도의 영역에서 뇌경색이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

고21,23,24 본 실험에서도 기저핵 및 전두엽과 측두엽의 경계부 주변 피질에 국한되어 뇌경색 및 

가역적 허혈부가 관찰되어 각 개체간에 큰 변이는 보이지 않았다. 고양이의 뇌혈관도 인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도의 측부순환을 갖고 있으며57 고양이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측부순

환의 정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58 우리 실험에서도 3 kg이상의 성숙한 고양이를 이용하

여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예마다 뇌경색을 보인 범위의 차이가 약간씩 나

타나 개체간에 따른 측부순환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같은 조건하

에서 시행된 각 개체간에 뇌허혈부의 범위 및 부위가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예에서 허혈부가 

관찰되지 않았던 이유로도 볼 수 있다. 가역적 허혈부의 발생 유무 및 관류영상의 정확한 해석

을 위해서는 혈관촬영을 통한 정확한 해부학적 관찰이 결과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혈전용해 치료의 적응 시간인 6시간 이내의 초기 영상으로 가역적 허혈부를 구

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24시간 이후의 ADC 및 rCBV 영상이 허혈부의 진행 및 생존

여부의 예측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에서 발견된 지연기 손상도 초기 영상 소견의 

분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고양이를 이용한 1시간 동안의 일시적 뇌허혈 모델을 통하여 가역적 허혈부를 만든 후 확산

강조영상과 관류영상을 촬영하고 48시간 동안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에서 각각 시간의 

경과에 따른 MRI 변수를 측정함으로써 가역적 허혈부의 회복 양상이 뇌경색 중심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총 20마리 중 7마리에서 가역적 허혈부위를 보였다.

  2. 나머지 12마리에서는 지속적 경색만 관찰되었고 1마리에서는 지연성 손상이 관찰되었

다.

  3. 가역적 경색부의 ADC값은 0.8 이상의 값을 보이다 48시간 영상에서 정상 측과 유사한 

정도로 회복을 보였다. 이에 비해 허혈중심부는 0.8 이하의 값을 보이다 24시간 영상 이후 더

욱 감소하여 48시간 영상에서 정상 측보다 50% 가량 감소된 값을 보였다. 통계적으로는 24

시간 이후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rCBV값은 1시간, 3시간 영상에서 두 부위 모두 재관류에 의한 과관류가 관찰되었고 통

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후 가역적 허혈부는 정상 측과 유사한 정도로 완만한 감소를 

보였으나 허혈중심부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여 24시간 영상 이후 두 부위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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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TTP값은 모든 영상시간 대에서 가역적 허혈부와 허혈중심부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지연성 손상을 보인 예는 초기에 저하됐던 ADC값이 24시간 영상에서 회복되었다가 48

시간 영상에서 더욱 광범위한 저하 소견을 보였다. 같은 부위의 rCBV는 과관류를 보이다 점

차 완만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가역적 허혈부의 회복 양상을 허혈중심부와 비교하여 보았다. 24시간 이후의 

ADC 및 rCBV값이 최종 경색 부위의 판정에 있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예에서 지연성 

손상이 관찰된 것도 뇌허혈과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지고 역동적으

로 변해가는 영상소견의 변화를 잘 조합하여 해석하는 것이 뇌허혈의 향후 진행양상과 예후를 

가늠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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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ial changes of MR parameters in reversible
ischemic zone after transient ischemia in cats

Yoon Joon Hwang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ong Ik Kim)

  Thrombolytic therapies have proved to be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hyperacute ischemic stroke. The goal of these maneuvers is to salvage the 

ischemic penumbra from infarction. The ischemic penumbra is the tissue of 

decreased perfusion which, although still remaining viable, is functionally 

impaired. Development of new therapeutic methods now requires sophisticated 

imaging and physiologic evaluation, such as the tissue viability or reversibility. 

Diffusion and perfusion weighted images can detect early changes of ischemic 

tissues, but reports on the differentiation of edema from irreversible infarction 

and on the progression of ischemic penumbra have not provided sufficient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covery pattern of reversible 

zone from ischemic core by the serial evaluations of diffusion and perfusion 

parameters in temporary occlusion and reperfusion models of cats.

  Twenty adult cats weighting 3～3.5 kg were used. A microvascular clamp 

was placed on the M1 segment of left MCA for 1 hour by transorbital approach. 

Diffusion and perfusion weighted MR images were obtained at 1, 3, 6, 24, and 

48 hours after reperfusion. Then brain slices were obtained and 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TTC) staining was done. Reversible ischemic zone was 

defined as the area of high signal intensity on initial DWI, but normalized signal 

intensity on follow up MRI and normally stained on TTC staining. The changes 

of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regional cerebral blood volume (rCBV), 

and time to peak (TTC) of reversible ischemic zone and ischemic core were 

obtained respectively and ratios to the normal contralateral tissue were 

calculated.

  Reversible ischemia was seen in seven cats and other twelve cats showed 

only permanent infarctions. One case showed delayed injury pattern, ADC 

reduction during insult, transient ADC recovery at 24 hour images and 

secondary ADC reduction 48 hours after reperfusion. Persistent decre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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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value in all serial images was noted in the ischemic core, whereas the 

reversible ischemic zone showed delayed recovery of ADC reduction.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after 24 hour images. The rCBV ratio 

increased in both the reversible ischemic zone and ischemic core during 1 and 

3 hours. However, the rCBV ratios of the ischemic core abruptly decreased 

after 24 hour images while the rCBV ratios of reversible zone maintained 

above that of the contralateral normal sid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Serial changes of the TTP ratios were less useful for differentiating 

between the reversible zone and the ischemic core and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wo zones.

  In conclusion, differentiation of the reversible ischemia and the ischemic 

core using ADC and rCBV maps was available after 24-hour images. But we 

experienced one case, showing delayed injury pattern, and the courses of 

cerebral infarctions have been shown to be variable, so combinations of serial 

changes on DWI and PWI will be helpful to predict ischemic penumbra and 

outcome.

  

  Key Words: ischemic penumbra, re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diffusion weighted imaging,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perfusion weighted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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