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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시적 뇌허혈 및 재관류 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자기공명영상과 조직병리 소견 비교 

 

자기공명영상은 급성기 뇌허혈의 진단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기로서 최근 

소개된 관류 및 확산강조 영상 기법은 뇌허혈 초기 국소 혈류량의 감소와 

세포독성 부종을 감지하여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 이용도가 증가되고 

있다.  현재 급성기 뇌경색의 표준 치료는 조기 재관류 요법이며 재관류 후 뇌의 

변화된 혈역학을 알아내는 데는 관류 및 확산강조 영상이 이용되고 있다. 

재관류 후 뇌조직은 항상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만은 아니며 다양한 기전에 

의해 지연기 뇌조직 및 뇌세포의 손상이 오게 된다.  특히 재관류 자체에 의한 

지연기 손상도 올 수 있는데 급성기 경색에서 조기 재관류 요법을 시행했을 때 

변화되는 뇌혈역학의 양상과 조직 내 세포 손상의 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임상적으로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양이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의 일시적 뇌허혈을 유도한 뒤 

재관류를 시키고 재관류 당일, 1일 및 2일째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여 재관류 후 

변화되는 혈역학을 알아보고 해당 부위의 조직 병리 소견을 TUNEL 염색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10마리의 고양이에서 경안와 방법을 이용하여 클립을 이용한 직접 결찰에 의한  

중뇌동맥 폐쇄 모델을 만들었다.  재관류가 이루어진 뒤 1시간, 24시간 및 

48시간이 되는 시점에서 관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상대적 

뇌혈류량(rCBV) 영상을 얻어 국소 뇌혈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동시에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겉보기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뇌를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분류하여 (상/하 전두엽, 상/하 측두엽, 

기저핵), 각각의 자기공명영상 변화 양상을 측정하였고 3일간의 영상 관찰이 끝난 

뒤 고양이 뇌를 꺼내어 TUNEL 염색을 시행하였고  200배 광학현미경 상 보이는 

TUNEL 양성 세포 수를 측정하였다. 

재관류 후 관류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크게 4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상 관류, 지속적 과관류나 초기 과관류 및 후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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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류를 보이는 I형, 후기 저관류를 보이는 II형, 지속적인 저관류를 보이는 III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중뇌동맥이 관장하는 부위에서 다양한 양상의 재관류가 

보였는데 전두엽은 주로 정상 또는 I형을, 측두엽과 기저핵에서는 II, III형을 

보였다. 정상 또는 I형의 과관류를 보인 부위는 겉보기 확산계수가 정상에 비해 

10% 이내의 변화를 보였으며 II형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III형은 오히려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정상 관류를 보인 부위에서도 TUNEL 양성 세포가 일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I형 및 II형 과관류가 관찰된 구역에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고 III형의 

경우 오히려 적은 TUNEL 양성 세포를 보였다 (one way ANOVA, p<.01). 

재관류 후 과관류는 후기에 경색으로 이행된 부위, 정상 부위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따라서 rCBV 영상은 이미 경색이 온 부위를 판별함과 동시에 향후 

회복 또는 경색 이행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관류 후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는 경색, 회복부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로 

허혈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변화와 경색이 된 뒤 부종이 진행되면서 위정상화 

되는 과정이 혼재 되어 있었다.  재관류 후 과관류는 초기 정상으로 보이는 부위 

또는 회복 부위에서 후기 경색을 유도할 수 있으며 T2 강조영상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부위에서도 부분적인 신경 세포 손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경색 초기만의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재관류 후 달라진 혈역학을 

예측할 수 없고 개체마다,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양상도 다양하여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임상적으로 조기 재관류 

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재관류 손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뇌경색, 자기공명영상, 관류영상, 확산강조영상, 재관류, 세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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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뇌허혈 및 재관류 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자기공명영상과 조직병리 소견 비교 

 

<지도교수  김  동  익>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이   승   구 
 

 
I. 서    론 

 
  뇌졸중은 한국인의 단일사망 원인 인구 10만명 당 72.9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1.  생존된 허혈성 뇌경색 환자의 31%는 주위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없으며 20%는 보행의 어려움을, 70%는 언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뇌경색의 

예방에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일단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단과 

치료가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과거 뇌경색의 진단에 전산화 

단층촬영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급성기 뇌경색은 전산화 단층촬영상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로 신경학적 검사에 의해 임상적 진단을 내린 후 

헤파린등을 사용한 각종 혈전 용해 치료를 시작하였다. 

  자기공명영상이 의학에 응용된 뒤 뇌신경계 영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다른 어떤 진단 수기보다 뛰어난 연부조직 대비와 고해상도 영상으로 뇌신경계 

영상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은 증상을 통해 의심되는 

초기 뇌경색 환자의 객관적 진단에 이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T1 및 

T2 강조 영상과 같은 고식적 자기공명영상의 경우 조영증강 검사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경색 초기에 병변을 검출하는데 예민도가 떨어져2 확산강조 및 관류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을 얻는 것이 요구된다.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Diffusion wighted MRI, DWI)은 실험적으로 뇌경색의 초기 

진단에 유용하다고 소개된 이래3 초급성기 뇌경색의 진단에 필수적인 수기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검증되었다4,5.  뇌조직이 허혈상태에 빠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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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 부종이 나타나며 이에 따른 세포 내 및 세포간질의 물 분자들의 확산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 현성확산계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를 감지하여 영상으로 

표현하면 확산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로 관찰된다.  그러나 경색 초기, 분자 

운동의 이상은 경우에 따라 적절한 치료에 의해 정상화될 수 있는 유동적 상태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실험 동물을 통해 재관류가 이루어진 허혈조직에서 초기 

현성확산계수의 저하가 시간에 따라 회복 되어감이 증명되었다6-8. 

  관류 자기공명영상(Perfusion weighted MRI, PWI)은 국소 뇌조직의 혈역학적 

상태를 잘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이나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에 비해 더 자세한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최근 급성기 

뇌경색의 진단, 예후의 예측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영제 주입 후 얻어진 

역동적 영상을 토대로 상대적 뇌혈류량 (relative cerebral blood volume, rCBV) 및 

조영 증강이 최대에 이르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영상화한 최대점 도달시간(time to 

peak enhancement, TTP) 영상을 얻을 경우 이와 같은 혈역학적 지표들은 뇌경색 

또는 뇌종양에서 국소 뇌혈류의 병태 생리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9-16. 

  뇌혈관의 폐색에 의해 뇌허혈이 일어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재개통이 되거나 최근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초기 

적극적 재관류 요법에 의해 막힌 혈관의 재개통을 이루어주게 된다.  이 경우 

허혈 및 재관류 후 과관류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과관류가 반드시 뇌조직에 

유익한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신경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는 

가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그 기전으로 첫째, 허혈이 4분 이상 지속될 경우 

뇌조직 내 ATP가 고갈되고 뇌세포의 탈분극화 현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에 수반된 lipolysis와 여기서 발생된 free fatty acid 대사 산물인 

superoxide radical (O2-)가 중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7.  또한 허혈에서 

회복되어 재관류가 일어나면 뇌세포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감소된다고도 하며18,19, 

glutamate와 같은 흥분독성 아미노산 신경전달물질과 α–amino-3-hydroxy-5- methyl-4-

isoxazole propionic acid (AMPA) 수용체가 매개되는 exicitotoxicity가 reperfusion 

injury에 관여된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20. 

  세포고사(apoptosis)는 유핵 세포가 게놈 수준에서 시작된 신호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는 과정을 말하며21, 최근 포유류 생체내에서의 세포고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그 기전의 대부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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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고사는 다양한 급성질환, 특히 각종 장기의 급성 허혈 및 

재관류시 관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22, 현재 이러한 세포고사 

과정을 억제시켜 초기 허혈의 진행을 제한 시키는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뇌허혈 및 재관류 후 급성기 1-2일 동안 일어나는 역동적 변화는 개체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기 뇌허혈의 영상소견의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조직병리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autoradiography 기법으로 생체 내 뇌혈류를 측정하고 혈류량의 변화와 세포고사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있었다23.  그러나 허혈에 빠진 뇌조직은 단순히 

혈관조영상에서 보이는 혈류의 유무보다는 관류와 조직내 혈류량등 다양한 

혈역학적 상태에 따라 여러가지 양상으로 보일 수 있고 사람의 급성기 뇌허혈은 

진단 시부터 자기공명영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기공명영상, 특히 관류 및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되는 초기 허혈과 재관류 시 혈역학적 변화에 

대한 생체 동물 모델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가역적 

뇌허혈의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을 규명하고 재관류 시 시간적 추이에 따른 뇌허혈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며 이들이 어떤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보이는지 연관을 짓는 

것은 뇌허혈 및 재관류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허혈 뇌조직의 예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고양이에게 중뇌동맥 결찰을 가한 뒤 1시간 동안 허혈을 

유발시키고 다시 재관류 시킨 다음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확산 및 관류 

자기공명영상에서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재관류 후 혈역학의 변화에 따른 영상 

소견과 조직병리학적 소견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선택 및 뇌허혈 모델 제작 

 

  본 동물실험은 연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센터 실험동물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3.5 ~ 4.0 kg의 건강한 한국산 고양이 24마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5mg/kg의  ketamine hydrochloride (Ketara, 유한양행, 한국)와 2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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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azine hydrochloride (Rumpun, 바이엘, 한국)로 고양이의 대퇴부에 근육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한 다음 우측 전완부 정맥을 통해 확보된 경로를 통해 ketamine을 

사용하여 마취를 유지하였다.  직장 내 체온을 37도가 되도록 heating pad로 

유지하면서 고양이의 혀에 pulse oxymeter를 설치하여 92% 이상의 포화도가 되도록 

유지하였다.우측 대퇴동맥을 천자하여 도관을 삽입한 다음 생체징후 모니터링에 

이용하였다. 

  견치류를 위해 고안된 뇌정위수술 거치대에 고양이 머리를 위치 시킨 뒤 좌측 

안구를 적출하고 신경외과 수술 현미경 하에 안와 내측벽을 절개한 뒤 경막과 

지주막을 차례로 열고 좌측 중뇌동맥을 노출 시켰다.  일시적 뇌허혈은 인체용 

microvascular clamp (Acland clamp, S&T microlab, Rheinfal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중뇌동맥의 M1 부위를 결찰하였다.  1시간동안 결찰을 유지하는 동안 생체 

징후를 살펴보면서 안와부위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막은 뒤 다시 

microvascular clamp를 풀어주었고, 절개부위는 bone wax로 밀봉하여 뇌척수액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자기공명영상실로 보내어졌다.   

 

2. 자기공명영상 

 

  수술을 마친 고양이들은 1.5T 인체용 자기공명영상장치에 보내어져 (Intera,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Netherlands) 재관류 후 1시간이 되는 시점에 최초 

영상을 시행하였으며 재관류 24시간 및 48시간에 추적 영상을 시행하였다.  

고양이를 특수 고안된 아크릴 프레임에 눕혀 양쪽 귀와 견치를 고정 시킨 뒤 

1차적으로 참고 영상을 얻었다.  시상면 참고 영상에서 anterior 및 posterior 

commissure를 연결하는 일직선상에서 수직으로, 기저핵 중심부를 지나는 관상면 

1단면을 얻었고 추후 병리 조직에서 얻게될 단면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영상변수는 T2 강조영상의 경우 TR/TE=3000/85msec, 절편두께/간격=5/2mm, 

256x160 matrix, FOV=12cm를 사용하였고 확산강조영상은 single shot spin echo EPI 

펄스열을 사용하여 TR/TE=2000/minimum, 128x128 matrix, b=0, 500, 100의 영상변수를 

이용하였다.  관류강조 자기공명영상은 경사에코 EPI 펄스열에 TR/TE=1500/40msec, 

128x128 matrix로 얻었으며 자성조영제(gadolinium-DTPA (Magnevist, Schering AG, 

Germany))를 상완 정맥을 통해 일시에 주입한 뒤 1.5초 간격으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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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고 이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하여 후영상처리 프로그램으로 (Easyvision, 

Philips Medical Systems, Best, Netherlands) 상대적 뇌혈액량 (Relative cerebral blood 

volume; rCBV)을 얻었고 확산강조영상으로부터 겉보기 확산계수를 계산하였다. 

관류 자기공명영상의 계산은 급속으로 정맥 내 주입된 조영제가 폐순환을 거쳐 

두경부로 올라가 국소 뇌조직 내 혈관을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야기시키는 국소 

자장의 불균질화를 이용한 것으로 시간에 따른 신호강도의 곡선을 얻은 뒤 

여기서 산출된 이완도의 변화(∆R2*)를 계산하여 국소 뇌혈류량(regional cerebral 

blood volume, rCBV)을 얻고 ∆R2* 곡선에서 평균통과시간(regional mean transit time, 

rMTT)을 얻었다. 시간에 따른 영상 신호 강도의 변화, 일정 시간 t에서의 신호 

강도는 초기 신호 강도와 에코 시간 및 그 부위에서의 T2* 값으로 이루어진 자연 

로그 함수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다. 

 

S(t) = S(o)e-TE/T2*   (S: 시간 t 또는 0에서의 신호 강도, TE: echo time) 

 

이를 수식 변환을 하여 이완율 (∆R2*)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시간-이완율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적분하면 상대적 혈액량이 나오게 되며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얻은 관류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는 높은 상대적 혈액량을 나타내며 

저신호 강도는 낮은 상대적 혈액량을 나타내게 된다. 

 

3. 영상 자료 분석 

 

허혈이 유도된 고양이는 같은 부위의 중뇌동맥을 결찰한다 하더라도 개체에 

따라 또는 측부순환의 정도와 해부학적 변이에 따라 다르게 허혈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각 부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기저핵이 지나는 

관상면에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5가지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림 1).  즉 뇌의 

육안적 소견상에서 대뇌 이랑(gyrus)과 고랑(sulcus)을 상전두회, 하전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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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측두회, 하측두회 그리고 기저핵등 5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위에서 

시간에 따른 영상학적 소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가. 허혈 및 재관류 후 뇌조직의 시간에 따른 rCBV 변화 

뇌의 각 구역별로 재관류 1, 24, 48시간 후 rCBV의 변화를 각 구역에 앞서 

언급된 후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을 얻은 다음, 반대측 정상 뇌조직에 

대한 비율을 구하였다. 정상 반대측 피질에 비하여 rCBV가 20% 이상 증가되어 

있을 경우를 과관류, 20% 이상 감소될 경우를 저관류, 그리고 20% 내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변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실험에서 정상 

뇌혈액량을 측정할 때 좌우측의 측정 오차가 20% 정도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1시간 및 24시간 영상에서 측정된 관류를 초기 관류로 간주하였고 이들의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48시간 영상에서 측정된 관류를 후기 관류로 정의하고 

초기 관류량과 비교하여 후기 rCBV의 변화 양상을 크게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즉, N형 재관류는 초기 정상 관류형, I형 재관류는 초기 과관류 및 후기 

정상 또는 과관류형, II형 재관류는 후기 저관류형, 마지막으로 III형 재관류는 초기 

저관류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기저핵을 지나는 관상면 모식도(좌)와 해당 부위 T2 강조 

자기공명영상(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5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SF; 

superior frontal, IF: inferior frontal, ST: superior temporal, IT; inferior temporal, 

Str; stri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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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관류 과관류 양상의 차이에 따른 겉보기 확산 계수의 변화 

재관류-과관류의 형태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뇌경색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관류 후 당일, 24시간 및 48시간 후 각 

재관류 양상별로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 

 

4. 뇌조직 TUNEL 염색 및 분석 

 

마지막 영상을 시행한 뒤 고양이의 좌심실을 통하여 10L의 20% formalin을 주입, 

뇌를 고정하였다.  고양이는 천막이 골화 되어있어 소뇌와 뇌간은 그대로 두고 

대뇌만 두개골을 절개한 뒤 꺼내었다.  자기공명영상과 일치하게 5mm 두께의 

절편을 얻은 뒤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마이크로 절편을 얻은 다음 5분동안 

20mg/ml proteinase K (Sigma, St. Louis, MO)로 처리하였다. 

TUNEL 염색은 Apoptag in situ kit (Roche, Germany)을 이용하였으며 10분간 평형 

버퍼 용액에 담근 뒤 각 절편들을 37oC에서 1시간 동안 TdT 및 dUTP-

digoxigenin에 숙성시켰고 다시 37oC에서 30분간 정지/세척 버퍼에 숙성, 반응을 

정지시켰다.  절편들을 PBS에 세척한 뒤 antidigoxigenin-peroxidase 용액에서 30분간 

숙성하였다. 

마지막으로 diaminobenzidine-H2O2 용액(0.2mg/ml tetrachloride와 0.005% H2O2를 

50mM Tris-HCl 버퍼에 혼합)으로 탈색 시킨 뒤 methyl green으로 염색하였다.  대조 

절편은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을 시행하되 TdT 효소, dUTP-digoxigenin, 또는 anti-

digoxigenin 항체를 빼고 시행하였다. 

앞서 언급된 뇌조직 각 부위별로 10군데 이상 선정하여 confocal microscopy 

(x200)와 광학 현미경으로 TUNEL 양성 세포를 관찰하였으며 세포 수는 광학 

현미경 상에서 측정한 뒤 평균하여 각 구역별 TUNEL 양성 세포 수를 계산하였다.  

재관류후 과관류 양상 별로 TUNEL 양성도에 차이가 있는지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양상 별 차이점은 Tukey HSD 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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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    과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고양이들의 체온, 동맥혈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으나 안구 적출 및 두개골 절개를 통한 수술 후 경색이 유도된 

뒤 48시간까지 생존 가능했던 고양이는 모두 10마리였다.  5마리는 수술 도중 

또는 재관류 후 뇌출혈 또는 심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고, 6마리는 24시간까지만 

생존하였으며 나머지 3마리에서는 부적절한 중뇌동맥 결찰로 인하여 

뇌확산강조영상에서 전혀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아 허혈 유도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허혈 및 재관류후 뇌조직의 시간에 따른 rCBV 변화 

48시간까지 생존 가능했던 고양이들의 뇌조직 영역별 rCBV의 정상치에 대한 비율은 <표 

1>과 같다.  각 수치는 반대측 정상 부위의 뇌혈류량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며 1.2 

이상의 수치는 과관류를, 그리고 0.8 이하의 수치는 저관류를 의미한다. 

 

표 1. 뇌 구역별 시간에 따른 rCBV의 변화 

Superior 

Frontal 

Inferior 

Frontal 

Superior 

Temporal 

Inferior 

Temporal 
Striatum 

 

1H 24H 48H  1H 24H 48H 1H 24H 48H 1H 24H 48H 1H 24H 48H  

1 1.12 1.00 1.58 N 0.88 0.98 2.58 N 0.85 0.95 0.27 II 0.95 0.44 0.61 III 1.56 0.71 1.16 I 

2 1.24 1.12 1.10 N 1.86 1.67 1.58 I 1.55 1.59 1.13 I 0.82 0.65 0.35 III 0.49 0.47 0.81 III 

3 1.84 1.25 1.12 I 2.11 1.21 1.37 I 2.02 1.34 1.29 I 0.97 0.66 0.73 II 0.78 0.85 0.86 N 

4 1.20 1.19 1.05 N 1.95 1.85 1.03 I 1.84 1.97 0.98 I 1.10 1.05 1.01 N 0.75 0.66 0.89 III 

5 1.50 1.21 1.01 I 1.94 1.78 1.01 I 1.45 0.64 0.75 II 0.78 0.72 0.81 III 1.67 0.84 0.77 I 

6 1.13 1.67 1.01 I 1.07 1.01 1.10 N 0.48 0.80 0.60 III 1.92 0.83 0.98 I 1.17 1.49 0.83 I 

7 1.64 1.50 1.20 I 1.56 1.37 1.46 I 1.06 0.80 0.88 N 1.43 1.12 1.24 I 0.57 1.00 0.70 III 

8 2.10 1.21 1.05 I 1.26 0.95 0.94 I 0.84 0.82 0.77 II 1.13 1.43 0.85 I 2.11 1.34 0.74 II 

9 1.22 0.60 2.28 N 0.76 0.83 0.42 II 0.96 1.91 2.97 I 1.65 1.22 1.15 I 0.55 1.28 1.19 III 

10 1.05 1.21 1.25 N 0.90 0.87 0.85 N 2.00 0.84 0.32 II 1.25 1.15 1.10 N 1.54 1.44 1.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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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관류 후 3일에 걸친 기간동안 rCBV의 변화양상을 앞서 기술한 바대로 4가지 

양상으로 나누었을 때 정상 관류 부위는 (N) 전두회에서 관찰되었고, 초기 과관류 

및 후기 정상 또는 과관류 양상, 즉 I형은 전두엽 및 측두엽에서 다수 관찰되었고 

다른 부위에서도 비교적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II형 재관류, 즉 초기 과관류 

후기 저관류의 양상은 주로 상측두회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외에도 하전두, 

하측두엽 및 기저핵에서도 일부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부터 관류가 감소되어 

있는 III형 재관류 형태는 주로 측두엽과 기저핵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2, 3, 4). 

 

 

 

 

 

 

 

 

 

 

 

 

 

 

 

 

 

그림 2. 뇌 각 부위별 재관류 후 rCBV 변화 양상.  정상 

관류는 주로 전두회, I형 과관류는 전체, II형 과관류는 

주로 측두엽, 그리고 III형 저관류는 측두엽과 기저핵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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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형과 III형 재관류 양상별 자기공명영상 소견.  전두엽은 

초기 확산강조영상(DWI) 및 rCBV 영상에서 높은 신호를 보인다 

(thick arrow).  시간적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과관류가 (I형 재관류) 

관찰된다 (thin arrow). 측두엽은 지속적인 rCBV의 감소를 보인다 

(III형 재관류) (double arrows). 

 

 

 

 

 

 

 

 

 

 

그림 4.  I형과 II형 과관류 양상별 자기공명영상 소견.  측두엽은 

초기 높은 혈류량을 보이다 점차 감소되는 소견과 함께 (II형 

재관류) (thin arrow),  T2 강조 영상에서 점차 부종과 신호강도의 

증가를 보인다.  전두엽은 T2 강조 영상에서 정상이고 지속적으로 

rCBV 증가를 보이고 있다 (I형 재관류) (thick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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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관류 과관류 양상의 차이에 따른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 

재관류 후 각 관류 변화 양상에 따라 뇌경색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는 정상 관류를 보인 경우와 I형의 재관류를 보인 부위에서는 

반대측 정상 피질에 비해 10% 이내의 변화량을 보이고 일부에서 초기 겉보기 

확산계수의 감소를 보였지만 표준편차 이상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II형 즉, 초기 과관류와 후기 저관류를 보이는 부위에서는 점차적으로 

겉보기 확산계수가 감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고, 지속적인 저관류가 있었던 

부위에서는 오히려 초기에 낮았던 겉보기 확산계수가 다시 증가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림 5). 

 

 

 

 

 

 

 

 

 

 

 

 

 

 

그림 5. 재관류 과관류 양상에 따른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  정상 관류를 보인 부위와 I형 재관류를 보인 

부위들은 영상이 진행되는 3일 동안 정상 범위의 확산 

계수를, II형 재관류는 지속적인 겉보기 확산 계수의 

감소를 보였으며, III형 재관류는 초기에는 ADC가 

감소되었으나 점차 상승하는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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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관류 과관류 양상별 TUNEL 양성도의 차이 

정상 관류를 보인 부위에서도 TUNEL 양성 세포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I형 및 

II형 재관류가 관찰된 구역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TUNEL 양성 세포가 검출되었다.  

III형의 경우 오히려 TUNEL 양성 세포가 적게 관찰되었다 (One way ANOVA, 

Tukey HSD test; HSD[.05]=16.69; HSD[.01]=20.61, N vs I P<.01, N vs II P<.01, N vs III 

nonsignificant, I vs II nonsignificant, I vs III nonsignificant, II vs III nonsignificant) (그림 6). 

I형 재관류, 즉 지속적인 과관류를 보인 경우 T2 강조 영상 및 확산강조 

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하여 경색으로 이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기부터 경색이 초래된 부위보다 오히려 많은 수의 TUNEL 양성 세포를 보였다 

(그림 7). 

 

 

 

 

 

 

 

 

 

 

 

그림 6.  재관류-과관류 양상별 TUNEL 양성 세포 수.  

재관류 후 과관류가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관류를 보인 경우, 정상 관류 부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TUNEL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후기 저관류에 

빠진 부위도 같은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저관류를 보인 부위는 오히려 적은 수의 TUNEL 양성 

세포를 보였다. (N: Normal perfusion, I: Early hyper-perfusion – 

late normo/hyperperfusion, II: Early hyperperfusion – late 

hypoperfusion, III: Persistent hypo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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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형 및 II형 재관류와 TUNEL 염색 소견.  측두엽은 

재관류 직후 과관류를 보이다 점차 혈류가 정상화된다 (I형 

재관류). 기저핵 부위는 재관류 직후 신호강도가 확산강조 

영상에서 증가되어 있고, 과관류가 관찰되며 점차 혈류가 

감소한다 (II형 재관류). I, II형 모두에서 적색으로 염색된 TUNEL 

양성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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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I형 재관류와 겉보기 확산계수의 회복 및 지연기 경색.  

기저핵은 초기 영상에서 과관류를 보이며 확산강조 영상에서 높은 

신호강도를 보이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마지막 영상에서는 

다시 경색으로 이행되는 소견을 보이며 지연기에도 과관류가 

지속된다. TUNEL 염색 상에서 좌측 기저핵의 TUNEL 양성 세포는 

측두엽보다 오히려 증가된 양상을 보인다.  상측두엽(inferior 

temporal)은 III형의 재관류를 보이며 괴사와 함께 TUNEL 양성 

세포를 보였으나 기저핵 부위보다는 적은 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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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형 재관류와 지연기 과관류 손상.  하전두엽(inferior 

frontal)은 초기부터 지속적인 과관류를 보이며 확산강조 

영상에서 점진적으로 신호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위에서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TUNEL 양성 세포들이 검출되었다. 

 
I형 재관류를 보인 구역 중 일부에서는 초기 확산강조 영상에서 신호강도의 

증가를 보이다가 회복으로 이행되며 지연기 영상에서는 다시 경색으로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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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의 관류 형태를 보였으며, 이 부위에서 유의하게 높은 TUNEL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다 (그림 8). II형 재관류 구역에서도 역시 다수의 TUNEL 양성 세포를 

보였으며 III형의 경우 오히려 I, II형 재관류보다 더 낮은 수의 TUNEL 양성도를 

보였다. (그림 8). 

I형 재관류를 보인 부위 중 또 다른 일부에서는 확산강조 영상에서 정상을 

보이다가 과관류가 지속되면서 점차 경색으로 이행되고, 매우 높은 TUNEL 양성 

세포를 보이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그림 9). 

 
 

. Ⅳ 고    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중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 30%는 

24시간 이내에, 70%는 일주일 이내에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재관류가 일어난다고 

한다24.  최근 뇌경색의 치료는 3시간 이내의 경우 정맥내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를 주입하거나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의 경색은 동맥내 

유로키나제 직접 주입을 통한 혈전 용해술이 이용되고 있다25-27.  뇌경색 초기에 

적극적으로 혈전 용해 및 혈관 재개통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허혈성 반연부의 

존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허혈성 반연부는 뇌혈류의 감소에 의하여 정상 

뇌기능이 상실된 부위 중 최소한의 대사에 필요한 혈류량이 유지되어 있어 

구조적인 손상이 초래되지 않은 조직이며 급성 뇌허혈에서 화학적 요법이나 

재관류를 통하여 뇌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뇌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28-30.  허혈성 반연부에서는 뇌동맥의 폐색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모세혈관과 정맥이 확대되어 rCBV가 증가하고 관류가 증가되며 

이는 혈관 조영술상 과관류(luxury perfusion)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초기 재관류 요법이 뇌경색 치료의 기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양상의 뇌허혈과 재관류, 그리고 재관류 후 과관류 

현상을 겪게 된다. 본 실험은 다양한 뇌측부 순환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를 

이용함으로써 개체 간에 동일한 양상의 경색이 유도되지 않고 또한 다양한 

분포의 재관류 과관류 현상을 유도함으로써 인체 뇌경색에 오히려 가까운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양한 분포의 경색 유도와 재관류를 평가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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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뇌조직을 해부학적 부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개체 별, 부위 별 변화 

양상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치류를 주로 사용한 이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허혈 유도 후 

15분 정도에 기저핵 부위에 변화가 오며, 30분 정도면 기저핵의 경색과 피질의 

선택적 신경 세포 손상이 유발되고 60분 정도 허혈이 지속되면 피질의 비가역적 

손상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4.  본 연구에서 60분의 중뇌동맥 결찰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피질부위의 허혈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결과에 나타나듯 전두엽과 측두엽에 다양한 정도의 허혈 또는 경색이 유도되었다.  

경색이 주로 유도되었던 기저핵과 하측두엽 부위는 rCBV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III형 재관류 양상이 관찰되었고, 상측두엽과 전두엽에서는 초기 rCBV의 증가가 

주로 관찰되는 I형 재관류 양상이 보였고 II형은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이전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이용하여 허혈 

후 재관류를 조사한 연구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재관류 양상을 분류하였는데 

지속적인 저관류를 보이면서 산소대사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비가역적 뇌조직 

손상을 보이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관류를 보이지만 

산소대사율은 정상으로 유지된 경우를 허혈반연부로 간주하였다35.  전자의 경우 

본 실험에서 보인 III형 재관류, 후자의 경우 III형 재관류 중에서 확산 강조 영상 

상 정상을 보인 부위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또 지속적인 과관류를 보인 

부위도 언급하였으나 장시간 추적 관찰을 하거나 조직 병리 소견을 알 수 없는 

임상 연구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좀 더 허혈 후 재관류 및 과관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재관류 후 과관류가 유도된 다음 지연기 저관류가 올 경우 

매우 불량한 예후를 시사한다는 보고도 있었는데36-37, 본 연구의 II형 재관류와 

같은 양상을 의미하며 TUNEL 염색에서 나타났듯, 세포고사 과정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비록 T2 또는 확산강조영상에서 경색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포, 조직 수준에서는 세포고사 일련과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뇌조직 손상으로 이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도의 재관류 과관류는 potassium, bradykinin, adenosine, arachidonate, nitric 

oxide 그리고 oxygen free radical등과 같은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을 유도하여38, 

혈관내피세포에 손상을 주고, 염증세포의 침윤에 의해 또 다른 세포독성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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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을 유도하여 결국 신경세포의 손상을 야기시키게 된다39.  재관류 후 

일어나는 이러한 과관류의 조직 손상을 고려하면 초기 뇌동맥의 폐쇄에 의한 

혈역학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이용되는 초기 재관류 요법 후 변화된 

혈역학에 대한 이해가 환자의 예후와 뇌손상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재관류 후 확산 및 관류자기공명영상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초기 확산강조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된 부위는 

비가역적 손상이 온 것으로 간주되었고, 확산강조 또는 T2 강조 영상에서 신호가 

정상인 곳은 허혈 손상을 받지 않은 정상부로 생각해왔으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뇌허혈 후 재관류가 이루어질 경우, 재관류 후 과관류가 일어난 부위에서 

초기 T2 및 확산강조 영상 상 정상 소견을 보이더라도 지연기에 경색으로 이행될 

수 있으며 (그림 9), 영상학적 소견은 정상이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손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확산강조 영상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의 가역적 변화에 대한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6, 7, 40-42, 적절한 재관류를 이루어 주면 허혈에 빠진 뇌조직이 다시 

가역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발표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겉보기 확산계수의 회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지연기에 

2차적인 겉보기 확산계수의 감소와 함께 뇌조직 손상으로 이행된다고 알려져 

있다43-45.  이에 대한 자세한 기전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단 허혈성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독성 부종이 발생하는데 초기 겉보기 확산계수의 감소가 

회복이 된다하더라도 세포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성상세포의 부종과 신경세포의 

위축이 관찰된다고 하며42, 결국 완전한 정상 뇌조직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일부에서도 이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그림 8), 이 부위에 재관류 초기에 높은 관류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부위에서 다른 곳보다 비교적 높은 TUNEL (+) 세포를 보여 초기 

과관류에 의한 세포고사 과정의 시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관류를 보인 구역에서는 시간에 따라 재관류 후 3일 정도에서 

오히려 겉보기 확산계수가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실제로 뇌조직이 

회복을 보이는 것이 아닌 경색이 진행되면서 부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겉보기 

확산계수가 위정상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에는 T2 강조 또는 FLAIR 



 -21-

영상과 관류 영상을 조합하여 해석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만으로 뇌조직의 변화 양상을 가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TUNEL 염색이 가지는 의미는 허혈에 이은 재관류 시 과관류가 

일어났을 때 세포고사 과정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다.  

세포가 죽는 과정은 크게 세포고사(apoptosis)와 괴사(necrosis)로 나눌 수 있는데, 

괴사는 외부의 자극, 예를 들면 허혈성 손상등에 의한 세포의 수동적, 

이화적(catabolic) 과정인 반면 세포고사는 정상적인 생리 환경하에서도 일어나는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의 능동적 과정이다.  뇌허혈과 같은 자극은 두가지 세포 

사멸 과정을 모두 유도할 수 있으며 세포 내 ATP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46.   

세포고사는 초기에 염증반응 없이 핵의 분열이 일어나고 염색체의 군집을 

이루며 세포막의 형태는 유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DNA의 분리는 전기영동 

상에서 ‘laddering’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DNA의 파괴과정을 감지할 수 있으며 

세포고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TUNEL (TdT-mediated dUTP nick 

end-labeling) 염색법이며 과거 세포고사를 검출하는데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보고되는 결과에 의하면 TUNEL 염색법이 세포고사 

외에 괴사와 같은 다른 세포 사멸 과정에서도 관찰되며47, 백서를 사용한 경동맥 

결찰에 의한 뇌허혈 유도 즉시 TUNEL 양성 세포들이 나타나는데 세포의 형태를 

관찰할 때 괴사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48. 

결국 TUNEL 양성을 보인다고 하여 해당 뇌조직이 모두 세포고사를 

발현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내부에는 일부 괴사 조직이 공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본 연구에서 보였던 TUNEL 양성 세포들이 반드시 

괴사라고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관류 자기공명영상 상에서 보이는 과관류 및 

후기 저관류등 영상 소견과 세포고사와의 간접적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체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행된 재관류 과정에서 

보이는 자기공명영상 소견, 즉 고식적 T2 강조영상이나 확산 강조 영상에서 

정상으로 보이면서 관류영상에서 혈류가 증가된 과관류 현상이 어떤 종류이던 

세포 손상을 가져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관류 요법을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항과관류 또는 항세포고사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과관류의 양상에 따라 세포고사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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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같은 혈관을 통해 혈류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역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재관류 양상과 세포손상이 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관류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재관류 뇌조직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세포의 괴사, 생존 여부를 넘어 앞서 기술한 허혈 뇌조직의 회복기의 

자기공명영상에서 보이는 각 혈역학적 지표들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뇌허혈 및 재관류의 진행에 대한 또 

다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비교적 많은 수의 개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 

생존 가능하였던 10마리밖에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구를 

적출하고 경막과 지주막을 절개해야하는 대수술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좀더 이상적인 방법은 혈관내 수술을 통한 폐색 및 

재관류 방법인데 본 연구에 사용된 결찰용 클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양이의 

중뇌동맥은 인체의 정맥용 클립 중 가장 작은 것을 써야 할 정도로 가늘기 

때문에 혈관내 수술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1.5T의 임상용 자기공명영상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충분한 뇌용적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고양이가 가장 적합했으며 

허혈을 유도하는 방법도 전통적으로 경안와 경로가 인정되고 있기에49,50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3T 이상의 고자장 MRI를 사용하고, 세사(細絲)를 

이용한 경혈관 폐색 방법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이상적인 실험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뇌동맥을 결찰하면 기저핵 부위에 비가역적 손상이 오고 

중뇌동맥이 관장하는 대뇌 피질에서 측부 순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뇌경색이 

오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31-34.  본 연구에서는 기저핵이 일부에서는 정상을 보인 

경우도 있고 일부에서는 비가역적 손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익상골 

절개 후 노출되는 중뇌동맥의 부위가 실비안 뇌조에 위치한 이분지 또는 삼분지 

되는 위치여서 완전한 중뇌동맥 근위부 결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이 각 뇌구역 별로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따라 

분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개체내에서 불균일한 양상의 허혈 변화가 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23-

V. 결    론 
 

고양이를 이용한 1시간 동안의 일시적 뇌허혈 및 재관류 모델을 통하여 가역적 

허혈부를 만든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의 추적 관찰과 재관류 3일 후 얻어진 

뇌조직을 TUNEL 분석법을 사용하여 자기공명영상 소견과 비교하고자 하였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재관류 후 과관류가 다양한 양상으로 관찰돠었으며 전두엽은 주로 

지속적인 과관류나 과관류 후 정상화를, 측두엽은 지속적 과관류, 초기 

과관류 및 후기 저관류, 지속적인 저관류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기저핵은 주로 후기 저관류 또는 지속적인 저관류가 관찰되었다. 

2. 과관류는 후기에 경색으로 이행된 부위, 정상 부위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자기공명영상에서 T2 및 확산강조영상 상 고신호 

강도, 즉 경색을 보인 부위와 확산강조영상에서 역동적 변화를 보이는 

부위, 정상 신호 강도를 보이는 부위들로 관찰되었다. 

3. 재관류 기간에서 rCBV는 이미 경색이 온 부위를 판별함과 동시에 향후 

회복 또는 경색 이행부 모두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 

4. 재관류 후 겉보기 확산계수의 변화는 경색, 회복부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로 허혈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변화와 경색이 된 뒤 

부종이 진행되면서 위정상화되는 과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5. 재관류 후 과관류는 초기 정상으로 보이는 부위 또는 회복 부위에서 후기 

경색을 유도할 수 있으며 T2 강조영상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부위에서도 

부분적인 신경 세포 손상을 가져왔다. 

6. 따라서 경색 초기만의 자기공명영상만으로는 재관류 후 달라진 혈역할을 

예측할 수 없고 개체마다,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양상도 다양하여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7. 임상적으로 조기 재관류 요법을 시행할 경우 항-재관류 손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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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s an important tool in the diagnosis of acute cerebral 

ischemia and recently introduced perfusion and diffusion weighted MRI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evaluation and imaging of early reduction of local cerebral blood volume 

and cytotoxic edema.  Standard treatment of acute cerebral infarct is early reperfusion 

therapy and perfusion/diffusion weighted MRI is applied to detect changed hemodynamic 

status after reperfusion. 

Brain tissue does not always show complete recovery after reperfusion and various 

mechanisms are involved in delayed tissue and cellular injury.  Reperfusion itself may be 

harmful and induces delayed injur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ssess changed 

hemodynamic status after early recanalization therapy for acute infarct and evaluate cellular 

injury mechanism in brain tissue.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changing hemodynamics of reperfused brain after 

transient ischemia of 1-hour duration and reperfusion by serial MRI and correlate their 

findings with histopathologic features using TUNEL assay.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odel was made by transorbital approach followed by 

direct clipping of the artery in 10 cats.  Perfusion MRI was performed at 1, 24 and 48 hours 

after reperfusion and relative cerebral blood volume (rCBV) maps were generated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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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flow changes were investigated.  Diffusion weighted MRI was done simultaneously 

and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values were calculated.  Five different anatomic 

areas (superior/inferior frontal lobe, superior/inferior temporal lobe and striatum) were 

selected and their rCBV and ADC values were investigated.  After 3-days-imaging, cat 

brains were extracted and TUNEL assay was performed.  TUNEL positive cells were 

counted on x200 light microscopy. 

Reperfusion was classified into 4 different patterns: normal perfusion, I: persistent 

hyperperfusion or early hyperperfusion/late normal perfusion, II: late hypoperfusion, III: 

persistent hypoperfusion.  Frontal lobe showed normal or pattern I hyperperfusion, while 

temporal lobe and striatum showed pattern II or III.  Normal or pattern I hyperperfusion area 

showed ADC changes less than 10% to normal, pattern II showed serial decrease of ADC and 

III demonstrated paradoxical increase of ADC on serial imaging. 

Normal perfusion area partly showed TUNEL positive cells, however, I and II reperfusion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TUNEL positivity.  Pattern III reperfusion showed lower 

TUNEL positivity than I or II, although i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one way 

ANOVA, p<.01). 

Reperfusion hyperperfusion was observed in the areas of either final infarct or normal, 

therefore, rCBV map not only depicts irreversible infarcts but also future recovery areas and 

delayed infarct regions.  ADC recovery after reperfusion was demonstrated in the area of 

infarct and reversible zone, which means ADC changes can be resulted from real tissue 

recovery or pseudo-normalization by progression of edema after complete infarct.  

Reperfusion hyperperfusion induced delayed infarct in the area that was initially normal on T2 

weighted images, and neuronal injury was observed. 

In conclusion, initial MR findings cannot completely assess hemodynamic status of cerebral 

infarct and various reperfusion pattern is seen in case by case, therefore, careful serial follow 

up imaging is important in the evaluation of acute strok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rationale of anti-reperfusion injury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cute stroke by early 

recanalization. 

 

Key Words: cerebral infarct, MRI, perfusion MRI, diffusion MRI, reperfusion ,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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