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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뇌졸중 환자에서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한 신경 가소성의 평가 

 

 

목적 : 뇌졸중 환자에서 신경 가소성에 의하여 장기적인 예후는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그 과정에 GABA(γ

-aminobutyric acid)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

서 GABA 수용체 영상기법의 하나인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

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하여 stroke 환자에서 GABAA 수용체 영상을 통

한 신경 가소성의 평가와 치료 후 증상변화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환자의 치료목표 및 치료방침설정과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재료 및 방법 : 2007 년 6 월부터 2009 년 12 월까지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허혈성 피질하(subcortical) 뇌졸중 또

는 출혈성 피질하 뇌졸중으로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환자 12 명을 대

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각 환자에 대해 18F-fluorofluma- 

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luorodeoxyglucose 양전자방출단

층촬영술을 시행하여 비대칭 지수를 구하고 이를 환자의 임상증상과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luorode- 

oxy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모두에서 전체 뇌 영역과 운동피

질 및 뇌의 각 부분에서 측정한 비대칭 지수와 임상 증상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8F-fl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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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eoxy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AI 값이 높은 양상을 보

였다. 

 

결론  :  뇌졸중 환자에서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

영술이 18F-fluorodeoxy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보다 신경세포

의 손상을 좀 더 잘 반영한다. 그러나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

출단층촬영술과 18F-fluorodeoxy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통

한 신경가소성의 평가 및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 예측에 대해서는 추

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GABAA 수용체, 뇌졸중, 18F-fluoroflumazenil, 가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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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에서 18F-fluoroflumazenil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한 신경 가소성의 평가 

 

<지도교수 이종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지  연 

 

 

Ⅰ. 서론 

 

뇌졸중(Stroke)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성인의 만성적인 장애와 사

망을 일으키는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다 1, 2. 뇌졸

중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후에는 운동, 감각, 언어, 인지능력 등 광

범위한 부분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자의 일상생

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3. 예전에는 

이러한 허혈성 뇌손상 이후의 장기적인 결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이 

비가역적이라고 생각되었다 3. 그러나, 뇌졸중 환자들을 추적 검사하였

을 때 비록 초기 증상이 거의 동일했던 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장기적인 예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4-6.  

가소성이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potential for change)’이란 뜻

으로, 신경 가소성은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나 생리적인 요구에 따라 

신경의 연결이(neural connection) 재구성(reorganization)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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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을 일컫는 말로 세포 단위와 해부학적인 측면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3, 6.  

이러한 신경 가소성은 후천적 뇌손상 환자에서 기능적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활치료의 중요한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7, 8. 따라서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뇌손상 환자에서도 신경 가소성의 평가가 치료

방침 결정 및 예후 예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경두개 자

기자극 장치(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 TMS)와 자기뇌전계

(magnetoencephalography - MEG),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rnance imaging - f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osi-

tron emission tomography - PET)등이 있다 9-11. 또한 최근에는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는 과정에 주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하나인 γ

-aminobutyric acid(이하 GABA)에 의한 대뇌피질의 억제작용(corti-

cal inhibition)이 대뇌피질의 신경 가소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뇌졸중 환자에서의 GABA 수용체 영상에 관

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12. 실제로 허혈성 뇌손상 이후에 세포 외

(extracellular) GABA 의 농도가 증가하고 GABA 수용체의 농도가 감

소한다는 것이 생체 내(in vivo)와 생체 외(in vitro)연구에서 밝혀졌으

며 재활 치료 후 병변 주위(perilesional) 혹은 반대측 뇌 부위의 신

경 가소성이 발달된 부위에 GABA 수용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2, 13. 

   현재까지 GABA 수용체 영상을 위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의 표

지자(tracer)로는 benzodiazepine 의 고선택적 길항제(highly selective 

antagonist)인 11C-Flumazenil 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간질, 허혈성 뇌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등

의 영상에 이용되었다. 11C-Flumazenil 은 뇌 안에서 대사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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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대사물이 뇌 혈류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비특이적 결합이 적어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술의 표지자로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다 14. 그러나 

생체 내 반감기가 짧아(20 분)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이 없는 병원

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의 극복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유도물질이 18F-fluoroflumazenil(이하 18F-FFMZ)로, 

이것 역시 GABAA 수용체의 중앙 benzodiazepine 소단위(central 

benzodiazepine subunit)에 결합하지만 생체 내 반감기가 길고(120

분) 뇌 밖으로 확산되어 나올 수 있는 18F-fluoroethanol 로 대사되므

로 특이적인 뇌 내 축적이 적어 보다 정확한 GABAA 수용체의 영상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GABAA 수용체 영상을 위한 양전자방

출단층촬영술의 표지자로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14.  

본 연구에서는 허혈성(ischemic) 또는 출혈성(hemorrhagic) 뇌졸

중 환자에서 얻은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한 

GABAA 수용체 영상과 18F-fluorodeoxyglucose (이하 18F-FDG) 양전

자방출단층촬영의 소견을 비교, 분석하여 신경 가소성이 존재하는 부

분을 평가하며, 환자 증상의 종류 및 정도와 GABAA 수용체 의 감소 

혹은 증가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를 통하여 뇌졸중 환자에서의 치료목표 및 치료방침설정과 예후 예측

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

란스병원에서 허혈성 피질 하(subcortical) 뇌졸중 또는 출혈성 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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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뇌졸중으로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가. 이전에 허혈성 뇌질환을 진단받은 경력이 없는 환자, 즉, 첫 

번째 발작인 환자(first attack) 

나. 천막상 병변(supratentorial lesion)만을 가진 환자 

다. 대뇌 피질 침범(cortical involvement)이 없는 환자 

라. 자기공명혈관촬영술(magnetic resornance angiography) 또는 

고식적 혈관촬영술(conventional angiography)상 완전한 내경동

맥(intact internal carotid artery)과 대뇌피질 가지들(branch to 

the cerebral cortex)이 확인된 환자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는 총 23명이었으며 그 중 출혈 성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자가 9명,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된 환

자가 14명이었다.  

 

2. 임상 정보 및 증상의 평가  

환자들의 임상 정보 및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내원 

후 영상검사를 시행할 당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였다. 

가. 신장 (cm) 

나. 몸무게 (kg) 

다. Functional ambulatory category (이하 FAC)15 

라.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이하 MMSE)16 

마.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이하 NIHSS)17 

바. Rivermead Motor Assessment-Gross (이하 RMA-Gross)18 

사. Rivermead Motor Assessment-Leg/Trunk  

(이하 RMA-Leg/Trun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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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Rivermead Motor Assessment-Arm (이하 RMA-Arm)18 

자. Fugl-Meyer Assessment-Upper extremities 

(이하 FMA-U/E)19 

차. Fugl-Meyer Assessment-Lower extremities 

(이하 FMA-L/E)19 

카. Fugl-Meyer Assessment-Total (이하 FMA-Total)19 

타. Berg Balance Scale (이하 BBS)20 

 

3. 
18F-FFMZ 및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환자군을 대상으로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시행하였다.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은 GE advance PET scanner(GE, 

Milwaukee, Wisconsin, USA)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감쇠 보정

(attenuation correction)을 위해서 10분간 Ge-68 투과 스캔

(transmission scan)을 시행하였으며 방출 스캔(emission scan)은 대

략 5.5 MBq (0.15 mCi)/kg의 18F-FFMZ을 주사하고 20분간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고 기다리도록 한 후에 시행하였다. 방출 스캔은 혈류

효과(blood flow effect)에 의한 비특이적 GABAA 수용체 결합을 피하

기 위해서 3차원 모드로 20분간 진행하였다.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역시 GE advance PET scanner 

(GE, Milwaukee, Wisconsin,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공간분해

능은 4.8mm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었으며, 15.2 cm의 

longitudinal field를 4.25mm 간격으로 단면을 얻었다. 대상자들에게 

185 MBq(5mCi)의 18F-FDG를 주사하고 약간 어두운 방에서 눈을 감

고 40분 동안 기다리도록 한 후에, 감쇠 보정을 위해서 8분간 

Ge-68 투과 스캔을 시행하였다. 방출 스캔은 3차원 모드로 15분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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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 분석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8.5 mm Hanning filter와 8.5 mm 

Ramp filter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역투사 방법(back-pro- 

jection)을 이용하여 횡단면(128×128×35 matrix, 1.95×1.95×4.25 

mm pixel size)으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Matlab(Mathworks Inc., USA) 위에서 작동되도록 고안된 통

계적 매개변수 지도법(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99(University 

College of London, UK)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위한 영상 전처리

(pre-processing)를 시행하였다. 먼저 각각의 영상들을 ANALYZE 

소프트웨어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SPM99 소프트웨어에 입력한다. 

이후 좌우 상동인 지점에서의 기능적 대사의 비대칭성(asymmetry)을 

계산하기 위하여 MNI (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McGill 

University, CA)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표준 영상(template image)

을 이용하여 뇌 반구가 좌우 대칭(symmetric)인 표준 영상을 생성하

고, 환자 개인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뇌 영상을 공간 정규화 기법

(spatial normalization)을 이용하여 좌우 대칭인 표준 영상에 정합

(registration)시킨다. 공간 정규화 과정은 12개의 패러미터(para- 

meter)를 사용하여 Affine 변환을 이용하고, 이후 전체적인 뇌 형태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비선형 변환(Non-linear transformation)을 통

해 시행된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표준 뇌 영상에 공간 정규화 된 개인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술 뇌 영상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좌우 반구의 비대칭

성, 즉 비대칭 지수(Asymmetry index, 이하 AI)를 계산한다.  

 

AI = [PO - PF] / [(PO + PF)/2] x 100% 

(PO: original data / PF: flipp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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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비대칭성은 화소 대 화소 단위(voxel-by-voxel)로 계산되며, 

FWHM(full width at half maxium) 8mm의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을 이용하여 평활화(smoothing)를 수행하여 이를 통계적 분석

을 위한 최종 영상으로 하였다. 

 

5. 통계 분석 

위의 방법으로 전체 뇌영역 및 운동피질, 그리고 각 뇌 부분별 AI

값을 구하고 이를 환자의 임상증상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

여 p-value가 0.05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 결과 

 

총 23명의 환자 중에서 18F-FFMZ 및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

영술 중 어느 한가지라도 시행하지 않은 환자 5명과 임상증상의 객관

적 지표들 중 MMSE를 제외한 어느 한가지라도 측정되지 않은 환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환자가 최종 환자군에 포함되었다. 이들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64.9세였으며 남자가 6명, 여자가 6명이었다. 

그 중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었던 환자는 6명이었고 나머지 6명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되었다.  

환자군은 모두 내원 후 18F-FFMZ 및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

영술을 시행하였으며 두 검사를 시행한 날짜 차이의 평균은 약 45.3

일 (range, 2-240일)이었다.  

영상 검사 당시 측정한 환자군의 임상 정보 및 증상 지표는 표 1.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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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자군의 임상정보 및 증상지표 

 

(N/A: 환자의 협조불능으로 측정불가) 

 

환자 

번호 
성별 나이 

키 

(cm) 

몸무게 

(kg) 
FAC MMSE NIHSS 

RMA 

Gross 

RMA 

Leg/Trunk 

RMA 

Arm 

FMA 

U/E 

FMA 

L/E 

FMA 

total 
BBS 

1 M 58 178 94 5 28 1 9 5 1 9 17 26 37 

2 M 67 165 68 0 N/A 15 0 0 0 8 13 21 0 

3 F 51 150 60 5 24 0 11 6 0 14 25 39 50 

4 M 80 178 62 0 23 7 1 3 0 19 15 34 4 

5 M 71 172 77 0 N/A 22 1 0 0 8 8 16 4 

6 M 64 170 72 4 22 3 10 4 0 7 7 14 42 

7 F 55 163 55 5 29 0 11 8 13 57 20 77 50 

8 M 73 168 65 4 27 0 11 10 11 63 27 90 47 

9 F 60 143.5 51.5 5 27 2 11 7 3 40 28 68 46 

10 F 54 155 63.1 4 27 2 6 6 0 18 13 31 15 

11 F 73 156.5 55.7 0 N/A 9 4 5 0 4 12 16 10 

12 F 73 158 45 4 25 1 7 5 0 22 26 4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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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환자별로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DG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술 상에서 전체 뇌 영역(whole brain)과 운동피질

(motor cortex)에서 각각 측정한 평균 AI값은 다음에 나타난 표 2.의 

값과 같으며 이 값과 표 1.에 나타난 환자의 임상지표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각 항목별로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AI값은 계산되지 않았다 (p<0.05

인 경우).  

 

 

 

표 2. 각 환자 별 18F-FFMZ 및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

서의 평균 AI값 (전체 뇌영역(Whole) 및 운동피질(MT)) 

 

 

 

환자 번호 FDG_Whole_AI FDG_MT_AI FFMZ_Whole_AI FFMZ_MT_AI 

1 -0.2444  -0.3782  -0.0587  -0.0643  

2 -0.0640  -0.1152  -0.0140  -0.0297  

3 -0.1505  -0.2046  -0.0173  -0.0111  

4 -0.1093  -0.1351  -0.0092  -0.0046  

5 -0.3014  -0.3252  -0.0716  -0.0508  

6 -0.3571  -0.3717  -0.0665  -0.0689  

7 -0.0024  -0.0024  -0.0050  -0.0228  

8 -0.1810  -0.1969  -0.0119  -0.0139  

9 -0.0214  -0.0661  -0.0085  -0.0049  

10 -0.2087  -0.1444  -0.0376  -0.0207  

11 -0.1438  -0.1546  -0.0116  -0.0171  

12 -0.0497  -0.0676  -0.0129  -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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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1.과 그림 2.는 표 2.에 나타난 전체 환자군의 각 양전

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AI값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AI값  

(위 : 전체 뇌영역 / 아래 : 운동피질)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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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AI값 

(위 : 전체 뇌영역 / 아래 : 운동피질)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18F-FDG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AI값이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의 AI값보다 높게 측정되는 것이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다. 즉,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AI값이 높은 부위라 할지라도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는 매우 낮은 AI값을 보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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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비교적 넓게 관찰된다. 또한 각 부위별로 양측 검사에서 나타나

는 AI값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각 환자에서 부위별로 측정한 

AI값은 표 3.(18F-FDG)과 표 4.(18F-FFMZ)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

다. 

 

 

 

표 3. 각 환자 별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부위 별 

AI값 

 

<환자 1> 
   

FDG data, Threshold > 0.4, Cluster>10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703 252 

11(12) Frontal Inf. Oper 0.709 109 

57(58) Postcentral 0.733 451 

61(62) Parietal Inf. 0.699 195 

63(64) SupraMarginal 0.638 126 

81(82) Temporal Sup 0.673 114 

  

 
      

<환자 2>       

FDG data, Threshold > 0.2, Cluster>8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7(8) Frontal Mid 0.332 165 

29(30) Insula 0.515 98 

57(58) Postcentral 0.333 112 

61(62) Parietal Inf 0.648 109 

65(66) Angular 0.684 102 

  

 
      



15 

 

  

 
      

<환자 3>       

FDG data, Threshold > 0.1, Cluster>7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216 75 

7(8) Frontal Mid 0.266 96 

39(40) ParaHippocampal 0.307 87 

47(48) Lingual 0.530 86 

85(86) Temporal Mid 0.297 138 

 

 

<환자 4> 
  

FDG data, Threshold > 0.2,Cluster>2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396 35 

39(40) Parahippocampal 0.312 22 

43(44) Calcarine 0.295 22 

47(48) Lingual 0.356 20 

67(68) Precuneus 0.305 21 

85(86) Temporal Mid 0.298 25 

 

 

<환자 5>    

FDG data, Threshold > 0.2, Cluster>2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349 21 

19(20) Supp Motor area 0.353 30 

51(52) Occipital Mid 0.408 22 

83(84) 
Temporal Pole 

Sup 
0.644 39 

85(86) Temporal Mid 0.497 39 

89(90) Temporal Inf 0.39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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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6>       

FDG data, Threshold > 0.25, Cluster>12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574 158 

29(30) Insula 0.851 138 

57(58) Postcentral 0.556 289 

63(64) SupraMarginal 0.373 120 

81(82) Temporal Sup 0.593 154 

        

 
      

<환자 7>       

FDG data, Threshold > 0.2, Cluster>8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3(4) Frontal Sup 0.310 67 

7(8) Frontal Mid 0.277 62 

29(30) Insula 0.351 85 

57(58) Postcentral 0.321 251 

61(62) Parietal Inf 0.265 80 

 

 

<환자 8> 
  

FDG data, Threshold > 0.3, Cluster>10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43(44) Calcarine 0.921 112 

47(48) Lingual 0.833 245 

51(52) Occipital Mid 0.854 146 

53(54) Occipital Inf 0.816 106 

61(62) Parietal Inf 0.650 195 

65(66) Angular 0.62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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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9> 
   

FDG data, Threshold > 0.3, Cluster>10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7(8) Frontal Mid 0.485 113 

11(12) Frontal Inf. Oper 0.471 115 

13(14) Frontal Inf. Tri 0.461 110 

29(30) Insula 0.613 185 

85(86) Temporal Mid 0.562 171 

89(90) Temporal Inf 0.567 137 

  

 
      

<환자 10>       

FDG data, Threshold > 0.3, Cluster>10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652 151 

7(8) Frontal Mid 0.593 179 

11(12) Frontal Inf. Oper 0.665 116 

13(14) Frontal Inf. Tri 0.633 246 

29(30) Insula 0.512 174 

57(58) Postcentral 0.501 109 

 

 
      

<환자 11>       

FDG data, Threshold > 0.4, Cluster>12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624 180 

13(14) Frontal Inf. Tri 0.673 148 

29(30) Insula 1.022 134 

57(58) Postcentral 0.660 340 

81(82) Temporal Sup 0.642 281 

85(86) Temporal Mid 0.63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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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2> 
  

FDG data, Threshold > 0.1, Cluster>9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3(14) Frontal Inf 0.409 102 

33(34) Cingulum Mid 0.235 105 

51(52) Occipital Mid 0.352 98 

57(58) Postcentral 0.306 287 

85(86) Temporal Mid 0.29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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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환자 별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부위 별 

AI값 

 

<환자 1> 
   

FFMZ data, Threshold > 0.25, 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7(8) Frontal Mid 0.426 11 

15(16) Frontal Inf. Orb 0.417 10 

43(44) Calcarine 0.434 25 

47(48) Lingual 0.299 10 

77(78) Thalamus 0.318 12 

    

    
<환자 2> 

   
FFMZ data, Threshold > 0.25, 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7(18) Rolandic Oper 0.357 21 

29(30) Insula 0.420 34 

59(60) Parietal Sup 0.410 18 

61(62) Parietal Inf 0.510 45 

65(66) Angular 0.522 26 

    

    
<환자 3> 

   
FFMZ data, Threshold > 0.15, 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47(48) Lingual 0.390 19 

51(52) Occipital Mid 0.222 14 

61(62) Parietal Inf 0.180 15 

65(66) Angular 0.193 14 

85(86) Temporal Mid 0.2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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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 
  

FFMZ data, Threshold >0.15, 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215 19 

33(34) Cingulum Mid 0.275 39 

47(48) Lingual 0.226 33 

49(50) Occipital Mid 0.200 14 

55(56) Fusiform 0.214 12 

85(86) Temporal Mid 0.196 31 

 

 

<환자5> 
   

FFMZ data, Threshold > 0.1, Cluster>2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193 34 

51(52) Occipital Mid 0.171 28 

81(82) Temporal Sup 0.151 24 

83(84) Temporal Pole Sup 0.259 26 

85(86) Temporal Mid 0.220 91 

89(90) Temporal Inf 0.229 92 

 

    

<환자 6> 
   

FFMZ data, Threshold > 0.15, 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5(16) Frontal Inf. Orb 0.264 27 

17(18) Rolandic Oper 0.621 27 

29(30) Insula 0.614 97 

47(48) Lingual 0.279 14 

55(56) Fusiform 0.273 11 

73(74) Putamen 0.54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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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7> 
   

 FFMZ data, Threshold > 0.1, Cluster>2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7(8) Frontal Mid 0.178 28 

15(16) Frontal Inf. Orb 0.329 25 

29(30) Insula 0.137 25 

47(48) Lingual 0.349 29 

55(56) Fusiform 0.344 51 

85(86) Temporal Mid 0.166 25 

 

 

<환자 8> 
  

FFMZ data, Threshold > 0.25,Cluster>10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2) Precentral 0.419 19 

29(30) Insula 0.747 18 

43(44) Calcarine 0.522 14 

67(68) Precuneus 0.500 13 

77(78) Thalamus 0.304 13 

79(80) Heschl 0.726 21 

 

 

<환자 9> 
   

FFMZ data, Threshold > 0.1, Cluster>2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3(14) Frontal Inf. Tri 0.158 35 

57(58) Postcentral 0.183 20 

61(62) Parietal Inf 0.192 41 

81(82) Temporal Sup 0.169 22 

85(86) Temporal Mid 0.176 66 

89(90) Temporal Inf 0.19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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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0> 
   

FFMZ data, Threshold > 0.15, Cluster>2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7(8) Frontal Mid 0.240 28 

11(12) Frontal Inf. Oper 0.236 39 

35(36) Cingulum Post 0.286 31 

57(58) Postcentral 0.256 47 

67(68) Precuneus 0.212 34 

85(86) Temporal Mid 0.309 80 

 

    

<환자 11> 
   

FFMZ data, Threshold > 0.2, Cluster>2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1(12) Frontal Inf. Oper 0.398 42 

13(14) Frontal Inf. Tri 0.295 45 

29(30) Insula 0.400 70 

57(58) Postcentral 0.243 40 

83(84) 
Temporal Pole 

Sup 
0.370 29 

85(86) Temporal Mid 0.300 28 

 

<환자 12> 
  

FFMZ data, Threshold > 0.15, Cluster>25 
 

aal_index aal_region max(AI) Cluster 

11(12) Frontal Inf. Oper 0.374 34 

33(34) Cingulum Mid 0.29 50 

55(56) Fusiform 0.265 31 

61(62) Parietal Inf 0.269 35 

65(66) Angular 0.36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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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3.과 표 4.에 나타난 각 환자의 부위별 AI 값과 표 1.에 

표시된 각 환자의 여러 임상지표와의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상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p<0.05일 

때).  

 

 

Ⅳ. 고찰 

 

뇌졸중 환자에서 중재적 치료나 기능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

활치료는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부위에서 살아있는 조직(viable tis-

sue)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

로 허혈성 뇌손상 환자의 치료방침 결정에 있어 뇌혈류와 포도당  대

사가 감소한 상태인 영구적 손상을 입은 뇌조직과 혈류는 감소하였으

나 여전히 살아있는(viable) 조직, 즉, “misery perfusion” 부위의 구

분은 큰 도움이 된다21. 그러나 CT나 MRI와 같은 일반적인 영상기법

으로 위의 두 가지 조직을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다22, 23.  

 이전에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뇌손상 환자에서 포도당 대사

를 이용하여 예후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뇌졸중 환자에서 허혈이 있는 부위에서는 신경세포가 살

아있다고 해도 허혈이 있는 부위의 신경세포의 경우 포도당 대사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4-28. 

 뇌조직의 포도당 대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특히 18F-FDG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이 가장 널리 이

용되고 있다. FDG는 포도당에서 C-2 위치의 산소를 18-플루오린

(fluorine)으로 대체시킨 포도당의 방사성 유사체(radiopharmaceuti-

cal analog)로, 대사적으로 활성을 가진(metabolically active)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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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흡수된다. 세포에 흡수될 때에는 포도당과 동일하게 당전달체

(glucose transporter, GLUT)에 의해 흡수되어 해당작용의 대사과정

을 거치는데, 세포에 흡수된 뒤에는 인산화(phosphorylation) 과정을 

거쳐 FDG-6-phosphate의 형태로 변환되나 glucose-6-phosphate

와는 달리 FDG-6-phosphate는 더 이상 대사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축적되어 영상화에 이용된다. 또한 FDG의  흡수율(uptake rate)은 세

포의 대사적 활성도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18F-FDG를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통해서 포도당 대사의 변

화 양상은 조사할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회복 가능한 부위와 영구적

으로 손상을 입은 부위를 구분하는 것 역시 CT나 MRI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24. 또한 뇌조직의 포도당 대사는 신경세포의 활성도

(neuronal activity) 뿐만 아니라, 신경아교세포(glial cell) 또는 염증세

포(inflammatory cell)의 반응에도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후 예측에 

제한이 있었다29.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에서 GABA 수용

체를 이용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30, 31. GABA는 억제 기능

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주로 사이신경세포(interneuron)에 주로 

존재한다. GABA는 시냅스전부 신경말단의 시냅스소포에 모였다가 탈

분극 신호에 의해 시냅스 간극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GABA의 작용

을 매개하는 수용체에는 GABAA 수용체와 GABAB 수용체가 있는데, 

그 중 GABAA 수용체는 리간드 이온 통로(ligand gated ion channel)

로서 빠른 반응을 매개하며, 대부분 후시냅스 수용체(postsynaptic 

receptor)로 작용하여 GABA가 결합하면 구조의 변화를 통해 주로 

염소이온을 세포 내로 유입시킨다. GABAA 수용체는 α, β, γ, δ, ρ의 

다섯 개의 단백 subunit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적어도 한 개 이

상의 α, β, γ subunit을 포함한다. GABA는 이 중 β subunit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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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온통로를 여는 작용을 나타내는 반면, 벤조다이아제핀의 결합 

부위는 α subunit에 있어 이온통로가 열리는 횟수를 증가시켜 시냅스 

후막을 과분극시킴으로써 신경전달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GABAA 

수용체를 이루는 α subunit의 아형들 중 α1, α2, α3, α5이 구성에 포함

된 GABAA 수용체는 뇌 안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이 α subunit의 아

형들은 벤조다이아제핀에 대한 결합부위를 갖고 있으며, 벤조다이아

제핀을 약간 변형시킨 flumazenil은 GABAA 수용체에서 선택적이고 

가역적으로 결합하는 길항제(antagonist)로 작용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flumazenil을 통해 GABA 수용체의 영상화가 가능한데, 이

전에는 11C-Flumazenil 이나 18F-5-(2’-18F-fluoroethyl)flumazenil

이  GABA 수용체 영상에 이용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단점들로 인하

여 18F-FFMZ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GABA 

수용체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14. 

GABA 수용체는 대뇌 피질에 넓게 분포하여 전체 시냅스(syn-

apse)의 25%이상 존재하므로 이를 영상화할 수 있는 18F-FFMZ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하면 허혈성 뇌손상 이후에 영구적 뇌손상

을 입은 부위와 살아있는 신경세포(neuron)를 구분할 수 있다32. 이러

한 사실은 Onodera 등에 의한 모래쥐 뇌의 일과성 허혈(transient 

ischemia)모델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GABA 수용체 

결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만성 단계에서(chronic phase)에서 살아

있는 뇌조직으로 나타났으며, GABA 수용체 결합이 감소된 경우에는 

만성 단계에서 영구적 손상을 입은 뇌조직임을 알 수 있었다33. 또한 

Heiss 등의 연구에서는 고양이를 이용한 허혈성 뇌손상 모델에서 

FMZ을 이용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시행 후 뇌조직의 조직학적인 

분석을 통해 GABA 수용체 결합이 감소된 부위가 영구적 뇌손상 부

위와 일치함을 밝혔다29.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허혈 부위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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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살아있는 뇌조직에서는 반대편 반구와 

비교 시 감소된 포도당 대사를 보였으나 GABA 수용체 결합은 허혈 

부위와 반대편 반구가 동일한 포도당 대사의 양상을 보였으며, 반대

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부위는 포도당 대사와 GABA 수용체 결합

이 모두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서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과 함께 시행할 경우 뇌혈관 폐색이나 협착에 의해 뇌혈류나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여 18F-FDG의 섭취(uptake)가 감소하였더라도 신경세

포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정상

섭취소견을 보이게 되므로 이 두 가지 영상의 비교를 통해 뇌세포의 

손상 유무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2. 즉, 조

기에 신경가소성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중재적 치료를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하고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

다는 것이다34.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서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이용한 GABA 수용체의 영상결과와 포도당 대사를 나타내는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의 결과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환자의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환자의 다양한 임상증

상과 18F-FFMZ 및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측정된 부위

별 AI값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포함된 환자군의 수가 적고 좀 더 다양한 임상증상의 지표 즉, 

청각 또는 시각과 같은 감각영역의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다. 하지만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측정된 AI값

이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측정된 AI값에 비해 낮은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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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 수용체 영상이 혈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세포의 손상을 

좀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의 AI값이 크게 측정된 

이유는 혈류감소의 영향도 있겠으나 해리현상(diaschisis)에 의해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해리현상은 허

혈성 뇌손상 환자의 약 60%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리현상

이 일어난 부위는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낮은 흡수율을 

보이게 된다35. 즉, 해리현상에 의한 포도당 대사의 감소가 본 연구에

서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에서 AI값 증가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해리현상은 환자의 임상증상의 정도와 연관성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이 18F-FDG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술보다 신경세포의 손상을 좀 더 잘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8F-FFMZ 양

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의 시행을 통한 

신경 가소성 여부를 밝히기에는 어려웠으므로 향후 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임상증상을 측정한 후,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뇌졸중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환자에서 18F-FFMZ 양전자방출단

층촬영술이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보다 신경세포의 손상을 

좀 더 잘 반영한다. 그러나 18F-FFMZ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과 

18F-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을 통한 신경가소성의 평가 및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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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예후 예측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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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It is well known that after stroke, the long term 

prognosis of the patient varies by neural plasticity. These days, 

GABA(γ-aminobutyric acid) has been reported that it plays an im-

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plastic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eural plasticit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ABA receptor imaging and the patient’s symptom by 

18F-fluoroflumazenil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Materials and Methods : Between June 2007 and December 2009, 

the 12 patients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t 

Shinchon-Severance Hospital due to the ischemic- or hemor-

rhagic-subcortical stroke are included in the study. Each patient 

underwent 18F-fluoroflumazenil PET 18F-fluorodeoxyglucose PET 

and on the PET images, asymmetry indices were calculated. 

Statistical analysis for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asymmetry indices and the patient’s symptom wer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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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Between the asymmetry indices calculated from the 

whole brain, motor cortex and other parts of brain on both PET 

images and symptom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

tion. However, the overall asymmetry indices are higher in 

18F-fluorodeoxyglucose PET than 18F-fluoroflumazenil PET. 

 

Conclusion : In the stroke patients, the 18F-fluoroflumazenil PET 

reflects the neuronal injury better than  18F-fluorodeoxyglucose 

PET. However, further study for the prediction of long-term 

prognosis by evaluation of the neuronal plasticity in the combination 

of 18F-fluoroflumazenil PET and 18F-fluorodeoxyglucose PET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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