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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에코 MR영상에서 보이는 뇌의 미세 출혈에 의한 
저신호 강도 병변에 대한 연구1 

검 응 엽 · 나 동 규 · 변 홍 식 · 신 명 희2 

목 적 · 뇌의 경사에코 MR영상에서 보이는 저신호강도 병변과 임상적 인자와의 관련성 

을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뇌의 허혈성 질환이 의섬되어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중 경사에코 

MR영상을 얻은 26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는 139명， 여자는 130명， 나이는 40세에서 88 

세 사이， 평균 연령은 64세였다. 저신호강도병변이 더 많은 부위를 대뇌피질하백질 또는 피 

질과， 심부(기저핵， 시상， 소뇌， 뇌실주위백질 )의 두 콧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임상인자 중 

고혈압，당뇨병과자발성 뇌출혈과의 관련성을알아보았다. 

결 과 : 경사에코 MR영상에서 저신호강도병변은 269예 중 66예 (25%)에서 있었고 그 

중 57예 (86% ) 에서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p < 0.05) , 당뇨병은 9예(14%， p > 0.05) , 

자발성뇌출혈은 26예 (40%， p < 0.05)가 있었다. 저신호강도병변은 우월하게 분포한 위치에 

따라 대뇌피질하백질 또는 피질이 19예， 심부구조가 45예였고， 2예에서는 심부구조와 피질 

또는 대뇌피질하백질에 각각 1개씩 저신호강도 병변이 있었다. 전자의 19예 중 13예 (68%) 

와 후자의 45예 중 42예 (93% ) 에서 고혈압이 있였다. 저신호강도병변이 있으면서 고혈압이 

없었던 9예중 6예 (66%)에서는병변이 주로대뇌피질하백질 또는피질에 위치하였다. 

결 론 : 뇌의 경사에코 MR영상에서 보이는 저신호강도병변은 고혈압과 자발성 뇌출혈 

과 연관되어 있으며 병변이 대뇌심부에 주로 있였던 경우에서 대뇌피절하백질 또는 피질에 

있었던 경우보다상대적으로고혈압과관련된 빈도가높았다. 

경사에코 MR영상은 석회화나 출혈 같은 자기화율(mag

neti c susceptibi lity )을 야기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병변의 발 

견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뇌의 출혈성 병변이 의싱되는 경 

우， 급속스핀에코 방법을 이용한 자기공명영상 에서는 상대적 

으로 낮은 자기화율을 보이므로 경사에코MR영상을 추가로 얻 

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뇌의 출혈성 병변으로서 해면상혈관종 

(cavernous angioma) , 출혈성 종양， 외상성 뇌좌상， 축삭전단 

손상(axonal shearing inj ury) , 출혈성 뇌경색 등이 있고， 명확 

한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만성고혈압 환자에서 뇌의 심 

부에 저신호강도의 병변이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1). 이 연구 

에서는 경사에코 MR영상에서 보이는 저신호강도의 병변 중 

원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엄상척 인자와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1995년 3월부터 1997년 7월까지 뇌의 허혈성 질환이 의심되 

l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진단방사선과 
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예방의학과 
이 논문은 1998년 l월 5일 접수하여 1998년 3월 18일에 채택되었음. 

어 뇌의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환자 중 경사에코 MR영상을 

얻은 269예를 대상으로 하였고， 남자는 139명， 여자는 130명이 

었고 연령은 40세부터 88세까지 였으며 평균 64세였다. 환자군 

269예 중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191예 (7 1 % ) ， 당뇨병 

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는 52예(19%) 였다. 두 명의 방사선과 

의사의 합의하에 뇌출혈 혹은 출혈성 열공 등의 투렷한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저신호강도의 병 변이 

보일 때를 양성으로 정의하였고， 병변이 더 많은 부위에 따라 

표층부(대소뇌피질하백질 또는 피질)와 심부(기저핵， 시상， 소 

뇌 심부， 뇌간과 뇌설주위백질)의 두 곳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자발성 출혈의 경우만 대상으로 하였 

다. 

임상 인자로서 고혈압은 수축기 압력이 140mmHg 이상이고 

이완기 압력이 90mmHg 이상인 경우이거나 과거력상 고혈압 

이 있거나그로인하여 약물치료를받은과거력이 있을 때를양 

성으로 정의하고， 당뇨병은 금식혈당치 (fasting blood sugar) 

가 110mg / dL 이상이거나 과거력 상 당뇨병이 있거나 그로 인 

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양성으로 정의하 

였다. 경사에코 MR영상의 저신호강도병변과 고혈압， 당뇨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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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출혈과의 관련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적 인 

방법은 차이 자승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노화현상으로서 저신호강도의 병변이 나타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997년 5월부터 6월까지 신경학적 증상 

없이 본원의 건강진단 센터를 방문하여 경사에코 MR영상을 

포함한 뇌자기공명영상을 얻은 100예 중 고혈압이 없고 나이가 

40세 이상인 71예(남자 68명， 여자 3명， 40-78세， 평균 51세) 

를 대상으로 저신호강도의 병변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자기공영장비는 1.5T(Signa, GE Medical Systems, Milw 

aukee, U.S.A.)를 이용하였고， 경사에코 MR영상은 숙임각 20 

도， 반복시간/에코시간= 150-200-msec / 15-msec, 절편두께 

/간격 =5-mm /2-mm， 256x256 또는 256x 192행렬로 축상영 

상을얻었다. 

결 과 

환자군 269예 중 자발성 뇌출혈은 53예 (20%) 에서 있었고 

저신호강도병변은 66예 (25%)에서 있었으며， 저신호강도병변 

이 관찰된 환자군에서 고혈압과 자발성 뇌출혈의 빈도수가 유 

의하게 높았고(p < 0.05) 당뇨병은 유의한 차이점이 없었다 

(Table 1). 

저신호강도병변이 우월하게 분포한 위치에 따라 피질하백질 

또는 피질에 위치한 경우가 19예 (Fig. 1)， 심부구조가 45예 (Fi 

g. 2) 였고， 저신호강도병변이 주로 피질하백질 또는 피질에 위 

치한 19예 중 13예 (68%) ， 심부구조에 위치한 45예 중42예 (93 

%)에서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이 없었던 9명 중 6예에서는 

저신호강도병변이 주로 펴질하백질 또는 피질에 있었으며 이들 

6예 중 4예에서는 병변이 모두 피절하백질 또는 피질에서만 있 

었다(Fig.3). 나머지 2예에서는 심부에 위치한 병변의 수가 2 

개 이하 였다. 고혈압이 있는 191예 중 자발성 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45예 (24%)로 고혈압과 자발성 뇌출혈과는 밀접한 관 

계가 있었다(p < 0.05). 고혈압이 있으면서 저신호강도병변이 

A B 

있는 57예 중 자발성뇌출혈이 있는 경우는 24예 (42%)로 자발 

성뇌출혈이 저신호강도병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O. 
05). 

저신호강도병변이 있는 66예 중 뇌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경우는 19예 (29%) 였으며 자기공명영상을 얻은 기간과의 간 

격은 1일에서 111일 사이였고(평균 18.6일) ， 연구 대상이 되는 

저신호강도병변과 혼동을 초래할 만한 크기의 출혈이나 석회화 

같은병변은없었다. 

건강진단 시 경사에코 MR영상을 얻은 71명 중 저신호 강도 

의 병변이 있는경우는없었다. 

고 찰 

경사에코MR영상은 뇌출혈 시 생성되는 상자기성 혈액파괴 

산물(paramagnetic blood breakdown product) 에 의해 나타 

나는 정적영역 불균등성 (static field inhomogeneitiy) 이 야기 

하는 자기화율에 대해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2).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경사에코 MR영상은 해면상혈관종， 출혈성 종양， 

외상성 뇌좌상， 축삭전단손상， 출혈성 뇌경색등의 진단에 도움 

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and Clinical Factors. 

No. of Patient LSI( +) Percent(%) P-value* 

HT(+) 191 57 29.8 < 0.05 
(•) 78 9 11. 5 

DM(+) 53 9 17 > 0.05 
(- ) 216 57 26.4 

ICH( +) 53 26 49.1 < 0.05 
( - ) 216 40 18.5 

* : chi-square test 
LSI=low signal intensity lesions, HT=hypertension, 
DM=diabetes mellitus, ICH=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Fig. 1. 82-year-old woman with chr
onic hypertension. 
A. and B. Gradient-echo MR images 
show multiple small low signal in
tensity lesions in both basal gangia, 
both thalam i, and subcortical white 
matter or cortex. The number of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in the 
subcortical white matter or cortex is 
slightly greater than that in the 
deep structures including basal 
ganglia and thal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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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8 

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출혈성병변 외에도 석회화나(3) ， 생 

리적 페리턴 (4) ， 렐라닌， 부비동이나 유%똘기내의 공기에 대해 

서도 비특이적으로 낮은 신호강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Chan 등(1)은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만성고혈압 

환자에서 뇌의 심부 특히 시상이나 기저핵에 미세 출혈에 의하 

여 저신호강도의 병변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하였다. 하지만 그 

들의 보고에서는 저신호강도병변이 있는 예가 7예에 불과하여 

보다 많은 숫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에 검 등( 5 ) 

은 17예의 저신호강도를 나타낸 경우를 대상으로 비슷한 결론 

을 얻었지만， 경 사에코 MR영상보다 덜 예민한 스핀에코 T2 

강조영상으로 얻은 한계점이 있다. Chan 등(1) 은 그들의 보고 

에서 저신호강도를 야기하는 원인을 Colm 등( 6， 7 ) 이 보고한 

점상미세출혈로 설명하였으며， 김 등 ( 5 )은 Fis her 등( 8 ) 의 보 

고를 바탕으로 주변에 미세출혈이 동반되거나 또는 혈전으로 

Fig. 2. 75-year-old man with chr
onic hypertension 
A. and 8 . Gradient-echo r..‘R axial 
images show several low signal in
tensity lesions in the pons, both 
thalam i, and basal ganglia . 

Fig. 3. 72-year-old man without his
tory of hypertension 
A. and 8 .Gradient-echo MR axial 
image shows a few low signal inten
sity lesions in the subcortical white 
matter of the right temporo-occip
ital lobe. An old intracerebral hem
orrhage is seen in the right occipital 
lobe {arrow}. 

채워진 미세동맥류가 저신호강도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저신호강도병변이 있었던 예가 47예였고，저신호강 

도병변과 고혈압이 빌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였다(p < o. 
05) .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도 저신호강 

도병변이 나타난 경우가 9예 있었다(Table 1). 

출혈성 열공경색증(9) ， 아밀로이드 혈관병증(10)과 급성 고 

혈압성 뇌병증(11) 등에서 저신호강도병변이 나타난다는 보고 

가 있다. 출혈성 열공경색증은 위치가 대개 기저핵， 심부백질， 

뇌교라는 점과 고혈압이 관련된다는 것(12) ， 급성 고혈압성 뇌 

병증에서는 병변이 피질이나 피질과 백질의 경계부에 생길 수 

있지만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고 뇌부종이 동반된다는 점으로 

위의 9예를 설명하기 어렵다.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은 대뇌피질 

과 수막의 중간 또는 작은 크기의 혈관에 주로 생기는 병으로 

백질， 소뇌， 기저핵과 뇌간에는 잘 생기지 않는다(13- 17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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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서 출혈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벽에 아밀로이드가 침착 되 

어 혈관벽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18) , 미세통맥류의 파열에 의 

해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19). 조직병리학적으로 증명되진 않 

았지만 고혈압이 없으면서 저신호강도병변이 생기는 기전으로 

병변의 위치를생각하면 아밀로이드혈관병증의 가능성을고려 

해 볼 수 있다.9예 중 뇌출혈은 2예에서 있었으며 위치가 각각 

우두정엽과 좌전두엽이어서 비록 2예이긴 하지만 설명을 뒷받 

침할수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화과정에서 저신호강도의 병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고혈압이 없는 정상 

성인에 대하여 저신호강도병변 유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저신 

호강도병변이 없어서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 

는것을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로， 해면상혈관 

종이나 석회화 등으로도 저신호강도병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CT를시행하지 않은환자의 경우모두출혈로인한것인 

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두번째로， 저신호강도병변이 

피질에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Chan 등(1)과 

김 등(5)의 연구에서 피질이나 피질하백질의 저신호강도병변 

은 피질혈관이나 연막혈관(pial vessel)으로 인하여 생기는 저 

신호강도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저신호강도병변과 혈관에 의해 생기 

는 저신호강도는 신호강도에 있어서 뚜렷이 구분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세번째， 대조군으로 제시한 대상의 

성 비율이 남자가 68명 ， 여자가 3명으로 남자에 치우쳐 있으므 

로 대조군으로서 가치가떨어지나，고혈압이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요약하면， 경사에코 MR영상에서 저신호강도가 주로 심부 

(기저핵， 시상， 소뇌， 뇌간， 뇌실주위백질)에 나타나는 경우 만 

성고혈압과 관련 있으며， 저신호강도를 보이는 경우 자발성 뇌 

출혈의 빈도가 높았다. 고혈압이 없이 저신호강도병변이 나타 

날 경우 대개 피질이나 피질하백질에 나타나며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 중에서 아밀로이드 혈관병 

증으로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생각해 볼수있으며 이의 규명 

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의 연구가 필요하고 조직병리학 

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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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ebral Microhemorrhage : 

Assessment with Gradient-echo M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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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as seen on gradient-echo 
MR, and clinical factors. 

Materials and Methods: In 269 patients with cerebral ischemic symptoms, we analysed the 
results of gradient-echo MR. One hundred and thirty-nine of the patients were male and 130 were 
female ; their ages ranged from 40 to 88(mean, 64) years.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ominant location; superficial(cortex and subcortical white matter) or deep(basal 
ganglia, thalamus,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and cerebellum).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
tween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and clinical factors includi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M), and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ICH). 

Results: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were found in 66 of 269 patients(25 %); hypertension was 
present in 57 of the 66(86% , p < 0.05), DM in nine(14% , p > 0.05), and spontaneous ICH in 26(39 
%, p < 0.05). The dominant location of these lesions was superficiaI(n=19) , deep(n=45) , or both 
(n=2). Hypertension was present in 13(68%) of the patients in whom the lesion was superficiaL and 
in 42(93 %) of those in whom it was deep. Hypertension was not present in nine of 66 patients(14 
%) with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in six of these(66 %),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were present 
mainly in the subcortical white matter or cortex and in four of the six , such lesions were found 
only in subcortical white matter or cortex. 

Conclusion : Cerebral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as seen on gradient-echo MR imaging were 
associated with clinical factors such as hypertension and spontaneous ICH, and hypertension was 
more frequently found in patients in whom the location of low signal intensity lesions wa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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