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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Shot EPI 기 법 을 이 용한 
뇌경색 환자의 확산 강조영상l 

오영택·김동익 · 청은기·서재승·허용민·천영직·전 평·윤펑호 

목 적 · 뇌경색을 진단하는데 single shot EPI를 이용하여 촬영한 확산 강조영상의 유용 
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뇌경색을 진단 받은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상적 고속 T2 강조 영상과 

single shot EPI를 이용한 확산 강조영상을 촬영하여 각 시기별로 비교하였고 더불어 현성 
확산 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를 구하여 ADC mapping을 하였다. 환 
자는 증상이 시작된 시간부터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는데 걸린 시간에 따라 6시간 이전(초 

급성기 :3명)， 6시간 2일(급성기 : 5명)， 3일 -10일(아급성기 : 26명)， 11일 이후(만성기 ; 

16명 )로 구분하였다. 

결 과: 초급성기에는병변이 확산강조영상에서만관찰되었고， T2 강조영상에서는관찰 

되지 않았다. 급성기에서는 확산 강조영상과 T2 강조영상에서 모두 병변이 관찰되었고 시 
간이 빠를 수록 확산 강조영상에서 넓고명확한 병변이 관찰되었다. 두시기에는 병변 부위 

가 정상부위보다 낮은 ADC value를 나타냈다. 아급성기와 만성기에서는 확산 강조영상과 
T2 강조영상에서 비슷한 정도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병변의 ADC value는 서서히 증가 하 
여 정상쪽보다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3명의 환자에서는급성기와만성기 병변이 T2 강 

조영상에서 모두 고 신호 강도를 보였으나 확산 강조영상에서는 신호 강도의 차이 즉 급성 

기 병변은 고 신호 강도， 만성기 병변에서는 저 신호 강도를 보여 급만성의 구분이 가능하였 

다. 

결 론 : Single shot EPI기법으로 촬영한 확산 강조영상은 뇌경색을 정확히 진단하며， 특 
히 초급성기 뇌경색을 진단을 할 수 있고， 병변의 시기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 

용한영상기법이다. 

최근까지 뇌 허혈성 질환을진단하는데 CT나통상적인 자기 

공명영상기법이 이용되어 왔다.그러나이들진단기법으로는 8 

시간이내의 초급성기의 병변을 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1， 2). 뇌경색 부위가 자기공명영상에서 인지되려 
면 혈관성 부종에 의해 조직 내에 물 함량이 증가되어서 Tl과 

T2 이완 시간(relaxation time)이 증가되어야 한다. 조직내의 

물 함량이 증가되면 CT보다 T2 강조영상의 신호 강도의 변화 

가 좀더 예민하게 반영하나(3-5) 물 분자가 조직의 T2 이완 

시간(relaxation time) 에 영향을 주기 약 6시간 전에는 T2 강 
조영상에도 병변이 인지 되지 못한다(2， 6). 

초급성기의 뇌 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각도에서 

시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하여 생체 내 불 

분자의 확산 현상을 비침습적으로 영상화 i5}는 기법이 개발되 

l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교실 
본 연구는 199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과제 사업버 지원으 
로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1997년 12월 22일 접수하여 1998년 4월 28일에 채택되었음. 

었다. 이 기법이 인체 질환의 진단에 적용되어 백질 신경 질환 

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 었고(7 - 9) 뇌 경색의 진단 
에 유용성을 통물 실험을 통해서 뇌의 혈류 공급을 차단 한 후 

수 십분이 경과 된 뒤에 확산 강조영상에서 뇌 경색 부위의 신 

호 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10， 11). 이후 많은 문헌에서 T2 

강조영상 보다 확산 강조영상이 뇌 경색의 초기 진단에 예민도 

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12 - 14). 

본 연구는 외국에서는 많이 보고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보고 

된 바가없기에 뇌경색 환자 50명을 대상으로현재까지 뇌 경색 

진단에 가장 예민한 T2 강조영상과 single shot EPI 기법을 
이 용한 확산 강조영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뇌 신경학적 증상을주소로내원한환자중임상적으로뇌 경 

색을 진단 받은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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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령 분포는 37 -86(mean 60.1) 이고， 성 비는 남 여 

= 32: 18이였다. 

환자의 시기적 분류는 뇌 신경학적 증상이 시작펀 후 자기공 

명영상을 촬영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초급성기 (6시간 

이전) 3명 ， 급성기 (6시간 2일 ) 5명， 아급성기 (2일 -10일) 26 

명， 만성기(1 1일 이후) 16명으로 구분하였다. 초급성기 환자들 

이 증상 발현 후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 30분이 1명 ， 5시간이 2명에서 소요되였다. 확산 강조영상 

에서 병변이 관찰된 2명은 8일 후에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만성기 환자들은 11일 -2주(1명)， 2주 -3주(4명)， 3주 -4주(2 

명 )， 4주 이후(9명 )로 세분하였다. 환자 중에서 증상이 잠에서 

캔 후 바로발견된 경우는 기상시간을증상이 시작된 시간으로 

간주 하였고， 초급성기 환자는 이 예에 속하지 않았다. 

자기공명영상은 1.5T imager(Horizon, GE medical sys

tem, Milwaukee, Wisconsin, USA)를 사용하여 먼저 통상적 

인 횡단면 T2과 T1 강조영상，T1 강조 조영증강영상을 얻고， 

추가로 single shot EPI 기법을 이용하여 확산 강조영상을 얻 

었다. T2 강조영상은 TR / TE : 4000/98 msec, matrix: 256x 

256, field -<lf-view(FOV) : 180 -200mm, 절편두께 :5mm, 절 

편 간격 :2mm로 19-20절편을 촬영하였고， 확산 강조영상은 

TR / TE: 6500/ 120, matrix : 128 x 128, FOV : 200-240 mm, 

절편 두께 :7 mm, 절편간격 :3mm로 하여 12 - 15 slice를 

single shot EPI 기법으로 얻었다. 확산을 일으키는 자장의 방 

향은 slice selection 방향으로 하였다. b value를 12, 511 , 1779 

로 정 해서 3번 촬영을 하였고 각 b value당 촬영 시간은 7초가 

소요되였다. 

뇌경색의 확진은 국소적 뇌증상을 유발하는 뇌의 위치에 T2 

강조영상이나 확산 강조영상에서 신호 강도의 변화가 있을 경 

A 8 

우로 하였다. 확산 강조영상을 얻은 후에 ADC를 얻기 위 해 확 

산 강조영상에서 얻어진 영상들의 각각 화소에 대하여 Stej 

skal and Tanner equation을 사용하여 (15) SUN 워스테이션 

에서 IDL (Interactive Data Language, SUN Microsystem, 
California,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서 계산하 

였다. 

S(TE, b) =Soe -TE 1π e_bD 식 1) 

lnS(TE, b) =lnSo - TE / T2 - bD 식 2) 

식 2에서 보이듯이 한 화소에 대한 측정된 신호의 세기를 ln 

로 변환 한 후에 변화된 b factor에 대하여 lnS(b)와 b에 대한 

최소 제곱 법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형 -fitting을 실시하였다. 따 

라서， T1과 T2의 이완시간은 상쇄되므로 ADC map은 T1과 

T2 이완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지 각 화소의 ADC만 을 
나타낸다. SUN Spac20(RAM 62MB, SuperSparc 20 CPU, 

71 MHz)으로대략 1분정도의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ADC map을 구하고 병 변 부위를 T2 강조영상과， b value가 

1779인 확산 강조영상에서 병변의 유무와 범위 그리고 명확도 

정도를 비교하였고， ADC map에서 ROI를 뇌경색 부위와 이 

와 대칭되는 반대쪽 정상 부위에서 동일한 크기의 ROI로 

ADC를 측정하여 ADC 비율(병변 부위 ADC /정상부위 

ADC)을 구하고 전 환자에서 구한 ADC와 시간의 경과에 따 

른 변화의 추세를 알아보았다. 

7~ 낀L 
<= -. 

초급성기 환자 3명 중 증상발현 후 4시깐 30분과 5시간 경과 

후에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2명의 환자에서는 통상적 T2 강 

조영상에서는 명확한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확산 강 

c 
Fig. 1. Hyperacute stage (5 hours after onset) infarction in a 52-year old man with the left hemiparesis and aphasia. 
A. Axial T2-weighted image shows no definite focus of acute ischemia. 
B. Diffusion weighted image(b value= 1779) obtained at the same level as A shows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right 
frontoparietal area. 
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map shows an area with reduced ADC in the right frontoparietal area. ADC 
value in this region was 0.386 X 1O-5cm2/sec. The ADC in a control region of the opposite hemisphere measured 0.604X 

2 I lO-'cm"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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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에서는 환자의 국소 신경증상에 해당하는 부위에 주변보 

다 높은 신호 강도가 나타났다(Fig. 1). 병변 부위의 ADC는 

반대측 정상 부위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였다. 나머지 1명의 

환자에서는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조영상에서 모두 병변이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촬영 

을 한 후 갑자기 얼굴신경 마비가 있었던 환자로 몇일 후에 신 

경증상이 완화 되어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판단 되었다. 확산 

강조영상에서 명확한 병변이 보인 두 명의 환자에서 즉시 혈관 

촬영을 시행해서 해당부위 대뇌동맥의 폐쇄가 관찰되어 이 부 

위에서 직접 경동액 urokinase를 주업하는 치료를 시행했다. 

5명의 급성기 환자들의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조영상에서 

A B 

모두 병변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자기공명영상이 촬영되는 시 

간이 빠를수록 T2 강조영상보다 확산 강조영상에서 좀 더 넓은 

범위와 주변과 대조도가 큰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2). 병변 

부위의 ADC도 반대쪽 정상 부위보다 낮았다. 

26명의 아급성기 환자들 중 25명과 초급성기 환자 중 아급성 

기에 추적 검사를 시행한 2명에서 병변은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조영상에서 비슷한크기의 병변이 관찰되었고정상부위보다 

고 신호 강도를 나타내였다. 2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이 시 

기의 병변 부위 ADC가 정상쪽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는 

데 2명의 환자는정상쪽보다약간높은수치를나타내였다.이 

시기에 한 명의 환자에서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조영상에서 병 

C 

Fig. 2. Acute stage (ll hours after wake up) infarction in a 68-year old man with the right hemiparesis and dysarthria. 
A. T2-weighted axial image depicts a poorly defined region of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left basal ganglia (arrow). 
B. Diffusion weighted image shows a high signal intensity on the left basal ganglia more clearly than A. 
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ADC) value in this region was 0.226 X 1O-scm2/sec. The ADC in a control region of op
posite basal ganglia measured 0.709 X 1O-scm2/sec. 

A B C 

Fig. 3. Chronic stage (5 years after onset) infarction in a 66-year old woman. 
A. T2-weighted axial image shows a well defined region of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left parietooccipital area 
B. Diffusion weighted image shows a dark signal intensity in the same area of A. 
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value in this region was 2.120X 1O-scm 2/sec. The ADC in a control region of 
opposite hemisphere measured 0.891 X 1O-scm 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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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Acute and Chronic stages. Images were obtained in a 71-year old female patient 6 days after onset of the left 
hemiparesis. She has a history of cerebrovascular accident 4 years ago. 
A. T2-weighted axial image shows region of a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right parietooccipital area, basal ganglia, and 
the left thalamus 
B. Diffusion weighted image shows a high signal intensity in the right side lesion but a dark signal intensity on the left 
thalamus . 
C.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ADC) value in the right hemisphere lesion was 0.243X 1O-scm2/sec. The ADC in the 
left thalamus measured 2.709 X 1O-scm 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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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 Scatter plot of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ratio versus time in 48 patients at 50 infarct times(* : rela
tive ADC=lesion/control). These data support the hy
pothesis that ADC is initially low after infarction and 
becomes above the normal value several days thereafter. 

변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 환자의 국소신경증상도신경 결손 

등의 후유증 없이 소설되었다. 

만성기 환자들에서는 병변 부위가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조 

영상에서 모두 잘 나타났다. 병변의 신호 강도는 1명의 2주 이 

전의 환자에서는 확산 강조영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4명의 2 

주 -3주 사이의 환자 중 3명의 환자들은 확산 강조영상에서 높 

게 나타났고 1명의 환자는 주변 뇌조직과 비슷한 신호강도를 

보였다.2명의 3주 -4주 환자들 중 l명은 확산 강조영상에서 높 

게， 1명은 낮게 나타났다. 4주 이후의 환자들에서는 모두 확산 

강조영상에서 낮은 신호강도를 나타냈고 만성기 병변의 ADC 

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쪽 정상부위보다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Fig. 3). 
3명의 아급성기 뇌경색 환자에서 임상증상과 연관성이 없는 

뇌의 부위에 신호강도의 변화를관찰하였는데 이들병변은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강도，확산강조영상에서 저 신호강도를 

나타내서 만성기의 병변 임이 판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T2 강 

조영상에서는 아급성기와 만성기 병변이 모두 고 신호 강도로 

나타나나， 확산 강조영상에서는 증상을 유발시켰던 아급성기의 

병변은 고 신호 강도를 나타내었고 저 신호 강도를 나타내었던 

병변은 최소한 4주 이후의 만성기 병변이므로 T2 강조영상에 

서 관찰되었던 고신호강도병변들의 시기를구분할수있었다 

(Fig. 4). 

전반적인 ADC는 초기에 감소되었다가 서서히 증가되는 추 

세를 보이면서 약 10일을 전후해서 반대쪽 보다 높은 수치를 나 

타내였다(Fig. 5 ). 

고 찰 

급속한 기술적 발달에 힘입어 CT와 MRI가 등장 하여 뇌경 

색을진단하는데 많은발전을하여 왔다. 그러나통상적인 CT 

와 MRI기법으로는 뇌 신경학척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뇌 경색 진단의 위 음성율이 상땅히 높으며 특히， 초기 8시간 

이내에는 병변을 감지 하지 못동}는 것으로 알려졌다(1， 2). 

한편， 뇌경색 환자에 관한 약물요법이 발달함에 따라 적극적 

인 치료를 시도하여 환자의 예후와 뇌 신경학적 후유증 개선에 

대한 시도가 있어 왔다(16， 17). 일반적으로 조기에 적극적인 
m 



대한망시선의학회지 1998 ;39 :7- 13 

치료를시행하는것이 희생 가능한조직을구제할수있는방법 

이라 하였으나 일부 약물의 위험성과 치명적 부작용， 함병증이 

유발되기도 하므로(18， 19) 정 확한 진단이 필수조건이 되며 이 

시기에 병변의 유무와정도를판별해내는것이 매우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가 진 

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물 분자의 확산 현상을 MRI로 영상 

화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in vivo상태에서 확산 현상을 
영상화 하는 확산 강조영상이 새로운 연구 과제로 부상하게 되 

었다(7 -9). Mosely 등(10) 이 동물 모델 실험을 이용한 뇌경 

색 연구를통해 뇌 혈류 공급을 차단 한 후수 십분내에 확산 

강조영상에서 병변 부위의 선호강도변화를관찰하므로앞에 

서 언급되었던 초급성기 뇌경색 진단에 대한 해결정을 제시하 

였고， 이 후， 초급성기 뇌경색 환자에 있어서 CT나 T2 강조영 
상에서 보이지 않는 경색된 부위가 확산 강조영상에서 관찰되 

어 확산강조영상이 초급성기 뇌경색 진단에 유용함을보고하 

였다(6， 12 - 14) . 

급성기 뇌경색에서 확산이 감소되는 정확한 생리적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포성 부종이 관계 있음을(6， 11, 14) 거론 
하였는데， 뇌 혈류 감소에 의해 산소 공급이 감소되면 세포 내 

대사 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Na+ /K+ ATPase 활동성이 
감소되어 세포벽에 위치한 Na+ /K+ 의 수송에 장애가 생기므 
로 세포의 안쪽으로 물과 Na+가 축적된다. 세포 외 간질과 비 
교해 볼 때 세포 안에서는 거대 분자들에 의해 물 분자의 확산 

이 제한되므로 병변 부위의 확산이 장애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 정도의 차이가 확산 강조영상에서 신호 강도 차이 

를 발생 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허혈성 세포 파괴 및 괴사와 세포막 붕괴가 일어나서 세포성 부 

종에서 혈관성 부종으로 진행되고 반대로 세포 내의 물이 세포 

외 간질로 유출이 증가되면 비로소 주위 조직의 T2 이완 시간 
(relaxation time)에 변화를 초래하여 T2 강조영상에서도 병 
변 부위의 신호강도변화를감지 할수있게 된다. 병변이 만성 

화 되면 뇌 연화가 진행되어 물 분자가 확산되는 공간이 넓어짐 

에 따라 T2 강조영상에서 고 신호 강도로 보이는 병변이 확산 
강조영상에서는 반대로 저 선호 강도로 보이게 된다. 

병변의 ADC 값( value)은 초기에 반대쪽 정상 부위보다 감 
소 되었다가 서서히 증가 되어 정상치에 도달하였다가 반대쪽 

정상부위 보다 증가하게 된다. 정상치에 도달한 경우에 이것은 

조직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깜소된 ADC가 만성적으로 

증가되는 전환점임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일명 위정상화 

(pseudonormalization)라 하였고 이시기에 T2 강조영상에서 
고 신호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1 2) . Warach 
등(2이은 5-10일 사이에 위정상화가 되었다가 만성기에는 병 

변의 ADC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Marks 등(21)은 뇌경색부위 

의 ADC가 10일 이후에는 정상부위보다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뇌경색 부위의 ADC가 감소하였다가 약 10 
일을 전후해서 정상부위보다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두 명의 초 급성기 환자에서 T2 강조영상 
에서 관찰되지 않던 병변이 확산강조영상에서 뇌 경색 부위가 

관찰되었고두환자모두뇌 경색을확진하고경동맥을통하여 

urokinase를 주입하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 Warach 등 
(2이은 뇌경색으로 확산 강조영상을 시행한 40명의 환자들 중 

6시간 이전에 촬영이 시행된 8명의 환자들은 T2 강조영상에서 
보이지 않던 뇌경색 병변이 확산 강조영상에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기의 확산 강조영상의 의의는 현재까지 불가 

능했던 초급성기의 뇌 경색을 진단할 수 있는데 있고 이에 따라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예후 

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기에서는 확산 강조영상과 T2 강조영상 모두에서 병변 
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증상 발현 후 MRI 촬영 시간이 빠를 

수록 T2 강조영상보다 확산 강조영상에서 좀더 명확하고 넓은 
범위의 병변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초 급성기와 급성기에서는 

T2 강조영상보다 확산 강조영상이 병변의 발견과 정확한 뱀위 
를 나타내므로 우위를 나타냈다. 

아급성기에는 병변이 DWI와 T2 강조영상 양측에서 같은 
정도의 병변을보였다. 

만성기에는 4주 이상 경과된 병변은 확산 강조영상에서 저 

신호 강도를 보였다. 그러나 4주 이전에는 5명의 환자에서는 병 

변이 확산 강조영상에서 고 신호 강도로 나타났고 l명의 환자 

는 비슷한 신호 강도， 1명은 낮게 나타났는데 병변의 ADC는 

증가되더라도 확산강조 영상에서 고 신호 강도를 보인 이유는 

확산 강조영상이 물 분자의 확산을 예민하게 반영동}는 기법이 

지만 TE가 긴 기법이므로 T2 이완시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셔 확산을 위해 추가된 자장에 의한 신호 강도의 소설보다 

걸어진 조직의 T2 이완 시간이 더 지배적으로 확산 강조영상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급성기와 만성기에서는 병변의 

발견이나 범위에 있어서 확산 강조영상과 T2 강조영상이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뇌경색 과거력이 있던 환자에서 뇌 

경색이 다시 재 발생했을 경우 T2 강조영상에서는 양측 모두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데 반하여 확산 강조영상에서는 최근 

에 새로이 발생한 병변은 높은 신호 강도를， 과거의 만성적 병 

변은 낮은 신호 강도를 나타내어 병변의 시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2명의 뇌 경색을 의심했던 환자에서 T2 강조영상과 확산 강 
조영상에서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임상 증상은 후유 

증 없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들의 국소적 신경증상은 일과성 허 

혈 발작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산 강조영상에서 신 

호 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간 

주될 수 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므로 확산 강조영상을 이용하 

면 임상적으로감별이 어려운일과성 허혈 발작과뇌경색을구 

분할수있다. 

초기에 사용된 통상적 스핀에코 등을 이용한 확산 강조영상 

은 촬영 시간이 수분에서 수십분정도소요되었기 때문에 환자 

의 거시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자의적 움직임 이외에 

도， 호흡 운동이나 심장 활동에 의한 뇌와 뇌척수액의 파동 등 

이 존재하는데 확산 강조영상은 아주 미세한 물 분자의 병진 운 

동(trans lational movement)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의 일부분만 제한적으로 선택하여 촬영해야 하며， 또한， 영상 

의 심한 질적 저하나 부적절한 확산 계측이 발생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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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고속 촬영 기법인 EPI를 사용하게 되면 수초 내에 촬영 

하면서도 뇌 전체를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 운동에 의 

한 영상의 질 저하가 없고 좀 더 정 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 - 22). 본 연구에서 Single shot EPI를 이용하여 확산 강조 

영상을 얻는데 소요된 시간은 뇌 전체를 약 12- 15 절편으로 
촬영하여 한번의 b value당 7초씩 소요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자의 움직임 등에 의한 허상이나 영상의 질적 저하를 최소한 

으로 줄이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앞으로 뇌 

경색 환자의 검사에 널리 사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sin gle shot EPI기법을 이용하여 얻은 확산 강 

조영상이 뇌경색 환자의 진단에 유용함을알수있었다.더욱이 

T2 강조영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초기의 병변을 확산 강조영상 

에서 감지해 낼 수 있고， 급성기 병변과 만성기 병변을 구분할 

수 있다. ADC value는 초기에 감소되었다가 서서히 증가되어 

약 10일 전후로 정상쪽 보다 높아짐을 보였다. 또한 일과성 허 

혈 발작과 같이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확산 강조영상 

에서 병변이 나타나지 않음을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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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Weighted MR Image U sing Single Shot EPI in 
Patients with Brain Infarction1 

Y.T. Oh, M.D. , D.I. Kim, M.D., E.K. Jung, Ph.D. , J.S. Seo, M.D. 
Y.M. Huh, M.D. , Y.J. Cheon, M.D. , P. Jeon, M.D. , P.H. Yoon, M.D. 

1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College of Medicine, Yon sei Universiη 

Purpose: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diffusion weighted MRI (DWI) using the single-shot EPI 
technique for diagnosis of stroke. 

Materials and Methods: Conventional Fast Spin Echo T2-weighted MRI (T2WI) and DWI using 
the single-shot EPI technique were performed in 50 patients with brain infarction. DWI was 
compared with T2WI according to each stage of infarction studied and apparent diffusion coef
ficient (ADC) maps showing calculated ADC was aguired. Patients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time interval from symptom onset to MRI performance, as follows: 0 to 6 hours (hyperacute stage, 
n=3); 6 hours to 2 days (acute stage, n=5); 3 to 10 days (subacute stage , n=26); more than 11 days 
(chronic stage, n=16). 

Results : Hyperacute infarcts were visualized only on DWI. Acute infarcts were visualized on 
both DWI and T2WI , but were wider and showed more conspicuous signal intensity on DWI than 
T2WI. At these stages, ADCs of the infarcted area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non-infarcted 
contralateral side. Subacute and chronic infarcts revealed a relatively equal extent of infarcted area 
on both T2WI and DWI, and at these stages the ADC of the lesions gradually increased , becoming 
higher than in the non-infarcted area. In three patients, acute and chronic infarctions were bright 
on T2WI, but on DWL acute infarction showed high signal intensity and chronic infarction showed 
low signal intensity, enabling us to discriminate acute from chronic infarction. 

Conclusion : DWI using the single-shot EPI technique correctly diagnosed brain infarction, es
pecially the hyperacute stage, and was helpful in discriminating the stage of a lesion. 

Index words: Brain, infarction 
Brain, MR 
Magnetic resonance(MR), pulse sequences 

Address reprint requests to: Dong Ik Kim, M.D. , 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이lege of Medicine 
i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361-5837 Fax. 82-2-39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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