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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뇌졸중
1. 뇌졸중 질환의 개요
가. 뇌졸중의 원인 및 분류
- 뇌 조직은 뇌혈관으로 공급되는 혈액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받음.
- 세계보건기구(WHO) 에 따르면 뇌졸중을 ‘뇌혈관 장애 (뇌혈관의 폐쇄: 허혈성
뇌졸중, ischemic stroke; 뇌혈관의 파열: 출혈성 뇌졸중, hemorrhagic stroke) 로
인하여 갑자기 국소 신경학적 장애 또는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
하는 경우’ 라고 정의 하고 있음
- 급성 뇌졸중은 신경학적 후유증을 유발하여 장애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
는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임.
- WHO에 따르면 2012년도에 전 세계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환자는 670만 명에
이르러 허혈성 심 질환 다음으로 많음.

출처: http://www.resilientbrain.org
- 이 중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출혈성
뇌졸중은 나머지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원인은 크게 1) 혈전성 (thrombotic: 기저 뇌혈관 벽을 따
라 지방질 등이 침착 되어 생기는 죽상경화증에 의해 발생함), 2) 색전성 (embolic:
심장이나 목 동맥 등 기저 뇌혈관이 아닌 다른 큰 동맥에서 생긴 혈전 등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흘러와서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함), 3) 열공성 (lacunar: 뇌 조직
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크기의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함)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출혈성 뇌졸중은 약해진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데, 뇌조직의
손상과 출혈로 인한 뇌 조직을 압박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함. 크게 혈관이 터지는
위치에 따라 뇌 내 출혈(ICH, intracranial hemorrhage, 2/3) 지주막하출혈 (SAH,
subarachnoid hemorrhage, 1/3)의 두 가지 종류가 대부분 임. 뇌혈관이 약해지는 원
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동맥류 (cerebral aneurysm)가 대표적인 원인임.
- 그 외, 허혈성/출혈성 뇌졸중, 두 가지 분류와는 별개로 일과성 뇌 허혈 발작
(transient ischemic stroke) 라는 것이 있는데, 좁아진 혈관으로 일시적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 잠시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수분에서 수 시간 이내에 혈류
가 개선되고 증상이 호전되는 상황임.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환자에서 약 1/3이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함.

나. 뇌졸중의 증상
-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좌/우에 따라서, 혹은 각 부분에 따라 따라서 감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뇌혈관과 어떤 뇌 부위의 손상이 생겼는지에 따라 다양
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출처: 대한 신경과 의사회 webpage; http://www.sinsamo.or.kr
- 가장 흔하게는 몸의 한쪽 (왼쪽 혹은 오른쪽)만 멍멍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
이 드는 감각이상이나 팔다리의 힘이 빠지는 운동이상 증상이 생김.
- 그 외에도,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어지러움,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를 하
지 못하는 증상,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그렇지만 뇌졸중 증상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음.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다면, 뇌졸중이 아닌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높음.

다. 뇌졸중의 위험인자 (risk factors)
- 뇌졸중의 발생 위험인자는 매우 다양함.
-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분류가
가능함.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은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임
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표. 뇌졸중의 위험인자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

위험 인자

나이 (Age)
성 (Sex)
출생 시 저체중 (Low birth weight)
유전적 원인 (Genetic factor)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고혈압(Hypertension)
흡연(Smoking)
당뇨병(Diabetes)
심방 세동(Atrial fibrillation)
기타심장질환(Other cardiac conditions)
이상 지질 혈증(Dyslipidemia)
무증상 경동맥 협착(Asymptomatic carotid stenosis)
폐경 후 호르몬 치료(Postmenopausal hormonal therapy)
식이와 영양(Diet and nutri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비만(Obesity)

.

기타 조절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인자, 다수

라. 뇌졸중의 치료
1) 허혈성 뇌졸중
가) 예방적 약물 치료

(1) 항 혈소판 제제 (Antiplatelet agents)
- 혈소판은 혈관 내에서 상처가 날 때 혈전을 만들어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함.

-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혈전을 유발해 뇌혈관 폐색을 더욱 유발 할 수 있음.
- 혈소판 제제는 이런 혈소판의 작용을 막거나 기능을 떨어뜨려 혈소판들이 엉켜
혈전을 만들어 뇌혈관을 막지 않도록 함.
- 대표적인 항 혈소판 제재로 아스피린이 있음.
-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가능성이 없다면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환자에게는 발생
24-48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아스피린 외에도 티클로피딘(ticlopidine)과 클로피도그렐 (clopidogrel) 등이 있음.
(2) 항 응고 제제 (Anticoagulants)
- 심장 탓 색전성 허혈성 뇌졸중이나 혈소판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전이 생
성되는 경우에 사용 함.
- 혈전 형성의 첫 단계는 혈소판이 모여 뭉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브린이라는 물
질이 작용하여 모인 혈소판을 단단하게 뭉치는 단계 임.
- 두 번째 단계의 피브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혈액 속에 있는 응고 단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트롬빈인데, 이것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제가 항응고제임.
- 따라서 항응고제의 약리 효과는 근본적으로는 항 혈소판 제제와 유사하나 그 강
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반면 중요한 부작용인 출혈의 위험도 비례하여 증가 할 수 있음.
- 크게 주사로 투여하는 ‘헤파린’과 경구 복용하는 ‘와파린’으로 나눌 수 있음.
- 뇌경색 발병 초기에 항응고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헤파린을 사용.
- 퇴원 후에도 장기적으로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할 경우, 경구용 와파린을 사용 함.
나) 위험인자 자체의 치료
(1) 정맥 내 혈전 용해술 (Intravenous thrombolysis)
- 신속히 혈전을 용해시켜 혈류를 재개통시키는 혈전 용해술 임.
- 정맥 내 (intravenous, IV) 재조합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tPA) 주입
- 적용 시간이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시간 후 3 내지 4.5시간 이내로 짧음.
- 주로 말단 동맥에 발생한 작은 혈전에 효과를 보이고, 큰 혈관에서의 재개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음.

(2) 동맥 내 재 개통술 (Intraarterial thrombolysis/endovascular
thrombectomy)
- 막힌 동맥 부위에 직접 카테터로 접근하여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여 혈류를 재 개통시키는 방법
- 상대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가, 2015년 5개의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
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치료효과를 입증하였음.
- 또한, 기존의 6시간 이내에만 치료효과가 입증 되었었는데, DAWN 과
DEFUSE-3 )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에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중심으로 동맥 내 재
개통술에 적합한 뇌졸중 환자를 선택한다면 6시간 이후에도 동맥 내 재개통술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음.
- 2018년 미국 뇌졸중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AHA/ASA)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에서 동맥 내 재개통술의 권고 시
간을 기존의 6시간에서 최대 24시까지로 늘렸음.
2) 출혈성 뇌졸중
가) 약물 치료
- 출혈과 동시에 뇌실질이 손상되므로 단순 혈종 제거만으로 완전 회복은 어려움.
- 치료의 기본 목적은 출혈 진행을 막기 위해 혈압강하와 지혈유도 약제를 투여하
는 것임.
- 출혈로 인한 뇌압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뇌압 강하제를 투여.
- 경련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함.
나) 수술적 치료
-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심한 경우.
- 출혈이 증가되거나 뇌부종에 의해 상태가 악화되면 개두술로서 혈종을 제거하거
나, 혈종의 크기가 작고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정위적인 방법으로 혈종을 뽑
아낼 수도 있음.
- 뇌출혈로 뇌척수액 순환로가 막혀 수두증이 발생하면 뇌실 천자를 통해 뇌 척수
액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치료를 시행.
3) 공통적 기본 치료
(1) 일반적 보존 치료

- 기도, 호흡기, 산소공급 관리 (Airway, ventilator, oxygen supply)
- 발열 조절 (Fever)
- 심리듬 관찰 (Cardiac rhythm)
- 혈압조절 (Blood pressure)
- 혈당조절 (Blood glucose)
- 혈 역학적 치료, 혈액량 확장제(Volume expansion, hemorheologic therapy)
(2) 합병증 예방 및 치료
- 깊은 정맥 혈전증 예방(Deep vein thrombosis prophylaxis)
- 영양 관리 (Nutrition)
- 욕창 (Pressure sore)
-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
- 비뇨기계 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3) 신경계 합병증 치료
- 뇌압상승, 부종, 출혈성변환(ICP elevation, brain edema, and hemorrhagic
transformation)
- 악성중뇌동맥뇌경색의감압수술(Decompressive Surgery for malignant MCA
infarction)
- 경련(Seizure)

2. 뇌졸중 질환의 최신 영상 진단 동향
가. 뇌졸중에서 활용되는 영상검사
1) 전산화단층촬영(CT)
- 비조영 CT는 뇌경색 부위를 평가하고 뇌출혈 유무를 판정하여 환자에게 혈전용
해술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선별하는 역할로 활용되고 있음.
- 조영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잘 볼 수 있는 CT 혈관조영술(CTA) 기법이 개발된
후로는 기존의 침습적 혈관조영술을 대체하고 있음.
- 짧은 시간 내 용이하게 촬영이 가능하고, 매우 많은 병원/응급실에 설치가 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음.

출처: siemens

가) CT 검사 조영제 사용 주의사항
(1) 검사에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란?
-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 검사는 인체를 통과하는 X-선 흡수 정도의 차이를
영상화하는 검사법인데 요오드성분을 함유하는 조영제가 각 조직에 분포되어 X-선
흡수 차이를 크게 나타나게 하여, 특히, CT 검사에서 조직 간의 영상 대조도를 높
여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데 도움을 주는 약품임.

- 주로 정맥주사를 하게 되나 필요에 따라서는 경구섭취나 직접 동맥주입을 하게
되며, 특정 부위에 주사나 도관으로 주입할 수도 있음. 영상검사 방법에 따라 조영
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영제 사용 유무를 결정하게 됨.
(2) 조영제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민반응이나 유해반응의 종류
- 조영제 주입 후 바로 얼굴, 가슴, 복부의 후끈거림, 입의 약냄새, 혹은 조영제 주
입부위에 약간의 온 열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조영제가 우리 몸 속으로 혈
관을 따라 퍼지면서 느끼게 되는 정상적인 반응임.
- 그 이외에 의료진의 처치가 필요한 조영제 관련 과민반응이나 유해반응이 드물게
있을 수 있음.
- 적절한 치료지침을 따라야 하는 조영제 유해반응은 발생 시기와 심한 정도에 따
라서 아래와 같이 나눔.
(가) 급성 유해반응 (조영제 주입 후 1시간 이내 발생)
- 경증: 구역, 경도의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
- 중등증: 심한 구토, 현저한 두드러기, 기관지수축, 안면/후두 부종, 혈관미주신경
반사(vasovagal reflex)
- 중증 저혈압성 쇽, 호흡정지, 심정지, 경련
(나) 지연성 유해반응 (조영제 주입 후 1시간에서 1주일 사이에 발생)
다양한 후기 증 상들(예, 구역, 구토, 두통, 근골격통, 발열)을 조영제 주사 후에 호
소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많은 경우 조영제와 직접 관련성은 적음.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유해반응에서 나타나는 피부병변들(예, 발 진, 홍반, 가려움증 등)이 모두 나타
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경도/중등도이며 저절로 호전됨.
(3) 조영제의 신독성
- 조영제 정맥주사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다른 원인 없이 신장독성이 발생하여 신
장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일컬음.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 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4) 조영제 주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유해반응
- 조영제 주입 시 혈관 외 유출, 갑상선중독증, 폐혈관 저항의 증가, 폐부종, 혈전증
등
(5)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사망률?
- 매우 드물어서 대략 10만명에 1명 정도라고 하겠으나, 조영제의 종류, 보고자, 보
고시기에 따라 조영제 관련 사망률이 약 1/75,000∼약 1/1,200,000의 빈도로 다양하
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임신과 수유
-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 검사가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요오드화 조영제를 임신한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출산 첫 주
이내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신장기능이 정상이라면 요오드화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모유 수
유가 가능함.
- 단, X-선을 이용한 영상의학 검사는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 후 검사 시행 유무를 결정하여야 함.
(7)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검사 전 확인사항
조영제를 주입하는 영상의학 검사를 고려 중인 피 검사자는는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함.

출처: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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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공명영상(MRI)
- 뇌졸중의 병태생리인 혈관 폐색 및 뇌경색을 잘 반영하여 CT보다 정확하게 영상
화가 가능함.
- MRI 지표들은 임상적 중등도를 잘 반영함. 즉, MRI 병변의 크기와 임상적 척도
로 평가한 중등도는 높은 상관성을 보임.
- 투여하고자 하는 약물의 기전에 적합한 대상 환자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고,
약물 기전의 효과를 다양한 해부학적 및 기능적 신경 영상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
음.
- 신경 영상을 이용한 척도는 임상 척도에 비해 대조군과 치료군의 차이를 더 민감
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검사시간이 다소 길어 있어 뇌졸중 검사에서 CT에 비해 단점이 있는데, 이는 고
속스캔 기법으로 보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확산자기공명영상(DWI), 관류자기공명영상(PWI) 및
T2*경사자장(T2*-GRE)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MRI를 대리 표지자로 이용하는 임
상시험이 증가하고 있음.

출처: siemens

가)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 주의사항
(1) MRI 검사에 사용되는 가돌리늄 조영제란?
- MRI는 자석을 이용한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인체의 자성을 특성화시키고, 이를
영상화하여 질병을 찾는 영상 진단 방법으로, MRI에는 가돌리늄 원소를 함유하는
조영제가 사용됨. 가돌리늄 조영제는 정맥주사를 통하여 주입되며, 혈관을 통해 퍼
진 후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 됨.
(2) 가돌리늄 조영제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반응의 종류?
- 가돌리늄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유해반응의 빈도는
0.07∼2.4% 정도로 CT에서 사용되는 요오드화 조영제를 투여했을 때 보다는 적음.
- 특히 알레르기 및 천식 등의 환자, 또한 과거 조영제를 포함한 약물 부작용 경험
이 있는 경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지침을 따라야 함.
- 발생시기와 심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가) 급성 유해반응 (조영제 주입 후 1시간 이내 발생)

출처: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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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연성 유해반응 (조영제 주입 후 1시간 이후, 대개 1개월 이후)
- 드물지만 심각한 피부 질환인 신원성전신섬유증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FDA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2010년 신원성전신섬유증의
위험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표 하였음.
(3) 가돌리늄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사망률?
- 가돌리늄 조영제에 의하여 유해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CT 조영제 보다 빈도가 낮음.
- 심한 중증 유해반응의 빈도는 약 0.005∼0.01%로 알려져 있음.
(4) 임신과 모유수유 중인 환자의 가돌리늄 조영제 사용 여부
- 임산부에서 가돌리늄 조영제에 의해 기형아나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임산부에서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조영제가 전달되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
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임산부에서는 가능한 한 가돌리늄 조영제의 사용을 피해
야 함.
- 그러나 조영제 사용이 꼭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이익과 위험도를 고
려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모유수유 중인 환자가 가돌리늄 조영제를 주입 받은 경우, 이후 모유수유로 인해
아기에게 전달되는 가돌리늄의 양은 매우 적으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음. 따라
서 모유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중단하더라도 검사 후 24시간 동안만 모유수
유를 피하면 됩니다.
(5) 가돌리늄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검사 전 확인사항
- 조영제를 사용하는 MRI 검사가 예정된 피검사자는 다음의 항목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에게 알려야 함.

출처: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유해반응에 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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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 뇌졸중 임상시험에서 활용되는 CT와 MRI의 주요 특성 비교
표. 급성 뇌졸중 임상시험에서 활용되는 CT와 MRI의 주요 특성 비교

접근성

컴퓨터
단층 촬영
높음

자기 공명 영상
일반적으로 낮음

일반적으로 김
검사시간
짧음
(고속 촬영 기법으로 보완
가능)
방사선 노출 위험
있음
없음
조영제 사용
혈관 조영술 시 사용 조영제 없이 혈관 조영술 가능
초기 출혈 진단
24시간 이내: 57-71%
6시간 이내: 95-100%
민감도
초기 뇌경색 진단
낮음
높음
민감도
진단의 판독자간
낮음
높음
일치성
후방순환병변 진단
낮음
높음
민감도
거짓 양성 고 음영 허상 (움직임, 빔 경화 효과 등),
검사의 방해 요인
병변, 허상
폐쇄 공포증
(움직임)
다)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고속 촬영 자기 공명 영상 기법
- CT와 MR의 비교를 요약하면, MR은 뇌경색 진단 민감도가 매우 높고 제공하는
정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촬영 시간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접근성 향상 및 촬영 시간 단축 전략들이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음.
- 2018년 미국 뇌졸중 협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원 도착부터 뇌 영상까지의 시간
(door-to-imaging time)을 20분 이내로 권고하였음.
- 이러한 뇌 영상 검사까지의 시간 단축 권고의 근저에는 전방위적인 응급실 시스
템의 향상이 시간 단축을 이끌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최근의 신속한 동맥 내
재개통술에 대한 필요가 더해진 결과로 생각됨.
- MR의 촬영시간 단축을 위한 시도는 최근의 다양한 시간 단축 기술 개발과 함께
더욱 진화하고 있음. 예로, Simultaneous multi-slice acquisition이나 Compressed
sensing과 같은 촬영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영상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최신 기술
의 적용으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고속 촬영 MR도 연구가 되고 있음.
- 또한, 2014년 최신의 촬영 시간 단축 기술 없이 기존에 잘 알려져있는 Echo
planar imaging (EPI)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 시간 6분대의 급성 뇌졸중 촬영 기법
이 소개된 바 있는데, 3 테슬라 장비에서 확산 강조 영상, 액체 감쇠 역전 회복 영
상, 경사 에코 기법에 echo planar imaging 기법을 적용하고, Time-of-flight
(TOF) MRA 대신 조영 증강 MRA를 촬영하며, 추가로 기존 그대로의 역동적 자화
율 강조 관류영상 (dynamic susceptibility contrast perfusion)을 수행하는 다중적인
구성 (multimodal imaging)에도 불구하고 촬영시간 6분대의 고속 촬영 급성 허혈성

뇌졸중 MR을 발표하였음.
-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고 어느 장비에서도 적용 가능한 촬영
시간 단축 기술인 parallel imaging과 echo train length를 높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3 테슬라 장비 뿐 아니라 1.5테슬라 MR 장비에서도 기존의 영상 대비 진단능이 떨
어지지 않는 고속 촬영 급성 허혈성 뇌졸중 MR을 개발 및 사용 중에 있음.

출처 SJ Cho et al.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의 뇌 영상 검사의 최신 지견과 역할. J Korean
Soc Radiol 2019, MS Chung et al. Eur Radiol. 2019 May;29(5):2641-2650. .

- 따라서 CT에 비해 신속성과 접근성의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확실한 뇌경색의 진
단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MR이 접근성과 촬영 시간에서 단점을 보완하
고 있어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MR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MR 장비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고속 촬영 기법이 소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각 센터의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 확립에 노력을 기
울여야 하겠음.
나. 뇌졸중에서 영상의 역할
영상학적 검사는 초기 환자 평가로서 뇌경색을 진단하고 뇌경색의 범위 및 출
혈병면 유무를 평가한다. 주요 혈관의 협착/폐색 여부를 판단하여 정맥혈전용해
술 또는 동맥 내 재개통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는 환자를 분류한다. 또한 치료
효과/합병증 평가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1) 급성 뇌졸중 환자의 초기 평가
- 초기 허혈성 병변의 크기 및 출혈 병변 유무를 평가함.

- 비조영증강 CT는 대부분의 급성뇌졸중에서 초기 일차 영상검사로 활용하고 있
음.
2) 대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자 선정
- CTA 또는 MR 혈관조영술은 혈관 폐색 부위를 찾는데 유용하며 혈전용해술 임
상시험에서의 연구 대상자 선별에 활용 가능함.
- 관류 CT 또는 관류 MRI는 뇌 조직 내 혈류흐름에 대한 정보(혈류량, 혈류속도,
평균혈류흐름시간 등)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연구 대상자 선별에 활용가능 함.
3) 치료 효과 또는 합병증 평가
-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신경보호제 모두 초기 뇌경색 범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회생가능영역(Penumbra)이 회생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치료
목표가 있음. 따라서 뇌경색 부위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치료효과 판정에 중요하고
확산강조 MRI(Diffusion-weighted MRI)가 핵심 영상기법으로 활용됨.
- 혈전용해제의 경우 막힌 혈관을 재개통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며 CT 또
는 MR 혈관조영술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치료의 주요 합병증으로 뇌출혈 발생이 있고 이는 비조영증강 CT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나, T2*-GRE MR 영상이 더욱 민감하게 평가할 수 있음.
다. 주요 영상학적 소견 (Imaging finding)
1) Non-contrast CT
- 뇌경색은 조영 전 CT에서 주로 저 음영으로 나타남.
- CT 음영(attenuation, 단위 HU)의 변화는 허혈성 뇌부종에 의한 뇌조직내 수분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수분의 양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약 1% 증가할 때 1.8 HU
의 CT attenutation이 감소함.
- 이와 함께 수분 증가는 종괴효과가 있어 뇌 피질의 고랑과 수조 (sulcus and
cistern)와 섬 피질 (insular cortex) 리본을 소실시킴.
- 급성기 뇌경색에서 막힌 혈관내 혈전 이 정상 혈관보다 높은 음영을 나타날 수
있는데, 중 대뇌혈관 (Middle cranial artery) 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서 중 대
뇌혈관 고음영 소견 (hyperdense MCA sign)이 보일 수 있음.
- 그 외, 불명료한 렌즈 모양 핵 (obscuration of the lentiform nucleus)을 비롯한
회백질과 백질 사이의 경계 소실 등의 소견이 있음. 뇌경색은 조영 전 CT에서
주로 저 음영으로 나타남.
출처: Osborn’s brain. Imaing, Pathology, and Anatomy. Textbook.

2) MRI: T2 강조 영상 (T2WI) 과 액체 감쇠 역전 회복 영상 (FLAIR)
- 경색 부위는 고신호 강도로 보이는데, 이 역시 수분의 증가를 반영하기 때문임.
- FLAIR 영상은 인접한 뇌 척수액의 신호강도가 억제되기 때문에 T2WI에 비해
비교적 예민하게 신호강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음.
- 하지만 증상 발생 추정 시점으로부터 3~8시간에 변화가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6시
간 이내의 초급성 시기에는 고신호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혈관성
부종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르러 육안적으로 고신호 강도를 보임.
- 해부학적 정확도가 높고, 폐색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발생 예상 시간
추정에 부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flow effect로 인한 혈류의 저신호 강도 소실로 혈관 폐색 진단에 유용함.
3) MRI: 확산 강조 영상 (Diffusion-weighted imaging)
- 확산 강조 영상은 뇌경색의 영상학적 진단 민감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뇌경색
(infarct core)의 부피를 정확히 정량화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음.
- 뇌경색은 확산 강조 MR의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병변 중에서 낮은 현성 확
산 계수 (ADC)를 확인하여, 세포 독성 부종으로 인한 확산 제한 (diffusion
restriction)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것임.
- 장점은 1) 기존의 CT 및 통상적 MR 영상에 비교하여 가장 빨리 진단이 가능함,
2)금성 뇌경색의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 가 높음.
- 주의사항으로, 1) 현성 확산 계수는 뇌경색 초기부터 1주일 까지는 정상보다 낮
은 값을 나타내고, 1주일 이후에는 2주일까지 점차 정상과 비슷해져 거짓 정상화
가 나타나며 (pseudonormalization), 그 이후에는 점차 증가, 2) 심한 뇌허혈에 의한

조직 변화만을 나타내므로 뇌경색 부위 (infarct core) 주변부 회생가능영역
(penumbra) 영역이 초기에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음, 3) 뇌허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병변에 신호강도의 변화가 미미하여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음, 4) 뇌간 (brain
stem) 병변은 주위의 좌화율 인공물때문에 (susceptibility artifact) 발견 어려울 수
있음.
4) MRI: T2*Gradient echo imaging
- 뇌경색 자체의 뇌조직 변화의 진단보다는, 급성 출혈이 dark signal intensity로
보여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미세출혈 (microbleeds) 진단에도 매우 우수함.
- 뇌경색에서 막힌 혈관 내 혈전 이 혈관 내에서 dark signal intensity로 보이고,
기존의 flow effect로 인한 혈류의 고신호 강도 소실로 혈관 폐색 진단에 유용함.

출처: Osborn’s brain. Imaing, Pathology, and Anatomy. Textbook. 1)
FLAIR 영상 (좌,상) 에서 뇌경색 부위의 고신호 강도와 혈류의 고신호 강도로 혈류
저하를 알 수 있음. 2) DWI 영상에서 경색 부위가 매우 고신호 강도로 나타남. 3)
T2*GRE 영상에서 혈류의 저신호 강도로 혈류저하를 알 수 있음. 4）TOF-MRA
혈관조영술 source 영상에서 실제 혈류가 없는 왼 중 대뇌동맥혈관을 확인 할 수
있음.
5) 혈관 영상 검사 (Vascular imaging)
가) CT 혈관조영술 (CTA)
- 정맥 내에 조영제를 주입하여, 빠른 시간 안에 혈관 폐색 부위를 찾는 데 유용함.
- 또한 혈전 위치, 혈전의 범위, 치료 여부 결정, 치료 방법과 기구 결정 등에 핵심
적인 역할을 하는 대동맥 궁 (aortic arch), 근위부 두개 외경동맥 (proximal
extracranial carotid artery), 원위부 두개 내경동맥 (distal intracranial carotid
artery) 등에 대한 혈관 해부 정보를 제공 하고 색전의 원인 병변이 있는지 정보를
줄 수 있음.
- 막힌 뇌 혈관이 공급하는 해당 혈관 범위의 허혈 뇌 조직에서 보이는 뇌 연막 동
맥 조영 증강 (leptomenigeal enhancement)으로 미루어 측부순환을 판단하는데 도
움을 얻을 수 있음.
나) MR 혈관조영술 (MRA)
- 기본적으로 MRA도 CTA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혈관 폐색 부위를 찾고, 동맥
내 재개통술의 경우 접근 경로가 되는 혈관 정보를 주며, 색전의 경우는 원인 병변
을 찾을 수도 있음.
- 조영제를 사용하는 조영 증강 MRA도 촬영할 수 있고, 혈류의 물리적 특성을 이
용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하는 위상 조영 MRA (Phase-contrast MRA),
혹은 TOF-MRA 기법의 경우는 긴 영상 획득 시간, 큰 혈류 의존성, 많은 움직임
허상 등의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혈류의 방향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가 있다는 장
점이 있음.
- 반대로 조영증강 MRA는 넓은 범위를 검사할 수 있지만. 공간 분해능이 떨어짐.
- 각각의 기법간에도 차이가 있지만 MRA 기법 자체는 CTA와 비교 시 혈류 의존
성이 크고, 움직임 허상이 많은 편임.
출처: Osborn’s brain. Imaing, Pathology, and Anatomy. Textbook. 1) CTA
(좌), 2) MRA (우).

6) 관류 영상 검사 (Perfusion imaging)
-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관류 영상 검사는 회생 가능한 허혈성 뇌조직을 반영하
는 허혈성 반음영 (penumbra)이 남아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임.
- 혈관 내 Mean Transit Time (MTT), Time To Peak (TTP), Cerebral Blood
Flow (CBF), Cerebral Blood Volume (CBV) 등의 혈류 흐름의 정보를 얻어 내고
이를 일반적으로 색깔 코딩을 하여 시각화 시킴.
- 관류 CT 검사의 원리는 조영제를 정맥 내 주입한 후 뇌 혈관에 조영제가 첫 통
과 (first pass) 할 때, 조영제의 밀도 (density)를 추적자 역동학 모델 (tracer
kinetic model) 에 근거하여 분석 함.
- 관류 MR 검사는 CT와 조영제가 다르고 (Gadolinium containing contrast versus
iodinated contrast media) 신호강도를 반영하기 위한 역동학적 모델이 다르지만, 기
본적으로 동맥, 미세 혈관, 정맥을 통과하는 조영제의 증감을 측정하고, 검사 후 프
로세스로 영상화 한 후 분석하여 파라미터를 코딩한다는 점에서 비슷함.
- 일반적으로 뇌경색 (infarct core)이 MTT가 길어지고, CBF와 CBV가 감소 모두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허혈성 반 음영 (penumbra)으로 대변되는 회생 가능한 뇌
조직은 MTT가 길어지고 CBF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CBV가 증가되는 것을 보고
판단함.

출처: Osborn’s brain. Imaing, Pathology, and Anatomy. Textbook. 1) CT 관
류 검사 (첫째 줄) CBF (좌), CBV (중), MTT (우). 2) MR 관류 검사 (둘째 줄)
CBF (좌), CBV (중), TTP (우).
라. 주요 영상 지표 (Imaging endpoint)
1) 뇌경색 위치 및 범위 (정성적 평가)
- 앞서 기술한 뇌경색의 영상학적 소견을 간단하게 구조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제시 된 방법이 ASPECTS(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 임: CT에
서 초기뇌경색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확산강조 MRI에도 적용되어
DWI-ASPECTS score로 불리우고 있음 (CT는 빠르고 용이하고, MRI는 정확함.)
- 시상(thalamus)와 기저 핵(basal ganglia)이 포함된 영상 그리고 기저 핵 바로 위
쪽의 두 컷의 영상에서 중 뇌혈관 영역을 10 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M1, M2,
M3, M4, M5, M6, caudate, lentiform nucleus, and internal capsule) 각각 1점씩을
부여한 후 비 정상 부위에서 감점하는 방식임. 따라서 정상인은 10점이고, 4점까지
점수가 떨어지면 큰 뇌경색(infarct core)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24 ASPECTS score 평가 관심영역

2) 뇌경색 부피 (정량적 측정)
- 확산강조MRI에서 고신호강도를 나타내는 영역만 영상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평가가 가능함. 단, 소프트웨어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 권장됨.
- 예를 들어 Image J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에서 개발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로서 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수정해서 활용가능 함.

그림 확산강조MRI에서 뇌경색 부피 측정 소프트웨어. 1) 병변의 고신호강도의 역치값을
이용하여 반자동으로 병변의 경계를 그린다(Semiautomatic region-of-interest
selection). 2) 필요시 반자동 병변경계를 수정한다(Manual adjustment of the stroke
lesion).

3) 뇌혈관 폐색부위
- CT혈관조영술(CTA) 및 MR혈관조영술(MRA) 이 모두 활용가능함.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쓰기 쉬운 기기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 혈관폐색위치 평가: CTA 및 MRA에서 모두 다음의 vascular territory를 평가할
수 있고 다발성 뇌경색이거나 범위가 큰 경우에는 복수의 territory가 가능함.
표 뇌경색의 혈관폐색위치에 이용되는 Vascular territory
□ ICA □ ACA □ MCA superior □ MCA inferior
□ Right
□ MCA subcortical □ PCA □ VA/BA/AICA/PICA
□ ICA □ ACA □ MCA superior □ MCA inferior
□ Left
□ MCA subcortical □ PCA □ VA/BA/AICA/PICA
4) 혈관재개통
- 치료 전후 CTA 또는 MRA 영상을 비교하여 혈관재개통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
는 지표임. 여러 criteria가 있어 각 임상시험에서 적합한 criteria를 그대로 또는 수
정하여 사용함. 예시로서 Modified treatment in cerebral ischemia(mTICI) criteria
가 있음.

표 뇌혈관재개통 평가를 위한 mTICI criteria
재개통 정도
평가 기준
No recanalization No perfusion
Partial
No recanalization < and <Complete recanalization
recanalization
Complete antegrade reperfusion of the previously
Complete
occluded target artery ischemic territory, with
recanalization
absence of visualized occlusion in all distal branches
출처: OO Zaidat et al..Recommendations on Angiographic Revascularization Grading

Standards for Acute Ischemic Stroke: A Consensus Statement. Stroke. 2013;44(9): 2650–
2663.

5) 뇌출혈 합병증 발생 및 범위 (정성적 평가)

- 비조영증강 CT와 T2*-GRE MRI 영상에서 평가 가능함. 비조영증강 CT보다는
T2*-GRE MRI 영상이 훨씬 민감하게 작은 병변도 검출함.
- CT는 접근성이 좋아 ECASS-II trial 등 대규모 글로벌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주
로 다음과 같은 criteria를 활용하여 hemorrhagic transformation을 평가하였음. 그
렇지만, MRI가 활용가능하면 T2*-GRE MRI에서도 동일한 criteria를 이용하여 평
가 가능함.
표 ECASS classification of hemorrhagic transformation
Type
Description
Representative Images
Hemorrhagic infarct Small petechiae along the
type 1 (HI-1)
margins of the infarct
More confluent petechiae
Hemorrhagic infarct within the infarcted area but
type 2 (HI-2)
without space-occupying
effect

Parenchymal
hematoma type 1
(PH-1)

Hematoma in ≤ 30 % of the
infarcted area with some
slight space-occupying effect.

Parenchymal
hematoma type 2
(PH-2)

Dense hematoma > 30 % of
the infarcted area with
substantial space-occupying
effect or as any hemorrhagic
lesion outside the infarcted
area.

출처: Berger et al. Hemorrhagic transformation of ischemic brain tissue: asymptomatic or

symptomatic? Stroke 2001:32:1330-1335; Hacke et al. Intravenous thrombolysis with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for acute hemispheric stroke (ECASS). JAMA
1995;274:1017-1025; Hacke et al.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of
thrombolytic therapy with intravenous alteplase in acute ischemic stroke (ECASS II).
Lancet 1998; 352: 1245-1251

6) 뇌출혈 부피 (정량적 측정)
- T2*경사자장MRI에서 저신호강도를 나타내는 영역만 영상프로세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함. 아직은 일부 임상시험 및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라는 제한점이 있음.
7) 급성 뇌졸중 환자의 영상 진단 진행
① 급성 뇌졸중 증상 발현 및 병원 내원
② 의사 진찰 및 뇌졸중 증상 의심
③ 비조영 컴퓨터 단층 촬영 (non-contrast brain CT) 시행
- 뇌출혈 여부 결정
④ 환자 적응증에 따라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입 (IV tPA)
⑤ 영상 검사 상황에 따라 CT 조영제 혹은 MR 조영제 동의서
⑥ 환자 상태와 영상 검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환자 뇌경색, 혈관, 및 관
류 상태 평가 영상 검사 시행
Œ 확산강조영상 (Diffusion-weighted image)

컴퓨터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 (CT angiography) 혹은 자기공명영상 혈관
조영술 (MR angiography)
Ž 컴퓨터 단층 촬영 관류 영상 (CT perfusion) 혹은 자기공명영상 관류 영상
(MR perfusion, Dynamics susceptibility contrast)
 기타 자기공명영상 (FLAIR, GRE)
⑦ 환자 적응증에 따라 동맥내 재개통술 시행 (Intraarterial thrombectomy or
aspiration or thrombolysis)
⑧ 치료후 경과 관찰을 위한 다양한 조합의 환자 뇌경색, 혈관, 및 관류 상태 평
가 영상 검사 시행
Œ 확산강조영상 (Diffusion-weighted image)
 컴퓨터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 (CT angiography) 혹은 자기공명영상 혈관
조영술 (MR angiography)
Ž 컴퓨터 단층 촬영 관류 영상 (CT perfusion) 혹은 자기공명영상 관류 영상
(MR perfusion, Dynamics susceptibility contrast)
 기타 자기공명영상 (FLAIR, GRE)


그림

급성 뇌졸중 환자의 영상 진단 순서도

3. 급성 뇌졸중 질환의 임상시험 영상의 글로벌 동향
가. 뇌경색 약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최신 글로벌 다기관 연구 고찰
1) A Randomized Trial of Tenecteplase versus Alteplase for Acute
Ischemic Stroke (NEJM 2012)
-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IV Tenecteplase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로서 환자
선정을 위해 CT angiography를 이용하여 혈관의 폐색 정도와 여부를 평가하였고
CT perfusion을 이용하여 뇌경색 병변 범위와 관류상태를 평가하였음.
- Primary outcome으로서 관류 영상을 통한 관류 상태 변화를 측정하였고
Secondary outcome으로서 뇌경색 부피 변화와 혈관 재개통 분석을 하였으며
Secondary imaging safety outcome으로서 뇌출혈 양 변화를 영상 검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 MR 검사로서는 GRE, FLAIR, DWI, PWI, MRA가 사용되었음. Imaging core
lab과 Independent image review system을 통한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량적 영상 분석을 위해서 Commercial software를 사용하였음.
2) MR RESCUE (NEJM 2013)
-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CT와 MR의 회생가능한 반음영을 이용하여 IV
tPA이후 동맥내 재개통술(Intraarterial thrombolysis)의 유효성을 평가하고자 한
연구임.
- CT와 MR 영상 바이오마커가 환자군 선정과 치료후 성공적 재개통의 평가에
이용되었음.
- 기저 영상(baseline)이 자동적으로 processing되어 환자군 배정이 되었음. Central
imaging laboratory에서 영상 품질 관리와 processing을 통해 최종적인 기저 영상
이미지 패턴을 결정하였음.
3) MR CLEAN (NEJM 2015)
- Primary·Secondary outcome인 임상지표 뿐만 아니라 CTA와 MRA(증상발생후
24시간)을 이용한 재개통 정도와 CT를 이용한 최종 뇌경색 부피 평가를 imaging
outcome으로 하였음.
- 전방순환동맥의 폐색(proximal intracranial occlusion in the anterior circulation
artery) 환자군의 선별을 위해 CTA, MRA, DSA가 사용되었음.
- Independent image review committee와 central imaging laboratory를 통해 영상

바이오마커를 분석하였음.
4) EXTEND-IA (NEJM 2015)
- Coprimary outcome으로서 임상지표와 더불어 CT perfusion상의 perfusion
변화를 사용하였음.
- 전방순환동맥의 폐색(intracranial occlusion in the anterior circulation artery)
환자군의 선별을 위해 CT angiography와 CT perfusion이 사용되었으며
Commercial software를 이용하여 영상의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였음
5) ESCAPE (NEJM 2015)
- 환자군 선별(small infarct core, proximal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
moderate-to-good collateral circulation)을 위해 noncontrast CT와 CT
angiography(multiphase)가 사용되었으며 early recanalization과 reperfusion이
Secondary outcome으로 사용되었음.
- Independent image review committee와 central imaging laboratory를 통해 영상
바이오마커를 분석하였음.
6) REVASCAT (NEJM 2015)
- 환자군 선별(proximal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을 위해 noncontrast
CT/DWI MR(Exclusion of large ischemic core)과 CT angiography가
사용되었으며 뇌경색 부피와 혈관 재개통(증상발생후 24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CT,
MRI, CTA, MRA가 secondary outcome으로 사용되었음.
- Safety outcome으로서 CT, MR로 확인된 symptomatic intracranial
hemorrhage(90 days)을 이용하였음.
7) SWIFT-PRIME (NEJM 2015)
- 환자군 선별(proximal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을 위해 noncontrast
CT/DWI/GRE MR(Exclusion of hemorrhage)과 CTA, MRA가 사용되었으며
치료후 관류 변화(증상발생후 27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CT, MR perfusion이
technical efficacy outcome으로 사용되었음.
- Independent image review committee와 central imaging laboratory를 통해 영상
바이오마커를 분석하였음.

8) DAWN (NEJM 2018)
환자군 선별(proximal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 infarct volume or
penumbra volume)을 위해 DWI/CT perfusion과 CTA, MRA가 사용되었으며
뇌경색 부피와 혈관 재개통(증상발생후 24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DWI MR, CT
perfusion과 CTA, MRA가 secondary outcome으로 사용되었음. Commercial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RAPID)를 사용하였음.
9) DEFUSE 3 (NEJM 2018)
환자군 선별(proximal intracranial arterial occlusion, mismatch between clinical
deficit and infarct volume)을 위해 MR PWI/DWI, CT perfusion과 CTA, MRA가
사용되었으며 뇌경색 부피, 관류 변화, 혈관 재개통(증상발생후 24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DWI MR, MR/CT perfusion과 CTA, MRA가 imaging outcome으로
사용되었음. Commercial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RAPID)를 사용하였으며
Independent image review committee와 central imaging laboratory를 통해 영상
바이오마커를 분석하였음.
표. 최근의 임상시험의 요약 및 의의
임상시험명
요약 및 의의
(논문명 출판년도)
2013년 급성 뇌졸중 환자의 동맥내 재개통 치료의
유효성 평가 연구에서 동맥내 재개통 치료가 효과가
MR CLEAN, SCAPE, 없음이 발표된 후, 동맥내 재개통 치료가 유효할
EXTEND-IA, SWIFT 것으로 생각되었던 환자군을 상대로 대규모
PRIME, and
임상시험을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영상바이오마커를
REVASCAT (NEJM
이용하여 적절한 환자를 선정할 경우에 동맥내
2015)
재개통 치료가 유효함을 증명하였음. 급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영상바이오마커의 유용성을 증명하였음
검사를 중심으로 동맥 내 재개통술에
DAWN and DEFUSE-3 영상의학적
적합한 뇌졸중 환자를 선택한다면 6시간 이후에도
(NEJM 2018)
동맥 내 재개통술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음

나. 2018년 미국 뇌졸중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American Stroke Association, AHA/ASA) 뇌영상
가이드라인 (2018 Guidelines for the Early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1) 2018년 미국 뇌졸중 협회 뇌영상 가이드라인 요약
뇌 영상 가이드라인
1. 허혈성 뇌 경색이 의심돼 내원한 모든 환자는
도착과 동시에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 조영 증강 CT(noncontrast CT)가
초기 치료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또는 동맥 내
재개통술(mechanical thrombectomy)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의 적어도 50%가 응급실 내원 후 20분안에
뇌 영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의 치료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성 CT 저음영(acute CT
hypoattenuation)의 정도와 크기에 대한 특정한
역치값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따라서
급성 초기 허혈성 저음영을 제외하면 정맥 내 혈전
용해술 치료 대상인 환자에 대해서 급성 초기 허혈성
저음영(CT hypoattenuation or early ischemic
change)의 정도와 크기를 치료를 유보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4. CT 동맥 고음영 소견 (CT hyperdense MCA
sign)을 제외하면 치료 대상인 환자에 대해서 CT
동맥 고음영 소견을 정맥 내 혈전 용해술 (IV
alteplase) 치료를 유보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5.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 전에 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례적인 MR(routine MR)은
권고되지 않는다.
6. 증상발생시점이 불명확하거나 기상시 발견된
뇌졸중(awoke with stroke) 환자에서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 결정을 위해 뇌영상의
기준(imaging criteria)을 적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외에는 권고되지 않는다
7. 관류 영상을 포함한 다중기법의 CT,
MR(multimodal CT and MR) 검사로 인해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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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맥 내 재개통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초기 영상학적 검사 중 비 침습적 혈관 조영술(CTA
및 MRA)이 권장되지만,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의료 그룹(professional medical societies)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정맥 내 혈전 용해술 (IV
alteplase)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서 초기
영상학적 검사 중에 비 침습적 혈관 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 검사 전에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리고 비 침습적 혈관 조영술은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9. 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인 환자에서 큰 뇌혈관
폐색(large vessel occlusion)이 의심된다면 혈중
크레아티닌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이전에 신장
기능 장애의 기왕력이 없다면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0. 동맥 내 재개통술의 잠재적 후보 환자들에서 뇌
혈관뿐 아니라 두개 외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과 척추동맥에 대한 영상 검사는 치료 환자
선별과 계획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다.
11. CT 그리고 CTA, 또는 MR 그리고 MRA 검사 외
관류영상과 같은 추가적인 영상은 6시간 이내
환자에서는 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로 권고되지 않는다.
12. 증상 발생 추정 시점부터 6시간부터 24시간
사이의 환자가 전방 순환의 큰 뇌혈관 폐색이
확인되었다면 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류 CT, 확산 강조 MR, 혹은 관류 MR 검사를
추천한다. 하지만 동맥 내 재개통술을 위한 환자
선정은 DAWN 과 DEFUSE-3 임상 시험에서 동맥
내 재개통술이 이득을 보였던 뇌 영상을 포함한 기준
범위 내에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13. 동맥 내 재개통술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측부
순환 상태를 임상적 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I*

A **

2015
권고안으로부
터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됨.

IIa† B-NR‡‡ 새 권고 사항
IIa†

C-EO¶¶ 새 권고 사항

III:
No § B-R†† 새 권고 사항
Benefit
I*
IIb‡

A **

새 권고 사항

C-LD§§

2015
권고안으로부
터 개정됨

약자: COR,; CT, Computed Tomography; CTA, CT angiography; CTP, CT perfusion;
DW, diffusion-weighted; EVT, endovascular treatment; LOE; MCA, middle cranial

arter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P, MRI perfusion
참조: Class I (Strong recommendation), Benefit >>> Risk; † Class IIa (Moderate
recommendation), Benefit >> Risk; ‡ Class IIb (Weak recommendation), Benefit ≥
Risk; §Class III: No Benefit (Moderate recommendation), Benefit = Risk; ¶ Class III:
Harm (Moderate recommendation), Benefit = Risk.
Level A, high quality

evidence;

††

Level B-R, Moderated

quality

evidence,

randomized; ‡‡ Level B-NR, Moderated quality evidence, nonrandomized; §§ Level
C-LD, Limited data; ¶ ¶ Level C-EO, consensus of expert opinion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2) 2018년 미국 뇌졸중 협회 뇌영상 가이드라인상의 영상바이오마커
- 비조영증강 컴퓨터단층촬영(noncontrast CT): 뇌경색 의심환자의 최초의 필수
검사이며 뇌출혈 여부를 판단하여 정맥내 혈전용해술(IV alteplase) 적응증 판단의
핵심 검사임.
-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CT angiography)와 자기공명영상 혈관조영술(MR
angiography): 동맥 내 재개통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 초기 영상학적
검사 중 권장
- 관류 컴퓨터단층촬영(perfusion CT)와 관류 자기공명영상(perfusion MR): 동맥
내 재개통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의 관류 상태 평가 및 회생 가능한 허혈성
반음영 예측을 위해 이용되나 6시간 이내 환자에서는 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로 권고되지 않으나 증상 발생 추정 시점부터 6시간부터 24시간
사이의 환자가 전방 순환의 큰 뇌혈관 폐색이 확인되었다면 동맥 내 재개통술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류 CT, 확산 강조 MR, 혹은 관류 MR 검사를 추천
-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Diffusion-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DWI):
뇌경색 범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영상 검사이나 이 검사로 인해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를 지연시켜서는 안됨
- 경사자장에코영상(Gradient echo, GRE): 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을
검출하는 가장 민감한 영상 검사이나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 전에
뇌 미세출혈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례적인 MR(routine MR)은
권고되지 않음.
- 액체 감쇄 역전회복 자기공명영상(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nvery,
FLAIR): 급성 뇌경색 변화 및 만성적 뇌허혈 병변, 측부 순환의 검출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 검사로 인해 정맥 내 혈전 용해술(IV alteplase) 치료를
지연시켜서는 안됨.

다.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영상촬영 표준화
1) 임상시험특화 표준화(Trial-specific standardization)
- 영상의 품질 및 측정결과는 영상 장비 및 촬영프로토콜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는
임상시험 결과의 변이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소로 작용한함. 따라서, 임
상시험 내내 일정한 영상 장비 및 촬영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각 참여기관의 영상 장비와 영상촬영 프로토콜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특정 임상시험 내에서는 표준화를 시켜야 함. 이를 임상
시험 특이 표준화(Trial-specific standardization)이라고 함.
- 이러한 영상표준화는 재현성 있는 영상촬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간 내내
관리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각 기관별로 사용 장비, 장비모델, 소프트웨어 버전을
문서화하여 최초 결정된 Parameter가 과제 종료 지점까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하며, 변동 사항 발생할 시 관련 사항을 필히 기록하고 표준화된 영상촬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2) 영상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영상의 품질 및 측정결과는 영상 장비 및 촬영프로토콜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는
임상시험 결과의 변이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저하하는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임상
시험 내내 일정한 영상 장비 및 촬영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각 참여기관의 영상 장비와 영상촬영 프로토콜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적어도 특정 임상시험 내에서는 표준화를 시켜야 함. 이를 임상
시험 특이 표준화(Trial-specific standardization)이라고 함.
- 이러한 영상표준화는 재현성 있는 영상촬영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간 내내
관리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각 기관별로 사용 장비, 장비모델, 소프트웨어 버전을
문서화하여 최초 결정된 Parameter가 과제 종료 지점까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
록 하며, 변동 사항 발생할 시 관련 사항을 필히 기록하고 표준화된 영상촬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 미국 식의약품국(US-FDA)이 2018년 4월 발표한 “Clinical Trial Imaging
Endpoints Process Standards” 에 임상시험 내 각 참여기관 간의 영상촬영 및 분석
방법 표준화의 중요성과 항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Quantitative Imaging Biomarkers Alliance(QIBA)는 영상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현재는 미국과 타국가 내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정량화 영상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범국가 차원의 영상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영상지
표를 산출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표준프로토콜을 제시해서 연구자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NIST)는 표준화된 영상 측정결
과값의 오차범위를 파악하고 영상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Phantom'을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여러 영상지표의 정확하고 정량적인 측정을 가능
하게 해주었음.
-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및 산하기구인 National Cancer
Institute(NCI)에서도 실제로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영상표준화를 위해
QIBA 및 NIST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정확
하고 일관성 있고 재현성 높은 이미지의 생성, 질병 상태 파악 및 치료의 유효성
검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3) 급성 뇌졸중 임상시험의 영상표준화
- 영상표준화는 상기 기술된 imaging endpoint가 일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급성 뇌졸중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주요 영상지표(Imaging endpoint)는 표2에 정
리되어 있음.
표 8 영상표준화가 필요한 주요 영상지표
영상의 목적
뇌경색 위치 및 범위

주요 영상지표
ASPECTS (Alberta Stroke

영상종류
비조영CT

평가 (정성적 평가)
뇌경색 용적 측정

Program Early CT Score)

확산강조 MRI (DWI)

DWI volumetry

확산강조 MRI (DWI)

(정량적 평가)
뇌출혈 발생 및 범위
평가 (정성적 평가)
뇌출혈 용적 측정
(정량적 평가)
뇌혈관폐색 (정성적
평가)

비조영CT
ECASS classification

GRE volumetry

T2*경사자장 MRI
(T2*-GRE)
T2*경사자장 MRI

Vascular territory

(T2*-GRE)
CT 혈관조영술

mTICI

MR 혈관조영술

II. 치매
1. 치매 질환의 개요
가. 치매 질환의 정의, 원인 및 분류
1) 치매의 정의
- 치매의 의학적 정의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 관계 질환 등에 의해 기억력, 언
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등의 인지기능저하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지
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일컬음.
- 치매는 일종의 증상을 일컫는 질환군이고 다양하게 분류 됨
- 정상 노화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함.

2) 치매의 원인과 분류
- 치매는 임상증상과 병변 부위에 따라 원인과 분류가 다양함
표. 치매의 원인과 분류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
루이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퇴행 (픽병 Picks disease)
헌팅던 병
혈관성 치매
다발 경색 치매
피질하 혈관성 치매 (빈스방거병Binswanger’ disease)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피질하 경색과 백질뇌병증을 동반하는 뇌 보통염색체 우성 동맥병증
(cerebral autosomal dominant arteriopathy with subcortical infarction and
leukoencephalopathy)
감염성 치매
HIV/AIDS 치매
진행성 다초점백질 뇌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경매독 neurosyphilis
라임병 lyme disease
독성 치매

알코올 치매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 Wernicke-Korsakoff syndrome)
중금속 장기중독
외상성 치매
기타
수두증, 정상압 수두증
만성 경막하혈종
신생물 (종양) neoplasm
출처: 신경영상의학. 개정판.

나. 치매의 증상
1) 기억장애
- 매일 사용했던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기가 힘듬.
-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같은 질문을 반복 함.
-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려 다시 함.
-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 찾아 헤맴.
2) 언어장애
-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물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음.
- 같은 문장을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 심한 경우에는 이야기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함.
- 말귀를 잘 못알아 들음.
3) 시·공간능력저하 (방향감각상실)
- 방향감각이 떨어져서 길을 잃거나 자주 가던 곳도 가지 못하고 헤맴.
4) 계산능력 저하
- 계이전에 잘하던 사람도 돈 관리를 못하게 됨.
- 시장에 가서 거스름돈을 받아오는데 실수가 생김.
5) 성격 및 감정의 변화
-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외출하기를 싫어 하고 집안에만 있으려고 함.
- 평소에는 엄격하던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워짐.
- 의욕적으로 하던 일이 귀찮아 짐.

- 어린아이 같이 생각이 단순해짐.
-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세수나 목욕 등의 개인위생도 게을리하게 됨.
6) 이상행동
- '누군가 자기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남이 나를
해치려한다.' 는 등의 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함.
-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거나 장롱이나 서랍에 있는 모든 옷을 꺼내서 다개어서
다시 넣었다가 또 꺼내서 정리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이유없이 바깥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함.

다. 치매의 위험인자
표. 치매의 위험인자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

위험 인자

나이 (Age)
성 (Sex)
유전적 원인 (Genetic factor): 다운증후군, amyloid
precusor protein (APP), presenilin 1 (PS1), presenilin
2(PS2) , 아포지단백E ε4 대립유전자(apolipoproteinE ε4
allele

입증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

알코올 섭취
흡연
비만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혈증
두부손상
우울증
갑상선 기능이상 및 치매와 관련된 대사질환
매독
비타민 B12 및 엽산 결핍

라. 치매의 치료

- 여러 가지 질환 중 퇴행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치료가 가능하거나 조기에 발견
하면 더이상의 진행을 막을수 있는 치매가 많음.
- 수두증 (뇌에 물이 차는 병), 양성 뇌종양, 갑상샘 질환, 신경계 감염, 비타민 부
족증 등에 의한 치매는 전체 치매의 10~15%를 차지하며 완치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혈관성치매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뇌혈관의 동맥경
화증을 일으켜서 생기거나 이러한 병으로 인해 뇌졸중을 반복해서 앓게 되어 생
기기므로 원인 질병을 치료하고 뇌졸중의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막을 수 있으며
초기에 이러한 치매를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예방이 가능 함.
- 퇴행성 질환의 경우는 완치가 어려우나, 조기 발견과 퇴행의 진행을 늦추고 인지
기능 개선과 생활능력의 연장이 가능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
- 약물 외에 비약물 치료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예상되는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로 문제행동을 치료 함.
- 가족, 사회, 국가로부터 적절한지지, 복지, 예방적 도움을 받음.

마. 치매의 유병률
- 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의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전세계적
으로 4천 4백만명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며, 이 수치는 2050년에
는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치매 질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이며 입원 환자 중 진
료비가 가장 높으며, 가장 많은 치료 약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이 알츠
하이머 치매임.
- 치매는 제 7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서,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중 중요 질환으로 분류 됨.
-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발병률 및 유병률 및 진료비 현황을 고려한 사회·경제
적 비용과 중요도가 매우 높은 퇴행성 질환임.
그림. 2016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p.10:

참조: 2015년 기준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그외 다른 유형의 치매는 각

각 71.5%, 16.8%, 11.8%로 약 4명중 3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임.
그림 2016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지역별 치매현황 p.7:

참조: 65세이상 치매환자수는 2015년 64만 8223명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의
9.8%로 추정함.

그림: 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 2011.1.31 p.6-7:

참조: 2002년 대비 노인성 질환별 진료실인원 증가비 (위:전체, 아래: 65세 이상)
그림.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 지표 p.13:

참조: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조 3,546
억원)

2. 치매 질환의 영상 진단 및 최신 영상 진단
가. 치매에서 활용되는 영상 바이오 마커
1) 구조적 뇌영상검사 (Structural Imaging)
- 치매에서 구조적 뇌영상 검사를 시행 하는 목적은 첫째,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대뇌병소를 감별하고, 둘째, 치매의 직접적 원인질환의 감별을 위해서임.
- 특히, 우리나라의 유병율이 높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또는 전두측두 치매
를 감별하는데 도움을 줌.
- 따라서,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초기에 평가할 때 구조적 뇌영상을 실시하는 것
이 추천 됨.
가) 전산화단층촬영 (CT)
- 육안적 뇌 위축을 볼 수 있고 그 외, 종양, 혈종, 수두증 등의 치료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됨.
나) 자기공명영상 (MRI)
- MRI는 CT보다 민감도가 높은 검사로 치매진단의 특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됨.
- 특히, 해마위축은 알츠하이머병 진행과정의 초기 특정 표지자 (specific marker)
로 MRI로 평가할 수 있는, 해마용적 (hippocampal volume)은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임상적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혈관성 치매의 진단에 필수적이고 동반된 백질 변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 특히 3-Tesla MRI가 보급되면서 3D T1-weighted imaging(T1WI)을 이용한 구
조적 MRI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짐
2) 기능적 뇌영상검사 (Functional imaging)
- 국소 대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과 국소 대뇌 대사량을 측정하는 양 전자방출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등의 기능적 뇌영상은 치매가 의심되
는 환자에게 구조적 뇌영상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감별진단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능적 영상 중 SPECT와 PET는 임상 적, 구조적 영상검사를 통한 평가 후에도

진단이 불확실한 환자들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음.
- 여러가지 새로운 리간드(ligand) 개발에 의한 핵의학 검사의 발전도 중요한 이슈
임.
가)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 알츠하이머병을 혈관성 치매나 루이체 치매 그리고 전두 측두 치매 등과 감별하
는데 SPECT가 유용함.
- HMPAO SPECT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측두 치매의 진단이
불확실할 때 이들을 감별하는데 사용됨.
- FP-CIT SPECT는 루이체 치매가 의심이 될 경우 진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용
됨.
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 [18F]Fluoro-2-deoxy-D-Glucose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 PET) 은 알츠
하이머병에서 혈류 량과 당대사량의 감소로 치매 증상의 심한 정도와 대사 저 하
정도간에 상관 관계를 보이므로 도움이 됨.
- 기능적 뇌영상 소견은 두 정엽(parietal lobe)과 측두엽(temporal lobe) 영역의 혈
류 량과 당대사량의 감소다. 치매 증상의 심한 정도와 대사 저 하 정도간에 상관
관계를 보인다.
- 그 외 분자영상학적으로 뇌조직에서 amyloid beta(Aß) 침착을 밝혀내는 새로운
PET영상이 개발되어 진행경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대표적인 예로
THK-5351, AV-1451 등의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그림. 정상,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의 MRI 와 PET 영상

출처:Atrophy and clinical stage of AD (Jack CR, et al. Radiology 2012;263:344-361.
그림.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용한 분자영상학적 PET 영상

출처: Scho¨ ll et al. Neuron. 2016(좌), La Point et al. NeuroImage 157 (2017)(우)

3) 대표적 치매인 알츠하이머에서 활용되는 영상 바이오 마커
- 알츠하이머는 amyloid beta(Aß)의 축적에 따른 순차적 퇴행성 변화로 보고 있음.
- Amyloid burden을 정량화하기 위해 amyloid PET 으로 Aß를 측정함.
- Neuronal injury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MRI 에서 hippocampal atrophy 등의
불균형적 atrophy를 평가하거나 18F-FDG PET을 이용해 temporo-pariteral cortex
의 uptake이 떨어짐을 평가하고 CSF tau protein을 측정하기도 함.
- 바이오이미징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임.
그림 28. Dynamic biomarker of the Alzheimer's pathological cascade

출처: Jack CR, et al. Lancet Neurology 2010;9:119-28.
그림. Biomarkers for the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출처: Frisoni GB, et al. Lancet Neurology 2017;16:661-76

4) 그 외 영상 바이오 마커
- MRI의 발전으로 여러가지 advanced techniques, 예를 들면 resting state/task
based을 이용한 functional MR, diffusion tensor imaging (DTI), MR spectroscopy
(MRS)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영상 바이오마커로 임상시험에 폭넓게 사용되
지는 않고 있음.
- 그나마 많이 연구된 영상 바이오마커가 DTI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cell
membrane의 pathologic disruption이 생기면 water molecules의 diffusion이 일어나
고 mean diffusivity가 증가하게 됨. 반면에 fractional anisotropy는 tract integrity
의 소실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게 됨 (Radiology 2012;263:344-361).
- DTI 측정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음 (Neurology 2005;64:902-904). Axial diffusivity와
mean diffusivity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변화를 예측하는데 가장 민감한 검사로
알려져 있음 (J Alzheimers Dis 2015;45:1089-1096).
- MRS에서는 neuron의 loss에 의한 N-acetylaspartate(NAA) 감소가 특징적이고
myo-Inositol은 증가함.
- Task based functional MRI는 치매 환자에서 task activation이 감소한 것이 보
고됨. Resting state functional MRI는 blood oxygen level-dependent(BOLD)에서
coincident intrinsic temporal fluctuations을 발견하는 것으로 협조가 안되는 환자에
게 큰 장점이 있음.
- 여러 연구에서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task-negative (default mode) networks에서 connectivity가 감소하고 task-positive
networks에서 connectivity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됨.

3. 치매 질환의 임상시험 영상의 글로벌 동향
가. ADNI (Alzheimer Disease Neuroimaging Initiative)
그림. 알츠하이머 치매의 바이오이미징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세계적인 코호트 연
구 발족 (ADNI)

- ADNI는 임상정보, 영상, 유전, 생화학적 생체 표지자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치
매를 조기 발견하고 추적하기 위해 설립된 다학제간 연구 네트워크임.
- 2004년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등 으로부터 후
원받아 시작되었으며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400명,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200
명, 노인 대조군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ADNI-1이 시작되었음. 현재는 ADNI-1,
ADNI-GO, ADNI-2 를 이어 2016년 9월부터 ADNI-3이 진행되고 있음.

- ADNI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새로운 다학제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고 있음.
- 최근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딥러닝 (deep learn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체지표
와 영상 유전적 정보를 통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하고 조기 예측하는 것
임. 예를 들어 MRI를 이용한 뇌 위축 정도의 변화와 뇌척수액에서 β-amyloid,
tau 단백질량의 변화를 통해 정확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가능해졌음
(Alzheimers Dement 2017;13:e1-e85). 또한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RI 영상만으로도 95%의 정확도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이 가능함
(Neuroscience 2015;305:361-371). 이 연구를 위해서 임상신경과학, 영상의학, 인공
지능, 유전체연구, 프로테오믹스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연구팀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ADNI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었음.
- ADNI 연구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고위험 군이지만 아직은 인지장애가 없는 환
자들을 어떻게 임상시험에 포함시킬지가 중요하고 (subject selection) 또한 치료
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함 (outcome measures).
- ADNI 연구들은 amyloid beta(Aß) positive, small hippocampal volume, APOE
e4 allele가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음. 따라서
이 세가지가 환자군 선정(subject selection)에 많이 쓰임.

나. GAAIN (Global Alzheimer’s Association Interactive Network)
- GAAIN 사례를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임상, 유전체, 프로테오믹스, 영상데이터
들을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고 미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어떻
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과 필요 기술을 알 수 있음.
- World-Wide ADNI(WW-ADNI)에서는 2010년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대한
11건의 제약업계 후원 임상시험에 참여한 4000명 환자의 임상시험데이터를 중앙
수집한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함 (Alzheimer Dis Assoc Disord
2016;30:160-168).
- 이 사례는 실제 임상시험에서 설정된 명확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 수집 시점, 수집 방법, 인프라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에 기획
하고, 강제력과 인센티브 하에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음
(Alzheimers Dement 2016;12:49-54).
-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 해외의 GAAIN 및 ADNI의 사례를 분석해볼때, 다학제 뇌
연구를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 뿐 아니라 데이터를 표준
화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GAAIN의 경우 공통데이터모델을 통
해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 ADNI는 뇌영상 바이오마커의 측정 및 분석
체계 표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ADNI가 표준화한 MRI와 PET 촬영
과 분석 프로토콜은 WW-ADNI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다. NeuroQuant
- 3D T1-weighted imaging를 대표로 하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에 중요한 진단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음.
- 이는 구조적 뇌영상검사가 뇌피질 위축과 vascular pathology의 특정 패턴에 따
라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닌 다른 치매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임. 또한 hippocampus와 entorhinal cortex와 같은 위험부위에
preclinical 혹은 예후적인 조직 손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시각적 평가에 더해 뇌피질 위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대
두되고 있고, NeuroQuant는 FDA 승인을 받은 software로 automatic volumetry
가 가능함.
- 최근 시행되는 임상시험에 PET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뇌영상 영상 바이오마
커라고 할 수 있음.
- Whole-brain의 volumetry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hippocampal volume도 이용
되고 있음.
그림: NeuroQuant를 이용한 volumetry

라. 영상 바이오마커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Strategic roadmap for an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based
on biomarkers (Lancet Neurology 2017): 2017년 Lancet Neurology에 실린
systematic review 논문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을 위해 다섯단계의 framework을 제시함.

-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시험에서는 structural MRI와 amyloid PET이 대부분 쓰이
고 있고 임상시험의 중요한 secondary outcome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MRI 혹은 PET의 프로토콜이나 리간드 등은 표준화되지 않음.
- Analytic validity(phase 1, preclinical exploratory studies)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
나 clinical validity(phase 2, clinical assay development for Alzheimer's disease
pathology; phase 3, retrospective studies of longitudinal data available in
repositories)와 clinical utility(phase 4, prospective diagnostic accuracy studies;
phase 5, disease burden reduction studies)는 아직 불완전함.
- 따라서 합리적인 영상기기간의 일치성과 표준화, 그리고 신뢰도가 확보가 중요하
며 따라서 영상 바이오마커의 표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그림 35. Five-phase framework to develop biomarkers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Frisoni GB, et al. Lancet Neurology 2017;16:661-76).

그림 36. Research priorities to complete biomarker validation (Frisoni GB, et al.
Lancet Neurology 2017;16: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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