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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weighted MRI Lesion Patterns in Large Artery 

Atherosclerotic Disease with Microembolic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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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icroembolic signals (MES) are associated with the pathogenic mechanism of ischemic stroke with 

large-artery atherosclerotic diseas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S on a transcranial Doppler ultra-

sonography (TCD) and lesion patterns on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DWI) in acute ischemic strokes 

associated with atherosclerotic diseases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MCA) and internal carotid artery (ICA).

Methods: A total of 405 consecutive patients were monitored for MES within 48 hours of symptom onset. Patients 

with MES and DWI lesions in the territory of the MCA or ICA and corresponding MCA/ICA stenosis or occlusion 

on MR angiography (MRA) were included. MCA velocities and lesion patterns on DWI were compared.

Results: MES were detected in 25 patients (MCA: 13, ICA: 12). The mean number of MES during 30 minutes of 

monitoring was 14.2±17.3 (range: 1-64, MCA: 13.9±13.6, ICA: 14.5±21.6, p-value=0.098). The mean flow velocity in 

the ipsilateral MCA in patients with MCA disease was higher than in patients with ICA disease (129.9±74.4 cm/s 

vs 61.1±28.2 cm/s, p=0.006). The frequency of multiple lesions on DWI was higher inpatients with ICA disease 

than in those with MCA disease (46.1% vs 100%, p=0.003).

Conclusions: Multiple lesions on DWI were more frequent in ICA disease with MES than in MCA disease. 

Artery-to-artery embolism may be a more important stroke mechanism in acute ischemic stroke with ICA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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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개외 동맥의 폐쇄성 질환이 서양인에게 흔히 발병하는 허

혈성 뇌졸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동양인은 중대뇌동

맥(middle cerebral artery; MCA) 등 두개 내 동맥의 폐쇄성 

질환의 빈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1,2 내경동맥(internal 

carotid artery; ICA)과 MCA의 폐쇄성 질환은 급성 허혈성 뇌

졸중의 중요한 원인들이며3,4 제시되는 기전은 동맥 내 혈전형

성으로 인한 협착이나, 동맥 대 동맥 색전(artery-to-artery 

embolism), 혈류역학적 원인, 분지 기시부의 폐색, 혹은 이러

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나 임상적으로 정확한 기

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5-7

경두개 초음파는 초음파가 주사된 동맥 내로 색전이 지나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 방법으로, 과거 보고들

에 따르면 경두개 초음파로 확인된 미세 색전 신호(micro-

embolic signal; MES)는 주로 섬유소(fibrin)와 혈소판의 응집

체(aggregates)로 알려져 있다.8,9 미세 색전은 급성 허혈성 뇌

졸중에서 증후성 MCA 협착이 있는 경우 종종 관찰된다.10,11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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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in the MCA and ICA disease groups

MCA (n=13) ICA (n=12) p-value
Age, mean±SD, yrs 57.6±12.5 62.3±7.8 0.095
Men 9 (69.2) 10 (83.3) 0.419
Hypertension 7 (53.8)  7 (58.3) 0.825
Diabetes 3 (23.1)  5 (41.7) 0.329
Smoking 7 (53.8)  8 (66.6) 0.522
Hypercholesterolemia 3 (23.1)  4 (33.3) 0.576
Hemoglobin (g/dL)  14.7±1.4 13.5±2.5 0.028a

Hematocrit (%)  43.8±4.3 40.2±6.9 0.092
Fibrinogen (mg/dL)  289.0±62.1  334.3±174.2 0.185
Systolic BP (mmHg)  137.4±11.3 154.9±23.1 0.007a

Diastolic BP (mmHg) 78.38±7.7  79.0±10.8 0.479
MRI time (mean±SD, hrs)  13.8±6.9 18.0±7.5 0.866
TCD time (mean±SD, hrs)   30.4±11.1  30.4±13.1 0.687
TIA  2 (15.4)  2 (16.7) 0.923
Anticoagulation Tx. 12 (92.3) 12 (100) 0.954
Antiplatelet agent  7 (53.8)  4 (33.3) 0.312
Dual antiplatelet Tx.  3 (23.1)  2 (16.7) 0.695
Values in parentheses are percentages. ap-value<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Figure 1. Patient screening and enrollment.

색전은 향후 뇌경색 발생의 독립적 예측 인자이며 발견된 미세 

색전의 숫자는 뇌경색의 재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한편 큰 동맥 질환(large artery atherosclerotic 

disease: LAD)에서 확산강조영상(diffusion-weighted image)

의 뇌경색 병변 유형을 분석하여 뇌경색의 발생 기전을 확인하

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으며 색전성 경색과 혈전성 경색에 있어

서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13 급성 뇌경색에서 미세 

색전을 보이는 LAD 환자들이 미세 색전이 없는 환자들보다 

확산강조영상에서 무증상의 다발성 병변들이 더욱 많이 관찰

된다.14

MCA의 동맥경화성 질환과 미세 색전에 관한 보고에서 MCA

의 유의한 협착이 있는 경우 급성 뇌경색에서 관찰되는 확산강

조영상의 병변 개수와 미세 색전의 발생수는 연관성이 있으며,11 

경동맥 협착에서 보이는 무증상 미세 색전의 숫자가 향후 동측 

뇌경색의 발생에 대한 예측 인자임이 보고되었다.15 그러나 

LAD에서 MCA질환과 ICA질환에서 미세 색전이 나타나는 경

우, 확산강조영상을 서로 비교하여 뇌경색의 기전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MCA 병변 혹은 ICA 병변과 관련된 급성 뇌경

색 환자에서 동측 MCA에서 미세 색전이 관찰되는 경우, 미세 

색전이 뇌경색의 발생 기전으로 중요한가를 파악하고자 확산 

강조영상의 병변 유형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2003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 입

원한 급성 뇌경색 환자 중 확산강조영상에서 MCA 영역의 뇌경

색을 보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 24시간 이내 증상이 발현한 40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두개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 색전 모니터를 30분간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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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인성 뇌경색 배제를 위해 모든 환자들은 심장초음파 검사

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405명의 환자 중 미세 색

전이 검출된 환자는 110명이었으며 나머지 295명의 환자들은 

뇌자기 공명영상 시행 시간 혹은 경두개 초음파 검사 시간이 증

상 발현 후 48시간을 경과하였거나 측두창의 불량으로 MCA의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거나 미세 색전이 검출되지 않았다. 

110명의 환자들은 모두 뇌 자기공명영상과 뇌 자기공명혈관

촬영 및 경두개 초음파 검사가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 실시

되었다. 환자의 증상이 뇌 자기공명혈관영상에서 폐쇄성 병변

이 있는 부위에 부합되고 혈관 병변에 부합되는 확산강조영상

의 병변이 확인되었을 때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미세 색전이 

검출된 110명의 환자 중 심인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심방세

동, 기계 판막 치환 수술을 받은 경우, 심내막염, 최근 3개월 내 

심근경색의 병력, 난원공 개존증), 일과성 뇌허혈이면서 확산강

조영상에서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악성 종양이 있거나 혈액 

응고 질환이 있는 경우, 혈전용해술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은 (1) 환자의 성별, 나이 

(2) 증상이 있는 반대측 MCA에서 검출된 미세 색전의 숫자 (3) 

뇌경색의 위험 인자 (4) 혈액학적 지표 (5) 경두개 초음파 검사

시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 (6) 증상 발현 후 경두개 초음파 검사 

혹은 뇌 자기공명영상까지 경과 시간 (7) 경두개 초음파 검사 

시점에서 항응고제 혹은 항혈소판제제 투여 여부 등을 조사하

였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뇌경색 발생 이후 90일간 일과성 

뇌허혈 혹은 뇌경색의 재발여부를 추적 관찰하였으며 혈관성

형술 및 스텐트 삽입과 경동맥 내막절제술 시행 여부를 조사

하였다.

2. 경두개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 색전 검사

TCD는 1명의 검사자가 독립적으로 검사하였고, TC 8080 

(Pioneer TC 8080; Nicolet Vascular, Madison, WI) 기종을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는 증상 발생 4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

였고, 그 평균은 31.9±11.9시간(1.0~47.0시간)이었다. MCA

의 혈류는 양측 측두창을 통해 2 MHz의 탐촉자(probe)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협착 부위 또는 원위부에 따라 40~60 mm 

깊이에서 30분 동안 Marc 500 TCD probe fixation head- 

frame으로 고정하여 검사하였다. 미세 색전 신호의 정의는 짧

은 기간과 높은 신호 강도를 보이는 특징적인 모양과 소리를 갖

는 신호음으로 배경 신호에 비하여 5 dB 이상의 신호 강도 증가

를 보이는 것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포착한 것을 다시 검사자가 

확인하였다.16,17

3. 뇌자기공명영상 및 뇌자기공명혈관조영술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 image and MR angiography)

은 1.5-T unit (GE Medical System) 기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확산강조 영상은 b-value를 0과 1,000 s/mm2

을 가진 20구역으로 영상을 얻었다.

모든 환자에서 증상 발생 48시간 내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평균은 15.8±7.4시간(2.0~25.5시간)이었다. 확산강조영상

에서 관찰되는 MCA 영역의 뇌경색을 단발성과 다발성 병변으로 

구분하였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 피질 뇌경색(cortical infarc-

tion; CI), 피질하 뇌경색(perforating artery infarction; 

PAI), 경계부 뇌경색(borderzone infarction; BI)으로 분류

하였다.11

뇌자기공명혈관촬영에서 동맥 협착의 정도는 NASCET 기준

에 따라 경도 혹은 중등도 협착(50-75%), 심한 협착(75% <), 

폐색(100%)으로 구분하였다.18 협착의 부위는 MCA는 M1 중앙

을 기준으로 근위부, 원위부로 나누었고 ICA는 협착 부위가 두

개 내외 여부에 따라 원위부 혹은 근위부로 정의하였다. 두 명의 

신경과 의사가 확산강조영상의 뇌경색 유형과 혈관 협착 정도

에 대해 각각 판정하였으며 카파 값은 각각 0.769, 0.769였다. 

4.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MCA 폐쇄질환과 ICA 폐쇄군의 임상적인 특징과 MCA 혈류 속

도 비교를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고, 각 군의, 

동맥 협착 정도 및 DWI상 병변의 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Pearson χ2-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p-value<0.05로 

정하였다.

결  과

1. 임상 소견

경두개초음파에서 미세 색전 검사를 실시한 405명의 환자 중 

110명(27%)에서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 미세 색전이 확인되었

다. 이 중 85명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 대상은 심

방세동이 23명, 다른 심인성 색전 유발질환을 가진 환자가 26명, 

혈전용해술을 받은 환자가 15명, 악성종양이 10명, 확산강조영

상에서 MCA영역 외의 뇌경색이 7명, 뇌자기공명 혈관촬영이 

누락된 경우가 4명이었다(Fig. 1). 최종 25명(MCA=13, ICA= 

12)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일과성 뇌허혈의 증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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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 (A) TCD showed increased mean flow velocity and a single MES (arrowhead) in the Lt. MCA with a depth of 50 mm. 
MRI revealed a single lesion in the perforating artery territory with severe stenosis of the proximal Lt. MCA (arrow). (B) TCD 
showed decreased flow velocity and a single MES (arrowhead) with a depth of 48 mm. MRI revealed multiple acute lesions in the 
cortical and border-zone territories with severe stenosis of the Lt. proximal ICA (arrow).

보였지만 확산강조영상에서 증상에 부합되는 병변을 보인 환자

가 4명(MCA: 2, ICA: 2)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 양상은 표 1에 요약하였

다. MCA군과 ICA군 간의 비교에서 헤모글로빈 수치는 MCA군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14.7±1.4 vs 13.5±2.5 g/dL, p- 

value=0.028) 수축기 혈압은 ICA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137.4±11.3 vs 154.9±23.1 mmHg, p-value=0.007). 양 군

에서 고혈압, 당뇨, 흡연력, 고지혈증 등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 

인자 빈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증상 발현에서 경두개 초음

파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까지의 소요 시간도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헤모글로빈치를 제외한 다른 혈액학적 지표에서

도 양 군 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환자들은 증상 발

현 이후 90일간 추적 관찰하였으며, 환자의 입원의무기록과 외

래기록의 신경학적 검사를 참고할 때 뇌경색의 증상이나 일과

성 뇌허혈의 재발은 25명의 환자 모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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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gree of vascular stenosis between the MCA and ICA 
disease groups

MCA (n=13, %) ICA (n=12, %)
Lesion site

proximal  9 (69.2) 11 (91.7)
distal  4 (30.8) 1 (8.3)

Stenosis 10 (76.9)  9 (75.0)
mild to moderate  6 (46.1)  2 (16.7)
severe  4 (30.7)  7 (58.3)

Occlusion  3 (23.1)  3 (25.0)
Values in parentheses are percentages.

Table 4. Lesion patterns on diffusion-weighted MR images 
(DWI) in the MCA and ICA disease groups

MCA
(n=13)

ICA
(n=12)

Total
(n=25)

Single 7 (53.8) 0
CI 3 (23.1) 0 3
PAI 4 (30.7) 0 4
BI 0 0 0

Multiple 6 (46.1) 12 (100)
CI+CI 0  3 (25.0) 3
CI+PAI 3 (23.1) 1 (8.3) 4
CI+BI 2 (15.4)  4 (33.3) 6
BI+PAI 0 0 0
BI+BI 1 (7.8) 1 (8.3) 2
PAI+PAI 0 1 (8.3) 1
CI+BI+PAI 0  2 (16.7) 2

Values in parentheses are percentages.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CI; cortical infarct, PAI; penetrating 
artery infarct, BI; border-zone infarct.

Table 2. TCD parameters in the MCA and ICA disease groups

MCA (n=13) ICA (n=12) p-value
Mean velocity (MV) 129.92±74.4 61.08±28.2 0.006a

<40 1 3

0.009a40~80 2 6
80~100 3 2
>100 7 1

Systolic velocity 178.9±87.6 90.75±41.8 0.025a

<140 5 11
0.004a140~180 2 1

>180 6 0
Diastolic velocity 92.85±63.8 40.92±18.6 0.002a

P.I.  0.79±0.27  0.78±0.17 0.072
MES number  13.9±13.6  14.5±21.3 0.092

ap-value<0.05: statistically significant.

2. 경두개 초음파 지표

경두개 초음파는 모든 환자에서 실시하였으며 확산강조영상 

병변의 동측 MCA의 경두개 초음파 검사 결과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MCA 혈류 속도 측정치 중 평균 혈류 속도 (129.92±74.4 

vs 61.08±28.2 cm/s, p-value=0.006), 수축기 혈류 속도 

(178.9±87.6 vs 90.75±41.8 cm/s, p-value=0.025), 확장기 

혈류 속도(92.85±63.8 vs 40.92±18.6 cm/s, p-value= 

0.002)는 MCA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증가를 보였다. 양 군에서 

pulsatility index (PI)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0.79± 

0.27 vs 0.78±0.17, p-value=0.072). 환자들에서 나타난 미

세 색전의 평균 숫자는 14.2±17.34 (1~64)로 MCA군과 ICA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CA: 13.9±13.6 vs ICA: 14.5± 

21.2, p-value=0.098).

3. 뇌자기공명영상 지표

뇌자기공명 혈관조영 검사 결과 심한 혈관 협착(75%<) 혹은 

혈관 폐색을 보인 환자의 빈도는 ICA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83.3% vs 53.8%)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p- 

value=0.281, Table 3). 협착의 부위는 MCA군에서 M1 근위

부가 9명(69.2%), M1 원위부가 4명(30.8%)이었으며 ICA군

에서 근위부 협착이 11명(91.7%), 원위부 협착이 1명(8.3%)이

었다(Table 3).

확산강조영상에서 병변의 유형을 비교하였을 때 복수의 병변

을 보이는 환자의 빈도는 ICA군에서 MCA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100% vs 46.1%, p-value=0.003, Table 4). 그러나 

ICA군에서 열공성 뇌경색의 양상을 보이는 단일 병변은 관찰

되지 않았으나 MCA군 중 7명(53.8%)이 단일 병변을 보였으며 

4명(30.7%)은 열공성 뇌경색에 부합되는 피질하 뇌경색의 양

상이었다(Fig. 2). MCA군에서 관찰된 미세 색전의 수와 확산 

강조영상 병변의 다발성 유무는 서로 관계가 없었으며 자기공

명 혈관조영 영상의 혈관협착 정도와도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

었다.

고  찰

이 연구는 미세 색전을 보이는 동맥경화성 MCA 및 ICA 협착 

환자에서 확산강조영상에서 보이는 뇌경색의 유형을 분석하여 

미세 색전이 각각의 환자군에서 뇌경색 발생 기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ICA군이 MCA군에 

비해 다발성 병변이 유의하게 많이 관찰되었다(ICA 100% vs 

MCA 46.1%, p-value=0.003). 이는 확산강조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병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ICA 협착의 경우 다발성 병

변이 더 빈발한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였다.13 본 연구의 결과

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서 MCA의 질환과 ICA 질환이 서로 다

른 병태학적 특색을 가짐을 시사한다고 판단되며 동맥 대 동맥 

색전이 ICA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의 발병 기전과 더욱 유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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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MCA 질환에서 동맥 대 동맥 색전의 발생은 과거의 병리학적 

보고에서 입증이 되어 있다.18 다른 보고에서는 ICA 질환으로 

인한 뇌경색에서 조직학적으로 궤양성 동맥경화반이 있거나 혈

전형성이 뚜렷한 병변에서 미세 색전이 더욱 빈발함이 알려져 

있다.1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MCA과 ICA질환을 포함한 큰 동

맥질환에서 동맥 대 동맥 색전이 중요한 발병 기전임을 시사한

다. 그러나 MCA의 경우 혈전용해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혈관의 

재관류와 더불어 미세 색전이 다수 관찰되며21 혈관조영술을 통

한 추적 관찰에서는 혈전의 동맥 내 원위부 이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임상 양상은 대부분 호전을 보이며 미세 

색전의 발생은 자발적인 재관류 시에도 관찰될 수 있으므로 반

드시 미세 색전이 뇌경색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20,21

본 연구에서 관찰된 미세 색전의 수와 확산 강조영상 병변 다

발성 유무는 서로 관계가 없었으며 자기공명 혈관조영 영상의 

혈관 협착 정도와도 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과거의 연구 결

과와 상반된다는 점이 흥미롭다.14,22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의 

수가 적어서 발생한 통계적 오류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MCA폐

색에서 혈관의 재관류 시에도 미세 색전이 관찰된다는 점과21 

ICA의 폐쇄성 질환에서 동맥경화반(atherosclerotic plaque)의 

축소와 관련하여 미세 색전이 관찰된다는 보고를 근거로 할 

때23 미세 색전의 수와 협착된 혈관의 직경 및 뇌경색의 악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과거 연구와 또 다른 차이점은 90일간의 추

적 관찰 기간 동안 일과성 뇌허혈을 포함한 뇌경색의 증상이 재

발하지 않은 점이다. 과거 보고들에서는 미세 색전의 발생이 재

발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로 보고되었다.12,15,24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ICA의 폐쇄성 질환인 경우 증상 발현 후 발생한 미세 색

전과 환자의 3개월 내 조기 재발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5 본 연구 대상 환자들의 단기 예후가 좋았던 또 다른 

해석으로 환자가 받은 약물 치료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

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경두개 초음파 검사 당시 25명의 환자 

중 24명이 정맥 내 항응고제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MCA=12 

[92.3%], ICA=12 [100%]) 미세 색전의 발견 이후 5명의 환자에서 

항혈소판제제가 추가되었다(MCA=3 [23.1%], ICA=2 [16.7%]). 

최근의 CARESS (the Clopidogrel and Aspirin for Reduction 

of Emboli in Symptomatic Carotid Stenosis trial) 보고에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의 병합요법이 아스피린 단독투여보

다 미세 색전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다른 

보고에서도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의 병합요법이 항혈소판

제제 단독요법보다 동맥경화성 ICA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고 한다.26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연구 대상 환자 수가 적은 것이

다. 이 점은 본 연구가 일개 병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증상 발현 

후 48시간이 경과하여 검사가 시행되었거나 심인성 뇌경색과 

측두창 불량 등의 원인으로 많은 환자들이 제외되어 미세 색전

이 발견된 LAD 환자 수가 근본적으로 적었다는 데서 기인한 것

이다. 이 점은 향후 다기관 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동맥경화성 협착 혹은 폐색을 뇌영상만으로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비록 단기 추적 기간 동안 대상 환자에서 증상의 재발은 

없었으나 확산 강조영상은 추적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무증상 

뇌경색의 유무는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타 

연구들과 달리 미세 색전과 뇌 자기공명영상을 증상 발현 초기

에 실시하였으며 뇌 자기공명영상과 미세 색전 검사 시점이 유

사하여 정확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다. 또한 이 연구에 선정된 환자들은 심인성 색전과 색전을 유

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배제를 위해 엄격한 제외 기준을 적용

하여 비교적 동맥경화성 변화가 분명한 환자군이 선택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LAD에서 미세 색전 신호가 포착되는 급성 뇌경

색이 발생하였을 때, ICA 질환이 MCA 질환보다 확산강조영상

의 다발성병변이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좀 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필요

하며 향후 급성 뇌경색에서 MCA 질환에 나타나는 미세 색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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