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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Spinal Cord Infarction: Diffusion-Weighted 
MR Imaging - Cas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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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ign: A case report.
Objective: We present a rare case of acute spinal cord infarction and usefulness of diffusion weighted MR imaging.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T1-weighted and T2-weighted images are often normal in a patient with acute spinal cord infarction. 
Material and Methods: An 82-year-old presented with acute onset of paraplegia and urinary retention. His symptoms developed 6 
days ago without any trauma. He had a history of vertebroplasty due to compression fracture of 12th thoracic vertebral body 6 years ago. 
There was no evidence of spinal cord compression on routine T1-and T2-weighted MRI.
Results: In diffusion-weighted MRI, a high intensity signal intensity lesion in the spinal cord and conus medullaris was observed.  
Conclusion: We report an example for the usefulness of diffusion-weighted image for early and accurate diagnosis of acute spinal cord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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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하지 마비나 요 폐색을 초래하는 흉 요추부위의 척수 병변으

로는 기계적인 척수압박소견이나 염증질환, 감염, 허혈 등의 원

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급성으로 하지 마비가 발생한 경우 임

상적으로 척수 압박소견을 가장 먼저 예상 할 수 있지만 정형외

과 의사에게 척수 압박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진단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더구나 척수 경색 초기에는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고 T1, T2강조영상 모두에서 정상소견을 보일 수 있다.1,2) 대

뇌 경색의 경우처럼 척수 경색의 경우도 확산강조영상과 겉보기 

확산계수를 비교하여 허혈변화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면 척수 경

색 진단을 할 수 있다.3,4) 

증례 보고 

내원 6일전 외상없이 갑자기 발생한 양측 하지 마비와 통증을 

주소로 82세 남자 환자가 내원하였다. 환자는 걸을 수 없었고 배

뇨장애도 있었다. 

과거력에서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이며 6년 전 흉

추 12번 압박골절로 척추 성형술을 하였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우측 고관절의 굴곡이 grade 3, 좌측에서는 grade 2로 감소되어 

있었고,슬관절의 신전이 우측 grade 3, 좌측 grade 2로 감소되어 

있었고, 발목관절의 족배굴곡과 족저굴곡이 양측에서 grade 2로 

감소되어 있었다. 또한 흉추 11번 이하 피부신경절에서 통증과 

온도감각의 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양측 엄지발가락의 고유 위치 

감각은 정상이었다. 슬관절 건 반사와 아킬레스건반사 모두 감

소되어 있었고 양측에서 Barbinski 징후를 보였다. 

 내원일 척추 자기공명검사를 하였고T2-강조영상에서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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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내의 조영이 띠 양상(strip-like)으로 경미하게 증가된 양상

과 축상에서도 뱀눈(snake-eye)양상으로 수질 내 조영증가된 소

견 관찰할 수 있었고 T1-강조 영상에서는 정상이었다(Fig. 1.). 

임상소견과 T2-강조영상에서 수질 내 조영 증가된 소견을 통

해 척수 경색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을 의심하였고 두 질환의 감

별을 위해 확산 강조 영상(diffusion-weighted image DWI)을 추

가로 얻었다. 자기공명 영상은 1.5T MR 기기를 사용하여 통상

적인 T2-, T1-강조영상을 얻었으며, T2-강조영상과 동일한 횡

단면에서 단달포 에코평면 영상 기법(single shot EPI)을 이용하

여 DWI을 얻었다.1,4-6) 흉요추 시상면 DWI에서 뚜렷하게 조영 

증강을 보였고 겉보기 확산 계수(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영상에서는 신호가 감소되어 있어 허혈성 병변을 시사하

였다(Fig. 2). 

위의 영상 및 임상소견을 통해 경색에 의한 전 척수동맥 증후

군을 진단하였고 항혈소판제제를 처방하였다. 현재 약 2년간 외

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며 마비로 여전히 보행은 불가능하며 대

소변 장애도 남아있어 정기적인 도관 배뇨를 하고 있다.

고 찰

척수 경색의 원인은 전형적인 색전 또는 응고된 혈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혈압 같은 혈역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

다.1,2,4) 알려진 선행원인으로는 대동맥질환, 대동맥 수술 및 심한 

전신 저혈압 후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1-4) 비록 뇌경색 보다는 훨씬 적은 

빈도이긴 하나 심각한 신경손상과 후유증을 초래하므로 초기진

단과 감별이 중요하다. 

척수 경색은 빠르게 진행하는 이완성 하지 마비와 대소변기능 

마비 등을 일으키며, 갑자기 시작되고 진행이 빠르다. 연관 혈관

과 부위에 따라 전척수동맥증후군, Brown-Sequard 증후군, 후 

척수동맥 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빠르게 진행하는 하지 마비의 대부분은 외상 

혹은 종양과 같은 공간 점유병소에 의한 척수 압박인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자기공명검사상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척

수경색의 경우 증상 발현 10-15시간이 지나야 척수내에 허혈변

화를 보여 보통의 MRI에는 초기에 정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후 척수내 수질의 부종성 변화로 인해 T2-강조영상에서 신호가 

증가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대뇌와는 다르게 척수가 가늘고 길며 

원추부위 척수의 경우 척수마미총으로 인해 쉽게 간과될 수 있

다.1-4) 본 증례의 경우도 증상 발현 후 6일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

의 축상에서 척수내 수질의 변화를 T2-강조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T2-강조 시상면의 경우 수질내에 약간의 신호가 증가되

Fig. 1. (A) T2-weighted sagittal image shows a strip like intramedullary high-signal intensity in the spinal cord. (B) and T1-weighted image shows no 
remarkable signal changes in the cord. (C) An axial T2-weighted image at the level of T12 show an symmetric intramedullary hyperintensy lesion. (D) An 
axial T1-weighted image at the level of T12 shows no abnormal signal changes.

Fig. 2. (A) A sagittal diffusion-weighted image shows marked high signal 
intensity lesion at the corresponding area at the level of T12 (arrow) (B) 
The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map image shows a low-signal 
intensity at the same area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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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퇴행성 측만증으로 인해 정중 시상면

을 얻기 어럽고 원추주위 마미총의 영상신호로 인해  혼동될 우

려가 있었다.

또한 T2-강조영상에서 신호가 증가된 급성 횡단성 척수염과 

다발성 경화성 같은 탈수초성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며 급성 

횡단성 척수염의 경우 ADC가 증가되나 허혈병변은 ADC가 감

소되므로 감별할 수 있으며 선행감염이나 예방 접종력이 없다는

점도 도움이 된다.1-3,6)

DWI의 원리는 인체 조직의 물 분자들의 미세운동에 대한 

MRI의 민감성을 이용해 신호강도 차이를 유발하여 영상을 획

득하는 기법으로 확산이 크거나 빠른 조직은 저신호 강도로, 확

산이 작거나 느린 조직은 고신호강도를 보이는 것을 강조한 영

상이다.5,6) 생체 내 물 분자는 세포막이나 주변 거대 단백질 분

자 등에 의해 움직임의 제약이 있어, 주위 구조물에 의해 어

느 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실제 신

체 내 조직의 영상을 얻을 때에는 조직 자체의 움직임, 혈류, 환

자의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상기 요소의 영향

이 포함된 확산 계수를 ADC라 하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 이

를 ADC map 혹은 ADC영상이라 하며 이는 T1과, T2 Shine 

through effect, 양성자 밀도효과를 배제한 어떤 조직 내 물 분자

의 확산 정도에 의해 영상대조도를 결정한다.3-6) 따라서 확산계

수가 높으면 고신호 강도로 확산계수가 낮으면 저신호강도를 보

이게 된다. 실제 임상에서 급성 허혈 변화에 의한 세포내 부종

(cytototoxic edema)을 보인 경우 DWI에서는 척수 실질보다 고

신호강도를 ADC영상에서는 저신호강도를 보이게 된다.3,4,6) 

DWI MR은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질환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

어 왔고 특히 대뇌경색의 진단과 평가에 중요한 영상으로 채택

되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척수에 있어서는 주변 척추골 및 연

부 조직에 의한 간섭에 의해 영상 결함(artifacts)이 있어 척추에

는 제한적인 사용이 이루어 졌다.1, 5) 최근의 영상 기법의 발전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본 증례에서처

럼 비외상성으로 갑자기 빠르게 진행하는 이완성 마비와 대소변 

마비를 일으키는 경우 척수경색을 의심하고  DWI을 이용하여 

조기 진단할 수 있으므로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감별진단과 초기 

진단에 유용한 검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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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 증례 보고

목적: 급성 척수 경색의 임상특징과 확산강조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선행문헌의 요약: 급성 척수 경색의 경우 실제 임상에서 매우 드물고 초기에 자기공명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이 어렵다.

대상 및 방법: 급성으로 발생한 양측 하지 마비 및 요폐 증상을 주소로 내원한 82세 남자환자로 과거력상 6년 전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척추 성형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으며 응급으로 시행한 자기공명검사 소견상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았다.

결과: 확산 강조 자기공명 영상 소견상 고신호 영상 소견이 흉요추부 및 원추부 척수내부에 관찰되었다. 

결론: 급성 척수 경색의 경우 초기에 확산 강조 자기공명 영상에 고신호 강도의 척수 신호를 보이므로 조기 진단 및 감별진단에 도움이 된다. 

색인 단어: 척수, 경색, 확산 강조 자기공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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