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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Swirl Sign과 Blend Sign 
동반출현의 혈종 증가 예측인자로서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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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in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in Elderl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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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of the concurrent appearance of the blend and swirl 
signs on non-contrast brain computed tomography (NCCT) with hematoma expansion (HE) in the elderly (≥65 years) 
patients with 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ICH). Further, we intended to prove the effectiveness as a predictor 
of the concurrent appearance of the blend and swirl signs for HE by comparing it with that of the spot sign. 
Methods: We retrospectively enrolled 201 elderly with spontaneous ICH at their initial visits to the emergency room from 
March, 2014, to December, 2018. Inclusion criteria were NCCT and CT angiography (CTA) scans within 4 h of developing 
symptoms and follow-up NCCT. Exclusion criteria were clear pre-existing causes of cerebral hemorrhage, emergency 
surgery, and death before follow-up NCCT. Factors possibly associated with HE were isolated for a comparison analysis.
Results: Appearance rates of the spot sign, swirl sign, and concurrent appearance of the swirl and blend sig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E group compared to the non HE group.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on
H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diction of HE were the spot sign (p= 
0.001), concurrent appearance of swirl and blend signs (p=0.001), and initial hematoma volume (p=0.023).
Conclusion: The concurrent appearance of the blend and swirl signs can be a useful predictor of HE in elderly patients 
who have been diagnosed with spontaneous ICH but cannot undergo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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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은 전체 뇌졸중 원인의 약 10-15%를 차지한다20,32). 여러 문헌

들에 따르면 자발성 뇌내출혈의 사망률은 약 30-50%로 높고, 

치명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3,6,19,34).

이전 연구들에서 고령,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병력, 흡연, 

알코올 남용,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력 등이 자발성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9,16,25). 하지만 

이는 발병 전 위험요인 관리를 통한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이후 치료 과정에서 갖는 

실질적인 효용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30% 가량에서 혈종 증가(hematoma expansion)가 발생하는

데, 이는 사망률 및 불량한 예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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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바 있다7,13,22,36). 따라서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혈종 

증가의 예측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예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Wada 등에 의해 뇌전산화단층 혈관조영촬영(brain 

CT angiography, CTA)상 관찰되는 조영제의 혈관외 유출

(extravasation)을 시사하는 ‘Spot sign’이 혈종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연구가 발표된 후로 여러 연구들에서 혈종 

증가의 예측인자로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8,10,12,21,23,35). 

최근 ‘Blend sign’, ‘Swirl sign’, ‘Satellite sign’ 등 비조영 뇌전

산화단층촬영(non-contrast brain CT, NCCT) 상에서 혈종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영상 소견들이 새롭게 제시된 바 있

고4,5,28,30,37),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적의 예측인자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한 여러 예측인자가 

동반 출현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으며, 노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의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Blend sign’과 ‘Swirl sign’의 동반 출현과 혈종 증가

와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혈종 증가의 예측인자로 알

려진 ‘Spot sign’과의 비교를 통해 예측인자로서의 효용성에 

대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상  방법 

1. 상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

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진단되어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65

세 이상의 노인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전자 의무기록과 영

상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증상 발생 4시간 이내에 NCCT, CTA를 촬영한 환자 중 

24시간 이내에 NCCT 추적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뇌혈관 기형, 두개내 종양,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파

열 등 뇌출혈 기저 원인이 명확한 경우와 NCCT 추적검사 

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거나, 사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2. 방법 

전자의무기록을 확인하여 환자의 나이 및 성별,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병력 등의 기저 질환 유무와 항혈소판제 및 항응

고제 복용력, 음주 및 흡연력, 응급실에서 측정한 최초 수축

기/이완기 혈압, 혈액 검사 상 혈소판수치 및 혈액응고시간, 

응급실 내원시 의식상태(Glasgow coma scale, GCS), 증상 발

생으로부터 최초 영상검사까지의 시간을 조사하여 혈종 증

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고, 영상

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 혈종 부피를 측정하였다. 혈종의 

부피는 뇌 CT의 시상면(sagittal, A), 수평면(axial, B), 관상면

(coronal, C)에서 가장 긴 길이(diameter, cm)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계산 하였고(A×B×C/2)27), 최초 CT와 추적 NCCT 

를 비교하여 혈종의 부피가 12.5ml 이상, 또는 33% 이상 증가

된 경우를 혈종 증가로 정의하였다11). 

3. 상 분석

Spot sign과 Blend sign, Swirl sign의 영상의학적 기준은 

이전에 발표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였다. 

CTA 상 관찰되는 Spot sig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혈종 내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조영제 응집 병소(>120 Houns- 

field unit)의 출현, (2) 혈종에 인접한 혈관과 분리되어 있을 

것, (3) 형태나 크기와는 무관(Fig. 1, A, B).

NCCT상 관찰되는 Swirl sig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고음영 혈종 내부에 저음영 혹은 정상 뇌조직과 유사한 음영

을 나타내는 병소의 존재, (2) 원형, 선형 또는 불규칙한 형태

(Fig. 1, C, D).

NCCT상 Swirl sign이 발견된 환자 군 중에서 다음과 같은 

Blend sign의 영상의학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Swirl sign

과 Blend sign의 동반 출현으로 정의하였다. (1) 혈종 내의 고음

영 병소에 인접하여 경계가 명확한 상대적으로 저음영인 병소

가 발견, (2) (1)의 고음영 병소와 상대적으로 저음영인 병소의 

밀도 차이가 18 Hounsfield unit 이상, (3) 상대적으로 저음영인 

병소가 고음영 병소에 둘러싸여 있지 않을 것(Fig. 2).

모든 영상학적 자료들은 임상 정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두 

명의 신경외과의가 독립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였다.  

4. 통계 분석

추적 검사상 혈종부피가 증가된 혈종 증가군과 비증가군 

사이의 비교 관찰에서 임상적 특징, 영상 분석상의 특징적 

징후와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방법

으로 영상 검사 상 Swirl sign이 관찰된 군과 Blend sign과 

Swirl sign이 동반 출현한 군을 비교하였고, 두 그룹간의 통계

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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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llustration of the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ic (NCCT) combined swirl sign with blend sign. (A), (B) NCCT displays 
concurrent appearance of the swirl signs (white arrow) and blend sign (black arrow). (C), (D) Hematoma expansion identified on fol-
low-up NCCT, respectively.

Fig. 1. Illustration of the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TA) spot sign and the non-contrast computed tomography (NCCT) swirl
sign. (A) CTA demonstrates contrast pooling spot sign within left thalamo-basal hematoma (arrow). (B) Hematoma expansion is demon-
strated on follow-up NCCT six hours after presentation with a spot sign. (C) NCCT demonstrates multiple swirl sign with cerebral
hemorrhage in the right basal ganglia (arrow). (D) Hematoma expansion is demonstrated on follow-up NCCT.

사용하였다. 영상 분석상의 특징적 징후, 최초 뇌 CT 상 측정

된 혈종의 부피가 혈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변량 로지

스틱 회귀분석(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여 

유의성을 분석하였고,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95% 신뢰구

간(95% CI=confidence interval)과 교차비(OR=odd ratio)로 

표현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보았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

여 자발성 뇌내출혈이 진단되어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한 65

세 이상의 노인 환자 201명 중 남성은 102명, 여성은 99명 

이었으며, 전체 환자 중 혈종 증가를 보인 환자는51명(25.38 

% ) 혈종 비증가군은 150명(74.62%) 이었고, 두 군에서 평균 

연령은 각각 72.41±5.51세, 70.54±4.82세, 남성의 비율은 

각각 47%, 52%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 복용력이 있는 환자는 혈종 증가

군에서 각각 18명(35.29%), 6명(11.76%), 혈종 비증가군에

서 각각 38명(25.33%), 11명(7.33%)으로 혈종 증가군에서 

다소 많았으나, 혈종 증가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병력 등의 기저 질환 유무와 음주 및 

흡연력, 응급실에서 측정한 최초 수축기/이완기 혈압, 혈액검

사 상 혈소판수치 및 혈액응고 시간, 증상 발생으로부터 최초 

영상검사까지의 시간, 응급실 내원시의 GCS는 두 군에서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최초 혈종의 부피는 혈종 증가군에서 30.3±12.9 ml, 혈종 

비증가군에서 25.1±10.4 ml로 혈종 증가군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p=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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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toma expansion group
(n=51,25.38%)

Non hematoma expansion group
(n=150,74.62%)

p-value

Mean age, yrs (SD)
Sex, male, n (%)
Initial SBP (mmHg)
Initial DBP(mmHg)
Hypertension (%)
Antiplatelet treatment (%)
Anticoagulant treatment (%)
Diabetes mellitus (%)
Previous stroke (%)
Alcohol abuse (%)
Smoking (%)
Platelet count (109/L)
PT (s)
aPPT (s)
INR
Onset‐to‐imaging time (hrs)
Baseline GCS 
Baseline hematoma volume (ml)
Spot sign
Swirl sign (only)
Combined swirl sign with blend sign

 72.41±5.51
 24 (47.06%)
167±11
102±12
 38 (74.5%)
 18 (35.29%)
  6 (11.76%)
 17 (33.33%)
  4 (7.84%)
 14 (27.45%)
 13 (25.49%)
135±42
 11.2±0.9
 26.2±2.9
  0.98±0.08
  2.8±1.9
  9.12±3.37
 30.3±12.9
 24 (47.06%)
 20 (39.22%)
 16 (31.37%)

 70.54±4.82
 78 (52%)
165±12
100±15
119 (79.33%)
 38 (25.33%)
 11 (7.33%)
 40 (26.67%)
 11 (7.33%)
 29 (19.21%)
 34 (22.52%)
139±37
 10.9±1.1
 27.8±2.2
  0.94±0.07
  3.1±1.7
 10.59±3.52
 25.1±10.4
 32 (21.33%)
 40 (26.67%)
  4 (2.67%)

0.345
0.223
0.321
0.289
0.584
0.287
0,312
0.438
0.364
0.289
0.352
0.573
0.423
0.398
0.633
0.576
0.121
0.064
0.003*

0.027*

0.001*

Data are mean ±SD or number of pati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LT: Platelet count, PT: Prothrombin tim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GCS: Glasgow coma scale.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hematoma expansion

혈종 증가군에서 Spot sign은 24명(47.06%), Swirl sign은 

20명(39.22%),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출현은 16명

(31.37%) 의 환자에서 나타났으며, 혈종 비증가군에서는 각

각 32명(21.33%), 40명(26.67%), 4명(2.67%) 에서 확인되었

다. 위 세가지 영상 분석상의 특징적 징후의 출현율은 혈종 

증가군 환자들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Swirl sign의 단독출현은 총 201명의 환자 중 60명(29.58 

%) 에서 나타났고,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출현은 전

체 환자 중 20명(9.96%)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Swirl sign 

단독출현 군과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출현 군의 임상

적 특징을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항목은 없었다(Table 2).

혈종 증가와 관련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혈종 

증가의 예측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작용하는 독립변수

는 Spot sign(p=0.001),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 출현

(p=0.001), 최초 혈종의 부피(p=0.023)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pot sign의 출현시 혈종 증가의 발생률이 9.87배(3.745-27.43, 

95% CI)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Swirl sign과 Blend sign

의 동반 출현시 혈종 증가의 발생률이 10.14배(3.55–25.40, 

95% CI), 최초 혈종의 부피 1 ml 증가 시 1.06배(1.02-1.23, 

95% CI) 상승하여 혈종 증가의 발현 가능성에 대한 유의한 

독립 예측인자로 판명되었다(Table 3).

고  찰

혈종 증가의 빈도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문헌들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0% 내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7,22,36). 65세 이상의 고령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 연구에서 혈종 증가를 보인 환자는 

전체 201명의 환자 중 51명(25.38% )으로 이전 연구들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혈종 증가가 발생할 경우 예후

가 불량하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8,24), 혈종의 

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며, 혈종 증가의 임상적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항응고제 복용력 및 혈액응고 장애, 다량의 혈종, 환자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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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ultivariate analysis for hematoma expansion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value

 Spot sign   9.87  3.745‐27.43 p=0.001*

 SS (Swirl sign) only   0.72  0.24–1.49 p=0.245
 Combined SS with BS  10.14  3.55–25.40 p=0.001*

 Baseline GCS   0.87  0.81‐1.07 p=0.412
 Baseline hematoma 
 Volume(per 1ml increase)

  1.06  1.02‐1.23 p=0.023*

*Statistical significance. SS: Swirl sign, BS: Blend sign, GCS: 
Glasgow coma scale. 

Table 2.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SS group and combined SS and BS group

Only SS group (n=60, 29.58%) Combined SS with BS group (n=20, 9.96%) p-value

Mean age, yrs (SD)
 Sex, male, n (%)
Initial SBP (mmHg)
Initial DBP(mmHg)
Hypertension (%)
Antiplatelet treatment (%)
Anticoagulant treatment (%)
Diabetes mellitus (%)
Previous stroke (%)
Alcohol abuse (%)
Smoking (%)
Platelet count (109/L)
PT (s)
APPT (s)
INR
Onset‐to‐imaging time (hrs)
Baseline GCS 
Baseline hematoma volume (ml)

 71.72±4.81
 26 (43.33%)
163±18
 98±14
 35 (58.33%)
 16 (26.67%)
  3 (5%)
 18 (30%)
  2 (3.33%)
 10 (16.67%)
 14 (23.33%)
132±47
 11.5±0.8
 25.0±3.3
  0.97±0.11
  3.0±1.8
 10.38±2.95
 26.3±10.5

 72.06±4.56
 10 (50%)
166±13
101±12
 14 (70%)
  7 (35%)
  1 (5%)
  6 (30%)
  1 (5%)
  4 (20%)
  4 (20%)
138±41
 11.2±0.9
 26.2±2.7
  0.98±0.09
  2.9±1.9
  9.25±3.67
 31.3±11.9

0.512
0.441
0.698
0.578
0.388
0.414
0.398
0.322
0.201
0.447
0.404
0.387
0.415
0.437
0.634
0.558
0.185
0.114

Data are mean ±SD or number of patients.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PLT: Platelet count, PT: Prothrombin time,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GCS: Glasgow coma scale. 

량한 의식상태 등이 알려져 있다. 

Brouwers 등은 항응고제 복용력이 있는 경우 혈종 증가의 

빈도가 2.6배 가량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7), Flibotte 등은 

항응고제 복용력이 최초 혈종의 부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지만, 혈종 증가의 빈도를 6배 가량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

다17). 본 연구에서 항응고제 복용력이 있는 환자는 혈종 증가

군에서 6명(11.76%), 혈종 비증가군에서 11명(7.33%)으로 

혈종 증가군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Fujii 등은 혈종의 양이 많을수록 혈종 증가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18), 그 외에도 최초 혈종의 부피가 혈종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몇몇의 보고가 있었다6,7,14). 혈종 증가가 발생하

는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나, 혈종의 양이 

많을수록 종괴 효과(mass effect)가 증가하며, 그로 인한 주변 

정상 뇌조직의 이차적인 조직손상(perilesional brain tissue in-

jury)과 혈관손상에서 혈종 증가가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29).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석에서 최초 혈종의 부피

가 클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혈종 증가의 빈도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이 

발병 후 혈종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몇 연구에

서 Anderson 등과 Ohwaki 등은 자발성 뇌내출혈 발병 초기

의 혈압 상승이 혈종 증가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2,31), Ohwaki 등은 혈종 증가의 발생을 낮추기 위해 

수축기혈압을 150 mmHg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는 혈종 증가군과 비증가군의 응급실 

내원시의 최초 수축기/이완기 혈압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혈종 증가와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Kim 등은 내원 

당시 GCS 8-11이었던 환자군이 GCS 12-15인 환자군에 비해 

혈종 증가의 위험율이 3배 가량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26). 

하지만 이는 최초 혈종의 부피 차이가 환자 상태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GCS가 독립적으로 혈종 증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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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지표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서도 혈종 증가군과 비증가군의 최초 GCS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도 혈종 증가의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상적 위험인자들은 혈종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혈종 증가를 예측하기 

위한 영상의학적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들이 오래 전부터 이

루어져 왔다. Fujii 등은 혈종의 형태가 불규칙할 경우 둥근 

경우에 비해 혈종 증가의 빈도가 두 배 가량 높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18), Kim 등은 혈종의 분리층이 보이거나, 혈종내 

혹은 주위에 저밀도 음영이 보일 경우 혈종 증가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26). 그러나 Takeda 등의 연구에서는 혈종

의 불규칙적인 형태와 혈종 증가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증

명하지 못하였다33). 이는 혈종의 불규칙한 형태를 정의하는 

방식이 불분명한 것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Wada 등은 2007년 최초로 CTA상 관찰되는 Spot sign이 

혈종 증가의 예측지표임을 발표하였다35). 이는 활동성 출혈

(active bleeding)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여겨졌으며, 이후 여

러 연구들에서 예측 정확도가 입증된 바 있고8,10,12,21,23), 본 

연구에서도 혈종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CTA 촬영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앞서 언급된 불규칙한 혈종의 형태 이외에 NCCT 상 

관찰되는 특징적 혈종 증가의 예측지표를 찾기 위한 연구들

이 이루어 졌는데, Li 등은 혈종 증가의 예측지표로서 NCCT

상 관찰되는 Blend sign에 대해 최초로 정의하였고28), 이후 

다른 연구에서 Spot sign에 근접한 예측 정확도를 갖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39). 또한 Swirl sign은 외상성 뇌출혈에서 활동

성 출혈을 시사하는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최초로 정의된 바 

있고1), 이후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혈종 증가의 예측지

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4,30,38). 

이러한 영상의학적 소견들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Blend 

sign과 Swirl sign의 예측 인자로서의 각각의 효용성은 증명되

었으나, 일반적으로 Spot sign의 예측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28,30,38,39). 본 연구에서는 Swirl sign의 단독 출

현은 혈종 증가의 예측 인자로는 충분치 않지만,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 출현은 혈종 증가의 유의미한 예측 인자로

서 Spot sign 보다 높은 혈종 증가의 발생률을 보였다.

따라서 CTA 촬영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나, CTA 촬영이 

제한되는 조영제 과민반응 환자 또는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

에서 NCCT 상 관찰되는 Swirl sign과 Blend sign의 동반출현

은 혈종 증가의 예측 인자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 환자 수가 비교적 적은 단일 기관 연구이며, 

후향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무작위 선택이 아니라

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영상의학적 예측 지표의 유무에 따른 

장기적인 예후에 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각

의 영상 지표들과 혈종 증가와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

적인 기전을 밝힐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65세 이상 고령의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에서 Blend sign과 Swirl sign의 동반 출현이 혈종 증가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혈종 증가의 예측 

인자로 잘 알려진 Spot sign과 비교하였을 때 혈종 증가의 발생

률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영상의학적 예측지표가 65세 이상 

연령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이 진단된 후 CTA 촬영이 불

가능한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Blend sign과 Swirl sign의 

동반 출현은 혈종 증가의 예측 인자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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