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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orest plots of CMB presence and risk of postthrombolysis symptomatic ICH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ymptomatic ICH risk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treated with thrombolysis, in relation to the presence
of CMBs on pretreatmentMRI scans. Pooled analysis results in all studies/entire study population (A) and in studies providing data on patients treatedwith IV
thrombolysis only (B). CI 5 confidence interval; CMB 5 cerebral microbleed; ICH 5 intracerebral hemorrhage; OR 5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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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 미세 출혈과 혈전용해술 후 뇌내출혈의 위험
메타-분석 결과

Cerebral microbleeds and postthrombolysis intracerebral hemorrhage risk
Updated meta-analysis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치료 전 촬영한 MRI에서 발견된 대뇌 미세 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이 급성 허혈뇌졸증 환자의 혈전용해 치료 후, 증상성 뇌내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하였다.

방법: PubMed에서 관련되는 연구들을 검색하고, Mantel-Haenszel fixed effects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 전 MRI에서 CMB가 없

는 환자에 대한 CMB가 있는 환자의 증상성 뇌내출혈 발생에 대한 통합 교차비를 구하였다. 잠재적인 편향을 줄이기 위해, 정

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를 실시한 연구들만을 선택하여 민감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10개의 연구에서 2,028명의 환자 자료가 메타분석에 이용되었다. 전체 환자에서 CMB의 빈도는 23.3%였다. CMB가 존재

하는 472명의 환자들 중 40명(8.5%; 95% confidence interval [CI]: 6.1%-11.4%)에서 증상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CMB가 없

는 1,556명의 환자들 중 61명(3.9%; 95% CI: 3%-5%)에서 증상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 전체 연구에서 뇌내출혈에 대한 통합 

교차비는 2.26 (95% CI: 1.46-3.49; P < 0.001)이었다. 정맥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연구에 포함된 
1,704명의 환자(CMB가 있는 환자는 401명)만 분석한 결과, 증상성 뇌내출혈 발생에 대한 CMB의 교차비는 2.87 (95% CI: 1.76-

4.69; P < 0.0001)이었다.
결론: 본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CMB가 발견된 급성 허혈뇌졸중 환자에서 혈전용해 치료에 따른 증상성 뇌내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편향이나 교란에 의한 왜곡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설을 세우는 단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CMB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혈전용해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근거는 아직 없다. 또한, 향후 연구

들에서는 CMB의 개수와 위치 및 환자의 기능적 예후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Neurology® 2015;85:927–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