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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일차 통과 관류 CT 영상의 유용성

성공적인 혈전용해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혈전용해치료의 대상으로 
가역적인 허혈 부위를 예측하는 것이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영상 진단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최종 뇌경색의 크기, 임상적 결과, 그리고 
치료후의 출혈성 합병증 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차 통과 관류 CT는 뇌관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방법이다. 응급실
에서 고식적 CT 직후,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도 적
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진단 방법이다. 그리고 뇌혈류(cerebral blood 
flow ; CBF), 뇌혈용적 (cerebral blood volume ; CBV), 그리고 평균통과시간 
(mean transit time ; MTT)과 같은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이렇게 얻은 정량
적 정보를 토대로 한 단면당 수 분내에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일차 통과 관류 CT를 이용한 중대뇌동맥경색 환자의 세가지 관류
지도는 모든 예에서 중대뇌동맥영역의 비정상 관류를 민감하게 나타냈다. 11례
(20%)에서 고식적 CT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일차 통과 관류 CT에서 
관류 결손 부위를 더 예민하게 찾을 수 있었다. 

모든 중대뇌동맥경색 환자에서 MTT와 CBF 지도는 매우 민감한 뇌 혈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CBV 지도에 비해서 최종 경색부위를 과대평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BV 지도는 CBF가 감소하고 MTT가 증가된 상황에서 다
양한 변화를 보여 주었고, 최종 경색부위와 강한 상관관계 (Rs=0.923, p<0.001)를 
보였으며 55례의 환자중 24례(43.6%)에서 일치한 소견을 보였다. CBV 지도는 급
성 뇌경색이나 최종적인 뇌경색의 정도에 있어서 측부 혈류량 정도를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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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BF 혹은 MTT 지도와 CBV 지도의 차이로 병
변 크기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허혈성 반영부의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상적 결과와 호전 정도와의 상관 분석에서는 CBF나 MTT 지도보다 CBV 
지도가 좀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퇴원시 NIHSS 점수(Rs=0.439, 
p<0.001)와 NIHSS 점수의 호전(Rs=0.454, p<0.001)이 CBV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차 통과 관류 CT는 급성기 뇌경색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빠른 영상기법으로서 이들 환자에서 중요한 혈역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CBV, CBF, MTT 지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 영구적인 뇌경색이 발생할 부위와 회
생이 가능한 뇌의 부위를 미리 판단하여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
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Brain, ischemia, Cerebral infarction, Computed tomography (CT), 
Perfus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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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일차 통과 
관류 CT 영상의 유용성

<지도  김 명 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영 한 

제 1 장. 서  론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73.2명으로 악성 
신생물에 이어 두 번째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뇌졸중의 원인을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눌 때, 과거 우리 나라는 출혈성 뇌졸중의 비율이 높았으
나, 최근 허혈성 원인이 크게 증가되면서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2). 이와 같이 허
혈성 뇌졸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의 증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때, 식습관의 서구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가 큰 원인일 것이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의 치료는 90년대 초 이전에는 내과적 지지요법과 항응고
요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 tissue plasminogen activator(tPA)를 이용한 정
맥내 혈전용해치료(intravenous thrombolysis)와 유로키나제(urokinase)를 포함한 
다양한 혈전용해제를 이용한 국소적 동맥내 혈전용해치료(local intraarterial 
thrombolysis, LIT)방법이 환자의 예후의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 급성기에 적극



- 2 -

적 치료를 하고자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3-7),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
져 오고 있다(8, 9).

성공적인 혈전용해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혈전용해치료의 대상으로 
가역적인 허혈 부위를 예측하는 것이다. 뇌혈관 폐색 초기에 비가역적인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고, 혈전용해요법 후에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을 식별 할 수 있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시행
할 수 있는 영상 진단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최종 뇌경색의 크기, 임상적 결과, 그
리고 치료후의 출혈성 합병증 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성기의 혈전용해치료는 허혈 상태의 뇌조직의 상당 부분이 조직 재관류에 
의한 가역적인 허혈성 반영부(ischemic penumbra)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10). 이 부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속히 감소하며, 비가역적인 허혈성 중심
부(ischemic core)가 증가되어 재관류시 오히려 출혈성 전환(hemorrhagic 
transformation)을 초래할 수도 있다(9). 그러므로 혈전용해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허혈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급성기 영
상 진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 동안 뇌관류 정보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MRI를 이용한 관류영상이나 전뇌
(whole brain)에 대한 관류 CT가 사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MRI를 이용한 관류영
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 몇몇 초대형 의료기관 외에는 
응급 환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전뇌에 대한 관류 CT는 CBV에 대한 제한된 정
보만을 제공하여, CBF나 MTT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정량적인 측정
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역동적 조영 증강 CT는 1980년대 초에 뇌의 관류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11, 12). CT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더 빠른 영상
화가 가능해지고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느린 조영제의 주입 속도
(4～6mL/s)에도 불구하고 관류 CT 재구성에 필요한 영상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이와 더불어 컴퓨터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정량적인 CBV, CBF, 그리고 
MTT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고,  CBV, CBF, 그리고 MTT 지도(map)들을 만
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 3 -

일차 통과 관류 CT는 뇌관류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방법이다. 이는 
응급실에서 고식적 CT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시행가능하고, 한 단면당 수 분내에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 또한 CBF, CBV, 그리고 
MTT와 같은 정량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차 통과 관류 CT에서 CBF, CBV, MTT 지도들을 구성하
여 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서 각각의 지도들간의 검사소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혈전용해치료를 받지 않은 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
로 일차 통과 관류 CT에서 보이는 비정상 병변 부위 크기와 임상적 결과, 그리고 
최종 뇌경색 범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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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상 및 방법
2.1. 대상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허혈성 뇌경색 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포함 기준은 (a) 허혈성 뇌경색 증상 발현 후 12시간 이내에 일
차 통과 관류 CT를 시행하였고 (b) 영상검사와 임상증상을 통해 급성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확진되었고 (c) 조영전 CT에서 뇌출혈 병변이 보이지 않았으며 (d) 
NIHSS(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점수 4점 이상인 경우였다. 혈
전용해치료를 받았거나 출혈성 전환이 생긴 경우는 제외하였다.

증상 발현후 일차 통과 관류 CT 촬영까지 소요된 시간은 3시간에서 9.5시간까
지이었고, 평균 시간은 5.3 시간이었다. 그 중 남성이 31명이었으며 여성이 24명이
었고, 환자들의 연령은 28세부터 92세까지, 평균 65.9세였다. 모든 환자들은 고식적 
CT를 시행 후 이어서 일차 통과 관류 CT를 시행하였다.  

모든 환자는 관류 CT를 시행한 후 7일에서 60일 사이에 (평균 24일) 추적검사
를 시행하였다. 19례에서 추적 CT 그리고 19례에서 추적 MRI를 시행하였으며, 나
머지 모든 예에서 두 검사 모두 시행하였다.

2.2. 방법

2.2.1. 일차 통과 관류 CT 
CT 검사는 모든 예에서 4채널 다중절편 나선식 CT 기기(Light Speed ; 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s., USA)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고식적 CT 검
사 후 일차통과 관류 CT를 시행하였다. 

고식적 CT는 조영제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7.5～10.0 mm 절편두께로 축
상면으로 머리부터 앙와위로 스캔하였다. 환자의 머리는 고정된 상태로 검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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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고, 조영전 검사의 촬영범위는 대후두공부터 두정까지였다. 영상지표는 120 
kVp, 350 mA, 512 x 512 매트릭스를 사용하였고, 표준 연산으로 재구성하였다.

일차 통과 관류 CT 검사는 5분 간격으로 40초 동안 연속하여 두 개의 시리즈
를 얻었고, 각각의 시리즈는 2개의 5 mm 두께의 인접한 10 mm 단면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조영제는 비이온성 조영제 Ultravist 300 (Shering, Germany)을 사용했
고, 5 mL/sec로 각 시리즈 당 총 50mL를 주입했다. 주입은 전완정맥을 통해서 자
동주입기(Medrad, USA)로 하였고, 주입 후 5초에 CT스캔을 시작하였다. 뇌의 기
저핵과 반난형 중추 레벨에서 각각 두 장씩 얻어서, 총 4개의 뇌 관류 CT 단면을 
얻었다. 두 번의 시리즈 사이에 5분의 시간 간격을 두어 조영제의 혈중 농도가 기
저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었다. 

이렇게 얻은 관류 CT 데이터는 CT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GE Medical 
Systems, Milwaukee, WI)를 사용하여 CBV, CBF, 그리고 MTT의 관류 영상 지
도를 구성하였다(Figure 1). 즉 독립된 워크스테이션에서의 별도의 후처리 영상 
작업 없이, CT촬영 직후 바로 CT 제어장치에 내장된 관류 영상 소프트웨어를 통
해 관류 지도들을 재구성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중심체적정리(Central volume 
theory)를 기초로 least-mean-square deconvolution에 의해 수학적인 계산을 하여 
관류 지표들을 계산해 냈다(12-14). 이어서 프로그램화 되어있는 자동색조처리를 
해서 병변 부위가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얻은 관류 지도 영
상은 Figure 1과 같다. 

2.2.2. MRI 와 MRA
MRI는 1.5 T 초전도체 MR unit (Gyroscan NT, Philips, Netherland) 와 두부 

코일을 이용하였다. 확산 강조 영상은 EPI 기법을 이용하여 x, y, z 세 방향으로 
가한 후에 등방성 영상을 얻었다. 영상 지표는 절편 두께 6 mm, matrix 크기 128 
x 128, FOV 230 mm, TR 1600 ms, TE 80 ms, b값 800 sec/mm2 로 하였다. 그
리고 절편 두께 5 mm, 매트릭스 크기 256 x 256,  FOV 230 mm, TR 6000 ms, 
TE 100 ms, TI 2000 ms 의 조건에서 FLAIR 영상을 얻었다. 

MRA는 같은 MR unit를 사용하여, 3D TOF(Time Of Flight)기법으로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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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촬영 조건은 TR 37 msec, TE 3.2 msec, Flip angle 25°, FOV 180 mm, 
NEX 1회로 영상획득시간은 5분 40초였다. 

2.2.3. 일차 통과 관류 CT 분석
CBV, CBF, 그리고 MTT의 세 가지 관류 지도에서 비정상적 관류 부위의 존

재 유무와 크기를 분석하였다. 비정상관류 부위의 측정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화소수를 계측하였다(Figure 2). 관류 지도 영상에서 각각 이상 부위의 크기 
측정을 위해, 두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각각 크기 측정을 한 뒤, 그 평균을 내어서 
관류 결손 부위 크기로 사용했다. 관류 결손 부위의 일정한 값을 얻어 추적 검사
에서 보인 이상 부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각 환자의 반구 면적 당 결손 부위
의 비(ratio)를 구하였다. 

2.2.4. 추적 검사와 비교
최종 뇌경색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추적 검사에서 보이는 세포독성 부종의 형

태학적 변화에 의한 병변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CT에서 보이는 저음영을 최종 뇌
경색이라 판단하였고, MRI에서는 확산 강조 영상 혹은 FLAIR 영상에서의 신호강
도 변화를 그 기준으로 삼았다. 관류 지도 영상에서 각각 이상 부위의 크기와 추
적 CT나 MRI상에서의 병변의 크기와의 비교는 두 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합의하
에 판단하였다. 추적 검사와의 비교는 처음의 관류 CT와 동일한 단면에서 측정되
었으며, 각각의 세 가지 관류 지도상의 관류 결손부위의 크기의 비와 추적 CT나 
MRI상 가장 일치하는 영상에서 최종 뇌경색 부위의 크기의 비를 비교하였다. 추
적 검사에서의 비정상부위 크기는 일차 통과 관류 CT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각 지도의 최종 뇌경색 부위의 크기 예측 정도 비교를 위해 세 군으로 나누었
다. 각 지도의 결손 부위 크기와 최종 뇌경색 부위의 크기가 120% 이상 차이가 
날 때 ‘과대평가(overestimation)', 80%에서 120% 사이에 있을 때 ’일치
(concordant)', 그리고 80% 이하일 때 '과소평가(underestimation)'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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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임상적 결과와 비교
허혈성 뇌경색의 임상적 결과에 대한 지표로 NIHSS 점수를 사용하였다. 내원

시 임상적 중증 정도, 퇴원시 임상적 중증 정도, 그리고 임상적 호전 정도를 알기 
위해, 각각 내원시 NIHSS 점수, 퇴원시 NIHSS 점수, 그리고 NIHSS 점수 변화량
을 구하였다. 

각 지도의 결손 부위 크기와 내원시 NIHSS 점수, 퇴원시 NIHSS 점수, 그리고 
NIHSS 점수 변화량을 비교해서, 그 상관 관계를 알아 보았다. 

2.2.6. 통계적 분석 
각 관류 지도에서의 비정상 관류 부위 크기와 추적관찰에서 보인 최종 뇌경색 

부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스피어만 순위 상관 분석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을 사용하였다.

각 환자들에서 입원당시와 퇴원시의 NIHSS 점수 그리고 그 호전 정도를 스피
어만 순위 상관 분석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을 사용하여 각 관류 지
도에서의 비정상 관류 부위 크기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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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irst-pass perfusion CT consists of CBV, CBF, and MTT maps

Figure 2. Measurement of abnormal perfusion area and final infarct lesion. The 
ratio of the lesion size compared to the size of ipsilateral hemisphere are 0.044 
(CBV), 0.404 (CBF), 0.453 (MTT), and 0.142 (F/U)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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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3.1. 일차 통과 관류 CT 소견

55례의 환자 모두 일차 통과 관류 CT의 각 지도에서 중대뇌동맥혈관 분포 영
역에 비정상 관류 소견을 보였다. 이들은 모두 각각의 뇌동맥 영역에서 CBF값의 
감소와 MTT값의 지연에 의해 정상 부위에 비해 색깔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소견
을 보였다. CBF와 MTT 지도는 CBV 지도에 비해 관류 결손을 매우 민감하게 찾
아내고 있었다. CBF와 MTT 지도에서 관류 결손을 보였지만 고식적 CT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11례(20%)였다. 

CBV의 평균 관류 결손률은 0.1571 (표준 편차 0.1532) 이었다. CBF 나 MTT
와 달리 CBV가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전체 55례중 5례(9.1%) 이었다. 10%이
하의 작은 관류 결손은 20례(36.4%)있었다. 10%이상 30%이하의 관류 결손을 보
인 경우가 20례(36.4%)있었다. 그리고 10례(18.2%)에서 30%이상의 관류 결손을 
보였다. 

CBF의 평균 관류 결손률은 0.2815 (표준 편차 0.1448) 이었다. 관류결손이 없
이 정상으로 보인 경우는 없었으며, 10%이하의 작은 관류 결손은 경우가 6례
(10.9%)있었다. 10%이상 30% 이하의 관류 결손을 보인 경우가 23례(41.8%)있었
다. 그리고 26례(47.3%)에서 30% 이상의 관류 결손을 보였다. CBF는 대부분 경우
(49례, 89.1%)에서 10% 이상의 관류결손을 보였다. 

MTT의 평균 관류 지연률은 0.3363 (표준 편차 0.1556) 이었다. 세 가지 지도 
중에 가장 큰 비정상 부위를 보였으며, 정상으로 보인 경우는 없었다. 10%이하의 
작은 관류 지연은 경우가 4례(7.3%)있었다. 10%이상 30% 이하의 관류 지연을 보
인 경우가 13례(23.6%)있었다. 그리고 38례(69.1%)에서 30% 이상의 관류 지연을 
보였다. CBF와 마찬가지로 MTT는 대부분 경우(51례, 92.7%)에서 10% 이상의 관
류 지연을 보였다. 

CBV 지도의 결손 부위가 CBF나 MTT 지도보다 아주 작은 경우 (CBF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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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부위에 대해 CBV 지도의 결손 부위의 비가 10% 이하)가 전체 55례중 8례
(14.5%)였다 (CBV 지도가 정상인 경우 5례 포함). Figure 3-1과 3-2는 64세 남자 
환자로 CBV 지도의 관류 결손이 1.1%로 10% 이하의 아주 작은 관류 결손을 보
인 경우이며, CBF 지도 26.8% 와 MTT 지도 41.2%로 CBV 지도보다 큰 관류 결
손을 보였다 (Figure 3-1). CBV/CBF (CBF 지도의 결손 부위에 대해 CBV 지도
의 결손 부위의 비)는 0.041로 CBV 지도와 CBF 지도의 불일치 정도가 컸다. 혈
관조영술상 동맥기에서 좌측 중대뇌동맥의 완전 폐색을 보이고 있고, 모세혈관기
에서 중대뇌동맥 분포 영역이 전대뇌동맥에서 측부 혈류 공급을 받고 있었다 
(Figure 3-2). 6일 뒤에 시행한 추적 MRI에서는 CBF나 MTT 지도에서 보였던 
관류 결손보다 훨씬 작은 부위에만 최종 뇌경색(2.1%)이 생겼다.

CBV 지도의 결손 부위는 대부분 CBF나 MTT 지도보다 작았으며 10%이상 
90%이하인 경우가 전체 중에 37례(67.3%)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였다. Figure 
4-1과 4-2는 그 예로서 환자는 허혈성 뇌경색 증상이 있고 9시간 뒤에 일차 통과 
관류 CT를 시행하였다. CBV 지도는 10.9%의 관류 결손을 보였지만 CBF 지도는 
32.3%의 관류 결손을 보였으며 CBV/CBF는 0.337 이었다. CBF 지도와 MTT 지
도는 그 관류 결손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CBV는 그 결손 부위의 일부에서 관류
결손이 되고 있다 (Figure 4-1). MRA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을 보이고 있
다 (Figure 4-2). 5일 뒤에 시행한 추적 MRI에서 CBF 지도보다는 작고 CBV 지
도보다는 큰 뇌경색(23.7%)이 생겼다. 

CBV/CBF가 0.9 이상인 경우가 전체 55례중 10례 있었다. Figure 5는  모든 
관류 지도에서 관류 결손은 보인 72세 여환으로 증상 이후 9시간 뒤에 일차 통과 
관류 CT를 촬영하였다. CBV 지도의 관류 결손 부위가 65.3%로 CBF 지도 70.1% 
그리고 MTT 지도 72.0%에 비해 조금 작을 뿐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였다. 
CBV/CBF는 0.931 이었다. 하루 뒤에 시행한 추적 CT 상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분포 영역에 최종 뇌경색이 보이며 (72.0%), 종괴 효과가 더 심해졌다 (Figure 5).

일차 통과 관류 CT 검사 중 조영제의 혈관외 유출이나 조영제 과민반응, 조영
제에 의한 급성 신기능 장애를 비롯한 특이한 합병증은 모든 예에서 발생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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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적 검사와 비교

CBV 지도의 관류 결손이 평균 0.1571 (표준 편차 0.1532), CBF 지도의 관류 
결손이 평균 0.2815 (표준 편차 0.1448), MTT 지도의 관류 지연이 평균 0.3363 
(표준 편차 0.1556) 로 추적 검사에서의 최종 뇌경색 크기 평균 0.1853 (표준 편차 
0.1710) 와 비교해 볼 때, 최종 평균 뇌경색 크기는 CBV 지도의 관류 결손보다는 
크고 CBF 지도의 관류 결손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각 지도에서의 결손 부위 크기와 최종 뇌경색 부위 크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반적으로 결손 부위 크기와 최종 뇌경색 부위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Table 1). CBF 지도나 MTT 지도보다는 CBV 지도가 훨씬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Rs=0.923, p<0.001). 

최종 뇌경색 크기와 각 지도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CBV 지도에서 
48례 (85%)에서 일치 (24례, 43.6%) 혹은 과소평가 (7례, 12.7%) 되었다. 최종 뇌
경색과 비교하였을 때 CBF 지도에서 33례 (60%), MTT 지도에서 45례 (81.8%)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과소평가되는 경우는 없었다(Table 2). 즉, 최종 
뇌경색 크기에 비해 CBV 지도는 관류 결손이 작게 나타나고, CBF 지도나 MTT 
지도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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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initial lesion size by perfusion 
mapping and follow-up infarct size (n=55)

Imaging Mean Ratios of the Lesion Size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Value Rs* 
(p value)

CBV 0.1571 ( 0.1532 ) 0.923 ( <0.001 )
CBF 0.2815 ( 0.1448 ) 0.540 ( <0.001 )
MTT 0.3363 ( 0.1556 ) 0.552 ( <0.001 )
Follow up CT or MRI 0.1853 ( 0.1710 )
* Spearmanꡑs correlation coefficient
Note - CBV : Cerebral blood volume, CBF : Cerebral blood flow, MTT : Mean 
transit time, CT : Computed tomogaphy,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Table 2. Prediction of final infarct Size by first-pass perfusion CT (n=55)
Degree of Prediction % of lesion size CBV CBF MTT
Overestimation >120 7 (12.7%) 33 (60%) 45 (81.8%)
Concordant 80-120 24 (43.6%) 22 (40%) 10 (18.2%)
Underestimation <80 24 (43.6%) 0 (0%) 0 (0%)
Note - CBV : Cerebral blood volume, CBF : Cerebral blood flow, MTT : Mean 
transi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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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상적 결과와 비교

각 지도의 관류 결손은 초기 내원시 NIHSS 점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시 NIHSS 점수와 CBF 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Rs=0.312, p<0.011), CBV 지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다 (Rs=0.439, p<0.001). NIHSS 점수 변화량도 CBV 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s=0.454, p<0.001).

CBV 지도는 퇴원시 NIHSS 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고 (Rs=0.439, p<0.001), NIHSS 점수 변화량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s=0.454, p<0.001).  CBV 지도는 초기 내원시 
NIHSS 점수보다는 퇴원시 NIHSS 점수와 더 강한 연관을 보였다 (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initial lesion size by 
perfusion CT mapping and the NIHSS score (n=55)

Imaging Correlation Value, Rs* (p value) with NIHSS
Initial NIHSS Final NIHSS Difference (ΔNIHSS)

CBV 0.246 (0.046) 0.439 (0.001) 0.454 (0.001)
CBF 0.208 (0.094) 0.312 (0.011) 0.104 (0.408)
MTT 0.112 (0.372) 0.224 (0.070) 0.089 (0.001)

* Spearmanꡑs correlation coefficient
Note - CBV : Cerebral blood volume, CBF : Cerebral blood flow, MTT : 

Mean transit time, CT : Computed tomogaphy, 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NIHSS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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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Overestimation of lesion size on CBF and MTT mapping

Figure 3-2. On DSA, collateral pial blood flow in left MCA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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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iscordance of lesion size between three perfusion mapping and 
final infarct lesions on follow-up

Figure 4-2. MRA shows right MCA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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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rrespondence between lesions of all three perfusion mapping 
and final infar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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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성인의 정상 뇌혈류는 전두엽 피질에서 56.6±12.8 ml/100g/min, 측두엽 피질에
서 66.0±20.9 ml/100g/min, 두정엽 피질에서 60.6±13.4 ml/100g/min, 그리고 대뇌 
수질에서는 19.8±4.2 ml/100g/min로 알려져 있다(15). 뇌혈류가 정상의 35% 이하
로 감소하여 조직의 대사적 요구량에 미달되면 신경세포의 구조적인 손상은 나타
나지 않으나 뇌허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세포의 신호 전달 기능에 문제가 생
겨 뇌파 이상과 함께 뇌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나 뇌혈류가 20% 이하로 더욱 
감소하면 비가역적인 신경세포의 손상, 즉 뇌경색이 초래된다. 뇌혈류 감소에 의해 
산소 공급이 감소되면 세포벽에 위치한 세포막 평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Na+/K+ 펌프에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세포막을 중심으로 이온경사가 없어져 물이 
세포외구역에서 세포내구역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안쪽으로 물과 Na+가 축적되어 
세포독성 부종이 초래된다(16-19). 

혈류량이 정상의 20-35% 사이에 있는 뇌조직은 최소한의 대사에 필요한 혈류
량은 유지되어 있는 부위로서 허혈성 반영부(ischemic penumbra)라 한다. 즉 허혈
성 반영부는 허혈상태를 보상하기 위하여 혐기성 포도당 대사율이 증가되어 있고 
혈류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 기능도 회복되는 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부위로 정
의된다. 이러한 허혈성 반영부의 뇌조직은 시간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여 
혈류 차단 초기에는 뇌경색의 주위를 둘러싸며 비교적 넒은 영역을 차지하나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내측부터 서서히 경색으로 이행되어 그 영역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급성 허혈성 뇌경색의 치료는 내과적 지지요법 또는 항
응고요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tPA)를 사용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치료(intravenous thrombolysis)와 유로키나제
(urokinase)를 비롯한 다양한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국소적 동맥내 혈전용해치료
(local intraarterial thrombolysis, LIT)가 각광을 받으면서 급성기에 적극적인 치
료를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3-7). 그 결과 증상 발현 3시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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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맥내 혈전용해치료가, 6시간 이내에는 국소적 동맥내 혈전용해치료가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보고되어 환자의 예후의 호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전신적 혹은 국소적 동맥 내 혈전용해치료는 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8, 9, 20-24).

성공적인 혈전용해치료를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혈전용해치료의 대상으로 가
역적인 허혈 부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혈관 폐색의 초기에 비가역적인 
손상의 정도를 예측하고, 혈전용해치료 후에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을 식별할 수 있
게 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영상 진단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뇌경색의 최종적인 용적이나 임
상적 결과, 치료후의 출혈성 합병증 등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다.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의 영상의 필수 요소를 4P로 요약할 수 있다(25). 4P
란 뇌조직의 손상 정도 Parenchyma, 혈관 폐색 상태 Pipe, 뇌조직의 관류상태 
Perfusion, 마지막으로 가역적 손상을 받은 허혈성 반영부 Penumbra의 머리 글자
이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영상 기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26-28). 이 중에 허혈성 반영부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고, 이러한 
실험적 혹은 임상적인 연구들은 허혈성 반영부를 찾는 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
다.

 혈관 폐색 후 조직의 구조적 손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진단하기 위해 뇌혈
류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다. 1948년 
Kety 등이 확산성 추적자인 산화질소(nitrous oxide, NO)를 이용하여 NO의 경동
맥 혈액내 농도와 경정맥 혈액내 농도를 통해서 국소 뇌혈류량을 최초로 측정하
였다. 그 이후 133Xe (Xenon-133)을 추적자로 이용하여 방사능을 외부에서 방사능
을 측정하여 임상 및 연구 목적으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확산성 추적자인 
133Xe은 기체의 농도에 비례해 CT의 감쇄지수가 감소하는데 착안하였고, 이는 비
침습적이고 아주 정확한 검사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기체를 흡입하는 별도
의 기자재가 필요하고 영상의 처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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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9). 이 외에도 확산성 추적자로 알려진 
Tc-99m HMPAO를 이용한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과 C15O2 혹은 H215O를 이
용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도 사용되고 있으나, 24시간 대기 상태로 급성기
에 시간을 다투며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일차 통과 관류 CT가 나오기 이전의 방법으로 조영제를 느리게 (3mL/s) 주입
하면서 전뇌(whole brain)에 대한 관류 CT를 시행하는 몇몇의 보고들이 있다(29, 
30). 이들 연구들은 최종 뇌경색의 정도와 출혈성 합병증의 위험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조영제를 주면서 두개골의 기저
부부터 두정부까지 촬영하고, 조영전 영상으로 감산하여 상대적 CBV를 구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이는 시간에 따른 조영제 농도의 변화를 알 수 없고 동맥투여함수
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적 CBV 정보만을 제공하며 CBF와 MTT를 얻을 수 
없고 정량적 분석이 불가능했다(31).

일차 통과 관류 CT는 재순환을 배제하여 조직의 관류를 영상화하는 방법으로
서 조영제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를 측정하여 역동적 영상을 얻어 뇌혈류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확산성 추적자인 요오드 조영제를 이용하는 방법으
로, 확산성 추적자인 133Xe 이나 C15O2 혹은 H215O 에 비해 절대값에 도달할 수 없
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혈관에 의한 조영제 농도만 제
거된다면, 비교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32, 
33). 동일한 뇌단면을 반복적 연속 촬영을 하여 관심구역(ROI)의 시간에 따른 조
영증강 곡선을 얻어서(29), 혈관에 의한 조영제 농도를 제거하기 위해 
Deconvolu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정량적인 CBV, 
CBF, 그리고 MTT 값을 얻고 각 지도들을 재구성 할 수 있다(32, 34-36).

Nabavi등의 연구(34)에서 CT 관류 지도와 허혈 조직의 위치간에 접한 연관
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CBF 지도가 허혈성 병변과 잘 연관될 수 있다고 하였
고, 뇌경색은 뇌혈류가 10mL/100g/min 이하일 때 초래된다 하였다. MTT 지도는 
특히 허혈 과정의 초기에 있어서 허혈 조직을 찾아내는데 더 민감함을 보여 주었
고, CBV 지도는 임계 허혈 조직을 찾을 때는 중등도의 진단적 가치를 가짐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이 보상기전에 의해 CBF가 낮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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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V가 증가되기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관류 CT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급성 허혈성 뇌경색에 유용한 진단 방법

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역동
적 CT 검사 시에 빠른 속도의 조영제 주입(약 10～20 mL/sec의 속도)이 필요했
으나, 실제로는 부작용이나 혈관외 유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최근 개발된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영제 주입 속도(약 4～6 mL/sec)로
도 좋은 관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11, 12). 더불어 다중절편 나선식 CT 
기기의 등장으로 스캔속도가 빨라지고 해상력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단면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 후처리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발달은 더 정확한 관
류 평가를 할 수 있고, 각 지도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11, 37-41).

세포독성 부종이 생기기 전에 뇌혈류 감소를 인지할 수 있으면 더 빠른 급성 
허혈성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다. 한편 고식적 CT를 이용한 뇌허혈의 조기 진단
은 구의 소실, 피질-수질 경계 소실, 그리고 부종에 의한 저음영과 같은 이차적인 
형태 변화보다는 뇌혈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일 이러한 소견이 나타나기 
이전에 조기 관류 이상의 정확한 위치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면, 혈역학적 인자
를 기반으로 하여 혈전용해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42). 이러한 세포독성 부종
을 반영하는 영상 진단에 비해, 일차 통과 관류 CT는 뇌혈류 감소를 인지하는 것
이므로 더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다.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형태학적 변화가 아
닌, 생리학적 그리고 혈역학적 변화를 적절한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 통과 관류 CT는 더욱 가치가 있다(36). 더군다가 이를 이용하여 혈전용해치
료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CT 검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 방법이다. 급성 뇌경색 환자들에게 있어 이들 검사가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6, 29, 30, 43). 일차 통과 관류 
CT는 CT 장비 외에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추가로 관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CBF, CBV, 그리고 
MTT 지도와 같은 다양한 지도를 통해 고식적 CT에서 발견되지 않는 허혈 부위
를 찾을 수 있고,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허혈에 빠진 뇌 조직의 크기와 손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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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 할 수 있다(24, 38, 43, 44). 그리고 허혈성 반영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후 예측에 도움을 주
고 혈전용해치료를 시행할 때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45, 46). 조영제 없이 고식적 
방법의 CT를 먼저 시행하여 출혈성 병변을 배제한 직후, 검사와 동시에 바로 후
처리 과정을 거치기에 빠르게 영상을 얻을 수 있다(47).

CBV는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그리고 정맥동에서 일어나는 저
항을 포함하는 뇌혈관계를 지나는 혈액의 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ml/100g 이고 
조직 100g당 혈류량이다. CBV 지도는 관류결손에 의한 뇌혈류량의 감소부위를 
반영하나 관류결손의 심한 정도, 보상성 측부 혈류량, 그리고 자동보상조절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범위가 크거나 작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30, 40, 
48, 49). CBV 지도는 측부 혈류량을 아주 잘 반영하며, 최종 뇌경색 크기와 일치
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본 연구에서도 55례 중에 24례(43.6%)
에서 추척 검사의 병변 크기와 거의 일치하였으며, 7례(12.7%)에서 더 크게, 그리
고 24례(43.6%)에서 더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MTT 지도에서의 관류 결손 
크기와 거의 일치하여 CBV 지도의 관류 결손이 보인다면 그 부위는 유의한 측부 
혈류량이 없고 모두 최종 경색임을 예측할 수 있다. 반대로, MTT 지도에서의 관
류 결손 부위가 CBV 지도에서 관류가 정상 또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면, 그것은 측부 혈류량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이미 재개통 
된 경우에도 볼 수 있다(41, 48). 

CBF는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 정맥, 그리고 정맥동에서 일어나는 저
항을 포함하는 뇌혈관계를 지나는 혈액의 흐름으로 그 단위는 ml/100g/min 이고, 
이는 조직 100g 당 1분간 지나는 혈류량이다. CBF 지도는 관류결손을 직접 반영
하기에 최종 뇌경색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지도로 알려져 있다
(16, 30, 48, 49). 본 연구에서는 55례 중에 22례(40%)에서 병변부위와 일치하였고, 
33례(60%)에서는 최종뇌경색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과대평가된 부위는 허혈성 
반영부를 나타내거나 혹은 CBF 지도가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9). 
CBF 지도는 뇌혈류의 절대 수치를 정확히 구할 수만 있다면 가장 유용한 영상지
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아직 절대 수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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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대한 근접한 값만을 구하고 있다. 동맥투입함수(arterial input function, AIF)
를 통해서 CBF를 구한 경우에는 최종경색부위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
다(51, 52).

MTT는 혈류가 동맥으로 들어와 정맥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MTT 지도는 다른 지도에 비해 가장 넓은 면적의 관류결손 범위를 나타내어 최
대 관류 장애의 부위 즉, 허혈성 중심부를 포함한 허혈성 반영부까지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41, 48). MTT 지도가 허혈성 반영부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고 하였고(48), 매우 예민하게 비정상 관류를 보여주고 있어 허혈 조직을 민감하
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매우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연구 목적으로도 가
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인데, 그 이유는 MTT지도의 특성상 관류 이상 영역을 명
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부 순환에 의한 지연
된 조영증강이 있는 경우에도 MTT 지도의 특성상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므로 병
변의 범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종 병변과 비교할 때 대부분에서 
MTT 지도에서의 관류 결손의 크기가 크다. 또한 현재의 병변과 관련 없이 근위
부 경동맥이나 중대뇌동맥 등에 만성적인 폐색이나 협착이 있는 경우에 증상이 
없는 쪽의 MTT도 협착 때문에 동시에 지연되어 마치 MTT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오인할 수 있다. 또한 증상이 있는 쪽에 이러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실제보다 
과장되어 MTT 지연 소견이 보일 수 있으므로, MTT 지도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9).

본 연구에서는 55례에서 모두 관류 CT의 모든 지도에서 병변부위를 인지할 수 
있어서 뇌경색의 조기 진단이 가능했고, 또한 11례(20%)에서는 고식적 CT 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관류 CT에서는 관류 결손을 먼저 찾을 수 있어서, 뇌경
색의 훌륭한 조기진단 도구로 생각된다. 모든 급성 허혈성 뇌경색 환자에서 CBF
와 MTT지도는 뇌 혈류의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감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
든 환자에서 뇌동맥 영역과 일치하는 부위에서 CBF 감소와 MTT 지연소견을 잘 
보여주었다. 반면에 CBV 지도는 CBF가 감소하고 MTT가 지연된 상황에서 다양
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저자들은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에 보상성 측부 혈류
량의 다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는 최종적인 뇌경색 범위를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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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추적 검사에서 최종 뇌
경색의 부위는 초기의 CBV 지도와 겹쳐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CBV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 CBV가 현격히 
떨어진 부위는 CBF와 MTT 지도의 소견과 관계없이 반드시 뇌경색으로 가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CBF 지도상에서는 혈류가 감소되어 있으면서 
CBV 지도상 감소하지 않은 부위는 비교적 측부 혈류량이 충분하여 살릴 수 있는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BV 지도는 급성 뇌경색이나 최종적인 뇌경색
의 정도에 있어서 보상서 측부 혈류량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라 할 수 있다.

Figure 3-1과 3-2에서 보면, CBF 혹은 MTT 지도에서의 병변 부위가 CBV 
지도에서는 관류가 아주 작은 크기로 나타나기에, 측부 혈류가 잘 발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때로는 이미 재개통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DSA
에서 중대뇌동맥의 폐색이 보이기에, 재관류 시에 구제가 가능한 허혈성 반영부로 
생각할 수 있다. Figure 4-1과 4-2에서는 CBF 혹은 MTT 지도에서의 병변 부위
가 CBV 지도의 관류 결손을 안 보인 부위는 측부 혈류량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5일 후 추적 검사에서 최종 뇌경색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
기공명 혈관조영술상 우측 중대뇌동맥의 완전 폐색을 보이고 있는데, 재관류 치료
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역적 허혈성 반영부로 생각된다. CBF 혹은 MTT 지도
와 같이 CBV 에서도 결손 부위를 보인 부분은 측부 혈류량이 없는 상태로 5일 
뒤 추적검사에서 최종 뇌경색이 되었다. Figure 5에서는 CBF 혹은 MTT 지도와 
거의 일치하여 CBV 지도의 이상이 보이기에, 그 부위는 유의한 측부 혈류량이 없
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모두 최종 뇌경색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추적 
검사에서 모두 최종 뇌경색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크기는 CBF나 MTT보다는 
CBV에 근접해 있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류 CT가 다른 영상 검사에 비해 단점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이 있는데 (a) 첫번째는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다채널 방식의 기계를 사용한
다고 해도 한번에 얻을 수 있는 절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뇌의 모든 부위를 
검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한 환자에서 두 번의 검사를 통해 4개의 
절편을 얻었으며, 제한된 절편 때문에 대부분 경우 관련 의사가 검사 부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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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b) 다른 문제는 비이온성 요오드 조영제
를 사용한 관류 CT는 주로 모세혈관을 포함한 혈관 내 조영제의 농도에 의해 영
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CT조영제는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통과하지 못하는 비확산성 추적자여서 조직의 관류 상태를 정확히 반영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시간-농도 곡선(time-concentration curve)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제논 CT에서와 같이 133Xe이라는 확산성 추적자를 사용
하여 혈관내와 뇌조직 세포간의 농도 차이가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도 몇몇 연구에서 두 영상 방법간의 CBF의 차이는 크지 않다
는 결과가 나와 있다(32, 33). (c) 세 번째로는 과거의 관류 CT 보다 적은 용량이
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차 통과 관류 CT도 총 100 ml의 조영제를 쓴다는 점
이다. 잠재적인 조영제 독성과 조영제와 관련한 신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다. (d) 
네 번째로 정량화된 값들의 정확도는 혈액-뇌 장벽이 손상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31). (e) 다섯 번째로 동맥투여함수를 구하기 위한 관심영역을 정할 때 아직까지 
가장 정확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고(32, 53, 54), 부분체적평균효과에 의
한 오차 때문에 참값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f) 여섯 번째로 만성 뇌경색, 혈관
연축, 두뇌 손상 등에 대한 정량적 관류 CT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뇌사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아니다(31). (g) 마지막으로 
한 단면을 반복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전뇌에 대한 관류 CT와 같은 다
른 기법의 관류 CT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31). 

이러한 단점들은 앞으로 CT 기기의 채널 수가 늘어나고, 원추형 광선과 평판
CT를 이용한 CT의 발달과 후처리 소프트웨어의 개선, 관류 CT에 대한 연구의 
축적과 함께 단점들의 상당 부분이 나아질 질 것이다. 또한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여러 동적 모델을 관류 CT에 응용하고, 더 나은 동적 모델을 고안함으로써 보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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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뇌경색의 좀더 빠른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서 일차 통과 관류 
CT 영상의 다양한 지도들을 분석하여 그 소견들을 알아보았고, 최종 뇌경색 부위
와 임상적 결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중대뇌동맥경색 환자에서 일차 통과 관류 CT를 이용한 세가지 관류지도는 
모든 예에서 중대뇌동맥영역에 비정상 관류 소견을 민감하게 보여주었다.

2. 11례(20%)에서는 고식적 CT 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관류 CT
에서는 관류 결손 부위를 더 민감하게 찾을 수 있었다. 

3. 모든 중대뇌동맥경색 환자에서 MTT와 CBF 지도는 CBV지도에 비해서 최
종 경색부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CBV 지도는 최종 경색부위와 강한 상관관계(Rs=0.923, p<0.001)를 보였으
며 55례의 환자중 24례(43.6%)에서 일치한 소견을 보였다. CBF 혹은 
MTT 지도와 CBV 지도의 차이로 병변 크기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었으
며 이는 허혈성 반영부의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임상적 결과와 임상적 호전 정도와의 상관 분석에서는 CBF나 MTT 지도
보다 CBV 지도가 좀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히 퇴원시 NIHSS 점
수(Rs=0.439, p<0.001)와 NIHSS 점수의 호전(Rs=0.454, p<0.001)이 CBV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차 통과 관류 CT는 초기 뇌경색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빠
른 영상기법으로서 이들 환자에서 중요한 혈역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CBV, CBF, MTT 지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 영구적인 뇌경색이 발생할 부위와 회
생이 가능한 뇌의 부위를 미리 판단하여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
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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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직의 CT number(Hounsfield Unit)는 조영제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조직
의 CT number의 변화가 조영제 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지표(indicator)로 
이용할 수 있다. 유체계(Fluid system)에 일정량의 조영제가 더해지고 그 일정량
을 알고 있다면, 그 유체의 부피과 유량의 감소치를 계산할 수 있다 (11). 

조영제 주입 후에 동맥에서 시간-농도 곡선을 측정하면, 폐순환에 의한 몇 초
간의 지연 후에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급격히 감소되며, 다시 몇 초 후에는 재
순환 때문에 작은 정점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의 한 례를 Interactive Data 
Language (IDL; Research Systems Inc., Boulder, Co, USA) 을 이용하여 시뮬레
이션하여 보았다. 이는 아래 Figure 6 과 같다.

Figure 6. Curve representing arterial concentration of an indicator after a 
single brief intravenous injection; appearance is delayed due to passage through 
the lungs. Solid line is an extrapolation fitted arterial curve representing the 
expected curve in the absence of re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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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농도 곡선의 정점은 조영제의 최고 농도 도달점을 의미하며, 그 진폭이 
클수록, 곡선의 폭이 좁을수록 조영제의 덩어리(bolus) 주입이 이상적으로 되었음
을 의미한다.

한편 중대뇌동맥 분포영역의 허혈 상태라면, 병측와 정상측의 시간-농도 곡선
을 IDL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해서 그려보았다. 이는 아래 Figure 7 과 같다. 병
측이 정상측에 비해 정점에 오르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곡선의 폭이 넓어져 통
과시간도 길어졌고, 정점의 높이도 낮아져 있고, 정점까지 오르는 기울기도 완만하
게 작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 축으로 시작
점과 끝점을 잡으면, 시간-농도 곡선 아래의 면적도 병측에서 감소되어 있다. 

Figure 7. Time-concentration curves of normal (Solid line) and affected 
(Dash line) regions. 

뇌조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영제가 들어오고(wash in) 최고 농도에 이르
렀다가(peak) 다시 빠져나가는(wash out) 과정을 밟는다고 보았을 때, 조영제 주
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곡선에서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까지를 유입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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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혈관의 폐색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를 보인다. 혈관이 막
히거나 측부 혈류 등으로 느려져 있는 경우, 그 정점까지의 도달 시간이 길어져 
곡선이 완만하게 그려진다(9). 

CT를 이용해서 조직의 관류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는 조영제의 MTT에 기반을 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영제 농도 증가의 
지연과 연장을 교정하기 위해 동맥 곡선의 시간에 따른 진행(time course)에 대해
서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조영제의 감소율(washout rate)에 기초를 둔 방법으로 
주로 지수함수(exponential)로 가정한다. 그러나 비확산성 추적자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단위 혈관용적에 대한 혈류만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용적
에 대한 혈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직의 어느 정도 부분(fraction)이 혈류용적인지 
알아야 한다. 다음 수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1).

       f= Vvasc
Vvasc+Vinterstitium+Vcells

=
Vvasc
V

    … 수식(1)

f는 fraction이고, Vvasc, Vinterstitium, 그리고 Vcells 는 각각 혈관, 간질, 세
포에서의 용적을 나타낸다. 두뇌의 경우 혈관용적은 일차적으로 모세혈관과 정맥
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관심영역을 그릴 때 혈관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조
직에서의 평균 조영제 농도 Ct 는 혈관내 농도인 Cv 보다 작고, f (fraction)를 이
용하여 다음과 수식(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t= f․Cv    … 수식(2)

조직으로 관류되는 혈류를 F 라 가정하면, F 와 동맥 농도인 Ca(t)를 곱하면 
동맥을 통해 이동하는 조영제 총량이 나온다. 유입되는 혈류와 유출되는 혈류가 
같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수식(3)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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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FCa( t)dt=⌠⌡

∞

0
FCv( t)dt=

1
f
⌠
⌡

∞

0
FCt( t)dt    … 수식(3)

혈류 F 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결론 수식(4)를 얻을 수 있다.

       f=
⌠
⌡

∞

0
Ct(t)dt

⌠
⌡

∞

0
Ca(t)dt

    … 수식(4)

따라서 Ca(t) 를 알고 있다면 위의 식에서 Ct(t) 를 통해 f (fraction)를 알아낼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기준선과 곡선 사이에 일정한 면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가는 조영제의 총량이라고 볼 때, 이 면적은 CBV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9). 제한점으로는 원칙적으로 동맥 곡선을 위한 관심영역(ROI)은 너무 작기 때문
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고 부분체적평균효과때문에 주위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느 혈관을 관심영역으로 잡아야 가장 정확한지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혈관 조영 증강을 적분하여 상대적인 혈류용적을 다음 수식(5)로 나타
낼 수 있다(11). 만일 동맥투입함수(arterial input function, AIF)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비례 상수를 구할 수 없으므로 CBV의 상대값만을 구할 수 있다. 

       f　∝⌠⌡
∞

0
Ct(t)dt    … 수식(5)

FWHM (full width half maximum)방법을 적용하여 보면 꼭지점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그 보다 조금 지난 시간까지 시간을 계산하면, MTT를 얻을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MTT를 정의하기 위해 곡선의 first moment를 사용한다. 다음 수식(6)
과 같다(1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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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T　=
⌠
⌡

∞

0
tC(t)dt

⌠
⌡

∞

0
C(t)dt

    … 수식(6)

First moment 는 시간-농도 곡선 모양의 중심과 같다. 이는 곡선의 특성인 정
점도달시간을 비롯한 다른 값과는 다르며, 이는 혈류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값이다. MTT를 계산하기 위해 조영제가 중심 용적(central volume)에 들어
갈 때 t=0 로 하고 중심용적 혹은 유출지점에서 C(t)를 측정한다(55). 중심용적을 
V 라고 할 때 다음 수식(7)과 같다.

       MTT= V
F

    … 수식(7)

위 식에서 보듯, MTT는 단위 용적의 혈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방법은 
임상적으로 중심용적을 평가할 때 쓰인다. 

시간-농도곡선의 하강부분은 주로 지수함수로 표현되는데, 이는 재순환을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1).

       C(t) =C 0 exp (- t/τ)    … 수식(8)

C0 는 t=0 일 때의 농도이고, 시간 상수 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τ = V
F

    … 수식(9)

수학 용어인 Convolution과 Deconvolution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Convolution을 의미하는 연산기호는 ⓧ이다(50). 아주 이상적인 조영제 bolus의 함
수(AIF)를 대상 뇌조직 자체가 가진 잔여 함수(tissue residue function, TR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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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하면 시간-농도 곡선이 된다. 다시 말해 시간-농도 곡선을 동맥투입함
수로 다시 deconvolution하면 조직 잔여 함수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직 잔
여 함수 곡선의 first moment를 통해 MTT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9).

이러한 계산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영제의 일시 주입이 완벽하게 잘 되
었다는 가정으로 구한 것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 바로 동맥투
입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동맥투입함수란 대상 뇌조직의 영양동맥의 시간-농도 곡
선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법의 한계점은, 어느 혈관을 대상으로 동맥투입함수를 구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에 대한 해답이 없고, 부분체적평균효과 등으로 참값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50, 53-54).

좀더 정교하게 MTT를 구하기 위해서, observed MTT (MTT obs) 를 true 
MTT (우리가 구하려는 MTT) 와 injection time 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음
과 같다.

       MTT　obs　=　injection　time　+　MTT    … 수식(10)

뇌(brain)에서는 혈관용적은 비확산성 지표의 MTT를 결정하기 때문에, Cv 나 
Ct를 이용하여 구한 MTT는 곡선의 높이(height)가 아닌 모양(shape)에 따라 달
라지기에, 조영제의 순간 주입인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MTT　=　f　 V
F

    … 수식(11)

그러나 동맥주입이 연장되면, 순간적인 조영제 주입으로 얻을 수 있는 true 
MTT를 알기 위해서는 수식(10)을 이용하여 observed MTT를 교정해야 한다. 
Injection time 도 Ca(t) 곡선의 높이(height)가 아닌 모양(shape)에 따라 달라지기
에, injection time 은 주요 혈관 근처에서 작은 관심영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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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F를 구하기 위해, 혈류(flow)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수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τ를 정확히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영제의 감소단계(washout 
phase)에서의 시간 상수 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τ= f　 V
F

    … 수식(12)

이 방법은 세가지 단점이 있다. (a) 조직은 simple single-compartment mixing 
chamber 가 아니다. (b) 조영제 주입 후에 감소율을 단순히 계산하는 것은 실제 
생체 내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c) 지수함수를 이용하여 재순환을 배제한다 하
더라도, 시간 상수를 정확히 결정하는데 충분히 길지 못하다. 예를 들면 정상 뇌조
직의 경우 3.4 초로 알려져 있는데, 혈관조영술상 농도 측정에서는 회질과 기저핵
은 1초 그리고 백질은 2초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Fick's first law (정상 상태 조건하에서 단위면적당 확산되
는 물질의 유속은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35). 

       Q( t)=F⌠⌡
t

0
[Ca(u)-Cv (u)]Du     … 수식(13)

Q(t), Ca(t), Cv(t) 는 각각 조직, 동맥, 정맥에서의 조영제 농도이다. F는 뇌혈
류(cerebral blood flow)이다. 만일 시간 0에서 t까지 정맥 유출이 없다면, 수식 
(13)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35). 

       Q( t)=F⌠⌡
t

0
Ca(u)Du     … 수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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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는 조직 농도 곡선의 기울기와 동맥 농도 곡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시간 
0에서 t까지 평가된다. 그러나 정맥 유출이 없다는 가정 때문에 뇌혈류 측정이 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CBF를 구하는 다른 방법으로, 소위 중심체적정리 (central volume theory: 
CBF = CBV/ MTT)을 이용하여 뇌혈류량(cerebral blood flow, CBF)를 비교적 
정확히 구할 수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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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usefulness of the first-pass perfusion 
CT in acute middle cerebral artery infarction

Young Han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Myung Soon Kim)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troke imaging is predicting the 
reversible ischemic area that is the target of thrombolytic therapy. Initial 
stroke imaging should be able to predict the extent of final infarct volume and 
irreversible damage. 

First-pass perfusion CT is a new modality for evaluating  cerebral 
perfusion. It can offe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cerebral 
blood flow (CBF), cerebral blood volume (CBV), and mean transit time (MTT). 
We assessed the utility of first-pass perfusion CT in acute middle cerebral 
infarct patients and correlation of clinical outcome.

In our study, all three perfusion mappings of CBV, CBF and MTT revealed 
very sensitive perfusion abnormalities involving MCA territory in all a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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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 infarct patients. MTT and CBF mapping detect perfusion abnormalities 
with higher sensitivity than CBV mapping. MTT and CBF mapping did not 
underestimate in all MCA infarct patients. We thought MTT and CBF 
mapping are largely influenced by the degree of vessel involvement in MCA 
territory. However these mapping have a tendency to overestimate final infarct 
lesion. In contrast, CBV mapping showed strong correlation with final infarct 
size with high specificity. It accurately predicted final infarct size in 44% of 
the 55 patients. It may be reflected by variable amount of compensatory 
collateral blood flow after MCA occlusion. The size difference between CBF or 
MTT mapping and CBV mapping can be used to predict lesion growth. In 
correlation with clinical outcome, CBV mapping was related more strongly than 
CBF or MTT mapping, especially with final NIHSS score and difference of 
NIHSS score. Despite of shortcomings, such as limitation of whole brain 
coverage even using the multi-slice CT, and unintended reaction of iodinate 
contrast agent itself and amount of dosage, first-pass perfusion CT for acute 
MCA infarct is a useful tool to predict the extent of final infarct area and 
clinical outcomes.

First-pass perfusion CT is a new, useful, and fast method for investigation 
of cerebral perfusion and enables quantification of CBV, CBF, and MTT. In 
addition, first-pass perfusion CT shows better resolution for evaluating delicate 
anatomic area than MR perfusion study.

Key words : Brain, ischemia, Cerebral infarction, Computed tomography (CT), 
Perfusion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