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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다중검출 관류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교차소뇌해리현상의 발견 

 

연구배경 및 목적: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은 원격 천막 상부 대뇌 반구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반대편의 소뇌 반구에서 뇌 관류나 혈류의 감소로 나타나는 뉴런의 대사 작용

과 활성의 저하이다. 오늘날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보고들은 단일 광

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을 이용한 결과들이며 최근까지 두 

개의 보고만이 뇌졸중 환자 중에서 역동적 자화율 대조 관류 자기 공명 영상를 이용하

여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하여 보고 하고 있으며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영상 연구는 전무 하다. 본 연구는 급성뇌졸중 환자에서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하여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진단률을 알아 보았으며 교

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대한 영향 인자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대뇌의 인자들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각의 관류 영상지도에서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방법: 총 81명의 대상환자들이 뇌졸중 증상 후 24시간 이내에 성공적으로 뇌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전뇌의 관류 영상을 얻기 위해 “toggling table 

technique”을 이용한 64-MDCT로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였다. 워크 스테이션을 

이용해 CBV,CBF,MTT 그리고 TTP를 모두 포함한 뇌 관류 지도를 구하였으며 각각의 지

도에서 저 관류의 유무는 시각척도로 확인 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모든 해당 관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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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행해졌으며 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이용하여 CCD-군과 CCD+군과 비교 

하였다. 특히 CCD+군에서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대뇌

저관류 정도와 소뇌의 비대칭 관류 정도에 대하여 연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적 분석의 significance level은 p <0.05 로 정하였다. 

결과: 연구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81명의 환자 중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총 25명으로 30.86% 였다.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나타내는 

각각의 관류 지도의 빈도는 MTT 25cases(30.86%), TTP 17cases(20.99%), CBF 

7cases(8.64%), CBV 5cases(6.17%)으로 MTT가 가장 민감하였다. 그리고 CCD+ 군에서 

행해진 연관 분석에서 cerebral ∆MTT와 cerebellar ∆MTT는 (rho)=0.55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sitive linear correlation을 보였으며 cerebral ∆MTT는 cerebellar ∆TTP

와 (rho)=0.862로, cerebral ∆TTP와 cerebellar ∆TTP는 (rho)=0.870로, reduced 

cerebral CBF volume와 cerebellar ∆TTP는 (rho)=0.680로, reduced cerebral CBV 

volume은 cerebellar ∆TTP와 (rho)=0.66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sitive 

linear correlation을 보였다(p<0.05).  

결론: 이 연구는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사용하여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뇌졸

중 환자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과 그 진단률을 보여주는 최초의 논문으로 급성 뇌졸

중 환자에서 대뇌 반구 병변의 저관류 정도가 저관류 부위의 체적의 양과 함께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은 CCD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비교적 높은 진단률을 보이며 그 

중증도를 판단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한 영상 방법으로 생각된다. 

핵심 단어 : 교차 소뇌 해리 현상,급성 뇌졸중,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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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다중검출 관류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교차소뇌해리현상의 발견 

 

지도교수 김 영 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전 영 욱 

 

Ⅰ. 서론 

 

교차 소뇌 해리 현상(Crossed Cerebellar Diaschisis, CCD)이란 원격 천막 상부 

대뇌 반구에 병변이 있을 경우 반대편의 소뇌 반구에서 뇌 관류나 혈류의 감소로 나타

나는 뉴런의 대사 작용과 활성의 저하를 말한다 1-2. 이러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병

태생리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천막 상부 병변에서 반대편 소뇌 반구로 향하는 구

심성 피질-뇌교-소뇌로(afferent cortico-ponto-cerebellar pathways)의 단절

(interruption)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급성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은 흥분성 입력

(excitatory input)이 감소함에 따라 퍼킨제 세포(Purkinje cell)의 불활성화

(deactivation)가 일어나게 되고 가역성(reversibility)을 갖는 소뇌의 혈류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요성은 CCD 현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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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뇌 경색 환자에서 대뇌 병변에 대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 소뇌의 체적 감소와 같은 비가역적인 구조상의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는 것이며 4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severity) 정도에 따라 환자의 회복과 결

과와 치료 반응에 대한 예후적 평가를 예측하는데 임상적 가치(prognostic value) 가 

있음이 몇몇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5-6.  

오늘날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영상의학적 보고들은 단일 광자 방

출 컴퓨터 단층 촬영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과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을 이용한 결과들이며 최근 뇌졸중 환자 중

에서 역동적 자화율 대조 관류 자기 공명 영상(dynamic susceptibility contrast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e)을 이용하여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보고들

이 있었다 7-8.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perfusion computed tomography) 을 이용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영상 연구(imaging study)는 다른 영상 진단 방법에 비교해 보

았을 때 비용이 적게 들고 환자의 tolerance 와 accessibility 가 좋고 빠른 시간 내에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영상 진단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동안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로는 뇌 전체의 

관류 영상을 얻을 수 없었으며 다중채널 방식의 전산화 단층 촬영 장비의 발달로 최근

에야 비로소 이러한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사용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진단률과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았고 둘째,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각각의 관류 영상지도(CBV,CBF,MTT,TTP perfusion maps)에서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을 하였으며 셋째,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이는 환자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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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뇌의 인자들을 알아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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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설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의 standard clinical stroke care 에 

따라 얻어진 영상 데이터는 생명 윤리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후향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기준> 

1) 천막상부 뇌졸중(e.g., aphagia, apraxia, visual field defect, memory 

deficit)을 시사하는 증상 및 징후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 한 환자. 

2) 뇌졸중 증상 발현 24 시간 이내에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  

3) 확산 강조 영상을 포함한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추적 검사로 시행하여 편측성 

천막상부 뇌졸중으로 확진 된 환자. 

 

<연구제외기준> 

1) 확산 강조 영상(diffusion weighted image) 과 고식적 T2 강조 영상(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액체 감약 반전 회복 포함) 을 포함한 뇌 자기 

공명 영상 에서 소뇌에 어떠한 병변 이라도 동시에 존재 하는 환자. 

2) 뇌출혈, 뇌종양, 뇌외상, 뇌감염등 뇌졸중을 제외한 다른 대뇌 병변이 있는 

환자. 

3) 열공 경색증(Lacunar infarction)과 같이 확산 강조 영상 에서는 관찰되나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발견 되지 않는 병변을 갖고 있는 환자. 

4) 오래된 천막 상부 뇌졸중 과거력을 가지고 있거나 보이는 경우. 

5) 신기능 부전이나 조영제 알러지가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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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환자군 

2007 년 9 월 1 일부터 2010 년 5 월까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관류 전산화 단층촬

영을 시행 총 2405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에 열거한 연구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에 만족한 환자는 총 81 명 이였으며 그 중 source data 분석이 가능했던 27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 

 

3. 영상 프로토콜 및 데이터 처리 

전산화 단층 촬영은 비 조영 뇌 전산화 단층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64-MDCT 

(Philips Brilliance 64-cahnnel CT)를 사용하여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였다. 대

뇌와 소뇌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40mm 검출기와  Toggling-table 

technique (Jog mode) 기법을 사용하여 검출기 넓이의 두배인 80mm 를 z-축(axis)방향

으로 스캔 하였다 (Figure 1). 관류컴퓨터단층촬영의 획득 영상지표는 80 kVp, 150 

mAs, 32 × 1.25 검출기 폭 조절, 5 mm 절편두께, 그리고 스캔 속도 0.4sec/rotation

으로 설정하였다. 전주정맥 (antecubital vein)을 통하여 동력 주사기로 80 mL 의 요오

드 조영제 (Iohexol; 350 mg I/ mL)을 5 mL/s 의 속도로 주입 후 5 초 뒤에 스캔을 시

작하였다. Toggling-table technique (Jog mode) 기법을 사용, 환자의 테이블이 왕복 

운동으로 위치 변화를 통하여 스캔 하면서 80mm 의 Z 축을 포함 하였으며 3.8 초의 스

캔 간격으로 총 15 주기를 시행하였다. 5mm 절편 두께로 전체 16 개 절편을 생성 하였

다 (Figure 2). 

CTP 데이터는 뇌 관류 소프트웨어를 (Extended Brilliance Workstation, Philips 

Medical Systems)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시간 농도 곡선(time-concenturation 

curve)에서 관류 요소들을 추정,계산 하기 위해 central volume principle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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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9  Voxel similarity와 edge preserving filter를 사용하여 위치 보정과 노이즈 

감소를 하고 시간 농도 곡선의 수학적 계산을 위하여 least-meansquares 방법을 통해 

곡선 접합을 하였으며 MTT maps은 특정 voxel과 arterial input function(AIF)을 통해 

얻은 시간 농도 곡선에서 closed-form deconvolution에 의해 계산 하였다.10-11  

 AIF 은 보통 가장 먼저 나타나며 가장 진하게 조영 되는 중뇌 동맥에 원형의 관

심 영역(Region of interest, ROI)를 위치하여 선택하였으며 venous function 은 

superior sagittal sinus 에 원형의 관심 영역을 위치하여 선택하였다. 각각의 voxel 에

서 CBV map 은 areas under the time-concentration curves 를 통해 계산 되었다.12 

CBF map 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 CBF = CBV / MTT 에 따라 계산 하였고 10, TTP 지도는 

시간-농도 곡선에 따라 최대 조영 증강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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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oggling table technique (Jog mode).(A)  Scanner obtained images during 

a single rotation at location A. (B)  Table moved upward to locate lower half of 

object under x-ray tube.(C)  Scanner obtained images during a single rotation at 

location B. (D)  Table moved 4 cm in opposite direction to original position.(E)  

Second cycle of scanning was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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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rfusion maps of cerebral blood volume(CBV), cerebral blood flow(CBF), 

mean transit time(MTT), and time to peak(TTP) obtained by toggling table 

technique(Jog mode) in 64-year-old woman with left MCA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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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분석 

CBV, CBF, MTT 그리고 TTP 의 네 가지 관류 지도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

였다.  

1) 비정상적 관류 부위의 판단 기준 

-대뇌와 소뇌의 MTT 나 TTP 관류 지도에서 지연되어 있거나 CBF 나 CBV 가 감소

되었을 경우 비정상적 관류 부위임을 시각 척도로 판단 하였다. 

2)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조건 

-일측성 천막 상부 관류 이상(뇌졸중)을 보이면서 동시에 대측성 천막 하부 

소뇌에 감소된 관류 부위를 보일 경우 교차 소뇌 해리 현상으로 판단 하였다

(Figure 3). 

3) 대뇌와 소뇌에서의 perfusion value 측정 방법 

-대뇌에서는 비정상적 관류를 보여주는 대뇌 반구에 수공으로 관심 부위를 그

려 각각의 관류지도(MTT, TTP, CBF and CBV maps)에서 정량적 값을 구하였으

며 반대편 대뇌 반구 에도 mirror image 로 위치하게 한 후 정량적 값을 구하

였다(Figure 4). 소뇌에서는 원형 관심 부의(circular region of interest)를 

소뇌 반구 안에 위치하게 그린 후 정량적 값을 구하였으며 반대편 소뇌 반구 

에도 mirror image 로 위치하게 한 후 정량적 값을 구하였다(Figure 5). 

    4) 대뇌의 관류 감소 정도의 측정 방법 

-대뇌에서 네 가지 관류 지도의 비정상적 관류 부위에 관심부위(ROI)를 그려 

얻은 정량적 값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관류 값의 감소 정도

(Quantitativ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를 구하였으며 가장 

높은 비대칭(asymmetry)을 보여주는 횡단면 영상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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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뇌 반구간의 TTP 와 MTT 차이(difference index)는 [TTP contralateral-

TTP ipsilateral] in the cerebrum, [MTT contralateral-MTT ipsilateral] in 

the cerebellum 로 구하였고 대뇌 반구간의 CBF 와 CBV 의 감소 정도

(reduction rate)는 [CBF ipsilateral-CBF contralateral/CBF ipsilateral 

x100%] in the cerebrum, [CBV ipsilateral-CBV contralateral/CBV 

ipsilateral x100%] in the cerebrum 로 구하였다. 

5) 소뇌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 측정 방법 

-소뇌에서 네 가지 관류 지도의 비정상적 관류 부위에 관심부위(ROI)를 그려 

얻은 정량적 값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정도

(asymmetric index of cerebellum)를 구하였으며 가장 높은 비대칭(asymmetry)

를 보여주는 횡단면 영상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소뇌 반구간의 TTP 와 MTT 차이(difference index)는 [TTP contralateral-TTP 

ipsilateral] in the cerebellum, [MTT contralateral-MTT ipsilateral] in 

the cerebellum 로 구하였고 소뇌 반구간의 CBF 와 CBV 의 감소 정도

(reduction rate)는 [CBF ipsilateral-CBF contralateral/CBF ipsilateral 

x100%] in the cerebellum, [CBV ipsilateral-CBV contralateral/CBV 

ipsilateral x100%] in the cerebellum 로 구하였다. 

6) 대뇌 반구에서 비정상적 관류 부위의 체적 측정 방법 

-네 가지 관류 지도에서 관류 저하를 보이는 천막 상부 대뇌 반구 부위의 체

적을 구하였다. 이러한 체적은 모든 해당 절편을 수공으로 그려 면적을 구한 

후 절편 두께(slice thickness) 를 곱하여 얻었으며 두 명의 영상 의학과 의

사가 각각 측정한 값을 평균을 내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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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적 검사 

대상 환자의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에서 급성 뇌졸중을 확진하고 소뇌의 어떠한병

변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공명촬영을 (3.0 T Achieva, Philips Medical 

Systems)하였고, 확산강조영상 (Diffusion weighted image; DWI), 액체감약반전회복

영상 (Fluid attenuation inversion recovery; FLAIR), T1-강조영상, T2-강조영상이 

포함되었다. 확산강조영상은 single-shot echo-planar imag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획득 영상지표는 120 × 120 획득행렬, 5 mm 절편두께, TR range / TE range =  

4000–5000 / 56–65, 그리고 b 값 = 1,000 s/mm2로 설정하였다. 

 

6. 통계분석 

1) 뇌졸중 환자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이 나타나는 환자 군과 나타나지 않는 

환자 군의 여러 연속 변수(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difference index 

and reduction rate in each CTP maps) 들의 평균에 대하여 independent sample 

t-test 를 시행하였다. 

2)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여주는 환자군에서 대뇌의 비정상적 관류 부위 

체적과 관류 감소 정도(Quantitativ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를 소뇌의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정도(asymmetric index)와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3) 모든 tests 의 significance level 은 p<0.05 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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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관류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빈도 및 환자군 분

석 

연구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81 명의 환자 중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조

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총 25 명으로 30.86% 였다. Table 1 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여주는 환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천막 상부 대뇌 뇌졸중 병변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네 개의 관류 지도에서 소뇌의 저 관류를 보여주는 지도의 빈도를   보여준다

(table1).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나타내는 각각의 관류 지도의 빈도는 MTT 

25cases(30.86%), TTP 17cases(20.99%), CBF 7cases(8.64%), CBV 5cases(6.17%) 로  

MTT 가 가장 민감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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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of CCD positive patients and frequency of each CTP maps 

detecting CCD (N=25) 

Number Sex Age 
Affected side in 

cerebrum 

Asymmetric perfusion value representing CCD+ in each CTP 

maps of cerebellum 

MTT map TTP map CBF map CBV map 

1 F 64 Right + + - - 

2 M 65 Left + - - - 

3 M 57 Left + - - - 

4 F 80 Left + + + - 

5 M 72 Left + - - - 

6 F 85 Left + + + + 

7 F 93 Right + + + - 

8 F 72 Right + + - - 

9 M 86 Right + - - - 

10 M 53 Left + + + + 

11 M 55 Right + - - - 

12 F 82 Left + + - - 

13 F 72 Left + - + + 

14 F 67 Left + + - - 

15 M 80 Right + - - - 

16 M 82 Left + + - - 

17 F 75 Left + + - - 

18 F 90 Right + - + + 

19 F 77 Right + + - - 

20 M 67 Left + + + + 

21 M 68 Left + + - - 

22 M 86 Left + + - - 

23 M 50 Left + + - - 

24 F 77 Left + + - - 

25 M 75 Right + - - - 

Note: + indicates positive asymmetric perfusion value in each cerebellar perfusion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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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 환자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뇌의 인자들 

네 개의 관류 지도(CBV, CBF, MTT, 그리고 TTP) 에서 관찰되는 각각의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의 체적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구해진 각각의 관류 값의 감소 정도

(Quantitativ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가 CCD+ 그룹과 CCD-그룹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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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pratentorial factors related to development of the CCD 

 

  Affected 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and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CCD positive cases  CCD negative cases  

 p-value  
Mean(Standard Deviation)  Mean(Standard Deviation) 

MTT(㎣)  1164409.1(74992.9) 19903.7(55435.8) 0.167 

TTP(㎣)  11647.1(75065.4) 80193(55315.5) 0.169 

CBV(㎣)  18568.8(3721.2) 19387.3(25028.7) 0.940 

CBF(㎣)  20133.9(33437.3) 20164.6(25914.4) 0.998 

∆MTT  7.5(3.0) 11.0(10.9) 0.267 

∆TTP  5.9(2.5) 7.2(4.7) 0.340 

CBV(%)  4.9(29.2) 5.2(38.1) 0.982 

CBF(%)  56.7(15.3) 48.(25.9) 0.340 

Note: ∆MTT and ∆TTP= difference index, CBV(%) and CBF(%)=redu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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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 소뇌 해리 현상 환자군 에서 대뇌의 인자들과 소뇌의 비대칭 관

류 정도와의 상관 관계 

교차 소뇌 해리 현상 환자군 에서 네 개의 관류 지도(CBV, CBF, MTT, 그리고 TTP) 

에서 관찰되는 각각의 천막 상부 저 관류 부위의 체적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구해진 

각각의 관류 값의 감소 정도(Quantitativ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를 천막 하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정도(asymmetric index of cerebellum)와 상관 

분석시 결과들은 다음 표와 같았다(table 3). 그 중 cerebral ∆MTT 와 cerebellar ∆ 

MTT 는 (rho)= 0.55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sitive linear correlation 보였으며  

cerebral ∆MTT 는 cerebellar ∆ TTP 와 (rho)= 0.862 로, cerebral∆ TTP 와 cerebellar 

∆ TTP 는 (rho)= 0.870 로,reduced cerebral CBF volume 와 cerebellar ∆ TTP 는 (rho)= 

0.680 로, reduced cerebral CBV volume 은 cerebellar ∆ TTP 와 (rho)= 0.666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sitive linear correlation 을 보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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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and infratentorial asymmetric index in CCD+ cases 

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and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Spearman’s Rho  

correlation coefficient(p-value) 

Cerebellar CBV   

reduction rate 

Cerebellar CBF     

reduction rate 
Cerebellar∆ MTT Cerebellar∆ TTP 

∆MTT(cerebrum) 0.177(0.562) 0.186(0.544) 0.555(0.049) 0.862(0.000) 

∆TTP(cerebrum) 0.243(0.424) 0.184(0.548) 0.447(0.126) 0.870(0.000) 

CBV reduction rate      

(cerebrum) 
-0.029(0.926) -0.105(0.733) -0.084(0.785) 0.301(0.318) 

CBF reduction rate      

(cerebrum) 
0.123(0.689) 0.166(0.587) -0.121(0.693) 0.244(0.421) 

Reduced CBF volume    

(cerebrum) 
0.458(0.115) 0.268(0.377) -0.008(0.982) 0.680(0.011) 

Delayed TTP volume    

(cerebrum) 
0.379(0.201) 0.418(0.155) 0.037(0.924) 0.406(0.169) 

Reduced CBV volume    

(cerebrum) 
0.446(0.126) 0.255(0.400) -0.009(0.976) 0.666(0.013) 

Delyaed MTT volume    

(cerebrum) 
0.379(0.202) 0.418(0.155) 0.038(0.903) 0.406(0.168) 

Note: ∆MTT and ∆TTP= differe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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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해리(diaschisis)는 뇌의 손상된 한 부위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서로 뉴런

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에 갑작스런 기능적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1914년 Von 

Monalow에 의해 처음 보고 되었다13. 이후 천막 상부 뇌경색증 환자에서 동반된 반대측 

소뇌 반구의 혈류(blood flow)감소와 산소 추출률(oxygen extraction fraction)감소로 

나타나는 뇌 기능 저하 현상을 1980년에 Baron등이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을 이용해 최

초로 영상화 하였다1. Baron의 보고 이후에 지금까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에 대한 많

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오늘날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은 해부학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 부위의 기능 장애에 의한 국부 신경 대

사와 뇌 혈류 감소의 결과로 간주된다14.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인 뇌졸중은 자극(excitation)을 제공하는 구

심적,원심적 신경 섬유 다발 경로의 중단을 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뇌천막 상부 

뇌졸중 부위의 손상받은 신경 다발의 형태와 시기에 따라 동측과 반대측 뇌천막 하부 

소뇌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4. 하지만 대뇌와 소뇌 사이에 존재 하는 많은 연결 중에

서 대뇌피질-뇌교-소뇌로(cortico-ponto-cerebellar fibers)가 가장 많은 부분이며 이

러한 이유로 대부분 반대측 뇌천막 하부 소뇌에 나타나게 된다15. 또한 대뇌피질-뇌교-

소뇌로에서 첫 번째 뉴런들은 두 번째 뉴런들과 연접(synapse)하기 위해 뇌교에 도달

한 후 두 번째 뉴런은 middle cerebellar peduncle을 통해 반대측 소뇌 반구에 교차 

도달 하게 되며 이중 어떠한 곳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반대측 소뇌 반구의 대사 감

소가 일어나게 된다16. 이러한 대뇌와 소뇌를 연결시키는 tract을 단절 시키는 원인중 

가장 많은 병인은 중뇌동맥의 폐색에 의한 천막상부 대뇌 뇌졸중이지만  brain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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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stroke, gliosis, epilepsy, trauma,migraine,encephalitis 도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병인으로 보고 되었다17  

본 연구는 현재까지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과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그리고 

소수의 역동적 자화율 대조 관류 자기 공명 영상(dynamic susceptibility contrast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e)에서만 관찰되었던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사용하여 영상화한 최초의 연구 이며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이 소뇌

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해부학적으로 떨어져있는 대뇌와 소뇌간의 기능

적 연결의 구심로 차단(deafferentation)에 의한 것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은 단일 광자 방출 컴퓨터 단층 촬영,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그

리고 관류 자기 공명 영상등과 같은 다른 영상 장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용, 환자의

tolerance, accessibility, 영상 촬영 시간 그리고 영상의 해상도 등에서 우월하며 또

한 표준 나선형 전산화 단층 촬영기와 프로그램이 구비된 워크 스테이션으로 빠른 시

간내에 관류 지도를 만들어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뇌의 관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18-19 최근 다채널 전산화 단층촬영 기법의 도입과 toggling 테크닉으로 대뇌와 소뇌를 

모두 포함하는 전 뇌의 관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20 CCD 의 진단에 유용한 영상 

장비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급성 뇌졸중 환자중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이용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진단률은 30.86%이였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증상 이후 최대 3 시간 내에 관찰되는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고 하였으나 6 지금까

지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진단률을 보고한 핵의학 관련 연구는 

없으며 단지 mixed chronic stroke patient 에서 50%이상의 진단률을 보고 하고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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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또한 최근에 발표된 역동적 자화율 대조 관류 자기 공명 영상(dynamic 

susceptibility contrast perfusion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이용한 연구 에서

는 5 일간의 symptom duration 을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진단률

을 15.61%로 보고 하였다 7.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이 다름으로 인

해 발생한 환자 군의 차이로 생각 된다. 우선적으로 이전 핵의학(nuclear medicine)의 

보고들은 증상 발생 후 검사 시행까지 최소 몇 일 이후부터 몇 주까지 의 시간이 걸린 

반면에 우리 연구는 증상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

으며 PET 또는 SPECT 를 이용한 보고는 MRI(DWI)를 이용한 추적 검사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병변이 존재하는 환자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CD 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네 개의 관류 지도

(CBV, CBF, MTT, 그리고 TTP) 에서 관찰되는 각각의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의 

체적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구해진 각각의 관류값의 감소 정도(Quantitativ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모두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인자가 아니었다. 또한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의 체적과 정량적 분

석을 통해 구해진 관류값의 감소 정도를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와의 연관관계

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보이는 환자군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

의 중증도(cerebellar ∆TTP)와 cerebral delta MTT, delta TTP, reduced CBF volume, 

reduced CBV volume 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ositive linear correlation 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연구들에서도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 체적의 양이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와 상관 관계가 있으며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정도는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영향 인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일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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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 체적의 양을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영향 

인자로 보고 하고 있다 6-7, 23-24. 본 연구의 결과가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 체적

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영향인자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들과는 달리 뇌졸중 증상 발생 후 24 시간 이내에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으며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을 진단한 영상 기

기 자체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 된다. 또한 이것은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천막 상부 대뇌 저 관류 부위 체적의 양이 중요한 단일 영향 인자가 아니라 대뇌의 저 

관류 위치와 같은 다른 인자가 영향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thalamus 나 basal 

ganglia 의 hematoma 로 인한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발달에 대한 보고 에서와 같이 설

명 될 수 있다 25. 

우리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대상 군이 비교적 적다는(27)점이며 둘째, 해리 현상

의 발생에 영향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대뇌 병변의 위치를 세분화 하지 못했고 셋째, 

스캔의 z-axis 가 80mm 로 제한되어 있어 아직도 소뇌의 일부와 대뇌의 최상위 부위가 

스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대상군을 포함하며 전 뇌

를 커버할 수 있는 다채널 CT 를 사용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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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을 사용하여 24 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교차 소뇌 해리 현상과 그 진단률을 보여주는 최초의 논문으로 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대뇌 반구 병변의 저관류 정도가 저관류 부위의 체적의 양과 함께 교차 소뇌 

해리 현상의 중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류 

전산화 단층 촬영은 CCD 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비교적 높은 진단률을 보이며 그 중증도

를 판단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한 영상 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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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of Crossed Cerebellar Diaschisis in acute 

stroke by CT Perfusion Imaging 

 

Background and Purpose: Crossed cerebellar diaschisis (CCD) is a suppression of 

neuronal metabolism and activity which is characterized by reduced brain 

perfusion or flow in the contralesional cerebellar hemispheres in the 

supratentorial ischemic infarct. While diagnostic imaging tools such as the 

SPECT, PET and MR perfusion (MRP) imaging are well established, yet, little is 

known about CT perfusion (CTP) techniques.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TP 

imaging database of acute stroke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CCD, and 

performe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erfusion values in each CTP map. Then, 

we compared the results between CCD negative and CCD positive cases. 

Materials and Methods: 81 patients with acute stroke within 24 hours of symptom 

onset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here successfully completed initial CTP was 

included for each case. 64-row multidetector CT with the toggling-table 

technique was used to obtain the near whole brain perfusion images. The CTP maps 

such as CBV, CBF, MTT and TTP were computed using workstation. The abnormality 

of cerebellar perfusion of each map was subsequently identified by visual 

inspection. Quantitative analysis of CTP in CCD was performed in each CBV, CBF, 

MTT, and TTP map. Means of continuous variables from the CCD negative and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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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groups were compared by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as analyzed by the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was achieved in all 

tests. 

Results: 25 out of 81 cases (30.86%) met the criteria of CCD on CTP imaging. The 

number of each CTP map detecting CCD along with corresponding data of 

quantitative reduction of perfusion values was as follows: 25 MTT cases (30.86%), 

17 TTP cases (20.99%), 7 CBF cases (8.64%), and 5 CBV cases (6.17%).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and infratentorial asymmetric index in CCD+ cases showed a 

notably positive linear correlation (rho) ranging from 0.555 to 0.870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 < 0.05).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report to demonstrate a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CCD 

detection in diagnosing acute stroke patients where a positive correlation is 

observed among the supratentorial ischemic volume, degree of reduction of 

perfusion value, and infratentorial asymmetric index in CCD positive cases. Thus, 

according to our study, perfusion CT can be a clinically useful tool in 

detecting CCD and assessing the severity of CCD. 

Key Words: Crossed cerebellar diaschisis, Acute Stroke, Perfusion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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