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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에서 MDCT 혈관조영술의 유용성1
전경식·김호성·김선용·신용삼2·방오영3

목적: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에서 MDCT 혈관조영술의 유용성과 그 영상소견에 대하여 알
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임상증상 및 MDCT 혈관조영술(MDCTA) 소
견상 추골기저동맥 박리가 의심되어 DSA를 시행한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MDCTA
상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은 2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다른 정보 없이 후향적으로 분석하
여 진단하였고 내막 박리(intimal flap)를 직접 관찰한 경우, 혈관 직경이 갑자기 또는 점진적
으로 감소한 경우(abrupt or tapered narrowing), 동맥류성 확장(aneurysmal dilatation)이 보
이는 경우, 확장된 부분과 좁아진 부분이 번갈아 보이는 경우(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ed lumen)에 근거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 사이의 영상진단의 신뢰도 및 일치도를 구하
였으며, MDCTA 및 각각의 영상소견의 진단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 39명중 MDCTA에서 43예의 추골기저동맥 박리가 진단되었고 관찰자간의 진
단의 일치도에 있어서 kappa 값은 0.92였다. 동맥박리의 유형은 박리된 내막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경우가 16예(36%)였으며 갑작스런 또는 점진적인 협착이 16예(36%), 동맥류성
확장이 13예(30%), 확장과 협착이 번갈아 보인 경우가 14예(32%)였다. DSA 소견, 임상소
견, 추적검사 등을 통한 최종 진단 결과와 비교해서 CTA의 추골기저동맥 박리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는 관찰자 1이 91%, 88%, 관찰자 2가 89%, 87%였다.
결론: MDCT를 이용한 CTA는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초기 진단에서 유용한 검사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층에서 뇌졸증(stroke)의 주요 원인은 주로 동맥경화성
질환(atherosclerotic disease)이지만 젊은 연령층, 특히 40세
이하 소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골기저동맥 박리로 알려
졌다(1). 추골기저동맥 박리가 있는 환자의 주 증상은 후두부
또는 경부 동통 등의 간과하기 쉬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 가장 흔하고(2, 3) 이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발생 빈도는 정확히 알려졌지 않
으나 최근 여러 진단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발견 빈도 및 이
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골기저동맥 박리
진단의 표준(gold standard) 영상검사는 고식적 혈관 조영술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침습적인 검사 방법에 따른 위험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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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최근에는 비 침습적인 검사인 초음파,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MDCT(Multi-detector row computed
tomography)등이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과 추적검사에 이
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검사들의 장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
다(4-7). MRI의 경우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 소견도 많
이 보고되어 왔고 그 민감도도 비교적 높으나(4, 8) 검사 시
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경색 등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 않는
환자에게서는 초기 진단에 잘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
플러 영상을 포함한 초음파 검사방법도 높은 진단률이 보고되
고 있으나 혈관의 주행 경로에 따른 여러 제한을 가지고 있다
(4). 최근 MDCT가 보편화 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얇
은 절편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여러 재구성 영상
(reconstruction image)를 얻을 수 있어, MDCT를 이용한 추
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9-11). 지금
까지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에서 MDCT의 유용성에 대한
몇몇 국외 보고가 있었으나 국내 보고는 없었다. 이에 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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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에 있어 MDCTA(MDCT
angiography)의 유용성과 그 영상소견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대상환자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원 외래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환자들 중 임상증상 및 MDCTA 소견상 추골기
저동맥 박리가 의심되어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환자 39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최종진단은 혈관조영술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임상증상, 경과, 추적 검사상의 변화, 그리고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의 소견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환자들의
임상적 정보는 의무기록을 통하여 얻었으며, 주증상 또는 징
후, 기저 질환의 유무와 현재 흡연의 여부, 운동이나 외상 등
의 유발 요인, 증상의 시작부터 처음 영상검사 시행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CT protocol

모든 환자에서 16열 MDCT (Somatom Sensation 16,
Siemens AG, Erlangen, Germany)를 시행하였고 검출기 폭
조절은 0.75 mm, 겐트리 회전시간은 0.5 초, table feed 는 12
였다. 환자들은 누운 자세에서 호흡 정지 후 영상을 얻었다. 조
영 전 스캔을 한 후 100 mL의 비이온성 조영제(iomeprol,
Iomeron; Ilsung, Bracco s.p.a. Milano, Italy)를 동력주사기
(power injector)를 이용하여 초당 4cc의 속도로 주입하였고,
총경동맥에서 bolus tracking을 실시하여 100 HU가 되는 시
점부터 스캔을 시작하였다. 조영 후 스캔은 7번 경추부터 circle
of Willis 상부까지 실시하였다. 조영 후 기초 자료(raw data)
가 얻어지면 상업적인 3차원 영상 재구성 소프트웨어
(Reonardo workstation, Siemens medical systems, Iselin,
NJ) 및 컴퓨터 워크스테이션(Fujitsu Siemens Computers,
Darmstadt, Germany)을 이용하여 선택적인 부위의 최대강도
투사 영상(maximal intensity projection image, MIP image)
및 용적재구성 영상(volume rendering image, VRI)를 얻었
Fig. 1. MDCT angiography an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of right vertebral artery dissection with intimal
flap.
Fusiform dilatation of right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is seen in volume
rendering image (A) and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image (B).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lateral projection (C), also demonstrated dilatation of vertebral artery, involving posterior and inferior cerebellar artery
(PICA). Axial CT source image (D)
shows low density intimal flap(arrow)
and pseudoaneury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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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분석

CTA(CT angiography)상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방사선학적
진단은 2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임상소견 및 다른 영상소견
에 대한 정보 없이 각자 진단하였고 아래에 열거한 영상소견
중 한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진단하였다. 첫째로 내
막 박리(intimal flap)를 직접 관찰한 경우, 둘째 혈관 직경이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감소한 경우(abrupt or tapered
narrowing), 셋째 동맥류성 확장(aneurysmal dilatation)이 보
이는 경우, 넷째로 확장된 부분과 좁아진 부분이 번갈아 보이
는 경우(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ed lumen)로 정하였
다.
혈관벽의 석회화가 있는 경우나, 여러 분절을 침범한 경우
에 병변 사이에 정상 혈관 분절이 포함된 경우, 또는 병변 부

위 혈관의 바깥쪽 직경이 정상인 경우는 추골기저동맥의 죽상
동맥경화증에 의한 변화로 보아 진단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추골기저동맥의 병변외에 경동맥이나 그 분지에 같은 변화가
있는 경우도 다른 혈관성 질환의 가능성이 크므로 진단에서
제외하였다.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위치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좌, 우
추골동맥의 4 부위(V1-V4) 와 기저동맥으로 분류하였다(V1,
추골 동맥 기시부부터 6번 경추까지; V2, 6번 경추부터 1번
경추의 횡돌기공(transverse foramen)까지; V3, 1번 경추의
횡돌기공부터 두개강 내 경막(dura mater)으로 들어가기 전
까지; V4, 두개강 내 분절).
통계적 분석

두 명의 관찰자 사이의 영상진단의 신뢰도 및 일치도는
kappa값을 구하여 결정했으며, MDCTA 및 각각의 영상소견

Fig. 2. Sterno-occlusive type basilar
artery dissection in a 42-year-old man
with neck pain, dysarthria and right
side weakness.
Volume rendering image (A), coronal
reconstruction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image (B) an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C) demonstrated eccentric, tapered luminal narrowing of
basilar artery. Contrast filled true lumen and low density intramural
hematoma are seen in lower basilar
artery, in axial CT source imag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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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골기저동맥 박리 진단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였
다.

결

과

임상소견

대상환자의 남녀 비는 남자 27명 여자 1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5세(29-68세)였다. 뇌졸중에 대한 위험인자 동반 여
부로는 당뇨병이 3명(7.7%), 고혈압 9명(23%), 흡연이 12명
(30.8%)이었다. 환자의 주 증상으로 후두부 두통(occipital
headache)이 19명(48.7%)로 가장 흔하였으며 경부 동통
(neck pain)이 5명(12.8%), 어지러움 및 현훈(dizziness or
vertigo)이 7명(17.9%), 일과성 허혈 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이 1명 (2.6%), 소뇌 허혈 증상(cerebellar
ischemic symptoms)이 7명(17.9%) 이었다. 이 중 후두부 동
통이 있었던 3명의 환자에서 CT 상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
었다. 증상 발생 시간 후 방사선과 검사까지의 시간은 24시간
이내가 13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에서 증상

발생 후 30일 이내에 진단이 되었다. 환자의 과거력 중 외상
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13명이었다. 진단 후 치료는 항응고
제를 비롯한 고전적 치료가 20명, 스텐트 삽입이 12명, 코일
색전술이 7명이었다. 추적 검사상 증상의 호전을 보인 예가
36명(92%)으로 대부분이었고 증상 호전이 없었던 경우가 2
예, 사망한 경우가 1예였다.
영상소견

대상 환자 39명 중 MDCTA에서 38명, 43예의 추골기저동
맥 박리가 진단되었고 관찰자간의 진단의 일치도에 있어서
kappa 값은 0.92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CTA에서 동맥박
리의 위치상 분류에서 기저동맥에만 박리소견이 있었던 경우
가 5예(11.4%), 우측 추골동맥 박리가 17예(38.6%), 좌측 추
골동맥의 박리가 21예(47.7%)였으며 양측 추골동맥 모두 박
리소견이 있었던 경우는 5예(11.4%)였다. 추골동맥 박리의 위
치는 V4가 31명(70.4%)으로 가장 많았으며, V4에서 기저동
맥에 걸쳐 있는 경우가 4명(9.1%), V2, V3, V3와 V4를 같
이 침범한 경우가 각각 1명(2.2%)이었다. 동맥박리의 유형은
Fig. 3. Left vertebral artery and basilar
artery dissection with aneurysmal dilatation type in a 40-year-old man presented with occipital headache.
Noncontrast axial CT image (A) shows
subarachnoid hemorrhage. Aneurysmal dilatation of left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and basilar artery was
demonstrated in volume rendering image (B), oblique coronal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image (C) an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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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된 내막(intimal flap)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경우(Fig.
1)가 16예(36%)였으며 갑작스런 또는 점진적인 협착(abrupt
or tapered narrowing) (Fig. 2)이 16예(36%), 동맥류성 확
장(aneurysmal dilatation) (Fig. 3)이 13예(30%), 확장과 협
착이 번갈아 보인 경우(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ed
lumen) (Fig. 4)가 14예(32%)였다. 이밖에 가성동맥류가 동
반되었던 경우가 3예(7%) 있었다.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
(Digital subtraction angiograrphy, DSA) 소견, 임상소견, 추
적검사 등을 통한 최종 진단 결과와 비교해서 CTA의 추골기
저동맥 박리 진단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는 관찰자 1이 91%,
88%, 관찰자 2가 89%, 87%였다.
39명의 환자에서 DSA상 추골기저동맥 박리가 확인된 환자
는 36명으로 모두 41곳의 추골기저동맥 박리가 있었다. CTA
소견상 추골기저동맥 박리소견이 없는 1명의 환자는 DSA에
서는 좌측 추골동맥 V4 위치에 약 1 cm 정도의 짧은 분절에
편심성의(eccentric) 협착-폐색형의 박리소견이 있었다. 이는
CTA상 같은 위치에서 아주 짧은 분절의 부분적인 협착을 보
이고 그 원위부로 미만성의 내강 감소가 있어 부분적 협착은
간과되고 일측성 추골동맥의 형성 부전(hypoplasia)으로 진단
하였던 경우이다. DSA에서 박리가 없었던 3명의 환자에게서
는 CTA에서 모두 V4 분절에 동맥류성 변화(n=2)와 협착폐색형(n=1)의 추골동맥 박리소견을 보인 경우로 동맥류성
변화를 보인 예 중 한 환자는 DSA상 추골동맥 fenestration
으로 진단되었고, 다른 한 예는 좌측 추골동맥에서 내강 감소
가 없이 편심성의 석회화가 있는 경우를 VRI상 동맥류성 확
장으로 진단한 경우였다. 협착-폐색형으로 보인 1예는 DSA
상 정상 추골동맥소견을 보였으며, 동맥의 형성 부전이 가양
성 결과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CTA와 DSA상 병변의
분절이 다르게 보인 예가 6예였으나 모두 V4분절과 기저동맥
에서의 변화로 병변의 시작과 끝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찰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빈도는 정확히 알려졌지 않으나 그 보
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비교적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므로 임
상적인 증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진단을 조기에 내
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추골기저동맥 박리의 진단에서
가장 확실한 방사선학적 진단 방법은 DSA로 알려졌다. 그러
나 많은 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에 의한
진단적 유용성에 대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4-9).
한동안 MRI와 자기공명 혈관촬영술(MR Angiography,
MRA)를 이용하여 추골기저동맥의 진단에 좋은 결과를 얻었
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다(3-6). 이러한 검사는 뇌 경색의 조
기발견 등에 있어 장점이 있으나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다는 일반적인 단점이 있다. MRI의 경우 혈관 박
리의 특징적인 소견 중 하나인 벽 내 혈종 (intramural
hematoma)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 소견은 혈관 박리에서
그다지 많은 빈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며, 혈종 자체가 시간에
따른 신호 강도의 변화를 보이고, 주변 뇌척수액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MRA의 경우에는 단순히 혈관 직경의 차이
를 보여주기 때문에 진단에 비특이적 이라는 제한이 있다(4,
12).
초음파는 V1 분절은 검사가 가능하지만 V2 분절에서 경추
에 가려서 혈관 검사의 제한이 있으며, 두개강 내 혈관 박리
의 진단 시에는 간접적인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여 진단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다(5, 7).
이후에 MDCT가 보편화 되면서 이에 의한 추골기저동맥 박
리의 진단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

A
B
C
Fig. 4. A case of vertebral artery dissection with 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ed lumen in a 45-year-old man presented with occipital headache and cerebellar ischemic symptoms.
Volume rendering image (A), oblique sagittal maximal intensity projection image (B) an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C)
demonstrated right intracranial vertebral artery dissection, alternatively narrowed and dilated l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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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1, 13).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고 환자의 상태에 비
교적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경제적이라는 검사의 장점과 더불
어 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되었을 경우 이를 쉽게 진단할 수 있
어 앞으로 치료에서 항응고제의 사용 여부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MDCT와 CTA는 혈관 내강의 불규칙성 등의 변화를
보고, 혈관벽과 그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혈관 조
영술보다 더 유용하다(11). 또한, 재구성 영상(reconstruction
image)을 얻어 축상면 영상만을 얻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영제
주입 후에 조영이 잘 되는 정상 내강과 이보다 조영이 덜 되
는 가성내강 또는 혈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주 증상은 다른 많
은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후두부 동통이었으며, 경부 통증이
나 어지러움, 현훈, 일과성 허혈 발작, 소뇌 허혈 증상 등이 있
었다. 운동이나 두부 외상 등의 유발 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
우가 26명(79.6%)로 다른 보고의 50-53%에 비하여 높았다
(2, 14). 이는 환자들이 초기에 병력을 얘기하는 데 있어, 잊
어버렸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간과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
두개강 내 혈관 박리가 두개강 외에 생겼을 때보다 예후가
나빠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보고가 있지만(15), 예후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14). 그러나 이번 연구는 두개강
내 분절에 생긴 경우가 36명 중 34명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
하여 위치에 의한 예후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양측 추
골동맥을 침범한 경우나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경우, 초기에
더 심한 증상이나 징후를 보인 경우에 더 예후가 나쁘다는 보
고가 있으나(2, 15) 이 연구에서는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환
자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의 증상이 소실되었거
나 호전되는 좋은 예후를 보였다(2).
그러나 적은 수에서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거나,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중대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므로 대다수에서 예후가 좋다고 해서 질환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초기에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에 CTA가 유용한 검사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진단에 임상적 증상과 징후가 적절해
연관되어야 하고, 영상 검사상 가양성 결과를 감소시키기 위
해 조영 전, 후의 축상면 영상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그 정확
성을 높일 수 있겠다. 치료 후의 추적 검사로서의 유용성 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많은 대상을 포함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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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fulness of MDCT Angiography in the Diagnosis of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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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MDCT angiography in the diagnosis of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

tion.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July 2003 and December 2005, 39 patients who underwent MDCT angiography and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with a history of suspicious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on were selected. A blind interpretation of images was made by two observers, retrospectively. A diagnosis of dissection
in MDCT angiography was m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presence of an intimal flap, aneurysmal
dilatation, abrupt or tapered luminal narrowing, 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ed lumen.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MDCT angiography in depicting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on were determined.
Results: 43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ons were diagnosed by MDCT angiography in 39 patients. The interobserver agreement was good (kappa =0.92). A diagnosis was made by the presence of an intimal flap (n=16,
36%), abrupt or tapered luminal narrowing (n=16, 36%), aneurysmal dilatation (n=13, 30%), alternatively dilated and narrow lumen (n=14, 32%). The sensitivities and specificities of MDCT angiography were 91%,
88% as determined by the first radiologist, and were 89%, 87% as determined by a second radiologist, respectively.
Conclusion: MDCT angiography is a useful method for the diagnosis of vertebrobasilar artery di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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