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설1

J Korean Skull Base Society 12권 1호 : 10~16, 2017

원저1
원저2
원저3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수술적 치료

증례1
증례2
증례3
증례4

분당제생병원 신경외과, 2분당차병원

1

이주형 , 손선용1, 오성한1, 홍제범2, 김한규2
1

증례5
증례6

Surgical treatment of brainstem cavernous malformation
Department of Neurosurgery, Bundang Jesaeng General Hospital, Seongnam, South Korea
2
Department of Neurosurgery, CHA Bundang Medical Center, Seongnam, South Korea

1

Ju-Hyung Lee1, MD, Sun-Yong Son1, MD, Sung-Han Oh1, MD, PhD,
Je-Beom Hong2, MD, Han-Kyu Kim2, MD, PhD

Purpose : The surgical excision is considered as the gold standard of cavernous malformation(CM)
treatment. However, due to the high incidence of surgical morbidity, many surgeons feel very
stressful for this disease. The authors reviewed their surgical cases of brainstem cavernous
malformation in search of the safe surgical strategy for this dreadful disease.
Materials and methods : From Sep. 2014 to Jul. 2016, total 14 cases of brainstem malformation
were surgically resected using skull base technique with the use of intraoperative neuronavigation
and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 The clinical profile, radiological findings, surgical records were
reviewed. The surgical videos were reviewed and the microsurgical finding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surgical techniques.
Results : There were 6 women and 8 men aged 35.1 years old in average (11 - 58 years). And
there are 1 case of midbrain CM, 11 cases of pontine CM, 2 cases of medulla oblongata C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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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approaches were 8 telovelar approaches, 4 petrosal approaches, 1 far lateral approach
and 1 midline suboccipital approach. The CMs were totally removed in all 14 cases and one case
of them required the reoperation. The postoperative neurologic deficits include 5 cases of facial
palsy, 6 cases of 6th n. palsy, 2 cases of motor deficit, 5 cases of sensory disturbance.
Cerebrospinal fluid (CSF) leakage was developed in 2 cases. There was no mortality.
Conclusion : The surgery of brainstem CM is difficult because of their critical location and
surrounding neurovascular structures. However, brainstem CM can be surgically removed through
the safe entry point using meticulous skull bas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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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뇌간 해면상 혈관종에 대해 수술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모든 경
우에 두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확산 텐서 영

해면상 혈관기형(Cavernous malformation, CM)은 병리학적으

상 추적법(Diffusion tensor imaging tractography) 및 뇌혈관

로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모세혈관의 집합체이며 그 사이에 뇌실질

조영술(Cerebral angiography)을 시행하였다. 수술의 적응증으

(Brain parenchyme)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10)

주위는 뇌연막과

로는 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발생여부, 반복적인 출혈, 수술적

상관없는 결합조직으로 싸여 있으며 특징적인 오디송이(Mulberry

접근을 위해 적절한 경로가 있는지, 밖으로 돌출된 부위가 있는지

clustery)를 하고 있다. 뇌 해면상 혈관기형은 불완전하게 형성된

(Exophytic)를 고려하였다.

모세혈관 벽을 통한 반복되는 미세출혈에 의해 점차적으로 자라며

모든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의학적 검사를 검토하여 나이, 성

큰 출혈(Overt hemorrhage)을 유발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거대기

별, 수술 전 증상, 수술 후 신경학적 검사결과, 병변의 위치 및 수

4)

형으로 자라기도 한다.

술적 접근법, 수술 전, 후 카르노프스키 수행 상태(Karnofsky

기형의 분포는 천막상부의 대뇌와 그 속의 기저핵, 시상 및 시상

Performance Status, KPS)를 조사하였다.

하부가 70% 내지 80%로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천막하부의 뇌간 및
소뇌, 그리고 뇌실이다. 그 중 뇌간에 생기는 해면상 혈관종은 전
체 해면상 혈관종의 약 20%에 달하며,

2, 8, 15)

1. 수술적 처치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모든 수술에서 체성감각유발전위(Somatosensory evoked

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방사

potentials, SSEP),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

선수술, 대증적요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5, 13, 14)

해면상 혈관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뇌간청각유발전위

종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제거이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BAEP)나 안면신경감시

수술기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뇌간에 생긴 해면상 혈관종의 제

장치(Facial nerve monitoring)를 사용하였다.

거에는 여러 가지 두개저 수술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뇌간에 생긴 해면상 혈관종의 두개저 수술기법에 대

Table 2. Symptoms and signs at presentation
Symptom

해 고찰하고 수술적 예후에 대해 살펴보았다.

▒ Patients and Methods
본 기관에서는 최근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4례의

Headache
Vertigo/dizziness
Facial palsy
Nausea/vomiting
dysphasia
Speech disturbance

No.
of patients
7
5
4
2
4
2

Sign
Ataxia
Cranial nerve deficit
Hemiparesis
Double vision
Sensory deficit
dysarthria

No.
of patients
8
8
4
5
5
3

Table 1. Patient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Patients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ex

Age(year)

Location

Approach

F
F
F
M
F
M
F
M
M
M
M
M
F
M

33
36
58
28
29
50
45
30
20
48
11
33
40
31

Pons
Pons
midbrain
Pons
Pons
Pons
Pons
Pons
medulla
medulla
pons
pons
pons
pons

Telovelar
Petrosal
Petrosal
Petrosal (transcrusal)
Telovelar
Telovelar
Petrosal + Far lateral
Telovelar
Telovelar
Midline_Suboccipital
Telovelar
Telovelar
Petrosal
Telovelar

Preoperative
KPS score
80
80
70
80
80
80
70
80
80
70
80
70
90
80

Postoperative
KPS score
80
80
70
80
80
70
70
70
70
70
80
70
90
50

Follow up
(months)
30
27
22
21
19
19
18
17
15
13
12
12
11
9

*KPS, Karnofsky Performance Status; Lt, left; R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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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접근법의 선택은 개별적인 환자들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
2, 6)

달라졌다. 전통적인 2점 방법(Two point method)

에 따라 안전

한 접근지역(Safe entry zone)을 통한 수술이 이루어 졌다.

petrosal nerve, GSPN)을 박리한 다음 멕켈 공간(Meckel's cave)의
바깥 경막 층(Outer dural layer)과 안쪽 막 층(Inner membranous
layer)을 분리하고 젖혀서 외이도 평면(Meatal plane)을 노출시켰
다(Fig. 2B). 추체 절제술은 추체 첨부(Petrous apex)에서 시작하여

▒ Results

후세반고리관(Posterior semicircular canal) 바로 아래쪽까지만 시
행하였다. 추체골은 상추체정맥동(Superior petrosal sinus: SPS)

총 14명의 환자분들에 대해 수술적 처치가 시행되었다 (Table

아래쪽에서 하추체정맥동(Inferior petrosal sinus: IPS)으로부터

1). 남자 8명, 여자 6명의 환자분이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35.1세

S자 정맥동까지 달팽이관과 세반고리관(Semicircular canal)을 남

(11-58세)이었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7.5개월(9-30개월)이

기고 모두 제거하였다. 골 제거 과정에서 상세반고리관과 상추체정

었으며 수술 전 KPS 평균은 77.7(70-90), 수술 후 KPS 평균은

맥동 사이의 경막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였다(Fig. 2C). 상추체정맥

73.6(50-90)이었다. 환자분들의 수술 전 증상 및 징후는 Table 2.

동 아래쪽에 노출된 경막을 열은 후 맥켈 공동을 열어 이 경막 절개

에 나와있다. 두통 호소가 7례에서 있었으며 현기증/어지러움이 5

와 연결시키고(Fig. 2D) 삼차신경 기시부부터 뇌교의 앞쪽으로 연

례에서 있었다. 8례에서 운동실조를 호소하였으며 뇌신경 마비증

결된 부위에 누렇게 변색된 기형 접촉면을 노출시켰다(Fig. 2E). 뇌

세, 편마비증세 및 복시 등의 징후가 각각 8례, 4례, 5례에서 있었

견인 없이 기형 접촉면을 뚫고 기형을 조각조각으로 제거하였으며

다. 수술적 접근법은 8례에서 Telovelar approach, 5례에서 추체부

(Fig. 2F) 혈철소연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면서 기형을 완전 절제하

접근법(Petrosal approach), 1례에서 정중 후두하 접근법(Midline

였다(Fig. 2G). 수술 후 MRI에서 혈철소연이 보존되면서 기형이 잘

suboccipital approach)를 시행하였다(Table 1). 13례에서 전절제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고 환자는 별 문제없이 일상에 잘 복귀하였다

(Gross total resection)을 시행할 수 있었고 1례에서는 주변 조직

(Fig. 3).

과 유착관계가 심하여 아전절제술(Subtotal resection)을 시행하였
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복시(Diplopia)가 6례, 운동실조(Ataxia)
가 7례, 안면마비증세가 5례에서 있었다(Table 3). 뇌척수액 누수

2. 증례 2: 중뇌 해면상 기형(Mesencephalic CM)
17세 된 여자 환자가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를 주소로 응급실에

는 3례에서 발생하였으며, 2례에서 하위뇌신경마비증세를 호소하
Table 3. Postoperative deficits

였다. 사망환자는 없었다.

1. 증례 1: 뇌교 앞쪽 해면상 기형(Ventral pontine CM)
28세 남자 환자가 왼쪽 얼굴의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였
다. 입원하여 촬영한 MRI에서 뇌교의 왼쪽 삼차신경 부위에 앞
쪽으로 불거진 해면상 기형이 발견되었다(Fig. 1). 추체 골의 앞
쪽을 경유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체절
제술(petrosectomy)을 이용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 추체절제술
은 후세반고리관(Posterior semicircular canal)까지의 골을 제거

Deficit
Diplopia
Ataxia/dysmetria
Facial palsy
Motor deficit
Sensory deficit
Vertigo
dysphasia
Speech disturbance

No. of patients
6
7
5
4
6
2
4
2

Fig. 1

하는 중간 재단법(Medium tailoring)으로 수술하기로 하였다. 개
두술 후 경막 밖으로 측두엽을 두개골 바닥으로부터 박리하여 난
원공(Foramen ovale)의 V3, 극공(Foramen spinosum)의 중경막
동맥(Middle meningeal artery: MMA), 상세반고리관(Superior
semicircular canal)및 그 밑에 위치하는 궁상융기(Arcuate
eminence) 등을 확인하고 박리를 더 안쪽으로 진행하여 추골 능
(Ridge)의 상추골 정맥동(Superior petrosal sinus)을 확인하였다
(Fig. 2A). 중대뇌동맥을 자르고 대천추체신경(Greater super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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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남자환자, 얼굴감각이상으로 시행한 검사상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T2 MRI에서 연수 앞쪽의 해면상 기형이 발견되었다. 수술은
추체절제술 (Petrosectomy)을 이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하였다(→).

내원하였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의식은 기면상태였으며 사지 마

마쳤다(Fig. 5D). 수술 후 MRI에서 기형이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하

비와 3번, 4번, 5번, 6번 뇌신경 마비가 있었다. MRI에서 큰 출혈

였고 환자는 수술 후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증세의 악화 소견을 보

(Overt hemorrhage)을 동반한 기형이 좌측 중뇌 연막에 닿아있었

였으나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일상에 잘 복귀하였다(Fig. 6).

다. 추체절제술을 통한 접근과 함께 경천막 접근법(Transtentorial
approach)을 병합하여 수술하기로 하였다(Fig. 4). 달팽이관 선

▒ Discussion

을 이용하여 천막 아래의 추체부 경막을 노출시켰다(Fig. 5A). 천
막하 경막과 측두부 아래쪽의 경막을 절개한 다음 이들을 천막 쪽

1. 수술 후 예후

으로 서로 연결하고 4번 뇌신경이 천막에 들어가는 부위 뒤쪽에

해면상 혈관종은 흐름과 속도가 느린 혈관기형이다.2) 1928년

서 천막을 절개하였다. 우회조(Ambiens cistern)를 열고 상소뇌동

Dandy가 처음으로 교뇌연수부위(Pontomedullary region)의 해면

맥(Superior cerebellar artery: SCA)과 4번 뇌신경을 확인한 다

상 혈관종을 제거한 이후, 많은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제거가 이루

음, 그 밑에 부풀어 오른 기형의 연막 접촉면을 노출시켰다(Fig.

어 졌다. 3, 7, 8, 11)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92.9%의 예(13/14)에서 전

5B). 기형 접촉면에 구멍을 뚫고 조심스럽게 넓혀가면서 혈종과 기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형을 제거하였다(Fig. 5C). 기형을 완전히 제거하고 Microfibrillar

연구와 비슷하다고 보여진다. 1, 2, 9, 12, 18)

collagen hemostat(Avitene™)과 Fibrin glue로 지혈한 후 수술을

기존에 발표된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성은 5%에서 27.7% 정도

Fig. 2
A

B

C

D

E

F

G

A. 경막 밖으로 측두엽을 젖혀 난원공(foramen ovale), 극공(foramen spinosum) 및 중경막 동맥(middle meningeal artery,
MMA), 궁상융기(arcuate eminence), 상추골 정맥동(superior petrosal sinus)을 노출시켰다.
B. MMA를 자르고 멕켈 공간(Meckel's cave)의 바깥쪽 경막층(outer dural layer)을 안쪽 막층(inner membraneous
layer)으로부터 분리하여 외이도 평면(meatal plane)을 노출시켰다.
C. 달팽이관 선(chochlear line)을 지표로 하여 추체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궁상 공간(arcuate space)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상추체 정맥동 아래쪽의 추체골 경막을 노출시켰다.
D. 멕켈 공간(Meckel's cave)을 열였다.
E. 삼차신경근의 뿌리로부터 뇌교 앞쪽으로 연결된 기형을 노출시켰다.
F. 기형을 조각조각으로 제거하였다.
G. 혈철소연이 보존된 기형공동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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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3, 9, 19-21) 이번 연구에서의 수술후 위험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수술 후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은 일시적으로

성(Morbidity)도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수술 후 새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좋은 예후를 보임을 알 수

로 생기거나 악화된 신경학적 증상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있었다. 따라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뇌간 해면상 혈관종에서 수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안면마비, 복시, 운동실조를

술적 처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호소하는 경우가 3례에서 있었다. 이는 수술적 처치를 통한 병변의
완전한 제거가 궁극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2. 수술적 접근법의 선택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술 중 신경학적 감시장치의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수술적 제거는 수술 후 악화될 수 있는 신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충분히 두개저 수술기법을 습득하여 보다

경학적 이상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때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수술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술 시 신경

문에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해부학적 구조

교 경계(Gliotic margin)를 잘 박리하여 정상조직에 손상이 가지 않

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진입 구역(Safe entry

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zone)을 찾아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정맥 기형(Venous anomaly)
과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혈

Fig. 3

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정맥구조물을 잘
파악하여 접근법을 결정해야 한다. 뇌
간 해면상 혈관종에 접근하기 위해서
는 여러가지 접근법들 예를 들어 천
막하 소뇌상 접근법(Infratentorial
supracerebellar approach), 측두
하 경 천 막 접 근 법 ( S ub t e mp o ra l
transtentorial approach), 추체골접
근법(Petrosal approach), 후두와 경
천막 접근법(Occipital transtentorial
approach), 정중앙 후두하 접근법
(Midline suboccipital approach),
Telovelar approach, 최외측 접근법(Far
lateral approach), S상정맥굴뒤접근법
(Retrosigmoid approach) 등이 사용되
어 질 수 있다. 3, 15-19)

수술 후 T2 MRI 영상으로 혈철소연은 보존되면서 기형이 잘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환자는 일상에 잘 복귀하였다.

증례에서는 추체접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례를 보여주었다. 추체접근법을

Fig. 4

충분하게 그리고 적절히 이용하면 주변 뇌조직이나 신경의 견인없
이 뇌간에 잘 접근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보여진다.
신경 항법장치(Neuro-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면 뇌간
및 병변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신경생리감시장
치(Neurophysiologic monitoring)를 이용하여 기능적 보전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다. 뇌간 및 깊은 구조물들은 비교적 수술 중 위치
변화가 적기 때문에 항법장치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기면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한 17세 여자 환자. T2 MRI 영상에서 혈종을 동반한,
중뇌의 해면상 기형이 발견되었다. 추체 절제술(petrosectoy)를 이용하여
화살표방향으로 접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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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유발전위(Motor evoked potential, MEP), 체성감각유발
전위(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SSEP), 뇌간청각유발전

위(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 BAEP) 및 단극 자극

뇌간 해면상 혈관종의 기본적 치료원칙은 수술적 절제이다. 신경

(Monopolar stimulation)을 사용하여 중요한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

항법장치, 신경생리검사장비들을 이용하여 뇌간의 병변에 좀더 효

서 뇌간의 병변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악화가능성이
있는 뇌간 해면상 혈관종은 두개저 기법을 이용한 적극적인 수술을

▒ Conclusion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Fig. 5
A

D

B

C

A. 달팽이관 선(cochlear line)을 지표로 추체절제술을 시행하여 궁상공간(arcuate space)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면서
천막하 경막을 노출시켰다.
B. 4번 뇌신경을 보존하면서 천막을 절개하고 우회조(ambience cistern)로 들어가서 기형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중뇌
측면을 노출시켰다.
C. 기형을 덮고 있는 중뇌의 연막 면을 뚫고 기형을 노출시켰다.
D. 기형과 혈종을 제거한 다음의 기형 공동을 확인하였다.

Fig. 6
수술 후 T2 MRI
영상에서 기형의 완전
절제를 확인하였고
환자는 재활 후 정상
생활로 잘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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