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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effective and safe in the treatment of intracranial meningiomas. Depend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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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hypofractionated SRS (hSRS) on skull base meningioma, we retrospectively reviewed

characteristics of each modality, various results can be obtained. To analyze the therapeutic

the results of clinical and follow-up image studies.
Materials and Methods : Between January 2011 and December 2020, thirty-two patients
(median age, 58 years; 5 males and 27 females) had been treated with hSRS using the
Novalis Tx system for skull base meningiomas (mean volume, 7.86 cm3). Tumor was located
in most frequently cavernous sinus (n = 7, 21.9%), cerebellopontine angle (n = 7, 21.9%),
clinoidal (n = 6, 18.8%) locations. Thirteen patients had previously undergone surgical
treatment including radiosurgery. The median cumulative dose was 25 Gy (range, 21.0-27.5
Gy) in five fractions (range, 3-5 fractions).
Results : During a median follow-up of 50 months (range, 13-98 months) hSRS achieves
100% tumor control rate in all patients without tumor progression. As a result of volumetric
analysis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showed partial response (volume decrease >
20%) in 26 patients (81.3%), stable in 4 patients (12.5%). The tumor volume decreased by an
average of 55.5% when compared with the beginning.
Conclusions : This study showed that hSRS is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modality with a
high tumor control rate and functional outcomes for skull base meni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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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전체 32예의 대상 환자에서 두개저 수막종의 위치는 해면정맥
동 7예, 소뇌교각부 7예로 제일 많았고 상돌기(6예)가 그 다음으로

두개저 수막종은 전체 두개내 수막종의 30%를 차지하며 후신경

많았다. 대상 환자군의 연령 범위는 15세에서 84세로 평균 연령은

구(olfactory groove), 접형골 능선(sphenoid ridge), 터키안 결절

58.6세였으며 여성이 27예(84.4%)로 더 많았다. 뇌신경증상을 갖

(tuberculum sellae), 해면정맥동(cavernous sinus), 추체사대부

고 있는 환자는 17명(53.1%)이었으며 cranial nerve (CN) II는 2명

(petroclival area), 소뇌교각부(cerebellopontine angle), 대후두공

(6.3%), 안구운동 장애로 나타나는 CN III, IV, VI는 8명(25.0%)으

(foramen magnum) 등 두개기저부의 경막에 위치하고 있다.[1] 두

로 제일 많았고, 그중 CN III는 5명(15.6%), CN IV는 1명(3.1%),

개저 수막종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뇌신경, 뇌혈관, 뇌간 등의 신

CN VI는 2명(6.3%)이었다. CN V는 2명(6.3%), CN VII은 2명

경학적 주요 구조물과 인접하기에 수술적 제거가 어려우며, 합병증

(6.3%), CN VIII은 3명(9.4%)이었다.

발생 및 사망률(complication 47%, 10 year survival 79%)로 방사

전체 환자 중 13예(40.6%)의 환자가 수술 후 잔존 종양에 대해

선 수술(complication 26%, 10 year survival 96%)에 비해 높아 수

분할 방사선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1명은 이전에 타 병원에서 분할

술적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다.[2-5] 미세현미경 수술이 발

방사선 수술을 받은 환자였다. 이 환자군에 대해 예외적인 방사선

달하며 치료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수술적 접근법의 높은
난이도와 복잡성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두개저 수막종의 첫 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at base line (n = 32)
Characteristic

째 치료방법인지는 논란이 남아 있다.
단일조사 방사선 수술(stereotactic radiosurgery, SRS)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발전하였으며 작은 크기의 두개강 내 수막종에 대해 종

Value

Age at treatment time (yr)

58.6 (15-84)

Sex

양 억제율이 높고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가 좋다고 보고되어 왔다.[6]

Male

5 (15.6)

그러나 두개저 수막종 중에서 크기가 큰 종양은 주변의 신경학적 구

Female

27 (84.4)

조물과 인접하기에 치료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Bledsoe 등[7]은 부
피가 10 cm3 이상의 두개저 수막종에서 92%의 종양 억제율과 18%

Location
Cavernous sinus

7 (21.9)

의 합병증을 보고하였다. 직경이 3 cm 이상이거나 부피가 10 cm

Cerebellopontine angle

7 (21.9)

이상인 종양의 치료에 있어 저분할 방사선 수술(hypofractionated

Petroclival

3 (9.4)

SRS, hSRS)은 종양의 억제율을 유지하며 주변 조직에 대한 방사선

Tentorial edge

3 (9.4)

괴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데이터

Petrous

1 (3.1)

들은 충분하지 않다.[3,8-10] 본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두개저 수막

Clinoidal

6 (18.8)

종의 방사선 검사상 종양의 크기 변화 및 합병증을 분석하여 적절한

Tuberculla sellae

3 (9.4)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Other

2 (6.3)

3

Cranial neuropathy

▒ METHODS
1. 환자의 분포 및 특성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
병원에서 Novalis Tx System (Varian Medical Systems and
BrainLab, Feldkirchen, Germany)을 이용하여 방사선 수술로 치
료받은 뇌종양 환자 총 476명 중 99명이 뇌수막종 환자였다. 이 중
에서 두개저 수막종 환자는 37명이었고 추적관찰이 가능한 32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단일조사 방사선 수술이 아닌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 환자들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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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II

2 (6.3)

CN III, IV, VI

8 (25.0)

CN V

2 (6.3)

CN VII

2 (6.3)

CN VIII

3 (9.4)

Previous surgery
Tumor volume (cm3)

13 (40.6)
7.86 (0.55-25.92)

Follow-up (mo)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or number (%).
CN: cranial nerve.

50 (13-98)

조사량의 조절은 없었다.

Germany)를 통해 측정하였다. Partial response (PR)는 종양 용적
3

3

종양의 부피는 7.86 cm (0.55-25.92 cm )였으며 추적관찰

의 50% 이상 감소, minor response (MR)는 종양 용적의 50% 미만

이 가능한 대상 환자에 대한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50개월(범위

25% 이상 감소, progressive disease (PD)는 종양 용적의 25% 이

13-98개월)이었다(Table 1).

상 증가, stable disease (SD)는 종양 용적의 25% 미만의 증가 혹은
감소로 정의하였다.[11]

2. 방사선 수술 치료계획 및 분석
저분할 방사선 수술 계획을 위해 0.625 mm 간격의 컴퓨터 단

4. 통계 분석

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촬영하였다. 1 mm 간격의

모든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ver. 25.0; IBM, Armonk,

T1 강조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T2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치료 실패 및 성공률을 평가하

강조 MRI, 조영증강 T1 강조 MRI를 촬영하였고 CT와 조합하였다.

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합된 영상에서 시신경, 뇌간 등을 포함하는 위험 장기(organs at
risk, OAR) 등을 표시하여 선량 계획 단계에서 방사선량 노출을 최

▒ RESULTS

소화하였다.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진행한 환자에 대해 누적 방사선량은 평균

1. 종양 억제 결과

25 Gy (범위 21-27.5 Gy)였으며 1회당 조사량은 평균 5 Gy (범위

MRI 추적검사에서 종양 억제는 32명(100%)에서 이루어졌으며,

5-8 Gy)였다. 종양의 경계에 대해 평균 91.5% (범위 80%-100%)

이 중 SD는 8명(25.0%), MR은 8명(25.0%), PR은 16명(50.0%)이

의 등선량 선(isodose line)으로 조사하였으며 평균 5회(범위 3-5

었다(Fig. 1). 종양 억제가 이루어진 환자들의 평균 추적관찰 기간

회)의 횟수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Table 2).

은 50.7개월(범위 20-84개월)이었다. 방사선 수술 전과 마지막 추
적관찰 영상검사상의 종양 용적 변화는 55.5% ± 4.4%였고 P값이

3. 치료반응 평가

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추적관찰은 방사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이후 매
년 종양 용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MRI를 통하여 추적관찰 하
®

®

였고 종양의 용적은 iPLAN RT (ver. 4.5; Brainlab , Munich,

2. 뇌신경장애의 임상경과
대부분의 환자(17명 중 16명)는 임상경과의 악화를 보이지 않았
다. 이 중 임상경과가 호전된 환자는 9명(52.9%)이었다. 각각 CN

Table 2. Dosimetric parameters in 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surgery
Parameter
Prescription isodose level (%)

Fig. 1

Value
91.5 (80-100)

Tumor dose (Gy)
Maximum dose

29.23 (23.9-38.6)

Mean dose

27.23 (22.5-33.9)

Minimum dose

18.05 (11.1-23.0)

Dose per fraction (Gy)

5.0 (5.0-8.0)

No. of fractions

5 (3-5)

Total dose (Gy)

25 (21.0-27.5)

Dose at organs at risk (Gy)
Optic apparatus

4.56 (1.38-11.80)

Brain stem

2.98 (0.3-17.15)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Relative tumor volume changes before and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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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례 분석

II (시야) 1명이 호전되었고, 안구운동을 평가하는 CN III, IV, VI
환자는 CN III 환자 2명이 호전이 없었다. CN V 환자는 모두 호전

증례 1 (Fig. 2)은 상돌기 수막종 환자로서 무증상의 종양이다.

이 없었으며 CN VII 환자 2명은 모두 반측성 안면경련 환자로, 1

직경 3.0 cm × 3.2 cm, 부피 10.87 cm3의 종양에 저분할 방사선

명은 호전되었고 1명은 변화가 없었다. CN VIII 환자 3명 중 2명은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25 Gy (5 Gy × 5회)를 조사하였다. 방사선

이명을 호소한 환자로, 1명은 호전되었고 1명은 영구적인 청각장애

수술 후 29개월째 시행한 MRI상에서 종양의 부피가 6.97 cm3로 뚜

가 남았다. 다른 CN VIII 환자는 청각 소실이 호전되었다. 뇌신경

렷하게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추적관찰 기간 동안 임상

장애의 임상경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적인 합병증 없이 종양의 국소 조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증례 2 (Fig. 3)는 해면정맥동 수막종 환자로서 CN VI 장애로 인
한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다. 부피 5.21 cm3의 종양에 저분할 방사

3. 합병증
3명(9.4%)의 환자가 저분할 방사선 수술 직후 합병증을 호소하

선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시신경을 포함한 주변 위험장기에 방사선

였다. 추적관찰 기간 동안 방사선에 의한 영구적인 탈모, 피부염 등

양을 허용 한계치 이하로 유지하며 종양에 27.5 Gy (5.5 Gy × 5

3

직접적 합병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추체부의 부피 4.17 cm

회)를 조사하였다. 방사선 수술 후 13개월째 시행한 MRI상에서 종

의 종양에 21 Gy (7 Gy × 3회)를 조사한 환자는 CV VIII에 대해

양의 부피가 3.91 cm3로 감소하였으며 CN VI 장애로 인한 복시 증

영구적인 청각소실이 발생하였다. 해면정맥동의 부피 7.48 cm3의

상은 호전되었다.

종양에 25 Gy (5 Gy × 5회)를 조사한 환자 1명은 수술 직후 동안

▒ DISCUSSION

신경마비를 호소하였고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부종 치료 후 호전되
3

었다. 해면정맥동의 부피 5.77 cm 의 종양에 24 Gy (8 Gy × 3회)
를 조사한 환자 1명은 수술 직후 안면신경마비를 호소하였고 스테

두개저 수막종의 방사선 치료에 있어 정위적 방사선 수술은 지속

로이드를 이용한 부종 치료 후 호전되었다. 3명의 환자 모두 방사

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조사 방사선 수술은 뇌수막종에 대해 치

선 괴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료의 효과가 좋고 합병증이 적다. 하지만 DiBiase 등[12]에 따르면

Table 3. Comparison of tumor volume between preradiosurgery & postradiosurgery (paired t-test)
Pre SRS

Post SRS

Volume change (%)

Mean

7.862

4.909

55.5

Standard deviation

6.53

4.77

4.4

P-value
< 0.001

SRS: stereotactic radiosurgery.

Table 4. Cranial neuropathy before and after treatment
Last follow-up

Baseline

Unchanged

Temporary worsening

Worsening

CN II

2

1

1

-

-

CN Ⅲ, Ⅳ, Ⅵ

8

6

2

-

-

CN III

5

3

2

-

-

CN IV

1

1

-

-

-

CN VI

2

2

-

-

-

CN Ⅴ

2

-

2

-

-

CN Ⅶ

2

1

1

-

-

CN Ⅷ

3

2

-

-

1

CN: cranial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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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이 3 cm 미만이거나 부피가 10 cm3 미만인 종양에는 단일조

Han 등[9]은 두개저 수막종에서 방사선 치료와 분할 방사선 수

사 방사선 수술의 5년 무질병 생존율(progression-free survival)이

술,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비교하였고 임상적 치료 성공률을 각각

91%-99%이지만 그 이상의 종양은 무질병 생존율이 68.0%라는 보

89%, 91%, 100% (P = 0.16)로 보고하였다. 두개저 수막종의 무질

고가 있다. 저분할 방사선 수술은 크기가 큰 두개저 뇌수막종에 대

병 생존율은 92%-100%로 보고되었다.[15-17] 본 연구의 환자들

한 종양 억제가 뛰어나며 신경학적 결과가 좋기에 최근에는 저분할

은 모두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받았으며 종양 억제율은 93.6%였고

방사선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Metha 등[13]이 2002년에 시신경 인

무질병 생존율은 100%로 훌륭한 성적을 보였다.

접 종양에 대한 저분할 방사선 수술의 적용을 보고한 이후, 저분할

뇌수막종은 대부분 병리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임상경과가 비교

방사선 수술은 시신경로에서 2-3 mm 근처의 시신경 인접 부위의

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두개저 수막종의 완전 절제 후 합병증의 발

종양에서 많이 선택되고 있다. 또한 OAR 주변에 위치한 두개저 수

생률은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에 반해 저

막종에서도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 수술 후 합병

분할 방사선 수술의 급성 독성률은 5%, 만성 독성률은 8%로 보고

증 발생 빈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되고 있다.[19,20] Conti 등[10]에 따르면 시신경 인접 뇌수막종에

Fig. 2
A

B

C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postoperative MRI (B), and treatment plan (C) for right clinoidal meningioma. Total volume of meningioma was 10.87 cm3.
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surgery was performed with 25 Gy in 5 fractions. After treatment, the tumor volume decreased to 6.97 cm3.

Fig. 3
A

B

C

Preoper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A), postoperative MRI (B), and treatment plan (C) for right cavernous sinus meningioma. Total volume of meningioma was
5.21 cm3. 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surgery was performed with 27.5 Gy in 5 fractions. After treatment, the tumor volume decreased to 3.91 cm3 with neurologic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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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사선 수술과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비교하였을 때 저분할

6. Rogers L, Barani I, Chamberlain M, Kaley T, McDermott M, Raizer J, et al.

방사선 수술에서 신경손상의 발생 확률이 더 낮았다. 본 연구에서

Meningiomas: Knowledge base, treatment outcomes, and uncertainties. A

는 3명(9.4%)의 환자가 급성 합병증을 호소하였고 이 중 1명이 방
사선 수술 후 영구적인 합병증을 호소하였다.

RANO review. J Neurosurg 2015;122:4-23.
7. Bledsoe JM, Link MJ, Stafford SL, Park PJ, Pollock BE. Radiosurgery for largevolume (> 10 cm3) benign meningiomas. J Neurosurg 2010;112:951-6.

본 연구에서는 저분할 방사선 수술을 통해 의미 있는 종양의 축

8. Adler JR Jr, Gibbs IC, Puataweepong P, Chang SD. Visual field preservation

소(PR)를 80% 이상에서 이루어 냈으며, 동시에 과반수 이상에서

after multisession cyberknife radiosurgery for perioptic lesions. Neurosurgery

뇌신경장애의 임상경과의 호전을 달성하였다.

2006;59:244-54; discussion 244-54.
9. Han J, Girvigian MR, Chen JC, Miller MJ, Lodin K, Rahimian J, et al. A

본 연구는 32명의 적은 환자군의 후향적 연구로, 추적관찰 기간

comparative study of stereotactic radiosurgery, hypofractionated, and

또한 50개월로 짧아 한계가 있다. 추후 더 많은 환자군 모집과 장기

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in the treatment of skull base

간 추적관찰을 통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령의 환자이거나 종양이 주변 신경에 침습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는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미세현미
경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단일조사 방사선 수술은 적용 가능한
종양의 한계가 있으며 뇌신경장애와 합병증을 야기시킬 수 있지만 저
분할 방사선 수술은 이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meningioma. Am J Clin Oncol 2014;37:255-60.
10. Conti A, Pontoriero A, Midili F, Iat G, Siragusa C, Tomasello C, et al. CyberKnife
multisession stereotactic radiosurgery and hypofractionated stereotactic
radiotherapy for perioptic meningiomas: Intermediate-term results and
radiobiological considerations. Springerplus 2015;4:37.
11. Huang RY, Bi WL, Weller M, Kaley T, Blakeley J, Dunn I, et al. Proposed
response assessment and endpoints for meningioma clinical trials: Report
from the response assessment in Neuro-Oncology Working Group. Neuro
Oncol 2019;2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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