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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크기가 큰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유용성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신경외과영역에서의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 수술적 제거

술, 방사선수술, 항암치료 및 각각의 조합이 있으며, 병의 진행 정도, 병변의 크기, 환자의 

임상양상, 나이, 원발 병소 암의 특성, 타 장기로의 전이여부, 여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치료의 방침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중 방사선 수술은 

현재까지는 모든 전이성 뇌 병변이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병변의 직경이 

3cm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병변의 갯수가 3개 이하의 경우, 분할 방사선 치료에 치료가 

잘되지 않는 종양, 그리고 Karnofsky performance scale이 70 이상인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저자는 전이성 뇌 종양에 있어 지름이 3cm이상이었던, 병변의 크기가 큰 환자들에게도 

방사선 수술이 유용한지, 또한 일차적 치료 방법선택에 있어 방사선 수술이 가능할지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은 304명중 종양

의 최대 직경 크기가 3cm이상인 환자이며, 수술 후 남은 병소 또는 이전에 전 뇌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제외 하였고, 최소 한 번 이상의 추적 진단방사선 검사가 시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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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종양의 반응, 크기의 변화, 종양 주변 부종의 변화, 종양의 조절과 

종양 반응에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전이성 뇌 종양의 평균 크기는 3.7cm(범위; 3.1~4.4cm)였고, 경계선량은 평균 

14.67Gy(범위; 10~19Gy)였으며, 등선량 선은 50%였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반응

을 보인 전이성 뇌 종양은 40%였고, 감소는 55%, 종양의 조절은 65%, 부종의 감소는 

70%였다. 종양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직경(p=0.083)과 두개강외 전이성 병변의 

유무(p=0.103)가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방사선 수술 이후 생존 분석은 

12개월째 65%의 생존을 나타내었다.  

 크기가 3cm이상인 전이성 뇌 종양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을 시행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선택적인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수술을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

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전이성 뇌 종양, 방사선 수술, 직경이 3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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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큰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유용성 

  

<지도 변변변변    진진진진    수수수수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정정정    현현현현    호호호호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현대화, 서구화는 우리나라의 문명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질환의 빈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고령자 사망원인 분

석(2003년)’에 따르면 암에 의한 사망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1000명당 9.6명으로 1위

를 차지하였으며, 사망자중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라고 한다. 이러한 

보고는 사망자의 거의 25%가 암과 관련이 있다는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것과 비슷하며, 사

망의 원인으로 보면 암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한다
7
.  

일반적으로 원발 병소가 뇌가 아닌 암환자 중 약 20~40%에 있어서 뇌로의 전이가 일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2,32,35

. 지난 20년간 암환자에게 있어서 뇌 전이 유병률이 급속도

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좀더 효과적인 치료로 인해 암 환자의 생존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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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점,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뇌 영상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증상이 없는 병변의 조기발견 

등이 해당된다
3,16,29,31

. 

 이러한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신경외과영역에서의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 수술적 

적출, 방사선 수술, 항암치료 및 각각의 조합이 있으며, 병의 진행 정도, 병변의 크기, 환자

의 임상양상, 나이, 원발 병소 암의 특성, 타 장기로의 전이여부, 여명 등 여러 가지 요인으

로 인해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치료의 방침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

다. 이중 방사선 수술은 현재까지는 모든 전이성 뇌 병변이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며, 일

반적으로 병변의 직경이 3cm 미만으로 크기가 작거나 병변의 갯수가 3개 이하의 경우, 분

할 방사선 치료(fractionated radiation therapy)에 치료가 잘되지 않는 종양, 예를 들어 흑

색종이나 신세포암 등, 그리고 Karnofsky performance scale(KPS)가 70이상인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단 영상장치가 발달되고 방사선 수술의 장비가 점차 정

교해짐에 따라 좋은 치료 성적이 보고되므로, 방사선 수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병변 갯

수의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저자는 전이성 뇌 종양에 있어 지름이 3cm이상이었던, 병변의 크기가 큰 환자들에

게도 방사선 수술이 유용한지, 또한 일차적 치료 방법선택에 있어 방사선 수술이 가능할지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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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A. A. A. A.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1992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서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하여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Leksell Gamma Knife
®
, Elekta Instrument AB, 

Inc., Stockholm, Sweden)을 시행 받은 304명(1154병변)중에 종양의 최대 직경 크기가 

3cm(종양부피로는 약 14.13cc)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에 수술 후 남은 병소 

또는 이전에 전 뇌 방사선 치료(whole brain radiation therapy, WBRT)를 받은 환자는 제

외 하였고, 최소 한 번 이상의 추적 진단방사선 검사(뇌 자기공명영상장치, Brain MRI)가 시

행되었던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B. B. B. B.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1). (1). (1). (1). 전이성전이성전이성전이성    뇌뇌뇌뇌    종양의종양의종양의종양의    크기크기크기크기    및및및및    종양종양종양종양    주변주변주변주변    부종의부종의부종의부종의    크기크기크기크기    측정측정측정측정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고정 틀(frame, Leksell
®
)을 고정하고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중 조영제 주입 후에 얻은 T1 영상에서, 조영 증강이 되는 종양의 크기가 

가장 큰 이미지를 선택하여 최대 직경을 측정했다. 또한 종양 주변 부종의 크기 역시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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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가장 큰 이미지에서 최대 직경을 측정했다(Fig. 1).  

 

    

    

    

    

Fig. 1Fig. 1Fig. 1Fig. 1. The longest diameter was checked for tumor size and peritumoral edema. 

 

(2). (2). (2). (2). 추적추적추적추적    진단진단진단진단    방사선방사선방사선방사선    검사검사검사검사    –    뇌뇌뇌뇌    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자기공명영상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 이후 영상 추적 관찰은 3개월 간격으로 뇌 자기공명영상을 시행

하였으며, 추적 관찰 예정 전에 환자의 신경학적인 변화가 있을 시에는 예정과 관계 없이 

영상을 다시 시행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은 조영제를 이중(double contrast)으로 주입하였

으며 T1 영상(thin cut, 1mm)과 T2 영상을 얻었다.  

 

(3). (3). (3). (3). 결과의결과의결과의결과의    판정과판정과판정과판정과    분석분석분석분석    

 추적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은 전이성 뇌 종양의 크기 및 종양

주변 부종의 크기를 측정하였고, 방사선 수술에 종양 크기 반응이 있는 경우(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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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는 조영 증강한 T1 영상상 종양의 크기가 20%이상의 감소를 보인 경우로 하였

으며, 부종 크기 반응이 있는 경우는 T2 영상상 종양 주변 부종의 크기가 20%이상의 감소

를 보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종양의 조절(tumor control)은 크기가 120%이하로 유지될 때

로 정의하였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반응을 보였던 군과 보이지 않았던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

며, 여러 요인 중에 어떠한 것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 보았다. 

 

(4). (4). (4). (4). 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    

 각 환자 군과 자료의 비교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1을 이용하여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과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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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A. A. A. A. 환자군환자군환자군환자군    및및및및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징특징특징특징    

    

 환자는 남자가 13명 여자가 7명이었고, 연령분포는 40세에서 74세로 평균연령은 58세였

다. 초기 전이성 뇌종양 진단 당시의 KPS는 70에서 90으로 모두 70이상이었으며 평균 

75.5였다. 진단 당시 전이성 뇌 병변의 갯수는 1개에서 18개로 평균 3.45개였으며, 단일 

병소였던 환자가 7명, 다발성 병소였던 환자가 13명이었다. 원발 병소는 각각 폐암이 7명, 

대장암이 2명, 직장암이 4명, 유방암이 3명, 신장암이 3명, 자궁 경부암이 1명이었으며, 전

이성 뇌종양 진단 당시에 두개강내 이외의 전이성 병변을 갖고 있던 환자는 10명이었다. 환

자들은 2개월에서 233개월, 평균 34개월의 뇌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추적관찰 기간이 있

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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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Table 1Table 1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ase 

No 
Age/Sex 

Primary 

cancer 
KPS Diameter Volume Edema 

Extracranial 

metastasis 
F/u duration (Mo.) 

1 69/F Breast ca 90 3.5 (2)
*

 22.88 2.8 (2)
**

 0 234 

2 74/M Colon ca 70 3.7 (5.5) 18.8 6.7 (12) 1 13 

3 72/M Renal cell ca 80 3.8 (1.5)
*

 18.4 8.6 (2.5)
**

 0 155 

4 47/M Lung ca 70 3.2 (3.4) 14.9 9.0 (6.2)
**

 0 10 

5 68/M Lung ca 90 3.5 (1.2)
*

 16.8 4.5 (1.5)
**

 1 9 

6 50/M Lung ca 90 4.4 (3.6) 24.7 5.8 (5)
***

 0 38 

7 73/M Lung ca 70 3.6 (4.5) 29.5 11.2 (10.8)
***

 1 10 

8 57/F Cervix ca 70 3.5 (0.6)
*

 19.2 5.5 (0)
**

 0 83 

9 72/M Colon ca 70 3.5 (2.5)
*

 18.1 5.0 (4.6)
***

 0 10 

10 54/M Lung ca 70 4.1 (4.5) 24.1 10.1 (11) 0 67 

11 60/M Lung ca 80 3.1 (2.8)
***

 17.3 4.0 (5.8) 1 18 

12 61/F Renal cell ca 70 3.2 (5.2) 20.9 8.8 (9.7) 1 40 

13 55/F Rectal ca 70 3.8 (3)
*

 26.5 7.6 (7.1)
***

 1 8 

14 54/M Renal cell ca 70 3.2 (1.4)
*

 15.5 10.1 (1.5)
**

 1 46 

15 64/M Rectal ca 70 4.4 (5.6) 31.1 8.4 (9.1) 0 14 

16 48/F Breast ca 70 3.6 (3.2)
***

 19.8 8.1 (8.6) 0 24 

17 40/F Lung ca 80 3.8 (2.5)
*

 23.9 6.9 (3.7)
**

 0 26 

18 46/M Rectal ca 80 3.9 (5.9) 37.8 8.1 (9.4) 1 11 

19 46/F Breast ca 70 3.5 (3)
***

 18.3 10.5 (8.2)
**

 1 2 

20 53/M Rectal ca 80 3.7 (4.9) 19.1 5.6 (7.5) 1 18 

 

*
: tumor response after GKS 

**
: peritumoral response after GKS 

***
: volume reduction after GKS 

*
 and 

***
: tumor control 

(  ): the last follow up measurement of the longest diameter 

Mo.: Month 

Ca: cancer 

KPS: Karnofsky performance scale 

F/u: follo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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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    방사선방사선방사선방사선    수술의수술의수술의수술의    치료계획치료계획치료계획치료계획    

    

 전이성 뇌 종양의 최대 직경은 3.1cm에서 4.4cm으로 평균 3.7cm였고, 용량으로 환산하면 

14.9에서 37.8cc, 평균 21.88cc였다. 병변에 조사하게 된 최대선량(maximal dose)은 20에

서 38Gy로 평균 29.3Gy였으며, 경계선량(marginal dose)은 10에서 19Gy로 평균 14.67Gy

였다. 등선량 선(isodose line)은 50%였으며, 등각점(isocenter)은 1에서 33개로 평균 13.6

개를 이용하였다(Table 2.).  

 

Table 2Table 2Table 2Table 2. Tumor volume and dosimetry 

     Mean      Range 

Tumor volume (cc)   21.88   14.9 – 37.8 

Maximal dose (Gy)   29.3     20 – 38 

Isodose line (%)     50         50 

Margin dose (Gy)   14.67     10 – 19 

Number of isocenters   13.6      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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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종양종양종양종양    및및및및    종양종양종양종양    주변주변주변주변    부종의부종의부종의부종의    크기크기크기크기    변화변화변화변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반응을 보인 전이성 뇌 종양은 20명중 8명으로 40%였으며, 종

양 주변 부종의 반응은 40%였다. 최대 직경자체의 감소를 보인 경우는 20명중 11명으로 

55%였으며, 부종의 감소를 보인 경우는 60%였다. 종양의 조절은 20명중 13명으로 65%였

다. 종양이나 종양 주변 부종의 감소를 보인 경우는 14명으로 70%이었고, 양쪽 모두 반응

을 보인 경우는 6명으로 30%였다(Fig. 2. and 3.).  

    

    

    

Fig. 2Fig. 2Fig. 2Fig. 2. This is a case 17, 

40 year-old female 

patient, suffering from 

lung cancer. The main 

symptom was just mild 

headache, and MRI 

showed metastatic lesion 

on cerebellum. The 

longest diameter of the 

mass was 3.8cm, and after 

Gamma knife radiosurgery 

(marginal dose; 15Gy with 

50% isodose line), the size 

of mass was decreased, 

also the peritumoral 

ed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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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Fig. 3Fig. 3Fig. 3. This is a case 18, 46 year-old male patient, suffering from rectal cancer. The 

main symptom was mild headache and weakness on left side extremities, and MRI 

showed metastatic lesion on right parietal area. The patient had also lung metastasis, so 

he had the risk of general anesthesia, and his wife and family refused the operation for 

that reason. The longest diameter of the mass was 3.9cm, and after gamma knife 

radiosurgery (marginal dose; 14Gy with 50% isodose line), the size of mass was not 

controlled, also the peritumoral edema, so he died 9 month after GKS. 

 

 

 

 

D. D. D. D. 병변이병변이병변이병변이    큰큰큰큰    전이성전이성전이성전이성    뇌종양에뇌종양에뇌종양에뇌종양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감마나감마나감마나감마나이프이프이프이프    방사선방사선방사선방사선    수술수술수술수술    시시시시    

영향을영향을영향을영향을    주는주는주는주는    요인요인요인요인    

    

 전이성 뇌종양의 최대 직경, 최대 종양주변 부종의 직경, 부피, 환자의 나이, 병변의 갯수, 

두개강외 전이성 병변의 유무, KPS 및 경계선량을 조사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를 갖는 요

인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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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3333. Variables and tumor response, using multivariat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here were no significant variables to tumor response.   

 

Variables P-value 

Diameter 0.083 

Edema 0.232 

Volume 0.282 

Age 0.724 

Number of lesion 0.902 

Extracranial metastasis 0.103 

Karnofsky performance scale 0.532 

Marginal dose 0.207 

 

E. E. E. E. 크기가크기가크기가크기가    큰큰큰큰    전이성전이성전이성전이성    뇌뇌뇌뇌    종양에종양에종양에종양에    대대대대한한한한    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감마나이프    방사선방사선방사선방사선    수술수술수술수술    후후후후    

생존생존생존생존    분석분석분석분석    

    

 6개월째 90%, 12개월째 65%, 24개월째 40%의 총체적 생존(overall survival)을 보였다

(Fig. 4.).    

    

    

    

    

Fig. 4Fig. 4Fig. 4Fig. 4.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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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찰고찰고찰고찰    

    

전이성 뇌종양은 적절한 치료 없이 대증적 치료만 시행하게 되면 결국 중추 신경계의 문

제로 1-2개월의 중간 생존(median survival)을 보이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23

, 전 뇌 방사

선 치료나 수술적 적출, 방사선 수술 등을 시행 시 6-12개월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들은 대게 전신적인 질환의 진행으로 사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4,30,31,33
.  

1950년대에 Lars Leksell에 의해 고안된 정위적 방사선 수술(stereotactic radiosurgery)

은 1967년에 임상적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gamma knife radiosurgery)이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며 목표가 되는 종양에 한 번에 고용량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으로 신경외과적 영역의 많은 질환, 예를 들어 양성종양, 악성종양, 뇌

혈관질환, 뇌 기능성 질환 등에 적용되어 왔다
28

. 방사선 수술을 이용하여 전이성 뇌종양을 

치료할 경우 지금까지 문헌상에 보고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중간 생존이 보고되었으며, 국

소적인 종양 조절(local tumor control)은 거의 일정하게 8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26

. 특

히 작은 병소나 경계가 명확한 구형의 전이성 뇌종양은 국소 종양 조절율이 64~97%로 보

고되고 있다
1,2,5,6,10,13,14,21,36,38

. 본 저자의 결과에서는 65%의 종양 조절율을 보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부피가 10cm
3
 이상이었을 경우 부분적, 완전 반응 모두 합하여 50%정도라고 

Mehta MP
25

 등이 보고한 전이성 뇌종양의 크기에 따른 방사선 수술 시 종양의 반응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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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유사한 결과였다.  

전이성 뇌종양의 환자의 생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며 몇몇 요소들이 관련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Gaspar
15

 등이 기술한 recursive partitioning analysis(RPA)에 

의하면 KPS가 70이상, 전신적인 질환의 조절, 65세 미만, 전이성 병변은 오직 두개강내일 

경우를 RPA class 1으로 정의 하였으며 중간 생존이 7.1개월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본 저

자도 RPA에 관련된 요인과 종양 반응을 비교하였으며 p-value가 가장 낮은 것으로는 직경

의 크기(p=0.083)와 두개강내 이외의 전이성 병변이 없는 경우(p=0.103)였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총체적 생존은 6개월째 90%, 12개월째 65%, 24개월째 40%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Lutterbach
22

 등의 12개월 생존율 27%, Hasegawa
18

 등의 36%, Chen
9
 등의 32%, 

Hoffman
20

 등의 48%, Gerosa
17

 등의 62%, Petrovich
34

 등의 33%보다도 더 높은 결과였으

며, 특히 저자들은 3cm이상의 크기가 큰 전이성 뇌종양인데 비해 기술된 저자들은 3.5cm

이하의 작은 뇌종양에 대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치료방법의 발달로 전이성 뇌종양 환자의 생존이 길어짐에 따라 환자들에 대한 

치료 후 생존 시까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치료의 방법선택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저자들의 조사에서 보듯이 12개월 이상 추적관찰 할 수 있었던 환

자가 13명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234개월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전 뇌 방사

선 치료 이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3개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연성 합병증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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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나 기억의 장애, 신경인지장애, 치매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 

뇌 방사선 치료를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27,37

. 몇몇 문헌보

고에 의하면 이러한 방사선에 의한 치매(radiation induced dementia)는 높게는 30%까지도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11,19

. 

 방사선 수술이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에 비하여 갖는 장점으로는 최소 침습적이라는 점, 

병원 내 입원기간의 단축 또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비용의 절감, 전신마취를 피

할 수 있다는 점, 수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병변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4

. 이러한 

장점들은 모두 환자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방사선 수술이 보여주고 있는 

전이성 뇌 종양 조절능력이나 장기 생존의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좋은 치료 방법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피가 큰 종양들에 대한 방사선 수술은 덜 효과적이고 수술적 치료에 비

해 즉각적으로 종괴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신경학적인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크기가 큰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지는 않

다. 본 교실에서도 부피가 큰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방침(Table 4.)으로는 접근 가능하

면 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 

즉 전신마취에 대한 고위험성이나 개두술적 치료계획에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차선책으로 방사선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던 환자들에 대한 조사였다.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치료 방침은 먼저 종양의 갯수에 따라,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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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따라, 종괴현상유무에 따라, 그리고 종양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종괴현상이 있고 종양의 크기가 3cm이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및 

부가적인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수술이 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적으로 적응이 되지 않

는 경우에, 전 뇌 방사선 치료 혹은 분할 방사선 치료 이후 반응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방

사선 수술을 하거나, 단독으로 전 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4

. 즉 방사선 수

술은 아직까지 일차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 뇌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인 초기 독성(short-term toxicity)이나 지연성 독성(late toxicity)인 신

경인지기능 저하와, 처음에 고용량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재발할 경우 치료방법의 선택에 제

한 등과 더불어 본 저자들의 결과를 보아 방사선 수술 역시 크기가 큰 전이성 뇌 종양에 대

한 치료방법으로 초기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Table Table Table 4444. Treatment protocol for metastatic brain tumor used in YUMC 

Single 

  large  >3cm  craniotomy ± RS 

   *deep seated  RS 

  small  <3cm  RS 

 Multiple 

  small    RS 

  1-2 large + small  craniotomy + RS 

 Miliary/Recurred multiple  W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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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직경의 크기가 3cm이상인 전이성 뇌 종양에 대한 방사선 수술로 65%의 종양 조절을 얻

을 수 있었으며, 12개월 총체적 생존은 65%였다. 전이성 뇌 종양의 반응과 관련된 여러 요

인 중 직경의 크기(p=0.083)와 두개강내 이외의 전이성 병변이 없는 경우(p=0.103)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인 의의는 없었다.     

 크기가 3cm이상인 전이성 뇌 종양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을 시행하

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선택적인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수술을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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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 

The Effectiveness of Gamma Knife Radiosurgery 

on Metastatic Brain Tumor  

more than 3cm in diameter 

 

Hyun Ho Jung 

Dep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etastatic brain tumors are treated with whole brain radiation therapy, operation, 

radiosurgery, chemotherapy and its combination in the neurosurgical area. Current 

management of brain metastases focuses on individualizing patient care on the basis of 

known prognostic factors; status of systemic disease, the patient performance status   

and age, as well as the tumor number, location, size, and histology. Among these 

therapeutic modalities, radiosurgery is often used for the size of mass less than 3cm, 

number of mass less than 3, KPS more than 70, and poor response tumor to fractionated 

radiation therapy, such as melanoma, renal cell cancer. 



 - 25 - 

 We discuss about the effectiveness of gamma knife radiosurgery (GKS) on metastatic 

brain which is more then 3cm in diameter, and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radiosurgery 

as a first treatment of these cases. 

A total of 20 patients with metastatic brain tumor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nd we 

excluded surgical remnant or previous irradiated lesions. Mean diameter of the tumor 

was 3.7cm (range; 3.1~4.4cm), mean marginal dose 14.67Gy (range; 10~19Gy) with 

50% isodose line. The tumor response to GKS was 40%, decrease in size 55%, tumor 

control rate 65%, and the reduction of peritumoral edema 70%.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variables between tumor response and others. The overall survival rate was 

65%/12months.  

In fact, the large size metastatic brain tumor must be treated with surgical way, but in 

selected case, GKS could take place as a first line of treatment modality.  

 

Key words: Metastatic brain tumor, Gamma knife radiosurgery, Larg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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