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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등등등도도도 이이이상상상의의의 만만만성성성 외외외상상상성성성 뇌뇌뇌손손손상상상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 뇌뇌뇌하하하수수수체체체전전전엽엽엽
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이나 뇌좌상으로
인해 성장호르몬 저하나 코티졸 저하,갑상선 기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뇨병,고지혈증,비만 등의 합
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
서는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국내 인구사회학
적 자료 및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뇌하수체전엽 기능이상의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신촌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및 외래 추적
관찰 중인 외상성 뇌손상 환자 45명 및 정상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전 기저 호르몬의 수치 측정 및 인슐린내성
시험을 통하여 뇌하수체전엽 기능이상의 유병률을 조사하였
다.성장 호르몬 지표인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GF-1)그리고
코티졸 수치가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지수 변화량(∆BMI)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45명 환자군 중 14명(31.1%)에서 한가지 이상의 뇌하수체 전
엽 호르몬 분비 이상을 보였으며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코티
졸 수치는 각각 체질량지수 변화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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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를 통하여 만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뇌하수체
기능이상이 발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인 감시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다.
�����������������������������������������������������������

핵심되는 말 :외상성 뇌손상,뇌하수체 기능이상,성장호르몬,
부신피질자극 호르몬,성선자극 호르몬,갑상선자극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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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중등등등도도도 이이이상상상의의의 만만만성성성 외외외상상상성성성 뇌뇌뇌손손손상상상 환환환자자자에에에서서서 뇌뇌뇌하하하수수수체체체전전전엽엽엽
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지도교수 박윤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기 덕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외상성 뇌손상은 미만성 축삭손상이나 뇌좌상으로 인한 시상하부,
뇌하수체에 직접적인 구조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뇌압상승이
나 뇌부종으로 인한 이차적인 시상하부,뇌하수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이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
로 알려져 있다.1-3또한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 또는 만성 질환상태에
서는 인체내의 대사산물을 생명유지기관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
백동화작용에 관련된 남성호르몬 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3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저하나 코티졸 저하,갑상선기
능 저하 등의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이 발생하여 지구력 저하,의욕
저하,집중력 저하.만성피로,당뇨,고혈압,고지혈증,비만,골다공증,
감염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요하기도 하며1-3

이러한 증상들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상당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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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Gunn등4은 외상성 뇌손상 수년 뒤 뇌하수체
와 연관된 호르몬 저하가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35년 뒤에 발생한 경
우도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Lieberman등5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
에서 수개월 내지 수년 뒤에 뇌하수체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특히
성장 호르몬 저하가 더 흔히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하지만 국내에
서는 외상성 뇌손상 이후 발생한 뇌하수체 기능이상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국내의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외상성 뇌손상 이후 3개월 이내에는 이러한 뇌하수체기능 저하가 발
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뇌손상 이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서
야 뇌하수체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하지만
이러한 뇌하수체 기능저하가 있다 하더라도 임상적인 증상이 발현하
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뇌하수체기능 저하로 인하여 유발되는
합병증은 뇌손상 자체로 인한 증상과 유사하여 진단 및 치료적 접근
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될 수 있다.1-3따라서 뇌손상으로 인하여
유발된 뇌하수체기능 저하증은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보다 그 진단
및 치료적 개입이 심각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이 겪고 있는 만성 신경행동학적 문제점 및 삶
의 질 감소는 성장호르몬을 비롯한 뇌하수체호르몬 저하증을 보이는
환자들의 증상과 유사한 점이 많아 뇌손상 환자의 뇌하수체기능 저하
로 인한 증상들은 단순히 뇌좌상 등의 뇌손상에 의한 증상으로 취급
되기 쉽다.5하지만 뇌하수체기능 저하와 연관된 상기 증상들은 부족
한 호르몬 보충 등의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신경행동학적 문제점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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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대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뇌손상 이후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경
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 뇌하수체 기능이상의 유병
률 및 특성을 분석하여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이나
뇌좌상으로 인하여 성장호르몬 저하,코티졸 저하나 갑상선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고,뇌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주
기적인 호르몬 수치의 생화학적 측정 등 뇌하수체 기능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호르몬 치료 등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객관
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의 비만
도(체질량지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뇌하수체
호르몬과 환자의 비만도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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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대상군은 신촌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 및 외래 추
적관찰 중인 외상성 뇌손상 환자로 모든 환자들은 수상 초기 입원시
글라스고우 혼수등급(Glasgow ComaScale)이 12이하로 중등도 이상
의 환자이었으며 수상 이후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만성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모든 환자들은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하여 외상성 뇌손상을 진단받은 경우이었으며 경막외 출혈,
뇌내출혈 등과 같은 국소적 뇌손상만이 확인된 환자가 24명,미만성
뇌손상이 확인된 환자 21명이었다.동적 내분비 검사를 받기에 병적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뇌손상 이전에 뇌하수체 기능에 이상이 있었던
환자,스테로이드 치료나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파민관련 약물 등과 같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연령과 성별 분포가
비슷한 건강한 30명의 정상 대조군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성성성장장장호호호르르르몬몬몬 및및및 부부부신신신피피피질질질자자자극극극 호호호르르르몬몬몬 기기기능능능평평평가가가---인인인슐슐슐린린린내내내성성성 시시시
험험험
모든 환자군 및 정상 대조군 환자에 대해서 야간공복이후 아침에 성
장호르몬(GH,Growthhormone),코티졸(Cortisol),인슐린유사성장인
자-1(IGF-1,Insulin-likegrowthfactor-1)혈중 기저수치를 측정하였
으며 속효성 인슐린 0.1U/Kg를 정맥주사후 0,30,60,90분 후의 성
장호르몬 및 코티졸 수치를 측정하는 인슐린내성 시험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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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기기기타타타 뇌뇌뇌하하하수수수체체체전전전엽엽엽 호호호르르르몬몬몬 기기기능능능평평평가가가
모든 환자군 및 정상 대조군 환자에 대해서 난포자극호르몬(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황체형성호르몬(LH, Luteinizing
hormone),유리티록신(FT4,Freethyroxine),갑상선자극호르몬(TSH,
Thyroidstimulatinhormone),인슐린유사성장인자-1의 혈중 기저수
치를 측정하였으며 남자의 경우 남성호르몬(Testosterone)을 여성의
경우 난포호르몬(Estrogen)의 기저수치를 측정하였다.여성의 경우 월
경력을 함께 조사하였다.

다다다...호호호르르르몬몬몬 분분분비비비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의의의 정정정의의의
각 호르몬의 분비이상에 대한 진단기준은 국제표준에 따라 정의하였
다.7-10

(((111)))성성성장장장호호호르르르몬몬몬 분분분비비비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인슐린내성 시험에서 혈당이 40mg/dL이하로 저혈당이 유도되었으
나 성장호르몬 최고치가 10ug/dL이하로 측정되는 경우를 성장호르
몬 분비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22)))부부부신신신피피피질질질자자자극극극호호호르르르몬몬몬 분분분비비비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인슐린내성시험에서 혈당이 40mg/dL이하로 저혈당이 유도되었으
나 코티졸 최고치가 20ug/dL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를 성장호르몬
분비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33)))성성성선선선자자자극극극호호호르르르몬몬몬 분분분비비비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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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경우 성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임에도 아침 기저남
성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여
자의 경우 폐경기 이전인 경우에는 성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
하임에도 아침 기저난포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
우로 정의 하였고,폐경기 이후일 경우에는 성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폐경기 이전의 수치를 보일 경우를 성선자극호르몬 분비기능의 이상
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444)))갑갑갑상상상성성성자자자극극극호호호르르르몬몬몬 분분분비비비기기기능능능이이이상상상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임에도 아침 기저 유리티록신
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로 정의 하였다.

라라라...인인인슐슐슐린린린 유유유사사사성성성장장장인인인자자자---111,,,기기기저저저코코코티티티졸졸졸 수수수치치치와와와 체체체질질질량량량지지지수수수의의의 상상상관관관
관관관계계계
성장호르몬의 전체적 분비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1와 체질량지수 변화량(∆BMI)과의 상관관계,기저코티졸 수치
와 체질량지수 변화량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체질량지수 변화
량은 연구당시 측정한 체질량지수에서 뇌손상 직후 입원시의 체질량
지수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333...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방방방법법법
모든 자료는 SAS 9.1통계 패키지(SAS InstituteInc.,Cary,NC,
USA)를 이용하였고,측정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외상성
뇌손상 환자군과 건강한 정상군의 성별분포,나이 및 기저 코티졸,인
슐린내성시험시 유발된 코티졸 수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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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을 성장호르몬
저하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두 그룹간에 연령,인슐린
유사성장인자-1,기저 성장호르몬,체질량지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글라스고우 혼수등급,뇌 컴퓨터단층
검사나 뇌자기공명영상 촬영상 뇌손상 범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외상성 뇌손상 환자군에서 인
슐린유사성장인자-1,기저코티졸과 체질량지수 변화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p값이 0.05미만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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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환자군은 45명,대조군은 30명이었으며 각 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32.6세,38.3세로 두 그룹간의 연령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없었
다.성별 분포 역시 환자군의 경우 남자 32명,여자 13명,대조군에서
는 남자 21명,여자 9명으로 차이가 없었다.환자군 외상성 뇌손상의
원인별로는 교통사고 28명,낙상 11명,폭행 4명,기타 2명 이었으며
초기 글라스고우 혼수등급에 따라 중등도의 뇌손상 환자가 19명,심
한 뇌손상 환자가 26명이었다(Table1).

TTTaaabbbllleee111...GGGeeennneeerrraaalll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TBI:Traumaticbraininjury
GCS:Glasgow comascale
valuesaremean±standarddeviation

111...성성성장장장호호호르르르몬몬몬
9명의 환자 (20.0%)에서 인슐린내성시험결과 성장호르몬 최고치가
10ug/dL이하로 측정되어 성장호르몬저하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Patients Control
Male:Female(n) 32:13 21:9
Meanage(years) 32.6±17.6 38.3±14.4
Onsetduration(days) 491.5±188.4  

TBIseverity(n)    

   Mild(13≤GCS≤15) 0  

   Moderate(9≤GCS≤12) 19  

   Severe(3≤GCS≤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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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중 2명의 환자에서는 성장호르몬 최고치가 5ug/dL 이하로
중등도 이상의 성장호르몬 저하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성장호
르몬 저하증이 있는 환자군과 정상소견을 보이는 환자군 사이에 성
별,나이,인슐린 유사성장인자-1,글라스고우 혼수등급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질량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able2,Figure1).

TTTaaabbbllleee 222...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ssstttiiicccsss ooofffGGGHHH---dddeeefffiiiccciiieeennntttaaannnddd GGGHHH---sssuuuffffffiiiccciiieeennnttt
pppaaatttiiieeennntttsss

BMI:Body-massindex
GCS:Glasgow comascale
FBI:Focalbraininjury
DAI:Diffuseaxonalinjury
*vaulesaremean±standarddeviation

 
GH-deficient
group(n=9)

GH-sufficient
group(n=36)

P-value

IGF-1*(ng/ml) 193±155 273±258 0.25
BasalGH†(ug/dL) 1(0.3-1.6) 2.2(1.1-4.7) 0.12
Age*(years) 37.4±17.2 33.5±12.4 0.51
BMI*(Kg/m2) 26.7±1.2 21.8±0.68 0.036‡

InitialGCSscore† 7(5.5-10.5) 8(5-10) 0.65
Brainimaging      

   FBI(n) 4 20
   DAI(n)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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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lesaremedian(interquatilerange)
‡p<0.05

222...부부부신신신피피피질질질자자자극극극호호호르르르몬몬몬
6명의 환자(13.3%)에서 인슐린내성시험결과 코티졸 최고치가
20ug/dL이하로 측정되어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에 기저코티졸 수치 및 인슐
린내성시험으로 유발된 코티졸 수치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환자군과 정상대조군 사이에는 기저코티졸 수치 및 인슐린내성시험으
로 유발된 코티졸 수치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3,Figure1).

TTTaaabbbllleee333...BBBaaasssaaalllaaannndddssstttiiimmmuuulllaaattteeedddssseeerrruuummm cccooorrrtttiiisssooolllllleeevvveeelllsss(((uuuggg///dddLLL)))iiinnn
pppaaatttiiieeennntttsssaaannndddcccooonnntttrrrooolllsss

ITT:Insulintolerancetest

  Patients(n=45)Control(n=30) P-value
Basalcortisol 18.1±5.2 23.4±8.9 0.69
Peakcortisol 25.1±7.8 26.3±7.6 0.78
PatientswithnormalITT (n=39)
  Basalcortisol 20.1±6.4 23.4±8.9 0.25
  Peakcortisol 27.4±5.4 26.3±7.6 0.35
PatientswithabnormalITT(n=6)
  Basalcortisol 13.8±5.6 23.4±8.9 <0.001*
  Peakcortisol 15.1±2.3 26.3±7.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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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lesaremean±standarddeviation

333...기기기타타타 뇌뇌뇌하하하수수수체체체전전전엽엽엽 호호호르르르몬몬몬
5명의 남자환자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임에도 아침
기저남성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었으며 1명의 폐경이
전의 여자환자에서 성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임에도 아침
기저난포호르몬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었고,2명의 폐경이후
여자환자에서 폐경기 이전의 수치를 보여 총 8명의 환자(17.7%)에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저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갑상선 자극호
르몬의 경우 3명의 환자(6.7%)에서 갑상선자극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임에도 아침 기저 유리티록신의 수치가 정상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Figure1).
기저호르몬 및 역동적 호르몬 검사를 통하여 총 45명의 환자중 성장
호르몬 저하증 소견을 보인 환자는 9명(20.0%),부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증을 소견을 보인 환자는 6명(13.3%),갑상선자극호르면 저하증
소견을 보인 환자는 3명(6.7%),성선자극호르몬 저하증 소견을 보인
환자는 8명(17.7%)이었으며 복합적인 뇌하수체전엽 호르몬 저하증을
보인 경우가 6명(13.3%),어느 한가지라도 뇌하수체전엽 호르몬 저하
증으로 보인 경우가 14명(31.1%)이었다(Table4,Figu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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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PPPrrrooopppooorrrtttiiiooonnnooofffpppiiitttuuuiiitttaaarrryyyhhhooorrrmmmooonnneeedddeeefffiiiccciiieeennncccyyy

GH:Growthhormone
ACTH:Adrenocorticotropichormone
TSH:Thyroidstimulatinghormone
LH:Lutenizinghormone
FSH:Folliclestimulatinghormone

  n %
GHdeficiency 9 20.0
ACTHdeficiency 6 13.3
TSH deficiency 3 6.7
LH/FSH deficiency 8 17.7
Combined 6 13.3
Anytypeofdeficiency 1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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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uuubbbjjjeeeccctttssswwwiiittthhhTTTBBB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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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인인인슐슐슐린린린유유유사사사성성성장장장인인인자자자---111,,,기기기저저저코코코티티티졸졸졸 수수수치치치와와와 체체체질질질량량량지지지수수수 변변변화화화량량량
(((∆∆∆BBBMMMIII)))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수치와 체질량지수 변화량은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059,p=0.028)아침 기저코티졸 수치와
체질량지수 변화량 사이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037,p=0.039,Table5).

TTTaaabbbllleee555...CCCooorrrrrreeelllaaatttiiiooonnnbbbeeetttwwweeeeeennn∆∆∆BBBMMMIIIvvvsssIIIGGGFFF---111///BBBaaasssaaalllcccooorrrtttiiisssooolll

∆BMI:Changeofbody-massindex(follow-upBMI-initialBMI)
IGF-1:Insulinlikegrowthfactor-1

  r p

IGF-1 -0.059 0.028

Basalcortisol -0.03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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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를 통하여 수상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중등도 이상의 만
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31.1%에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저하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들 환자 중 어떤
환자도 뇌손상 이후 뇌하수체전엽 호르몬 분비이상에 대한 검사가 전
혀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Lieberman등5은 70명의 유병기간이 평균 49개월인 외상성 뇌
손상 환자의 14.6%에서 성장호르몬 저하를 보였고 특히 이 성장호르
몬 저하를 보인 환자군이 정상 성장호르몬 분비를 보인 대상군보다
더 비만하다고 보고 하였다.이 외에도 성장 호르몬 감소의 유병율을
Benvenga등11은 24%,Kelly등6은 18%,Aimaretti12등은 37%로 보
고한 바 있다.Benvenga등11은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44.3%에서 갑상
선 기능저하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Kelly등6은 뇌손상 후 3개월에서
23년이 지난 환자의 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 1명만이 갑상선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는 등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또한
Lieberman등5의 연구에 의하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 70명에서 21.7%
에서 적어도 하나의 갑상선 호르몬 축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2명에
서는 유리티록신 이상과 갑상선자극호르몬 이상이 같이 동반 되었고,
6명에서는 유리티록신만이 이상이 있으며,7명에서는 갑상선자극호르
몬에만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감소도 보고되
고 있는데 Benvenga등11은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반 이상이 이차적
인 부신기능저하증을 보였다고 하였고,Kelley등6도 22명중 8명이 부
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Lieberman등5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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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45.7%에서 아침 기저 코티졸 수치가 정상보다 감소되어 있
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등도 이상의 외상성 뇌손상 병력이
있는 환자의 신경내분비계의 이상에 있어서 매우 높은 유병률을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성장호르몬 저하증(20.0%),부
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증(13.3%),성선자극호르몬 저하증(13.3%)의 경
우 환자의 신경 행동적 문제점 유발 및 삶의 질을 감소시켜 건강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재활치료에도 상당한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슐린내성시험을 통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상태로 확인된 9명의 환자
중 6명의 환자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의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측정
되었다.이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이 전체적인 성장호르몬 분비상태
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며 성장호르몬 저하증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하지만 3명의 환자에서는 인슐린유사
성장인자-1이 정상수치로 측정되었고 따라서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만의 측정으로는 성장호르몬저하증을 확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슐
린내성시험 같은 역동적 호르몬 검사법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성장호르몬 저하증을 보이는 환자군과 정상 성장호르몬 분비를 보이
는 환자군 사이에 신장이나 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질량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성장호르몬 감소증 환자에
있어서 정상인보다 비만도가 증가하며 성장호르몬 대체 요법 등을 통
하여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13,14인슐린유사 성
장인자-1과 체질량지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과거 연구에서 다양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15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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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ol등13은 성장호르몬 저하증은 힘의 약화,지구력 약화,삶의 질
저하,골밀도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신경행동학적 변화를
가져와 감정적 불안,사회적 고립,삶의 질 저하 등을 유발할 수도 있
다고 하였다.성장호르몬 저하증으로 인한 신경행동학적 증상 역시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하여 일정 부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는 보
고들이 있었다.13,16

성장호르몬 저하증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신체구성의 변화 및
신경행동학적 변화들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증상들이며 따라서 성장호르몬저하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환자군중 6명(13.3%)의 환자에서 부신피질자극호르몬 저하증을 보였
으며 이들의 아침 기저코티졸 수치 역시 정상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 중 한 명의 환자는 아침 기저
코티졸 수치가 5ug/dL 이하로 심각한 부신피질자극호르몬 결핍증
소견을 보였고 저나트륨혈증,저혈압,저혈당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
부신피질호르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외국의 연구자료와 비교하여 그 유병률이 낮
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만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31.1%에서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뇌하수체전엽 호르몬 저하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글라스고우 혼성지수 12이하인 중등도 이상의 환자군만
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추후 경증을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성 뇌손상의 중증도와 뇌하수체 호르몬 저하증의 상관관계
를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또한 뇌하수체 호르몬기능 이
상이 확인된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관찰하여 호르몬대체
요법 등의 치료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신경행동학적 증상 호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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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
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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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를 통하여 중등도 이상의 만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뇌
하수체 전엽의 기능이상이 발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뇌손상 환자에게 있어서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이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호르몬 대체요법 등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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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nnnttteeerrriiiooorrrpppiiitttuuuiiitttaaarrryyydddyyysssfffuuunnnccctttiiiooonnniiinnnmmmooodddeeerrraaattteeetttooossseeevvveeerrreee
ccchhhrrrooonnniiiccctttrrraaauuummmaaatttiiicccbbbrrraaaiiinnniiinnnjjjuuurrryyypppaaatttiiieeennntttsss

KiDeokPark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oonGhilPark)

Although hypopituitarism is a known complication of
traumaticbraininjuryitmaybeunderrecognizedduetoits
subtleclinicalmanifestations.Thenonspecificsymptomscan
be masked by and contribute to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sequelaeofbraintrauma.Thisstudyexamines
theprevalenceofneuroendocrineabnormalitiesinmoderateto
severe chronic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Forty five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and thirty normal
controls underwent a series of standard endocrine tests,
includingdynamictestsofACTH andGH secretion.Pituitary
hormone deficiencies were identified in a substantial
proportion ofpatients with previous brain injury.Anterior
pituitarydysfunction,foundin31.1% bydynamicandbasal
hormonal testing, can compound the phys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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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complications oftraumatic brain injury and
interferewithrehabilitation.Thesefindingsstronglysuggest
that patients who suffer head trauma should be tested
routinelyfordeficiencyofanteroirpituitaryhormones.
�����������������������������������������������������������

Key Words:traumaticbrain injury,pituitary dysfunction,
GH,ACTH.GnRH,T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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