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하는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의 예측인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용    숙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하는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의 예측인자 

지도  한  용  표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용    숙

 



박용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1월    일



감사의 

논문을 끝내기까지 지도해주신 한용표 교수님과 황금, 차병호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끝까지 조언해주신 예방의학교실 장

세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바쁜 중에 도와준 종우와 

욱이 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자 



차    례

국문 요약 ․․․․․․․․․․․․․․․․․․․․․․․․․․․․․․․  7

Ⅰ. 서론 ․․․․․․․․․․․․․․․․․․․․․․․․․․․․․․․  8

Ⅱ. 대상 및 방법 ․․․․․․․․․․․․․․․․․․․․․․․․․  9

   1. 대상 ․․․․․․․․․․․․․․․․․․․․․․․․  9

   2. 방법 ․․․․․․․․․․․․․․․․․․․  9

   3. 통계분석 ․․․․․․․․․․․․․․․․․․․․․․․․․․ 10

Ⅲ. 결과 ․․․․․․․․․․․․․․․․․․․․․․․ 10

   1. 단락술의 빈도 ․․․․․․․․․․․․․․․․․․․․․․․․․․ 10

   2. 단락술 예측인자 ․․․․․․․․․․․․․․․․․․․․ 10

   3. 다변량 분석 ․․․․․․․․․․․․․․․․․․․․․․․․․․․ 18

Ⅳ. 고찰 ․․․․․․․․․․․․․․․․․․․․․․․․․․․․․․ 19

Ⅴ. 결론 ․․․․․․․․․․․․․․․․․․․․․․․․․․․ 23

참고문헌 ․․․․․․․․․․․․․․․․․․․․․․․․ 24

문요약 ․․․․․․․․․․․․․․․․․․․․․․․․․․․․․ 28



표 차 례

  

 

표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 11

표 2. Clin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 12

표 3. The Location of Aneurysms           ․․․․․․․․․․․․ 13

표 4. Treatment Modalities and Timing         ․․․․․․․․․․ 14

표 5. Modalities of Cerebrospinal Fluid Drainage         ․․․․․․ 15

표 6. Lumbar Drainage Amount and Duration        ․․․․․․․․ 16

표 7. EVD Amount and Duration            ․․․․․․․․․․․․  16

표 8. Prognosis         ․․․․․․․․․․․․․․․․․․․․․․ 17

표 9. Binary Factors Considered in Relation to Shunt Operation   ․․ 18

표 10. Summary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19

 



- 7 -

국문요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하는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의 예측인자 

목적 : 만성 수두증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후 발생되는 주요 

합병증이지만 그 빈도 및 관련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이 없다. 본 연

구는 단락술을 필요로 하는 만성 수두증의 발생빈도를 알아보고 그에 기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본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

한 지주막하출혈로 치료받은 환자 341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나이, 

성별, Hunt-Hess 등급, 수술전후 Fisher 등급, 고혈압, 뇌실출혈, 재출혈, 혈관연

축, 동맥류의 위치, 수술방법, 수술시기, 요추배액술, 뇌실배액술, 예후를 평가하

다.

결과 :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의 발생률은 26.4%(90/341) 으며 단일변량 분석

에서 나이, Hunt-Hess 등급, Fisher 등급, 뇌실출혈, 혈관연축, 동맥류의 위치, 수

술시기, 요추배액술, 뇌실배액술, 예후가 관련 있었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전순환계 

동맥류에 비하여 후순환계에 위치한 동맥류, 요추배액술을 시행한 경우, 뇌실배액

술을 시행한 경우에 의미 있게 높은 수두증의 발생률을 보 다. 

결론 : 다양한 요인들이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 발생에 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후순환계, 요추배액술, 뇌실배액술은 독립적으로 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로

서 뇌척수액 배액에 관련된 임상요인에 대한 분석과 적응증에 대한 재평가가 필

요할 것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만성 수두증,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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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후 발생하는

 단락술 의존성 수두증의 예측인자 

<지도 한 용 표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용 숙 

Ⅰ. 서  론

 수두증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출

혈로부터 수일 혹은 수년까지 급만성으로 발생한다. 그 중 만성 수두증은 대개 출

혈 후 14일부터 수년사이에 발생되며 그 빈도가 6%∼67%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1,5,16,18,27,33

. 수두증의 원인은 출혈로 인한 지주막의 섬유화에 의해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3, 출혈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지주막세포(arachnoid cell)가 증식하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으나
21
,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임상적으로 점진적인 환자상태의 악화와 뇌압증가 소견

을 동반하여 뇌척수액의 단락술을 필요로 하게되므로 재원기간의 연장, 의료비 상

승뿐만 아니라 예후에도 향을 미친다
7,27,31
. 단락술을 통하여 많은 환자가 임상적

으로 호전되지만
23,32
 감염이나 기능이상 등의 합병증으로 재수술의 빈도가 약 30%

에 이른다4. 따라서 수두증뿐만 아니라 단락술의 시행을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지

주막하 출혈 후 수두증 발생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평가가 계속

되어왔으나 보고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여
5,14,23,27,31

 아직 일관된 결론을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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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락술을 필요로 하는 만성수두증의 발생 빈도를 알아보고 그에 

기여하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발생 빈도를 낮춰 예후 호전을 기대 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상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원

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441명의 환자 중에서 두 번 이

상의 뇌혈관조 술을 통해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한 지주막하출혈(non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34례와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조기 사

망 혹은 수술을 거부한 66예를 제외한 3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

하 다. 

2. 방법

수두증 발생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①나이 ②성별 ③내원

시 Hunt-Hess 등급
20
 ④초기 Fisher 등급

20
 ⑤수술 후 Fisher 등급 ⑥고혈압의 기

왕력, 뇌실내출혈, 재출혈, 혈관연축의 유무 ⑦동맥류의 위치 ⑧수술방법 ⑨수술시

기 ⑩요추배액술의 유무와 정도 ⑪뇌실배액술의 유무와 정도 ⑫예후를 분석하

다. 만성수두증은 뇌실-복강간 혹은 요추-복강간 단락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정의

하 고, 수술방법은 개두술과 코일 색전술(coil embolization)로 나누어 비교하 고, 

수술시기는 출혈 후 3일 이내 조기수술과 4일 이상의 지연수술로 나누어 비교하

다. 동맥류의 위치는 다발성 동맥류를 가지고 있거나 2회 이상의 수술 및 코일 

색전술을 받은 경우 파열된 동맥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 다. 예후는 Glasgow 

outcome scale
6
에 의한 good recovery와 moderate disability는 좋은 예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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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disability와 persistent vegetative state는 나쁜 예후로, dead는 사망으로 

분류하 다.

3. 통계분석

분석방법으로 SPSS 10.0을 통하여 단일변량 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과 t-검정

을 사용하 고, 다변량 분석으로는 logistic regression분석을 사용하 다. 유의수준

이 0.05미만인 경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 다.

Ⅲ. 결  과

1. 단락술의 빈도

 341명의 환자 중 만성수두증으로 단락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90명으로 26.4%

이었다. 이중 4례는 뇌동맥류에 대한 궁극적인 수술을 받지 않고 단락술만 시행 

받았다.

2. 단락술 예측인자

가. 나이와 성별

 동맥류로 수술 받은 환자는 13세부터 83세까지 평균 52.7세 다. 이 중 남자

는 125명으로 36.7%, 여자는 216명으로 63.3% 이었다. 연령대별로 단락술을 받은 

예는 40세 미만이 60례 중 6례(10.0%),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79례 중 18례

(22.8%),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91례중 28례(30.8%),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82례

중 28례(34.1%), 70세 이상은 29례 중 10례(34.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락술의 

빈도가 증가하 고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하 다(표 1, p<0.05). 단락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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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성별로는 남자 37례(29.6%), 여자 53례(24.5%)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표 1. Age and Gender Distribution 

Age & Gender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Age                                                          <0.05

   <40     60(17.6)  6(10.0)

  40-49            79(23.2)             18(22.8)

  50-59     91(26.7)         28(30.8)

  60-69     82(24.0) 28(34.1)

   70>     29(8.5) 10(34.5)

Gender                                                        NS
*

  Male    125(36.7) 37(29.6)

  Female    216(63.3) 53(24.5)

* NS: not significant  

나. Hunt-Hess 등급과 Fisher 등급

 Hunt-Hess 등급에 따른 단락술의 빈도는 1등급이 32례 중 4례(12.5%), 2등급

에서는 124례 중 20례(16.1%), 3등급에서는 124례 중 42례(33.9%), 4등급에서는 50

례 중 19례(38.0%) 고 5등급은 11례 중 5례로 45.5%로 단락술의 빈도는 등급이 

증가할수록 의미 있게 증가하 다(표 2, p<0.01). Fisher 등급에 따른 단락술의 빈

도는  1등급이 30례 중 5례(16.7%), 2등급은 75례 중 11례(14.7%), 3등급은 162례 

중 50례(30.9%), 4등급은 74례 중 24례(32.4%)로 역시 등급이 증가할수록 단락술

의 빈도가 의미 있게 증가하 다(표 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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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linical and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Hunt-Hess Grade                                   <0.01

 Ⅰ      32(9.4)       4(12.5)

 Ⅱ             124(36.4)           20(16.1)

 Ⅲ     124(36.4)      42(33.9)

 Ⅳ      50(14.7)           19(38.0)

 Ⅴ               11(3.2)       5(45.5)

Fisher Grade                                        <0.05

 Ⅰ      30(8.8)       5(16.7)

 Ⅱ        75(22.0)      11(14.7)

 Ⅲ     162(47.5)      50(30.9)

 Ⅳ      74(21.7)      24(32.4)

Hypertension                                        NS

  +     140(41.1)      43(30.7)

  -      201(58.9)      47(23.4)

IVH
*
                                               <0.01

  +     127(37.2)      49(38.6)

  -     214(62.8)      41(19.2)

Rebleeding                                          NS 

  +      30(8.8)      12(40.0)

  -     311(91.2)      78(25.1)

Vasospasm                                          <0.01

  +     139(40.8)      50(36.0)

  -     202(59.2)      40(19.8)

* IVH : intraventricular hemorrhage

     

다. 고혈압, 뇌실출혈, 재출혈, 혈관연축

 동맥류 파열 전에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던 예는 140례 으며 이 중 단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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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예는 43례(30.7%)로 고혈압이 없었던 201례 중 단락술을 시행한 47례

(23.4%)보다 약간 높은 빈도를 보 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표 2). 뇌실출혈

은 37.2%에서 관찰되었으며 단락술 빈도는 38.6% 는데 이것은 뇌실출혈이 없었

던 예에 비하여(19.2%)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2, p<0.01). 동맥류 수술전 재출

혈이 있었던 경우는 30례로 8.8% 으며 이 중 40%에서 단락술이 시행되었으나 

재출혈이 없었던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2). 혈관연축은 139례에서 

있었으며 이 중 50례에서 단락술이 시행되었고(36.0%), 혈관연축이 없었던 202례 

중 40례(19.8%)의 단락술 시행 빈도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았다(표 2, p<0.01).

라. 파열 동맥류의 위치

 동맥류가 2개 이상인 다발성 동맥류는 341례 중 52례로 15.2% 다. 동맥류의 

발생 빈도는 전교통동맥류가 124례(3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경동맥류

가 95례로 27.9% 으며 후순환동맥류는 16례(4.7%)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단락술

은 후순환동맥류에서 가장 높아 11례(68.8%)에서 시행되었고, 다음으로 전교통동

맥류(29.8%)와 내경동맥 (27.4%), 중대뇌동맥류(12.8%) 순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 다(표 3, p<0.01).

표 3. The Location of Aneurysms

Aneurysm Location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A.com Arterya         124(36.4)       37(29.8)           <0.01

ACA
b

 20(5.9)                5(25.0)              

MCA
c

 86(25.2)       11(12.8)

ICAd  95(27.9)       26(27.4)

Veterbrobasilar  16(4.7)       11(68.8)              

Total  341       90(26.4)

a: anterior communicating artery

b: anterior cerebral artery

c: middle cerebral artery

d: internal carotid ar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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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술방법과 수술시기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수술은 293례(85.9%)에서 이루어졌고, 1999년부터 시

행되었던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은 44례(12.9%)에서 시행되었다. 4례(1.2%)는 동맥

류에 대한 궁극적인 수술은 하지 않았고 단락술만 시행되었다. 개두술을 받은 예

에서는 75례(25.6%)가 단락술을 받았고 코일 색전술군에서는 11례(25.0%)가 단락

술을 받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 다(표 4).

개두술을 받은 예 중에서 출혈 후 3일 이내에 수술 받은 조기수술 군과 4일 

이후의 지연수술 군은 각각 158례, 135례 고 단락술을 받은 예는 각각 31례

(19%), 44례(32%)로 수술시기에 따른 단락술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표 

4, p<0.05).

표 4. Treatment Modalities and Timing

Treatment Modality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Clipping           293(85.9)        75(25.6)            NS
a

   Early Operation     158(53.9)  31(19)              <0.05b

    Late Operation     135(46.1)  44(32)

Coil Embolization    44(12.9)        11(25.0)

Shunt only     4(1.2) 4

Total   341        90

a : p value between clipping and coil embolization  

b : p value between early operation and late operation

바. 요추배액술과 뇌실배액술

 요추배액술은 47례에서 시행되었으며 이 중 19례(40.4%)에서 단락술을 받았

다. 이것은 요추배액술을 받지 않은 294례 중 71례(24.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은 것이다(표 5, p<0.05). 요추배액은 1일에서 13일까지 평균 3.5일간 유지되었으

며, 3일 이내로 요추배액을 했던 34례에서는 10례(29.4%)에서 단락술이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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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8일 이상 유지했던 3례는 모두 단락술을 받아 배액기간이 길어질수로 단락

술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표 6, p<0.05). 배액된 총량은 1000ml이상인 7례

에서 5례(71.4%)가 단락술을 받아 500ml미만의 30.4%에 비하여 높았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일일 배액량은 25.2ml에서 375ml까지 하루평균 177ml

가 배액되었으며 배액량에 따른 단락술의 빈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뇌실배액술은 총 58례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중 43례(74.1%)에서 단락술이 시행

되어 뇌실배액을 하지 않은 283례의 단락술 47례(16.6%)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

다(표 5, p<0.01). 뇌실배액은 평균 9.5일 동안 유지하 고 일일 배액량은 20ml

에서 340ml까지 평균 217ml가 배액되었다. 뇌실배액은 배액기간과 양에 따른 단

락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7).

표 5. Modalities of Cerebrospinal Fluid Drainage

              No. of Cases  
   Lumbar Drainage(%)      EVD

*
(%)

     +         -          +           -

Shunt operation 

   +    90      19(40.4) 71(24.1)    43(74.1)     47(16.6)

   -   251      28(59.6)   223(75.9)    15(25.9)    236(83.4)

P Value    <0.05           <0.01

Total   341     47(13.8)    294(86.2)    58(17.0)     283(83.0)

* EVD :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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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Lumbar Drainage Amount and Duration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Duration of Drainage(days)     <0.05

   0-3   34         10(29.4)

   4-7   10           6(60.0)

   8-13            3          3(100)

Total Volume Removed(ml)      NS

   <500   23  7(30.4)

   500-1000   17  7(41.2)

   >1000            7  5(71.4)

Average Daily Volume Removed(ml)                           NS

   <100    8  2(25.0)  

   100-200   26         12(46.2)

   >200   13  5(38.5)

Total   47         19(40.4)

표 7. EVD Amount and Duration

                       No. of Cases      Shunt Operation(%)    P Value

Duration of Drainage(days)    NS

   0-7   30 20(66.7)

   8-14   14 10(71.4)

   15-33   14 13(92.9)

Total Volume Removed(ml)    NS

   <1000   20 14(70.0)

   1000-2000   16 10(62.5)

   >2000   22 19(86.4)

Average Daily Volume Removed(ml)    NS

   <100    7  3(42.9)

   100-200   24 19(79.2)

   >200   27 21(77.8)

Total   58 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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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술 후 Fisher 등급

 수술 후 Fisher 등급은 수술직후 찍은 뇌전산화단층촬 상의 Fisher 등급으로, 

최초 Fisher 등급의 평균 2.77에서 2.03으로 감소하여 수술 후 유의하게 출혈량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으나(p<0.01) 수술 후 Fisher 등급과 단락술 시행여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p>0.05).

자. 예후

 총 341명의 환자 중 사망은 34례로 10.0%의 사망률을 보 다. 단락술을 받은 

군에서 좋은 예후는 90례 중 44례(48.9%), 나쁜 예후는 43례(47.8%), 사망한 경우

는 3례로 3.3% 다. 단락술을 받지 않은 군에서는 좋은 예후가 251례 중 186례

(74.2%), 나쁜 예후는 34례(13.6%), 사망은 31례(12.4%)로 단락술을 받은 군에서 

의미있게 예후가 좋지 않았으나(p<0.01), 사망한 예는 단락술을 받지 않은 군에서 

더 많았다(표 8). 

표 8. Prognosis

                   Good(%)            Bad(%)            Dead(%) 

Shunt     +     44(48.9)        43(47.8)   3(3.3)

          -    186(74.1)        34(13.6)   31(12.4)

P Value             <0.01

Total    230(67.5)        77(22.6)   34(10.0)

 

3. 다변량 분석: 단락술 예측인자 관련성

 단락술에 대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던 나이, Hunt-Hess 등

급, Fisher 등급, 뇌실출혈, 혈관연축, 수술시기, 동맥류의 위치, 요추배액술과 뇌실

배액술 유무를 각각 이분하여 비차비를 구하 다. 60세 이상인 경우 60세 미만에 

비하여 1.78배의 단락술 위험도를 보 고, Hunt-Hess 등급은 1,2,3 등급에 비하여 

4,5 등급에서 2.1배, Fisher 등급은 3,4 등급에서 1,2 등급에 비하여 2.5배의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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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 다. 뇌실출혈이 있는 경우는 2.6배, 혈관연축이 있는 경우는 2.2배, 지연수

술은 조기수술에 비하여 1.9배, 후순환계 동맥류는 전순환계 동맥류에 비하여 6.8

배의 단락술 위험도를 보 으며, 요추배액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

여 2.1배, 뇌실배액을 한 경우는 14.3배의 위험도를 보 다(표 9). 이들 요인에 대

하여 독립성과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한 logistic regression분석에서는 후순

환계에 위치한 동맥류, 요추배액, 뇌실배액을 시행한 경우에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뇌실배액을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2배의 높은 단락술 위험도를 

보 다(표 10).

표 9. Binary Factors Considered in Relation to Shunt Operation

                       Positive      Positive    Odds Ratio   95% CI
*
  

                    Frequency(%) with Shunt(%)              

Age(≥60)        111(32.5)    38(34.2)   1.782    1.081-2.933

Hunt-Hess 4,5Grade     61(17.9)    24(39.3)        2.105    1.174-3.774

Fisher 3,4Grade        236(69.2)    74(31.4)        2.538    1.396-4.629

IVH        127(37.2)    49(38.6)   2.651    1.618-4.342

Vasospasm             139(40.8)    50(36.0)        2.275    1.394-3.713

Timing of Operation    135(46.1)    44(15.0)   1.992    1.209-3.278

Post.cir
**
 Aneurysm 16(4.7)    11(68.8)        6.849    2.309-20.408

Lumbar drainage 47(13.8)    19(40.4)   2.131    1.123-4.045

EVD 58(17.0)    43(74.1)       14.394    7.396-28.015

* 95% CI : 95% confidence interval

** post.cir : posterior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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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ummary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dds Ratio            95% CI

Age(≥60)   1.259    0.685-2.314

Hunt-Hess 4,5 Grade   1.268    0.589-2.730

Fisher 3,4 Grade   1.563    0.757-3.229

IVH   0.970    0.501-1.877

Vasospasm   1.734    0.966-3.112

Post.circulation Aneurysm   6.684    1.874-23.836

Lumbar Drainage           2.794    1.293-6.037

EVD  12.005    5.704-25.265

  

Ⅳ. 고  찰 

 두개강내 동맥류 수술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수두증의 빈도가 문헌마다 

6%∼67%로 다양하게 보고되는 것은 수두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30,31, 수두증이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한 이들 발생 요인 중에는 적절한 치료나 처치를 통하여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동맥류 수술 후 수두증의 발생 빈도를 줄이려

는 노력은 다방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대하여도 평가가 계

속되고 있으나, 일관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어떤 것이 가장 관련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헌마다 차이를 보인다
5,14,23,27,31

.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수두증과 단락술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14,15,24,29,30,33

, 나이와 수두증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
5,31
. 

Graff-Radford 등
7
과 Mehta 등

22
은 고령에서는 지주막하 공간이 더 넓고 지주막 

출혈시 뇌전산화단층촬 상 더 미만성 분포를 보이며, 이미 증가되어 있는 뇌실크

기, 뇌수막의 섬유화, 뇌척수액의 흡수 감소 때문에 수두증 발생률이 높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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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Yoshioka 등
33
은 초기 의식상태가 좋고 최초 출혈량이 소량일때도 고연령층에

서는 수두증 빈도가 높았음을 지적하 고, 박 등
24
은 젊은 층에 비하여 약 두배 높

은 단락술 빈도를 보고하면서 이것은 뇌의 퇴화와 탄력감소로 인하여 경미한 뇌

척수액의 순환장애에도 쉽게 뇌실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설명하 으며, 본 연구에

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수두증 발생 빈도가 증가하 다.   

뇌전산화단층촬 상 관찰되는 출혈의 양, 분포와 수두증의 관계에 대하여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7,27,28,29

. Sheehan 등
27
은 Fisher 등급 자체보다는 뇌실출혈이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 으며, Shiino 등
28
은 Fisher 3등급과 뇌전산화단층촬 상 

회 조 증강(gyral enhancement)을 보이는 소견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 다. 지주

막하 출혈의 분포에 대하여 주목한 보고로는 Graff-Radford 등
7
이 있는데 이들은 

지주막하 출혈이 미만성으로 분포되어 있거나 뇌실내 혹은 제 4뇌실 출구 주위에 

위치하는 경우 수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 다. 신 등29은 중뇌주위조

(mesencephalic cistern)의 출혈이 만성 수두증과 관련 있으며 급성수두증에 비하

여 만성수두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고 보고하면서, 뇌실내출혈이 없는 경우 

천막열공 부위의 주위조(ambient cistern) 혹은 전체 중뇌주위조와 같이 뇌척수액

의 흐름에 중요한 길목에 출혈이 분포되어 있다면, 급성수두증을 유발하면서 만성

수두증으로 이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러한 

출혈의 분포와 수두증과의 연관성은 동맥류의 위치에 따른 빈도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후순환계 동맥류와 전교통동맥류의 

경우 수두증 동반 빈도가 높은데
7,16,18,25,30

, 후순환계의 경우 기저조(basal cistern)나 

제 4뇌실주위의 혈괴형성이 높아 뇌척수액의 순환장애가 심하다는 것이다18. 후순

환계 동맥류와 전교통동맥류의 경우는 출혈양상에 있어서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

는 기저조의 공간이 넓어서 대량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중대뇌동맥류의 경

우 실비안 열구는 매우 좁아서 출혈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출혈량도 상대적

으로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의 뇌척수액 순환 통로가 남아있기 때문

에 수두증 발생이 적다고 하 다
25
. 또한 후순환계와 전교통동맥류는 뇌실출혈을 

잘 동반한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unt-Hess 등급, Fisher

등급, 뇌실출혈이 수두증과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후순환계동맥류는 전순환계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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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비추어 6배 이상의 단락술 위험도를 보 다. 

 수술시기와 관련하여 공 등
16
은 514예의 뇌동맥류 수술을 보고하면서 조기수

술 및 수술시 적극적인 혈괴제거 및 뇌조배액술(cisternal drainage), 종판(lamina 

terminalis) 혹은 Liliequiest막을 열어주는 시술을 통하여 수두증의 빈도를 15.5%

에서 6.8%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 다. 황 등
10
의 보고에서 종판을 개구한 수술군

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여 수두증 발생률이 각각 2.2%와 10%의 유의한 차이

를 보 다고 하고 조기수술과 종판개구는 수두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Tapaninaho 등
30
은 수두증 발생이 초기출혈량, 혈관연

축과 같은 동반 합병증, 동맥류의 위치 등과 관계 있으며 조기수술은 수두증 발생

에 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수술군이 지연 수술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수두증 발생빈도가 낮았으나 이것은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군이 의식이 유지되는 비교적 상태가 좋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되며, 실제 초기 Fisher 등급은 수두증 발생과 유의한 관계가 있

었으나 수술 후 Fisher 등급은 유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술시에 뇌혈괴를 

제거하는 것이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요추배액술이나 뇌실배액술, 뇌조배액술은 수술시 뇌압력을 낮추려는 목적이

기도 하지만 조기 수술 후 혈괴를 지속적으로 배액시켜 지주막의 섬유화를 줄여

보려는 시도이다2,19. Kawakami 등13은 조기수술과 광범위한 혈괴제거, 뇌조배액은 

수두증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 으며, Kasuya 등
12
은 뇌척수액

의 배액량이 많은 경우(총량 2000ml이상) 오히려 혈관연축과 수두증발생률이 증가

한다고 하 고, 이 등18도 629명의 지주막하출혈 환자를 분석하여 배액량이 높을 

수록 단락술의 빈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뇌척수액의 배액은 정상적인 뇌

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지주막하강 혈괴가 기질화(organization)되어 구히 뇌

척수액의 통로를 막을 수 있으며9, 뇌척수액의 맥압(pulse pressure)은 지주막과 

혈괴가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근거로 하여
1 
지

속적인 뇌척수액 배액보다는 뇌압을 기준으로한 간헐적인 배액이 더 바람직하다

고 제안되고 있다1,10,11,31. 조기수술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뇌실배액을 위한 이 시술

은 혈관연축과 관련되어 spasmogen을 제거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는데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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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뇌척수액 배액은 혈관연축과 뇌경색의 빈도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11,12,18

. 

혈관연축과 수두증은 서로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수두증이 

vasoreactive material이 씻겨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혈관연축을 더 많이 일

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3
, Sheehan 등

27
은 출혈초기부터 많은 양을 배액하면 

지주막하 공간을 collapse시켜 관류를 방해하고 동맥주위로 spasmogen을 남겨두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 다. 본 조사에서도 혈관연축이 있는 경우 약 두

배 높은 단락술 위험도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와 출혈량 

등이 혈관연축과 수두증에 공통적으로 향을 준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뇌척

수액의 배액이 혈관연축과 수두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면, 뇌실배액술의 적응

증을 신중히 결정하고, 뇌압감시를 통하여 배액량과 기간을 조절하여 구적인 단

락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적응증을 도출해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에서 뇌실배액술은 수두증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졌으나 배액

기간, 총배액량, 하루 평균배액량에서는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향후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과 수술전후 

합병증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방법으로 개두술과 코일 색전술에 대한 결과도 문헌마다 상이하며 본원

에서는 두 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ethi 등
26
은 개두술과 코일 색전

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각각 100명으로 짝지어 수두증의 빈도를 보고하 는데 둘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 다. 권 등
17
은 수술 군에서 16.2%, 코일 색전술 

군에서 11.3%의 수두증 빈도를 보고하고 양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

다. Gruber 등8도 두 치료방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코일 색전

술을 시행한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코일 색전술은 뇌내혈괴를 전

혀 제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치료방법 사이에 수두증 발생 빈도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조기수술을 통한 혈괴제거의 효용성이나 

출혈에 의한 지주막의 섬유화에 의한다는 수두증 발생 기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맥류 수술 후 사망률은 10%로 그간의 보고와24,30,31,33 비슷한 정도를 보 다. 

초기 신경학적 상태, 출혈량 등과 함께 단락술은 예후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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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며
30,31
 본 연구에서도 단락술을 시행한 군에서 의미 있게 좋지 않은 예후를 

보 다. 그러나 사망률은 단락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오히려 더 높았으며 이

것은 본 연구가 동맥류로 수술 받은 전체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만성수두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2주보다 조기에 사망한 예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단

락술은 수술 후 2주 이상 생존한 환자들 중 좋지 않은 예후를 보인 환자들과 연

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환률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의미가 있었던 나이, Hunt-Hess 등급, Fisher 등급, 뇌실출혈의 

유무, 동맥류의 위치는 수두증 발생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치료과

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것들이므로 치료방법, 수술시기, 뇌척수액 배액과 관련된 

시술에서 수두증을 줄이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뇌실배액술은 수두증 발생과 가장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로서 배액의 기간, 양, 임상소견 등을 분석하여, 임상증상과 방

사선소견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단락술의 적응증에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적용시켜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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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shunt dependent hydrocephalus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Yong Sook Park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ng Pyo Han)

 

Chronic hydrocephalus is one of the major complications following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The incidence and attributing factors in 

different series are variable.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incidence of shunt 

dependent hydrocephalus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t. During the 6-year 

period from January 1996 to December 2001, 341 patients with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were treated in our institute. The following 

parameters for evaluation of attributing factors associated with chronic 

hydrocephalus after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age, sex, Hunt-Hess grade, Fisher grade, preexisting 

hypertension, intraventricular hemorrhage, rebleeding, vasospasm, location of 

aneurysm, treatment modalities, timing of surgery, lumbar drainage,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and prognosis. Overall, 26.4% of the 341 patients developed 

shunt dependent hydrocephalu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he following factors and hydrocephalus were observed; age, Hunt-Hess grade, 

Fisher grade, intraventricular hemorrhage, vasospasm, location of aneurysms, 

timing of surgery, lumbar drainage, external ventricular hemorrhage and 

prognosis. In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eurysms of the 

vertebrobasilar system, lumbar drainage and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were 

associated with developing chronic hydrocephalu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aneurysm, subarachnoid hemorrhage, chronic hydroceph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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