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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천막 절흔 : 뇌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

 목적 : 경천막 허니아 증후군은 두개강내 다양한 원인의 공간점유 병소가  뇌압 

상승을 야기하여 뇌간부가 천막절흔으로 이동되거나 뒤틀려져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신경외과적으로 중요시 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본 저자는 

신경외과 환자들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뇌자기공명 상 촬

을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크기와 모양 등의 해부학적인 기초를 확립하고 천막 절

흔의 형태에 따른 구회 허니아의 발생 및 예후 평가를 위한 인자로서의 선행 연

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 까지 원주기독병원 신경외

과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던 환자 중 두개강내 공간점유 병소가 

없었던 100명을 대상으로 하 다. 뇌자기공명 상의 여러 상면을 이용하여 1) 

T1 축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 2) T1 관상면에서의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 

3) T2 시상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의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 4) 

T2 시상면에서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 5) T2 시상면에서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 6) T2 시상면에서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

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와 7) T1 축면에서의 제3뇌신경간의 각도 등의 평

균값을 알아보고, 천막 절흔의 최대 넓이와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의 절흔

의 첨부까지의 거리의 사분위 분포 기술을 이용한 분류법을 이용하여 wide, 

narrow, long, short, typical, large, small, mixed로 분류하고, 성별 및 연령에 따

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 다.

결과: 대상 100명 중 남자는 64명(64%), 여자는 36명(36%)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9.6세(2-62세) 다.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는 22mm와 22.3±4.4mm(12-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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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절흔의 최대넓이는 33mm와 32.9 ± 3.6mm (28-39mm),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는 30mm와 30.4± 3.0mm (23 -36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는 56mm와 57.6±5.4mm(50-70mm),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는 27mm와 25.2±4.8mm (12- 33 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는 18mm와 18.0 ± 4.9mm 

(10-30mm), 제3뇌신경간의 각도는 50.4｡와 50.8±6.9｡(37.5-70.1｡)였다. 남성의 

경우에서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와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

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와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는 여성의 수치

들에 비해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 17세이상의 경우에서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만 16세 이하와 비교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wide는 16명(16%), narrow는 11명(11%), long은 12명(12%), 

short는 12명(12%), typical은 17명(17%)이었고, wide와 long이 같이 존재한 형태

인 large는 8명(8%), small은 12명(12%), wide와 short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인 

mixed는 4명(4%)이었으며, narrow와 long이 같이 존재하는 mixed는 8명(8%)이었

다.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 오목까지의 거리의 일사분위와 삼사분위

에 해당되는 14mm와 21mm를 기준으로 하여  14mm이하인 경우를 앞부분에 고

정된 위치(prefixed position), 14mm에서 21mm사이를 중간에 고정된 위치

(midposition), 21mm이상인 경우를 후방에 고정된 위치(postfixed position)라고 분

류하면, 각각 31명(31%), 42명(42%), 27명(27%)이었다. 

결론: 신경외과 환자들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뇌자기공명 상

촬 을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형태에 따라 중증 두부 손상 환자에서의 구회 허니

아의 발생 및 예후 평가를 위한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말 : 천막 절흔, 동안 신경, 뇌간, 경천막 허니아 증후군, 형태학적 분석, 

뇌자기공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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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절흔 : 뇌자기공명 상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

<지도 홍 순 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성  민

제1장 서  론

  두개강내압 항진은 뇌종양, 뇌출혈 및 두부외상 등의 급성 공간점유 병소를 동

반한 환자에서 합병증으로 발생되며, 미만성 손상환자의 약 30%에서도 관찰되는 

소견이다. 이러한 중증 두개강내압 항진(intracranial hypertension), 급성 종괴 병

소, 뇌척수액의 저류, 울혈, 뇌종양의 증대에 대하여 뇌조직의 국소적 변형만으로

는 보상이 안되고, 뇌의 일부가 저항이 낮은 방향으로 뒤틀리며, 이동하게 될 때에 

뇌를 구획하고 있는 격벽의 사이로부터 정상 위치가 아닌 부분으로 뇌조직 그 자

체가 려 나가는 현상을 뇌 허니아라 하는데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중요한 것이 천막 절흔을 통한 뇌 허니아이다. 뇌 허니아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

치해 둘 경우 매우 빠르게 진행하여 뇌간이 압박되어 사망까지 이르게 되므로 두

개강 내압 항진을 방지하는 치료를 시행하여 뇌 허니아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1920년에 Meyer가 구회 허니아(uncal herniation)에 의한 치사성 뇌간 압박을 

병리학적으로 처음으로 기술하 는데(Meyer, 1920), 이때는 뇌전산화단층촬 (CT 

scanning)이나 뇌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같은 신경방사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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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들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1960년대 이전에 시행되었던 고식적 

방법에 의한 천막 절흔의 해부학적 형태의 다양성 연구에서는 천막 절흔의 크기, 

절흔 안에서의 뇌간(brainstem)의 위치, 제 3뇌신경의 길이, 제 3뇌신경간의 각도 

등이 구회 허니아에 향을 끼치는 것으로 강조되어졌다(Corsellis, 1958; 

Sunderland, 1958). 천막 절흔은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

인데 특히 이 공간은 소뇌천막(tentorium cerebelli)의 자유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만, 가장자리를 주행하는 혈관이 없고, 종종 석회화가 되어있는 3차원적 구조라는 

점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물이었다(Bull, 1969). 그러

나, 신경방사선학적 방법의 눈부신 발전은 천막 절흔의 구조와 이 공간의 구조물 

및 주위 조직과의 신경방사선학적 정의를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 다. 따라서 

본 저자는 첫째, 신경외과 환자들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뇌자

기공명 상 촬 을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크기와 모양 등의 해부학적인 기초를 

확립하고, 둘째, 해부학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천막 절흔의 형태를  정확하게 분류

하고,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천막 절흔의 특성을 찾아내어 뇌종양, 뇌출혈 및 두부

외상의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급성 공간점유 병소를 동반한 환자에서 이차적 뇌손

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구회 허니아의 발생 및 예후 평가를 위한 인자로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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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 까지 원주기독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던 환자 중 라스고우 혼수 계수(Glasgow Coma 

Scale:GCS) 점수가 13-15점이며, 두개강내 공간점유 병소가 없었던 경도의 두부 

외상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 다. 

2.2. 연구방법

  2.2.1. 라스고우 혼수 계수 점수에 의한 환자 선택

  내원하 던 모든 환자에서 내원당시의 뇌손상의 정도는 1974년 Teasdale과 

Jennett에 의해 고안된, 개안 반응(eye opening, E), 언어 반응(verbal response, 

V) 그리고 운동 반응(motor renponse, M)의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

산하여 3점에서 15점의 점수로 산출하여 환자를 평가하는 라스고우 혼수 계수 

점수를 이용하 다(Teasdale 등, 1974). 보편적으로 내원한 환자의 라스고우 혼

수 계수 점수가 13-15점인 경우가 경도(mild), 9-12점인 경우가 중등도(moderate), 

3-8점인 경우를 중증(severe)으로 분류하는데, 이 중 13-15점에 해당하는 경도

(mild) 두부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하 다.

  2.2.2. 자기공명 상 촬

    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수상 후 7일 이내에 뇌자기공명 상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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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5-tesla superconductive magnet(Gyroscan ACS-NT, Philips, Netherlands) 

자기공명 상 기기를 사용하 고, 축면상(axial plane image), 시상면상(sagittal 

plane image), 관상면상(coronal plane image)를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여러 매개 

변수들을 측정하 다. T1 축면상을 촬 할 때의 변수(parameter)들에 대해 살펴 

보면, 절편의 두께는 5mm, TR은 560msec, TE는 14msec, matrix는 205 x 256, 

RFOV는 80%, FOV는 230이었고, T2 시상면상의 변수(parameter)들은 절편 두께 

5mm, TR 3700 msec, TE 100msec, matrix 254 x 512, RFOV 95%, FOV 230이

었으며, T1 관상면상의 변수(parameter)들로는 두께 5mm, TR 480msec, TE 

15msec, matrix 205 x 256, RFOV 80%, FOV 230이었다. T1 축면상을 얻는데는 

3분 4초가 소요되었고, T2 시상면상을 얻는데는 2분 46초가 소요되었으며, T1 관

상면상을 얻는 데는 3분 7초가 소요되었다.

  2.2.3. 천막 절흔의 측정

  뇌자기공명 상의 여러 상면을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다음과 같은 여러 길이

와 각도를, 즉 1) T1 축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terior Notch Width : 

ANW), 2) T1 관상면에서의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aximum Notch Width : 

MNW), 3) T2 시상면에서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

(Notch Length : NL), 4) T2 시상면에서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

단거리(Posterior Tentorial Length : PTL), 5) T2 시상면에서 중뇌 덮개에서 절흔

의 첨부까지의 거리(ApicoTectal distance : AT), 6)  T2 시상면에서 터어키안 배

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nterpedunculoClival distance : IC), 7) 

T1 축면에서의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등을 측정하 으며(Fig. 1), 

이 값들의 평균값과 중간값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변수들의 일사분위와 삼사

분위 분포의 기준이 되는 값을 구하 으며, 남녀간의 차이와 연령간의 차이를 알

아보았다. 연령간의 차이는 소아와 성인간의 경계가 되는 16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서 알아보았다.  일곱가지 매개 변수 중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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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gnetic resonance images allowing the determination of the             

variables. A) Axial image allowing the determination of the anterior notch 

width(ANW). B) Coronal image allowing the determination of the maximum notch 

width (MNW). C) Axial image allowing the determination of the inter-third nerve 

angle. D) Sagittal image allowing determination of the notch length(NL). E) Sagittal 

image allowing determination of the posterior tentorial length(PTL)(asterisk). F) 

Sagittal image allowing determination of the apicotectal(AT) distance, G) Sagittal 

image allowing determination of the interpedunculoclival(IC)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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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거리(NL)의 일사분위 및 삼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이 사이 값을  midrange

로 정하고 이보다 큰 값들을 long, 작은 값들을 short로 분류하고, 천막 절흔의 최

대넓이(MNW)의 일사분위 및 삼사분위 값을 기준으로 이 사이 값을 midrange로 

정하고 이보다 큰 값들은 wide, 작은 값들은 narrow로 분류한 후 두 변수를 행렬 

유형으로 조합하여 wide, narrow, long과 short로 나누고, 두 변수 모두 midrange

인경우를 typical, long과 wide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를 large, short와 narrow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를 small, long/narrow 또는 short/wide인 경우를 mixed로 분

류하여 천막 절흔을 구분하 다(Table 1).

Table 1. Matrix used for notch classification

NL
No. of Patients

wide MNW narrow MNW midrange MNW

long large mixed        long

short  mixed small        short

midrange  wide       narrow  typical

NL : notch length, MNW : maximum notch width

2.2.4. 통계학적 분석

 각 남녀군과 연령군간 자료의 비교는 SPSS for windows 10.0을 이용하여 

Pearson Chi 제곱 검정과 T-검정을 시행하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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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본 연구는 천막 절흔(tentorial notch)의 크기와 분류 및 중뇌(mesencephalon) 

와 제 3뇌신경인 동안 신경(oculomotor nerve)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

적을 두었으며, 대상군 100명의 모든 예에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변수를 뇌자기

공명 상을 통하여 측정하 다.

3.1. 임상적 특징

  경도 두부 외상 후 내원한 100명의 환자들 중 남성이 64명(64%), 여성이 36명

(36%)이었다. 평균 연령은 29.6세(2-62세) 으며, 표준편차는 15.7이었고, 16세 이

하는 32명(32%), 17세 이상은 68명(68%)이었다. 환자들의 라스고우 혼수 계수 

점수에 따라서는 13점이 44명(44%), 14점과 15점은 28명(28%)이었으며(Table 2), 

라스고우 치료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는 모든 환자에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회복(good recovery)상태를 보 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tients

SD : standard deviation, GCS : Glasgow Coma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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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tients 100(명)

Gender( M : F) 64 : 36

Age(mean±SD,yrs) 29.6±15.7

         ≤ 16 32(명)

         ＞ 16 68(명)

  GCS  

         13
44(명)

         14 28(명)

         15 28(명)



3.2. 천막 절흔의 산술적 크기

  뇌자기공명 상의 여러 상면을 이용하여 측정한 각 변수들의 중간값과 평균

값 및 표준편차를 측정한 결과 T1 축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는 

22mm와 22.3 ± 4.4mm(12-32mm), T1 관상면에서의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

(MNW)는 33mm와 32.9 ± 3.6mm (28-39mm), T2 시상면에서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는 30mm와 30.4 ± 3.0mm(23-36mm), T2 시

상면에서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56mm와 

57.6 ± 5.4mm(50-70mm),  T2 시상면에서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

리(AT distance)는 27mm와 25.2 ± 4.8mm (12- 33 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

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8mm와 18.0 ± 4.9mm (10-30 

mm),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 Third Angle)는 50.4｡와 50.8 ± 6.9｡(37.5-70.1

｡)였다(Table 3). 각 변수들의 일사분위와 삼사분위 분포의 기준점들을 보면 T1 

축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는 19mm와 25mm, T1 관상면에서의 천

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는 30mm와 36mm, T2 시상면에서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는 29mm와 32mm, T2 시상면에서 터어키안 배

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53mm와 62mm, T2 시상면에서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23mm와 28mm, 터어키

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4mm와 21mm, 제

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는  48.0
｡와 54｡였다(Table 3).

3.3. 성별에 따른 천막 절흔의 산술적 수치

  성별에 따른 천막 절흔의 산술적 수치를 구하여 본 결과는 변수 중 제3뇌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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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ery data for morphometric measurements of the anatomy of 

the tentorial notch

ANW : Anterior Notch Width, MNW : Maximum Notch Width, NL : Notch Length 

PTL : Posterior Tentorial Length, AT : ApicoTectal distance,

IC : InterpedunculoClival distance, SD : standard deviation

 

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만 여성에서 평균값 및 표준편차가 51.8 ± 9.3｡로 

남성의 50.2 ± 5.4｡보다 컸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다(P=0.231).  터어키

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8.0 ± 4.9mm로 같

았으며, 이 또한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다(P=0.650). 이 외에 모든 변수에서 남

성에서 큰 경향을 보였으며, 이 변수들 중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와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와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남녀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P<0.05),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

리(NL)와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P>0.05)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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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ANW

(mm)

MNW

(mm)

PTL

 (mm)

NL

(mm)

AT

(mm)

IC

(mm)

Inter-

3rd

Nerve

angle(｡)
minimum 12 28 23 50 12 10 37.5

1st quatile 19 30 29 53 23 14 48.0

mean±SD 22.3±4.4 32.9±3.6 30.4±3 57.6±5.4 25.2±4.8 18.0±4.9 50.8±6.9

median 22 33 30 56 27 18 50.4

3rd quatile 25 36 32 62 28 21    54

maximum 32 39 36 70 33 30 70.1



Table 4. Summery data for morphometric measurements of the anatomy of 

the tentorial notch according to gender

ANW : Anterior Notch Width, MNW : Maximum Notch Width, NL : Notch Length 

PTL : Posterior Tentorial Length, AT : ApicoTectal distance,

IC : InterpedunculoClival distance, SD : standard deviation

* P<0.05

3.4. 연령에 따른 천막 절흔의 산술적 수치

  연령에 따른 천막 절흔의 산술적 수치를 구하여 본 결과는 변수 중 절흔의 첨

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와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

리(AT distance)와 제 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의 평균값 비교시 16

세 이하군에서 30.8 ± 1.8mm와 25.9 ± 3.6mm와 54.4 ± 8.2｡로 17세 이상군의 

30.2 ± 3.5mm와 24.9 ± 5.3mm와 49.0 ± 5.7｡보다 큰 경향을 보였으나, 제 3뇌

신경간의 각도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으며(P<0.05),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와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비교시 그 차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65). 이 외의 변수

에서는 17세 이상 군에서 큰 경향을 보였으나, 이 중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

(ANW)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Table 

5)(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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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D

gender

ANW*

(mm)

MNW*

(mm)

PTL*

 (mm)

NL

(mm)

AT*

(mm)

IC

(mm)

Inter-

3rd

Nerve

angle(｡)
male 23.8±4.2 34.2±3.6 30.9±3.1 58.4±4.9 26.1±4.3 18.0±4.9 50.2±5.3

female 19.6±3.2 30.7±2.3 29.4±2.4 56.3±6.1 23.7±5.4 18.0±4.9 51.9±8.9



Table 5.  Summery data for morphometric measurements of the anatomy of 

the tentorial notch according to age

mean±

  SD

age

ANW*

(mm)

MNW*

(mm)

PTL

 (mm)

NL

(mm)

AT

(mm)

IC

(mm)

Inter-

3rd

Nerve

angle(｡)*

≤ 16 20.3±5.5 31.2±3.3 30.8±1.7 57.3±5.5 25.9±3.6 17.0±2.9 54.5±7.8

＞ 16 23.2±3.4 33.7±3.5 30.2±3.4 57.8±5.4 24.9±5.3 19.0±5.5 49.0±5.6

ANW : Anterior Notch Width, MNW : Maximum Notch Width, NL : Notch Length 

PTL : Posterior Tentorial Length, AT : ApicoTectal distance,

IC : InterpedunculoClival distance, SD : standard deviation

*P<0.05

3.5.  천막 절흔의 분류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와  천막 절흔의 최대

넓이(MNW)의 일사분위 및 삼사분위의 기준값인 53mm 및 62mm와 30mm 및 

36mm를 이용하여 이 기준값 안에 있는 경우에는 midrange로 하 다.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otch Length : NL)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 long이 28명(28%), short가 28명(28%), midrange가 44명(44%)이었으며, 천

막 절흔의 최대넓이(Maximum Notch Width : MNW)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  

wide가 28명(28%), narrow는 31명(31%), midrange는 41명(41%) 다. 이 두 변수

를 행렬 구조로 하여 여덟 가지로 세분하여 나누면 wide는 16명(16%), narrow는 

11명(11%), long은 12명(12%), short는 12명(12%), typical은 17명(17%)이었고, 

large는 8명(8%), small은 12명(12%), wide와 short가 같이 존재하는 형태의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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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는 4명(4%)이었으며, narrow와 long이 같이 존재하는 형태의 mixed는 8명(8%)

이었다.(Table 6)(Table 7).

 

Table 6. Types of tentorial notch and criteria used for typing

NL : notch length, MNW: maximum notch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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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Notch

Measurement

Dimension Range(mm)

wide MNW     36.0-39.0

 NL     midrange

narrow MNW     28.0-30.0

NL     midrange

long NL     62.0-70.0

MNW     midrange

short NL     50.0-53.0

MNW     midrange

typical MNW     30.1-35.9

NL     53.1-61.9

large MNW     36.0-39.0(wide)

NL     62.0-70.0(long)

small MNW     28.0-30.0(narrow)

NL     50.0-53.0(short)

mixed
    wide & short, or

      narrow &  long



Table 7. Matrix used for notch classification

NL
No. of Patients

wide MNW narrow MNW midrange MNW

long 8 8 12

short 4 12 12

midrange 16 11 17

NL : notch length, MNW: maximum notch width

3.6. 성별에 따른 천막 절흔의 분류

  성별에 따른 분류를 보면 large/ wide 또는 wide/ short인 mixed는 모두 남성

이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01). small과 long은 남성에게서, 

narrow와 short와 typical은 여성에게서 많은 경향을 보 으나,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431). narrow와 long이 같이 있는 mixed는 남녀 동일하게 나

타났다(Table 8).

Table 8. Matrix used for notc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gender

NL
No. of Patients(M:F)

wide MNW narrow MNW midrange MNW

long 8 : 0* 4  :  4   8 : 4

short 4 : 0* 8  :  4   4 : 8

midrange      16 : 0* 4  :  7   8 : 9

NL : notch length, MNW: maximum notch width

*P=0.001

- 13 -



3.7. 연령에 따른 천막 절흔의 분류

   연령에 따른 분류를 보면 large와 두가지 mixed에서는 모두 17세 이상 군 이

었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10). narrow는 16세 이하 군에서, 

wide, small, long, short와 typical은 17세 이상 군에서 많은 경향을 보 으나, 이 

또한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4)(Table 9).

Table 9. Matrix used for notch classification according to age

NL
No. of Patients(≤ 16:＞ 16)

wide MNW narrow MNW midrange MNW

long 0 : 8*  0  :  8*   4 : 8

short 0 : 4* 4  :  8   4 : 8

midrange       4 : 12 8  :  3   8 : 9

NL : notch length, MNW: maximum notch width

*P = 0.010

3.8. 천막 절흔 안에서의 뇌간의 위치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 오목까지의 거리(InterpedunculoClival 

distance : IC)의 일사분위와 삼사분위에 해당되는 14mm와 21mm를 기준으로 하

여 14mm이하인 경우를 앞부분에 고정된 위치(prefixed position), 14mm에서 

21mm사이를 중간에 고정된 위치(midposition), 21mm이상인 경우를 후방에 고정

된 위치(postfixed position)라고 분류하 는데, 각각 31명(31%), 42명(42%), 27명

(27%)이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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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보다 모든 위치에서 많았고,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

었으며(P<0.05), 연령에 따른 두 군의 결과는 16세 이하인 경우는 중간에  위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7세 이상인 경우는 세 위치가 비슷한 정도를 보 고, 중간

에 위치하는 경우만 16세 이하인 경우가 17세 이상인 경우보다 많았는데, 이 또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5)(Table 10).

Table 10. Distribution of brainstem position according to gender and age

No. of Patients

male female ≤ 16 ＞ 16

prefixed 23 8 7 24

midposition 26 16 22 20

postfixed 15 12 3 24

P<0.05

- 15 -



  제4장 고 찰

4.1. 천막 절흔의 해부학적 위치 및 주위 구조

  Andre와 Sunderland에 의한 해부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경막으로 부터는 여러 

격벽이 기시하며 뇌의 여러 부위에 펼쳐지고, 두개강을 여러 모양으로 구획을 만

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뇌는 두개강내에 잘 고정되어지며, 뇌 부분을 움직임으

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경막의 격벽에는 대뇌겸(falx 

cerebri), 소뇌천막(tentorium cerbelli), 안격막(diaphragma  sellae), 소뇌겸(falx 

cerebelli)등이 있다(Andre, 1996; Sunderland, 1958).

  대뇌겸의 하연을 후두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소뇌천막을 형성하는 두개의 엽

으로 갈라지게 되며, 대뇌겸의 자유하연은 소뇌천막의 자유연에 연속되고, 이 연은 

앞쪽으로 뻗쳐 전상돌기(processus clinoideus anterior)에 부착된다. 이 때 안배

(dorsum sellae)와 소뇌천막의 자유연의 사이에 U자형의 패임이 형성되는데, 이를 

천막 절흔(teneorial notch or incisura tentorii ; 천막패임)이라 일컬으며, 이 곳을 

뇌간(brainstem)과 소뇌소설(lingula cerebelli)이 통과한다. 천막 절흔의 앞쪽은 천

막상 구역(supratentorial compartment)과 천막하 구역(infratentorial compartment)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 

   천막 절흔의 크기와 주변구조물과의 위치관계가 천막 허니아 일 때 중요한 요

소라고 생각된다. Lang은 천막 절흔을 해부학적으로 전방(anterior), 중간(middle), 

후방(posterior)등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기술하 다(Lang, 1991). 전방 공간은 뇌

간보다 앞부분에 있으며, 이 공간의 뒤쪽은 대뇌각과 교상부가, 앞쪽은 사대상부와 

안배가 위치하며, 외측에는 측두엽의 구(uncus)가, 상방에는 유두체, 전유공질, 후

유공질, 회백 융기등이 있다. 동안 신경은 각간와에서 나와서 절흔의 전방 공간을 

주행하여 동안 삼각부에 이르는 뇌신경으로 전 길이는 약 20mm이며, 후대뇌동맥

과 상소뇌동맥 사이를 지나고, 기시부는 비교적 신경섬유 다발이며, 후맥락총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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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혈관이 동안 신경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중간 공간은 뇌간의 외측과 

측두엽 내측면과 사이를 말하며, 내측에는 천막 절흔의 높이에 중뇌와 뇌교의 경

계인 뇌교-중뇌 구(pontomesencephalic sulcus)가 있으며, 중뇌의 전반부는 대뇌각

이 있고, 후반부에는 피개(tegmentum)의 후방에 사구체(quadrigeminal plate)가 있

다. 상방에는 시삭, 외측슬상체, 내측슬상체, 시상침이 있고, 외측은 해마체(hippo- 

campal formation)있다. 후방 공간은 뇌간보다 후방이며, 앞쪽은 사구체, 송과체

(pineal gland), 수망교연이 있으며, 외측은 시상침, 뇌궁 및 후두엽 내측면이 있으

며, 하방에는 소뇌산정 및 소뇌반구가 있다. 이 공간에 있는 뇌 신경은 뇌간의 배

측에서 나오는 활차신경(trochlea nerve ; 제 IV 뇌신경)이다. 

4.2. 두개강내압과 뇌허니아

  두개강내압의 증가 또는 항진(Intracranial hypertension)은 많은 신경학적 증상

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들로 두통, 구토, 기면상태, 서맥, 동맥성 저혈압, 불규

칙 호흡들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뇌실질 중에서  비교적 저항이 적은 부분인 뇌

간의 위치 이동이나 뒤틀림에 의한 허니아 또는 압박 원추(pressure cone)를 일으

킨다. 

  신경외과적 질환 특히 뇌 부분의 질환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직접 원인은 대

부분 뇌 허니아이며, 소뇌천막 혹은 후두대공에서의 뇌 허니아는 뇌와 척수 구획

간의 압력전달을 저해함으로써 두개강내압에 뚜렷한 향을 주고, 뇌간이 압박되

기 때문에 뇌간장애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증상은 허니아의 정도, 발생 속도, 

확장 속도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압박된 뇌 내에서 이차적으로 전기적, 

대사성 그리고 생화학적 변화를 동반한 허혈성 변화가 유도되어 나타나게 된다. 

뇌 허니아에 의한 뇌의 이동과 신경학적 증후들 사이에는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정중편위(midline shift), 천막 허니아(tentorial herniation), 편도 허니아

(tonsilar herniation)등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천막 절흔과 관계된 허니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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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천막 허니아이며, 구회 허니아(uncal herniation), 중뇌개 허니아(tectalherni- 

ation), 그리고 중앙 허니아(central herniation)로 나뉘며, 이 중에서도 구회 허니아

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이다.

  구회 허니아는 일명 하행성 천막 허니아(downward transtentorial herniation)라 

하며, 천막상 구역의 두개강내압이 급격하게 증대되면, 측두엽 내하부[구(uncus)나 

해마체(hippocampal formation)]가 천막 절흔과 중뇌의 간극에 하행성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환측의 대뇌각, 동안신경, 외전신경 및 후대뇌동맥을 압박하여 반대측 

편마비(hemiplegia)와 동측 동공산대 그리고 후두엽 뇌경색에 의한 동명반맹의 시

야장애가 생기며, 이외에도 외전신경 마비, 측두엽 징후[구상환각(uncinate 

hallucination)이나 기시감(déjà vu)] 및 혈압 상승, 서맥, 완서 호흡 등의 쿠싱 현

상(cushing`s phenomenon)등을 보인다. 그러나, 중뇌가 반대쪽으로 눌리게 되어 

병소 반대쪽의 대뇌각이 천막 변연부에서 눌리게 되면, 동측의 부전마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Kernohan씨 절흔(Kernohan`s notch)이라고 한다. 

  천막 절흔을 통한 뇌실질의 허니아에 의해 발생되는 증상, 징후, 신경해부학적 

뒤틀림은 20세기 전반 50년동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명료하게 설명되어져 왔지

만(Ecker, 1948; Freedman 등, 1952; Kernohans 등, 1929; Reid, 1940), 1958년 

Corsellis와 Sunderland등에 의한 해부학적인 연구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천막 허

니아로 인한 임상증상의 다양성이 천막 절흔의 해부학적 구조의 특이성에 기인한

다고 여기지 못했다(Corsellis, 1958; Sunderland, 1958). 비로소 해부학적인 연구가 

뒷받침 된 이후로 천막 절흔의 형태가 허니아의 종류를 결정하고 방어의 수단으

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4.3. 천막 절흔의 크기 

  Lang과 Seeger등의 보고에 의하면, 천막 절흔의 면적은 평균 12.76(8.7∼

15.8)Cm
2
이다(Lang, 1991; Seeger, 1978). 남녀별 평균치도 기술하 으며, 전후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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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치가 크다고 보고하 으나, 임상적으로 주목해야할 것

은 남녀차가 아닌 사람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이 계측한 천막 절흔의 산술적 수치의 평균값을 보면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

(ANW)는 27.4mm (24.0- 30.6mm),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는 29.6mm 

(26.0-35.0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61.8mm(55.0-75.0mm),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19.8mm(13.0-27.0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2.1mm(7.8-15.6mm)였으며, David등이 2002년에 발표한 문헌에 의

하면 100명의 부검의 경우에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는 26.6 ± 2.7mm (21.0 

- 34.0mm),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는 29.6 ± 3.0 mm (24.5 -35.0mm), 터

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57.7 ± 5.6 

mm(44.0-70.0mm),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16.8 

± 5.4mm(4.0-32.0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20.4 ± 3.2mm(12.0-29.0mm),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는 57.3 ± 7.3｡(40.0-75.0｡) 다(David 등, 2002). 본 연구는 이전의 사체 부

검 후 천막 절흔의 크기를 측정한 것과는 달리 두부 손상환자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뇌자기공명 상의 여러상에서 천막 절흔의 해부학적 경계를 지표로 하여 천

막 절흔의 크기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

(ANW)와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와 절

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와 제3뇌신경간의 각도

(Inter-Third Angle)는 문헌의 수치가 더 컸고,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는 

32.9 ± 3.7 mm(28-39mm)로,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25.2±4.8mm로 문헌의 것보다 컸으며,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Lang의 보고보다는 작았지만, David등의 보고와는 

57.6 ± 5.4 mm (44.0-70.0mm)로 비슷하였다(Lang, 1991; David 등, 2002). 성별

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만 여성에서 큰 것

과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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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모든 수치가 남성에서 크게 측정되었고, 이 중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

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외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P<0.05). 연령에

따른 수치를 보면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와 중뇌 덮

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와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Third 

Angle)는 16세 이하에서 큰 결과를 보 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이외에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와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와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

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7세 이상에서 큰 결과를 보 으나,  터어키안 배부

의 넓이(ANW)와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 두 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

었다(P<0.05).

4.4. 천막 절흔의 분류

  사분위 분포 기술을 이용한 David등의 보고에 의하면 typical 이 24%으로 가장 

많았으며, narrow와 long이 15%, wide가 12%, small이 10%, large가 9%, short가 

8%, mixed가 7%로 뒤를 이었으며(David 등, 2002), 본 연구에서도 역시 typical이 

17%로 제일 많았으나, wide가 16%, long, short, small과 mixed가 12%, narrow가 

11%, large가 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large, wide와 

wide와 short가 같이 있는 mixed는 남성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계학적인 유

의성이 있었으며(P=0.001), 연령에 따른 분류를 보면, large와 mixed에서 모두 17

세 이상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이 또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P=0.010).  

4.5. 뇌자기공명 상과 천막 절흔

  

  뇌자기공명 상은 뇌종양, 뇌출혈 및 두부 외상 등의 신경외과적 모든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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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민감한 진단 방법으로 축면, 시상면 및 관상면 

상에서 쉽게 천막 절흔의 터어키안 배부나 뇌오목간와나 절흔의 첨부와 같은 해

부하적 경계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천막 절흔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주위의 구조물인 뇌간과 동안 신경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환자

의 예후 평가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의 기초가 되는 한국인에서의 천막 절흔의 크기와 분류를 하 다고 생각되며, 이

러한 수치와 분류들을 기초로 삼아 앞으로 천막 절흔, 뇌간, 동안 신경들의 뇌자기

공명 상을 이용한 해부학적 다양성과 천막 허니아의 임상 증상들과 상호 관계를 

밝혀서 뇌종양, 뇌출혈 및 두부외상의 합병증으로 발생되는 급성 공간점유 병소를 

동반한 환자에서 이차적 뇌손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구회 허니아의 발생 및 예후

평가를 위한 인자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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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천막 절흔의 형태학적인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경외과 환자에서 흔히 사

용하고 있는 뇌자기공명 상을 이용하여 천막 절흔의 크기와 모양 등의 해부학적

인 기초를 확립하고, 해부학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천막 절흔 형태의 분류를 정확

하게 하고자 하 다. 그 결과 측정한 각 변수들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측정한 

값은 T1 축면에서의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는 22.3 ± 4.4mm, T1 관상면

에서의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는 32.9 ± 3.6mm, T2 시상면에서 절흔의 첨

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는30.4 ± 3.0 mm, T2 시상면에서 터어

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NL)는 57.6 ± 5.4mm, T2 시상

면에서 중뇌 덮개에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는 25.2 ± 4.8mm 

(12-33mm), 터어키안 배부의 상후면에서 뇌각간오목까지의 거리(IC distance)는 

18.0 ± 4.9mm (10 -30mm), 제3뇌신경간의 각도(Inter- Third Angle)는 50.8± 

6.9｡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 천막 절흔의 

최대넓이(MNW), 절흔의 첨부에서 정맥동 합류까지의 최단거리(PTL),중뇌 덮개에

서 절흔의 첨부까지의 거리(AT distance)가 남성에서 크게 측정되었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P<0.05). 연령에 따른 차이는 터어키안 배부의 넓이(ANW)와 천

막 절흔의 최대넓이(MNW) 두 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게 17세 이상에서 컸

다(P<0.05). 사분위 분포 기법을 이용한 행렬 분류법에 의한 종류별 분포는 

typical이 17%로 제일 많았으며, large와 mixed는 성별에서는 남성에서, 연령에서

는 17세 이상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 다(P<0.05). 뇌간의 위치는 중간에 위치

하는 경우가 44%로 제일 많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뇌자기공명 상과 같은 신경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서 천막 절흔 크기와 모양등에 의한 분류 및 주위 구조물

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차적 뇌손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구회 허니아의 

발생에 대한 예상과 신경외과적 처치 결정 및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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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ntorial notch : morphological analysis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Cho, Sung Mi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the follows: 1. to measure 

anatomical basis for interpretation of the tentorial notch, oculomotor nerve and 

brainstem using MRI; 2.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tentorial 

notch.

  Methods : From January to September 2002, we analized 100 patients with 

mild head injury and without space occupying lesion on the MRI. All imaging 

was made using a 1.5 tesla superconductive magnet(Gyroscan ACS-NT, 

Philips, Netherlands). The following measurements were done: 1) anterior notch 

width(ANW); 2) maximum notch width (MNW); 3) notch length (NL) ; 4) 

posterior tentorial length (PTL); 5) interpedunculoclival (IC) distance; 6) 

apicotectal (AT) distance; 7) inter-third nerve angle, the angle between the 

third cranial nerves in the T1 axial plane. The quatile distribution technique 

was applied to all measurements.  Quatile groups defined by NL (mean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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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m) were labeled long, short, and midrange, and those defined by 

MNW(mean 32.9±3.6mm) were labeled as wide, narrow, and midrange. 

  Results : The patients were composed of men and women whose mean age 

is 29.6(2- 61) year of age. Mean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 ± 

standard deviations into following variations: 1) ANW, 22.3 ± 4.4mm; 2)       

MNW, 32.9 ± 3.6mm; 3) NL, 57.6 ± 5.4mm; 4) PTL, 30.4 ± 3.0mm; 5) AT 

distance, 25.2 ± 4.8mm; 6) IC distance, 18.0 ± 4.9mm; 7) inter-third nerve 

angle, 50.8±6.9｡. Using the variables NL and MNW to examine predominant 

structural features permitted typing of tentorial notches into categories of 

wide(16%), narrow(11%), long(12%), short(12%), and typical(17%). Notches that 

were both wide and long were labeled large (8%), and those that were narrow 

and short were labeled small (12%). The category of mixed notches (12%) was 

assigned to tentorial notches that were either wide/ short (4%) or narrow/long 

(8%). The positional relationship of the brainstem to the clivus was defined by 

the first quatile (14mm) and third quatile(21mm) of the IC distance. On the 

basis of this measurements, the  terms "prefixed (31%)", midposition (42%)", 

and postfixed (27%) were applied to the brainstem position within the tentorial 

aperture.

  Conclusions : A significant statistical correlation was shown among 

morphometric parameters of the tentoral notches, brainstem, gender and age. 

The use of MRI to identify the type of tentorial notch and regional anatomy 

may help neurosurgical decision making.

KEY WORDS :  tentorial notch, oculomotor nerve, brainstem, morpho- 

metric study, transtentorial herniation syndrome,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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