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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자발성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수두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약 52%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출혈 자체의 종괴 효과나 뇌실계 통로의 폐색에 의한 

급성 수두증의, 발생으로 두개내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상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뇌실내 출혈은 뇌압을 상승 시키는 급성 수두증 발생시 뇌실 외 배액술로 

치료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수두증이 발생한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어떤 인자가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한 환자 중 추적 

관찰 하는 과정에서 만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션트를 시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이 뇌실 외 배액술 시행이 만성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도 연구 하고자 한다.  

2006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시상부의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치료한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임상적 평가는 환자 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나이, 성별, 초기 

의식상태(Glasgow Coma Scale), 뇌실질내 출혈 양(0.5 x 최장 넓이 x 최장 길이 x 

최장 높이),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Graeb Score)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 

환자들에서 급성 및 만성 수두증 발생 여부, 뇌실 외 배액술 시행 여부, 및 션트 시행 

여부를 분석하여 수두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PASW 18.0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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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급성 수두증이 발생한 환자의 평균 나이는 63.2±14.4세였으며 p=0.029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과의 관계는 피어슨의 카이제곱 값은 

p=0.033을 보여 유의성을 보였으나 Yate보정 시 p=0.053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기의식 상태는 GCS로 분류 했을 때 점수가 낮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급성 수두증의 발생률이 증가 하였다(p=0.00). 뇌실질내 출혈양이 많을 

수록 급성 수두증 발생 빈도가 증가 하였다(p=0.001). 특히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Graeb score의 점수가 높아 질수록 급성 수두증의 빈도가 증가 

하였다(p=0.000). 급성 수두증의 빈도를 높이는 인자로는 GCS로 분류한 초기 의식 

수준(p=0.000)과 뇌실질내 출혈양(p=0.001), 그리고 Graeb score로 나타낸 출혈의 

심각도(p=0.000)이었다.  급성 수두증 발생과 연관성을 나타낸 인자인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선형 로짓 회귀 

분석상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가장 연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00). 만성 수두증의 경우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한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많은 나이, 혼미 이하의 의식수준, 많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높은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높은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초기 뇌실 외 배액술 시행을 한 경우 만성 수두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환자들의 추적 관찰 하는 기간 동안 만성 수두증 발생을 

염두 해 두어야 하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급성 수두증, 만성 수두증,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 뇌실 외 배액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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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수두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지도 황 금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조 평 구 

 

I. 서론 

시상부 뇌내출혈은 전체 뇌내출혈 환자 중 약 10%∼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1, 

2 출혈의 위치가 속 섬유막 및 뇌실 계와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시상부 뇌내출혈은 그 위치가 뇌실 계와 가깝기 때문에 뇌실내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뇌실내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 약 52%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데2, 이는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시상부 뇌내출혈의 경우 출혈 

자체의 종괴 효과나 뇌실 계 통로의 폐색에 의한 급성 수두증의 발생으로 두개내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시상부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뇌실내 출혈 환자는 뇌압을 

상승 시키는 급성 수두증 발생시 일반적으로 뇌실 외 배액술로 치료 받게 된다.3 

그러나 모든 환자가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본원에 내원한 모든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뇌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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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이 동반된 환자 중에서도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 수두증이 발생한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어떤 인자가 급성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모두 흡수된 뒤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만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션트를 시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들 

션트를 시행한 환자들은 대부분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했던 

환자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이 뇌실 외 배액술 시행이 만성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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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과 방법 

1. 대상  

2006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시상부의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치료한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여부와 상관 없이 선정하였다.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 및 지주막하 뇌출혈 같은 다른 대뇌출혈에 의한 이차적인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 군의 임상적 평가 항목은 

환자 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급성 수두증의 유무와 사망과의 상관관계는 폐렴으로 사망한 3명 및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 추적 관찰이 불가능하게 된 16명을 제외한 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급성 수두증의 발생과 관계가 있는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들의 임상적 평가 항목 중 어느 것이 가장 높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 로짓 회귀모델의 분석을 시행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환자 군을 명목형으로 구분하였다. 환자의 나이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하와 

66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초기 의식 수준은 GCS 8점을 기준으로 8점 이하와 

8점 초과 환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뇌실질내 출혈양은 본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환자의 수술 여부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20cc를 기준으로 20cc 이상 군과 미만 

군으로 나누었으며,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는 Ruscalleda et al에서4 제시한 우선적 

치료가 필요한 Graeb score 6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 군과 미만 군으로 나누어 

구분 하였다.  

만성 수두증의 발생과 뇌실 외 배액술 시행 여부와의 관계는 시상부 뇌내출혈과 

뇌실내 출혈로 인해 사망하거나,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환자, 그리고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추적 관찰을 할 수 없게 된 환자 38명을 제외한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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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 방법 

급성 수두증은 초기 두부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실의 확장된 소견이 

보이거나, 환자 입원 후 의식 저하 등 임상적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두부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뇌실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 진단하였다.  

뇌실 외 배액술은 중환자 실이나 수술실에서 시행하였다. 수술은 앙와위 자세로 

국소마취를 이용해 시행하였으며, Kocher’s point를 이용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표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한 뒤 뇌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후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뇌실 외 배액술 시행 후 뇌압은 10cmH2O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2일에 한번씩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카테터는 

겸좌 후 뇌실의 크기변화가 없는 경우 제거하였다.   

모든 환자들의 추적 기간 동안 나이, 성별, 초기 의식 수준(Glasgow Coma 

scale),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뇌실질내 

출혈양은 0.5 x A x B x C (A: 최장 넓이, B: 최장 길이, C: 최장 높이)로 

계산하였으며,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는 각 뇌실의 출혈양의 정도를 등급으로 분류한 

Graeb score를 이용하여 0에서 12등급으로 분류하였다5(표 1). 또한 모든 

환자들에서 급성 및 만성 수두증의 발생 여부, 뇌실 외 배액술의 시행 여부, 및 션트 

시행 여부를 분석하여 수두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통계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확률은 0.05 

미만(p<0.05)을 통계학적 유의함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급성 수두증 발생 

여부에 따른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와의 

관계는 T 검정(t-test)을 이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유의성 

수준은 p<0.05로 결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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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성수준은 0.05 미만(p<0.05)으로 하였다. 또한 각 유의성 

있는 인자들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인자를 선형 로짓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에 따른 급성 수두증의 발생 빈도는 교차분석 중 

우도비 경향분석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뇌실 외 배액술 시행 여부에 

따른 만성 수두증 발생과의 연관관계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p<0.05).  

 

 

 

 

 

 

 

표 1. Graeb score  

Location Score 

Lateral ventricles 

(each lateral ventricle is scored separately) 

 

0=no blood 

1=trace of blood or mild bleeding 

2=less than half of the ventricle if filled with 

blood 

3=more than half of the ventricle is filled with 

blood 

4=ventricle is filled with blood and expanded 

Third and fourth ventricles   

0=no blood 

1=blood present, ventricle size normal 

2=ventricle filled with blood and expanded 

Total Range: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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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급성 수두증의 발생 유무와 사망과의 상관관계 

표 2. 급성 수두증 발생 유무와 사망과의 관계 

 
급성 수두증 

전체 
발생 비 발생 

사망여부 
생존 16 58 74

사망 15 3 18

전체 31 61 92

 

폐렴으로 사망한 3명 및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지속적 추적 관찰이 불가능하게 

된 16명을 제외한 92명의 환자 중 31명에서 급성 수주증이 발생 하였으며, 그 중 

15명이 사망하였다. 반면에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는 61명중 3명만이 

사망하였다. 또한 총 사망환자 18명중 15명이 급성 수두증 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Pearson x2-test)의 통계를 시행하면 유의 확률이 

p=0.000(p<0.05)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다. 이는 급성 수두증과 사망과의 

관계가 없다는 영 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급성 수두증과 사망과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2).  

 

 2. 급성 수두증의 발생 유무와 나이, 성별,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의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의 요인들과의 관계 

관찰 기간 동안 총 111명의 환자가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41명의 환자에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으며, 70명에서는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각 임상 평가 항목에 따른 급성 수두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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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성 수두증과 나이 

환자들의 나이는 최소 35세에서 최대 92세로 평균 나이는 66.8세이다. 급성 

수두증 발생 군의 평균 나이는 63.2±14.4세로 평균 나이 66.8세 보다 어린 

환자들에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으며, 비 발생 군의 경우 평균 나이가 

68±12.3세로 평균 나이보다 2세정도 높은 환자 군에서 발생빈도가 적게 나타났다. 

나이와 급성 수두증과의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p=0.029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 따라서 나이와 급성 수두증이 발생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린 환자가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급성 수두증이 잘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급성 수두증과 성별 

111명의 환자 중 남성 53명 여성 58명이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다. 남성 중 

표 3. 급성 수두증의 발생 유무와 각 요인들간의 연관성 

 급성 수두증 
P-value 

발생(n=41) 비 발생(N=70) 

나이 63.2±14.4 68±12.3 0.029 

초기 의식수준a 7.5±3.7 11.9±2.8 0.000 

뇌실질내 출혈 양b 27.0±20.3 14.4±17.7 0.001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c 9.7±2.2 4.2±2.6 0.000 

p<0.05 
a=Glasgow coma scale(3~15) 
b=출혈양의 단위 cc 
c=Graeb score(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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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인 61%가 발생한 반면 여성은 16명인 39%만이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다. 

급성 수두증과 성별과의 관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p=0.033(P<0.05)을 

보여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Yate 보정 시 p=0.053(P>0.05)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  

 

 

 

다. 급성 수두증과 초기 의식 수준(Glasgow Coma Scale) 

환자들의 초기 의식 수준을 Glasgow coma scale(GCS)로 구분 했을 때 최저 

3점에서 최고 14점까지 분포하고 있다. 급성 수두증 발생 군에서의 의식수준은 평균 

7.5±3.7점으로 비 발생 군의 11.9±2.8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초기 

의식 수준과 급성 수두증과의 관계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p=0.00)(표 3). 즉, 

낮은 의식 수준으로 내원했을 경우 급성 수두증의 발생한 환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GCS 8점을 혼미(stupor)상태로 볼 수 있는데 급성 

수두증 발생 군의 GCS 평균 7.5±3.7점은 환자가 초기 의식 상태가 혼미 상태 

이하로 내원 할 경우 급성 수두증의 발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 급성 수두증과 성별과의 관계 

 
급성 수두증 

전체 
발생 비 발생 

성별 남성 빈도 25 28 53

급성 수두증 중 % 61.0% 40.0% 47.7%

여성 빈도 16 42 58

급성 수두증 중 % 39.0% 60.0% 52.3%

전체 빈도 41 70 111

급성 수두증 중 %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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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성 수두증과 뇌실질내 출혈 양 

환자들의 뇌실질내 출혈 양은 가장 적었던 3cc 발생한 환자에서 최고 85cc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급성 수두증 발생 군에서의 출혈 양은 평균 27.0±20.3cc로 비 

발생 군의 14.4±17.7cc보다 비교적 많은 출혈 양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p=0.001(p<0.05)으로 서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표 3).  

 

 

마. 급성 수두증과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는 Graeb score를 통해 분류하였다. 환자들의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는 1점에서 12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급성 수두증 발생 군에서 평균 

9.7±2.2점, 비 발생 군에서 4.2±2.6점을 보이고 있다. Graeb score가 높게 나오는 

경우 p=0.000 (p<0.05)의 소견으로 보아 급성 수두증이 잘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급성 수두증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 간 

급성 수두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표 5). 각 요인들의 유의 확률을 보면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및 뇌실질내 출혈양은 유의확률이 각각 p=0.226, p=0.076, 및 

0.027로 p>0.05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이 p=0.00으로 나타났다. 즉, 급성 수두증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초기 의식 

수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가도 중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급성 

수두증 발생과 연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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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초기 의식상태,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와 급성 수두증과의 관련성 

비교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나이 -.709 .585 1.468 1 .226 .492 .156 1.550

초기 의식 수준 -1.269 .714 3.158 1 .076 .281 .069 1.139

뇌실질내 출혈 양 -.796 .724 1.210 1 .271 .451 .109 1.863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 -3.590 .821 19.133 1 .000 .028 .006 .138

상수항 4.174 .874 22.818 1 .000 64.963   

 

 

3.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에 따른 급성 수두증의 발생 빈도 

  

표 6.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에 따른 급성 수두증의 발생 빈도 

 
급성 수두증 

전체 
발생(%) 비 발생(%)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 1 0(0) 5(100) 5 

2 0(0) 21(100) 21 

3 1(10) 9(90) 10 

4 1(12.5) 7(87.5) 8 

5 0(0) 7(100) 7 

6 3(27.3) 8(72.7) 11 

7 0(0) 5(100) 5 

8 4(50) 4(50) 8 

9 4(100) 0(0) 4 

10 10(83.3) 2(16.7) 12 

11 9(90) 1(10) 10 

12 9(90) 1(10) 10 

전체 41(36.9) 70(63.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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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점에서 급

뇌실처럼 뇌

점 이상에서

score에 따

두증의 빈도

증의 

발생 

확률 

증가 

급성 

뇌실 

서는 

따른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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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성 수두증의 발생과 뇌실 외 배액술 시행 여부와의 관계 

환자 73명 중 5명의 환자에서 만성 수두증이 발생하였으며, 이 5명의 환자 모두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에 따르면 기대 빈도수가 5이하로 

Fisher의 정확한 검정에 p=0.000으로(p<0.05)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뇌실 외 배액 술이 만성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표 7).  

 

 

 

 

 

 

 

 

 

 

 

표 7. 뇌실 외 배액술(Extraventricular Drainage)시행 여부와 만성 수두증 발생의 관계 

 
만성 수두증 

전체 
발생 비 발생 

뇌실 외 배액술 

(Extraventricular Drainage) 

시행 빈도 5 9 14

만성 수두증 중 % 100.0% 13.2% 19.2%

미 시행 빈도 0 59 59

만성 수두증 중 % .0% 86.8% 80.8%

전체 빈도 5 6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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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는 전체 자발성 뇌내출혈 환자의 10-15%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며, 이들 중 뇌실내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상부 뇌출혈의 

경우 12%~37%의 높은 사망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경우 

52%까지 사망률이 증가 하게 된다. 2, 4-9 시상부 출혈을 위치적 분류로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이중 후방-외측 형태의 시상부 뇌내출혈이 측뇌실의 

삼각(trigone)으로 파열되어 정상적 뇌척수액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이는 뇌 혈류를 제한하게 되고 종괴 효과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을 뇌 부종에 빠지게 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또한 뇌실내 출혈은 혈액의 분해 산물이 거미막 과립에 침착 되어 영구적 폐색과 

반흔을 남기게 되고 뇌척수액의 흡수를 방해하여 비 폐쇄성 수두증을 유발하게 

된다.11 급성 수두증 발생시 일반적으로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하여 수두증을 

제거하고 있는데,12 급성 수두증에서 뇌압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3 최근에는 뇌실내 출혈에 의한 급성 수두증을 내시경적 수술로도 

치료하고 있다. 내시경적 수술을 통한 치료는 뇌압을 낮추는 동시에 혈종 제거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다. 13 Zaiqiang Zhang et 

al.14은 뇌실 외 배액술 군과 비 배액술 군의 수술 2개월 후의 회복률을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비 배액술 군이 더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고 하고 있다. 급성 

수두증으로 인한 뇌압 상승 및 뇌 부종을 막기 위해 초기에 급성 수두증을 예측할 수 

인자를 확인하여 뇌실 외 배액술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연구에서 뇌실질내 출혈 양, 뇌실내 출혈 여부, 수두증, 초기 의식 상태와 

나아가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의 사망률과 기능적 결과를 예측하는 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10, 15-17 뇌실내 출혈은 Graeb scores 나 LeRoux scores를 사용하여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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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데 Hwang BY and Bruce SS18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뇌실내 출혈을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Graeb score와 LeRoux score를 

측정하고 6일째 추적 두부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 확인 및 퇴원 시 modified 

Rankin scale(mRS)를 확인한 결과를 따르면, 이 Graeb score와 LeRoux score으로 

환자의 결과 및 뇌실 외 배액술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연구에서는 35명의 시상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환자에서 급성 

수두증에 영향을 주는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와 초기 의식수준은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4 특히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예후와 연관 관계가 높다고 보고 하고 

있는데, 저자는 Graeb score 6점 이상의 환자에는 우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Tuhrim et al. 19는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시상부 뇌내출혈이 뇌실로 

확장되는 것은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며, 30일 후 사망률은 뇌실내 출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 환자 군에서 뇌실내 출혈의 양과 나쁜 

예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뇌실내 출혈 양이 환자의 음성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20 뇌실내 출혈의 양과 나쁜 예후와의 관계는 

뇌내출혈의 양을 조절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뇌실내 

출혈양은 나쁜 예후의 독립적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즉, 뇌실내 출혈 양이 예후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따르면 많은 나이, 낮은 초기 의식 수준, 많은 

뇌실질내 출혈양, 그리고 높은 Graeb score가 급성 수두증의 발생 빈도가 높이는 

반면, 성별은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뇌실내 출현 환자에서는 대부분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지만 대량의 뇌실내출혈 

환자의 20~50%에서는 만성 수두증이 발생한다. 또한 급성 수두증 발생시 뇌실 외 

배액술이 효과가 있지만 션트 의존성 수두증(shunt-dependent hydrocephalus)을 

막을 수는 없다. 션트를 시행할 경우 감염, 션트의 폐색, 및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전략들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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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환자들은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뇌실 외 배액 술은 

시술과정에서 출혈(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또는 경막출혈), 카테터 관련 

감염(catheter-related infection), 및 카테터 폐색에 따른 재 삽입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11 본 연구에 따르면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한 경우 만성 수두증의 환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연구를 보면 다른 

방법을 통하여 만성 수두증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Oertel and coworkers21 는 

내시경적 제3뇌실 조루 술(endoscopic third ventriculostomy)을 시행하여 뇌내출혈 

후 폐쇄성 수두증을 치료하였다. 이 연구에서 34명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 

환자가 폐쇄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제3뇌실 조루 술을 시행하였고, 단지 2명에서만 

션트를 하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션트의 비율을 감소시켰으며 뇌실 외 배액 술보다 

적은 감염의 합병증이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Huttner and colleagues22는 임시적 

요추부 배액술(temporary lumbar drainage)를 이용하여 뇌내출혈 이후 수두증에 

의한 션트의 발생비율을 줄이는데 성공 하였다. Chun-Chung Chen et al.13의 

연구에서는 시상부 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동반된 48명의 환자 중 33 명의 

환자에서 영구적인 션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약 68%의 환자가 션트 의족적 

수두증을 보였다. 뇌실 외 배액술 환자 군에서는 약 90.48%인 반면에 내시경 수술의 

군에서는 약 47.62%가 션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보아 내시경적 수술이 의의 

있게 낮은 션트 의존적 수두증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기 뇌실 외 배액술 여부가 만성 수두증 발생에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급성 수두증 발생 환자에서 뇌실 외 배액술 시행한 환자의 

경우, 만성 수두증이 발생하여 션트를 시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카테터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여 지주막 과립의 폐색과 반흔 반응이 더욱더 진행될 수 도 

있으며, 시술 중 발생한 출혈에 의해 만성 수두증이 더 잘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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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만성 수두증이 발생한 환자의 수가 5명으로 적지만, 이 환자 군을 모아 그 

수를 늘리고 발생 환자에서 카테터에 의한 감염, 출혈, 또는 카테터 폐색에 따른 재 

삽입 등의 요인들을 확인 한다면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욱더 통계학적 

유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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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시상부 뇌내출혈 환자에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 

많은 나이, 혼미 이하의 의식수준, 많은 뇌실질내 출혈 양 및 높은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높은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뇌실내 출혈의 심각도는 Graeb score 8점 이상일 경우 

급성 수두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 환자의 나쁜 예후가 

예상된다고 하겠다. 또한, 초기 뇌실 외 배액술 시행을 한 경우 만성 수두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환자들의 추적 관찰 하는 기간 동안 만성 수두증 발생을 

염두해 두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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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sposing factor related to hydrocephalus after spontaneous 

thalamic intracerebral hemorrhage wit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PYUNGGOO CHO 

Department of Neurosurge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um Whang) 

 

Thalamic intracerebral hemorrhage(ICH) with intraventricular extensive 

hemorrhage is a severe clinical condition with an in-hospital mortality rate 52%. 

High mortality rate caused by mass effect of ICH or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due to developing acute hydrocephalus by ventricular outlet 

obstruction. Intraventricular hemorrhage(IVH) caused by thalamic hemorrhage 

is generally treated with extraventricular drainage(EVD) for decreasing 

intracranial pressure and drainage of IV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disposing factor relating to hydrocephalus after spontaneous 

thalamic ICH with IVH and to investigate effect of EVD to developing of chronic 

hydrocephalus.   

From July 2006 to July 2011, 111 patients with thalamic ICH with IVH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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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in our department. All patients clinical date were acquired to 

retrospective study by chart review. The clinical evaluation data included the 

age, sex, initial Glasgow Coma Scale(GCS), volume of ICH(1/2 x maximum width 

x maximum length x maximum height), and severity of IVH(Graeb score).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among the following factors and chronic 

hydrocephalus were observed. (1) Advance age(p=0.029), (2) poor Glasgow 

coma scale at admission(p=0.00), (3) large volume of ICH(p=0.001) (4) high 

score of severity of IVH(Graeb score)(p=0.000) did affect development of 

acute hydrocephalus. And severity of IVH was most effective factor in 

developing hydrocephalus (p=0.000). However the sex did not influence of the 

development of acute hydrocephalus. The operation of EVD in acute 

hydrocephalus did correlate with the developing of chronic hydrocephalus 

(p=0.000).  

Advanced age, altered consciousness, large volume of ICH, and high score in 

severity of IVH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poor outcome in patients, who 

were have thalamic ICH with IVH. And, severity of IVH was most important 

predisposing factor related to the acute hydrocephalus. The operation of EVD in 

acute hydrocephalus did correlate with the developing of chronic hydrocephalus. 

The operation of EVD in acute hydrocephalus may help to finding the chronic 

hydrocephalus during follow u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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