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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The authors present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long-term recurrence rate for the 79 
craniopharyngima patients surgically treated between Jan 1989 and Dec 1999. 

Methods：Tumor recurrence rates were analysed with respect to age of patients, symptom duration, 
tumor size, localization of tumor, morphology of tumor, the extent of surgical resection, pathologic diag-
nosis and the other treatment modalities. 

Results：For 79 patients, with a mean follow-up period of 5 years, the overall recurrence rate was 29%. 
Factors associated with decreased risk of recurrence was gross total tumor resection(p=0.01). Subtotal 
resect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tumor recurrence. The adjuvant radiation therapy was 
revealed efficient not in decreasing recurrence rate but in the delay of tumor recurrence time(p=0.05).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recurrence rates for other factors.  

Conclusion：A rigorous evaluation of recurrence for craniopharyngima must consider the extent of 
resection, as judged by postoperative imaging. Adjuvant radiation therapy or Gamma knife surgery could 
be the effective treatment mod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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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양성의 선천적 종양

으로 태생기에 협부상피(buccal epithelium)로부터 상부로 

진출한 게실(diverticulum)인 Rathke씨실(pouch)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뇌종양전체의 약 1.2~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아종양에서 6~9%를 차지하고2) 

5세에서 10세사이의 소아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지만 소아에

서 성인까지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22). 두개인두종은 병리학

적으로 양성소견을 보이지만 종양이 인접한 시각기관, 시상

하부, 뇌실기관등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치료후 내분비

장애, 시력소실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종양 전적출술 후에

도 재발이 올 수 있다. 두개인두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

법에 대해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수술방법, 마취, 방

사선학적 진단법등이 진보됨으로 인하여 사망률과 이환율

은 감소되었지만 재발하는 경향을 보여 삶의 질과 생존기간

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9). 더욱이 종양의 완

전적출을 위한 시도는 오히려 시상하부의 장애로 인한 심각

한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장애와 시신경장애로 인한 시야나 

시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생존기간의 연장과는 관계

없이 환자들의 활동성이나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을 야기하

게 된다.  

현재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크게 두가지 제안이 있는데 첫

째는 부분적 적출후에는 쉽게 재발을 하기 때문에 첫시도는 

반드시 완전적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23)26), 둘째는 완전

*본 논문은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제 12 차 학술대회에서 발표(2000년 5월 

13일)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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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든 환자에서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적출술후 방사선치료를 하는 것이 수술후 

생길 수 있는 시상하부나 주위 신경조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3). 

저자는 1989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수술후 병리학

적으로 두개인두종으로 확인된 79명을 대상으로 두개인두

종의 재발과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중에

서도 치료방법에 따른 재발양상에 중점을 두어 분석함으로

써 향후 두개인두종의 초기치료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수술후 병리학적으로 두개인두

종으로 확인된 84명의 환자중에서 1년 이상 추적관찰한 7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전체 79명의 환자는 12개월부터 159개월까지 평균 

67.5개월을 추적관찰 하였고 이중 21명(26.6%)에서 수술

후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하여 재발이 확인되었다. 재발기간

은 1.1개월부터 120.5개월까지 평균 21.6개월 이었다. 

두개인두종의 재발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여러인자에 대해 

재발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연령은 18세를 기준으로 18세미만을 소아, 18세 이상

을 성인으로 하였다. 

2) 증상의 기간은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 

초과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3) 종양의 크기를 40mm 미만과 40mm 이상으로 구분하

였다. 

4) 종양의 위치를 방사선학적으로 터어키안내, 터어키안 

상부, 터어키안내와 상부, 터어키안 상부와 제 3 뇌실의 4가

지로 분류하였다. 

5) 종양의 모양을 낭포성, 고형성, 혼합형의 3가지로 분류

하였다. 

6) 수술의 범위를 수술소견상에서 전절제, 아전절제로 구

분하고, 수술후 방사선학적인 검사상의 잔존하는 조영증강소

견을 기준으로 전절제, 아전절제, 부분절제로 구분하였다. 

7) 종양을 병리학적으로 adamantinomatous, squamous 

papillary, mixed로 구분하였다. 

8) 수술적치료의 정도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다음의 4 

group으로 분류하여 재발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Group 1(total resection)：수술소견과 수술 후 방사선학

적 검사를 통해 전절제로 확인된 경우. 수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 안함. 

Group 2(grossly total resection & radiation therapy 

(RTx))：수술소견상 전절제로 판단되었으나 수술 후 방사

선학적 검사상 잔존하는 조영증가소견을 보이는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Group 3(subtotal resection & RTx)：수술소견과 수술 

후 방사선학적 검사상 아전절제로 판단된 경우. 수술 후 방사

선치료 시행함. 

Group 4(subtotal resection only)：수술소견과 수술 후 

방사선학적 검사상 아전절제로 판단된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 안함. 

 

결     과 
 

재발의 cumulative probability는 수술후 3년까지 점차 증

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수술 3년이후에는 비교적 일정한 재

발율을 보여서 수술 1년후에 15%, 수술 5년후 29%를 나타

냈다(Fig. 1). 

재발시기는 수술후 5년까지 총 21명중 18명에서 재발을 

해서 대부분이 5년이내에 재발됨을 알 수 있었고 10년이후

에도 3명이 재발을 보였다(Fig. 2). 

여러가지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재발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환자의 연령에 따른 재발율 

연령분포는 0세에서 65.1세까지 평균 25,3세로 다양하였

고 18세미만의 소아에서는 34명중 11명(32.4%)이 재발하

였고 성인에서는 45명중 10명(22.2%)이 재발하여 성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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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mulative probability of recurrence. The probability of
recurrence gradually increases up to 29% within three years
after operation, then shows plateau appearence in probabi-
lity of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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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발율이 낮은 것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p=0.45). 

 

증상기간에 따른 재발율 

증상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13명중 3명(23.1%)

이 재발하였고 3개월에서 12개월인 경우 30명중 8명이(26. 

7%) 재발하였고 12개월이상 증상을 보인 경우 36명중 10

명(27.8%)이 재발해서 증상의 기간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

는 없었다(p=0.21). 

 

종양의 크기에 따른 재발율 

종양의 크기가 40mm이하인 경우 55명중 15명(27.3%), 

40mm이상인 경우 24명중 6명(25%)이 재발하여 재발율의 

차이가 없었다(p=0.5). 

 

종양의 범위에 따른 재발율 

종양이 터어키안내에 국한된 경우 5명중 0명, 터어키안 상

부에 있는 경우 36명중 12명(33.3%), 터어키안내와 상부에 

있는 경우 13명중 4명(30.8%), 터어키안 상부와 제 3 뇌실에 

있는 경우 25명중 5명(31.3%)에서 재발하여 종양의 성장 

범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p=0.75). 

 

종양의 모양에 따른 재발율 

낭포성인 경우 23명중 5명(21.7%), 고형성인 경우 4명

중 1명(25%), 혼합형인 경우 52명중 15명(23.1%)에서 재

발하였고 재발율의 차이는 없었다(p=0.25). 

수술시야에서 종양적출의 정도에 따른 재발율 

종양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 30명중 5명(16.7%), 아전절

제를 시행한 경우 49명중 16명(32.7%)이 재발하였고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9). 

 

수술후 방사선학적인 검사에서 보이는 조영증강을 기준

으로 종양적출의 정도에 따른 재발율 

종양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 24명중 3명(12.5%), 아전절

제를 시행한 경우 45명중 10명(22.2%), 부분절제를 한 경

우 10명중 8명(80.0%)이 재발을 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게 종양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 낮은 재발율을 보였다(p= 

0.01). 이는 수술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술시야소견보다 

수술후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잔존하는 조영증강소

견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방법에 따른 재발율 

수술후 시행한 자기공명촬영상의 수술절제범위와 수술후

에 시행하는 방사선치료에 따라 재발율을 비교하였을 때 종

양전절제(total resection；Group 1)를 시행한 경우 24명

중 3명(12.5%)이 재발하였고 종양전절제와 수술후 방사선

치료(grossly total resection & RTx；Group2)를 병행한 

경우 6명중 2명(33.3%), 아전절제와 방사선치료(subtotal 

resection & RTx；Group3)를 병행한 경우 24명중 6명

(25%), 아전절제(subtotal resection only；Group 4)만 시

행한 경우 25명중 10명(40%)에서 재발을 보였다. 이와같

이 수술후 방사선학적 검사상 전절제로 확인된 경우 다른 치

료방법보다 재발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수 있었고(p=0.05), 

반면에 수술후에 방사선치료병행 여부에서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재발율이 낮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1).  

여러 치료 집단에 대하여 재발의 cumulative probability

를 살펴보면 전절제(Group 1)를 시행한 경우 다른 치료집단

에 비해 재발가능성이 낮은 반면 Group 2-4는 방사선치료

를 병행한 집단에서 재발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뿐 장기 

추적시 재발의 가능성은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ig. 3). 

Table 1. Treatment modality & Recurrence rate(p=0.05) 

Treatment modality Recurrence(%) 

Total resection 3/24(12.5%) 
Grossly total resection & Radiotherapy 2/6(33.3%) 
Subtotal resection & Radiotherapy 6/24(25.0%) 
Subtotal resection 10/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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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ing of recurrence. The most of recurred cases(18 
cases) recurred within five years after operation, only three
cases recurred 10 years af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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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소견에 따른 재발율 

병리 소견상 adamantinomatous type 인 경우 67명중 17 

명(25.4%)에서 재발하고 squamous papillary type 인 경

우 9명중 2명(22.2%), mixed type 인 경우 3명중 2명(66. 

7%)에서 재발하여 재발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29). 

 

재발된 종양에 대한 치료 

종양이 재발된 경우 전절제한 경우가 3명, 아전절제 11명

(이중 4명은 방사선치료를 이미 시행한 환자임), 아전절제와 

방사선치료병행이 4명, 아전절제와 감마나이프수술이 2명, 감

마나이프만 시행한 경우가 1명이었다. 이와같이 재발된 종양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제거를 시도하였고 전절제가 

안된 경우 방사선치료와 감마나이프수술을 병행하였다. 

 

수술적 접근법에 따른 재발율 

Pterional approach일때 45명중 12명(26.7%)에서 재발

하였고, interhemispheric approach 경우 24명중 6명(25%), 

transcallosal approach 경우 1명중 0명, transsphenoidal 

approach 경우 9명중 3명(33.3%)에서 재발을 보였다(p= 

0.55). 두개인두종의 수술적 접근법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

는 없었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 수술자의 숙련정도에 따라 

수술적 접근법은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는 pterional approach한 경우 전절제한 경우가 45명중 11

명(24.4%)을 보였고 Interhemisphric approach한 경우 24

명중 14명(58.3%)를 보여 종양의 전절제에 있어서 Inter-
hemispheric approach가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고     찰 
 

두개인두종은 병리학적으로 양성이지만 종양이 인접한 시

각기관, 시상하부, 뇌실기관등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치

료후 내분비장애, 시력소실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종양전적

출술 후에도 재발이 흔하고 수술후 내분비적 기능 이상과 

사회기능소실을 야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두개인두종 치

료의 현실적인 목표는 종양의 완전소실이라기 보다는 잠재적

인 완치, 즉 최소한의 이환율을 갖고 장기 생존하는 것이라 

말할수 있다.  

두개인두종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방법은 현

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 호르몬치료가 시행

되기 이전에는 방사선치료가 종양세포자체의 완전한 파괴는 

못하더라도 낭포를 구성하는 종양세포의 분비성은 현저히 감

소하였다는데 근거를 둔1) 방사선치료와 아울러 보존적 수술

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13), 호르몬치료

가 치료에 보조적 역할을 함에 따라 다시 두개인두종의 최적

의 치료방법으로 완전적출을 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다26). 그러나 수술적 적출정도는 

종양이 밀착한 부위, 즉 시신경계나 뇌하수체줄기, 시상하부

벽 혹은 두개강내동맥의 손상정도와 비례할 수 밖에 없기 때

문에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부분적출

후 집중적인 방사선치료로써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는 보고

도 있다25). 

두개인두종의 치료결과는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수술후 사

망률은 0~11%11)12) 이며 Yasagil 등26)과 같이 근치적 수술

을 원칙으로 한 경우 사망률이 16.7%까지 이른다. 수술후 재

발율은 4~25%로 보고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다8)16)17)23).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개인두종의 치

료결과에 대한 악화요인은 증상발현시의 의식저하, 시력저하, 

유두부종, 시상하부장애, 종양의 석회화, 뇌수두증과 수술시 

종양의 심한 유착등으로 보고되었고, 두개인두종 재발의 위

험요소는 어린 연령, 수술전 시력저하, 수술시 심한 유착, 종

양의 크기, 종양 부분절제술등이고 재발가능성을 낮출 수 있

는 요인은 종양의 전절제술과 수술후 방사선치료등으로 보

고되어진다5). 

저자는 두개인두종의 초기치료로서 종양의 전절제를 시도

하였으며 수술소견상 치명적인 부위의 손상이 예측되면 아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를 시행하였다. 다른저자의 보고에 의

하면 두개인두종환자의 45.7%에서 전절제가 가능하였으며 

Table 2. Extent of surgery by surgical approach 

 Total Grossly total Subtotal Partial 

Pterional  8 3 29 5 
Interhemispheric 11 3  6 4 
Transcallosal  0 0  1 0 
TSA  5 0  3 1 

TSA：transsphenoid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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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bability of recurrece according to therapeutic mo-
dality. Group1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 recurrence
rate beyond other group. Group 2,3,4 show difference in tim-
ing of recurrence but eventually recurrence rates are not sta-
tistical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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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절제의 주요 위험요인은 시상하부, 석회화, 동맥유착 등으

로 보고하였다7). 오늘날 수술자가 종양 완전절제를 했다는 

것은 수술후 방사선학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수술후 조영증강 자기공명촬영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진다. 

석회화된 두개인두종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컴퓨터단층촬영

이 수술후 잔존하는 석회화된 종양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두

개인두종의 재발에 관한 초기의 보고는 수술시야상에서 종

양 전절제한 후 나타난 재발율로서 현재로선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18). Hoffmann 등은 수술시야에서 종양의 완전

절제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수술후 시행하는 방사선학적인 검

사에서 잔존하는 종양이 가끔 확인된다고 하였다10). 저자의 

경우에도 수술소견상 전절제가 시행된 것은 총 30명이고 재

발율은 16.7%였으나 수술후 시행한 자기공명촬영상의 잔존

하는 조영증강소견을 기준으로 한 경우 전절제로 판단된 경

우는 24예이고 재발율은 12.5%를 보였다. 이와같이 수술후 

시행한 자기공명촬영 결과를 기준으로 종양 절제범위를 구분

하면 종양전절제시 재발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Fahlbusch 등의 보고에 의하면 수술후 자기공명촬영

상 전절제 된 경우에 10~17%에서 재발하였고 부분절제시에

는 재발율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하였다7). 위 보고에서 10년

간 재발가능성은 전절제술후에 17%, 아전절제후에 49.5%, 

부분절제시에는 84.4%의 결과를 보여 절제범위가 작을수록 

재발율이 현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7). Weiner 등은 전절

제와 부분절제후에 각각 17%와 58%의 재발율을 보고하였

고24), 또한 Law의 보고에 의하면 전절제 후 재발율은 7%

까지 낮게 보고되었다14). 이와같이 종양재발은 수술절제정

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본 저자의 분석에 의

하면 종양전절제술 후에는 12.5%, 아전절제후에는 40%의 

재발율을 보여 절제범위에 따라 현저한 재발율의 차이를 보

였다(p=0.05).  

두개인두종의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치료의 역할은 많이 보

고되어 있는데 두개인두종의 전절제 혹은 부분절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함으로써 종양의 재발율을 낮출 수 있다

는 것이다21). 그러나 방사선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논란이 있고 특히 미성숙한 뇌를 가진 소아

에게는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Fisher의 보고에 의하

면 근치적수술시 시상하부에 주는 손상을 최소화하기위해 제

한된 수술을 하는 경우 방사선치료가 도움이 되는데, 방사선

치료에 의한 내분비적 혹은 정신사회적인 위험성은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크기때문에 소아에게는 가능한 한 방사선치

료를 연기해야하고 적어도 5세이상의 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양을 방사선치료를 한 후 2차적인 방

사선치료를 시행할 경우 신경학적 결손 및 방사선치료에 의

한 혈관염(vasculitis)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9). 

일반적으로 두개인두종은 전절제후에 20%의 재발율을 보

이고 부분절제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경우 재발율은 일반적

으로 25~30%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 의하면 전절제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경우(Group 2) 6명중 2명(33.3%)이 

재발하였고 아전절제후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Group 3) 

24명중 6명(25%), 아전절제만 한 경우 25명중 10명(40%)

이 재발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같이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병

행한 경우가 수술만 한 경우보다 재발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전절제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집단과 그렇지 않

은 집단을 장기 추적하였을때는 재발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방사선치료는 두개인두종의 재발율 자

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재발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개인두종의 첫

번째수술 후에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종양이 재발했

을 경우 추가적인 치료방법의 선택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개인두종의 치료에 있어서 재발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것은 첫수술시 가능한 완전절제를 하는 것이고, 

수술후 방사선 치료의 시행 여부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 수

술경과, 연령에 비추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들어 두개인두종의 치료에 있어서 감마나이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다7). 종양이 시신경에 근접

해 있을 경우와 고형성종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감마나이프

의 제한이 있지만15) 수술후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잔류종양 

혹은 재발된 작은 크기의 고형성 두개인두종에 대한 감마나

이프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신경에 의한 제

한점도 극복되고 적용의 범위가 추후 확대될 전망이다7). 

두개인두종의 수술적치료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

는데 이는 최소한 침습적 수술(minimally invasive proce-
dure)과 근치적절제(radical excision)이다. 전자는 낮은 이

환율과 단기적인 결과가 좋지만 종양이 진행되고 최후에 생

명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완치될 확률이 높

지만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저

자는 두개인두종의 초기치료로서 가능한 근치적 수술을 제

안하는 바이다. 치료의 목표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기관, 즉 

시상하부, 중뇌, 뇌동맥, 시신경, 뇌하수체등을 보존하면서 

선택적으로 최대한 종양을 절제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환자

에게 모든 가능한 수술적 접근법이 제공 가능한 충분한 역

량을 갖춘 상태에서만 성취될수 있다. 수술자가 수술소견상 

이환률과 사망률이 높을것이라는 판단이 있을때는 완전절제

보다는 아전절제 혹은 부분절제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숙지한 

상태에서 종양의 전절제를 추구한다면 종양의 재발되기까지

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고 재발율을 현저히 낮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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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경우 설사 종양이 재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치료방법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전절제

한 환자에게 있어서 방사선치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

행여부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술접근법에 대한 보고에는 신경외과의사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로 bifrontal interhemispheric approach, 

frontolateral, pterional, temporal approach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접근법에 의해 lamina terminalis 혹은 basal 

hypothalamus를 통해 제 3 뇌실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여러 

보고에서 retrochiasmatic cistern 혹은 suprasella 부위의 

큰 두개인두종이 lamina terminalis와 interpeduncular cis-
tern를 통해 노출가능하기 때문에 pterional approach보다

는 bifrontal interhemispheric approach가 유리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22). 따라서 pterional approach보다는 bifrontal 

interhemispheric approach가 종양의 전절제가 될 가능성

이 많은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종양의 전절제를 통해 두개

인두종의 재발율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도 interhemispheric approach와 pterional approach를 비

교했을때 종양을 전절제한 비율이 각각 58.3%와 24.4%를 

보여 interhemispheric approach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

게 되었다.  

 

결     론 
 

본 저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신경외과에서 수술시

행후 두개인두종으로 확진된 79명을 대상으로 재발에 관여하

는 인자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개인두종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양의 철저한 

전절제가 필수적이고, 수술절제 범위는 수술후에 방사선학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2) 종양의 아전절제후에 방사선치료를 병행한 집단은 재

발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뿐 장기 추적시 재발의 가능성

은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종양 전절제가 어려운 경우 방사선치료 혹은 감마나이

프 수술이 고려될 수 있지만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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