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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발생한 원발성 뇌간 혈종과 병인적 관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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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Traumatic Brainstem Hematomas: Consideration for the Causal Relation
Soon-Kwon Kim, MD, Sun-Chul Hwang, MD and Bum-Tae Kim,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heon Hospital, Bucheon, Korea

Objective: Traumatic primary brainstem hematomas are thought to be a rare phenomenon. The study is to report five
cases with review of literatures and to discuss how to write the medical certificates. Methods: Five case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who had not associated intracranial lesions except the hematoma in the brain stem. All cases were analyzed
with external wounds, skull fracture, MRI findings, and outcome. Results: The hematomas occurred in 1 in pons, 2 in
midbrain, 1 in thalamus, and 1 in putamen. All of the cases complained of decreased consciousness and denied any neurological symptoms before trauma. Skull fracture was involved only in 2 cases. The finding of MRI revealed signal changes
on the corpus callosum compatible with diffuse axonal injury only in 2 cases. Three cases took twice of MRI, which confirmed the hematoma absorbed. The recovery was uneventful and all of them returned to their jobs. Conclusion: Primary
brainstem hematomas are not always accompanied with skull fracture or diffuse axonal injury in MRI. Even though it occurs extremely rare, the cause of the hematomas can be described as a trauma in the medical certificates based on the history
and the radiological images. (J Kor Neurotraumatol Soc 2010;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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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나 천막상부의 종괴현상으로 인한 뇌탈출로 인해 이차적
으로 동반하게 된다.2,17)

두부외상의 뇌내손상은 미만성 축색손상, 대뇌피질 손상,

뇌내혈종이 CT에서 발견되는 경우에 자발성과 외상성으

대뇌피질하 손상, 뇌간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러한

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뇌간에만 국한되어 출혈이

손상 중에서 MRI에서 대뇌피질 손상과 미만성 축색손상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고민을 하게 된다.8)

이 주로 관찰된다. 하지만, 뇌간에 두부손상으로 인해 일

본 논문은 저자들이 경험한 뇌간부위를 포함한 뇌내심

차적으로 국한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보

부에만 국한되어 발생한 뇌내혈종을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

고되었다.1,5) 하지만, 원발성 외상성 뇌간출혈의 발생 가능

하고자 한다. 또한 병인적 관점에서 진단서의 작성에 대해

9)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다. 대부분의 두부외상

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후 뇌간의 손상은 주로 천막상부의 병변과 함께 동반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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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방법
2005년에서 2008년의 4년간 본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입원하였던 1,329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천막상부에 두개골 골절 이외의 두개강내 손상은 관찰되
지 아니하고, 기저핵, 시상과 뇌간에만 출혈이 관찰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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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혼미 의식으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우측 측두부

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부외상의 기전, 내원 당시의 증상과 두개골 골절의 여

와 후두부의 두피에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우측 출혈성 이

부를 조사하였고, 6개월째 예후를 조사하였다. 모든 예에

루가 관찰되었다.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우측에 근력 4/5

서 뇌간 이외의 부위에 출혈이나 손상의 동반된 여부를 확

등급의 편마비를 보였다. 두부CT에서는 좌측 피각부위에

인하기 위해 MRI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MRI를 촬영하여

서 약 1 mL의 급성 혈종이 관찰되었다. 두피손상 부위인

혈종이 자발성 출혈과 감별하고 또한 기저질환의 동반여

우측 후두골에 선상골절과 접형골로 확장되어 있는 기저

부를 확인하였다.

골절이 관찰되었다. 좌측 상완골 골절이 동반되어 있었다.
외상 14일경에 시행한 두부MRI에서는 T2강조영상에서

결

과

같은 부위에 중심부에 고신호강도, 변연부에 저신호강도로
관찰되어 공뇌증(porencephaly)이 동반된 출혈로 관찰되

다섯 예 모두 남자였고, 연령은 7세에서 42세 사이에서

었고,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영

발생하였다 (Table 1). 뇌내혈종의 위치는 교뇌에 1예, 중

상에서는 뇌량의 고신호강도를 보여 미만성 축색손상을

뇌에 2예, 시상에 1예, 기저핵에 1예였다. 두부외상의 기전

시사하였다. 다른 뇌실질에는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은 교통사고가 4예였고, 나머지는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

외상 2년째 시행한 MRI에서 병변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

생하였다. 모든 예에서 두피에 외상이 있었고, 주로 측두

였고, 그 외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1).

부에 위치하였다. 모든 예에서 외상 이전에는 신경학적 이

정신운동속도가 저하되어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호

상은 없었고, 두부외상 이외의 과거병력은 없었다. 두개골

소하였으나 운동능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은 2예에서만 관찰되었다. 모든 예에서 의식 저하가 관찰
되었고, 편마비는 3예에서 발생하였다. 치료 중에 의식은

증 례5
서른네 살의 남자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에 후

모두 회복되었고, 이전의 생활에 복귀하였다.
최초 MRI의 촬영시기는 복부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

방에서 트럭에 의해 추돌되면서 발생한 기면 의식으로 내

료하였던 1예 (증례 1)는 외상 28일째 시행하였고, 나머지

원하였다. 회사원으로 특이한 과거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예는 외상 10일 이내에 시행하였다. 모든 증례의 MRI 소

좌측 측두-두정부의 두피에 부종과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견은 뇌간 부위의 혈종 이외에는 두개강내 출혈은 관찰되

의식은 기면상태로 혼돈이 심한 상태였으며, 우측에 근력

지 않았고, 2예에서 뇌량에 신호강도의 변화를 보여 미만

4/5 등급의 편마비를 보였다. 두부CT에서는 좌측 중뇌의

성 축색손상과 합당하였다. 최초 MRI에서 혈종은 다양한

대뇌다리(cerebral peduncle)에서 시상과 속섬유막(in-

연령으로 관찰되지 않는 급성기 혈종이었으며, 기저질환으

ternal capsule)까지 확장되어 있는 약 2.5 mL의 급성 출

로 의심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MRI를 3개월 이후에

혈이 관찰되었고, 좌측 두정부에 두피 부종이 관찰되었으

재촬영한 경우는 3예에서 시행하였고, 모든 예에서 혈종의

나 두피 손상부위 근처에는 두개강내 혈종은 관찰되지 않

감소가 관찰되었고, 동반된 질병은 확인되지 않았다.

았다. CT혈관조영술에서는 혈관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외
상 5일째 시행한 두부MRI에서는 같은 부위에 급성 혈종
소견이었고, FLAIR 영상에서 뇌량의 고신호강도를 보여

증 례4
일곱 살의 남자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트럭에 치이면서

미만성 축색손상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외에는 두개강

TABLE 1. Characteristics of 5 cases
Cases Sex/Age

Trauma

Lesion

Wound

Skull Fx

Symptoms

1

M/19

Motorcycle TA

Lt thalamus Lt temporal

No

2

M/23

In-car TA

Pons

Rt temporal

3

M/42

Slipping

Midbrain

Occipital

4

M/7

Ped TA

Lt BG

5

M/34

In-car TA

Midbrain

Rt temporo- Rt temporo- Stupor,
occipital
occipital
Rt hemiparesis
Lt temporo- No
Drowsy,
parietal
Rt hemiparesis

MRI

DAI in MRI Associated injury

GOS

Stupor,
Rt hemiparesis
Rt temporo- Drowsy
parietal

Once

-

Hemoperitoneum

GR

Twice

-

None

GR

No

Once

-

None

GR

Twice

+

Humerus Fx

GR

Twice

+

None

GR

Drowsy

DAI: diffuse axonal injury, GOS: Glosgow Outcome Scale, Fx: fracture, TA: traffic accident, Lt: left, Rt: right, BG: basal ganglia,
PED: pedestrian, GR: good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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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adiological images of case 4. A: Acute small intracerebral hematoma on the left putamen. B: No abnormal intracanial
lesion around the scalp wound on the right temporo-occipital area. C: Linear skull fracture on the right occipital extending into the
sphenoid. D: Subacute hematoma on the right putamen in T2WI on the brain MRI at post-traumatic 14 days. E: Suspicious high
signal lesion in the corpus callosum in FLAIR image compatible with a diffuse axonal injury. F: The hematoma was decreased in
the 2-year MRI after trauma. T2WI: T2 weighted image, FLAIR: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내의 이상 신호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증례에서 두부외상

뇌좌상, 뇌량손상, 뇌실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이 동반되

8개월에 시행한 MRI에서는 혈종의 크기는 감소하였고, 혈

었다고 하였다.7)

색소의 침윤으로 T2강조영상에서 저신호강도로만 관찰되

발생기전은 가속 손상에 의한 전단(shearing)손상4)이

었으며, 조영증강되지 않았다 (Figure 2). 환자는 경도의

나 뇌간이 천막에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2,13)할 것으로

우측 손의 약간의 둔한 느낌만을 보였고, 신경학적 이상은

여겨진다. 외상에 의한 뇌간 혈종은 주로 뒤가쪽(dorso-

관찰되지 않았다.

lateral)에 위치한다고 하고, 특히 중뇌의 덮개(tectum)에
위치한다고 하였다.5,7) 이는 천막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으

고

찰

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손상기전인 전단
손상은 뇌축색손상과 동반하여 나타나며 외상으로 인한

외상에 의한 뇌간부 출혈에 대한 국내의 보고는 외상 후

뇌간에 심한 충격 받았음을 의미한다.12) 전단손상으로 인

뇌간에 발생한 출혈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증례

한 관통동맥의 손상은 뇌간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16)

보고 수준 정도였다.3,6,14) 외상으로 인한 뇌간부위의 손상

Gennarelli 등4)은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두부 측면

은 대부분 천막상부의 병변에 따른 이차적으로 동반되는

충격에 의한 손상, 즉 관상면 가속손상(coronal head ac-

것으로 여겨졌다. MRI가 출현하면서 외상에 의한 뇌간부

celeration)에서 혼수를 유발하는 심한 뇌축색손상을 일으

의 병소를 더욱 활발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11,15) 특히,

킨다고 하였다. 저자의 5예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에 손

미만성 뇌축색손상의 동반 없이 발생하는 증상이 심하지

상을 받았던 1예를 제외하고 모두 측두부에 충격을 받았

15)

않은 원발성 뇌간부위의 출혈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었다. 하지만, 뇌간에만 국한된 원발성의 병변이 발생하는

하지만, 영상검사가 발달하였지만 뇌간부에만 국소적으로

기전을 설명하기에는 위에 기술한 기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외상으로 인해 발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1,17) Gentry 등5)

않다. Bhatoe1)는 뇌간은 뇌신경에 의해 고정되어 과신전

은 MRI로 관찰한 경우 외상으로 인한 원발성 뇌간출혈은

혹은 과굴곡으로 신장(stretch)손상으로 인해 뇌간의 움

3.6%에서 관찰된다. 중증의 손상 239명의 CT에서 21명

직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손상기전은 심

이 뇌간 손상이 관찰되었고, 21명 중 16명은 다른 부위의

한 의식소실이나 뇌축색손상의 동반이 없는 경우의 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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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diological images of case 5. A: Acute hematoma on the cerebral peduncle of the left midbrain. B: No abnormal intracranial lesion around the scalp wound. C: No vascular anomaly around the hematoma in the CT angiography. D: Acute hematoma in T2WI on the brain MRI without any evidence of underlying diseases. E: High signal lesion in the corpus callosum in FLAIR
image compatible with a diffuse axonal injury. F: The hematoma was shrunk in the 8-month MRI. T2WI: T2 weighted image, FLAIR:
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우 진찰과 각종 검사를 통한 형태학적 변화로 진단명을 도

출혈의 발생기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외상성 뇌간출혈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의료

출해 낼 수 있다. 뇌간의 혈종은 영상검사에서 증명되는 형

기관에 내원하기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 Tsai 등17)은 두부

태학적 개념의 진단이고, 외상성 혹은 자발성 여부는 병인

외상 CT 소견으로 일차성 뇌간출혈은 뇌간부 손상을 동반

적 개념일 것이다. 기저질환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뇌간에

되지 않은 천막상부의 뇌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비해 2~ 3

만 국한된 혈종이 발견된 때에는 병인을 구별하는 데 매우

1)

배의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Bhatoe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질병과 외상의 구분은 보험의 보

는 9예의 원발성 뇌간손상에서 대부분 신경학적 결손은

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뇌실질내출혈

미미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증례는 병원의 도착 당시 신경

의 외상성과 자발성의 감별하기 위해 외상관여계수가 제

학적 손상이 크지 않았으며, 안구운동의 이상을 보였으나

안되었다.8) 연령, 출혈부위, 출혈수, 동반외상, 두개골골절,

대부분 회복되었다. 저자들의 증례들도 외상 당시에는 의

기존질환, 현병력 등의 7가지 변수로 출혈의 병인을 추정

식저하를 보였으나 신경학적 예후는 양호하였다. MRI는

하도록 제시하였다. 출혈부위에서 뇌간과 기저핵부위를 자

외상성 뇌간 병변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15,18) 혈종의 위

발역으로 산정하였고, 젊은 연령, 골절, 외상의 병력이 있

치에 따라서 예후는 가쪽(lateral)에 위치한 경우가 양호

는 경우에는 외상이 출혈 원인으로 추정하도록 고안되어

하였고, 등쪽(dorsal)에 위치한 경우는 불량하였다고 하였

있다. 본 연구의 증례와 같은 뇌간과 기저핵은 주로 자발

15)

가쪽은 천막에 근접하여 직접적인 손상이고, 등쪽은

성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이지만, 명백한 외상의 병력

전단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만성 뇌축색손상의 일

과 젊은 연령인 경우에는 병인을 외상에 추정해야 할 것

부로 해석하였다.

이며, 특히 MRI에서 미만성 축색손상이 관찰되면 더욱 더

다.

병명을 결정하는 데는 병인적 개념, 형태학적 개념, 그리
10)

외상성 출혈로 판단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병인 여부

병명결정에 있어 병인을 근거하

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혈종이 흡수되는 시점에서 MRI

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이고, 병인을 증명할 수 없는 경

를 재촬영하는 것도 병인의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기능적 개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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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8)

외상성 뇌간 혈종은 CT에서 천막상부의 혈종을 동반하
지 않고 원발성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매우 드

9)

물게 발생하지만 충분한 병력, MRI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
으로 원발성 뇌간 혈종을 외상성으로 진단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10)
11)

중심 단어: 외상성 뇌내혈증·뇌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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