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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과 젊은층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수술적 치료의 예후 및 특징 비교
대구파티마병원 신경외과

이민혁 ．이윤수 ．이정호 ．류기영 ．강동기

Comparative Study of Surgical Outcome and the Features
on Old versus Young Aged Traumatic Brain Injury Patients
Min-Hyuk Lee, MD, Yoon-Soo Lee, MD, Jeong-Ho Lee, MD, Kee-Young Ryu, MD and Dong Gee Kang,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Daegu Fatima Hospital, Daegu, Korea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eatures, prognostic factors and outcome of old aged traumatic brain
injury to old patients compared with young patients. Methods: 172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traumatic brain injury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09 were reviewed. The patients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ages.
One (Group A) consisted of 75 patients aged 60 years or more, and the other (Group B) consisted of 97 patients aged under 60 years. We analyzed clinical status, mortality and outcome. Results: The mean age of all patients was 50.73 years
old. Compared preoperative Glosgow Coma Scale (GCS), light reflex abnormality, midline shift between two groups, old
aged group had worse prognostic factors. The overall mortality was 20.3%, old aged group was 33.3% and young aged
group was 11.3%. 14 patients (18.7%) of group A had good prognosis, and 62 patients (63.9%) of group B had good prognosis. Conclusion: This study reveals that traumatic brain injury to the old patients had worse prognostic factors than
young patients according to GCS, dilatation of pupils, midline shift, and had higher mortality and poorer outcome than
the young patients. (J Kor Neurotraumatol Soc 2010;6:125-131)
KEY WORDS: Traumatic brain injury ㆍSurgical treatment ㆍ Old age ㆍPrognostic factor.

서

론

근 신속해진 환자 이송 시스템으로 손상 후 의료기관 도
착까지의 시간이 줄고,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는 사고 당시 손상 정도에 따라

graphy: CT)의 발달로 빠른 진단이 가능해져 신속한 조

상태가 다양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상태의 악화도 심하

기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7)

다. 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적 치

본 저자들은 지난 6년간 본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수

료의 결과는 좋지 않으며 노인의 경우는 그 결과가 더욱

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1-3,10,15)

나쁘다.

수술 후 사망률이 높으며, 사망하지 않아도

분류하여 각 군의 치료결과를 분석하고 특징, 사망률 및

심각한 기능적 손상을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5,7,12,19) 최

예후를 평가함으로써 60세 이상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수술 후 예후평가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문헌 고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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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두부손상으로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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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972명 중 수술적 치료를 받

이전 뇌병변, 경련, 항혈전제 복용 여부를 함께 조사하였

은 17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하였다. 60세 이상

다. 수술적 치료는 개두술이나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시행

의 경우 A군으로 60세 미만의 경우 B군으로 분류하였다.

하였고, 수술 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뇌부종이 심한 경우

외상 전 선행한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장기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외상의 병

수술 후 결과는 Glasgow Outcome Scale (GOS)에 따라

력 및 외관상 외상의 흔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급성 경

GOS 1 (death), GOS 2 (persistent vagetative state),

막하 출혈 및 급성 경막외 출혈은 경미하나 뇌실질내 출혈

GOS 3 (severe disability)를 불량 예후군으로, GOS 4

이 심해 뇌실질내 혈종 제거를 위해 수술한 경우는 대상

(moderate disability), GOS 5 (good recovery)를 양호 예

에서 제외하였다.

후군으로도 나누어 평가하였다. 통계학적 검정은 Chi-

또한 출혈의 원인 분류 시 경막하 출혈과 경막외 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의 원인이 된 주병변을 기준

square 및 t-test로 분석하였고, p＜0.05일 때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으로 하였다. 단 두 병변이 동시에 수술의 원인이 된 경우
는 출혈의 종류에 따른 예후비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결

과

나이와 성별, 동공반응, 호흡 상태를 조사하였고, 의식 상태
는 수술직전 의식을 기준으로 Glasgow Coma Scale (GCS)

수술 받은 환자 중 남자가 134명 (77.90%), 여자가 38명

을 측정하였다. CT상 혈종의 위치, 출혈의 종류 (급성 경막

(22.10%)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았다. 평균 나이는

하 출혈 혹은 급성 경막외 출혈), 재출혈 여부, 혈종의 두

50.73세로 60세 이하가 97명, 60세 이상이 75명이었고,

께, 뇌실질내 출혈의 여부, 뇌실내 출혈여부, 기뇌증 여부,

80세 이상이 14명이었다. GCS 5점 이하가 54명, 6~8점이

정중선 이동을 조사하였다. 그 외 환자의 고혈압, 당뇨병,

29명, 9~12점이 59명, 13점 이상이 30명이었다.

TABLE 1. Factors related to mortality
Variables

Dead (n=36)

Survived (n=136)

p value

Mean age

62.55±18.07

47.61±22.05

p＜0.05

Mean GCS

04.13±01.75

09.33±03.51

p＜0.05

Mean depth of hematoma (mm)

15.77±06.05

16.57±08.63

p=0.603

Mean midline shift (mm)

13.86±06.12

07.51±04.39

p＜0.05

Dilatation of pupils

31

023

p＜0.05

TICH

17

058

p=0.623

Intraventricular hemorrhage

08

006

p＜0.05

AEDH

01 (02.1%)

046

ASDH

33 (29.2%)

080

Both

02 (16.7%)

010

Right

15 (16.5%)

076

Left

18 (25.7%)

052

Both

03 (27.3%)

008

Hypertension

06

011

p=0.125

Diabetes mellitus

06

011

p=0.125

Seizure

01

012

p=0.222

Antiplatelet agent

00

005

p=0.243

Reoperation

07

017

p=0.285

Preoperative hematoma expansion

09

043

p=0.442

Craniotomy

24

117

Craniectomy

12

019

ASDH/AEDH
p＜0.05

Site of hematoma
p=0.313

Method of operation
p＜0.05

GCS: Glasgow Coma Scale, TICH: 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ASDH: acute subdural hemorrhage, AEDH: acute
epidural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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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그 외에도 환자의 고혈압, 당뇨, 항혈전제 복

본원에서 수술 받은 두부 외상 환자 172명 중 사망한
환자는 36명 (20.93%)이었다. 사망군과 생존군으로 나누

용, 경련, 이전 뇌병변 여부는 사망률과는 연관성이 없었
다 (Table 1).

었을 때, 사망한 군의 평균 나이가 62.55세였고, 생존군
이 47.61로 나타났다 (p＜0.05). 사망군의 평균 GCS가

수술 후 예후와 연관된 요인들 비교

4.13이고 생존군은 9.33이었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

예후가 양호한 경우는 172명 중 75명, 불량한 경우는 97

었다. 사망군이 생존군에 비해 정중선 이동이 더 심한 것

명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평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하지

균 나이는 예후가 양호한 경우가 37.70세, 예후가 불량한

만 혈종의 두께는 사망군에서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으

경우가 60.81세로 나이와 예후의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

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경막외 출혈의 경우는 47

유의성이 있었다. 혈종의 두께와 예후와의 연관성은 없었

명 중 1명이 사망하였으나 경막하 출혈의 경우는 113명

지만 정중선의 이동 정도는 예후와 연관성이 있었다. 개두

중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경막외 출혈보다 경막하

술을 시행한 환자가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보다

출혈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개두

예후가 좋았고, 동공반사 이상,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술을 한 141명 중 24명이 사망하였고, 감압성 두개절제술

출혈 또한 예후와 연관이 있었다. 급성 경막외 출혈 환자가

을 한 경우는 31명 중 12명이 사망하였다 (p＜0.05). 동

급성 경막하 출혈 환자보다 좋은 예후를 보였고, 우측 출혈

공반사에 이상을 보이거나 뇌실내 출혈이 있는 경우는 그

이 좌측 출혈에 비해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

렇지 않은데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지만, 뇌실질내 출

술을 한 경우 나쁜 예후를 보였다. 반면에 고혈압, 당뇨, 및

혈, 재출혈, 및 재수술 여부는 사망률과는 연관성을 보이

경련 여부는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2).

TABLE 2. Factors related to outcome
Variables

Good progonosis (n=75)

Poor prognosis (n=97)

p value

37.70±19.78

60.81±18.24

p＜0.05

61 : 14

73 : 24

p=0.341

Mean GCS

10.97±02.72

06.13±03.23

p＜0.05

Mean depth of hematoma (mm)

18.17±09.28

15.04±06.90

p=0.016

Mean midline shift (mm)

Mean of age
Sex (male : female)

06.58±03.65

10.58±05.94

p＜0.05

Dilatation of pupils

02

53

p＜0.05

TICH

25

50

p＜0.05

Intraventricular hemorrhage

01

13

p＜0.05

AEDH

39 (83.0%)

08

ASDH

32 (28.3%)

81

Both

04 (33.3%)

08

Right

46 (50.5%)

45

Left

26 (37.1%)

44

Both

03 (27.3%)

08

ASDH/AEDH
p＜0.05

Site of hemorrhage
p＜0.05

Hypertension

04

13

Diabetes mellitus

04

13

p=0.079
p=0.079

Seizure

07

06

p=0.439

Anti platelet agent

01

04

p=0.280

Reoperation

06

18

p＜0.05

Preoperative hematoma expansion

20

32

p=0.371

Craniotomy

68

73

Craniectomy

07

24

Method of operation
p＜0.05

GCS: Glasgow Coma Scale, TICH: 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ASDH: acute subdural hemorrhage, AEDH: acute
epidural hemorrhage, GOS: Glasgow Outcome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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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수술의 원인이 된 경우는 12명이었고 출혈의 종류에

급성 경막하 출혈로 수술 받은 환자가 113명이었고 급성

따른 예후비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평균 나이는 급성

경막외 출혈로 수술 받은 환자는 47명이었다. 두병변이 동

경막하 출혈이 57.96세로 급성 경막외 출혈 35.19세에 비

TABLE 3. Comparison between acute subdural hemorrhage and acute epidural hemorrhage
Characteristic

ASDH (n=113)

AEDH (n=47)

57.96±19.66

35.19±19.60

Mean age
Sex (male : female)

p value

87 : 26

37 : 10

07.36±03.66

10.72±03.35

p＜0.05

46

04

p＜0.05

Right

61

28

Left

50

17

Both

02

02

Mean depth of hematoma (mm)

13.03±06.28

24.00±06.77

Mean midline shift (mm)

10.49±05.56

05.21±03.07

p＜0.05

TICH

52

17

p=0.252

Intraventricular hemorrhage

11

01

p=0.096

Peumocephalus

06

06

p=0.103

Preoperative hematoma expansion

33

11

p=0.454

Reoperation

14

03

p=0.261

Craniotomy

87

45

Craniectomy

26

02

09

01

p=0.165

02.53±01.32

04.23±01.00

p＜0.05

Mean initial GCS
Dilatation of pupils
Site of hematoma

p=0.744
p＜0.05

Method of operation

Seizure
Mean GOS

p＜0.05

ASDH: acute subdural hemorrhage, AEDH: acute epidural hemorrhage, GCS: Glasgow Coma Scale, TICH: 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GOS: Glasgow Outcome Scale

TABLE 4.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Group A (n=75)

Group B (n=97)

52 : 23

82 : 15

07.33±03.67

09.21±03.55

p＜0.05

33 (44.0%)

22 (22.6%)

p＜0.05

ASDH

66

47

AEDH

07

40

36 (48.30%)

39 (40.2%)

p=0.307

8 (10.7%)

6 (6.2%)

p=0.287

Mean depth of hematoma (mm)

14.62±06.37

17.78±09.09

p＜0.05

Mean midline shift (mm)

10.02±05.85

07.92±04.93

p＜0.05

Preoperative hematoma expansion

26 (34.7%)

26 (26.8%)

p=0.266

Reoperation

12 (16.0%)

12 (12.4%)

p=0.496

Hypertension

17 (22.7%)

0 (0.0%)

p＜0.05

Diabetes mellitus

16 (21.3%)

1 (1.0%)

p＜0.05

2.7 (%)

11 (11.3%)

p＜0.05

Craniotomy

62 (82.7%)

79 (81.4%)

Craniectomy

13 (17.3%)

18 (18.6%)

Sex (male : female)
Mean GCS
Dilatation of pupils

p value

ASDH/AEDH

TICH
Intraventricular hemorrhage

Seizure

p＜0.05

Method of operation
p=0.836

GCS: Glasgow Coma Scale, ASDH: acute subdural hemorrhage, AEDH: acute epidural hemorrhage, TICH: 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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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녀비는 급성 경막외 출혈이

다. 혈종의 두께는 B군에서 더 두껍게 나타났으나, 정중

87：26, 급성 경막외 출혈이 37：10이었다. 평균 GCS가 급

선 이동은 A군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학적

성 경막하 출혈에서 7.36으로 급성 경막외 출혈의 10.72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낮았고, 동공반사 이상여부도 급성 경막하 출혈의 경우

그 외에 뇌실질내 출혈이나 뇌실내 출혈 여부는 A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종의 두께는 급성 경막외 출

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재

혈이 더 두꺼웠으나, 정중선 이동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 더

출혈, 재수술 여부도 B군과 비교했을 때 A군에서 다소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높게 나오긴 했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이 있었다. 그 외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기뇌증, 경

고혈압과 당뇨는 A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련 및 재출혈 여부는 두 출혈군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

련은 오히려 A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05)

다. 수술 후 예후는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6개월 후 평균

(Table 4).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한 경우는 A군이 13명

GOS가 2.53, 급성 경막외 출혈에서 4.23으로 급성 경막외 출

(17.3%), B군이 18명 (18.6%)으로 차이가 없었다.

혈이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Table 3).

172명 중 수술 후 사망한 환자는 36명 (20.3%)이었다.
그 중 A군의 경우가 25명으로 33.3%, B군의 경우가 11명

연령에 따른 수술적 치료결과 분석

으로 11.3%였다. 이는 60세 이상 환자에서 60세 미만 환

본원에서 수술한 60세 이상 환자 75명의 남녀비는 52：
23 (69%：31%)이고, 60세 미만 환자군 97명의 남녀비는

자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82：15 (84%：16%)로 나타나 60세 이상 환자군에 비해 여

A군에서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경우가 14명 (18.8%), B군

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평균 GCS는

에서 양호한 예후를 보인 경우는 62명 (63.9%)으로 나타

A군이 7.33으로 B군 9.21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

났다. 예후가 나쁜 경우 A군에서 GOS 1점이 33.3%, 2점

학적으로도 유의성을 보였다.

이 25.3%, 3점이 22.7%이었으나, B군에서 각각 11.3%,

동공반사 이상이 나타난 경우는 A군이 33명 (44.0%)

13.4%, 11.3%로 나타나 B군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으로 B군 22명 (2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대로 예후가 좋은 경우 A군에서 GOS 4점이 16.0%, 5

A군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주병변인 경우가 66명인데

점이 2.7%로 B군 32.0%, 32.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해 급성 경막외 출혈이 주병변이 경우가 7명으로 B군

A군이 B군과 비교해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에 비해 급성 경막하 출혈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났다 (p＜0.05)(Table 6).

TABLE 5. Mortality of two groups
Group A
n=75
Death
Mortality

Group B
n=97

Total
n=172

25

11

36

33.3%

11.3%

20.3%

p value

Group B
(n=97)

에서 두부손상이 경미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수술적 치
료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인 경우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

p value

GOS
Poor Prognosis

찰

급성 경막하 출혈 및 경막외 출혈이 동반된 외상 환자
p＜0.05

TABLE 6. Surgical prognosis of two groups
Group A
(n=75)

고

p＜0.05

로 보고되고 있다.1-3,5-7,9,12,16) 가벼운 두통만 호소하는 정
도의 증상에서부터 혼수상태에 이르기까지 손상 받은 정
도에 따라 환자 상태는 다양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Bullock 등1)은 급성 경막하 출혈의 환자에

1

25 (33.3%)

11 (11.3%)

2

19 (25.3%)

13 (13.4%)

3

17 (22.7%)

11 (11.3%)

이 5 mm 이상인 경우 환자의 GCS에 상관없이 수술을

Total

61 (81.3%)

35 (36.1%)

고려하고, GCS 9점 이하의 모든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4

12 (16.0%)

31 (32.0%)

5

2 (2.7%)

31 (32.0%)

Total

14 (18.7%)

62 (63.9%)

2.29±1.17

3.59±1.35

서 CT상 혈종의 두께가 10 mm 이상이거나 정중선 이동

Good prognosis

Mean GOS

외압측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GCS 9점 이하의 모

GOS: Glasgow Outcome Scale

든 급성 경막하 출혈 환자에서 GCS가 2점 이상 떨어지
거나, 동공반사가 사라지거나, 뇌압이 20 mmHg 이상
p＜0.05

측정될 경우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고 하였다.
나이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수술적 치료 결과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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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6,12,14,18) Koo 등8)은 141

차이가 뚜렷하게 보였다. 반대로 혈종의 두께는 경막외 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

혈이 더 두꺼운 것으로 밝혀졌다.

술적 치료결과가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른 예후 인자를 배제하고도 두부외상 환자에서 연령

도 60세 이상 환자군의 사망률이 33.3%로 60세 미만군

이 수술 결과에서 차이를 보인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11.3%인 것에 비해 높으며,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도 60세 이상군에서 18.7%로 60세 미만군 63.9%와 비교

인자인 수술 전 GCS, 동공반사의 이상 여부 및 정중선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동 정도가 60세 미만의 환자와 비교해 나쁜 것으로 나

나이와 함께 환자의 의식상태(GCS)는 중요한 예후인자
중 하나이다.3,6,11,12,16) Oh 등17)은 수술 전 GCS가 3~5인

타났다. 따라서 60세 이상 환자에서 수술의 결과가 60세
미만 환자와 비교해 나쁜 것으로 사료된다.

7)

경우 사망률이 50~90%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Koç 등

결

은 높은 GCS (9~15)에서 기능적 회복이 보였으나 낮은 GCS

론

(3~8)에서는 23%만이 기능적 회복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원에서도 GCS가 높을수록 사망률은 낮아지고, 양호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들 중 60세 이상 환자의 경우 수
술 전 GCS, 정중선 이동, 동공반사 이상 같은 예후 인자

그 외 정중선 이동과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여
5,6)

가 60세 미만 환자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

9)

률 및 예후도 노년층에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는 CT에서 정중선 이동이 크고 뇌실질내 좌상이 보이는

60세 이상의 고령 두부외상 환자 치료 시 수술 결정에서

경우가 정중선 이동이 적고 좌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보다

부터 수술적 치료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

사망률이 높고 예후가 나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료된다.

부 등도 예후와 연관성을 보인다.

Kotwica와 Brzeziński

는 비록 뇌실질내 출혈여부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찾지
는 못하였지만 예후와의 연관성은 확인 할 수 있었다. 뇌

중심 단어: 외상성 뇌손상·수술적 치료·노인·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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