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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Analysis of Hydrocephalus Patients Who Underwent Shunt Surgery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Min Ki Kim, MD, Bong Jin Park, MD, Hee Sup Shin, MD, Seok Keun Choi, MD,
Sung Bum Kim, MD, Tae Sung Kim, MD, Bong Arm Rhee, MD and Young Jin Lim, MD
Department of Neurosurge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Objective: Ventricular enlargement and hydrocephalus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TBI) are relatively common findings. However, selecting patients for shunt surgery is difficult to determine and clinical outcomes after shunt surgery also
varies. In this clinical study, we analyzed clinical features and outcomes of hydrocephalus patients who have undergone
shunt surgery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Methods: Total of 162 patients underwent shunt surgery between January,
2006 and December, 2010. Among these patients, we reviewed patients’ medical records retrospectively and found neuroradiological findings of 17 patients with TBI. We divided patients into two groups: poor response to shunt surgery and
good response to shunt surgery. Within each group, we analyzed clinical diagnosis, operation methods to traumatic brain
injury, Glasgow coma scale (GCS), computed tomography (CT) scans, radionuclide cisternography and finally the interval
between TBI and shunt surgery. Results: Number of patients divided into each group were 8 and 9, respectively. GCS on
traumatic onset of each group were 5.5 and 9.8. And the differences of each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p=0.020).
GCS before shunt surgery were 8.5 and 11.1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diagnosis, and interval between TBI and shunt surgery. Conclusion: Hydrocephalus after TBI is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decreased
absorption of cerebrospinal fluid. In selecting patients for shunt surgery, thorough analysis of clinical manifestation (GCS
score) and neuroradiological images (radionuclide cisternography) should be considered. (J Korean Neurotraumatol Soc
2011;7: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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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 그 중에서 외상성 두부손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뇌실
확장 및 수두증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합병증이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는 사고 당시 손상 정도에 따라 상

며 인지장애 및 좋지 않은 예후의 신경학적 결과를 보이기

태가 다양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인

도 한다.6,12,13) 수두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두부손상 후 발생
한 뇌위축과 뇌척수액의 흡수장애 때문이라고 여러 문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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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하고 있으며1,2) 광범위한 임상적 영상학적 진단기준
도 보고되고 있다.4,9,10) 발생률은 문헌마다 차이가 있으나 적
게는 0.7% 많게는 86%까지 보고되고 있다.4,5,7,10,11) 외상성
두부손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두증은 나타나는 임상
양상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수두증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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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있어서 단락술은 가장 유용한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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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 환자에게 있어서 단락

disability), GOS 5 (good recovery)를 양호 예후군으로 나

술 시행은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변수들이

누어 평가하였다.

있어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두

모든 통계학적인 분석은 SPSS version 12로 하였으며 비연

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 환자에게 시행한 단락술의 임상

속 변수는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하였고 연속 변수는 paired

적 특징 및 결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t-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p＜0.05 인 경우를 통계학
적 유의성이 있는 차이로 규정하였다.

대상 및 방법
결

과

대 상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본과에 입원한 외상성

대상 환자 17명의 평균 나이는 52.5세 (12~75)였으며 남자

두부손상 환자는 332명이었으며 단락술을 받은 환자는 162

가 11명 (64.7%) 여자가 6명 (35.3%)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명이었다. 그 중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에 대해

많았다. 추적관찰 기간은 평균 34개월 (15~65)이었다. 외상

단락술을 받은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 신경학

성 두부손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9명으로 가장 많았

적 검사,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대상

다. 임상적 진단은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

은 전체 두부손상 환자의 5.1% 배액술 환자의 10.4%였다. 대

혈, 뇌 좌상 순이었으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

상 환자 중 수술 후 밸브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수술수기상

다 (Table 1). 수술 후 불량 예후군은 8명, 양호 예후군은 9

의 문제 및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단락제거술을 시행

명 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평

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수술 전 신경학적 상태는 Glasgow

균 나이는 불량 예후군이 50.5세, 양호 예후군은 54.2세로

Coma Scale(GCS)로 평가하였으며 요추 천자를 통한 뇌척

나이와 예후의 연관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수액 검사를 하였다. 영상의학 검사는 뇌전산화단층촬영

(p=0.440). 내원 초기 GCS score는 불량 예후군이 5.5, 양

(computerized tomography: CT)과 방사선 동위원소 뇌조

호 예후군은 9.8로 초기 GCS score는 예후와 연관성에서

검사(radionuclide cisternography)를 시행하였다. CT상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었다 (p=0.020). 수술 전 환자의 예후

뇌실확장지수(Evan’s ratio)로 측정하여 그 비가 0.3 이상, 방

를 평가한 GOS score는 불량 예후군이 2.75, 양호 예후군은

사선 동위원소 뇌조검사(radionuclide cisternography) 검

3.44였으며 외상과 단락술 간의 간격은 불량 예후군이 125

사결과 교통성 수두증 (Type IV) 일 때 수두증으로 진단하

일, 양호 예후군은 136일이었다. 두 항목 모두 예후와의 연

였다.

관성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요추 천자시 압력은 불
량 예후군이 121.3 mmH2O, 양호 예후군은 114.4 mmH2O

수술 방법
수술은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였으며 programma-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ble shunt device(Medtronic PS MedicalⓇ StrataTM Pro-

Number of patient

grammed valve, Minneapolis, MN)를 이용하였다. 초기

Age (years)

valve압은 1.5 (35~95 mmH2O)로 설정하였다. 단락기기는
대부분 비우성반구인 우측 Kocher’s point를 통해 우측 측
면 뇌실에 삽입하였으며 우측에 두개감압술이 되어 있거나
우측 뇌실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을 경우 좌측에 시행하였
다. 복강 내에 단락 원위관을 삽입한 후 복부 정면과 측면
방사선 촬영을 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술방법은 연구
군 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수술 후 결과 분석
수술 후 평가는 Glasgow Outcome Scale (GOS)에 따라
GOS 1 (death), GOS 2 (persistent vegetation state), GOS

Sex ratio (M : F)

17
52.4±18.4
11 : 6

Causes of TBI
Traffic accident

09

Fall down

03

Slip down

05

Clinical diagnosis (one or more)
SDH

11

SAH

12

EDH

04

Contusional Hrr

08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f patients.
TBI: traumatic brain injury, SDH: subdural hemorrhage, SAH:
subarachnoid hemorrhage, EDH: epidural hemorrhage, Hrr: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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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response to shunt surgery
Variable

Poor response group

Number of patient

Good response group

p-value

8

9

50.5±15.8

54.2±21.2

0.440

5:3

6:3

1.000

GCS on admission

005.50

009.8

0.020

GOS before shunt

002.75

003.44

0.081

Interval from trauma to shunt

125.1

136.0

0.810

LP pressure (mmH2O)

121.3

114.4

0.207

Cisternography

3

6

0.347

Craniectomy

5

4

0.335

Cranioplasty

3

3

1.000

Age (years)
Sex ratio (M : F)

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of patients. GCS: Glasgow Coma Scale, GOS: Glasgow Outcome Scale, LP:
lumbar puncture

TABLE 3. Outcome of shunt surgery of PTH
Poor response group

Good response group

% of GR

Tribi et al. (2000)

23

25

52.1

Licata et al. (2001)

46

37

44.6

Mazzini et al. (2003)

5

8

61.5

Choi et al. (2008)

7

4

36.4

Current study

8

9

52.9

Date are number of patients. GR: good response, PTH: post-traumatic hydrocephalus

였으며 예후와 연관성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p=

을 미치기 때문에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이 발생

0.207). 방사선 동위원소 뇌조검사(radionuclide cister -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보고되고 있다. Waziri

nography)는 불량 예후군이 3명, 양호 예후군은 6명에서

등14)은 두개감압술을 시행하였을 때 열려진 두개골로 인해

시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판독에서는 모두 교통성 수두증

뇌 내 구조물이 노출되고 뇌지주막하 공간으로부터 정맥동

(Type IV)으로 나타났다. 두개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는 불

으로 이어지는 지주막 육아조직 기능이 감소되어 뇌척수액

량 예후군이 5명, 양호 예후군은 4명이었으며 모두 9명으로

유출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도

전체 환자의 53%였다 (Table 2). 수술 후 합병증은 3명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valve 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1명은 valve압 조절을 시

데 Choi 등4)과 Tian 등13)은 지주막하출혈이 뇌척수액 순환

행하였으며 2명은 단락기기 교체를 시행하였다.

을 차단하고 지주막 육아조직에서의 뇌척수액 흡수를 방
해하며 혈관연축이나 허혈성 뇌손상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찰

고 보고하였다. 뇌실 내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 Choi
등4)은 출혈 후 생겨난 혈전이 뇌실의 경로를 막음으로 수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은 1914년 Dandy가
1,2,4,10)

보고한 이후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어 왔다.

두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두증이

증상으로

발생한 후 단락술을 시행한 환자 중 두개감압술을 시행한

본 발생 빈도는 0.7~29%이나 CT 등의 영상학적 진단기구를

환자는 53%였으며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보인 환자는

4,10,11)

이용한 발생 빈도는 30~86%로 보고되고 있다.

수두

70.6%로 나타났다. 그 외에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

증에 나타나는 임상적인 징후는 의식저하, 인지장애, 실금,

두증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초기 GCS score, 나

시간이 지나도 신경학적 증세호전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 의식소실 기간 등이 보고되고 있다.10,13)

또한 수두증은 외상 후 뇌위축으로 발생되는 뇌실 확장과
4)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 환자에게 단락술을

감별해야 한다. 외상성 두부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경막하

시행 후 환자의 예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호 예후

출혈이나 경막외출혈 외에도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를 보인 환자군은 9명으로 52.9%였으며 보고된 다른 논문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 등 다양한 경로의 뇌손상이 발생

들과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3). 예후

할 수 있으며 뇌부종이 심할 경우 두개감압술을 시행하기도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한다. 외상성 두부손상이 다양한 방면에서 뇌 대사에 영향

GCS score가 높은 환자에서 수술 후에도 좋은 예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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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0.020). Mazzini

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10)

등 도 수술 전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좋은 상태일 때
수술 후 좋은 예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Marmarou 등9)은
정상 뇌내압의 수두증 환자에게 단락술을 시행했을 때 임

중심 단어: 외상성 두부손상·수두증·단락술.
■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8)

상적 호전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Licata 등 은 두개감압술
같은 적극적인 수술을 시행받았던 수두증 환자들에서 좋은
예후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수두
증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임상학적 진단뿐 아니라 CT,
뇌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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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marou 등9)은 수두증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영상학적 진
단 뿐 아니라 요추 천자를 통한 뇌척수액의 압력과 용적을
분석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확인하는데 중요하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두증을 진단하는데 있

5)
6)
7)

어 요추 천자를 통한 뇌척수액검사와 CT, 방사선 동위원소
뇌조검사(radionuclide cisternography)를 시행하였으며
예후와 관련해서 요추 천자시 압력은 통계학적인 연관성은
없었다.

8)
9)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은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 GCS score 외에도

10)

여러 인자들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후를 예측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진단학적 방법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고 예후 판단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11)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12)

외상성 두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나 두개감압술 등과 같은 인자 등과 연관되어 뇌척

13)

수액의 흡수가 감소하여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외상성 두
부손상 후 발생한 수두증에 대해 시행한 단락술의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수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어
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을 결정하기 전 방사선 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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