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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외상성 경막상 및 경막하혈종의 자연흡수에 관한 

전산화단층촬영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교실 

함창곡·이 승로·박동우·최 선 원·주경 빈·이 상길 

Computed Tomography(CT) of the spontaneous Resolution of 

Traumatic Epidural and Subdural Hematomas 

Chang Kok Hahm, M.D. , Seung Ro Lee, M.D. , Dong Woo Park, M.D. , 

Kyung Bin Joo , M.D. , Sang Gil Lee, M.D. 

Department of Diagnostin Radilogy, School of Medicine , Hanyang University 

During the period of four years and three months from January 1985 to March 1989 , 29 cases 

in 27 patients with traurnatic epidural and subdural hematomas which resolved spontaneously 

on sequential CT examinations, at th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 show the following 

results 

1. Of 29 hematomas , there are 20 epidural hematomas including 9 cases(45 %) in parietal area , 

and 4 cases(20 %) in frontal area, and 9 subdural hematomas iacluding 6 cases(66 %) in 

temporal area 

2. The thickness of all hematomas in less than 2 cm 

The thickness of hematoma is 1.0-2.0 cm in 10 epidural hematomas(50 %), and less than 

0.5 cm in 5 subdural hematomas(56 %) 

3. The size decreace and complete resolution of hematoma within 4 weeks show 24 of 29 

hematomas(83 %), of which 18 hematomas(62 %) show that between 2 and 4 weeks 

4. no difference between absorption rates of hematomas as the degrees of type or size of 

hematomas is present 

I 서 등료 
」

두부손상환자에서 ， 놔의 구조석연 손상이냐 혈종에 

의한 뇌간둥의 중추기관의 압박으로， 심한 뇌의 기능 

본 연구는 1988년도 한국땅사션의학재단 학술 연구비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이 논문은 1 989년 5월 19일 접수하여 1 989년 6월 1 일에 채 
댁되었음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에 즉시 선산화단층촬영술(이하 

CT라고 함)을 시챙하여 헐종의 위치를 확인한후 응 

급수술을 시행하여 왔다1 - 4 1 또한 특벨한 신경학적인 

이상이 없이 두개강내헬종을 동반한 경우에서도， 혈 

종을 재거하지 않고 지속시킬경우， 렬종의 크기가 커 

져서 뇌간등의 압박을 초래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 

킬수 있을 것이라는 판녕혜문에 많은예에서 응급수술 

을 시 행 하여 왔다5-9 ) 

그러나 이렇게 헬종의 크기가 커지 는 예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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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F 

2 

2 

M 

4 
2 

3 

4 

4 

2 

\ Sex 

age \\ 

2.10 

로， 매교적 증상이 가배운환자에서 동반펀 혈종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자연흡수가되어가는예들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어 왔다10， 11) 

저 자들은 두부외 상환자중 엄 상증세 의 정도가 약한 

환자에서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CT 추석검사 

상 혈종의 크기가 강소 또는 자연흡수펀 >1]교적 많은 

예들을경험하였기에 그 결파를운헌고찰과함께 분석 

보고하는바이마. 

2 

2 H 대상 및 방법 

1 985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 만 4년 3개월간 한 

양대 학교 부속병 원에 서 급성 두부외 상으로 CT를 시 행 

하여 외상성 경막상및 경막하혈종으로 진단되었으냐， 

신경학적인 이상및 증세의 악화가 없어 응급수술을 시 

행하지 않고， 판찰하였으며 CT추석검사결과 혈종의 

크기 감소및 소실을 보였던 환자27예및 이들예에서의 

29개 뱅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께가 아주 앓고 종괴효과가 뚜렷하지않은 혈종을 

가지역， 신경학적이 상이나 정신상태의 변화없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던 판자들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 

다. 

CT는 Somatome DR3을 이 용하였고 횡 단절펀(axi. 

a1 scan)을 시 행하였으며 두개골 기저부는 2mm 그이 

상은 8mm우께의 절펀으로 촬영하였으애， 간격은 3 

mm로 하였마. 

CT상 병밴이 넓게 펴져 분포하는 경우는 가장두껍 

고많이 분포하고 있는부위를 중심뱅밴부위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혈종의 두께측정은 횡 단 

절현상 혈종이 가장 크게 보였던 절펀에서 혈종의 내 

측경 계부터 두개골내판의 내측경계까지 걸이가 가장 

언부위를 측정하였다. 

또한 외상의 원인 ， 임상증세와 의식상태， 두개골 골 

절의 유우및 위치 ， 추석검사기간및 기간밸 CT소견들 

을 후향석방법 ( retrospective1y)우로바교분석하였마. 

층에 짜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냐 전체석으로 약 2. 5대 

1의 닝l 율로 남자가 않았마(Table 1) 

27 (1 00 %) 8(30%) 19(70 %) Total 

2. 외상의 원인 

대 상A로 하였 던 27예 중 교통사고에 의 한것 이 13예 

(48 % )로 가장 않았고， 이외 추락한예와 원인이상의 

경우가 각 5예(1 9 %), 구타둥에 의한것과 넘어진경우 

가 각 2예 (7 %) 등이였 다. 

3. 임상적 관찰 

3- ], 외상직후의 의식상태 

외상후 의식장애없이 정상이었던 경우가 16예 (59 

% )로 가장 않은 분포를 보였으여 기연상태 (drowsy 

state)는 8예 , 혼미 상태 (stuporous s tate)는 2예 , 반혼 

수상태 부터 정 상까지 파동상태 (fluctuating state)를 보 

인 1예 둥￡로 많은 수에서 비교석 영료한 의식상태를 

보여주었고， 외상직후 수초이상의 의식소실이 있었던 

경우가 7예였는데， 그중 4예 는 곧 정상의식상태로 회 

복되었으며 ， 3예에서는 기연상태로 되었다. 

3-2. 임상증세 및 징후 

환자들의 증세는 경한증세안 두통이 있었던 경우가 

19예 (70 %)로 가장 않았으며 ， 오성구로를 보인 예는 

11예 , 강응성 (irritability)및 핸휘 (dizzi ness)를 보인예 

가 각각 4예， 1예 있었다. 그러고 일부 심부건반사의 

항잔소견이 보이는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3예， 혈성이 

루 (b1oody o torrhea)및 혈성 비루(b1oody rhinorrhea)가 

각각 3예예에서 있었고， 경련， 언어차질(s1urred 

speech) , 운동성 쇠 약(motor weakness)을 보 인 경 우 

가 각각 1예 씩 있었고， 내원당시 동공의 변화와 

Bahinski 징 후는 나타냐지 않았다(Tab1e 2) 

- 507 -

과 

69세까지로 마양하였A며 연령열 

고른분포를 보였고， 남여바는 연령 

ill. 걸 

1. 연령및 성별 

환자는 2세부터 

환자수도 바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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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mptoms and Signs 

S ymptom and Sign 

Symptom 

No of patients 

headaehe 

nausea, vomJtmg 

irritabi lity 

dizziness 

Sign 

focal neurological deficit 

bloody otorrhea 

bloody rhinorrhea 

selzure 

slurred speech 

motor weakness 

4. 경막상및 경막하혈종의 분포 

19 

11 

4 

3 

3 

대 상A로 하였던 총 27예의 환자에서 발견되었던 29 

뱅소중 경막상혈종은 20예 (69 %)였고， 경 막하혈종은 

9예 (31 %)였마. 경막상및 경막하혈종의 위치는 측두 

부및 두정부가 각각 9예로 마른 부위보마 않았A며， 

경막상혈종으로는 두정부， 천두부， 측두부의 순으로 

많이 위치하였고， 경막하혈종은 측두부에 많은 분포 

( 66 %)를 보였다(Table 3) 

5. 혈종의 크기 

혈종의 두께는 전예에서 2cm 이하였￡며 ， 경막상 

혈종의 경우는 0. 5 crn 이 하가 l예 , O. 5 cm -1. 0 cm가 

Table 4. Thickness of Hematoma, Skull fracture 

Hematoma EDH 
thickness 

(cm) 
< 0.5 Location 0.5- l.0 l.0-2.0 

Frontal 2(2) 2(1) 

Temporal 3 

Parietal 6(3) 3 

Occipital 

Tentorial 

Pesterior fossa 1(1) 1(1) 

9(6) 10(2) 
Total 

20(8) 

Note.-( ); Skull frecture on simple radiogaph 

Table 3. Location of Hematomas 

Hematoma EDH SDH 
Total 

Location Rt Lt Rt Lt 

Frontal 1 3 5(17 %) 

Temporal 3 3 3 9(31 %) 

Parietal 3 6 9(3 1 %) 

Occipital 2 3( 10 %) 

Tentorial 1( 4 %) 

Posterior fossa l 2( 7%) 

10 10 5 4 
Total 

20(69 %) 9(31 %) 29(1 00 %) 

9예， 1. 0-2. 0 cm가 10예이었고， 경악하혈종의 경우 

는 0. 5 cm 이하가 5예 0.5- 1. 0 cm가 1예， 1. 0-2. 0 

cm가 3예둥으로 경막상혈종을 보인예에서는 1. 0-2. 

o cm 크기의 혈종이 많이 분포하였으냐 경악하혈종의 

예에서는 0.5 cm 이하의 혈종이 많이 분포하였다 

(Table 4) 

이 헬종들은 CT 소견상 대부분의 예에서 정한 종괴 

효파를 보였다(Fig . 1, 2) 

6. 추적조사 

3일에서부터 7개월까지 시행한 CT추적검사상 혈종 

이 완전허 흡수되었던 20예에서는 경 막상혈종이 12 

예， 경막하혈종이 8예였다(Fig. 1, 2) 

또한 혈종이 완전흡수될 때까지 추석검사를 시행하 

지는 옷하였으냐 시간경과에 따라 혈종의 크기가 강소 

SDH Total 

< 0.5 0.5-l.0 l.0-2.0 EDH S DH 

1(1 ) 4(3) 1(1) 

4(2) 1(1) 3 6(3) 

9(3) 

2 1 

1(1 ) 1(1) 

2(2) 

5(2) 1(1) 3(2) 20(8) 9(5) 

9(5) 29(13) 

• ; One of these cases had fracture line at the contralateral side of the hernat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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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nitial CT scan (a ) showed 
subdural hematoma (0.5- 1.0 cm 
thickness) with minimal mass effect 
at the left temporoparietal area and 
resolved after 17 days(b) 

a 

b 

한 경우는 9예로 경막상혈종이 8예 ， 경막하혈종이 1예 

였고 추적검사기간은 3일에서 3개월까지였다(Table 

5) 

7. 두개골 골절의 빈도 

단순 두개골 방사선사진소견상 뚜렷한 골절을 보였 

던 경우는 1 3예로， 경막상첼종이 있었던 예에서 8여1. 

경막하혈종의 예에서 5예였3켜 ， 이중 11예에서 혈종 

파 같은위치에 두개골골절이 동반되었고(Fig. 3), 경 

막상혈종및 경막하헬종의 각각 1예에서는 골절이 혈 

종과 서로 반대측에 위치하였다. 그러고 동반되었던 

골칠의 대마수는 선상두개골골절이었다. 

Fig. 1. Epidural hematoma(about 
2 cm thickness) with minimal mass 
effect is located at the posterior 
fossa of the left on the initial axial 
CT scan(a) and resolved after 40 
days(b) 

b 

이러한 골절을 보였던 예들은 경막상혈종으로서는 

대개 0.5- 1. 0 cm 크기의 혈종에 서 두정부， 전두부， 

후두부에 각각 3, 2, 1예의 골절을 동반하였고， 후두 

와의 경막상혈종과 천막의 경막하혈종 전예에서 두개 

골 골절을 동반하였다(Table 4). 

8. 동반 손상 

경막상및 경막하혈종이외의 손상소견들은 뇌기종 3 

예 ， 뇌내출헬 3예， 지주막하출혈 1예 둥 7예가 있었고， 

그외 모상건막하혈종(subgaleal hematoma) 8예 였우 

며 ， 두개 골골절이외 골절이 안연골， 쇄골， 치골， 사지 

장골(long bon e )둥 5예 에 서 있 었 다. 

-509-



1989 -第 4 號大韓放射線훌훌쩔會픔 第25卷

Table 5. Follow-up Study 

Resolution Inconsplete Complete 
Total 

(lWk 

1 - 2Wk 

2-4Wk 

1- 3Mo 

3-6Mo 

6Mo( 

4 

2 

얘
 3 

l 

l 

SDH EDH 

2 

6 

SDH 
1 

l 

6 

EDH 
14 

1
• 

ζ
U
 
n
ι
 14 

1i 

Durcction 

8 8 12 

29 

Fig. 3. Linear fracture line(ar
row) is visualized at the left side 
parietal area on simple skull A-P 
view(a) and shows epidural hem
atoma at the sáme side on axial 
CT scan(b) 

9 20 Total 

러 한 흡수기 전은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직학석 

으로상기와같은피막이 경막상및 경막하혈종에서 오 

두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Leclercq 동14 )도 두꺼운 섬유막이 미성숙동상혈판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경막상및 경악 

하혈종에서 유사한 흡수기전이 있응을 알았다. 

경막상및 경막하 혈종에서 자연흡수가 이루어지기 

천에 혜로는 일시석으로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혈종의 

크기가 정진적으로 증가하는 예가 보고되었는데 

5,15-1 7) ’ 저자들의 경우에서는 1예에서 12일째의 CT 

추석검사소견상 경막상헬종의 팽창이 있었다(F ig.4) 

이 는 Pang 둥11 )이 주장하는 생 리 석 과정 으로， 파 낭이 

형성된후 파막내 상투압이 증가하고 주위 조직액등을 

흡수하여 피막내 긴장(Strain)이 초래되거냐 변성세포 

들의 파괴둥￡로 안하여 때호는 모세혈판의 연속석인 

파열이 얼어냐 더욱 팽창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Labadie 둥18， 1 9 )은 피 막내 에 섬 유용해 작용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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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막상및 경악하혈종의 흡수기전에 대하여， 

Lindenbergl2 )와 Klingle r 둥13 )은 경 막상혈종의 자연 

흡수는 경악측A로 섬유혈판성 신생막이 배열하고 이 

를통해서 흡수가 일어난마고 하였마. 즉 표파경막혈 

판들의 혈판주위세포요소들파 경막측에 배열하고있는 

내피세포들은 경 막외혈종에의해 증식되어 식세포， 혈 

판아세포， 섬유아세포들을 형성하여 헐종의 가장자리 

로 자라녀와 혈종외측표연을 덮어 막을 형성하여 피낭 

화 시키고 이후 약 6일후 혈판아세포가 동상혈판 

(sinusoids)을 형성하게되며 경막연혈관들이 서로연결 

펀다. 

헤모시데런탐식대식세포들 빛 마른 변성혈구， 혈 

청성분들이 동상혈판의 투파성이 큰 벽의 세포질간극 

들을 통해 경막혈류내로 흘러들어가게되어 흉수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막상 또는 경악하혈종에서 이 

N，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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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The thickness of the epidural hematoma is slightly increased (about 3 mm) on 12days fo llow up axial CT 
scan(b) than initial scan(a) and completely resolved after 4 months(c) 

여 성유소분열 생성물을형성시키고이 파섬유소용해 

상태 는 재 출혈을 더 욱 증가시 키 고， 또한 kinin파 다른 

혈판자극성 물질들은 전화계 (conversion system)에 의 

해 활성화되 어 동상혈판의 투과성을 더욱높힌 결파에 

의한것으로 설명하고 았다. 

이러한 첼종의 팽창은 대개 2-3주간 일어냐며 그후 

동상첼판이 성숙되 연 간극의 수및 천공의 감소와 더 불 

어 교원질섬유가 막에 축석되어 혈판백투파성이 감소 

하기 시작하고， 더욱 신생막이 않이 형성되으로써 혈 

종의 크기가 감소되는것으로 알려져왔다. 

1. 임상적 관잘 

Merino-Devillasante 퉁21 )은 두뇌외상환자 100영 

의 CT 검 사결파 임 상증상의 경중파 CT이 상유우와의 

판계는 매례하며， 임상증상이 심할수록 CT는 전예에 

서 이상소견이 나타났마고 보고한 반연 ， French 둥4 ) 

은 두뇌 외 상환자 1000영 의 CT검 사결과 임 상증상의 

경중파 CT이 상유우와의 판계 는 비 례 한마고 올수없으 

며， 의식상태 가 영료하고 천혀 신경학적이상소견이 

없는 환자카켠 환자의 27 %로서 이중 13%에서 CT 

상 이상소견이 냐타났마고 하는 동의 서로 상반펀 보 

고로 아직 임상증상과 CT이상소견과의 관계가 정립 

되어있지 뭇하다. 

저자들의 경우에서는 모든예에서 혈종의 두께가 2 

cm 야하였고， 이들에서의 혈종의 두께의 정도와 임상 

증상의 경중파는 비교석 판련이 없었다. 

또한 국소신경학적 이상이 있었던 3예에서 혈종의 

두께는 모두 1 cm이상이었으냐 이들에서도 임상증상 

의 경중파 혈종의 두께정도는 비례하지 않았다. 

2. 스테로이드제재와 고삼투성 제재 

스테로이드와 상투성제재로b뇌부종을‘ 치료하므로 

써 혈종의 자연흡수경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상 

으로 하였 던 환자들에 서 oradexon 20 mg/day , mann

It이 3- 4 cc/kg정 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는 Bender 등 

10 )의 만성경악하혈종에서 스테로이드가 환자의 회복 

을 촉진시키고 합영증을 감소시킨마고 하는 보고와， 

Glover 동22)의 dexamethasone이 오허 려 신생 막형 성 을 

억제시키고 헬종의 팽창을 억제시켰마는 사살을 보고 

한것 동의 여러보고에 근거하였다. 

3. 혈종의 자연흘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혈종의 두께 

Apfelbaum 둥23)은 혈종이 실질적으로 흡수될수있 

으며， 신경학적인 이상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는 일 

정부파이하이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마. 즉 혈종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능력한도내의 혈종부 

파이어 야 한다. 

Pang 둥11)은 50 cc이하의 초기용적(최대두께로는 

약 12. 3 mm에 해 당함)을 가진 혈종은 자연홉수가 되 

는 경헝:이며 ， 만연에 약 55 cc이상의 초기용석(최대두 

께는 약 12. 4 mm이상)을 지난 혈종의 경우는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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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용적이 팽창되는 시기에는 더이상의 흡수능이 

미치지뭇하고 수술적인 방업 εL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저자들의 경우에서도대개 작은크기의 혈종으로자 

연흡수되었음을 보여주며， 최대두께는 더 큰 2.0 cm 

정도까지도 흡수능력 뱀위내에 있였음을 보여주었마. 

Watanabe 둥24 )은 혈종의 두께 가 20 mm이 하의 혈 

종의 경우 더 이상의 크기팽창없이 흡수되었마고 보고 

한 반연에 , Sakai 둥25 )은 40 mm 두께 까지 혈종이 커 

졌으나 의식상태는 오히려 좋아진 경우와 30 mm로 커 

진 혈종에서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였던 

경우를 보고하였다. 

저자들의 예들중 1예에서， 12일후의 CT추석검사상 

경막상혈종의 크기가 3mm정도 더 커진것이 발견되 

었으냐 Weinman 둥2이이 설정 한 응급수술을 위 한 임 

상지표인 현휘의 증가， 비대칭성 사지기능의 출현， 동 

안신경이상둥의 증세가 없었고， 4개월후의 추석검사 

상 혈종이 소실되었기해문에， 혈종의 크기보마는 주 

의깊은 임상척인 판찰이 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마고 할수 있겠 다. 

2) 혈증의 위치 

측두부의 정막상혈종의 현휘， 동공이상， 반신불수 

등을 초래하는 반도가 더 높고， 뇌헤르니아를 너 빨리 

초래 하는데 이 는 uncus가 초기 에 내 측으로 이 동되 어 

동안신경및 중뇌에 앙력을 주고， 또한 중뇌변형으로 

이차적인 중뇌수도폐쇄를 일으켜， 수두증을 초래하여 

두개강내앙 상승뿐 아니라 뇌척수액저장소로서의 기 

능을 없애게되며 혜 로는 한곳￡로 올런 측두부각(ho. 

rn) 부분이 종괴효파를 더욱 가중시켜 비교석 작은 크 

기의 혈종에 서도 수술이 필요한 것이라고 Pang 동11 ) 

은 주장하였다. 

그러고， 후두와는 천막상공간에 비해 비교석 용적 

이 석고 한정된 공간이며 ， 주요중추기관들이 많이 위 

치하여 이곳의 혈종은 종괴효과에 의해 씌간동의 압 

박으로 위험하므로 즉시 수술적처치를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저자들의 경우에서는 경막상및 경악하혈종이 측두 

부에 많은 분포를 보였으냐 비교석 혈종의 두께가 앓 

아 자연흡수되는 율이 높았으며 , 후두와에 위치한 2예 

의 경막상혈종에서도 제 4뇌실을 앙박하는 종괴효과 

는 경하게 나타났을뿐 그 이상의 이상소견이 없어 흉 

수가 잘 진행되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기간 

Pang 둥11)은 혈종의 팽창시기는 수상후 첫주에서 

부터 3주사이 가 가장 흔하며 일반석 A로 흡수는 4주에 

서부터 시작되어 수주간 지속펀마고 하였으나 정확한 

기 간은 언급하지 않았마. 

따라서 첫주에서부터 3주간까지에는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위험률이 높으으로 주의깊게 판찰하는 것이 필 

요하며 안대로 신경학석으로 안정되는 시기인 3주이 

상에서는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우므로 보존적치 

료가 이상적이며， CT추석검사도 이시기에는 꼭 필요 

할 것으로 주장하였마. 애로는 수상직후 6주에서 6개 

월까지에도 만성경막상혈종이 지속되어 뇌앙박을 초 

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판통상후 33년 

후까지 혈종이 흡수되지않고 남아서 증상을 일으킨 보 
고도 있다26， 27) 

혈종의 완전한 흡수를 보였던 저자들의 20예에서는 

경막상혈종의 경우 2-4주사이에서 완전흡수를 보인 

것이 총 1 2예중 6예 (50 %)로 가장 않았고， 경막하혈 

종의 경우에서도 2-4주사이에서 완천흡수를 보였던 

예가 총 8예중 6예 (75 %)에서 보여， 경막상및 경막하 

혈종모두가 2-4주에 서 가장 많은 흉수를 보여 Pang 

등11 ) 보마는 빠른 흡수기간을 보였마. 

또한 완전히 흡수될애까지 추석검사를 시행하지는 

옷하였으나 혈종의 크기 가 감소된 9예 중 8예 에 서 4주 

이내에 많은 흡수가 보여서 Pang 등11 )의 보고와는 조 

금 마른 양상을 보였다. 저자들의 경우에는 1. 0 cm이 

하의 비교적 작은크기의 혈종이 더 많이 분포하며 50 

세이하의 활동성이 많은 남자에서 비교석 많은분포를 

경막하혈종은 47, 14 %에서 두개골골철파 합영하였으 

며 대마수가 측두부및 두정부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였 

마. 

4 ) 두개골골절과 혈종과의 관계 

이 , 정등28， 29 )은 두개 강내 출혈군중 53. 55 %가 두 

개 골골절과 합뱅 하였고， 경 막상혈종은 80.46 %에 서 , 

경악하혈종은 47.14 %에서 두개골골절과 합명하였다 

고하였다. 

저자들의 경우는 경막상및 경악하혈종의 자연흡수 

를 보인예중 단순 두개 골방사선사진상 뚜렷 한 골절을 

보였던 경우가 48 %이고， 경막상혈종은 40 %에서 경 

악하혈종은 56 %에서 두개골골절과 합명하였으며 ， 

대 마수가 두정부， 전두부， 측두부에 서 말생 하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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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4년 3개월간의 CT추석검사상 경막상및 경악하혈종 

익 자연크기감소및 흉수를보인환자 27예와이예들에 

서의 29개 영소를 대상으로 마음과 같은 결롱을 얻었 

다. 

1. 대상으로 하였던 29뱅소중， 경막상혈종은 20예 

로 두정부와 전두부에서 각 9예 (45 %) , 4예 (20 %)씩 

분포하고 경막하 혈종은 9예로 측두부에 6예 (66 %)가 

분포하였다. 

2. 헬종의 두께는 전예에서 2cm이하였A며， 경막 

상혈종은 1. 0-2. 0 cm의 두께 의 예 가 10예 (50 %) , 경 

악하혈종은 0.5 cm이하의 두께의 예들이 5예 (56 %) 

로 비교석 않았다. 

3. 혈종의 크기 감소및 완전흡수는 4주이 내에 서 24 

예 (83 %)에서 보여 대부분을 냐타내었고， 이중 2-4 

주에서가 18예 (62 %)로 가장 않았다. 

4. 혈종의 흡수되는 정도는 혈종의 크기냐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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