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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Intracranial metastasis is responsible for nearly 50% of mortalities of systemic cancers. Although its 

frequency is increasing and there is little doubt that improving the quality and expectancy of life is the final goal, 

the mode of treatment is still disputed. The authors report the postoperative motor function after surgery in patients 

with metastatic tumors around the motor cortex. 

Materials and Methods：We studied 24 patients with metastatic tumors around the central sulcus during the last 

22 months. Motor function was assessed pre- and post-operatively as well as its response to corticosteroids. MRI, 

neuronavigation system and 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 were used for tumor localization and functional MRI and 

cortical stimulator were used to define the motor cortex.  

Results：Single metastasis was found in 13 cases(54%) and 11 cases(44%) had multiple foci. Thirteen cases were 

located in precentral, 7 in postcentral, and 4 in superior or middle-frontal lobe. The most common primary focus was 

the lung(16 cases). There was no difference in postoperative motor function improvement between the steroid responsive 

group and non-responsive group(92% versus 90%). Ninty-two percent of the patie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f motor function and lived independently but there was worsening in the upper extremity in one and in another no 

improvement. Whole brain radiation of 3000cGy was given in all cases and 4 patients died of recurrence in primary 

or intracranial focus during mean follow-up periods of 14 monthes.  

Conclusion：Surgery may provide substantial improvement of the motor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metastatic tumors around the motor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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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이성 뇌종양의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빈도가 암 환자의 약 20~4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실

제 성인에서 가장 많은 두개강내 종양이라고 할 수 있으므

로6)20)22)27-29)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치료방

법의 선택에 있어 여러 이견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치료의 

목표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전

이 위치에 따른 증상과 징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

나 편측 마비는 가장 흔한 증상 및 징후 중의 하나이다19)27). 

편측 마비의 발생은 대부분에 있어 종양자체나 이에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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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종에 의해 반대측 대뇌 반구의 일차운동중추가 압박

되어 발생한다. 방사선 수술에 의한 전이성 뇌종양의 좋은 

치료 성적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종양의 양

적 제거에 의한 생명의 연장에 대한 것이고4)11)15)26), 치료 

후 운동마비의 호전 등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는 없다. 따

라서 저자는 전이성 뇌종양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 후 

생존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남은 여명기간동안 환

자가 얼마나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

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반대측 편측 마비를 초래한 운동중

추 주변의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후 운동마비의 

호전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대상 및 방법 
 

지난 1998년 7월 1일 부터 2000년 4월 30일 까지 본원

에 내원한 전이성 뇌종양환자 중 운동중추 주변에 종양이 위

치하여 편 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마비 정도를 내원 당시, 수술 전 부신피질호르몬

제 치료 후, 수술 후에 각각 비교하였다. 수술 전 부신피질호

르몬제는 환자가 내원하여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투여

하였으며(평균 8일), 수술 후 운동마비 정도의 평가는 퇴원

시점(수술후 평균 28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운동마비의 평

가는 6단계의 근육 운동력의 단계(0 단계；근육수축이 안

됨. 1 단계；근육수축이 겨우 보이나 관절 운동이 안됨. 2 단

계；중력을 없게 하면 부분적 범위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의 힘. 3 단계；중력을 이길수 있는 전범위의 운동을 수

행할 수 있는 근육의 힘. 4 단계；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을 함께 이길 수 있는 전범위의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

육의 힘. 5 단계；중력과 최대의 저항을 이기며 피로 없이 

수차례 전범위의 운동을 시행할 수 있는 힘)8)와, Karnofsky 

Performance Scale13)을 이용하여 수술전보다 수술후 향

상된 경우 운동마비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최대한 

운동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Fig. 1) 술전에 시행하여 운동 중추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수술중 초음파, Ojemann 피질 자극기 및 뇌항법 장치를 사

용하여 각 환자들의 정확한 종양의 위치와 운동중추를 파

악하였고(Fig. 2, 3), 이 부위를 피하여 종양으로 접근을 시

도하였으며 아울러 수술 중 뇌 피질의 절개와 뇌 견인을 최

소한으로 하였다. 전이성 뇌종양의 수술 적응증은 뇌 이외의 

타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고 종양이 원발 부위에만 국한되

어 있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다발성 뇌 전이를 일으

킨 경우는 가능한 여러 종양을 모두 제거하려고 시도하였다. 

통계학적 검정은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이용 하였

고 p<0.05일때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     과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60.6세(47~74세)였고 남녀 성비

는 1.4：1 이었다. 13례(54%) 에서는 하나의 전이성 종양

만을, 나머지 11례(44%) 에서는 2개 이상의 전이성 뇌종양

을 가지고 있었다. 편 마비를 초래한 종양의 위치를 살펴보

면 중심구 전부위에 13례로 가장 많았고, 중심구 후부위에 

7례, 상전두엽부위 또는 중전두엽부위에 4례가 위치하였다

(Table 1). 전이를 일으킨 원발종양의 장기를 보면 폐가 16

례로 가장 많았고, 위장관 6례(대장 3례, 십이지장 1례, 위 

1례, 식도 1례), 간 1례, 갑상선 1례의 빈도를 보였으며, 조

직학적소견으로 선암이 13례로 가장 많았고, 편평 상피 세

포암이 8례, 대 세포암, carcinosarcoma, 간암등이 1례씩 

Fig. 1. Functional MR image demonstrating activation of the
motor cortex. A：The motor area displaced anteriorly by the
tumor. B：The motor area displaced posteriorly by the tumor. 

AAAA BBBB 

Fig. 2. A：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 and its finding. B：Ojemann cortical stimulator and i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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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수술전 부신피질호르몬제 치료에 의한 운동마비 호

전 유무가 수술 후 마비 호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

았으나 수술 전 반응정도에 따른 두 군간의 수술 후 운동마

비 호전 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반응군；92% 

비반응군；90%, Table 1). 수술은 편측 마비를 일으킨 종

양은 전례에서 전 적출 하였으며 수술 후 전체 뇌 방사선치

료를 3000cGy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92%에서 편 마비의 

호전을 보여 단독생활이 가능하였다(p<0.01, Table 1). 호

전을 보이지 않은 2례중 1례는 하지는 호전되어 보행이 가

능하였으나 상지의 마비가 술전보다 악화되었고, 나머지 1

예에서는 상, 하지 모두 수술 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 그 외

의 수술합병증은 전례에서 없었다. 추적기간(평균 14개월)

중 4명이 수술부위의 종양의 재발이나 뇌내 타 부위의 종양 

그리고 원발성 종양의 악화등에 기인되어 사망하였다. 

 

고     찰 
 

전이성 뇌종양의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술전 

전신상태, 신경학적 상태 및 전이 종양의 위치가 많이 고려

된다15)19)27). 부신피질호르몬, 방사선치료 및 외과적 적출이 

많이 사용되는 치료방법들이고 최근에는 방사선 수술이 전

이성 뇌종양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일부 종양에서

는 항암제를 치료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13). 방사선 수술

의 경우 환자의 생존기간은 연장시키지만 치료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마비 등의 호전여부에 대한 보고는 거

의 없다4)11)15)26). 치료 후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을 사는 전

이성 뇌종양환자의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

며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평균 생존율이 단지 약 4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12)14)25). 이들 치료 방법들중 방사

선치료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원발암의 전이가 제한되어 있

고 전이된 뇌종양의 위치가 수술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경우 수술적 제거와 수술 후 전체 뇌 방사선치료가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이다1)2)5)6)14)21)30).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전이성 뇌종양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도움

이 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치료 방법의 선택, 

특히 수술 적응증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원발암으로 

부터 타 장기로 전이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고 여명기간이 최

소한 2개월 이상 예상되는 단발성 전이의 경우에 수술 적

응증이 된다고 하나 일부 저자들은 다발성 전이 경우도 수

술적으로 전부 제거가 가능하면 단발성 뇌 전이와 예후가 같

다고 보고하였다3). 저자는 전이성 뇌종양환자 중 원발부위

와 뇌 전이를 제외한 신체 다른 부위에 종양의 전이가 없

는 환자에서 증상을 일으킨 단발성 뇌 전이환자를 그 적응

증으로 삼았고, 또한 다발성 뇌 전이의 경우 증상을 일으킨 

종양만 제거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가능하면 그 전부를 제거

하였다.  

전이성 뇌종양의 발생위치로는 대뇌반구에 가장 많고 소

뇌, 뇌간부 순으로 발생한다6)7). 대뇌반구로 전이되는 전이

성 뇌종양의 많은 수에서 운동중추 주변의 피질하에 위치

하여 반대측 편측 마비를 초래한다19)27). 이 부위의 수술은 

수술 후 운동마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예후가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전이암 환자의 경우 신경외과 

의사들 마저 수술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날

이 갈수록 전이성 뇌종양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여러 수

술 기법 및 진단기기들의 발달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히 중심선 주변

으로 전이가 발생하여 편측 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경우 수

술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진단기, 뇌항법 장치 및 수술 중 

초음파를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 파악을 하였고 기능적 자

기공명영상진단기 및 피질 자극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일차

운동중추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일차운동중추와 종양의 위

치에 따라 transsulcal 또는 transcortical 접근방법을 선

택하였다.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하였고 전이성 뇌종

양은 그 크기가 비교적 작고, 주변 뇌 조직과 경계가 잘 지

워지므로 단시간 내에 전적출이 용이 하였다. 일차운동중추

의 신경교종에 대한 수술 후 운동기능의 보존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는데9)10)16-18)23)24),수술적 측면에서 볼 때 전이성 

Fig. 3. A：Preoperative axial enhanced T1-weighted MR im-
age. B：Enhanced T2-weighted MR image shows the subcortical
mass in left precentral gyrus. C：Intraoperative mapping of the
cortex. D：Immediate postoperative photograph showing good
motor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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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에 대한 수술이 보다 쉽다고 생각된다. 전이성 뇌종

양은 신경교종과 같이 주변 조직으로 침윤은 하지만 그 정

도가 적고 종양의 경도 및 색깔 등으로 주변과 잘 경계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술전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치

료에 의해 운동마비가 호전된 경우에 있어서, 수술 후 운동

마비의 회복도 잘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수술 전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반응을 보였던 경우와 보이지 않았던 경우를 수

술 후 평가해 보았으나 반응군은 92%, 비반응군은 90%에

서 수술 후 편 마비의 호전을 보여 두 군간의 차이는 없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술 전 부신피질호르몬제 치료의 반

응유무에 따른 수술 후 운동마비의 호전을 예견할 수 없었다. 

부신피질호르몬제에 반응을 보인 경우는 아마도 부종에 의

한 증상으로 생각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는 동반

된 부종보다는 종양자체에 의한 운동중추의 압박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저자들의 경험으로 수술 전 편측 마

비가 있었던 중심구 주변의 전이성 뇌종양환자들은 수술 후 

대부분에 있어서 수술 합병증 없이 운동마비의 호전을 보

였으며 이는 수술대상을 적절히 션택하고 수술 전에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진단 등을 시행하고 수술 중 초음파, 피질 자

극기 및 뇌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중심구 주변의 전이성 뇌종

양환자를 수술하면 수술의 큰 합병증없이 환자의 운동마비

의 호전을 이루여 향후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저자들의 경험으로 운동중추주변에 발생한 전이성 뇌종

양의 수술적 치료 후 약 92%에서 단독생활이 가능하게 되

었다. 중심구 주변의 전이성 뇌종양 환자에서 수술 대상을 

적절히 선택하고 정확한 수술 전 검사와 수술방법을 시행 한

다면 완치는 아니지만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동중추 주변의 

전이성 뇌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좋은 보존적 치료방

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General profiles and motor status of metastatic brain tumor patients 

NO Age/Sex Primary site Multiplicity Location Preop. 
Motor 

Preop. 
Kps Steroid Postop. 

Motor 
Postop. 

Kps Histologic type 

 1 57/M Stomach 1 Precentral 1/5 50 - 4/5  90 Adeno ca. 

 2 69/F Lung 3 Precentral 5/4, 5/5 70 + 5/4, 1/4  60 Large cell ca. 

 3 71/F Lung 1 Precentral 3/4 60 + 4+/4+  90 Carcinosarcoma 

 4 72/M Duodenum 2 Precentral & SFG 3/3 50 - 1/4+  60 Adeno ca. 

 5 66/M Thyroid 1 Postcentral 4/2 50 + 5/4  80 Adeno ca. 

 6 54/F Lung 2 Precentral 2/3 50 + 5/5 100 Adeno ca. 

 7 63/M Esophagus 1 Precentral 1/3 70 + 4-/4+  90 Squamous cell ca. 

 8 58/M Lung 1 MFG 4-/4- 40 + 5/5 100 Squamous cell ca. 

 9 43/M Liver 1 Postcentral 0/0 40 + 4+/4+ 100 Hcc 

10 74/F Colon 3 Postcentral & MFG 3/1 50 - 4+/4+  90 Adeno ca. 

11 60/F Rectum 6 SFG & MFG 3/3 50 + 5/5  80 Adeno ca. 

12 59/M Lung 3 Precentral 4/2 60 - 4/4  90 Squamous cell ca. 

13 49/F Lung 1 Precentral 4/4 70 + 4-/4+  90 Adeno ca. 

14 68/F Rectum 2 Postcentral 4-/4- 60 - 4/4  80 Adeno ca. 

15 61/M Lung 3 MFG 0/2 50 + 4+/4+  90 Adeno ca. 

16 60/M Lung 2 Postcentral 4-/4+ 70 + 5/5  90 Squamous cell ca. 

17 47/M Lung 1 Precentral 4+/4+ 70 + 5/5 100 Adeno ca. 

18 47/M Lung 3 Precentra & SFG & MFG 3/4- 60 - 5/5 100 Adeno ca. 

19 73/F Lung 2 SFG  4-/4- 60 + 5/5  90 Adeno ca. 

20 73/F Lung 1 Precentral 4/4 70 - 4+/4+  80 Adeno ca. 

21 64/M Lung 1 Precentral 4+/4+ 60 - 4+/4+  70 Squamous cell ca. 

22 59/M Lung 1 Precentral 4/4 60 - 5/5  90 Squamous cell ca. 

23 62/M Lung 1 Postcentral 4/4 60 + 4/4  70 Squamous cell ca. 

24 47/F Lung 1 Postcentral 4/4 70 - 4+/4+  80 Squamous cell ca. 
Motor：upper/lower extremity, KPS：Karnofsky Performance Scale, SFG：Superior Frontal Gyrus, MFG：Middle Frontal Gyrus, 
HCC：Hepatocellular Cancer, +：responsive to steroid, -：unresponsive to ste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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