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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Manifestations and Treatment of Hypothalamic Hamartoma
Jiwon Lee1, Hee Joon Yu1, Jae Yeon Kim1, Ji Hye Kim2, Jung‐Il Lee3, Hyung Jin Shin3, Munhyang Lee1,
Jeehun Lee1
Departments of 1Pediatrics, 2Radiology and Imaging science, and 3Neuro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radiolog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hypothalamic hamartoma (HH) and to delineate various treatment modalitie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1 patients with HH at Samsung Seoul Hospital between 1997
and 2013.
Results: Mean age of diagnosis was 2.7 years. Seven patients had intractable epilepsy, seven exhibited precocious puberty,
and four had both. Gelastic seizure was the most common seizure and was intractable to medications. The patients with the
intrahypothalamic type (18.2%) had no precocious puberty, while those with the parahypothalamic type (36.4%) didn’t have
seizures. Patients (n=6) with intractable epilepsy underwent gamma-knife radiosurgery (GKS); five of these patients responded to this treatment.
Conclusions: The most frequent presenting symptoms of HH were gelastic seizure and precocious puberty. The location and
size of tumor defined by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ffected presenting symptoms and the selection of surgical
treatment. GKS can be considered if the patients showed intractable epilepsy and the size of tumor is less than 2 cm in
diameter.
Keywords: Hypothalamic hamartoma, Gelastic seizure, Precocious puberty, Gamma-knife radiosurgery

하며 뇌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이

서 론

5,6

발달하면서 이를 통한 진단이 용이해졌다.
과오종(hamartoma)은 성숙단계에 이른 세포가 정상세포에

시상하부 과오종의 주요한 증상은 웃음발작(gelastic seizure),

비해 그 수와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서 발생하는 양성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 그리고 행동 및 인지장애 등이

1,2

이는 신체의 어느 기관에나 발

며 증상의 유무 및 중증도는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

생할 수 있으며 이 중 뇌의 시상하부 과오종(hypothalamic

타난다.2 웃음발작은 영아기부터 발생하기도 하며 스스로 조

hamartoma)은 뇌실의 기저에 위치하며 특이한 양상의 발작

절할 수 없는 상동적인 웃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국소운

종양과 유사한 병변이다.

3,4

과 성조숙증 등의 특징적인 임상양상을 보인다.

이는 매우

동발작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다른 발작이 동반되기도 한

드문 종양으로 100,000-1,000,000명 중 한 명의 빈도로 발생

다.3,7 과오종에 의한 발작은 대부분 항뇌전증약제에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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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 않고 뇌전증 뇌증(epileptic encephalopathy)을 보이기도 한
8,9

다. 분리술은 그 중 한 치료로 폭 넓은 적응증을 갖는 장점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들 중 인지 및 행동 장애를 보이

이 있지만 과오종과 주변 조직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치

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아직 밝혀지

료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21

다.

10,11

지 않았다.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에서 발생하는 성조숙증

현재까지 시상하부 과오종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증례보

은 시상하부-뇌하수체-성선 축이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진성

고와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양상에 대한 연구가

성조숙증으로 2차 성징이 평균값보다 표준편차의 2배 이상

있었으며 최근 내시경을 이용한 분리술에 대한 보고가 있었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임상적으로 성인기에 저신장을 초래

다.

할 수 있으므로 생식샘자극 호르몬(gonadotropin-releasing

대하여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국내 한

hormone, GnRH) 작용제를 이용한 호르몬 치료를 한다.12

의료기관에서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부 과오종의

13,18,19,22,23

이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치료방법 및 그 효과에

시상하부 과오종과 연관된 발작의 발생기전은 아직 알려

임상양상과 치료방법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 진단과

5,8,13

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료 효과는

첫 번째 가설은 시상하부 과오종에 존재하는 신경세포가

시술 후 뇌 MRI상 병변의 크기감소, 음영변화 유무,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여 발작이 발생한다는

발작의 빈도감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것이고 두 번째는 시상하부에 근접한 과오종이 간뇌(diencephalon)와 변연계(limbic system)를 자극하여 발작이 유발된

대상 및 방법

다는 가설이다. 세 번째 가설은 시상하부 과오종에서 시작된
발작파가 대뇌 피질로 전달되어 이차적인 발작원을 형성하

본 연구는 1997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여 전신발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6,8,14 이러한 시상하부 과

소아청소년과 및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뇌 MRI에서 시상하

오종과 뇌전증의 병리기전에 관한 여러 가설에 근거해 내시

부 과오종으로 진단받은 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

경적 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gamma knife

자들은 평균 6.05년의 기간 동안 추적관찰되었으며 저자들은

surgery, GKS), 고주파 열응고 치료(radiofrequency thermocoa-

환자들의 임상양상, 뇌 MRI 소견, 항뇌전증약제에 대한 반

gulation), 그리고 분리술(disconnection operation) 등의 수술방

응, 수술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해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

8,10,15-20

석을 시행하였다.

법 및 결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종양제거수술은 처음 제안된 수술적 치료로 완전제거를

저자들은 과오종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하여 뇌 MRI T1 강

통해 시상하부 과오종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병변의 위

조영상에서 종양과 제3뇌실과의 위치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치상 완전제거가 어렵고 혈관 및 신경손상, 기억력 저하 등

나눈 Kameyama 등 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Figure 1): 1)

의 합병증의 위험이 크다.15 이를 보완하고자 시도된 GKS는

시상하부 내 유형(intrahypothalamic type): 종양이 제3뇌실 안

현재까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고 수술로 인

쪽에 위치하는 경우, 2) 시상하부 곁 유형(parahypothalamic

한 합병증이 적은 이점이 있다. 반면에 시상하부 과오종의

type): 대뇌다리사이오목(interpeducular fossa)을 향하여 아

크기나 위치에 따른 수술 효과의 차이 때문에 적응증이 제한

래로 확장하는 경우, 3) 혼합형(mixed hypothalamic type): 이

1,3

적이었다.

10

대표적으로 병변의 크기가 2 cm 이상이거나 무

러한 두 유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뇌전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평가는 International League

경형인 경우 GKS의 효과가 적어 다른 치료를 고려할 수 있

A

B

C

D

Figure 1. Schematic diagrams showing the three types of hypothalamic hamartoma according to Kameyama, et al.10 Intrahypothalamic type (A) extends medially into the third ventricle, parahypothalamic type (D) extends inferiorly into the interpeduncular fossa,
and mixed hypothalamic type (B, C) is mixture of medial and inferior ext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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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Epilepsy (ILAE)의 분류를 따라 발작 빈도의 변화를

장시간 비디오-뇌파를 시행한 환자는 1명(환자 10)이었으

기준으로 여섯 군(분류 1: 발작의 완전 소실, 분류 2: 전조만

며 검사에서 임상적으로 웃음발작과 함께 팔다리를 과도하

있음, 분류 3: 연간 1-3일 발작이 있음, 분류 4: 발작이 이전과

게 움직이는 복합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hypermotor

비교해 50% 이상 감소, 분류 5: 이전과 비교해 발작이 감소

seizure)이 나타나는 동안 뇌파에서는 극파가 전반적으로 발

하였으나 50% 이상 남아 있음, 분류 6: 발작의 변화가 없거

생하였다.

24

성조숙증을 보인 환자 7명 중 4명은 여아, 3명은 남아였으

나 증가함)으로 나누었다.

며 발생 연령은 8개월에서 10세 6개월까지 평균 5.4세였다.

결 과

여아의 경우는 유방발아, 월경출혈, 음모가 나타났고 남아의

1. 임상 양상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황체형성호르몬과 난포자극호르몬의

경우는 고환의 용적증가와 음모발달을 보였다. 성조숙증을
기저치는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 GnRH 자극검사에서는 7
11명의 대상 환자 중 남자는 5명, 여자는 6명이었다. 진단

명 환자 모두 황체호르몬이 기저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시 연령분포는 1개월에서 10세 6개월로 평균 2.7세였다. 첫

양성반응을 보였다. 골연령은 1명(환자 7)을 제외한 6명에서

증상으로 발작을 보인 환자는 7명이었고 성조숙증을 나타낸

역연령보다 평균 1년 3개월(분포, 4개월-1년 7개월) 증가하였

환자는 3명이었으며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환자가 1명

다. 임상적으로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는 4명의 환

있었다(Table 1).

자에서 선별검사로 실시한 황체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기

첫 증상으로 발작을 보인 7명 중 5명의 환자는 웃음발작이

저치 검사와 골연령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이 환자들에서

초기 증상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복합부분발작과 전신강

GnRH 자극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6명은 7세 이전에 성조

직간대발작을 보였다. 발작의 발생 시기는 평균 27.6개월(분

숙증이 발생한 경우로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였고 나머지 1

포, 1개월-6세)이었다. 웃음발작이 발생한 시기는 3명은 영아

명은 10세 6개월에 발생하였지만 GnRH 자극검사상 황체호

기였고, 나머지 2명은 각각 3세와 5세였다. 웃음발작은 1분

르몬이 기저치의 5.5배로 뚜렷한 증가를 보였고 성인이 되었

미만 동안 반복하여 갑자기 울거나 웃는 양상이었고(n=3),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신장을 예방하고 성조숙증으로 인한

갑자기 우는 듯한 소리를 내다가 고함을 지르거나 웃는 소리

환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호르몬 치료를 하였

로 바뀌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n=2)도 있었다.

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7명의 환자는 평균 3년 10개월간, 만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hypothalamic hamartoma
Case Sex
1

F

Age at
diagnosis

F/U
(yr)

Presenting
Symptom

Response
to AED

PP
(onset age)

HH size
(long axis, cm)

HH type

8 mon

12.4

GS.CPS.GTC.PP

None

Yes (8 mon)

2

M

None

*

Neuropsychological
disorders

2

F

6 yr

4.6

CPS.PP

None

Yes (6 yr)

2.7

M

Mild MR: FSIQ 75

3

M

3 yr

5.3

GS.CPS.GTC.PP

None

Yes (6.5 yr)

1.8

M

Mild MR: FSIQ 81
ADHD

4

M

1 yr

4.9

GS.GTC

None

N/A

1.1

I

None

5

M

6 mon

2.6

GS

Partial
response

N/A

1.8

M

None

6

F

2.5 yr

6.7

PP

N/A

Yes (2.5 yr)

2

P

None

7

M

10.5 yr

5

PP

N/A

Yes (10.5 yr)

1

P

None

8

M

5 yr

8.1

GS.PP

None

Yes (9 yr)

1

M

Moderate MR: FSIQ 46

9

F

1 mon

3.5

None

N/A

N/A

2

P

None

10

F

1 mon

8.8

GS.CPS

None

N/A

1.2

I

Mild MR: FSIQ 75
Paranoid PD

11

F

2.7 yr

1.6

PP

N/A

Yes (2.7 yr)

1.6

P

None

GS, gelastic seizure; CPS, complex partial seizure; GTC, 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AED, antiepileptic drug; PP, precocious
puberty; MR, mental retardation; FSIQ, full scale intelligence quotient;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D, personality
disorder; N/A, not associated.
*
10
HH types according to Kameyam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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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 GnRH 작용제 치료를 받았다. 치료에 대한 효과는
GnRH 작용제 치료 3개월 뒤 시행한 성호르몬수치 검사결과

Table 2. Relation between symptoms and type of hypothalamic hamartoma
Clinical presentation

및 2차 성징의 임상양상으로 평가하였다. 호르몬 치료를 받

Seizure

Precocious puberty

로 낮게 유지되었고 임상적으로는 유방발아를 보였던 여아

Intrahypothalamic type (n=2)

2

0

4명 모두 치료 후 유방발아가 감소하고 진단 시 Tanner 2단

Mixed hypothalamic type (n=5)

5

4

Parahypothalamic type (n=3)

0

3

Total (n=10)

7

7

은 환자 모두 황체형성호르몬의 기저치가 사춘기 수치 이하

계였던 남아 2명이 1년 이상의 호르몬 치료 후 Tanner 1단계
로 변화를 보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증상이 없는 시상하부 과오종은 뇌 MRI를 시행할 가능성
1,25,26

이 낮아 정확한 발병률을 예측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3. 치료

는 한 환자(환자 9)가 증상이 없이 산전초음파상 지주막낭종
(arachnoid cyst)이 의심되어 출생 후 시행한 뇌 MRI상 우연

1) 항뇌전증약제 치료(Table 1)

히 시상하부 과오종이 발견되었다. 이 환자는 생후 8개월에

뇌전증이 발생한 7명의 환자 중 세 종류 이상의 항뇌전증

내시경적 개창술(endoscopic fenestration)로 지주막낭종을 치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4명(57.1%)이었고 나머지 3명은 두 종

료하였고 시상하부 과오종에 대해서는 3년 6개월의 추적관

류 이하를 복용하였다. 7명의 환자 중 약물 치료 후 발작의

찰기간 동안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빈도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는 없었다. 한 환자(환자 4)는

본 연구에서는 외래 추적관찰 중 문진 시 동일한 연령의
정상군과 비교했을 때 발달이 늦거나 기억력 감소, 학습능력

levetiracetam과 valproic acid를 복용하면서 전신발작은 사라
졌으나 웃음발작은 지속되었다.

감소 등의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총 4명의 환자가 인지기능 검사를

2) 수술 치료

받았고 그 중 한국형 웩슬러 소아용 지능검사를 실시한 3명

총 11명의 환자 중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는 6명이었고 이

(환자 2, 3, 8)에서 경계성에서 경도에 이르는 언어성 지능 및

들은 임상적으로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뇌전

동작성 지능의 저하를 보였다. 나머지 한 명(환자 10)은 소아

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다(Table 3). GKS를 받

기에는 지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세에 한국형 웩슬러

은 환자는 6명이었으며 개두술을 통한 부분종양제거수술을

성인용 지능검사로 평가한 결과 평균 이하의 언어성 지능과

받은 이후 GKS를 받은 환자가 1명, GKS 이후 내시경적 분

경계성의 동작성 지능저하를 보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리술(endoscopic disconnection)을 받은 환자가 1명이었다.

서는 편집성 인격장애를 진단받았다. 이외에 주의력 결핍으
로 판정된 환자가 1명(환자 3)이 있었다.

GKS를 받은 환자들 중 종양의 긴 지름이 2 cm를 초과하
는 경우가 1명, 2 cm 이하인 경우가 4명으로 평균은 1.7 cm
이었다. GKS 시행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종양의 크기와 MRI

2. 뇌 MRI 소견 및 증상과의 관계

상 종양의 음영은 변화하지 않았다.
GKS 이후 발작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ILAE 분류 1)는 2명

모든 환자에서 병변은 T1 강조영상에서 정상 회백질과 같

(33.3%), 50% 이상 감소한 경우(ILAE 분류 4)는 3명(50%), 그

은 신호 강도를 보였으며, 조영증강은 보이지 않았다. T2 강

리고 변화가 없는 경우(ILAE 분류 6)는 1명(16.7%)이었다.

조영상에서는 정상과 같거나(n=5) 회백질보다 약간 높은 신

발작이 50% 이상 감소한 5명의 환자들은 평균 4.4개월이 지

10

호 강도(n=6)를 보였다. Kameyama 등 의 분류에 따른 시상

난 시점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4명의 환자에서 웃음발작

하부 과오종의 위치는 혼합형이 5명(45.5%), 시상하부 곁 유

외의 다른 발작은 GKS 2-6개월 후 모두 사라졌다. 발작의 종

형이 4명(36.4%), 그리고 시상하부 내 유형은 2명(18.2%)이었

류에 따른 변화는 시술 전 복합부분발작만 있었던 환자(환자

다. 시상하부 내 유형 환자 2명 모두는 발작을 보였으나 성조

2)는 GKS 시행 2개월 후 발작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웃음

숙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상하부 곁 유형 환자 4명은 무

발작을 보인 5명 중 3명은 GKS 후 변화가 없었으며 1명(환

증상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모두 성조숙증이 있었

자 10)은 증상이 완전 소실되었고 1명(환자 5)은 빈도가 50%

으나 발작을 보이지 않았다. 혼합형 환자 5명 중 4명에서 발

이상 감소하였다.

작과 성조숙증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발작만 나타
났다(Table 2, Figure 2).

환자 1은 생후 8개월에 웃음발작 및 질 출혈을 주소로 내
원하여 시행한 뇌 MRI에서 시상하부 과오종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생후 18개월에 개두술을 통한 부분종양제거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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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izure semiology, brain MRI findings, and surgical treatments
Brain MRI
Case
1

HH size
*
HH type
(long axis, cm)
2

M

Operation Radiation dose
(Age, yr)
(Gy)
STR (1.5)
GKS (13.2)

Change in
brain MRI

Seizure outcome
Type of seizure: reduction

Time of improvement
after surgery (mon)

No change

GS: <10%
CPS, GTC: seizure free

5

15

2

2.7

M

GKS (7)

12

No change

CPS: seizure free

2

3

1.8

M

GKS (6.5)

17

Minimal decrease

GS: >50%
CPS, GTC: seizure free

5

5

1.8

M

GKS (4.8)

17

No change

GS: >50%

4

8

1

M

GKS (6)
ED (7.4)

17

No change
>50% decrease

GS: <10%

5

10

1.2

I

GKS (15.5)

17

Minimal decrease

GS, CPS: seizure free

6

HH, hypothalamic hamartoma; GS, gelastic seizure; CPS, complex partial seizure; GTC, 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 M, mixed
hypothalamic; I, intrahypothalamic; P, parahypothalamic; STR, subtotal resection; GKS, gamma‐knife radiosurgery; ED, endoscopic
disconnection; N/A, not associated.
*
10
HH types according to Kameyama et al.

A

B

C

D

E

F

Figure 2. Brain MR images of the three types of hypothalamic hamartoma. (A, B) Mixed type hypothalamic hamartoma in patient 1.
A 2 cm sized well-defined mass lesion with iso-signal intensity on T1WI is seen at the preoperative time (A) and slightly high signal
intensity on T2WI 3 years after operation without decrease in size (B). (C, D) Intrahypothalamic hamartoma in patient 4.
Preoperative MRI shows a 1.1 cm sized well-defined mass at the right hypothalamus (C) with iso-signal intensity on T1WI.
Postoperative MRI shows no significant interval change (D). (E, F) Parahypothalamic hamartoma in patient 7. A 1 cm sized mass
arises at the left inferior aspect of tuber cinereum with iso-signal intensity on T1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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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 과오종의 임상 양상과 치료

받았으며 병리소견에서 시상하부 과오종이 확인되었다. 수

서는 5세 이후에 발생한 환자가 4명이었고 평균 5.4세에 발

술 후 발작과 성조숙증이 호전되지 않아 성조숙증에 대한 호

병하여 이전의 연구에 비해 늦게 발병하였다. 이는 실제로

르몬 치료와 항뇌전증약제 투여를 지속하였다. 10년 후인 12

발병이 늦었을 가능성과 발견이 늦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세에 발작의 양상이 복합부분발작과 전신강직간대발작으로

것으로 판단된다.
9

변화하였으며 13세에 GKS를 시행하였다. GKS 시행 6주 후

Deonna와 Ziegler 는 난치성 뇌전증에 이환된 기간이 길수

복합부분발작과 전신강직간대발작이 소실되었으나 웃음발

록 행동이상과 발달장애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Kameyama

작은 매일 5-6회의 빈도로 지속되고 있다.

등 의 연구에서는 26명 중 14명(56%)의 환자에서 정신지체

10

환자 8은 5세에 시작된 웃음발작으로 6세에 GKS를 받았

가 있었고 이는 시상하부 내 유형보다는 시상하부 곁 유형에

으나 발작이 지속되어 7세에 내시경적 분리술을 받았다. 수

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연

술 후 2년째 시행한 뇌 MRI상 과오종의 크기는 50% 이상 감

구에서는 정위적 고주파 열응고 치료(stereotactic radiofre-

소하였으나 시상하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으며 6년 5개

quency thermocoagulation, SRT) 후 발작이 소실되면서 인지

월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발작의 빈도는 감소하지 않았다.

기능이 호전되고 행동장애가 사라지는 결과를 보여 장기간
의 발작이 뇌전증 뇌증을 일으켜 행동장애나 인지기능 저하
10

고 찰

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문진 시 뚜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비교적 다수의 시상하부 과

렷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 4명에게 지능검사를

오종 환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하여 환자들의 임상양상 및 치

시행한 결과 경계성에서 경도에 이르는 인지기능 저하를 확

료방법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환자들

인하였다. 이 중 3명은 뇌 MRI 유형 중 혼합형 환자였고 1명

의 임상양상을 발작, 성조숙증, 인지저하, 그리고 행동문제로

은 시상하부 내 유형이어서 시상하부 곁 유형에서 유의하게

구분하여 증상의 발생률 및 임상적 경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의 빈도가 높았던 Kameyama 등 의 연구와 차

뇌 MRI를 바탕으로 과오종의 크기 및 주변조직과의 위치관

이가 있었다.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

계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임상양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선별검사가 필요

상을 확인하고 수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조기 치

시상하부 과오종은 발작, 성조숙증, 행동이상, 그리고 인

10

료가 필요하다.

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는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시상하부 과오종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해상도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발작을 보인 환자는 7명, 성조숙증을

뇌 MRI이며 뇌 MRI를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와 주변 조직과

보인 환자가 7명, 그리고 무증상인 환자가 1명이었다. 이 중

의 관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10,21,30 본

웃음발작을 보인 환자는 5명(71.4%)으로 타 연구 결과와 같

연구에서는 Kameyama 등 의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가장 많

7

이 시상하부 과오종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발작이었다.

은 유형은 종양이 제3뇌실 안에서 대뇌다리사이오목으로 확

뇌전증에 대한 약물 치료 후 부분적 반응을 보인 1명을 제외

장하는 혼합형(45.5%)였다. 시상하부 내 유형의 환자는 발작

한 6명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항뇌전증약제에 대한 반응이

을 보였으나 성조숙증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시상하부 곁

2,3,15

또한 뇌전증을 가진 7명의

유형의 환자는 이와 반대로 성조숙증을 보였으나 발작을 보

환자들에서는 발작이 시상하부 과오종의 첫 증상이었으며

이지 않았다. 또한 혼합형의 환자는 대부분 발작과 성조숙증

없는 난치성 경과를 보였다.

7

10

을 모두 나타내었다. 이전 연구에서도 시상하부 과오종의 위

이는 다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성조숙증의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나, 1-3세의 이른 연령에
발생하는 성조숙증의 75%는 시상하부 과오종에 의해 발생
27

1

1

치에 따른 임상양상의 차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Arita 등

의 연구에서는 시상하부를 침범하거나 제3뇌실의 모양을

한다. 진성 성조숙증은 빠른 신체의 성장 속도와 골격계의

왜곡시키는 경우(intrahypothalamic type, 시상하부 내 유형)에

성숙을 보이면서 여아의 경우 유방 및 음모가 함께 발달하고

는 모든 환자가(n=4/4) 웃음발작을 보였고 제3뇌실의 기저부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의 용적증가가 같이 존재할 때 성조숙

에 위치하거나 주변 구조물의 변위가 거의 없는 경우

12,28

증을 의심하고 호르몬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본연

(parahypothalamic type, 시상하부 곁 유형)에는(n=6/7) 주로

구에서 성조숙증을 보인 7명의 환자들은 이러한 기준에 만

성조숙증만을 보였다. 위 저자들은 시상하부 내 유형의 경우

족하여 진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았으며 남녀 간의 빈도차이

종양에 존재하는 발작유발성 신경세포의 활동이 종양에 의

는 없었다. 시상하부 과오종과 관련된 성조숙증은 대부분 4

해 변형된 주변회로를 통해 대뇌 피질로 전달되어 발작이 발

29

세 이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생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성조숙증은 GnRH의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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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비에 의해 일어나므로 두 가지 유형에서 모두 발생할

반응을 경과관찰 중이다.
14

수 있으나 시상하부 곁 유형에서는 과도한 활동성을 보이는

GKS는 1997년 Kuzniecky 등 에 의해 처음으로 시상하부

종양내의 GnRH 신경세포가 시상하부 내 유형에 비해 잘 유

과오종으로 인한 웃음발작 환자에게 시도하여 시술 20개월

1

35

지되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상하부 과

후 발작이 소실되었고 1998년 Arita 등 의 연구에서도 여러

오종과 회백융기(tuber cinereum)의 부착 관계에 따라 무경형

양상의 발작을 보이는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의 난치성 뇌전

(sessile type)과 유경형(pedunculated type)으로 분류한 Boyko

증이 GKS 후 호전됨을 보고하였다. GKS의 이점은 현미경적

31

4

등 과 Striano 등 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들

제거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 기억

의 연구에서 무경형은 과오종에서 발생한 발작파가 웃음발

력 저하, 혈관 손상, 뇌하수체 기능저하 등의 합병증을 피할

작의 본질적인 발작원으로 작용하고 과오종과 연결된 변연

수 있는 것이다.13,15-17,36 비록 수술에 대한 반응은 다른 수술

계의 신경세포를 통한 이차적인 발작파가 다른 발작도 유발

방법에 비해 늦게 나타나지만 발작에 대한 치료반응이 좋으

한다고 보았다. 유경형은 뇌하수체줄기를 압박해서 시상하

며 이와 더불어 행동 및 인지기능의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 이르는 억제경로를 막음으로써

있다.16,17
16

GnRH의 과도한 분비가 회백융기를 통해 시상하부로 전달

GKS의 효과는 Regis 등 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7명의

되어 내분비 기능이상을 일으킨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와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에게 GKS 시

다른 연구들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는 시상하부 내 유형과 시

행 후 3년간 추적한 결과 총 10명(37%)이 발작이 사라졌고

상하부 곁 유형이 혼재하는 혼합형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 유

6명(22%)은 발작의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16명

형의 환자들은 대부분 발작과 성조숙증을 함께 보였다는 점

(59.2%)은 행동 및 인지기능의 호전을 보였다. 그 외에도 적

이다.

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작이 소실된 경우는

성조숙증에 대한 정확한 발병기전과 치료방법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르몬 치료를 통해 효과
12,27

적으로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시상하부 과오종으로 인한 일차성 성조숙증은 성인 시 키의

15.4%, 뚜렷한 발작 빈도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가 50% 이상
17,36-38

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GKS의 효과는 시상하부 과오종의 크기, 부착부위,
1,3,31

그리고 주변조직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Regis

16

성장을 유도하고 이른 성적 발달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

등 의 연구에 따르면 과오종의 크기가 작고 제3뇌실의 기저

여주기 위해 7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 GnRH 작용제 치료를

부에 위치하거나 유두체(mamillary body)와 밀접해 있는 경

28

32

de Brito 등 의 연구에서는 총

우에 GKS의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크기가 큰 경우는 GKS

9명의 시상하부 과오종에 의한 성조숙증 환자들에서 GnRH

만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분리술이나 개두술을

작용제 치료 후 8명의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임상양상 및 호

통한 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추가적인 GKS 시행을 권하고 있

르몬 검사상 호전을 보여 대부분의 성조숙증 환자들에서 호

다. Mathieu 등 의 연구에서는 9명의 환자 중 과오종의 크기

르몬 치료의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6명

가 작은(Regis 분류 grade I-III) 6명에게 GKS를 시행한 후 4명

의 성조숙증 환자들이 모두 7세 이전 발병하여 적절한 시기

(66.7%)은 발작이 사라졌고 1명은 발작의 빈도가 현저히 줄

에 치료를 받았고 1명은 10세 6개월에 발병하였지만 임상적

어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GKS를 시행하지

으로 빠른 진행 양상 및 호르몬 반응검사상 뚜렷한 양성소

않은 3명의 환자는 Regis 분류상 grade IV 또는 grade VI로 대

견을 보여 GnRH 작용제 치료를 시행한 결과 다른 연구들과

뇌다리사이수조(interpeduncular cistern)에 위치한 무경형이거

같은 효과적인 치료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나 직경이 2 cm를 초과하는 거대 시상하부 과오종을 가진 환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시상하부 과오종이 본질적인 발작원
15,33,34

17

자들로, 이에 따른 방사선의 조사부위 및 방사선량의 제한이

따라서 종양의 제거

있어 GKS를 시행하지 못하고 방사선 수술적 분리술(radiosur-

가 난치성 뇌전증의 근원치료라 할 수 있다. 고전적인 현미

gical disconnection)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분리술 후에

경적 제거수술은 병변의 위치상 수술 후 뇌신경 마비, 단기

도 뚜렷한 발작의 감소를 보인 환자는 없었다.

으로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기억저하, 내분비 호르몬이상 등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
15,16

본 연구에서 2명(33.3%)의 환자에서 각각 GKS 시행 2개

1990년대부터 이를 보완하고자 내시경적 절제술

월, 6개월 후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고 3명(50%)은 GKS 시행

(endoscopic resection), GKS, SRT 등이 도입되었다.

5,10,15-17,19

4개월과 5개월 후 발작이 이전의 50% 이하로 감소하여 약

본 연구에서는 난치성 뇌전증을 보인 7명 중 6명의 환자에게

80% 이상의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GKS를 시행하였다. GKS를 받지 않은 1명은 발작 발생 기간

신강직간대발작이나 복합부분발작은 GKS 후 완전히 소실되

이 1년 미만으로 항뇌전증약제 투약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

었으나 웃음발작이 완전 소실된 환자는 1명이었다. Harvey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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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 과오종의 임상 양상과 치료

7

등 의 연구에서도 시상하부 과오종 환자의 여러 발작 중 웃

크기로 인한 수술적 제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음발작이 다른 발작보다 난치성 경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난치성 뇌전증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

는 GKS를 받은 환자들 중 1명을 제외한 5명에서 과오종의

게 정해진 바는 없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른 시기에 수

직경이 2 cm 이하로 크기에 따른 수술성적은 확인할 수 없었

술을 시행하여 발작을 조절하고 뇌전증 뇌증을 예방하여 행

16

다. 수술 전후 MRI를 비교했을 때 Regis 등 의 연구와 마찬

동이상과 발달장애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가지로 과오종의 음영변화는 없었다.

하고 있다.15,16

21

2003년 Delande과 Fohlen 이 처음으로 소개한 내시경적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의 수가 적고 연구기간에 따라 치료

분리술은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 시상하부와 과오종을 분리

방법의 차이가 있어 임상양상 및 치료방법에 따른 환자의 예

하는 수술로, 이 수술을 시행한 16명의 환자 중 4명은 발작이

후에 대한 예측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완전 소실되었고, 12명은 발작이 8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90% 이상의 시상하부 과오종 환

나 본 연구에서 GKS의 치료 실패 후 내시경적 분리술을 받

자들은 웃음발작과 성조숙증이 첫 증상으로 발병하였다. 성

은 환자는 수술 후 2년째 시행한 뇌 MRI T1 강조영상에서

조숙증은 GnRH 작용제에 잘 반응하였으나 발작을 보인 환

과오종의 크기는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웃음발작의 빈도

자들은 대부분 난치성 뇌전증으로 진행하여 수술치료의 대

는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는 시상하부 과오종과 시상하

상이 되었다. 수술방법으로 GKS가 주로 시행되었으며, 1/3

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는 발작이 소실되었고 이외 1/2의 환자는 발작이 50%

21

Delande과 Fohlen 은 시상하부와 과오종 간의 명확한 경계가

이상 감소하였다. 시상하부 과오종의 크기가 2 cm 미만이고

없기 때문에 이들의 완전한 분리를 수술 시 육안으로 확인하

제3뇌실에 근접한 경우는 GKS의 적응증이 되나, 2 cm 이상

는 것은 어렵고 수술 후 발작의 빈도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

크거나 주변과 유착이 있는 병변은 과오종을 주변조직과 분

18

로 추측하였다. Choi 등 은 내시경적 분리술 후 시행한 뇌

리시키는 내시경적 분리술이나 SRT를 고려할 수 있다.

MRI 상 시술부위의 공기음영으로 완전한 분리를 판단하였
고, 분리술을 받은 4명 중 1명은 불완전한 분리로 인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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