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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ness of Direct Cortical Stimulation During
Intraoperative Monitoring in Patients with
Brain Tumor Near Motor Cortex: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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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피질영역 주변의 뇌종양 환자에서 수술 중 직접피질자극
검사의 유용성
임성혁, 박상구, 김동준, 백재승, 박찬우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eserve the corticospinal tract during surgery and assess more
accurately the motor performance in brain tumor patients around the motor cortex. TceMEP is not
entirely reliable, even though there has been no change in waveforms due to a mixture of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signals. For a more detailed examination, DCS was employed to
selectively stimulate the motor cortex. In both cases, the indications could find the region to which
the cortex was responsible, and constantly check and examine the changes in amplitude, thereby
preserving the motor pathway and performing surgery. On the other hand, patients who did not
implement the DCS but did implement the TceMEP experienced a decrease in their postoperative
motor performance. DCS is a very useful examination and it is a method that can reduce the
post-surgery disorder that may occur in patients with the TceMEP in brain tumor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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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피질자극검사(direct cortical stimulation, DCS)를 시행한
다[1-3]. 일반적인 뇌종양 환자의 수술에서는 운동영역을 전기

대뇌의 운동피질영역 주변에 위치한 뇌종양 환자에서 수술

로 자극한 뒤 자극한 반대편 상지와 하지의 원위부 근육에서 복

이 진행되는 동안 운동경로가 손상 받지 않도록 보존 하는 것은

합근유발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CMAP)

수술 후 환자의 상지 또는 하지의 운동능력을 좌우할 만큼 환자

를 기록하는 TceMEP가 가장 많이 시행되며 보다 더 정확하고

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있어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세분화된 방법으로 운동영역과 그 경로 보존하고 해당 부위의

이를 위한 방법으로 수술 중에 시행되는 경두개운동유발전위검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DCS가 이용된다. 기존의 TceMEP만을

사(transcranial electrical motor-evoked potentials, TceMEP)

실시한 경우 실제로 환자의 운동등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와 뇌피질지도화(brain cortical mapping)검사법 중 하나인 직

본 연구에서는 수술 중 TceMEP 만을 시행한 경우와 TceME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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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를 함께 시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수술 후 환자

던 Subdural electrode strip을 이용하여 운동영역인 부분을 자

의 운동등급을 비교하여 DCS의 시행 후 환자의 예후를 통해 검

극기의 활성전극으로 하여 수술 중에 지속적으로 검사 할 수 있

사의 유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하게 검사의 유무만

고 양극성 자극기(bipolar stimulator probe)를 이용하여 자극

으로 환자의 운동등급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를 시

위치를 바꿔가며 대뇌 피질의 운동영역에 8∼20 mA의 자극세

행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면 반

기로 자극기간(stimulation duration)은 0.2 msec 로 자극빈도

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많은 검사자들이 검사의 필요

는 30 Hz로 2∼5초간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해당부위에서 나

성에 대해 인지하기를 바라며 본 저자가 경험한 증례를 보고한

타나는 지속적인 근육의 수축 반응을 통해 기능을 평가할 수 있

다. 본 연구의 환자들은 수술 전 의료진에게 수술동의서를 작성

다(Figure 1) [5]. 앞서 언급한 운동유발전위 검사와 호환적으로

하였으며, 수술동의서에 따라 수술 중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

기록전극을 같이 사용하여 파형을 측정하고 상지의 승모근

였고, 검사자는 수술실에서 파형측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

(trapezius)와 삼각근(deltoid) 하지에서는 내측광근(vastus

사의 지도 하에 TceMEP의 검사 술기를 효율적으로 제안 및 개

medialis)에 전극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여 대뇌피질의 상지 및

선하여 수행하였다.

하지의 해당하는 부위의 기능을 여러 근육에서 측정가능 하도
록 하였다. 운동등급의 평가는 신경외과 의사의 진찰로

증 례

medical research council muscle scale에 따라 분류하였다
(Table 1).

1. 방법
대뇌피질의 운동영역을 전반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2. 마취

TceMEP의 자극부위는 뇌파의 10∼20법에 따라 C3, C4에 침

TceMEP와 DCS 모두 마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사 중 마

전극(subdermal needle electrodes)을 삽입하고 종양의 위치

취로 인해 발생하는 파형의 왜곡현상을 막기위해 완전정맥마취

가 대뇌의 운동영역 근처인 관계로 수술 절개부위와 인접해 정

로 전신마취를 유도하였고 마취의 심도가 깊거나 근이완제가

확한 자리에 전극삽입이 어려운 경우 F3, F4에 전극을 삽입하여

과다 투여되면 파형의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표로

300∼400 볼트의 전기자극을 가한다. 그리고 침전극을 이용해

수술 중 환자의 정중 신경을 4회 연속으로 15 mA의 세기로 자극

상지에서는 단모지외전근(abductor pollicis brevis, APB)과

한 후 엄지손가락의 단모지외전근의 근수축을 관찰하는 사연속

소지외전근(abductor digiti quinti, ADQ), 하지에서는 전경골

자극검사(train of four, TOF)에서 적어도 3회 이상 근수축이 일

근(tibialis anterior, TA)과 무지외전근(abductor halluces,

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태를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 할 수

AH)에 각각 전극을 삽입하고 각각의 근육에서 측정되는 CMAP

있게 마취과 의사와 검사자간에 상호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

의 파형을 측정한다[4]. DCS는 개두술을 시행한 뒤 경막을 열고

다[6]. 마취하에 진행되는 검사이므로 외래검사실의 환경처럼

대뇌의 피질이 노출되면 운동영역과 감각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환자의 신경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상자극

수 있도록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somatosensory evoked

(supramaximal stimulation)방식으로 검사할 수 없었다. 정확

potentials, SSEP)를 시행하여 운동 피질영역 및 감각 피질영역

한 검사를 위해서는 마취 이전에 상지의 정중신경(median

을 위상역전반응(phase reversal)을 확인한 후 검사에 사용했
Table 1. Manual muscle testing
Grade
5
4
3
2
1
0
Figure 1. Bipolar st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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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Description

Normal Full available ROM is achieved against gravity
and is able to demonstrate maximal resistance.
Good
Full available ROM is achieved against gravity
and is able to demonstrate moderate resistance.
Fair
Full available ROM is achieved against gravity
but is not able to demonstrate resistance.
Poor
Full available ROM is achieved only with gravity
eliminated.
Trace
A visible or palpable contraction is noted, with
no joint movement.
Zero
No contraction is identified.

Abbreviation: ROM, range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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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is axial and sagittal MRI study showing a motor region
in the right centro-parietal lobe.

Figure 4. Continuous direct cortical stimulation observed in the
abductor digiti quinti muscle (a) and trapezius muscle (b) for the
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s.

등급만 3으로 저하되어있었다. SSEP를 통해 대뇌의 운동영역
과 감각영역의 상역전 파형을 확인하였고 TceMEP에서는 좌측
하지 파형의 진폭이 우측에비해 작게 측정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진폭의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Figure 3). DCS를 통
해 대뇌피질의 운동영역에서 좌측 상지의 APB와 ADQ 그리고
승모근(trapezius)에서 CMAP를 확인하여 운동경로를 보존할
수 있었다. 환자는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동일하게 운동등급의
Figure 3. The SSEP response showing from phase reversal across
3 and 4 channels suggesting location of central sulcus (a). TceMEP
waveform is not changed during surgery (b).

변화가 없었다(Figure 4).
4. 증례 2

nerve)와 하지의 후경골신경(posterior tibial nerve)의 위치에

좌측 하지의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는 설거지를 하다

대한 mapping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인 검사가 될 것으로

가 균형을 잃으며 휘청거리거나 머리를 감다가 좌측으로 넘어

사료된다.

지는 증상이 있어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전두-중심
(fronto-central)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내

3. 증례 1

원하였다(Figure 5). 환자의 운동등급은 좌측 상지 및 하지에서

우측 대뇌의 중심-두정부(centro-parietal)에 발생한 뇌종

4 우측 상지 및 하지에서 5로 좌측 상하지가 우측에 비해 약간 저

양으로 인해 좌측 하지의 위약이 발생하였고 종양 제거를 위해

하되어있었다. 수술 중 SSEP를 시행하여 상역전을 확인하였고

내원하였다(Figure 2). 근육의 힘 상태를 측정해 본 결과 양측상

TceMEP와 DCS를 시행하여 운동 경로와 운동영역을 보존할 수

지와 우측하지의 운동등급은 5로 정상이었고 좌측하지의 운동

있었다. TceMEP에서는 수술 처음부터 좌측 하지의 파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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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is axial and sagittal MRI study showing a motor region
in the right fronto-central lobe.

Figure 7. This axial and sagittal MRI study showing a motor region
in the left fronto-central lobe.

5. 증례 3
전신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GTC)을 주 증상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에서 좌측 대뇌피질의 전
두-중심부에 종양이 발생하였고 구음장애(dysarthia) 와 우측
하지가 마비되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못 밟는 증상이 발생 하
였고 구음장애가 악화되어 종양제거를 위해 내원한 환자였다
(Figure 7). 환자의 운동등급은 양쪽 상지 및 하지에서 5로 정상
이었다. 수술 중 SSEP를 시행하여 상역전파형을 확인하였고
TceMEP를 시행하여 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였다. 우측
하지의 파형은 처음부터 좌측에 비해 진폭이 감소되어있는 상
태였다. 수술 중 파형의 유의미한 진폭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으며 DCS는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에 환자의 운동등급을 측
정해 본 결과 우측 상지 및 하지에서 0으로 감소되었다.

고 찰
운동피질영역 근처에 발생한 뇌종양 수술 중 환자의 피질척
수로(corticospinal tract)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동 능력을 실
시간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TceMEP가 가장 많이 시행
Figure 6. Mapping of central sulcus with SSEP. The phase reversal
was seen between 3 and 4 channels. TceMEP waveform is not
changed during surgery (b).

된다. 전신마취하에 유일하게 환자의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수
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7]. 하지만 이는 이 검사법이 대뇌의
운동영역을 전체적으로 흥분시키기 때문인데 수술 중에 기록된

측에 비해 감소되어있었으나 수술 종료시까지 유지되었고 DCS

파형의 잠복기나 진폭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수술 후

에서는 피질자극시에 좌측 상하지에서 아무 반응도 확인할 수

에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 증세가 발생하거나 운동등급

없었고 해당부위가 운동영역과 관계없는 부위라 판단되어 종양

이 현저히 감소하고 또는 수술 중 검사상에 50%이상의 유의한

제거를 시행하였다(Figure 6). 수술 직후 운동등급을 확인해 보

진폭변화가 있었음에도 수술 후 에 환자의 운동등급의 변화가

니 좌측 상하지 모두 일시적으로 1로 감소되었으나 점차 회복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운동유발전위 검사의 최대 한

어 좌측 상지와 하지에서 4로 수술 전과 동일하였다.

계이다[6, 8-10]. 검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
로 DCS를 시행하게 된다. 대뇌의 운동영역 전체가 아닌 일정부
분만을 흥분시켜 자극 받은 뇌 피질의 부분이 신체의 어느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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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담당하는지 알아보고 종양을 제거하는 중에는 해당

환자에서는 수술 후 환자의 운동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경험할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3편의 증례에서 DCS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직접피질자극 검사는 매우 유

의 시행 여부에 따라 환자의 향후 운동등급의 차이가 저명하게

용한 검사이고 뇌종양 수술 시 경두개운동유발전위 검사와 병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DCS의 술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마

행하여 환자에게 올 수 있는 후유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술 중 환자가 각성할 위험도가 높고
대뇌피질에 연속 적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인해 뇌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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