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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s：Trigeminal neuralgia and hemifacial spasm are caused by vascular compression of the REZ(root 
entry or exit zone) of the 5th and the 7th cranial nerve. Preoperative detection of neurovascular compression is 

essential for accurate diagnosis, appropriate treatment, and the good operative results. Three dimensional 

Fourier Transformation-Constructive Interference in Steady State(3DFT-CISS) images are known to give good con-
trast between CSF, nerve, and vessels. We applied a 3DFT-CISS imaging technique for the preoperative evaluation 

of patients with these diseases and estimated the diagnostic accuracy and usefulness of this study. 

Methods：A series of 71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and hemifacial spasm were treated by microvascular 
decompression. Among them 34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and 24 patients with hemifacial spasm had preo-
perative CISS images. We compared the radiologic finding with the operative finding, and analysed the diagnostic 

usefulness of 3DFT-CISS imaging. 

Results：The sensitivity of CISS images of detecting the neurovascular compression was 90.3% in trigeminal ne-
uralgia and 100% in hemifacial spasm. There were one false-positive and three false-negative cases in trigeminal 

neuralgia, and one false-positive case in hemifacial spasm. The accuracy in diagnosing the causative vessel was 

73.5% in trigeminal neuralgia and 83.3% in hemifacial spasm. 

Conclusion：CISS image is very useful diagnostic tool for preoperative evaluation of neurovascular compression 
in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and hemifacial spasm. No additional neuroradiologic examination other than 

CISS image and MRA is needed for preoperative evaluation of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and hemifacial 

spasm. 
 
KEY WORDS：Trigeminal neuralgia·Hemifacial spasm·CISS imaging·Microvascular decompression·Neurova-

scular compression. 

 

 

 

서     론 
 

삼차신경통과 반측안면경련의 원인으로 1970년대 신경

혈관압박설이 Jannetta15)17)에 의해 체계화된 이후 이에 대

한 치료로 미세혈관감압술이 각광을 받고있고 많은 저자들

이 우수한 치료성적을 발표하고 있다13)18)19). 이들 질환에

서 술전 원인혈관과 뇌간기시부(root entry or exit zone)

의 상관관계 파악은 적절한 치료방법 선택 및 치료성적 향

상에 필수적이다. 이들 신경의 뇌간기시부를 압박하는 원

인혈관의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나 혈관조영술이 시행되었으나 뚜렷한 원인혈관의 확인

이 힘들었다26). 이후 자기공명영상(MRI)의 개발로 원인혈

관의 유무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

OOOO    

*본 논문의 요지는 1998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발

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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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식적인 T1 및 T2 강조영상으로 전하소뇌동맥이나 후

하소뇌동맥 및 상소뇌동맥의 분지와 같은 작은 혈관을 나

타내기에는 부적절하였다. 

저자들은 MRI기법중 뇌척수액과 연조직의 대조도가 좋

고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3DFT-

CISS sequence(3 Dimensional Fourier Transforma-
tion-Constructive Interference in Steady State；CISS 

영상)를 이용하여 이들 질환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을 분석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삼차신경통 또는 반

측안면경련으로 본원에서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은 71례 중 

술전 CISS 영상을 시행한 삼차신경통 34례와 반측안면

경련 24례를 대상으로 영상소견과 수술소견을 비교 분석

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삼차신경통이 58.3세이었고 반측안

면경련이 42.1세였다. 남녀 비는 삼차신경통과 반측안면경

련 모두 여자에서 많았으며, 증상의 좌우분포는 삼차신경

통에서는 우측이, 반측안면경련에서는 좌측에 많았다. 증상

의 지속기간은 삼차신경통에서는 평균 5년이었고 반측안면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Trigeminal neuralgia Hemifacial spasm 

Patient(n) 34 24 
Age(yr)   

Mean 58.3 42.1 
Range 36-79 24-58 

Sex   
Male 13  6 
Female 21 18 

Side   
Right 19 10 
Left 15 14 

Duration(yr)   
Mean  5.0  5.5 
Range 0.5-18  2-20 

Fig. 1. A case of trigeminal neuralgia. A：CISS imaging revealing a large vascular loop and a small low signal intensity(arrow) 
compressing the left trigeminal nerve. B：MRA demonstrating ectatic left vertebral artery with PICA loop(arrow). C：Op-
erative finding demonstrating vascular compression of trigeminal nerve root entry zone(asterisk) by vertebral artery and 
PICA loop(arrow). D：operative finding after decompression with multiple horse-shoe shaped Teflon ring. 

AAAA BBBB 

CCCC 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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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련에서는 평균 5.5년이었다(Table 1). 

삼차신경통에서 통증의 분포는 단일영역이 18례였으며, 

그중 제 3 분지(mandibular division)가 11례로 가장 많았

고, 복합영역인 경우가 16례로 그 중 제 2 분지(maxillary 

division)와 제 3 분지(mandibular division)가 복합된 경우

가 15례로 가장 많았다. 반측안면경련은 대부분 처음 하안

륜근에서 경련이 시작되어 점차 아래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

였다. 미세혈관감압술은 retromastoid approach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Teflon을 원인혈관과 신경사이에 삽입하여 

감압을 유도하였다(Fig. 1). 

수술전 모든 예에서 CISS 영상을 포함한 MRI와 자기공

명 혈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MRA)

을 시행하였으며, MR은 1.5 Tesla Vision Magnetom MR 

system(Simens, Erlangen, Germany)을 사용하였다. CISS 

영상의 영상지표는 반복시간(TR) 12.2msec, 에코시간(TE) 

5.9msec, 절편두께(slice thickness) 0.6mm, 숙임각(flip 

angle) 70도, 총검사시간(TA) 8분 44초였다. 여기횟수

(NEX)는 2회였고 matrix 크기는 170×256이었다. 관심

역(Fov)은 125×125였다. CISS 영상에서 혈관은 심한 저

신호강도로, 신경은 뇌실질과 유사한 저신호강도로, 그리고 

뇌척수액은 고신호강도로 나타나 뇌조조영술과 유사한 영상

을 나타낸다. 영상의 분석은 임상소견이 주어진 상태에서 

술전에 시행되었으며 2명의 진단방사선과 의사(전문의 1명, 

전공의 1명)가 삼차신경이나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의 

유무를 판독하였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였

다. 반대편(정상측)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접촉

과 압박을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 판독결과를 수술소견과 

비교하여 원인혈관 진단의 정확도와 원인혈관 유무에 대한 

예민도 및 특이도를 구하였다. 

 

결     과 
 

1. 삼차신경통 

34명의 삼차신경통환자중 5명을 제외한 29명에서 술전 

CISS 영상에서 삼차신경의 뇌간기시부에 접하고있는 원인

혈관이 관찰되었다. 판독상 원인혈관으로는 상소뇌동맥 8례, 

전하소뇌동맥 12례, 후하소뇌동맥 2례, 뇌저동맥 1례이었

고 원인혈관이 2개로 판독된 경우가 6례있었다. 

수술소견에서는 원인혈관으로 상소뇌동맥이 13례, 전하

소뇌동맥 8례, 후하소뇌동맥 1례, 뇌저동맥 1례, 추골동맥 

1례, 상추체정맥 2례, 그리고 원인 혈관이 2개인 경우가 5

례있었고 원인혈관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3례있었다

(Table 2). 원인혈관이 존재한 31례중 20례에서 압박이나 

삼차신경의 뒤틀림이 관찰되었고 8례에서는 접촉만 있었으

며, 2개의 원인혈관이 있는 5례중 3례에서는 접촉과 압박

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원인혈관 유무에 대해 CISS 영상과 수술소견을 비교하

면, CISS 영상에서 원인혈관이 있다고 판독된 29례중 28

례에서 수술소견에서 신경혈관압박이 확인되었으며 1례는 

원인혈관이 존재하지 않았다(위양성). 그리고 원인혈관이 

없다고 판독된 5례중 2례에서는 수술소견에서도 원인혈관

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3례에서는 원인혈관이 존재하였다

(위음성)(Table 3). 전체적으로 삼차신경통에서 뇌간기시

부에서의 신경혈관압박의 진단에 대한 CISS 영상의 예민

도는 90.3%(28/31)이었고 특이도는 66.7%(2/3)이었다. 

그리고 원인혈관 진단에 있어서의 CISS 영상의 정확도는 

73.5%로 34례중 25례에서 판독상의 원인혈관이 수술소견

과 일치하였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9례로 원인혈관이 

상추체정맥인 2례는 모두 다른 동맥으로 판독되었고(Fig. 2), 

Table 2. Causative vessels in CISS imaging and operative 
finding    

 CISS imaging Operative finding 

 SCA  8 SCA 13 
 AICA 12 AICA  8 
 PICA  2 PICA  1 
 BA  1 BA  1 

SCA & AICA  3 VA  1 Trigeminal 
neuralgia BA & AICA  1 SCA & AICA  3 

 VA & PICA  2 BA & AICA  1 
 no vessel  5 VA & PICA  1 
   SPV  2 
   no vessel  3 

 AICA  9 AICA 13 
PICA 11 PICA  7 
SCA  1 VA  2 Hemifacial 

spasm 
VA  2 VA & PICA  1 

 VA & PICA  1 no vessel  1 
Abbreviations； SCA： superior cerebellar artery, AICA：
an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PICA：posterior inferior 
cerebellar artery, VA：vertebral artery, BA：basilar artery, 
SPV：superior petrosal vein 

Table 3. Comparison of CISS images and operative finding 
on neurovascular compression     

 Operative finding 

 
CISS image causative 

vessel(+) 
causative 
vessel(-) 

Trigeminal Causative vessel(+) 28a 1b 
neuralgia Causative vessel(-)  3c 2d 

Hemifacial Causative vessel(+) 23 1 
spasm Causative vessel(-)  0 0 
sensitivity=a/(a+c)×100, specificity=d/(b+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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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성이 1례, 위음성이 3례있었고 위음성 3례는 모두 수

술소견에서 상소뇌동맥이 원인혈관으로 확인되었다(Fig. 3). 

그리고 2례에서 상소뇌동맥이 전하소뇌동맥이나 후하소뇌

동맥으로 판독되었고, 상소뇌동맥과 전하소뇌동맥이 원인

혈관인 1례는 추골동맥과 후하소뇌동맥으로 판독되었다. 

술후 34명중 25명에서 통증이 소실되었으며 6명에서 증

상이 호전되었고 3명에서는 불량한 결과를 보였고 1명의 환

자에서 청력의 부분소실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91.2%

의 환자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Fig. 2. A case of venous compression. A：CISS imaging demonstrating low signal intensity abutting left trigeminal nerve. B：ope-
rative finding demonstrating distorted trigeminal nerve by superior petrosal vein. C：operative finding after coagulation 
and cutting of the vein. 

AAAA    BBBB    CCCC    

Fig. 3. A & B：A case of false negative. CISS image(A) revealing no abnormal vascular loop abutting the right trigeminal nerve. 
Operative finding(B) demonstraing vascular loop(superior cerebellar artery) compressing trigeminal nerve. C & D：A 
case of false positive. CISS imaging(C) showing low signal intensity abutting the cisternal segment of right facial nerve. 
operative finding(D) showing no vascular loop around facial nerve. 

AAAA BBBB 

CCCC    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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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측안면경련 

반측안면경련환자 24명은 모두 술전 CISS 영상에서 원

인혈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독되었다. 판독상의 원인혈관

으로는 상소뇌동맥 1례, 전하소뇌동맥 9례, 후하소뇌동맥 

11례, 추골동맥 2례, 그리고 후하소뇌동맥과 추골동맥인 

경우가 1례있었다. 수술소견에서는 원인혈관으로 전하소뇌

동맥 13례, 후하소뇌동맥 7례, 추골동맥 2례, 그리고 추골

동맥과 후하소뇌동맥인 경우가 1례 있었으며 원인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1례있었다(Table 2). CISS 영상에

서 원인혈관이 있다고 판독된 24례중 23례에서 수술소견

에서 신경혈관압박이 확인되었으며 1례는 원인혈관이 존재

하지 않았다(위양성)(Table 3). 원인혈관이 존재한 23례

중 압박이나 안면신경의 뒤틀림이 있었던 경우가 16례, 접

촉만 있었던 경우가 7례 있었다. 전체적으로 반측안면경련

에서 원인혈관 유무에 대한 CISS 영상의 예민도는 100% 

(23/23)이었다. 그리고 원인혈관 진단에 있어서의 CISS 

영상의 정확도는 83.3%로 24례중 20례에서 판독상의 원

인혈관이 수술소견과 일치하였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4례로 위양성이 1례있었고(Fig. 3), 3례에서 전하소뇌동맥

이 후하소뇌동맥으로 판독되었다. 술후 21명의 환자에서 증

상이 완전소실되었고 1명의 환자에서 증상호전, 그리고 2명

의 환자에서는 불량한 결과를 보였다. 3명의 환자에서 청력

의 부분소실이 발생하였고 일시적 안면신경부분마비는 3례

에서 발생하였으나 술후 4개월 이내에 모두 회복되었고, 영

구적 안면신경마비는 1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미세혈관감압술후 91.7%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고     찰 
 

삼차신경통과 반측안면경련의 병인론으로 현재 삼차신경

이나 안면신경의 과기능 상태로 설명되고 있으며, 그 원인

으로 아직 논란은 있으나 뇌간기시부의 신경근이 박동성 

압박을 받게되면 탈수초화가 유발되어 생리적 역치가 낮아

지고 과기능 상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16)21)24). 이런 신경

혈관 압박설은 Jannetta15)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이후 미세

혈관감압술이 보편화되면서 그 효과와 안정성은 널리 알려

져 있다. 

저자들은 CISS 영상과 MRA를 이용하여 삼차신경이나 

안면신경의 혈관압박을 술전에 조사하여 삼차신경통과 반

측안면경련환자에서 수술로 확인하였다(Fig. 4). 삼차신경

통이나 반측안면경련환자에서 술전 원인혈관 파악은 감별

진단 뿐만 아니라 미세혈관감압술의 효율을 높이는데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혈관조영술이 사용되었으나 침습적이

고, 뇌수막종이나 유상피종 같은 종양인 경우에는 원인의 

파악이 힘들었다. 이후 비침습적인 CT나 MRI가 이용되었

으며, CT는 추골뇌저동맥의 dolichoectasia는 나타낼 수 

있으나 낮은 후두와 해상도로 뇌실질이나 뇌신경과 혈관과

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7). MRI의 등장으로 고식적 

T1 및 T2 강조영상에서 공신호(signal void)로 나타나는 

원인혈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역시 해상도가 

낮고 전하소뇌동맥, 후하소뇌동맥과 같은 작은 혈관을 나

타내지는 못해 진단적 검사로서 한계가 있었다14)29). 이후 

MRI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저자들이 다양한 MRI기법으로 

신경혈관압박을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MRI는 

소뇌교각과 신경혈관압박의 검사의 제 1 선택으로 자리잡았

다1)2)6)8)9)27)28)30). 1992년 Adler 등1)은 MR tomographic 

angiography(MRTA)로 37명의 반측안면경련환자중 24명

에서 혈관압박을 관찰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995년 

James 등8)은 MRTA로 삼차신경통 52례중 50례에서 원

Fig. 4. A case of hemifacial spasm. A：CISS image showing vascular contact in root exit zone of left facial nerve. B：MRA 
demonstrating left PICA vascular loop(arrow). C：operative finding demonstrating neurovascular compression in REZ of 
the left facial nerve(aste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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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혈관 유무에 대해 수술소견과 영상소견이 일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995년 Hosoya 등12)은 3D MRI로 30명의 

반측안면 경련환자에서 모두 혈관압박을 발견하여 이중 

14명이 MVD를 받았고 수술소견에서 2명을 제외한 12명

에서 영상소견과 일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997년 Kumon 

등20)은 20명의 반측안면경련환자와 6명의 삼차신경통환자

에서 술전 spoiled gradient recalled acquisition in the 

steady state(SPGR) MRI로 3차원 영상을 합성하여 모든 

예에서 원인혈관이 수술소견과 일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998년 Boecher-Schwarz 등3)은 27명의 삼차신경통환

자의 술전 MRA소견과 수술소견을 비교하여 신경혈관압박

에 대한 예민도 및 특이도가 각각 88.5%와 50%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이 이용한 CISS 영상은 3DFT(3 

Dimensional Fourier Transformation) MR영상의 일종이

며 3DFT MR영상에는 CISS 영상 외에도 true FISP(Fast 

Imaging in Steady-state Procession)와 DESS(Dual 

Echo in Steady-state)등이 있다11)22)25). CISS 영상은 두 

번의 true FISP영상을 합한 것으로 alternating radiofre-
quency(RF) pulse와 nonalternating RF pulse를 합하여 

true FISP에서 TR을 길게 할 때 생기는 검은 띠 모양의 

인공물이 없는 균일한 신호강도의 영상을 얻는 방법이다4). 

결국 이러한 CISS 영상은 높은 해상도의, 강한 T2 강조영

상으로(heavily T2 weighted image) 동맥은 심한 저신호

강도로, 신경은 뇌실질과 유사한 저신호강도로, 그리고 뇌

척수액은 고신호강도로 보인다. 그리고 뇌척수액의 박동에 

의한 움직임을 보상하여 이로 인한 신호소실이 없어 뇌척수

액과 신경, 혈관사이에 뛰어난 대조도를 보여 자기공명 척

수조영술나 자기공명 뇌조조영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내이

나 소뇌교각의 해부학적인 정보와 진단에도 뛰어나다고 알

려져 있다4)5)23).  

1997년 Girard 등10)은 100명의 반측안면경련환자를 대

상으로 CISS 영상을 술전검사하였는데 96명의 환자에서 

안면신경의 뇌간기시부에서 신경혈관압박이 확인되었고 단 

1례의 위음성이 있었으며, 소뇌교각 주위의 혈관고리(vas-
cular loop)를 나타내는데 가장 뛰어난 MRI기법이라고 보

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뇌간기시부의 신경혈관압박에 대한 CISS 

영상의 예민도는 삼차신경통에서 90.3%, 반측안면경련에서 

100%이었다. 원인혈관 진단의 정확도는 삼차신경통에서 

73.5%, 반측안면경련에서 83.3%이었다. 그러나 원인혈관

의 진단이 틀린 경우에도 수술방법 및 예후에는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으며, 혈관고리의 유무 및 뇌간기시부와의 해부

학적인 관계를 술전에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 

수술시의 뇌척수액 유출 및 두부 위치의 변화가 위양성

의 원인으로, 정맥압박의 경우나 상소뇌동맥의 분지와 같

은 작은 혈관에 의한 압박이 위음성의 원인으로 알려져있

다. 본 연구에서 삼차신경통에서의 위양성 1례는 수술에서 

신경과 접촉하는 혈관은 없었으나 인접하는 상소뇌동맥을 

Teflon으로 신경과 분리시켰으며 술후 양호한 결과를 보여 

이를 뒷받침하였으나 반측안면경련에서의 위양성 1례는 술

후 불량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삼차신경통에서의 3례의 

위음성은 모두 상소뇌동맥이 원인혈관이었다. 

삼차신경통 및 반측안면경련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신경혈

관압박이외의 종양이나 동맥류등의 기질적 병변을 배제하기 

위해 후두와 MRI검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한다(Fig. 5). 

CISS 영상은 소뇌교각부의 수막종이나 유상피종, 그리고 

청신경초종의 진단에도 뛰어나 삼차신경통 및 반측안면경

Fig. 5. A case of epidermoid cyst presenting neuralgic pain in right hemiface. A：T1-weighted image showing no definite abnormal 
findings. B：T2-weighted image revealing a lobulated mass in left cerebellopontine angle with high signal intensity(arrow) 
in left Meckel’s cave. C：CISS image demonstrating clearly the lesion as low signal intensity mass in left cerebellopontine 
angle extending to ipsilateral Meckel’s 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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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CISS 영상을 포함한 MRI와 MRA

이외의 추가적인 신경방사선학적 검사는 불필요하리라 사

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술전 CISS 영상을 시행한 삼차신경통 34례

와 반측안면경련 24례를 대상으로 영상소견과 수술소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인혈관 존재에 대한 CISS 영상의 예

민도는 삼차신경통에서 90.3%, 반측안면경련에서 100%로 

삼차신경통에서는 위음성 3례, 위양성이 1례있었으며, 반측

안면경련에서 위양성 1례가 있었다. 원인혈관진단에 대한 정

확도는 삼차신경통에서 73.5%, 반측안면경련에서 83.3%

이었다. CISS 영상은 삼차신경통과 반측안면경련에서 신경

혈관압박을 나타내는 유용한 검사법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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