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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Since the 2000s, CyberKnife radiosurgery (CKRS) is either a primary or 

an adjunct management approach used to treat patients with vestibular schwannoma 

(VS). The goals of CKRS are prevention of tumor growth, preservation of cranial nerve 

function and prevention of new neurologic deficienc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icacy and safety of CKRS, in terms of tumor control, hearing preservation, 

and complications.

Methods: Forty patients with VS underwent CKRS as a treatment modality for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16. The long term results of 32 patients were evaluated 

who received CKRS as primary treatment. 8 patients presented with previously 

performed surgical resection. Information related to clinical history, Brain MRI and 

outcomes of patients with VS collected retrospectively by reviewing patient’s chart and 

telephone survey.

Results: The mean tumor volume was 3.3 cm
3
 and the mean follow-up was 41 months. 

The most recent follow-up showed that tumor size decreased in 17 patients (42.5%), 

displayed no change in 19 patients (47.5%), and increased in 4 patients (10%). 

Progression-free survival rates after CKRS at 1, 3, and 5 years were 95%, 90%, and 

90%. After CKRS, 13 patients experienced hearing degradation. The overall rate of 

preservation of serviceable hearing at the long-term follow-up was 60%. Vertigo, ataxia, 

and headache were improved after CKRS compared with pretreated status. But, facial 

weakness, trigeminal nerve neuropathy, and tinnitus were worsen.

Conclusion: CKRS provide an excellent tumor control rate and a comparable hearing 

preservation rate in VS patients. Also CKRS is associated with low rate of cranial 

neuropathy, other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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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demographics

Characteristic Value

No. of patient 40

  Sex

  Male

  Female

16

24

Age (yr)

  Mean

  Range

63

30–82

Side of tumor

  Right

  Left

22

18

Extent of tumor (Koos classification
a)

)

  Gr 1

  Gr 2

  Gr 3

  Gr 4

18

13

7

2

Tumor size (cm
3
)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Decreased

    No change

    Increased

Change of tumor size (no. of patients)

  Decreased 

  No change

  Increased

3.31 (0.1–14)

2.28

3.12

4.46

17

19

4

Treatment policy

  CKRS

  Prior resection (Sx＋CKRS)

32

8

Average follow-up (mo) 41 (6–77)

Sx, surgery; CKRS, CyberKnife radiosurgery.
a)
Koos classification: Gr 1, intracanalicular; Gr 2, extrameatal, not

reaching to brainstem; Gr 3, extrameatal reaching brainstem, not

shifting brainstem; Gr 4, shifting brainstem.

서    론

전정신경초종은 전체 뇌종양의 6%–10% 정도를 차지하

고, 조직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이며, 8번 뇌신경에서 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전정신경초종의 발생 빈도는 

노령 인구의 증가와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발

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현재 이 종양의 치료 

방법은 종양의 크기, 위치, 환자의 나이, 청력 등을 고려하

여 경과관찰, 수술적 절제, 방사선수술 세 가지로 나뉘어진

다.
1,3

 수술적 절제가 전정신경초종의 표준 치료로 오랜 기

간 동안 행해져 오다 1967년 Leksell에 의해 감마나이프 치

료기가 도입되면서 방사선수술이 다른 치료방법의 하나로

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방사선수술인 감마나이

프는 적은 부위에 고선량의 방사선량을 집중 조사하는 방

법으로, 침습적인 고정기구를 장착해야 하며 이로 인한 환

자의 불편감이 크고 1회에 치료를 끝내야 하는 제한 때문

에 주로 두개내 악성 종양에 사용되었고, 두개외 병변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사이버

나이프는 이러한 기존 방사선수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

로운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장치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기존의 침습적인 고정기구 

없이 신체골격영상 및 신체 내에 주로 종양내부나 근처에 

삽입된 금침의 좌표를 실시간 영상 촬영하여 종양의 위치

를 감지하고 추적해서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

다.
4,5

 따라서 두개내 종양뿐만 아니라 전신의 암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기존에 많은 연구를 통해 전정

신경초종에 대한 수술적 절제 혹은 감마나이프 치료의 결

과는 보고되어 왔지만,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은 상용

화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치료 결과와 안전

성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다. 이에 저자는 전정신경초종에 

대한 일차치료 또는 부가치료로써 시행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의 장기간의 치료 결과와 안전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정신경초종을 진단받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

지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전자의무기록 분

석 및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이버나

이프 방사선수술의 적응증은 7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 수

술 후 종양이 남아 있는 환자,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 종양의 직경이 3.5 cm 이하인 환자, 뇌간의 압박 

징후가 없는 환자에 한해 시행되었다. 방사선수술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승인을 받은 CyberKnife 

(Accuray Inc., Sunnyvale, CA, USA)의 6MV X-선을 이용하

여 총 방사선량 18–60 Gy를 3회 혹은 5회에 걸쳐 조사하였

다. 종양의 크기 변화는 뇌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통해 확인하였고, 수술 후 3개월 혹은 6개

월째 첫 follow-up MRI 촬영하고, 수술 후 1년째 두 번째 

follow-up MRI를 촬영하였으며, 이후는 매년마다 MRI 

follow-up을 시행하였다. 종양의 직경이 1 mm 이상의 변화

가 있는 경우 종양의 크기가 증가 또는 감소로 정의하였다. 

또 종양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치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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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Kaplan-Meier progre-

ssion-free survival rate in all patient

with vestibular schwannoma after

cyber knife radiosurgery. The pro-

gression-free survival rates after 

CKRS at 1, 3, and 5 years were 

95%, 90%, and 90%. CKRS, cyber

knife radiosurgery.

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환자들의 청력은 치료 전과 

후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Gardner-Robertson scale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1등급은 0–30 dB, 2등급은 31–50 dB, 

3등급은 51–90 dB, 4등급은 91 dB 이상인 경우이며, 사회적

응청력(serviceable hearing)은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 전정신경초종을 가진 환자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안면 마비, 삼차신경병증, 이명, 어지럼, 보행

장애, 두통 등의 유무를 치료 전후로 조사하였고, 사이버나

이프 방사선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종양의 성장 억제율(progression-free 

survival)은 Kaplan-Meier test를, 치료와 증상 호전과의 연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aure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p-value＜0.05로 하였다.

결    과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은 40명 환자들의 평균연

령은 63세였고, 남자가 16명, 여자가 24명이었다. 32명의 

환자는 일차 치료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시행받았

고, 나머지 8명의 환자는 수술적 절제를 시행받은 후 사이

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시행받았다. 종양의 위치는 우측 

22명, 좌측이 18명이었고, 종양의 범위는 내이도에 국한되

어 있는 환자가 18명, 내이도를 벗어나 있으면서 뇌간까지 

도달하진 못한 환자가 13명, 내이도를 벗어나 뇌간까지 도

달해 있으나, 뇌간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은 환자가 7명, 내

이도를 벗어나 뇌간까지 뻗어있으면서 뇌간의 변형을 일

으킨 환자가 2명이었다. 추적관찰 기간은 6개월에서 77개

월로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41개월이었다. 종양의 평균 부

피는 3.31 cm
3
 (range, 0.1–14 cm

3
)였고, 외래에서 가장 최근

에 시행한 MRI상에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17명

(42.5%), 크기 변화가 없는 환자가 19명(47.5%), 증가한 환

자가 4명(10%)이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후 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치료 전보다 3분의 2 크기 수준으로 작아졌

다(3.31 cm
3
 → 2.28 cm

3
) (Table 1). Kaplan-Meier 통계 분석

에 따르면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 후 1년, 3년, 5년째 

종양 성장 억제율은 95%, 90%, 90%였다(Figure 1). 

총 40명 환자 중 치료 전 청력을 Gardner-Robertson scale

에 따라 나누었을 때 I 등급이 9명, II 등급이 11명, III 등급

이 6명, IV 등급이 14명이었고, 치료 후 I 등급이 5명, II 등급

이 7명, III 등급이 8명, IV 등급이 20명이었다(Figure 2). 치

료 후 청력보존율은 67.5%였고, 사회적응청력 보존율은 60% 

였다. Kaplan-Meier 통계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응청력을 가

진 환자들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후 1년, 3년, 5년째 

청력 보존율은 70%, 55%, 45%였다(Figure 3).

치료 전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는 5명이었으나, 치료 후

에 7명으로 늘었으며, 마비의 정도도 그대로거나 증가하였

다. 안면 부위의 감각이상 및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삼차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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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earing preservation, re-

sul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CKRS. Gardner-Robertson scale: I,

0–30 dB (good hearing); II, 31–50

dB (useful hearing); III, 51–90 dB

(non-useful hearing); IV, ＞91 dB

(poor hearing). CKRS, cyber knife

radiosurgery.

Figure 3. Kaplan-Meier curve of 

actuarial preservation of service-

able hearing (i.e., Gardner-Robertson

scale I-II) among the patients of 

this study. The preservation rates 

of serviceable hearing after CKRS

at 1, 3, and 5 years were 70%, 55%,

and 45%. CKRS, cyber knife radi-

osurgery.

Table 2. Improvement of signs and symptoms after CKRS in patients

with vestibular schwannoma

Clinical feature Pre-CKRS Post-CKRS p-value

FN affection 5 7 NS

TN affection 3 7 NS

Tinnitus 12 15 NS

Vertigo 9 5 0.065

Ataxia 4 1 0.10

Headache 7 4 0.013

CKRS, cyber knife radiosurgery; FN, facial nerve; NS, not sig-

nificant; TN, trigeminal nerve.

병증의 환자도 치료 전에 3명이었는데 치료 후 7명으로 증

가하였다.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도 치료 전 12명에서 치료 

후 1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반해 어지럼과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는 치료 전 각각 9명, 4명에서 5명, 1명으로 감소

하였고,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도 7명에서 4명으로 줄었으

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able 2).

또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후 삼차신경병증의 악화

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1명이 있었다. 그리고 사

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고 12시간내에 5명의 환자에

서 오심과 구역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3명의 환자에서 일

시적인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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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전정신경초종은 전정신경에서 기원하여 크기가 증가함

에 따라 와우신경과 안면신경, 뇌간까지 압박할 수 있다.
6
 

하지만 아직도 전정신경초종의 자연사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70%의 전정신경초종 환자에서 종양의 성장이 자

발적으로 억제되거나,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다.
7
 이러한 양성의 종양학적 특성에

도 불구하고, 초기에 전정신경초종 환자들의 치료 방법으

로 수술적 절제가 표준 치료로 행해져 왔다. 하지만 수술적 

절제는 뇌척수액 유출, 두개내 출혈, 경련 및 신경학적 이

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종종 발생한다.
8
 이러한 까닭으로 

전정신경초종의 치료 방법으로 수술보다 비침습적인 방사

선수술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방사선수술의 종양 억제 

기전은 종양세포의 괴사를 일으키거나, 염색체 및 세포내 

소기관의 손상을 통해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거나, 종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9

방사선수술의 초기에는 감마나이프가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 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사이버나이프가 상용화되

기 시작하였다. 감마나이프와 비교하여 사이버나이프의 

차별화된 특징은 침습적인 고정기구 없이 자유롭게 움직

이는 로봇 말단기를 포함한 콤팩트한 선형가속기와 실시

간 치료영상을 얻을 수 있는 영상촬영기 및 호흡운동 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계획된 표적 위치에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여 종양의 억제 뿐만 아니라 청력을 비롯한 뇌신경 

기능의 보존에 유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

다.
10

 그러나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전정신경초종

에 대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직 많지는 않다. 우리 연구에서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 후 전정신경초종의 성장 억제율은 1년째 95%, 3년째 

90%, 5년째 90%였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수술적 절제나 

감마나이프 치료결과와 비슷한 종양 억제율을 보였다. 전

정신경초종의 치료에 있어 종양의 억제와 더불어 중요하

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청력을 비롯한 뇌신경 기능의 보

존이다. 우리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을 Gardner-Robertson 

scale에 의거하여 청력의 정도를 분류하였을 때, 사이버나

이프 방사선수술 후 41개월의 평균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60%의 사회적응청력 보존율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에 보

고된 전정신경초종에 대한 수술적 절제에 비해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감마나이프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1-15

전정신경초종 환자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들인 안면운동

장애, 안면 부위의 감각이상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삼차신

경병증, 이명은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 후에도 그대로

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어지럼과 보행장애, 

두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정신경초종에 대

해 외과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했을 때 뇌신경 기능

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16

우리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후향

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 두 번째는 환자 표본수가 

적고, 추적관찰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안

면마비, 삼차신경병증, 이명, 어지럼 등의 증상들의 치료 

전과 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이다.

결    론

전정신경초종 환자의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수술은 적절한 환자군을 선택하여 적용된다면 기존

의 다른 치료에 비해 종양 억제율이 높고, 뇌신경기능의 

보존에 우수하며, 비침습적이어 합병증 발생률이 낮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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