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외과계 해부생리 및 질환❞



  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와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로 나뉜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특성은 반사(reflex)와 통합(integration)으로, 반사는 말초의 자극이

 감각수용기를 흥분시키고 구심신경원을 따라 흥분 충동이 중추신경계 내에 이르게 되며

 거기서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환되어 원심성 신경에 전달된 후 효과기에 이르러 신체반응

 을 나타낸다. 통합이란 몇 개의 반사가 조합되고 조정되어 하나의 정돈된 양식의 조정 기

 능이며 반사가 목적에 알맞도록 조합된 것으로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말한다.

  뇌는 여러 부위와 구역으로 배열된 수많은 연합뉴런(association neuron)과 신경교(신경 

 아교, neuroglia)로 구성된다. 이 뉴런들은 감각정보를 수용하고 운동뉴런(motor neuron)

 의 활동을 지시하고 학습과 기억 같은 고도의 뇌 기능을 수행한다.

  는 빈 관으로 시작해 뇌 부위가 형성되면서 비어 있는 상태로 남는다. 뇌의 

 빈곳(cavity)을 뇌실(ventricle)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

 으로 채워져 있다. 척수의 빈 곳(강)을 중심관(central canal)이라고 하며 뇌척수액으로 차 

 있다.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은 회백색으로 보이며 이를 회백질이라고 하고, 신경교세포

 (neuroglia)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다.

  신경섬유만으로 되어 있는 곳은 희게 보이기 때문에 백질이라 한다. 중추신경계 신경섬유

 내의 신경세포체 집단, 즉 회백질이 국한되어 잇는 곳을 신경핵(nuclei)이라 한다. 말초

 신경계의 신경세포체 집단은 절(ganglia)이라 한다. 신경총(신경얼기, nerve plexus)은 신 

 경섬유가 서로 엉켜 형성된 망상조직이다.

 중추신경계 내에서는 신경섬유라는 단어 

신 신경섬유집단을 로(路, tract, pathway)

라고 하며 중추신경계의 왼쪽, 오른쪽 반

구에 걸쳐 있을 경우 교련(commisure)이

라 한다. 신경원과 이와 연결된 신경원 

사이의 연결부위를 시냅스(synapse)라고 

하는데, 중추신경 내에서 이런 시냅스가 

일어난 신경을 말초신경계라 하며 중추신

경계 밖에서 시냅스가 일어나면 자율신경

계라고 구분한다.

 기능적으로 중추신경계는 뇌피질

(cerebral cortex), 뇌기저핵(basal 

ganglia), 소뇌(cerebellum),시상(thalamus)

시상하부  (hypothalamus), 중뇌(중간뇌, 

midbrain), 교(pons), 연수(숨뇌, medulla

oblongata), 척수(spinal cord)로 나누어

진다.



  뇌는 신경계의 총수로서 두개골 속에 있는 무게 약 1,500g 정도의 기관이다. 중추신경계

 에서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뇌라고 하며, 척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중추의 역할

 도 하지만 부위에 따라 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능의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한다.

 척수는 가장 하위수준에 있으며 연수, 교, 중뇌, 시상하부, 시상, 뇌피질순으로 기능이

 고차원적이다. 즉, 정교하고 중요한 기능일수록 하위구조에서 상위 구조로 옮겨가는 현상

 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뇌화(encephalization)라고 한다.

  (1) 뇌(Cerebrum)

   ① 뇌피질(Cerebral cortex)

    a. 구조

     뇌(cerebrum)는 가장 고위중추로써 고차원의 정신기능과 활동을 담당한다. 

    뇌신경의 80%, 즉 두개강의 약 2/3를 차지하며 표면은 회백질인 피질로써 그 두께는

    4∼6㎜이고 안쪽은 백질인 수질로 되어 있다. 뇌의 표면은 깊게 패인 구(고랑, sulcus)

    와 고랑에서 융기된 회(이랑, gyrus)에 의해 많은 주름이 형성되어 면적이 넓다.

    뇌피질( 뇌겉질, cerebral cortex)은 부위에 따라 세포층의 구조가 여러 가지로 다

    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토 로 하여 뇌피질을 영역으로 세분화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표적인 것은 Brodman에 의하여 세분된 분류를 들 수 있다.

◆ 대뇌피질의 Brodmann 영역



     세로로 파인 뇌종열( 뇌세로틈새, longitudinal fissure)에 의해 좌 · 우 뇌반구로

   나뉜다. 신경섬유가 척수나 연수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우측 뇌반구는 신체의 좌측기관

   을 지배하고 좌측 뇌반구는 신체의 우측기관을 지배한다.

◆ 좌우 대뇌반구의 기능적 차이

     일반적으로 좌측 뇌는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이고, 우측 뇌는 공간감각이 

   우세하며 예술적이며 감정에 약하다 그 위치에 따라 4개의 엽으로 구분된다.

◆ 대뇌반구가 열(틈새)과 구(고랑)에 의해 엽으로 나누어짐



   그러나 뇌반구는 신체의 양쪽에서 정보를 받는다. 이는 뇌 좌우반구는 뇌량(뇌들보, 

   corpus callosum)에 의해 서로 정보를 교신하기 때문이다. 뇌량은 전기 화학적 전도

   회로가 과부하되었을 때 경련을 유발하는 곳이 될 수 있다. 뇌량은 나이가 들수록 양과

   세포의 질이 떨어져 노인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전두엽(이마엽, Frontal lobe)

     뇌피질의 앞부분으로 전체 40%를 차지하며 운동기능, 자율기능, 감정조절, 식별학습

     및 의욕과 창조의 영역이다.

     두정엽(마루엽, Parietal lobe)

     뇌피질의 윗면 중앙부분으로 면적은 전체의 약 21%정도로써 감각영역, 기억, 이전

     의 것과 비교, 인식, 이해, 판단영역이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지식이

     형성되고 지능이 높아진다.

     측두엽(관자엽, Temporal lobe)

     뇌피질의 측면으로 전체 21%의 면적이며, 양쪽 귀의 달팽이관으로부터 감각섬유를 

     받는 청각영역과 언어중추가 있는 영역이다. 특히 언어인식에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과

     기억에 관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또 한 시각정도의 분석과 통합에도 관여한다.

     후두엽(뒤통수엽, Occipital lobe)

     뇌피질의 뒤쪽으로전체의 17% 정도의 면적이다. 시각영역이 이곳에 있다.

     피질 밑에는 백질이 있는데 이에는 피질의 세포들과 연결되는 신경섬유가 여러 방향으

     로 달리고 있으며 이들 섬유의 달리는 방향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3가지로 

     구분한다.

     ⇒ 백질의 투사섬유(projection fiber)는 신체 각 부분으로부터 감각흥분을 척수에서 

        뇌로 전달하는 상행로와 운동흥분을 다시 척수로 내려보내는 하행로가 있다.

     ⇒ 교련섬유(맞교차, commissural fiber)는 좌오우 뇌반구를 교차하여 연결한다.

     ⇒ 연합섬유(association fiber)는 같은 쪽 뇌반구 상하를 연결하는 섬유이다.

    b. 기능

     여러 연구에서 뇌의 일부와 신체기능 사이에는 1:1의 응이 있음을 보고 하였는데

    뇌피질의 어떤 곳은 수의운동을 일으키는데 관여하고 어떤 곳은 감각을 느끼는데 관

    여하며, 더 나아가서는 수의운동도 뇌피질에 손 · 팔 · 다리에서의 운동을 일으키는

    특정한 곳이 있으며, 감각 역시 마찬가지로 뇌피질에 신체부위 특정한 곳이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있다. 이와 같이 신체의 어떤 국소나 기능이 뇌의 어느 곳에 표출되어

    있는지 응점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뇌피질 기능의 국소화라고 한다.

    뇌피질은 운동, 감각 및 연합의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대뇌피질 기능의 국소화

     운동영역

      운동영역(일차몸운동영역, motor area)은 뇌피질의 중심구(central sulcus)의 바로 

     앞 Brodman 영역 4에 있다. 4영역에 있는 추체세포(피라미드, pyramidal cell)에서   

     나오는 원심성 섬유를 추체로(피라미드운동계, pyramidal tract)라 하며 수의운동,

     즉 전신의 골격근 운동을 지배 통제하는 곳이다. 뇌간 및 척수로 내려가 중간신경원을 

     거쳐서 운동신경에 접속한다. 이때 4영역의 윗부위에서는 몸의 아랫부분이, 아랫부위 

     에서는 신체의 상반신이 표출된다. 즉, 얼굴의 근운동은 이 회전의 하부를 자극하면

     일어나고 발의 운동은 상부를 자극할 때 일어난다.

      4영역의 한 점을 자극하면 어떤 1개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무리의 근육

     들이 수축하여 정돈된 운동이 일어난다. 운동영역의 바로 앞부부인 Brodman 영역 

     6,8도 운동에 관여하는데 이곳을 전운동영역(앞운동영역, premotor area)이라고 

     부르며, 이 영역은 주로 무의식적인 운동이나 긴장을 지배하는 추체외로(피라미드바깥

     길, extrapyramidal tract)이다. 발생학적으로 이곳은 운동영역에 비해 오래된 피질

     즉 일찍 발생한 곳으로 추체외로계의 운동섬유가 시작하는 곳이다.

 

      이곳을 자극하면 자세의 조정 또는 다리의 관절을 굴곡시키는 것 같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 걸친 근육의 협력작용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떤 신체부위의 운동이 운동

     영역에 표시되는 면적은 근육군의 크기보다는 그 운동의 정밀성에 따른다.      

     즉 손이나 얼굴의 운동을 지배하는 운동 영역이 다른 운동의 영역보다 훨씬 넓다.



     감각영역

      감각영역(sensory area)은 뇌피질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중심구 바로 뒤

     Brodman 영역 3,1,2에는 체성감각영역(일차몸감각영역)이 있다. 이곳에 근육이나 관절

     에서 일어나는 운동감각흥분과 피부의 일밤감각, 즉 온각 · 냉각 · 촉각 · 압각이 전달 

     된다. 운동영역과 마찬가지로 신체부위의 상반신은 Brodman 영역 3,1,2의 아랫부분, 

     하반신은 윗부분에 표시된다.

      그 밖의 Brodman 17영역은 1차 시각영역으로 물체의 색, 크기, 모양, 움직임을 인지

     한다. Brodman 18영역은 시각의 연합영역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것을 기억

     한다. Brodman 19영역은 피질의 모든 부분과 시상과 연락하며 시각반사와 다른 반사

     에 관여한다. 1차 청각은 Brodman 41, 42영역, 즉 측두엽에서 담당하고 음의 고저 

     및 음조를 구별한다. 22영역은 청각의 연합영역으로 음의 소재나 의미 등을 판별한다.

◆ 대뇌피질의 운동 및 감각영역



     연합영역

      운동영역과 감각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뇌피질영역을 연합영역(association area)

     이라 한다. 고등동물일수록 연합영역이 넓고 전체 피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고등한 정신기능과 관련한다. 즉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하여 인식함으로써 기억, 상상,

     학습, 의도적이며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 감각의 통합

       체성감각과 특수감각, 즉 온 · 냉각, 촉각과 시각, 미각, 청각 등의 제각기 독립된 

      감각이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하고 또한 과거의 기억과 비교, 조함으로써 상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사과가 있을 때 형태 및 색깔을 보고, 만져보고 맛과 냄새를

      느낌으로써 이전의 기억을 상기하여 사과라고 인식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연합영역

      에서 모든 감각이 통합되기 때문이다.

     ⇒ 합목적적인 수의적 동작의 수행

       자극에 하여 감각이 통합되어 인식된 후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수의적 

      동작을 질서있게 전개하는 능력이 있다.

     ⇒ 언어

       언어에 관한 뇌 기능의 이해는 뇌 손상과 뇌졸중(stroke)에 의한 실어증(aphasia) 

      연구로부터 온 것이다. 19세기에도 이미 뇌의 두 피질영역인 브로카영역(Broca's

      area)과 베르니케영역(Wernicke's area)이 실어증 유발과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브로카실어증은 왼쪽 하전두회(下前頭回, inferior frontal gyrus)와 그 주변에 위치한 

      브로카영역(Broca's area)의 손상에 의한 것이다. 

      이 실어증의 공통적 증상은 오른팔과 오른쪽 얼굴이 약해지고 말이 느리며 정확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운동통제의 문제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혀, 입술, 후두 근육조직에 미치는 신경통제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베르니케실어증은 상측두회(上側頭回, superior temporal gyrus)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Wernicke's area)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말의 속도는 빠르나 의미가 없고 말 

      내용이 꾸며져서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어(口語)와 문어(文語)를 이해하지 못한다. 단어의 

      개념은 베르니케영역에서 유래하고 궁상속(弓狀束, arcuate fasciculus)에 전달된다.

      그 다음 브로카영역은 신경섬유를 중심전회(precentral gyrus)에 보내는데, 이는 

      언어근육을 직접 통제한다. 궁상속이 손상을 받으면 전도실어증(conduction aphasia)

      을 일으키는데, 이는 말한 언어를 이해하지만 단어를 정확히 따라 할 수 없다.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의 접합부(juntion)에 위치한 각회(角回, angular gyrus)는 

      청각, 시각, 체성감각 정보 등을 통합하는 중추이다. 각회가 손상을 받으면 실어증이

      일어나는데, 이는 가회가 베르니케영역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왼쪽 각회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말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나 쓰거나 읽을 수 없다.



     ⇒ 연합영역의 손상 시 초래하는 증상들

      실인증(agnosia)

       감각경험의 여러 가지 특징에 해 분석 및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상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시각영역이 파괴되면 시각적으로 상을 인식하지

      못하며 Brodman 5,7영역에 손상이 있을 경우 자신의 손을 인식하지 못한다.

      실행증(apraxia)

       수의적 동작의 수행 기능에 장애가 와서 몇 가지 동작을 어떤 목적에 맞게 순차적

      으로 전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편지를 넣기 전에 미리 봉투를 붙인 후

      봉한 봉투에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실어증(aphasia)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문자를 읽으므로써 뜻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장애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청각 기능은 정상인데도 말을

      들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글씨를 읽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의미

      있는 단어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② 뇌기저핵(바닥핵, Basal ganglia)

    기저핵은 뇌백질 속에 있는 회백질 덩어리로 된 신경핵으로 주된 핵은 미상핵(꼬리   

   핵, caudate nucleus), 피각(조가비핵, putamen), 담창구(창백핵, globus pallidus) 및 

   편도체(corpus amygdala) 등이며 추체외로계의 중요한 중추이다. 해부학적으로 피각과 

   담창구를 합해 렌즈핵이라고 하며 기능적으로는 미상핵과 피각을 선조체라한다. 

   시상, 미상핵, 렌즈핵 사이의 백질의 공간을 내낭(internal capusule)이라고 한다.

 ◆뇌의 오른쪽 외측면(가쪽면)



◆ 관상면 앞면  대뇌기저핵(바닥핵)의 입체적 위치 관계

   ③ 변연계(가장자리 계통, Limbic system)

    변연계는 형태학적으로 간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자리 피질영역이다. 뇌피질은 발생

   학적으로 가장 늦게 형성된 것으로 신피질(neocortex)이라 하는데, 뇌간과 신피질 사이

   에 있는 변연계는 발생학적으로 신피질보다 먼저 형성된 것이므로 고피질(archicortex)

   이라고 부른다. 시상을 거쳐서 뇌피질과 신경섬유의 연락이 있으나 시냅스 연결이 조

   금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은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뇌간

   망상체와도 신경섬유의 왕래가 있다.

   변연계는 해마(hippocampus), 편도핵(amygdala), 상회(cingulate gyrus), 시상전핵

   (anterior thalamic nucleus), 유두체(mamillary body), 후구(후각망울, oifactory bulb)

   중격핵(septal nucleu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해마는 짧은 시간 동안 간직되는 기억에 관여하며 뇌간망상체와 관련하여 각성 및 

      주의집중에 관여 한다.

   ✓ 편도체는 여러 가지 내장감각과 함께 자율신경의 반응을 일으킨다. 편도체의 어떤 부

      위자극으로 행동이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 식별성이 빈약한 원시적 감각, 즉 통각, 내장감각, 성감각 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율기능의 고위중추인 시상하부에 해 더욱 고차원적인 통합을 수행한다.

   ✓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한 정보 및 기억, 내장에 관한 정보들이 통합됨으로써 정신

      신체반응, 정서반응(분노, 공포 등)을 담당한다.



◆ 변연계(가장자리계통)

  (2) 간뇌(사이뇌, Diencephalon)

   뇌와 중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간뇌(diencephalon)라고 부르며 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시상(thalamus), 시상의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시상하부(hypothalamus)로서

  회백질의 큰 덩어리이다.

◆ 간뇌



   ① 시상(Thalamus)

    시상은 간뇌의 3/4을 차지하고 중뇌와 선조체(미상핵과 피각) 사이에 있으며, 뇌반구

   로 덮여 있다. 뇌피질이 발달되지 않은 동물들은 시상이 감각의 최고중추이다.

   시상은 많은 신경핵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뇌에 냄새를 제외한 모든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중계역할을 하며 감각을 통합하므

      로 통증, 온도의 변화, 촉각 등의 감각을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킨다. 따라서 참을 수

      없는 심한 통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고 반 로 기분좋은 자극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 망상체, 뇌기저핵에서 신경섬유를 받고 뇌피질 운동영역에 신경섬유를 보내 걷는

      상태를 유지하며 위치감각을 느끼게 한다. 이 회로가 손상되면 경직이나 진전 등의

      긴장이상을 일으킨다. 

   ✓ 피부감각, 심부감각, 미각 등의 감각정보를 받고 이러한 자극에 한 자율적인 반응

      에 관여한다.

   ✓ 감정의 해부학적 통로로서 뇌피질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시상하부(Hypothalamus)

    시상하부는 간뇌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여러 개의 신경핵이 무리지어 있고 맨아래쪽에는

   뇌하수체가 달려 있다. 시상과는 뚜렷하게 분리되지만 구조적,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다. 크기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뇌부분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통합

   중추이지만 체성계통의 운동도 수반하는 차원이 높은 중추이다. 그러나 고등동물일수록 

   시상하부가 체성통합을 하는 구실은 적어진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체온조절중추가 있어 항상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한다. 시상하부 앞쪽에는 온열중추가

     있고 뒤쪽에는 한랭중추가 있어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확장, 발한 등으로 체온을 외부

     로 발산시키며 체온이 떨어지면 입모, 떨림, 혈관수축 등 기초 사가 항진되어 열을

     생산한다.

   ✓ 섭식중추(feeding center)인 공복중추(hunger center)와 포만중추(satiety center)가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 방을 억제하여 상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음식물 섭취에 관여

     한다.

   ✓ 음수중추(drinking center)가 있으며 삼투압수용기가 작용하여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

     지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일으킨다.

   ✓ 정서기능, 즉 공포, 분노, 기쁨, 슬픔, 놀라움, 애정, 증오 등을 변연계와 같이 조절

     한다.

   ✓ 시상하부 호르몬, 즉 방출호르몬(releasing hormone)이나 억제호르몬(inhibiting 

      hormone)을 분비하여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을 조절하고 일부 신경섬유들이 직접 

     뇌하수체 후엽으로 내려가 그 말단에서 호르몬을 혈액 중에 분비하도록 하여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 식욕, 성욕 등의 본능에 따르는 섭식행동이나 성 행동은 단순한 정서행동이 아니고 

     뇌피질과 변연계통에서 조절한다. 시상하부는 뇌피질에서 주로 억제자극을 받지만

     역으로 시상하부로부터 상행성 활성계통이 뇌피질에 투사되고 변연계를 활성화한다.

  ✓ 생체리듬을 조절한다. 수면과 각성리듬이 유지되는 것은 시상하부의 정상적인 기능에



     의한 것이다.

   ✓ 뇌간의 연수(숨뇌, medulla oblongata)와 연결되어 상이한 감정상태에 한 내장반응

     을 일으킨다.

  (3) 뇌간(뇌줄기, Brain stem)

   중뇌, 교, 연수를 일괄하여 뇌간(brain 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기능적으로 연속해 

  있어서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회백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서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고 핵을 이룬다.

   ① 중뇌(중간뇌, Mid brain)

    중뇌는 교 바로 위에 있으며 뇌간 중 가장 작은 뇌이다. 복측부(ventral portion)와 

   배측부(dorsal portion)로 나뉘며 복측부를 뇌각( 뇌다리, cerebral peduncle)이라고

   부른다. 뇌각 바로 뒤에는 짙은 회색을 띤 활 모양의 흑질(흑색질, substantia nigra)

   이 있으며 이것을 경계로 뇌각의 배측부위를 피개(중간뇌덮개, tegmentum)라 한다.

   흑질선조체계는 흑질로부터 기저핵(basal nuclei)의 선조체(corpus striatum)까지 뻗어

   있고 운동협동에 필요하다. 만약 흑질선조체계의 신경섬유가 변성되면 파킨슨병에 걸리

   게 된다. 중변연계는 흑질 가까이 인접한 핵으로부터 전뇌의 변연계까지 뻗어 있으며

   행동과 보상(reward)에 관여한다.

   피개 위에 4개의 혹 모양의 사구체(네둔덕체, corpora quadrigemina)가 있다. 내부에는

   제3뇌실과 제4뇌실을 연결하는 중뇌수도(cerebral aqueduct)와 1쌍의 적핵(적색핵, red 

   necleus)이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뇌각( 뇌다리)은 뇌에서 하행하는 원심성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로이고 피개

     는 뇌로흥분을 전달하는 구심성 감각신경이 지나가는 백질이다.

  ✓ 적핵(적색핵)은 뇌 및 소뇌와 연결되어 있고 운동협동에 관여한다. 척수의 후주에서

     끝나는 적핵 척수로를 형성하여 추체외로(피라밋외로, extrapyramidal tract)를 이룬다.

  ✓ 피개 위에 2쌍의 사구체가 있는데 상구(위둔덕, superior colliculi)는 시각반사와 

     안구운동에 관한 반사중추가 있다. 눈에 광선이 닿으면 동공이 축소되는 광선반사

     (light reflex), 눈에 물체가 갑자기 다가오거나 각막이 자극되면 안검(눈꺼풀)이 닫히

     는 안검반사와 각막반사를 담당한다. 하구(아래둔덕, inferior colliculi)는 청각반사

     중추가 있어 소리에 반사를 일으킨다.

  ✓ 중뇌에는 제Ⅲ뇌신경(동안신경:눈돌림신경)과 제Ⅳ뇌신경(활차신경:도드래신경)이 시작

     된다.



◆ 중뇌(중간뇌)의 앞면

   ② 교(다리뇌, Pons)

     연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리와 같은 역할로서 상하로 달리는 신경섬유가 연수

    보다 더 많고 또한 소뇌로 보내는 옆으로 달리는 신경섬유 다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연수보다 더 큰 부피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수의 호흡조절중추와 구분되는 호흡조정중추가 있다.

    ✓ 교(Pons)는 뇌반구에서 소뇌로 정보를 중계한다.

    ✓ 교에는 제Ⅴ뇌신경(삼차신경), 제Ⅵ뇌신경(외전신경:갓돌림신경), 제Ⅶ뇌신경(얼굴신경:

       안면신경), 제Ⅷ뇌신경(청신경:속귀신경)이 시작된다.



◆ 뇌신경이 보이는 뇌의 아랫면

   ③ 연수(숨뇌, Medulla oblongata)

     연수는 척수와 교 사이에 있는 길이 약 3㎝, 무게 6∼7g의 기관으로 척수에서와 같이 

    회백질에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많은 중추가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호흡중추, 심장중추, 혈관운동중추, 연하중추, 구토중추, 발한중추, 타액분비중추, 위

       액 분비중추가 있다.

    ✓ 핵들의 주위에는 중뇌에서 연수에 걸쳐 망상체가 발달하여 있는데, 백질 사이에 회

       백질이 산재하고 그 회백질이 서로 연결되어 느슨한 그물처럼 보이는 망상체

       (그물체, reticular formation)는 의식을 유지시키고 내장기능과 체성기능 조절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 망상체에는 의식유지 및 주의집중을 주관하는 세포들을 포함하

       며, 이를 활성망상체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라 부른다. 활성망상체를 파괴하

       면 의식이 없어지고 혼수상태가 된다.

    ✓ 척수와 고위중추 사이의 상행로와 하행로는 연수를 지나며 부분의 신경로가 연수

       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좌측 뇌반구는 우측 신체기관을, 우측 뇌반구는 좌측 신체

       기관을 지배한다.

    ✓ 연수에는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4쌍, 즉 제Ⅸ뇌신경(설인신경:혀인두신경), 제Ⅹ뇌신

       경(미주신경), 제Ⅺ뇌신경(부신경:더부신경), 제Ⅻ신경(설하신경:혀밑신경)이 시작된다.

  (4) 소뇌

   는 연수와 교 뒤쪽에 있는 무게 약 120g으로, 뇌 다음으로 신체운동

  에 중요하며 뇌의 자문기관이다. 소뇌는 뇌간과는 달리 피질(cortex)이 회백질이며 그

  내부가 백질이다. 이 백질 속에 다시 회백질로 된 부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뇌핵이라고



  한다. 소뇌 표면에는 옆으로 주름이 많아서 회백질의 면적이 넓다. 소뇌의 모든 기능은

  의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소뇌는 뇌의 운동영역과 신경섬유를 주고 받으며 또한 근육 속에 있는 근방추의

    고유수용기에서도 신경섬유를 받아 근육운동 상황을 알고 그 정보를 뇌의 운동영역

    으로 올려 보내어 간접적으로 근운동을 원활하게 조정한다. 예를 들면 연필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일은 뇌가 하며 그 거리를 정확하게 조준하는 일은 소뇌에서 이루어진다.

   ② 몸의 자세와 균형을 바로 잡게 한다. 몸의 자세와 균형이 흐트러지면 내이의 반규관

    에서 흥분파가 발생하여 소뇌로 보내지고, 소뇌에서는 이런 정보와 자세 유지근으로

    부터 올라오는 고유수용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후 뇌로 보낸다.

    골격근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곳은 아니지만 잘 조정되고 원활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평형을 유지토록 한다.

   ③ 그 밖에 시각, 청각, 및 촉각 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④ 소뇌를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 사지가 강직성 발작(opisthotonus)을 일으킨다.

  

  (5) 수의운동흥분의 전도로

    뇌에서 시작하여 척수로 하행하는 수의 운동을 주제하는 흥분은 2가지 종류가 있다. 

   이에는 추체로계와 추체외로계가 있다.

   ① 추체로계(피라미드로, Pyramidal tract)

    뇌의 운동영역 중 Brodman 4영역에 있는 추체세포에서 기시하여 추체로(일명 피질

   척수로)라고 부르는 전도로로서, 연수추체(medullary pyramid)를 지나 척수의 추체로를 

   하행하는 모든 섬유를 말한다. 즉, 뇌피질과 하부의 중추를 연결하는 전도로는 부분 

   내낭(속섬유막, internal capsule)을 통화하므로 내낭은 피질과 피질하부 사이에 있는 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쪽 내낭이 손상을 받으면 반 측에 반신불수(hemiplegia)

   가 나타난다. 추체로는 약100만 개의 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75∼90%의 

   섬유는 연수의 추체교차에서 반 측으로 교차하여 척수의 후외측 1/4로 내려가는데, 이

   추체로를 외측 피질척수로(lateral corticospinal tract)라고 한다. 

    나머지 섬유는 교차하지 않은 채 척수의 전중앙면(anteromedia section)에서 미주

   (caudal) 방향으로 내려 가는데, 이 추체로를 내측피질척수로(안쪽겉질척수로, medial 

   corticospinal tract)라고 하며, 이 섬유는 척수에서 부분 반 측으로 교차된다.

    추체로는 한 개 혹은 소수의 근육이 수축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근육운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글씨를 쓰는 일, 말을 하는 것, 집중하여 어떤 행동, 즉 처음 길을 찾아 나설 

   때, 분필을 잡을 때 등에 관여한다. 추체로를 차단하며 수의운동이 소실되는 것 외에도

   근육의 긴장이 높아지고 건반사(tendon reflex)가 항진된다. 이는 아마도 전운동영역

   (6영역), 운동영역(4영역) 등에서 오는 섬유도 같이 차단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② 추체외로계(피라미드외로, Extrapyramidal tract)

    추체외로계의 섬유는 부분이 뇌피질 6영역에서 시작하여 피질척수로를 제외한 



   하위운동신경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추와 신경로가 여기에 포함된다. 추체로계의 

   시작은 뇌피질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추체외로계는 뇌피질 뿐만 아니라 여러 피질하 

   영역에서도 시작되므로 단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network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추체외로에는 적핵척수로가 표적인 전도로이며, 그 외에도 전정척수로, 외측망상체 

   척수로, 내측망상체 척수로가 있다. 추체외로는 많은 근육이 수축하여 일어나는 동작이 

   크고 고정된 운동과 반사, 무의적인 근육운동 및 긴장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몸의 위치를 바꾸는 큰 운동을 할 때, 같은 목적지를 반복적으로 다

   닐 때와 같이 되풀이 되는 일 등에 관여한다.

  는 중추신경계통에서 가장 간단한 하위구조의 부분으로 말초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체 내외의 모든 변화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여 상위중추인 뇌로 보내고, 또 뇌에서 이 

 정보를 분석 통합한 후 다시 말초신경을 통해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하여 적절한 신체 반응

 과 정신활동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흥분의 전도로이며, 척수분절 수준에서의 반사(reflex)

 활동의 중추이기도 하다.

  

  (1) 척수의 구조

   척수는 척추골(vertebrae)이 이루는 척추관(vertebral canal) 안에 들어 있으며 출생 시

  척추관 전체의 길이에 걸쳐 있지만 어른에서는 요추 1번째 혹은 2번째 위치까지 분포

  되어 있다. 이는 척수의 생후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신 척추골만 성장하기 때문이다.

  위로는 공(큰구멍, foramen magnum)에서 연수와 연결되어 있다.

◆ 뇌와 척수를 둘러싸는 뇌척수액(청색)



  척수는 해부학적으로 외부에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잘 보호되어 있다.

◆ 척수막                                ◆ 척수의 단면

  ✓ 척추골의 단단한 뼈로 이루어진 관내에 위치한다.

  ✓ 관의 지름보다 척수의 지름이 작아서 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척주가 

    굴곡을 하더라도 손상을 받지 않는다.

  ✓ 척수의 외부는 3층의 뇌막(meninges)이 있어 척수를 보호한다. 가장 바깥층은 섬유

    질로 된 질기고 단단한 두꺼운 경막(경질막, dura mater), 다음 층은 혈관이 발달되어

    있고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지주막(거미막, arachnoid membrane), 가장 내면은

    척수의 표면을 싸고 있는 얇고 섬세한 연막(연질막, pia mater)이다.

  ✓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는 지주막하강(거미막밑공간, subarachnoid space)이라는 공간

    이 있고 이 속에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 들어 있어 척수가 액체에 떠있

    는 상태로 있으므로 외부에서 오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된다.

   척수를 횡단으로 절개하여 보면 육안으로 회백질과 백질 두부위로 구분된다. 척수의 주

  된 기능이 반사와 전도로라고 할 때 반사는 회백질에서, 전도로는 백질에서 담당한다.

   ① 회백질

    중앙부 회색으로 보이는 H자 모양을 회백질(gray matter)이라고 하며, 주로 신경세포

   의 집단으로 되어 척수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의 흥분과 척수에서 나가는 운동신경흥분을 

   통합하는 곳이다. H자의 앞쪽 돌출부분을 전각(앞뿔, ventral horn), 뒤쪽 돌출부분을

   후각(뒤뿔, dorsal horn), 전각과 후각 사이를 측각(옆뿔, lateral horn)이라고 한다.

   척수의 각 마디마다 전각 및 후각에서 좌우 한 쌍의 척수신경이 나가고 들어온다. 이중

   전각에서는 척수신경의 운동섬유, 즉 원심신경섬유가 전근(앞뿌리, ventral root)을 이루

   면서 나가며 후각에서는 감각섬유, 즉 구심신경섬유가 후근(뒤뿌리, dorsal root)을 이루

   면서 들어온다. 이처럼 전근은 운동성이고 후근은 감각성인 특성을 Bell-Megendie의 법  



   칙이라고 한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연결되는 곳을 반사중추라고 하며 척수의 회백질

   이 그 기능을 한다. 전근과 후근은 척수 근처에서 합쳐져 척수신경이 되므로 31쌍의 척

   수 신경은 혼합신경이다.

◆ 척추옆신경절의 교감신경줄기

교감신경절과 척주 및 척수와의 해부학적 관계를 보여준다.

   ② 백질

    회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백질(white matte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로 유수섬유들이 모여 있으며 전삭(anterior funiculus), 측삭(lateral 

   funiculus), 후삭(posterior funiculus)으로 구분되며 뇌로 출입하는 신경흥분의 전도로를 

   구성한다.

◆ 척수의 상 · 하행전도로



    a. 상행로(오름신경로, Ascending tract)

     전삭에는 촉각흥분을 뇌에 전달하는 전척수시상로(anterior spinothalamic tract)가 

    있다. 측삭에는 온각, 냉각, 통각 등의 감각흥분을 뇌에 전달하는 외측척수시상로(가쪽

    척수시상로, lateral spinothalamic tract)와 근육, 관절, 피부에 있는 수용기에서 시작

    하여 신체의 자세 및 위치감각을 소뇌에 전달하는 외측척수소뇌로(가쪽척수소뇌로, 

    lateral spinocerebellar tract)가 있다.

◆ 오름신경로(감각전도로)



    후삭(상행로만 있음)에는 촉각과 근육 및 관절에서 시작하는 팔 · 다리의 위치감각을

    뇌에 알리는 설상속(fasciculus cuneatus)과 박속(fasciculus gracilis)이 있다.

    b. 하행로(내림신경로, Descending tract)

     전 · 외측 피질척수로(anterior · lateral corticospinal tract)는 뇌피질의 운동영역

    에서 시작된 수의운동을 척수로 전달한다. 전 · 내측 · 외측망상척수로(anterior, medial, 

    lateral reticulospinal tract)는 뇌간의 망상체에서 시작하여 척수로 하행하여 골격근을 

    자극한다.

  (2) 반사궁(Reflex arc)

   중추신경계의 활동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기능은 반사작용이며, 이는 척수의

  주된 기능으로 뇌피질의 작용과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극에 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으면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팔을 낚

  아 채 손을 난로에서 떼거나, 음식을 먹었을 때 타액이 분비되는 작용으로, 이런 반응은

  자극에 의한 흥분이 감각신경을 통해 뇌피질에 도달하기 전에 척수의 반사중추에서 

  정보가 처리되어 운동신경으로 바로 전해져서 나타난다. 이런 반사활동은 환경 변화에 

  해 신속하게 응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기타 신체의 활동에 유익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반사궁(reflex arc)은 활 모양을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반사활동이 일어나는 해부학적 · 

  생리학적 기본구조이다.

◆ 반사궁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에서 나와 신체의 거의 모든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중추의 정보

 를 신체의 조직 및 각 기관으로, 각 조직 및 기관의 정보를 중추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은 형태학적으로 뇌에서 나오는 것을 뇌신경, 척수에서 나오는 것을 척수신경이라

 고 한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운동(날부분) 및 감각(들부분)에 관여하는 신경을 체성신경

 (somatic nerve), 호흡, 순환 등 식물성 기능에 관계하며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활동하는 

 신경을 자율신경(autonomic nerve)이라 한다. 두 신경은 중추신경 안에서 통합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와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로 나누고 한 기관에 해 두 종류의 신경섬유를 보내고 있으며 해부학

 적으로는 원심성 신경에 해당한다.

  (1) 뇌신경

   뇌에서 직접 시작하는 말초신경을 뇌신경(cranial nerve)이라 하며 좌 · 우 12쌍이 있다.

  이것은 뇌에서 시작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로부터 차례로 로마숫자를 붙여 부르고 

  있다. 부분 신경이 머리, 얼굴 및 목 부위의 기관을 지배하고 있으며 제Ⅹ뇌신경인 미  

  주신경만이 분포범위가 광범위하여 심장, 폐 및 복부 내장에도 가지를 내보낸다.

  뇌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출입하고 있으며 이들 2가지 신경섬유가 섞여 있는

  혼합신경인 것도 있다.

◆뇌신경 부위와 기능



◆ 뇌신경의 지배

  (2) 척수신경

   척수는 31쌍의 척수신경(spinal nerve)이 있고, 척수전근(앞뿌리, ventral root)과 후근

  (뒤뿌리, dorsal root)으로 모여서 체성신경계를 형성한다. 전근(앞뿌리)은 척수에서 운동

  섬유를 내보내고 후근(뒤뿌리)은 척수로 감각섬유를 들여보내며 일차 감각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가 모인 후근 척수신경질(posterior root spinal ganglion)이 융기를 이룬다.

   척수신경의 전근과 후근은 추간공(척추사이구멍)을 나오기 직전에 합쳐지므로 척주관에

  서 나오는 신경은 혼합신경으로 운동섬유와 감각섬유가 함께 있다. 근육이나 자율신경계  

  에서의 운동역할은 척수전근이 맡고 이에 반해 척수로 들어오는 신경섬유는 후근에서 감



  각 정보를 받는다. 따라서 전근을 운동근(motor root), 후근을 감각근(sensory root)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중추신경계는 발생학적으로 분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척수의 각 

  분절(segment)로 들어가는 감각신경과 피부의 지배영역 사이에는 응이 성립 하는데, 

  이것을 피부분절이라고 한다.

◆ 피부분절

  물론 각부의 경계부는 서로 겹친다. 혈관, 한선, 입모근을 지배하고 있는 자율신경(교감

  신경)의 섬유는 피부의 감각신경섬유와 함께 1개의 신경다발로 되어 달린다. 

  이것을 근지(근육가지, muscular branch)라 한다.

  자율신경은 고유의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신경계로 신체의 내장, 즉 위장관 운동 및

 분비, 폐, 심장, 방광 및 혈관벽 그리고 발한(땀분비)과 같은 각종 분비선에 분포하여 그 

 기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반응은 매우 빠르고 강력한 조절능력을 갖는다.

 자율신경계가 선, 평활근, 심장근의 활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적 조절은 부분의

 신체 생리현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신경계는 신체의 내장기능을 담당하는 곳으



 로 골격근의 수의적 움직임과는 달리 의지와 무관한 불수의적 운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를 지배하는 신경은 다른 신경계에 비해 뇌의 지배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용 한다

 고 하여 자율신경계라고 한다. 자율 운동신경은 수의적인 조절기능이 없는 기관들에 신경

 세포를 분포시킨다. 효과기는 자율신경적 조절에 반응하고 심장근, 평활근, 선이 이에 포함

 된다.

◆ 체성신경운동반사와 자율신경운동반사의 비교

A에서는 하나의 체성운동신경이 중추신경에서부터 골격근까지 이른다. B에서는 척수측각에

서 기시되는 절전섬유는 되며 이는 평활근 심장근 혹은 선에 분포한다.

  (1)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의 세포체는 흉수 및 요수(T₁∼ L₂)의 척수측각(intermediolateral horn)에 위

  치하며, 흉요(thoracolumbar division)부위라 한다. 여기서 기시한 신경섬유는 척수전근

  (ventral horn)으로 나온 후 백교통지(white ramus)를 경유해 척수 바로 옆에 있는 추골

  옆신경절(paravertebra ganglia)을 통해 절후섬유를 형성하여 각 기관에 이르거나, 어떤 

  섬유는 이들이 상하로 연결되어 경추에서 미골 사이에 긴 교감 신경절 사슬(sympathetic 

  ganglion chain)을 이룬다. 일부의 교감신경절 섬유는 추골옆신경절에서 뉴런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척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냅스를 형성(복강신경절, 상장간막신

  경절, 하장간막신경절)하여 효과 장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에서 시냅스를 형성하고 절후 섬유가 시작되어 지배장기가지 이르게

  되므로 자궁이나 남성생식기로 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짧은 절전섬유와 상 적으로

  교감신경에 속하면석 골격근을 지배하는 척수신경으로 회백교통지를 경유해 척수신경

  에 합류하여 사지나 피부의 혈관, 한선, 입모근에 분포하여 이들의 기능을 조절한다.

  (2)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부교감신경은 세포체가 뇌간(brain stem)과 천수(S₂∼S₄) 부위에 위치한다. 뇌천부위

  라 한다. (cran-iosacral division) 교감신경과 같이 절전섬유와 절후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감신경에 비해 절전섬유가 길어 신경절이 표적장기의 내부나 인접부위에 위치

  한다. 부교감신경섬유의 75%가 연수의 미주신경(vagus nerve)을 통해 흉강과 복강 내

  장기에 분포하므로 미주신경이 지배하는 심장, 폐, 식도, 위, 소장, 장, 간, 췌장 등의

  부교감신경 작용을 미주신경 작용이라 부르기도 한다.

◆미주신경의 분포

   그 외 뇌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부교감신경은 눈의 동공괄약근(pupillary sphincter)과 

  모양체근, 누선(눈물샘), 타액선(침샘)에 분포한다. 그리고 천수(sacrum)의 부교감 신경은

  골반신경(pelvic nerve)을 통해 직장, 방광 등의 골반내 장기에 분포한다.

  부분의 부교감신경섬유는 교감신경처럼 척수신경을 따라 이동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부효과기(혈관, 땀샘, 입모근)와 골격근 내의 혈관에는 교감신경이 분포하고 부교감신경

  은 분포하지 않는다.

  (3) 자율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

   자율신경은 신경말단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나 노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함으로써 그 작용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아세틸콜린을 분비하

  는 신경섬유를 콜린동작성 신경섬유(cholinergic fiber)라 하고,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신경섬유를 아드레날린동작성 신경섬유(adrenergic fiber)라고 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모든 절전섬유와 부교감신경의 모든 절후섬유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교감신경 다수 절후섬유 말단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4) 자율신경계의 기능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신으로 전달된다.

  자율신경 계층은 내분비계통과 더불어 신체 내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해 준다. 그 섬세

  한 조절에 의해 적합한 신체 내부 환경에 필요한 내적 조정을 한다. 내분비조절은 자율신

  경조절보다는 좀 느리고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내장기관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중지배를 받고 있어 어느 한

  쪽 신경은 어떤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른 신경에 의해서는 억제되는 상호길항적인 작

  용을 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항상성을 유지한다. 

  각각의 장기 기능의 세밀한 조절을 담당하면서 평상시의 활동은 주로 부교감신경이 담당

  하며, 응급사태에 처했을 때 전신적인 반응을 활발히 일으켜 신체가 내환경을 빨리 회복

  하도록 하는 반응은 교감신경계가 담당한다.



◆자율신경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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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외상이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머리에 충격이 가해져 초래되는 것이다.

  ✓ 폐쇄성 두부손상 : 뇌진탕, 뇌좌상, 뇌열상

  ✓ 두개내 출혈 : 경막상, 경막하, 뇌실질내 혈종

  ✓ 두개골 골절 : 개방성, 폐쇄성

  (1) 원인

   ① 낙상, 자동차 사고, 둔한 물체에 의한 충격

   ② 총상, 자상

  (2) 병태생리

   ① 원인에 관계없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두개내압의 상승이다.

   ② 두개내압을 정상범위로 유지하기 위한 보상기전

    ✓  CSF의 흡수증가

    ✓ CSF의 생산 저하

    ✓ 척수 지주막하강으로의 혈액측로술을 만드는것

   ③ 이러한 보상기전이 실패한 경우

    ✓ 부적절한 관류를 동반한 뇌혈류 저하

    ✓ PCO₂상승과 PO₂감소로 저산소증 초래

    ✓ 혈관확장과 뇌부종

    ✓ 계속적인 ICP의 상승

   ④ 두개외상의 치료는 ICP상승과 뇌부종의 제반원인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종류 · 부위 · 손상정도에 따라 다르나, 흔한 증상은 수분내지 수시간의 의식손상이다.

   ② ICP 상승의 증상과 징후

    ✓ 의식수준의 변화(가장 초기증상)

    ✓ 동공변화(고정, 확 , 느린반응, 비 칭성)

    ✓ 수축기압의 상승, 이완기압은 정상이거나 떨어짐

    ✓ 서맥, 맥압의 증가

    ✓ 호흡완서, 불규칙한 호흡

    ✓ 고체온증(후기증상)

    ✓ 두통

    ✓ 구토

    ✓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

       (복시와 광선과민증 등의 시각변화, 근쇠약이나 마비, 통증자극에 한 반응감소, 양성

        Babinski 반사, 피질박리자세, 제뇌자세)

    ✓ 뇌실, 지주막하강, 경막상에 도관을 설치하여 ICP 증가(15㎜Hg)를 감시한다.

 



  (4) 간호진단

   ① 기도개방 유지 불능

   ② 고체온

   ③ 감염위험성

   ④ 피부손상 위험성

   ⑤ 사고과정 장애

   ⑥ 조직관류 변화 : 뇌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활력징후, 의식수준, 안구운동 신경기능, 운동신경과 감각상태를 포함한 신경학적 

    상태를 감시한다.

   ② 뇌조직관류의 유지를 위해

    ✓ 뇌부종을 감소하기 위해 삼투성 이뇨제, 염증완화를 위한 Corticosteroids

    ✓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위한 진정제를 투여

    ✓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시 의식저하와 호흡기 억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제공

    ✓ 유해자극 제거

    ✓ 머리를 30° 상승

    ✓ 과환기를 시킨 후 흡인

   ③ 필요시 흡인(suction)을 하고, 적절한 체위를 취해주어 기도개방을 유지한다.

   ④ 고체온증시 최소한의 이불과 의복을 제공하고, 저온담요를 사용하여 급격한 체온 하강

    을 방지한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분섭취를 장려한다.

   ⑤ 상처간호와 ICP 기구삽입시 무균법을 사용해 감염을 예방한다.

   ⑥ 피부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젖은 의복과 린넨은 바로 

    교환하며, 체위변경시 환자를 밀지 않고 들어서 옮긴다.

   ⑦ 오랜 부동으로 인한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 수동적 관절범위 운동(ROM)을 실시한다.

   ⑧ 환자의 지남력 유지를 위해 외부자극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며, 지시사

    항을 단순화하고, 익숙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정상범위내의 뇌내압을 유지한다.

   ② 폐감염이나 폐침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체온이 정상범위내에 있다.

   ④ 피부손상이 없이 깨끗하다.

  두개종양은 국속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두 개내 신생물이다.

 ❑ 원발성 종양(뇌조직으로부터 발생)

  · 신경교종(성상세포종, 신경교아종, 상의세포종, 교아세포종, 희돌기세포종) : 50%

  · 수막종(meningioma) : 13∼18%



  · 뇌하수체 선종(pituitary adenomas)

  · 신경초종(neurinoma) : 8%

  (1) 원인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1세 전, 2∼12세 사이, 40∼60세 사이에 빈도가 가장 높다.

  (2) 병태생리

   ① 뇌의 결합조직에 있는 신경교세포로부터 발달된 신경교종은 빠르게 성장하고 침윤성

    이며,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② 수막종은 뇌의 경막에서 발달하며, 비교적 천천히 성장하고, 개 양성이다.

   ③ 뇌하수체 조직에서 발달한 뇌하수체 선종은 내분비기능과 시각장애를 초래한다.

   ④ 신경초종은 뇌신경, 가장 흔하게는 청신경(CN8)으로부터 발생한다.

   ⑤ 전이성 종양은 다른 부위에서부터 뇌로 전이된 것으로 폐, 유방, 결장에서 전이 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종양의 종류 · 부위 ·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두통 · 구토 · 유두부종 · 감각 

     변화 등의 ICP상승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

    ✓ 운동이상(쇠약, 마비, 발작)과 감각이상(시각, 냄새, 청각, 촉각 등의 장애)을 포함한 

     국소신경적 증상을 나타낸다.

   ② 진단검사

    ✓ CT나 MRI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혈관촬영술, 뇌실촬영술, 방사선핵

     촬영술 등을 통해 유용한 진단을 내리게 된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신체상 장애

   ③ 무력감

   ④ 신체손상 위험성

   ⑤ 감각지각 변화 : 시각, 청각, 촉각

   ⑥ 피부손상 위험성

   ⑦ 사고과정 장애

   ⑧ 조직관류 변화 : 뇌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개두술(craniotomy)에 해 환자를 준비시킨다.

   ② ICP 상승과 신경학적 장애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③ 환자와 가족에게 검사, 치료, 시술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막의 반사가 감소된 경우 눈간호를 제공한다.

   ⑤ 환자가 혼돈된(comfused) 경우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환자곁에 있게 하고, 억제  

    사용여부에 해서는 사려깊게 판단한다.



   ⑥ 부전마비(paresis)나 마비(paralysis)가 있는 경우 운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⑦ 감각과 지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⑧ 필요시 환자의 외모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발)들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⑨ 근육이완법, 호흡법, 명상법 등의 스트레스 관리방법에 한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 한다.

   ⑩ 느낌과 관심사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⑪ 환자와 가족에게 가정간호 방법에 해 교육한다.

   ⑫ 적절한 지역사회자원과 지지그룹에 해 알려준다.

  (6) 평가

   ① 환자는 뇌내압이 정상치 범위내에 있다.

   ②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다.

   ③ 상해가 없으며, 피부통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④ 환자 및 가족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⑤ 환자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가 관리를 한다.

  뇌의 혈액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 CVA, Stroke)

  ❑ 일시적 국소빈혈상태(Transient ischemic attack, TIA)

  ❑ 뇌동맥류 (Cerebral aneurysm)

  (1) 원인

   ① 뇌졸중의 원인은 혈전증(가장 흔함), 색전증, 혈관파열, 혈관경련 등이다. 중뇌동맥에 

    가장 빈번하게 침범한다.

   ② 두개내 또는 두개외동맥의 폐색으로부터 초래되는 TIA는 죽상경화증과 함께 나타나

    며, TIA의 가장 흔한 부위는 총경동맥의 분기점이다.

   ③ 뇌동맥류는 선천성 결손이나, 고혈압이나 죽상경화증과 같은 퇴행성 과정으로 인해 

    혈관벽이 쇠약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종류의 소낭상맥류(berry aneurysm)이

    고, 가장 흔한 부위는 Willis circle의 앞부분이고 개 혈관접합부에 생긴다.

  (2) 병태생리

   ① CVA시에는 뇌내 혈액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므로 뇌 무산소증, 뇌 신진 사 부전이 생

    긴다. 따라서 뇌조직 손상과 다양한 강도의 국소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② TIA시에는 혈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일시적인 신경학적 손상이 일어나고,

    12∼24시간내에 완전히 정상을 회복한다.

   ③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쉬운 것으로서, 혈액이 지주막하강내로 유입되므로 뇌내압 상승  

    과 뇌조직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3) 사정

   ① CVA의 임상증상

    침범된 동맥, 손상된 정도, 측부순환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 편마비와 감각장애

    ✓ 실어증(말하고, 듣고, 쓰고, 이해하는 것의 손상)

    ✓ 동측반맹(homonymous hemianopia)

    ✓ 마비된 부위의 일측성 지각장애

    ✓ 방광손상

    ✓ 호흡기 손상

    ✓ 정신활동 손상

   ② TIA의 임상증상

    ✓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현기증

    ✓ 지각이상(paresthesia)

    ✓ 언어장애

   ③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임상증상

    ✓ 무증상

    ✓ 두통, 흐릿한 시각 등의 비특이적 증상

   ④ 동맥류 파열의 임상증상

    ✓ ICP 상승의 증상과 징후

    ✓ 심한 두통

    ✓ 목의 경직과 목 운동시 통증

    ✓ 광선과민증과 시각이상(blurred vision)

    ✓ 안절부절 못함

    ✓ 약간의 체온상승

  (4) 간호진단

   ① 언어소통 장애

   ② 피로

   ③ 운동 장애

   ④ 통증

   ⑤ 역할수행 장애

   ⑥ 자가간호 결핍 : 먹기, 옷입기, 머리빗기, 목욕하기

   ⑦ 피부손상 위험성

   ⑧ 사회적 고립

   ⑨ 편측성 지각장애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글자판, 몸짓, 그림 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② 환자가 방해받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③ 균형잡힌 식이와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하고, 먹기 쉬운 음식들을 준비한다.

   ④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최 화한다.



   ⑤ 일상활동을 계획할 때 환자의 흥미를 고려한다.

   ⑥ 워커, 지팡이, 훨체어 등 보행보조 기구 사용방법을 교육한다.

   ⑦ 앞여밈이 있는 간단한 의복을 입힌다.

   ⑧ 가정에서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의논한다. 

      (휠체어 경사로, 샤워장 발판, 목욕탕 개조 등)

   ⑨ 환자의 개인위생(머리감기, 머리빗기, 화장하기, 면도) 수행을 돕는다.

   ⑩ 근육의 힘을 유지하고, 경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범위 운동을 수행하도록 도와주

    고 교육한다.

   ⑪ 마비된 부위를 만져주고, 수동적인 관절 범위 운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⑫ 침 에서의 환자 자세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굴곡시키고, 체위는 2시간마다 변경한다.

   ⑬ 마비된 쪽으로 누이는 것은 상자의 지각을 증가시킨다. 감각손상이 있으므로 일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⑭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편안한 체위를 취하고, 지주막하강 출혈 

    환자의 경우에는 외부자극을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며, 부드럽게 목을 돌린다.

   ⑮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 이런 약물은 의식수준 및 호흡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사정한다.

   ⑯ 뇌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삼투성 이뇨제, 염증완화를 위한 corticosteroids, 안정을 위

    한 진정제, 뇌혈액응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등 처방된 약물을 투여한다.

   ⑰ 필요시 TIA인 경우 경동맥내막 절제술(endarterectomy), 동맥류의 외과적 협자술(clipping)

    을 위한 개두술 준비를 한다.

   ⑱ 환자의 가족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퇴원 후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환자

    가 스스로 음식을 먹도록 격려하는 방법, 안전예방 등에 해 교육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이 증가되고 좌절감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위치를 재정립한다.

   ③ 보조기구 사용법과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시범 보인다.

   ④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⑤ 적절한 개인위생과 옷차림을 유지한다.

   ⑥ 편측마비가 없으며, 신체 전체를 잘 인식한다.

   ⑦ 환자는 얼굴표정, 신체 움직임, 활력징후의 불편감이 없다.

  간질은 뇌의 과흥분성 신경원의 발작적이고 조절할 수 없는 과다자극 상태를 말하며, 그 

 자체로 질환이라기 보다는 제반병변을 알려주는 것이다.

 ❑ 발작의 종류

  · 강직성-간 성( 발작)

  · 부재성(소발작)

  · 복합형(측두엽 : 정신운동발작)

  · 국소발작(Jacksonian)



  (1) 원인

   간질의 50%가 원인병변이 확실치 않은 특발성이다. 가능한 원인으로는 출생시 외상, 두 

  개외상, 두개종양, 뇌막염, 뇌염, 뇌종양, 사성 장애(저혈당증, 페닐케톤뇨증) 뇌혈관장애 

  등이 있다.

  (2) 병태생리

   ① 발작은 뇌신경원의 과도하고 무질서한 자극상태이다.

   ② 발작은 뇌의 국소화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적(복합형, Jacksonian) 발작과 전신적

    (강직성-간 성, 소발작) 발작으로 분류된다.

  (3) 사정

   ① 강직성-간 성 발작(Tonic-clonic, grand mal)

   ❑ 국소발작이 없는 전신발작으로 약 2분 동안 지속된다.

    ✓ 막연한 불편감이 전구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는다.

    ✓ 긴장성 단계에서 근육수축, 무호흡이 있다.

    ✓ 간 성 단계에서는 사지에 율동적인 격렬한 움직임, 과다한 타액분비, 빠른 맥박을 

      보인다.

    ✓ 실금이 있을 수 있다.

    ✓ 간 성 단계 이후 약 5∼10분 동안 혼미 상태를 지속한다.

   ② 소발작(Abscence, petit mal)

    ✓ 국소발작이 없는 전신발작으로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에서 발생한다.

    ✓ 10∼30초 동안 한곳을 응시하며, 의식을 잃는다. 넘어지지는 않는다.

    ✓ 하루에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③ 복합형(complex)발작의 경우 환자는 행동변화(자동성 automatism, 이상감각, 망상)

     를 보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④ 국소(Jacksonian)발작은 신체의 일부분 (한쪽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한손의 비정상

     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하고, 전신 강직성-간 성 발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신체손상 위험성

   ③ 지식부족

   ④ 사회적응 장애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발작 전, 발작 동안, 발작 후의 행동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② 발작이 일어난 신체부위를 기록한다.

   ③ 발작이 진행된 시간을 기록한다.

   ④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관련된 지시사항을 일러준다.

   ⑤ 환자와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 발작의 전조증상



    ✓ 발작 동안에 필요한 간호, 즉 머리와 사지를 보호하고, 억제하지 않도록 한다.

    ✓ 발작 후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 약물요법의 부작용과 독성증상을 알려준다.

    ✓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적절한 수면, 금주, 이완요법)

   ⑥ 환자를 과보호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자원 및 지지단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평가

   ① 항경련제 약물요법을 하고 있는 상자의 혈중약물 농도가 치료범위내에 있다.

   ② 약물요법의 부작용이 없으며, 부작용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

   ③ 환자는 상처나 골절이 없다.

   ④ 환자는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다.

   ⑤ 환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하여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작용이 증진 된다.

  척수의 골절, 좌상, 압박으로 척수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1) 원인

   ① 자동차 사고, 수영, 낙상, 운동, 총상 등이 원인이다.

   ② 손상이 흔한 부위는 경추와 흉추-요추의 접합부위(T₁₂와 L₁)이다.

  (2) 병태생리

   ① 굴절, 신전, 회전, 압박, 또는 이들 기전이 복합되어 척수손상을 초래한다.

   ② 상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척수에 손상을 입는 경우와 척추골절이나 탈구시 부적당한 

    움직임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와서 척수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③ 완전 척수손상인 경우, 척수 전체의 횡단면을 침범하며, 불완전 손상인 경우 부분적 

    횡단면을 침범하거나 다른 손상이 있다.

   ④ 손상의 정도는 경증의 일시적인 척수 타박상에서부터 중증의 영구적인 사지마비까지 

    다양하다.

   ⑤ 척수손상인 경우 손상부위 이하의 운동, 감각, 자율활동의 손상과 함께 척수쇼크가 

    발생하며, 이런 상태는 손상 후 수일에서 수개월 지속된다.

   ⑥ 치료방법은 다양하지만 개 재활을 필요로 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즉각적인 증상으로서 통증, 지각이상, 감각상실, 부전마비에서 마비까지 다양한 운동

      기능의 변화, 의식상실이 있다.

    ✓ 척수손상의 부위에 따라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가 다르며, 부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손이 심해지기도 한다.

   ② 진단검사

    ✓ 척수 방사선 촬영술을 통해 손상된 위치를 확인한다.



  (4) 간호진단

   ① 신체상 장애

   ② 변실금

   ③ 비효율적 응

   ④ 반사장애

   ⑤ 비효율적 가정관리

   ⑥ 감염 위험성

   ⑦ 신체손상 위험성

   ⑧ 운동장애

   ⑨ 성문제 호소

   ⑩ 피부손상 위험성

   ⑪ 역할수행 장애

   ⑫ 신경인성 요실금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응급시에는 머리와 목을 부동시킨 채 의료인과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

    이지 않는다.

   ② Glasgow 혼수척도를 사용해 근력, 움직임과 감각의 정도, 사지의 열감을 평가하여 

    신경학적 상태를 검사한다.

   ③ 처방에 따라 골격견인을 적용하고, Stryker frame 침 에 누인다.

   ④ 골절이나 탈구시 척주를 안정화하기 위한 수술에 해 준비한다.

   ⑤ 관절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비된 사지에 수동적인 관절범위 운동을 시행한다.

   ⑥ 상지의 힘과 운동성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 능동적인 관절범위 운동을 실시하게 한다.

   ⑦ 적당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⑧ 운동과 가정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의논한다.

   ⑨ 환자와 가족에게 임박한 반사장애의 증상과 징후에 해 설명한다.

   ⑩ 규칙적으로 배변할 수 있게 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 식후 15∼20분 후에 배변을 유도

    ✓ 배변 전에 따뜻한 물을 제공

    ✓ 배변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함

    ✓ 가능하다면 좌위로 배변을 시도

   ⑪ 요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방광간호를 한다.

    ✓ 잦은 배뇨시간 계획

    ✓ 적당한 수분섭취를 장려하되 취침 전에는 피함

    ✓ Anticholinergic약물을 투여

    ✓ 간헐적 도뇨 실시

   ⑫ 혈압을 저하시키기 위해 항고혈압 약물을 투여한다.

   ⑬ 환자와 가족의 응전략을 평가하고, 필요시 새로운 전략을 교육한다.

   ⑭ 성적 만족을 위해 체적인 방법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⑮ 환자와 가족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자가간호와 기동성을 유지하여 잔여능력을 최 한 사용한다.

   ②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③ 정신적 사회적 손상에 해서도 긍정적으로 적응한다.

   ④ 미래에 해 현실적인 기 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 및 직면한 생활에 관한 느

    낌을 표현한다.

   ⑤ 가족은 환자의 기능이 최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⑥ 환자의 소변감염이나 변비없이 적절한 방광 및 장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⑦ 환자는 성적으로 만족하다고 표현한다.

  척수나 척수신경근의 신생물을 말하며, 종양의 종류는 두개내 종양과 같다.

  (1) 원인

   원인은 확실치 않으며, 빈도는 1:4의 비율로 두개내 종양에 비해 드물다.

  (2) 병태생리

   ① 종양은 척수나 척수근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으나, 가장 흔한 부위는 흉추부

     이다.

   ② 원발성 척수종양에는 수내 종양(척수내 발생), 수외 종양(척수밖에서 발생), 경막내 

    종양(지주막하강 안에 발생), 경막외 종양(경막 밖에서 발생)이 있다.

   ③ 종양의 형태, 부위, 성장에 따라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④ 종양은 척주를 침범하기도 하며, 뼈 침식으로 인해 척추가 허탈되어 척수신경과 척수

    를 압박한다.

   ⑤ 수술 및 그 외 여러 치료방법이 있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통증

    ✓ 운동 기능부진(근쇠약과 경련, 근력저하, 반사이상 항진, Babinski 양성반응)

    ✓ 감각결손(통각, 열감 및 촉각 소실, 지각이상)

    ✓ 요정체와 변비

    ✓ 척수종양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은 척수 손상 때와 비슷하다.

   ② 진단검사

    ✓ CT, MRI, 척수촬영술, 척수 방사선촬영으로 종양의 위치와 침범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변실금

   ③ 변비



   ④ 운동 장애

   ⑤ 통증

   ⑥ 성기능 장애

   ⑦ 피부손상 위험성

   ⑧ 배뇨 장애

   ⑨ 소변정체

  (5) 간호계획과 수행

   ① 수술에 해 준비한다.

   ② 방사선 요법에 해 준비한다.

   ③ 진통제, 적절한 체위, 이완요법, TENS를 이용해 통증을 조절한다.

   ④ 임상증상(요실금이나 요정체, 변실금이나 변비, 운동장애)에 따른 간호를 제공한다.

   ⑤ 환자와 가족을 안심시키고 지지하여 진단과 불확실한 예후에 처할 수 있게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통증이 조절된다고 보고한다.

   ② 자가간호와 기동성을 유지하여 잔여능력을 최 한 사용한다.

   ③ 피부통합성을 유지한다.

   ④ 가족은 환자의 기능이 최적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⑤ 환자는 성적으로 만족한다고 표현한다.

   ⑥ 환자는 장과 방광문제가 없다.

  척수신경근 위에 있는 추간판의 수핵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과 신경근육 결손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한다.

  (1) 원인

   원인으로는 퇴행성 질환, 외상, 선천성 요인이 있으며, 요통을 호소하고, 45세 이하의 남

  성에게 흔하다.

  (2) 병태생리

   ① 섬유륜(annulus pulposus)이 파열되면 수핵의 일부가 돌출되어 척수신경근을 압박한다.

   ② 탈출증은 요추부위에서 가장 흔하다.

   ③ 임상증상은 탈출부위, 진행정도에 따라 다르며, 요추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좌골 신경

    을 압박해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만성이 되는 경우 운동과 감각에 변화를 가져

    온다.

   ④ 견인, 침상안정, 수술을 이용해 치료한다.

  (3) 사정

   ① 임상증상

    ✓ 요추 탈출증시 서혜부와 다리로 방사되는 요통-기침, 재채기, 과로나 긴장시 더욱 



     심해진다.

    ✓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손상(근쇠약, 하지의 심부건 반사 감소)이 있다.

    ✓ 하지 직거상 검사(Straight leg raising tes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② 진단검사

    ✓ CT, MRI, 척수조영술로 탈출된 부위를 알 수 있다.

  (4) 간호진단

   ① 불안

   ② 운동장애

   ③ 통증

  (5) 계획과 수행

   ① 요통의 부위, 특징, 진행정도를 사정한다.

   ②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상태를 감시한다.

   ③ 침상안정을 격려하고, 침상머리를 30° 상승시키며 무릎을 약간 굴곡시킨 체위를 취한다.

   ④ 급성기가 지나면 적당한 운동을 교육하고, 더운 찜질을 제공한다.

   ⑤ 탈출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추간판절제술를 실시하는 경우 수술 전 간호를 제공한다.

   ⑥ 수술 후 간호

    ✓ 사지의 힘, 감각, 운동정도 사정

    ✓ 단단한 침요를 깔아서 신체 정렬을 유지하고, 돌려 누일 때는 통나무처럼 한번에 

      움직이도록 한다. (log-rolling)

    ✓ 안전하게 걷기 위해 맞는 신발을 제공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역학을 교육

    ✓ 미끄러짐에 주의하고, 허리를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6) 평가

   ① 환자는 얼굴표정이 밝고, 신체 움직임이 편안하여 통증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환자는 정상적인 보행으로 걷는다.


